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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목하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12)’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가 배터리 여권을 도입할 경우 결국에는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EU 역내에서 거래
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EU기업은 물론 역외 외국기업 역시 배터리 이력추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EU는 순환경제 전략의 또 다른 축인 ‘에코디자인(Ecodesign)’규제(’22.3)를
통해 모든 물리적(physical) 상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할 움직임
을 보이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중국, 일본도 EU 배터리 여권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EU의 배터리 여권 도입에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 일본도 민간 주도로 설립된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 제안서인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를 공개(’22.4)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내 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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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Ⅰ.

연구배경

(Circular economy) 전략을 채택

EU 집행위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 기존 배터리 지침(EU Batteries
Directive)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New Batteries Regulation)1’ 초안을 발표(2020.12)

새로운 배터리 규제(New Batteries Regulation)는 환경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 내용도
한층 강화함
(대상) 용량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와 LMT2배터리에 적용
(내용) 배터리 여권 도입, 탄소발자국 공개, 재활용 회수목표 설정,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등이 포함

‘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 중 전기차 배터리 관련 내용
※ 규제 범위가 전기차(EV)배터리 이외에, e-bike 및 e-scooter 등 LMT용 배터리까지 확대됨(’22. 2.10)

(1) 탄소발자국 공개(’24.7월~) : 탄소 발자국 분류, 관련 라벨링 보완(’26~),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27~) 도입
(2) 재활용 원료 함유량 공개(’27~) : 재활용에 의한 코발트, 리튬, 니켈 및 납의 최소 사용비율 (’30~) 명시
* 코발트12%, 납85%, 리튬4%, 니켈4%(’30~) → 코발트20%, 납85%, 리튬10%, 니켈12% (’35~)

(3) EV 배터리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의 공급망 실사 의무 준수
* 원자재 소싱에 따른 탄소 발자국 및 재활용품 의무 사용 준수에 대해 제3자 검증 의무화

(4) 재활용 물질의 사용 목표치 (효율) 설정
* △(~’25)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0%, 리튬의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목표
* △(~’30)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의 95%, 리튬의 70%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목표

(5) 재활용 배터리 사용 촉진을 위해 배터리 용도 변경 및 재제조 허용
(6) 라벨 및 정보 제공(’27~) : QR코드를 이용한 배터리 정보 제공
* 수명, 충전, 용량, 위험 물질의 포함 여부, 안전 및 위험 관련 정보
* 배터리 상태 및 예상 수명 정보, 배터리 관리시스템 정보
* 배터리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배터리 재사용 여부, 용도변경 및 재제조 이력 등)

(7) 배터리 여권(전자 기록) 도입 및 배터리 정보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26~)
1 P
 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2019/1020
2 LMT: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의 경량운송수단(Light means of transport)
* 2022.2.10. ENVI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LMT를 '새로운 배터리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킴. 단, 배터리여권의 시행대상에서 LMT는 제외됨.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EU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전략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정책의 일환으로 순환 경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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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 초안에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도입을 통해 ‘배터리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할 계획
배터리 여권이란 가치사슬내 모든 이해 관계자가 배터리 정보와 이력을 공유하여 안전성을 극대화
하고, 수명주기 동안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하여 사용 연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재활용이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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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3

EU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또 다른 전략으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4을 개정한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제(EU Ecodesign for sustainable
5

product regulation)

를 발표(2022.3)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여 모든 제품에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공표

EU의 ‘새로운 Ecodesign’ 내용
(1) 기존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품목'

모든 물리적 제품(physical products)6으로 대상 범위 확대

(2)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재료 비율/ 탄소 발자국이 환경규제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제품의 포장, 라벨, 웹사이트 또는 설명서에 표시되어야 함
(3) 디
 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가 상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의 환경 트렌드인 순환경제 시스템을 EU가 선도하는 가운데, 여타 국가들도 단계별
이력 데이터 축적과 디지털 전환과 같은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중
본 보고서는 독일과 중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함

3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 중국사례를 중심으로(2022.6.한국무역협회)
4 수
 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표준을 설정하여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에코디자인 지침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5 E
 U Commission(2022),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etting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2022/0095 (COD).
6 음식, 의약품, 수의약품, 동식물 및 유기물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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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U의 배터리 여권
1

GBA의 배터리 여권 (GBA Battery Passport)

2022년 18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은 GBA(Global Battery Alliance)가 2020년 말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제안한 디지털 플랫폼

- GBA의 플랫폼은 EU가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

’Global Battery Alliance (GBA)
 BA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후원으로 설립된 민관 협력단체로, 100여개 EU·비EU 기업,
G

