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GVC산업분석TF 김희영 연구위원

Trade Focus 2022년 11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발행인 구자열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행일 2022년 6월 2일
디자인·인쇄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

CONTENTS

요약

01

Ⅰ. 연구배경

03

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트렌드

06

1. 개요
(1) 재사용(Reuse) 방식
(2) 재활용(Recycle) 방식
2. 주요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트렌드
(1) 미국
(2) EU
(3) 일본
(4) 한국
(5) 중국

Ⅲ.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촉진 정책

11

1.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촉진 정책
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3. 재사용 응용 분야 및 재활용 기술
4.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Ⅳ. 국가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비교

27

Ⅴ. 결론 및 시사점

30

1. 폐배터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
2. 전기차 배터리 이력의 플랫폼上 관리
3. 자동화된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4. 공급망을 활용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5.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6. 새로운 신기술 R&D에 투자

참고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추진정책 

35

참고2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인증기업 45개사 

37

본 자료는 협회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GVC산업분석TF 김희영 연구위원
02-6000-5576

hy.kim@kita.or.kr

요약

보급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가운데, 사용 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즉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1년 전기차를 양산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폐배터리 회수·처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배터리 매립이나 소각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채굴량은 한정되어 있어 핵심 소재를 둘러싼 신자원 민족주의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팽배해 있다. 폐배터리 처리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배터리 단가 중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를 재활용할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배터리
제조 3사를 비롯해 완성차 대기업이 유럽 및 중국의 재활용 기업과 협력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EU, 중국, 미국 등은 우리보다 일찍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미미하여 본격적인 재활용
육성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민관 협동으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례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능력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주도로 재활용 우위 선점을 위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폐배터리에서
핵심소재 회수를 높이기 위해 니켈, 코발트, 망간은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를 회수
목표치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배터리 재활용 등록기업이 4만개사를 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수 서비스망 표준화, 재활용 기술력 제고, 대표기업 육성에서도
한발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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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각국의 전기차

1

2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재
재활용으로 중국 등 배터리 자원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시 경제적 이점도 높다. 또한 배터리의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점을 인지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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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폐배터리의 명확한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연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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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 판매가 호황을 이루면서 이에 탑재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도 급팽창하고 있음
2022년 11호

2021년 전 세계 전기차(EV1)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 상승한 660만 대에 달함
- 특히 배터리 전기차(BEV)는 2040년에 2020년 대비 약 32배 증가한 1억 4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2
2020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량은 160기가와트시(GWh)로 2019년 대비 33% 증가3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증가는 관련 제품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질 전망
*1997년 하이브리드 시판, 2008년 테슬라 EV양산.

전 세계적으로 폐기되는 전기차(BEV+PHEV)는 2025년 54만대에서 2030년 414만대, 2035년
1,911만대, 2040년 4,636만대로 급증할 전망4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는 2025년 42GWh에서 2030년 345GWh, 2040년 3,455GWh로 80배
이상 증가할 전망5
- 전기차 배터리는 생산 후 5~20년 사이에 수명을 다하게 되며,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이
초기용량 대비 7-80% 남았을 경우, 주행거리 감소, 충전 속도 저하, 급속 방전 리스크 문제가
발생해 교체가 불가피

전기차 폐배터리의 세계 시장규모는 이미 2019년에 1조 6,500억 원에 달함
리튬이온 배터리의 폐기량은 2020년까지 연간 10.2만톤, 2040년에는 연간 7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6
시장규모도 2030년에 6조 원, 2040년에 66조 원, 2050년에는 최대 600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7
1

BEV: Battery EV / PHEV : Plug-in Hybrid EV

2

유로모니터(Euromonitor)

3

IEA, 전기차 등록이 41% 증가한 것과 BEV와 PHEV의 평균 배터리 용량이 각각 55kWh와 14kWh라는 점을 반영하여 계산

4 5 6 출처: SNE리서치
7 IEEP 「Managing waste batteries from EVs」 (2021.11)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후 배터리 매립
시 심각한 토양오염을 야기시킴

리튬 등이 1% 이상 함유한 전기차 배터리를 유독물질'로 분류함

또한 배터리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광산에서 채굴할 때 많은 양의 물 소비, 다량의 이산화탄
소가 발생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
배터리 전극 제조과정에서 용매 건조 시 1kWh당 42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

가격 면에서도 니켈, 리튬 등 핵심 원자재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고,
신자원 민족주의8 대두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9로 원자재 가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니켈 수요는 2021년 11.5만 톤에서 2030년 121.3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
최근 1년간 니켈 가격은 톤당 1만 5,988달러에서 4만 2,995달러(5,250만원)로 168.9%(2.7배)
상승했고, 탄산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위안에서 472.5위안(9만원)으로 490% 급등
최근 중국, 미국은 리튬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광산 투자를 확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 굴지의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
용(Recycling)' 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동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한·중·일 3개국의 배터리 재활용
동향을 알아보고,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 중인 중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8 리튬 삼각지대인 중남미3국(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은 "리튬은 자국민의 것"이라고 선언
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로부터 니켈 공급이 불안해지자 니켈 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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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배터리를 환경 유해 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도 산화코발트,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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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1.8%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22.8억 달러에 달할 전망10
2040년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310억 달러에 달할 전망11
- 2030년까지 재사용되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합치면 세계 에너지 저장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12

통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수리를 통해 수명연장 후 사용하는
방법 외에,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이 있음
재사용(Reuse)은 잔존용량이 높은 폐배터리의 팩을 일부 개조하거나 기존 팩 그대로 수거하여, 해체 및
안전 테스트를 거친 후 다시 ESS(Energy Storage System) 상품화를 통해 재사용하는 방식을 의미
재활용(Recycle)은 폐배터리를 셀 단위에서 분해하여 전극소재,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 등 고가
소재를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을 의미

배터리 리사이클링 개념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개념도
폐배터리 수거 및 보관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지자체 및 민간수집업자

검사 및 분류

재제조 불가
추출불가

재제조 가능
소재추출

핵심 원소재 추출

그외 소재 추출

폐기

폐기물 업체

재활용 업체

배터리 제조 업체

수명노후

잔여수명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자동차

농업용
초소형전기차

자료 : THEELEC 유튜브채널(https://youtu.be/_JEWjaSVR8Q) (2021.9.29)
10 Allied Market Research 「Electric Vehicle Battery Recycling Market Outlook 2025」
11 IDTechEx
12 그린피스 동아시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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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17년 1.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2025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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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Reuse)방식13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Reuse)은 크게 배터리 팩을 해체하여 모듈/셀 단위로 선별·재조립
하는 방법과 배터리 팩 단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2022년 11호

