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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보급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

는 중이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

라 부차적으로 전기차에 장착되어 활용되었다가 배출되는 배터리 규

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도

록 전기차에 특화된 폐차 시스템과 이를 다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전기차에서 한 차례 사용된 후 분리 배출된 배터

리를 지칭하는 용어의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러한 배터리

를 못 쓰게 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廢)배터리’로 그동안 

지칭해 왔고, 처리 역시 기존 폐기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에 한번 쓰이고 난 

이후, 배출, (반납)수거된 배터리는 잔존수명이나 배터리 건강상태(SoH: 

State of Health) 등에 따라 원래 목적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사용

(Reuse)되거나, 심지어 다른 목적으로 재차 사용, 즉, 이차사용(Second 

use)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나 재활용만을 처분 수단으로 상

정한 용어인 ‘폐배터리’보다는 전기차에서 한 번 쓰고 난 이후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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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후 배터리’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최근 기술적 차원에서 이를 활용

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

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선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내용 요약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생

산공정에서 납축전지에 비해 CO2 eq.배출량(지구온난화 영향도: 64kg 

CO2 eq.)이 약 9배 많으며,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영향도 등은 약 5배에서 심지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환경영향 부류는 주로 대기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 리

튬이온 전지 생산이 납축전지에 비해 대기환경에 보다 높은 환경부하

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ntimony로 측정된 생산공정의 

자원고갈 영향도만을 보면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기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이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이차사

용하는 것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신규 (리튬) 전지를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신규 전지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즉,  

신규 (리튬) 전지의 생산회피효과라 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

리의 재사용․이차사용으로 인한 (리튬) 전지 생산회피효과는 특히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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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배출량을 약 48.8kg 이상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이차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

면, 정부에서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

리의 재사용․이차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하는 비즈니스는 주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

사(특히 자동차 OEM)가 자사 전기차를 판매한 이후 배터리를 교환하

거나 리스하는 서비스 등과 연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OEM)가 자연스럽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OEM들이 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B2U(Battery Second Use) 솔루션 제공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해당 비

즈니스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격적인 비즈니

스가 개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나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이들과 협업을 통해 대규모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하거나, 가정용/상업용 BESS 제품을 출시ꞏ판

매하는 형태로 사업의 첫발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주로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각 기능별로 역량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처럼 

협력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이해관계자도 해당 비즈니스의 영

역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차 사

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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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전문적인 B2U 솔루

션 제공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형을 창출할 수 있

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

책방안을 문헌분석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결과 크게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 지원 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와 관련 시장 

형성’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담에서도 이

와 유사한 방향의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으나, 보다 포괄적이면서 국

내 현실에 적합한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과제 도출을 요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크게 다섯 가지 부문에서 정책과제들을 분류하였다. 바로 ‘규정 마

련 및 명료화’, ‘시장참여자 역할 명료화’, ‘사업지원 환경 조성’, ‘제

도 개선 및 시장 형성’,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

분하였다. 규정 마련 및 명료화에서는 생애주기별 규정 마련 및 명료

화, 비용과 수익 배분 명확화가 제시되었다. 시장참여자 역할 명료화

에서는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 등이 제시되었다. 사업 지원에서는 R&D 

지원, 실증사업 지원 및 정보공유, 합리적 가치 보상을 통한 기업 수

익성 제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표준화가 제시되었다. 제도개선 

및 시장형성에서는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무보수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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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 사용후 배터리 시장수요 창출이 제시

되었다. 인프라 구축에서는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센터 구축, 전기

차 배터리 전문 취급 차량정비소 마련, 배터리 생애주기 통계 관리시

스템 구축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생애주기별 규정

을 신설하고 명료화하는 과제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또한, 시장참여자 역할 명료화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심층면담에 응한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이해가 다르

기 때문에 상호 충돌되는 정책과제들도 존재하였고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관련 규정 마련 및 명료화와 이

해관계자 역할 정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두 과제는 

실질적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과제이다. 향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 시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기준, 안전

지침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역할, 의무,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가 다르기 마련이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도 전문가별 응답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존

재하였는데, 이를 조율하기 위해 향후 정책 수립 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한데, 현재 국내 전

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율 노력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원활한 협력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 구성

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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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가들이 응답한 정책과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과제들 간 연관성을 더욱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나

아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을 면 하게 검토하고 부정적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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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Electric vehicles (EVs),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of 

dramatical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articulate matters, 

are experiencing rapid market growth, led by the government. As EV 

markets increase, so will the number of EV batteries that will need to 

be disposed of and/or replaced. To cope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batteries,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reuse/dispose of EV batterie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put in place to manage and 

operate the system.

