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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0년 3월호) 발간

□ 한국은행은 3.30일(월)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

년 월호 를 발간

2020

3

*

**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금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지역내 업체 및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507/list.do?menuNo=200069

□ 금번 지역경제보고서에서는 경북동해안지역과 관련하여 포항지역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한다는 내용을 현
장리포트로 수록
“

”

*

*

포항시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산업에 대
한 내용을 다룸

<붙임> 현장리포트, “포항지역 전기차배터리 소재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
으로 집중 육성”

문의처 :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황재현 조사역
Tel : (054)289-2822 Fax : (054)289-2850 E-mail : pohang@bok.or.kr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포항지역 전기차배터리 소재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포항본부 박진혁 과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밸류체인에 속하
는 2차전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재
료비(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가 원가
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전지소재의 성장 전
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이에 포항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전기차 밸류체인 도식도

주: 1) 니켈, 리튬, 코발트 등
2)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액, 분리막 등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에코프로비
엠을 필두로 국내 기업의 포항지역 설비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0
1)

월 영일만산업단지에 국내 5공장(CAM5)을 준
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
차전지 업체인 삼성SDI(주)와 합작사를 설립
하고 연내 신공장(CAM6)도 착공할 예정이
다. 또한 국내 유일의 음극재 생산 업체인
㈜포스코케미칼도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에 음
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2)

3)

4)

한편 포항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해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 지역내 산
단의 규제 완화를 신청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는 지난해 7월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
업단지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하였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폐배터리에서 니
켈,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희귀금속
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재)경북
테크노파크와 ㈜성호기업이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피플웍스, ㈜에스아
이셀은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나 전
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며, ㈜에코
프로GEM 과 GS건설(주) 은 재활용이 불가
능한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후방
5)

6)

1)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전지의 충전, 방전 시 리튬을 방출, 흡수하여 전지 내에 전기에너지를 저장, 방출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업체인 SK이노베이션(주)과 2.7조 규모의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용 생산라
인(CAM5N)을 연내 증설할 계획이다.
3) 2월 10일 에코프로비엠은 삼성SDI와 합작법인인 에코프로이엠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연내 5공장 인근에 신공장(CAM6)을 착
공할 예정이다.
4) 음극재는 양극재에서 생성된 리튬이온을 전달받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로 흑연을 원료로 한다. 포스코케미칼이 포
항에 건설할 음극재 생산공장은 기존 세종공장에서 생산하는 천연흑연 음극재보다 품질이 뛰어난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5) 에코프로와 중국 금속배터리 재생전문기업인 GEM과의 합작법인으로 현재 포항에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6) GS건설은 1월 9일 포항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 재활용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
다.

산업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재 생산 업체
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
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리사이클링 업체도 산
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구사업을 통해 기
술을 시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연구기관도 배터리 관
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2021년 말까지 블루밸리산업단지에 배터리 종
합관리센터를 건립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방사광 가속
기를 활용한 배터리 소재분석 플랫폼 및 차세
대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세
대 배터리 파크’ 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를 앞두고 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도
지난해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2차전지소재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2차전지 관련 신제품 및 신
기술 개발에 나섰다.

포항지역 규제자유특구 계획

한편 포항시는 2월 5일 지역의 신산업 활성화
가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항형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사업에도 착수했
다.

7)

8)

자료: 경상북도청

포항지역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사업자
참여사업

사업자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피플웍스, 에스아이셀

재사용불가배터리 재활용

에코프로GEM, GS건설

자료: 경북테크노파크

다만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아직 기준과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신산업이기 때문
에 관련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특
구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특구로 지정된
블루밸리산업단지에는 제조업체들만 입주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해체해 배터리를 분리하는 자
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은 3차 서비스산업
에 해당되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게 된
다.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산업단지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7) 에코프로는 이번 리사이클링 산업에 진출하면서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전구체를 생산하고(에
코프로GEM), 전구체를 이용해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해(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생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일관
생산체계를 포항지역에 갖출 수 있게 되었다.
8) 2차전지의 수명은 5~10년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폐배터리의 양이 의미있는 수
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