모듈과 셀 단위로 선별·재조립 하는 경우 불량 모듈과 셀을 선별하고 용도에 맞는 최적의 ESS를
재구성할 수 있으나 추가 가공시간 및 비용이 소요, 안전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작업환경이 필요
배터리 팩 단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나 배터리 팩 비표준화
로 용량확대를 위해서는 설계적인 제약이 존재함
재사용되는 배터리는 EV자동차, 소형EV, 대형 축전지, 공장 백업시스템, EV버스, 골프카트,
전동 포크레인, 무인 운반로봇(AGV)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배터리 성능이 60-80%인 경우 주로 발전소, 충전소 등에서 전력 보조장치로 사용, 20-60%의 경우에는 가정용
ESS로 활용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흐름도

배터리 입고

재사용

팩 세척/외관검사

팩 분석

포장출고

팩

등급분류

모듈 분해

폐
기

모듈 분석

폐
기

자료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환경부, 2018) via 제주연구원 「제주EV리포트」(2017)

13 재사용’ 개념 및 장단점: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2018)

2

재활용(Recycle)방식

등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진행

<전처리 공정>
방전시킨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해체할 경우 배터리 재활용 첫 단계인 전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품회수, 기계적 분쇄, 블랙파우더 제조과정이 이에 해당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흐름도

자료 : 포스코

<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으로는 크게 건식제련과 습식제련 방식으로 구분
① 건식제련(pyrometallurgy) :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고온의 열을 가하는 방식
- 기계적 분리 및 고온 열분해 방법을 포함하며, 재활용 공정이 비교적 간단함.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 재료나 귀중한 금속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 방식은 전력소비가 많고 처리 과정에서 유해 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배기가스 회수
설비를 갖춰야 하는 단점이 있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Recycle)은 방전, 물리적 해체 등의 전처리 공정과 건식제련, 습식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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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습식제련(hydrometallurgy) : 주로 산-염기 용액을 사용하여 전극 재료의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
- 저용량 설비가 가능하고, 배터리 금속물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제품의 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 방식은 재활용 공정이 길고 복잡하며, 염산 등 부식성 용액의 관리에 비용이 소요되는

2022년 11호

단점이 있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정 방식
배터리 셀/모듈

Input

열처리

공정
선택적 공정

알루미늄, 구리 등
중간재

물리적 전처리
건식제련

중간재, 제품

(Pyrometallurgy)

Black mass
합금

매트

(Alloy)

(Matte)

슬래그

Fly ash

열처리

습식제련

습식제련

습식제련

(Hydrometallurgy)

(Hydrometallurgy)

(Hydrometallurgy)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흑연

자료 : 한국투자증권 (via Metals 2020.10)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천연 광물 상태에서의 채굴보다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터리 종류별로 다양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함
NCM811의 경우 전체 셀 제조 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2020년 기준 71%를 차지14
전기차 배터리(LFP/NCA/NCM811/NCM622/NCM111) 중에서 NCM111를 재활용하면 킬로와트시당
42달러(약 53,000원)의 가치가 창출되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반면, LFP배터리의 수익성은 약 15달러
(약 19,000원)로

가장 낮음15

- 24kWh급 삼원계 배터리 재활용은 팩 당 600~900달러(76만~114만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음16
광산에서 발견되는 최고 등급의 리튬 농도는 2-2.5%의 농도(산화리튬)인 반면, 재활용으로 추출한
리튬의 농도는 이의 4-5배17에 이르러 고농도 원료를 얻을 수 있음
14 Roland Berger
15 Statista, 2020년 통계
16 블룸버그NEF
17 Li-Cycle의 Johnston의 언급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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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촉진 정책
1

미국 : 공급망 관점에서 접근, R&D투자

2022년 11호

(1) 시장동향 및 정부정책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공급망에 대한 100일 검토18 결과를 통해 전기자동차 등 핵심
분야의 공급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광산 채굴 뿐 아니라 국내 EV배터리 재활용을
적극 촉진 시키겠다고 밝힘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배터리 재활용 없이는 2040년까지 미국 내 800만t의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70만대19로서 2025년에는 연간 100만대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20
한편, 재활용으로 204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구리, 리튬, 코발트 및 니켈 수요의
55%, 25%, 35%가 각각 충당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에 31억 달러 지원을 결정(’22. 5. 1)
또한 미국 정부는 재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와 배터리 화학 중금속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함께 진행
※ 아르곤느 국립 연구소21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배터리 재활용 연구소로 재활용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에 관해 연구 진행
- 동 연구소에 의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나온 재활용 소재를 새 배터리에 재사용할 경우 생산비
10~30% 절감이 가능하여 EV 배터리 원가를 킬로와트시당 80달러로 낮출 수 있음
22

- 향후 기타 배터리 부품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

18 a hundred-day review of supply chains
19 IEA
20 LMC오토모티브
21 Department of Energy’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2 Reuters, 「USA to focus on domestic EV battery recycling」 (2021.6.7)

(2)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

기업 개요 :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 합작법인
기업 동향 : 배터리 셀 제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 100%까지 재활용하기 위해
Li-Cycle과 협력하고 총 6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함23
 타 사항 : 독일 ’벌칸 에너지(Vulcan Energy)’와 수산화리튬(LiOH)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
2025년부터 5년간 수산화리튬 4만5000t을 공급받기로 함. 또한 오하이오주 로즈
타운에 위치한 배터리 셀 생산공장 외에도 테네시주 스프링 힐에 두 번째 셀 공장을
계획 중
자료 : 언론보도 종합

[테슬라(Tesla)] https://www.tesla.com
 업 개요 :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생성 및 저장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
기
임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업 동향 : 네바다 공장(Nevada plant)에서 EV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하이에도 재활용 시설을 갖춘 기가공장을 고려 중임24
기타 사항 : 전기모터 및 기타 중요한 부품들도 동 사의 재활용사업의 대상임
자료 : 언론보도 종합

[레드우드 머티리얼(Redwood Materials)] https://www.redwoodmaterials.com
기업 개요 : 테슬라 JB 스트라우벨 전 회장이 설립한 재활용 스타트업 회사
기업 동향 : 닛산이 Envision그룹에 매각한 배터리 생산기업 Envision AESC
(테네시주 스미르나)와