Batteries that have been removed from EVs are often referred to as 

“waste batteries” since they can no longer be used, and policies have 

been devised to deal with these batteries as a new type of waste. 

However, many argue that old EV batteries can be collected and 

reused again for their original purpose as EV batteries, or can be used 

a second time for other purposes (“repurposed”), depending on the 

residual life or state of health (SoH) of the battery. Given these 

considerations, the term “second-life battery”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waste battery.”

Although new technological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to create 

a new business for these “second-life batteries,” no policy resear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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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conducted to create and support actual businesses using second-life 

EV batteries. Hence, this study examin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of 

“second-life batteries” and relevant businesses, and suggests ways 

promote these businesses as a new energy industry sector.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

First,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act, the production of an EV 

lithium-ion battery generates nine times as much CO2 eq. emissions as 

a lead storage battery (global warming potential: 64 kg CO2 eq.), and 

five to ten times as much photochemical smog, ozone depleting 

chemicals, acid rain, and eutrophication pollutants. These emissions 

lead to atmospheric pollution, which means that the production of 

lithium-ion batteries places a greater burden on the environment than 

the production of lead storage batteries in terms of the atmospheric 

environment. However, in terms of the depletion of resources such as 

antimony (Sb), the production of a lithium-ion battery is only 60% that 

of a lead storage battery. Thus, the greatest environmental benefit of 

second-life EV batteries is that they can be used in place of new EV 

batteries, effectively reducing the need to produce new lithium-ion 

batteries. This effect is significant in that second-life EV batteries can 

reduce CO2 eq. emissions by about 48.8 kg. This fact alone is enough 

to warrant the support of second-use EV batteries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sulting in climate change. Second-use EV 

batteries are necessary to help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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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y.

In terms of businesses related to second-life EV batteries, 

automakers (especially automotiv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EMs) that produce and sell EVs are working with major international 

automakers (OEMs) that can secure sufficient amounts of second-life 

EV batteries to provide battery replacement or leasing services. OEMs 

are also collaborating with professional battery second use (B2U) 

businesses to enter the market. Currently none of these businesses are 

in full operation, but som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pilot projects 

and/or demonstrations. OEMs are now installing large-scale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or launching residential/commercial 

BESS products. In other words, they are operating collaborative EV 

second-life battery business models because each stakeholder has 

separate functions and cannot independently access this particular 

business sector without collaborating with other stakeholders. For this 

reason, in order to foster EV second-life battery businesses, a platform 

must be developed that promotes a collaborative business model and 

encourag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utomakers and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battery second use (B2U) solution providers.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industry specialists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to foster second-life 

EV battery businesses.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efforts must be made to: establish a system to manage second-life 

batteries; reuse second-life batteries; foster an environment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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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use projects; and enhance the value of second-life batteries and 

the formation of related markets. The industry specialists interviewed 

also presented policy tasks similar to these directions, but presented 

more comprehensive, realistic, and appropriate solutions tailored to 

domestic markets.

Industry experts divided policy tasks into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creation and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system 

improvemen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project support”; and 

“assignment of definite roles to market participants”. The “creation and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included tasks such as the “preparation and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by battery lifecycle” and “the clear 

allocation of costs and benefits”. Tasks within the “system 

improvement” category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improving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ESS market”; and “the abolishment or improvement of 

mandatory maintenance-free battery returns”. The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category included task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V battery reuse (second-use) centers by local governments”; “the 

designation of auto repair shops for the handling of EV batteries”; and 

“the launch of a battery lifecycle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Tasks 

within the “project support” category included: “R&D support”; 

“support for technology demonstrations and information sharing”; 

“securing of corporate profits through purchases at reasonable prices”; 

“the standardization of the Battery Management System (B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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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on of second-life EV battery markets and demand”. The 

“assignment of definite roles to market participants” category called 

for: “the definition of the roles and functions of stakeholders”; “the 

appointment of qualified performance evaluators”; and “the designation 

of the reuse (second-use) of EV batteries as a business sector 

exclusively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 majority of the specialists interviewe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d clarifying regulations on the reuse/second-use of EV 

batteries by lifecycle. Many also agreed on the importance of assigning 

definite roles to market participants. However, due to their differing 

interests and viewpoints, each specialist presented different tasks and 

methods for addressing these key issues.