각 기관이 2030년까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결성한
자발적 동맹
 무국 / 집행위원회 / 이사회 / Action Partnership 운영위원회 / 감독기구로 구성
사

- GBA 이사회는 공공/시민사회 출신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상호 동등한 권한을 가짐

: Volvo, Glencore, Tesla, BASF, UMICORE 및 LG 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
 ction Partnership
A

(1) The Battery Passport Action Partnership
: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배터리 시장 조성을 위해 글로벌 표준 및 벤치마킹 도입을 위한 파트너쉽
- Honda, ERG, LME, Audi, Umicore, Glencore 및 LG화학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2) The Cobalt Action Partnership
: 코발트 채굴의 아동 노동 근절과 광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3) Energy Access & Circularity
: 신흥도상국의 에너지 접근성 보장, 납 중독 예방과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파트너쉽

GBA의 배터리 여권

데이터를 수록하여 배터리 수요자가 여권에 기재된 정보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
- (기능)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 가능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ESG 지표측정 / 이행점검 / 정보
표준화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원료의 추출부터 제조 및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가치사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2) 동일 성능의 배터리 중 적합, 부적합 배터리를 식별하고, 지속가능한 배터리의 최소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비교 기준 설정 및 적합한 환경기준을 제시
(3) 각 단계별 정보를 검증하고 추적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 신뢰할 수 있는 / 자원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촉진

GBA(Global Battery Alliance)의 배터리 여권은 EU에서 그 개념과 필요성에 동의하여 이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 중임

2

EU의 배터리 여권 (EU Battery Passport)

EU 집행위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 초안’에서 ‘GBA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참고
해 EU에서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명시
동 규제는 현재 법제화 진행 중으로 연내 최종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Regulation)의 초안 제시 (’20.12)
- 의회 통과(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22.3.10)
-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EU의 3대 기구(의회 / 집행위원회 / 각료이사회)간 협의 시작(’22.4.20.(1차))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 (내용) △ ESG 성과 △ 배터리 제조이력 △ 성능 업그레이드 이력 △ 배터리 수명연장 및 재활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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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배터리 여권
(대상) 용량이 2kWh이상인 모든 산업용·자동차용 배터리
(세부 내용) 재료 원산지 / 탄소 발자국 /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 배터리 내구성 /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EU가 요구하는 안전사항 및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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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배터리 이해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 공유, 관리, 탐색, 게시할 수 있도록 함

EU 배터리의 기술적 구현
배터리 여권에 기재되는 사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배터리 제조업체와 솔루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
- 아래 내용은 배터리 여권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임
1) Valmet Automotive社 (핀란드)7
-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에 부착되는 QR 코드로 작동하며, 클라우드에 배터리 단계별 생애
주기 정보를 전송하여 축적, 수집하는 단계를 거칠 것” (Sanna Puro, Valmet Automotive社의
Sustainability 매니저 인터뷰)

배터리 여권 구성 내용과 정보 공개 대상 (예시)
(1) [공개적으로 접근] : 배터리 제조업체, 제조 장소 및 날짜 / 배터리 종류 / 중요 원료를 포함한
배터리 재료 / 탄소 발자국 정보 / 신뢰성 있는 소싱처 정보 / 재활용품 정보
(2) [공인된 재제조업체, 재사용 업체 및 재활용 업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에 사용된 재료의 상세
내역 / 개별요소의 부품 번호 및 향후 교환될 재료의 세부정보 / 해체정보 / 안전조치 내역
(3) [통보기관, 감시당국 및 위원회] : 요건 및 이행 여부, 위임 조치의 준수 여부

출처: https://www.paristokierratys.fi/

7 자
 동차 제조사(Contract manufacturer)이자 배터리 개발 및 생산 관련 1차(Tier1)협력사 (핀란드 국영투자회사 Tesi와 Pontos
Group(38.5%), 중국 배터리회사 CATL(23%)가 각각 지분 보유)

2) IT 전문가 Dr. Susanne Guth-Orlowski8

9

정확성과 최신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 이외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배터리
여권의 기술 구현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큼
3) 유럽기업연합 총괄 부사장 Alexandre Affre
- ‘공급자’에 대한 일부 정보는 순환 경제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기업의 민감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는 비공개해야 함
4) BASC의 제안서,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10
- EU 자동차 업계는 이미 배터리 여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될 전망
- 배터리 여권은 단일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EU 클라우드 인프라인 Gaia-X를 기반으로 독일이
이용하고 있는 Catena-X11 디지털 플랫폼이 유력함
- ‘새로운 배터리 규제’에서 요구된 내용 이외 다음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함
(1) [ESG] : 광범위하고 투명한 ESG 준수 및 보고
•관리체계 명확화