협력해 이 곳에서 나온 셀을 재활용할 계획25

기타 사항 :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추가 확장 계획을 발표 (2021.6.17)
* 네바다주 테슬라 기가공장 인근에 4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매입. 현재 네바다주에 있는 약 1만
4000㎡ 규모의 공장을 향후 2년 안에 5만1000㎡로 확대할 계획. 동 사의 직원 수는 현재의 130명,
향후 2년 안에 600명 이상 전망
자료 : 언론보도 종합

23 Reuters, 「Ultium Cells and Li-Cycle enter recycling cooperation」 (2021.5.13)
24 Reuters, 「Tesla considers recycling facility in Shanghai」 (2021.4.27)
25 Reuters, 「Redwood launches battery recycling with Envision AESC」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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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엄셀즈(Ultium Cells)] https://www.ultiumc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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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환경적 측면 접근, 구체적 목표와 지침, 제도선진국

(1) 시장동향 및 정부정책
EU는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내연기관(휘발유, 디젤 등)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2022년 11호

있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전망
EU내 전기차 신규등록이 2010년 700대에서 2019년 약 55만대로 증가하여 신규 등록 자동차의
3.5%를 차지

EU에서는 2020년 약 4만톤의 폐 리튬이온 배터리가 배출되었으며, 2025년에는 7만5천톤,
2030년에는 24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26
2019년 기준, EU의 연간 EV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용량이 16만 개에 불과하여 EU는 향후 몇 안에
폐기 배터리 처리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27

EU는 2022~2023년에 시행될 ‘새로운 배터리 규정(New Batteries Regulation)’을 통해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임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회수율은 50%로, 회수율 목표를 2025년부터 65%로, 2030년에는 70%로
상향 조정
* EU는 ‘배터리 지침(Batteries Directive(2006, 2013년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시장에 투입된 배터리 물량의
45%를 회수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전기차 각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만들어 폐배터리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계획
※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는 공급 및 가치 사슬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배터리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공유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수명 주기 동안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하며 수명이 다한 시점에서
책임 있는 재활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플랫폼
- 배터리 광물, 배터리 팩 및 핵심 구성품(모듈, 셀)은 IoT가 가능하므로 분산 원장 또는 블록체인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이해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
- 모든 이해 관계자는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음

26 Oeko-Institute et al,, 2021
27 IEEP, 「Managing waste batteries from electric vehicles」 2021.11

또한 산업·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5년부터 사용 비율을 높일 예정

리튬 10%, 니켈 12%

(2)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유미코어(Umicore(벨기에))] https://www.umicore.com
기
 업 개요 : 2차전지 양극재를 비롯해 다양한 소재를 대량 생산하며, 재활용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
기
 업 동향 : 폐배터리에서 원재료 회수 및 재활용하는 ‘폐쇄 루프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
자료 : 언론보도 종합

[노스보트(Northvolt(스웨덴))] https://northvolt.com
기
 업 개요 : 배터리 셀 생산 뿐 아니라 원재료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해 알루미늄
회사 Norsk Hydro와 함께 JV형태로 진출
기
 업 동향 :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공장 Revolt Ett를 건설 중
기
 타 사항 : 폭스바겐, BMW, 볼보, 폴스타 등과 대규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

[프리모비우스(Primobius(독일))] https://www.primobius.com
기
 업 개요 : 오스트레일리아의 네오메탈스(Neometals)와 독일의 SMS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
기
 업 동향 : 폐배터리 셀을 재활용하기 위해 연간 2만 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공장을
설립
자료 :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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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 (2035년) 코발트 20%, 납 85%(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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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민간發 재활용 촉진 건의, 시범사례多

(1) 시장동향 및 정부정책
일본은 전기차 보급률이 최근 10년간 1%를 밑돌고 전기차 시장점유율이 2021년 0.6%에
2022년 11호

불과하는 등 한국과 중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
일본은 배터리 제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념하며 파나소닉 외 기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사업 확장에 비교적 보수적임
* 도요타, 혼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등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제조에 투자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2035년 이후 신형 내연기관 차량판매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전망28
* 파나소닉은 테슬라 요청으로 4680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와카야마에 설립
* 닛산은 연간 생산량 6GWh의 공장을 이바라키현에 건설할 예정
* 주요 전자부품 공급업체인 TDK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참여

일본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1,000억 엔(8억 6,400만 달러) 투자와
보조금 지급 등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함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진행 중임
일본의 배터리 및 부품업체 약 30개사가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29를 설립(2021년 4월)하고 배터리
공급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으며 희귀금속 제련 및 재활용 규칙 제정을
추진 중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폐배터리를 생활 속에 재사용하는 시범사례가 많음30
미쓰비시 자동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수거해 자사 공장에서 축전지로 재사용
시즈오카 현의 포레스트 컨트리 클럽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기 골프카트에 재사용
28 DIGITIMES, 「EV battery report: Japan's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deavoring to regain glory」(2022.3)
29 BASC(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 MITUBISHI CHEMICAL, HONDA, PANASONIC 등 일본기업이 참여
30 The Phonom Penh Post, 「EV battery recycling efforts spread in Japan」, (2021.9)

세븐일레븐 재팬은 가나가와 현에 있는 11개 점포에 폐배터리로 만든 축전지를 배치해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밤에 사용

㈜에네오스홀딩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가정용 축전지 및 가로등으로 재사용
주요 무역회사들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
- 이토추는 중국 내 전기차 택시 및 버스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본과 해외 공장 및 물류센터용
축전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
- 미쓰이앤코는 2019년에 프랑스 르노SA 등과 공동으로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독일 내 전력
업체의 배터리 재사용 서비스를 시작

(2)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
[4R 에너지(4R Energy Corp)] https://www.4r-energy.com
기
 업 개요 : 닛산이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스미토모와 합작해 EV 배터리
재사용을 담당하는 회사 설립
기
 업 동향 : 잔존용량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술 등 다수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후쿠시마 현에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품 공장을 설립(2019), 현재 약 1,500개의
EV 폐배터리를 처리 용량을 약 3배로 늘릴 계획
기
 타 사항 : 재사용 배터리의 판단 규정(UL1974)을 세계 최초로 취득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스미토모 금속공업(Sumitomo Corp)] https://www.sumitomocorp.com
기업 개요 : 스미토모 그룹의 전기분야 회사로 일본 최대의 비철금속 업체
기업 동향 : 2023년까지 일본내 재활용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연간 7,000톤의
분쇄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예정
* 이는 니켈-망간-코발트 음극을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 200톤의 코발트를 추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전기자동차 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임