Overall, the preparation and clarification of regulations for the use of 

second-life EV batteries and the allocation of clear roles to 

stakeholders were presented as the most critical policy tasks. These 

two tasks may be practically carried out simultaneously. Regulations on 

the reuse of second-life EV batteries should include standards and 

guidelines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safety of facilities as 

well as the rol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market participants.

However, concerning the role of stakeholders, market participants 

have differing interests. Thus, reconciling these conflicts of interest is 

another task in and of itself.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as part of 

this study showed mutually conflicting responses among specialists; 

these conflicting responses must be thoroughly revisited and considered 



vi

when establishing policies.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s also critical. Many specialists said that the government has 

shown insufficient efforts to assign roles and reconcile interests among 

ministri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second-life EV batteries in 

Korea. A consultative body established under a prime minister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smoot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Furthermore, since the policy tasks proposed by the specialists 

interviewed were intermixed, efforts must be made to identify and 

analyze how these tasks connect and overlap.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promote the reuse of second-life EV batteries, the various 

considerations and issues explored by this study must be carefully 

reviewed so as to minimize any unfavorable outcomes.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현황과 관리체계 ·······························5

제1절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관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

1. 전기자동차의 일반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

2. 전기차 배터리 시장 및 기술개발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4

제2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와 현행 관리체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8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및 처리 문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8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현행 관리체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2

제3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이차사용의 필요성 ···········37

제1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유형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7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재활용(Recycling)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7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재사용(Reuse)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8

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이차사용(Second use) ꞏꞏꞏꞏꞏꞏ 40

제2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이차사용의 환경편익:     

    전과정 평가(LCA)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0

1. 전과정 평가 방법론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0

2. 전과정 평가 수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7

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이차사용에 대한 전과정 평가 결과ꞏꞏꞏ 83



ii

제4장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가능성 ···········89

제1절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비즈니스 해외사례 ꞏꞏꞏ 89

1. 개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9

2. BMW의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ꞏꞏ 91

3. Daimler의 재사용․이차사용 비즈니스 사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7

4. Renault의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ꞏꞏ 99

5. General Motors의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102

6. Nissan의 재사용․이차사용 비즈니스 사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3

7. Toyota의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ꞏꞏ 108

제2절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 분석 ꞏꞏ 112

제5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촉진 정책 방안 ····119

제1절 기존 문헌 검토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9

제2절 전문가 심층 면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5

1. 심층 면담 방법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5

2. 심층 면담 결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8

3. 심층 면담 시사점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4

제3절 정책 방안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7

제6장 결  론 ············································································ 163

참고 문헌 ·················································································· 167

부록. 전과정 분석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   

     상세정보 ········································································· 177



차례  iii

표 차례

<표 2-1> 국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변화 추이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

<표 2-2> 2018년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현황ꞏꞏ 10

<표 2-3> 2018년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ꞏꞏꞏꞏꞏꞏꞏ 11

<표 2-4> 전기차 구매 시 세금감면 혜택 현황(2018년 기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

<표 2-5> 연도별, 지역별 전기차 보급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3

<표 2-6> 전기차 유형별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6

<표 2-7> 2017년 국가별 시장점유율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6

<표 2-8> 국내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업체의 전지공급 현황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7

<표 2-9> 리튬이온 전지의 용도 및 제조형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9

<표 2-10> 주요 회사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 팩 사양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0

<표 2-11> 차세대 전지 구성 요소 및 장단점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2

<표 2-12> 배터리 시스템 구성별 가격 비중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5

<표 2-13>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 및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8

<표 2-1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 및 추정량(KEI 추정) ꞏꞏꞏꞏꞏ 30

<표 2-1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추정량(자동차부품연 추정) ꞏꞏꞏꞏꞏꞏꞏꞏ 31

<표 3-1> 주요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 및 보증내역 ꞏꞏꞏꞏꞏꞏꞏꞏꞏ 41

<표 3-2> 이차사용 활용단위별 장단점 비교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4

<표 3-3> 영향범주의 특성화인자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5

<표 3-4>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구성요소별 중량 및 중량비 ꞏꞏ 58

<표 3-5>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구성 부품별 중량 및 중량비 60

<표 3-6> 리튬전지 원료ꞏ부품공정 및 성형공정 구성 부품별 DB 연결 ꞏꞏ 63

<표 3-7> 리튬전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특성화단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6