•택소노미 규정 준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2) [환경] : 탄소발자국 공개
•공업용수 사용량 및 사용 후 처리 방법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지 허가

•유해물질 운반 방법

•확장 생산자의 책임

(3) [사회] : 인권, 공정한 노동 및 지역사회 관계 준수 입증
•노동관련 규정 준수 증명

• 공정한 거래 증명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8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업 Spurity社의 최고 혁신 및 솔루션 책임자
9 Decentrailized identifier
10 일
 본내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한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를 제출(2022.4)
11 C
 atena-X: Catena-X Automotive Network,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되고 부품 협력사, 시스템
공급사 등이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로서 2021.8월부터 3년간 1.1억 유로를 지원, 현재 96개 회원사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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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디지털 분산신원 확인기술(DID9) 등 분산형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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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국가의 추진 현황

Ⅲ. 주요 국가의 추진 현황
독일 : 정책 및 자금 지원

독일은 제품 이력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AI기술과 접목하는 The ReCircE 프로젝트
(’20.10-’23.9)를 시행하여 EU 디지털 상품 여권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배터리 셀/모듈 생산자, 재활용 기업 및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Sprint for Green을 조직
(’21.6)하여 배터리 여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

세계 최초 배터리 여권 개발을 위해 820만 유로를 지원('22.4)
BMW, 유미코어(Umicore), 바스프(BASF) 등 총 11개 배터리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배터리 정보의 수집·분류, 여타 공개정보 활용 프로젝트(Battery Pass)에 착수
동 프로젝트는 배터리의 탄소 배출량 계산, 유해 물질 제어, 배터리 수명주기 개선 및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

독일의 국가급 지원 프로젝트 ‘Battery Pass 프로젝트’
독
 일 연방경제 및 기후보호부(BMWK)의 지원하에 BMW,
Umicore, BASF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22.4.26)

동 프로젝트는 EU 배터리 여권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진행
- 데이터 업체인 SYSTEMIQ GmbH 주도로 연구기관 및 학회,
정보표준, 배터리 분석 및 디지털 시스템 업체 등이 공동 참여

향후 3년간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자 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포괄적인 솔루션 개발을 목표
(1) 배터리 여권의 세부 내용 및 기술적 접근 방식 검토
(2) 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시연의 실현 가능성 분석
(3) 비즈니스 개념 및 공공재 가치 정립

출처: advanced batteries research

출처: h
 ttps://www.advancedbatteriesresearch.com/articles/26563/germany-launches-world-first-batterypass-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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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국가 주도 배터리 추적 플랫폼 ‘EVMAM-TBRAT’

EVMAM-TBRAT은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활용 관리 잠정방법(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回收利
用管理暂行办法, 2018.1)》에

의거,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중국

정부의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2022년 18호

※ EVMAM-TBRAT: National NEV Monitoring And Management-Traction Battery Recycling And Trace
ability Platform

동 플랫폼은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폐기/회수/재사용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활용
책임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구축

중국의 EVMAM-TBRAT

EVMAM-TBRAT에는 신에너지 차량 관리, 배터리 재활용 추적관리, 지역별 책임 관리 감독
등 3개 모듈로 구성
(1) 신에너지차 국가 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新能源汽车国家监测与管理平台. 2017.1)12
- 100만대 이상 신에너지 차량의 동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 ’21.1월 기준 동 플랫폼 등록 : △ 차량 406만 7천대 이상 △주행거리 1,208억 7천만㎞, △탄소배출량
5,024만 1천 톤 기록

- (등록내용) 신에너지 차량정보(생산·판매·정비 현황), 회수 정보(회수망 입고, 복구, 폐기 지역), 교환정보(입고,
교환, 출고, 교체 및 폐기),

공급자 정보, 배터리 사양(셀 규격, 모듈, 팩, 인증, 국산차·수입차 사양)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이력 정보 제공
- (기능) 신에너지차 기술연구, 정책 수립, 안전 관리, 보조금 지급 관련 빅데이터 지원
12 북경이공대가 공신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북경이공대학전기차국가공정실험실(北京理工大学电动车辆国家工程实验室과

(現)전기차량국가공정연구센터(电动车辆国家工程研究中心))이 공동구축

신재생에너지 국가모니터링 및 관리센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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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人民资讯