기타 사항 : 구리 정련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용된 EV 배터리에서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을 파쇄하고, 생성된 분말을 특정 온도로 가열하고, 산소 농도를
조절하여 저렴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함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동일본 여객철도는 정전 시 전기차 폐배터리를 철도 건널목용 전원으로 전환 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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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배터리 제조강국, 대기업 중심, 법제화 필요

(1) 시장동향 및 정부정책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생산국31으로 2022년까지 43만대, 2030년에
2022년 11호

300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기차 폐배터리는 ’20년 275개에서 오는 ’30년 10.7만개로 증가할 전망32이고 중량으로 보면
’21년 104톤에서 ’29년에는 1.9만톤으로 약 100배 증가할 전망33

2020년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서비스’34를 포함시키고, 2021년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해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구축’에도 힘쓰고 있음
2021년 3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이 제정되고, 7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전국 4개 전기차 배터리 수거센터35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운영
- 이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 재이용,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주도로 구축된 공공 인프라로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 성능평가, 보관 및 민간 매각업무를 수행36
또한 데이터 보안체계 마련 및 재사용 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 중임37

그러나 폐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할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부족, 보조금 없이 구매한 전기차의 구체적인 폐기 지침이 미흡한
실정임38

31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주요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세계시장 점유율: 33.9%(2020년 11월 기준)
32 환경부
33 에너지경제연구원
34 사
 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 마련(제주도 실증사업),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자기술 연구원), 배터리 데이터 보안체계,
재사용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평가를 위한 실증연구
35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4개권역 : 경기도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36 법무법인 유한 세종
37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38 배
 터리 순환경제와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마켓인사이트, 2022.4.15.)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울산테크노파크. 2021)

(2)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

기
 업 개요 : 국내 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기
 업 동향 : 2008년부터 전처리 공장 가동, 모든 종류 이차전지 스크랩 처리 가능.
2011년부터 습식제련 공장 가동 → 이차전지 주요 금속 회수(Co, Ni, Mn, Li, Cu, Al).
재활용한 배터리 원료로 재공급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

기타 사항 : 방전, 전해액처리, 분진 최소화, 습식제련 후 발생폐수 자체 처리 기술
보유, 금속산화분말 기준 회수율 95% 이상
자료 : 언론보도 종합

[LG에너지솔루션)]
기업 개요 : 국내 최초 리튬이온 전지 양산에 성공한 국내 배터리3사 중 하나
기업 동향 :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Li-Cycle)과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재활용 계약을 체결
기타 사항 : 2030년까지 연구개발 9조7천억원, 배터리기술연수원 2023년까지
건립 등 15조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삼성SDI(Samsung SDI)] https://www.samsungsdi.co.kr
기업 개요 : 삼성의 전지관, 이차전지 제조업체
기업 동향 : 지난 2020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천안 및
울산사업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순환체계를 구축.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국내 재활용 전문업체를 거쳐 황산 코발트로 재생산하고 이를 소재업체가
전달받아 삼성SDI의 원부자재로 일부 재투입 중. 향후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거점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
기타 사항 : 재활용 전문업체인 피엠그로우와 협력.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함께
미국 첫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합작법인 부지를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로 선정하고
25억 달러 이상 투자함(5.24)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성일하이텍(SungEel HiTech)] https://www.sungeel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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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On] http://sk-on.com
기
 업 개요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
기
 업 동향 : 2021. 10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맺어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검사 체계를 구축, 2022.4월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와 중고차 배터리 평가
기준 수립 관련 협약 체결

2022년 11호

기
 타 사항 : 2021년 11월 SK에코플랜트 등과 재사용 운영협약을 체결. 기아
자동차 ‘니로EV’의 폐 배터리 6개를 재사용하여 300KWh급 ESS를 제조하여
이를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사용 중
자료 : 언론보도 종합

[포스코HY클린메탈(Posco HY Clean Metal)]
기
 업 개요 : 포스코와 중국 화유코발트가 65대 35로 투자한 합작 법인 (2021)
기
 업 동향 : 니켈함량이 80%이상인 하이니켈 NCM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추출해 다시 양극재 소재로 공급하는 재활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1200억원을 투자한 배터리 재활용 생산라인이 2021년
8월 착공 후 2022년 7월 준공 목표임
기
 타 사항 : 준공 이후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제조
업체들과 2022년 12월까지 제품 인증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부터 제품을
판매할 계획
자료 : 언론보도 종합

[현대자동차 그룹(Hyundai Motor Company)] www.hyundai.com
기업 개요 : 국내 EV 완성차 기업
기업 동향 : . UBESS(Used Battery Energy System) 로드맵을 보유해 향후 생산할
배터리 팩의 형상을 고려,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제품군을
확보 중. 2018년 핀란드의 바르질라 사와의 파트너쉽 계약, 한국수력원자력,
OCI, 한화 등과 ESS 활용방안 협력 중
기타 사항 : 배터리의 성능, 수명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
울산 공장에서 ESS 실증사업 진행 중
자료 : 언론보도 종합

5

중국 : 전기차 1위 판매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석권 노려

※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전기오토바이, 전기철도 등에 사용되어 동력을 내는 배터리를 동력배터리
(动力电池)라고 통칭하며 이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발표를 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영문)EV Battery,
(중문)动力电池를 '전기차 배터리'로 표현하기로 함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2021년 양회 기간 발표된 정부 보고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하에 급속
도로 발전 중
14.5 순환경제발전규획통지(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的通知)(2021.7.7.)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추진,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강화 및 체계를 보완하기로 밝힘
※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타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함

2021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340만대로 전 세계의 51.5% 비중을
차지하며, 2040년에 약 4천 5백만대까지 증가할 전망39
- 신재생에너지차 산업발전계획(2021~2035년)‘(《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 신차 판매량을 전체 자동차 신차 판매량의 20%로 늘릴 계획. 그러나 2021년 11월에
이미 17.8%를 달성

전기차 폐배터리의 규모는 2021년 25.2만 톤으로 예상되며, 9년간 연평균 28.3%씩 성장해
2030년에 237.3만 톤에 달할 전망40
- 2030년 중국의 폐배터리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153.1만 톤으로 64.5%를 차지하고, 3원계
배터리가 84.2만 톤으로 3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21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165억 위안(3조 1천억원)에 달하며,
2022년에는 280억 위안(5조 2천억원)을 상회할 전망
2019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약 50억 위안(9,450억원)이며, 2020년에는 2배 성장한
100억 위안(1조 8,900억원)41으로 급성장
39 Euromonitor

40 동
 아전해증권연보(东亚前海证券研报)에서 배터리 사용수명을 5년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중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연한을
5-10년사이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음
41 중국능원보(中国能源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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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동향 및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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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
[CATL(宁德时代）] https://www.catl.com
기
 업 개요 : 세계 최대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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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동향 : 邦普사와 함께 6조원 규모의 배터리 제조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해
인광, 원료,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재활용 능력까지 갖춘 종합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기
 타 사항 :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ZF그룹 및 화학업체 바스프와 폐배터리 재활용
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
자료 : 언론보도 종합

[BYD(比亚迪汽车)] https://www.bydauto.com.cn
기업 개요 : 중국의 대표 전기자동차 업체
기업 동향 : GEM과 폐배터리 회수·가공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00여 개 완성차
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 중국 내 40여 개의 배터리 재활용기지 설립
기타 사항 : 본격적인 유럽진출을 위해 자사의 모든 전기차 배터리를 리튬인산철
기반 배터리로 교체하는 작업 완료
자료 : 언론보도 종합

[GEM(格林美)] http://www.gemchina.com/
기업 개요 : 2001년 12월 28일에 심천에 등록하여 설립. 2010년 1월에 선전
증권거래소 중소기업판에 등록한 배터리 회수·가공업체
기업 동향 : 인도네시아에 니켈 자원공장을 건설하고 전략광업회사(战略矿业公司)와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
- 2022년 니켈자원 1.5만톤을 회수(니켈자급률 40%), 2025년 5만톤(자급률 70%)
회수, 2030년 10만톤(자급률 100%) 회수 계획
- 재활용된 니켈 코발트 전지 원료의 중국시장 점유율 30%
- 재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시장 점유율 20%
- 중국 폐배터리 30%를 회수, 폐건전지 등 소비형 배터리 10%를 회수

기타 사항 : 연 매출 138억 위안 이상, 재적 직원 5000여 명
자료 : 언론보도 종합

(3)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촉진 정책

에너지 자동차 정책의 부속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별도 정책이 발표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용기술 정책>(2016)에서 처음으로 배터리 등록번호 제도 시행 및
니켈, 코발트, 망간의 종합 회수율 목표 98% 이상이 제시,
그 이후로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설계, 생산,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함

2018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관리 잠정방법>에서 자동차 생산기업에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주체적 책임을 부여하는 ‘동력 배터리 재활용 생산 책임제’를 명시
2018년 7월부터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와 공동으로 폐배터리 회수·재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저장·장시·후베이·후난·광둥성 지방정부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적합 기업 리스트를
발표

2018년 공신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서> 발간하여, 시범지역과 기업간 재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를 보급
징진지(京津冀)42, 상하이, 장쑤, 저장, 후난, 쓰촨 등 17개 지역 및 철탑회사를 시범지역 및
시범기업으로 지정

2020년 공신부는 <2020년 에너지 절약 및 종합 이용 사업 요점>을 발표해 기술 및 경제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모델을 전파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

42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3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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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동차산업 재활용 정책 발표 이후, 2015년까지는 배터리 재활용 문구가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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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4.5 순환경제발전규획(2021.7.7)>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6대 중점 행동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추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상세 의무사항을 규정
△ 신에너지차의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활용 이력 보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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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과 폐배터리 재사용 기업이 자체 혹은 공동,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표준화된 회수 서비스망 건설 △ 전기차 배터리 규범화를 통한 재사용 추진 △ 잔존 에너지
검사, 잔존가치 평가, 재이용, 안전관리 등의 기술 제고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의
패키지화 및 첨단장비 보급 강화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표준 체계 완비 △ 폐전기차 배터리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대표기업을 육성하여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발전 촉진

(4)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뚜렷한 선두기업 없이 배터리 사용자, 배터리 생산기업, 소
재기업, 자동차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22년 상반기 중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이 40,600개사가 등록됨
(’19)1,367개(25.9%↑)→(’20)3,321개(142.9%↑)→(’21) 약 24,400개(635%↑)
- 지역별 등록 수는 산둥(山东)이 3,826개로 1위, 광둥(广东)·장쑤(江苏)가 각각 3,177개, 3,086개로
2, 3위를 차지함
이 중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 4,899개에 달함43
- 광둥, 장쑤, 산둥이 각각 1,504개소, 1,088개소, 1,080개소로 10.09%, 7.3%, 7.25%

의 비중을 차지하고 기업별로는 广汽， 吉利，一汽가 각각 1,675개소(11.24%), 1,364개소

(9.15%),

993개소(6.66%)를 보유하고 있음

한편 공신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 동력배터리 종합이용 산업규범조건(新能源汽车废旧动
力蓄电池综合利用行业规范条件)>에 부합하는 기업 45개사를 발표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

재활용 20개사, 재사용 20개사, 재활용·재사용 모두 가능 5개사가 포함됨
* 폐배터리의 상당수는 암시장에서 톤당 1만위안 (약 180만원)으로 거래
43 자
 동차 기업의 공식 회수채널, 자동차 업계 산하의 전문 철거업체, 그리고 「재생 자원 경영 허가증(再生资源经营许可证)」, 「위험물
도로 운송 허가증(危险品道路运输许可证)」 등 각종 자질을 갖춘 신에너지 기업 등 3분류로 나뉨

(5) 재사용 응용 분야 및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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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함량이 적어 재사용(Reuse) 방식에 적합함
* 2030년 중국의 폐 리튬인산철 전기차 배터리 규모는 153.1만톤, 폐 3원계배터리는 84.2만 톤에 이를 전망

한편 중국의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량이 21.57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
재사용 배터리의 주요 응용분야는 주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기삼륜차, 저속전기차 등임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금속 회수에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이용 산업규범조건(2019)(新能源汽车废旧动力蓄电

池综合利用行业规范条件)>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98%, 리튬의 85%,

기타 희소금속의 97%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
- 현재 중국의 금속 코발트와 탄산리튬 회수율은 각각 95%, 85%에 달함
최근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회수 관련 특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54건에서 2020년에는
860건, 2021년에는 938건으로 증가
- 배터리 회수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2022년에는 1,100개를 넘어설 전망임
한편 생산업체별로 배터리 구조가 달라 배터리별로 상이한 추출 프로세스가 필요
- BYD의 배터리는 Blade식44, CATL의 배터리는 Cell to pack 기술45을 활용하는 등 배터리별
구조가 다르고, 핵심 배터리 재료인 니켈의 비중을 달리하거나, 코발트 대신 니켈을 사용하는
등 배터리 구성 성분 비중에 차이가 있음