(2) 배터리 재활용 추적 종합관리 플랫폼(动力蓄电池回收利用溯源综合管理平台)
- (등록내용)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폐기/회수/재사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
- (기능) 조사 /추적 /제어/책임소재 구분 기능,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제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추적 종합관리 플랫폼

출처: https://www.auto-testing.net/news/show-104086.html

14

각각의 모듈에 많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보의 기입을 의무화
신에너지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해 관련 정보를 EVMAM-TBRAT에 기입 또는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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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이공대학(北京理工大学)이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국가표준 GB/T 32960(《电动汽车远程服务
与管理系统技术规范》)에

근거해 신에너지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위치, 속도 등 차량 정보를

EVMAM-TBRAT에 기입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됨
배터리 재사용의 경우 관련기업은 EVMAM-TBRAT에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함
- 전기차 배터리 팩, 모듈의 재사용을 장려하는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사용 관리 방법(新能源汽车
动力蓄电池梯次利用管理办法)》

13

에 근거, 재사용 단계별 책임기업(기관)은 EVMAM-TBRAT 기입이

의무화 (2021.8)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사용 관리 방법 (新能源汽车动力蓄电池梯次利用管理办法 2021)
(주체) 《신재생 에너지차 폐동력 배터리 종합이용 산업규범조건(新能源汽车废旧动力蓄电池综合利用行
业规范条件, 2019)》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사용 기업

(방식) 해당 기업은 반드시 △ 국가 추적관리 규정에 따른 추적관리 내역 △ 제조업체 및 배터리의
고유번호 신청 및 승인 내역 △ 재사용 제품 및 폐배터리의 이력 정보를 EVMAM-TBRAT
에 투명하고 정확히 등록해야 함 △ 배터리팩과 모듈은 《차량용 동력 배터리 재활용 규범(GB/
T33598)》에

부합하게 해체해야 함 △ 재사용 단계별로 필요한 검사설비 및 시설을 구비해야 함

△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통과 △재사용 검사규칙 이행 △생산, 판매한 재사용 제품에 대한 A/S
책임 의무를 부담해야 함

13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등에 근거, △신에너지차 배터리 재사용 관리 강화
△자원 종합이용 수준 제고 △재사용 배터리의 품질 보증 및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동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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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을 설계하고 이를 제안(’22.4)
BASC는 EU가 Gaia-X라는 클라우드 상에 Catena-X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터리 여권을 구현할
것이라는 전제로 EU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갖춘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제안
- BASC의 일본식 배터리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연결 기능 : 정보 교환 플랫폼 참여 기업 간 연계 제공
(2) 접근 권한 :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정보 관리 :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 속성 및 관리 표준 명시
(4) 데이터매핑: 데이터베이스 내 유사 정보 간 연계 제공
(5) 거래 추적 :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여 문제 발생시 정보 이용자 확인 및 해결책 강구
(6) 데이터인증: 데이터의 인증/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체계 구축
(7) 표준계약서: 데이터 교환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 템플릿 제공

BASC: 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 일본의 배터리 및 부품업체 30여개사는 2021년 4월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배터리
공급과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대한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희소금속 제련 및 재활용 규칙
제정을 추진 중임

14 BASC : Battery Association for Supply Chain 일본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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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deSmith Technology Ltd.(영국)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기업으로 배터리 여권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함
- 차량 보안 특허를 보유한 Warwick Control Technologies와 협업하여 배터리 여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이슈에 대응
<동사가 개발한 '배터리 여권'의 특징>
[사생활 보호] : 위치 또는 운전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며 차량 번호와
같은 식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보안] : 차량 제조업체가 재사용 배터리 구매자에게 여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함
[엄격성] : 제조업체는 여권 기재 정보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의 수집이나 표시방법에 대한 통제도 불가함
출처 : https://batterypassport.org/

2)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Circularise社
C
 ircularise(네덜란드)
- 2016년 설립된 공급망 추적 스타트업으로서, 포르쉐의 공급망 이력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
16

- Gaia-X 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Catena-X 회원에 가입(’22.4)
- 공급업체 대상 : 플라스틱, 배터리 소재, 금속 및 기타 산업에서 소재 및 환경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
- 브랜드, OEM 대상 : 공급망 모니터링은 물론 향후 시행될 공급망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순환 경제 구현 지원
<동사가 개발한 '배터리 여권'의 특징>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대시보드]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통해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생성, 유지, 폐기가
가능함
[고객의 ERP시스템을 동사의 API에 연결하여 사용]
수동이 아닌 자동연결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원활한 관리 가능
[‘현명한 질문’(특허 출원 중) 운용]
민감하고 독자적인 정보가 없어도 재료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통찰력 제공
출처 : https://www.circularise.com/