종류별 전기차 배터리 내 금속함량 비중
종류

주요 함유금속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희소금속

삼원계 배터리

니켈,코발트,망간,리튬

12%

5%

7%

1.2%

-

리튬인산철 배터리

리튬

-

-

-

1.1%

-

코발트인산리튬 배터리

코발트, 리튬

-

18%

-

2%

-

망간산리튬 배터리

망간, 리튬

-

-

10.7%

1.4%

-

니켈수소배터리

니켈, 코발트

35%

4%

1%

-

8%

자료 :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동관증권연구소（东莞证券研究所）
44 배터리 팩을 얇은 칼날처럼 펼쳐 공간활용도를 높인 방식
45 모듈을 건너띄고 셀에서 팩으로 넘어가 배터리 공간 활용률을 높임. 테슬라/폭스바겐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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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고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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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적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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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电动汽车用动力蓄电池产品规格尺寸> （GB/T34013-2017) ：전기차 배터리의 셀,
모듈, 패키지 사이즈를 명확히 규격화하고, 차량 종류별로 적합한 배터리의 종류와 사이즈를 표준
화(2017.7.12. 발표, 2018.2.1. 시행)
(등록) <汽车动力蓄电池编码规则> （GB/T34014-2017) ： 전기차 배터리에 등록번호를 부여

(2017.7.12. 발표, 2018.2.1. 시행)하여,

정보 추적 플랫폼에 배터리 정보 변동이 기재되도록 의무화.

재사용 배터리의 경우 기존 등록번호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등록번호를 갖게 됨. 재활용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기업 및 폐차 공장에서 배터리의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함
(회수) 《废旧动力蓄电池的收集参照《充电电池废料废件》（GB/T26932-2011）: 폐 전기차

배터리를 재료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여 수집하고 표시해, 유해 물질의 유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재질로 포장
(보관) 《一般工业固体废物贮存、处置场污染控制标准》（GB/T18599-2001） : 폐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 전 사전방전, 독립 포장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

(운송) 《锂原电池和蓄电池在运输中的安全要求》（GB/T21966-2008）: 폐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 시

지켜야 할 배터리별 위험도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

(잔여성능 검사) 《车用动力电池回收利用 余能检测》（GB/T 34015-2017)

(해체) 《车用动力电池回收利用拆解规范》（GB/T 33598-2017）: 폐 전기차 배터리 팩(세트),

모듈 해체 작업의 용어와 정의, 총체적 요구사항, 작업 절차 및 저장 및 관리 요구사항을 규정

자동차 생산업계 및 배터리 생산기업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이익 또는 처벌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에게는 공업정보화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미달 시에는 일시적으로
신제품 신고 금지. 신재생에너지차 수입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이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 요건> 기업 목록에 등재된 경우 공업정보
화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동력 배터리 산업 규범 요건> 기업
목록에 등재될 자격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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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비교
각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의 각국 입지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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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활용 시장규모는 각국의 전기차 보급과 맥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임
- 전기차 보급은 압도적 1위인 중국(세계비중 51.5%)에 이어 EU,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음

국가별 전기차 보급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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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가별 전기차 보급 및 폐배터리 규모
구분

미국

EU

일본

전기차

[판매량]

[판매량]

[보급률]

보급

2021년 70만대

2021년 230만대

2021년 0.6%

한국
[보급목표]
2022년 43만대
2030년 300만대

중국
[판매량]
2021년 340만대,

[폐배터리 갯수]
[폐 리튬배터리]
폐배터리

[폐기물 중량]

2020년 4만톤,

규모

2040년 800만톤

2025년 7.5만톤
2030년 24만톤

자료 : 종합정리

-

2020년 275개,
2030년 10.7만개
[폐배터리 중량]
2021년 104톤,
2029년 1.9만톤

[폐배터리 중량]
2020년 20만톤,
2025년 110만톤

정책 면에서 각 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점은 다소 상이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
EU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글로벌 규제·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일본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부보다는 민관이 공동으로
배터리 재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재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있음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활용 산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정부의 법규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중국은 전기차 판매 및 배터리 생산능력 1위 국가로, 정부가 단계별 재활용 정책을 주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음

주요 국가의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비교
국가

미국

EU

단계

초기

발전

일본

준비

한국

초기

주도 및 대표법안
연방정부
‘공급망 100일검토’

EU 정부
‘새로운 배터리 규정’

특 징
자국내 생산이 미미해 공급망 차원에서 접근
인프라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관련 기업·산업 육성
환경정책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표준에 관심
배터리 여권제도 시행 (이력관리)
재활용 원료 활용 비율 의무화 부여 (50%(‘22)·70%(‘30))

민간중심, 정부협력

민간이 비즈니스 기회 포착 시작

‘순환경제 정책’

정부도 투자 및 육성 프로그램 도입

정부 및 대기업 중심

민관 연구개발 진행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법률’

인증기준, 법적기반 등은 아직 미흡
시장규모 지속적 확대 (2022년 280억위안)
 켈·코발트·망간 회수율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니
97% 설정

중국

고도화

정부의 적극적 주도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책임제도 명시

‘공업자원 종합이용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진행

가속추진 실시방안’

재활용기업 4만개사 등록 및 특허 증가
6대 중점과제 제정
(이력관리, 패키지화, 표준화, 대표기업육성, 기술향상, 규범화)
재활용 국가표준 제정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자료: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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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자국 생산이 미미해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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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음
새 배터리 제조 시 원자재 채굴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돼 폐배터리 재활용은
환경오염 측면에서 유리
또한 최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재활용은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을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음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달은 향후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다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자원보유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90% 이상을 제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를
중국 등 자원 보유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 발달은 배터리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시설이 미미한 미국도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 중

◇ 표준 선점의 중요성 제고
세계 각국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이 확대될수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재활용 단계별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
- 배터리 생산 시점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각종 표준은 향후 배터리 제조 및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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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폐배터리 배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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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계 배터리와 LFP배터리 중 가치 선택 필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함
- LFP배터리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열안정성 면에서 유리해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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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니켈·코발트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측면에서 이윤
발생 기회가 적음
-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재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 배터리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달은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재사용→재활용→ 생산의
단계를 거치는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전 세계 각국이 함께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임

동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각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폐배터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
어느 시점과 수준에 이른 배터리를 폐배터리로 규정할 지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와 시장규모 예측이 가능
동일 시점에 동일 제조라인에서 생산된 배터리라도 사용환경에 따라 SOH(State of Health)값이
달라지므로 잔존 용량별 기준 설정은 재사용 배터리의 판매가를 책정 하는 데에도 기준이 됨
이를 위해서는 잔여 성능검사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전기차 배터리 이력의 플랫폼上 관리

공유함으로써, 해당 배터리의 안정성,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EU에서 도입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이나 중국에서 사용 중인 배터리별 등록번호 제도 및
최근 14.5 순환경제발전규획에서 발표한 '배터리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음

(3) 자동화된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필요
재활용 수거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배터리별로 팩 설계가 상이할 경우 자동화 해체가
어려워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재활용 산업 육성에 장애로 작용
400-500kg에 달하는 EV폐배터리의 경우 기계의 도움 없이 수거가 불가능하고, 고전압 설계가
되어 있는 EV폐배터리는 전기적 방전과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나 폭발의 위험이 커 시스템화된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수거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재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 필요

(4) 공급망을 활용한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및 활용
개별 기업간 경쟁보다 M&A, Joint Venture, 계열사간 또는 외부기업간 협력으로 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완성이 중요
국내의 경우 이미 전기차 배터리 선두기업을 포함해 관련 대기업에서 해외의 재활용 기업과 협력해
밸류체인을 형성 중
-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IT폐기물 처리 업체인 TES(싱가포르)를 인수, 아이에스동서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리씨온(캐나다)에 투자, GS건설도 에네르마사 설립46
이 외에도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등 4대 그룹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과 협업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전 과정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
46 삼성증권, 「EV배터리가 핵심이 될 E-Waste산업」 (2022.4.12)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생애주기(생산-사용-재사용-재활용-폐기)의 전 이력을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33

34

- 또한 EV 완성차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사용배터리 부품의 원활한 공급, ▲공장,
건설현장, 정비차 수리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재활용 성능시험 가능 ▲그룹사 내 친환경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47

(5)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2022년 11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규격뿐 아니라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로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재활용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배터리 사이즈 규정, 개별 등록번호 부여, 전용
기구를 이용한 회수, 방전·독립포장·해체 작업 시 의무사항 등을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중국의 경우 각 단계별로 자세하고 명확한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음

(6) 새로운 신기술 R&D에 투자
우리나라는 재활용 산업에 대한 기술적 연구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적 경제적 관점에서 재활용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신기술 R&D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음
- 패러데이 연구소(faraday institution) : 레스터 대학교와 버밍엄 대학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을 연구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EV 배터리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방법을 개발.48 이 초음파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100배 더 많은 재료를
추출할 수 있고, 새 배터리 제조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추출이 가능함
- 최근 동 연구소는 전지로부터 양극재와 개별 금속을 추출하는 대신에 전지의 사용에 의해서
감소한 리튬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사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47 현대자동차 홍보영상(Youtube)
48 Faraday Institution develops ultrasonic recycling method(2021.8.4)

참고 1

35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추진정책

발표시기

발표 기관

정책명

2006.2

발개위, 과기부,
환경총국

《자동차산업 회수이용 기술정책(汽车产品回收
利用技术政策)》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 생산
기업이 회수처리를 책임

2009.6

공신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산업 진입
관리규칙（新能源汽车生产企业及产品进入
管理规则)》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A/S 항목에 자동차 및
부품(배터리 등)의 회수 및 변상처리를 포함

2012.7

국무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발
전규획(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则
（2012-2020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누적
생산량이 500만대를 초과 : 전기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리를 강화

2014.7

국무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응용보급에 대한 지도의
견(关于加快新能源汽车推广应用的指导意
见)》

충전설비 건설 확대 :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장려, 공공서비스 영역에 우선 보급

2016.1

2016.2

2016.12

2017.1

주요 내용

발개위,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용기술 정책(电动
공신부, 환보부, 汽车动力蓄电池回收利用技术政策(2015
상무부, 질검총국 年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생산설계, 회수, 재사용,
재활용 등의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처음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종합회수율을
98%이상으로 제시.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도
제안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전기배터리 종합이용
산업 규범조건(新能源汽车废旧动力蓄电池
综合利用行业规范条件)》

종합 이용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건설,
규모, 장비, 공예,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공신부

국무원

공신부

《생산자 책임 확장제도 추진방안(生产者责任
延伸制度推行方案)》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및 산업 진입
관리규정(新能源汽车生产企业与产品准入
管理规定)》
자동차 생산기업 및 산업 진입 관
* 《신재생에너지


49

‘화이트리스트’

조건을 제시

2020년까지 주요제품의 폐기제품 회수 및
순환 이용률을 평균 40%까지 높이도록 제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은 제품
전 사용기간 동안 전기배터리 회수상황
추적 기록을 의무화

리규칙(2009)》을 개정

2017.4

공신부, 발개위,
과기부

《자동차산업중장기발전규획(汽车产业中长期
发展规则)》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판매가 200만 대에 이르고, 2025년에는
20% 이상 증가할 것임. 자동차부품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활용률 효과를 제고.
전기배터리 재활용 방법을 제정하고 재사용을
추진

2017.8

공신부

《전기차 배터리 상품규격사이즈(电动汽车用
动力蓄电池产品规格尺寸)》

전기차 배터리의 셀, 모듈, 패키지사이즈를
명확히 규격화하고, 차량 종류별로 적합한
배터리 종류와 사이즈를 제정함

49 화이트리스트 : 유리한 조건으로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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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관
리 잠정방법 (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回收利
用管理暂行办法)》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해 자동차생산기업이
전기배터리 회수의 주체가 되어 책임지도록
명확히 함. 전기배터리의 재활용을 염두에
둔 설계, 생산, 재활용 및 종합이용 관련 요
구사항을 제시

칠부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동력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서 (关于组织开展新能源汽
车动力蓄电池回收利用试点工作的通知)》

징진지, 상하이, 장쑤, 저장, 후난, 쓰촨 등
17개 지역 및 철탑회사를 시범지역과
기업으로 지정

2018.7

공신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국가 감독 측정 및 전기
배터리 회수이용 원자재관리 잠정 규정(新能源
汽车国家监测与动力蓄电池回收利用溯源
管理暂行规定)》

‘원자재 추적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기
배터리 전 생애 주기 정보를 취합하고 재활용
원자재의 추적 책임 상황을 감독하고 측정함

2019.11

공신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기배터리 회수 서비스
망 건설 및 운영지침(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
回收服务网点建设和运营指南)》