15 배터리여권의 특징은 각 회사별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함
16 Gaia-X: 유럽 자동차 산업 기업 간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목표로 구축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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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이슈에 대응한 CodeSmith社

17

18

3) 신뢰도를 강조한 Everledger社
Everledger(영국)
- 2015년 설립된 영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그림, 다이아몬드, 핵심광물, 섬유, 와인 등 귀중품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회사
- 피델리티(미국), 라쿠텐(일본), 블룸버그 베타, 비커스벤처파트너스(싱가포르), 텐센트(중국)에서 투자를

2022년 18호

유치했으며, 2018년 5월 다이아몬드 추적 시스템을 개발
- 블록체인, AI, IoT 등의 여러 보안 기술을 통합하여 기업의 자산 정보를 구현
<동사가 개발한 ‘배터리여권’의 특징>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 IoT 활성화 : 각 배터리에 근거리 무선통신(NFC)태그를 부착
하고, 탭을 통해 환경, 건강, 안전정보을 검색할 수 있음
- 디지털 아이덴티티 : 배터리를 추적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용도를 변경(재사용)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원래
데이터의 손실없이 다른 배터리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함
출처: https://everledger.io/industry-solutions/batteries

4) 기타 : 디지털 상품 여권 사례
상품여권(바닥재)을 사용하고 있는 NOVALIS社(캐나다)
- 북미에서 바닥재 회사로는 처음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 출시
- (내용) 소재 구성, 재활용 가능성, 탄소발자국, 최종 조립장소 등
- (특징)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업체 중개
출처: https://origin.build/#/passport/novalis/100277556

공
 급망 위험요소 공개 및 추적기능 강화한 H&M社(스웨덴)17
- H&M 사이트 또는 앱에서 생산지, 공급자, 생산 공장명, 주소, 노동자 수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

공
 급망 매핑 데이터 제공한 M&S社(영국)18
- 의류와 농산품 등을 공급하는 대형 유통체인으로, 전세계에 얽힌 복잡한
공급망 매핑 데이터 제공
- 상품 형태, 주소, 노동자 남녀성비, 조합가입 여부 등 공급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검증한 후 제공
출처: https://interactivemap.marksandspencer.com

17 출처 : 'EU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18 출처 : 'EU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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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에 주목
하고 있으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배터리 여권제도를 도입할 예정

2022년 18호

장기적으로 EU는 배터리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디지털 상품 여권을 도입하여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

이를 위해 EU는 2026년 배터리 여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배터리 생산 / 이용 / 폐기 / 재사용
/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수집, 축적, 공유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개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배터리 이력 시스템에 ‘내구성, 탄소발자국, 재활용 재료 비율’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여
향후 통용될 디지털 상품 여권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비하고 있음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해 독일, 일본이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EU와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개발 중임
- 디지털 상품여권 대응 연구 프로젝트(The ReCircE)를 지원하고 배터리 여권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사결정 기구(Sprint for Green)를 운영 중이며, 자금 지원(820만 유로)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확보
하기 위한 노력 중
중국은 급증하는 전기차 및 폐배터리 회수/관리를 위해 국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EVMAM-TBRAT)’을

구축하고, 자동차 및 배터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 상기 플랫폼에 수록되는 정보는 배터리의 효과적인 회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EU가 시행하는 배터리 여권이 도입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일본도 민간이 주도하는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안서’인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를 공개(2022.4)한 바 있음

주요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 및 이력추적 관리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순환경제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서 공급망 관리 효율화와 ESG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제도에 대한 대응, 나아가 우리나라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유럽 시스템과의 호환 또는 정보 교환을 염두에 두고, EU 시스템 설계 및 표준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
또한 기업의 ESG 이행 여부가 여권에 수록되므로 관련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함
- 신뢰할 수 있는 소싱처 등 순환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보가 배터리 여권에 기재되어야 하며
수입처 및 단가 등의 기밀정보는 제외되어야 함
동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모든 주체자들이 데이터 표준에 서로 동의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 및 예상 참여자와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뿐 아니라 향후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확대될 EU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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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발간 현황
iit No.

Trade Focus 보고서 명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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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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식량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영향

김나율

No.13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홍지상, 김꽃별, 조의윤,
김아린, 이유진, 도원빈

No.14

2022년 3/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김민우

No.15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김경훈

No.16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2021년)

조의윤

No.17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원빈, 강내영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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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강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