수집형(단기)과 집중저장형(장기)
회수서비스망 건설 및 안전한 환경보호 요
구사항에 대한 지도의견 제시

공신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이용 산업
규범조건(新能源汽车废旧动力蓄电池综合利
用行业规范条件(2019年本)和管理暂行办法
(简称))》

자원 종합이용 조건과 재사용 기업 신청방
법을 명확히 하고, 재사용 기업과 재활용
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가입하도록 함

《자동차 제품 생산자 책임 연장 시범사업 실시
방안(汽车产品生产者责任延伸试点实施方
案)》

자원종합 이용률 75%를 달성, 자동차의
친환경 공급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 핵심부품의 원료 재활용
비율을 5%이상 유지하겠다고 명시
2023년까지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폐차
재활용 모델구축 제안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기배터리 재사용관리
방법(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梯次利用管理
办法)》

재사용 효율, 제품의 성능 및 경제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 임차증서사용을 독려,
규모확대 등을 통해 재사용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2018.1

2022년 11호

2018.7

2020.1

2021.6

2021.8

발표 기관

50

칠부위

공신부,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51

오부위

2021.12

재정부

《자원 종합 이용 상품과 노동업무 증치세 우대
목록(资源综合利用产品和劳务增值税优惠
目录(2022年版)》

3%나 일반세율로 증치세 납부, 환급세율은
30%에서 50%로 증대

2022.2

공신부

《공업자원의 종합 이용 가속 추진에 대한 실시
방안(关于加快推动工业资源综合利用的实
施方案)》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방식을 추진; 무결격
검사, 자동 해체, 유가금속 고효율 채취 등
연구개발을 추진

50 국무원 산하의 7개 부처(发展改革委、财政部、商务部、国土资源部、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环境保护部)의 통칭
51 국무원 산하의 5개 부처(教育部、中央编办、发展改革委、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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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인증기업 45개사

No.

지역

기업명(국문)

기업명(중문)
广东光华科技股份有限公司

방식

1

광동광화과기고분유한공사

2

심천심산특별합작구간태기술유한공사

深圳深汕特别合作区乾泰技术有限公司

재사용

3

주해중력신능원과기유한공사

珠海中力新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혜주시항창예능환보과기유한공사

惠州市恒创睿能环保科技有限公司

재사용

4
5

广东

장문시항창예능환보과기유한공사

6

광동가납능원과기유한공사

7

강문시낭달리전지유한공사

8

광동적도신능원유한공사

9

호남방보순환과기유한공사

10

호남금원신재료고분유한공사

11
12

湖南

장사광치연구원유한책임공사
호남개지중능과기유한공사

江门市恒创睿能环保科技有限公司

广东佳纳能源科技有限公司

江门市朗达锂电池有限公司

广东迪度新能源有限公司

湖南邦普循环科技有限公司

湖南金源新材料股份有限公司

长沙矿冶研究院有限责任公司

湖南凯地众能科技有限公司

金驰能源材料有限公司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
재사용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13

금타능원재료유한공사

14

호남금개순환과기유한공사

15

구주화유고신재료유한공사

衢州华友钴新材料有限公司

16

구주화유자원재생과기유한공사

衢州华友资源再生科技有限公司

재사용

절강천능신재료유한공사

浙江天能新材料有限公司

재활용

항주안영과기유한공사

杭州安影科技有限公司

재사용

절강신세대중능순환과기유한공사

浙江新时代中能循环科技有限公司

재사용

20

중천홍리청원고분유한공사

中天鸿锂清源股份有限公司

21

강서당봉순환과기유한공사

江西赣锋循环科技有限公司

재활용

당주시호붕과기유한공사

赣州市豪鹏科技有限公司

재사용

23

강서천기금태각고업유한공사

江西天奇金泰阁钴业有限公司

재활용

24

강서예달신능원과기유한공사

17

浙江

18
19

22

25
26

江西

江苏

湖南金凯循环科技有限公司

江西睿达新能源科技有限公司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격림미능원재료유한공사

格林美(无锡)能源材料有限公司

재사용

봉소능원과기유한공사

蜂巢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45개사(재활용 16개사, 재사용 20개사,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 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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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기업명(국문)

27

江苏

강수구력특능원과기유한공사

江苏欧力特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남통북신신능원과기유한공사

南通北新新能源科技有限公司

재활용

안휘녹옥순환능원과기유한공사

安徽绿沃循环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28
29
30
2022년 11호

31

安徽

32
33
34

天津

안휘순응동력능원과기유한공사

기업명(중문)

安徽巡鹰动力能源科技有限公司

방식

재사용

합비국헌고과동력능원유한공사

合肥国轩高科动力能源有限公司

재사용

지주서은신재료과기유한공사

池州西恩新材料科技有限公司

재활용

천진은륭신능원유한공사

天津银隆新能源有限公司

재사용

천진새덕미신능원과기유한공사

天津赛德美新能源科技有限公司

재활용

형문시격림미신재료유한공사

荆门市格林美新材料有限公司

재활용

湖北

격림미(무한)성시광산순환산업원개발
유한공사

格林美(武汉)城市矿产循环产业园开发有限公司

재사용

37

北京

란곡지혜(북경)능원과기유한공사

蓝谷智慧(北京)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38

上海

상해비아적유한공사

上海比亚迪有限公司

재사용

39

河南

하남리위신능원과기유한공사

河南利威新能源科技有限公司

재사용

40

四川

사천장홍윤천능원과기유한공사

재사용

41

贵州

四川长虹润天能源科技有限公司

귀주중위자원순환산업발전유한공사

35
36

贵州中伟资源循环产业发展有限公司

42

厦门

하문오업고분유한공사

厦门钨业股份有限公司

43

河北

하북중화리전과기유한공사

44

福建

복건상청신능원과기유한공사

福建常青新能源科技有限公司

45

陕西

파이삼환보과기유한공사

派尔森环保科技有限公司

河北中化锂电科技有限公司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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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발간 현황
Trade Focus 보고서 명

작성자

No.1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박가현

No.2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전보희

No.3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2020년 기준)

김아린, 정혜선

No.4

2022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김민우

No.5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과 우리의 대응

강내영, 양지원

No.6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도원빈

No.7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홍지상
홍지상, 김꽃별, 조의윤,

No.8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판)

김아린, 강내영, 양지원,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과제 : NEXT 20

김경화, 이유진, 신규섭,
김경훈

No.9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임지훈

No.10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안병선

No.11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김희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 중심으로

iit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