<표 3-8> 리튬전지 구성 부품별 폐기공정 DB 연결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69



iv

<표 3-9> 리튬전지 폐기공정의 환경영향(특성화단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3

<표 3-10>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 공정 구성 부품별 DB 연결 ꞏꞏꞏꞏꞏꞏꞏ 76

<표 3-11>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공정의 환경영향(특성화단계) ꞏꞏꞏꞏꞏꞏꞏ 79

<표 3-12>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납축전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 비교81

<표 3-13>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납축전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 비교85

<표 4-1>  B2U 비즈니스 주요 사례 개요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6

<표 5-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 방안 관련 문헌검토 요약 122

<표 5-2>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진 구성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7

<표 5-3> 우선 정책과제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28

<표 5-4> 주요 과제별 장애요인, 조치 사항 및 주의 사항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48



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2-1] 전기차(BEV) 세대구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7

[그림 2-2] 상용전지의 분류 및 종류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4

[그림 2-3] 사용 이차전지 종류별 세계시장 규모(2016년 기준)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5

[그림 2-4] 전기차 주행거리와 에너지 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0

[그림 2-5]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1

[그림 2-6]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구성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4

[그림 2-7] 전기차 주요 부품별 제조원가 비중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5

[그림 2-8] 세계 전기차(BEV)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가격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26

[그림 2-9] BNEF 추정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Parity 시점 전망 ꞏꞏꞏꞏꞏꞏ 27

[그림 2-10]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의 기능과 역할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5

[그림 2-11] 구축예정인 제주 TP 전기차 배터리 인증센터 조감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 36

[그림 3-1]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설명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8

[그림 3-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방식 분류 논리모형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39

[그림 3-3] 배터리 셀의 이론적 저장용량과 활용가능 용량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2

[그림 3-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목적화 공정을 위한 분해공정 ꞏꞏꞏꞏꞏꞏꞏ 43

[그림 3-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이차사용 주요 분야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5

[그림 3-6] 무정전 전원장치(UPS)로의 이차사용 개념 및 구성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6

[그림 3-7] 제주한전에 설치, 공급된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UPS ꞏꞏꞏꞏꞏꞏꞏꞏ 46

[그림 3-8]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이동식 충전지원 차량 전경 ꞏꞏꞏꞏ 47

[그림 3-9]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이동식 충전지원 차량           

          전력저장장치 구성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47

[그림 3-10]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구성도 48

[그림 3-11]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내부전경ꞏ 48



vi

[그림 3-12]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전경 49

[그림 3-13] 전과정 평가(LCA) 수행 절차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1

[그림 3-14] 전과정 목록분석 절차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3

[그림 3-15] antimony(sb) 광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5

[그림 3-16] A사 전기차 배터리 구성 요소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57

[그림 3-17]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납축전지 생산 공정의 환경영향 비교82

[그림 3-1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이차사용의 환경편익 ꞏꞏꞏꞏꞏꞏꞏꞏꞏ 86

[그림 4-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누적 용량 현황 및 전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89

[그림 4-2]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비즈니스 주요 프로젝트 사례 90

[그림 4-3]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 운영 방식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2

[그림 4-4]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 참여자 간 역할분담 ꞏꞏ 93

[그림 4-5] Second Life Batteries Alliance 운영 메커니즘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96

[그림 4-6] E-STOR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 원리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1

[그림 4-7] E-STOR 시스템 연계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101

[그림 4-8] GM-ABB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3

[그림 4-9] Nissan의 xStorage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3

[그림 4-10] Nissan의 Leaf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07

[그림 4-11] 프로젝트 하 배터리 이차사용 및 재활용의 흐름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0

[그림 4-12] Seven-Eleven 매장과 연계 프로젝트 구성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1

[그림 4-13]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구분 ꞏꞏꞏꞏꞏꞏꞏꞏꞏ 115

[그림 5-1] 정책과제들 간 연계구도 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ꞏ 162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최근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보급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제2세대 

전기차가 시판되면서 보급 속도가 가속이 붙고 있으며, 향후 개발을 앞

둔 제3세대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나 충전시간, 안전 및 편의성 

등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별도지원이 없이도 자동차 주류시장에

서 자생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대중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예견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그러나 이처럼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면서 전기차 시

장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도 최

근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는 구동에너지를 얻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

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확연히 구별되는 전기차

만의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영

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결국 폐차되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 구성물들은 폐기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활

용되어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동안 사실상 휘발유, 경유, LPG 등 주로 내연기관차만이 존재했

던 국내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연기

관차에 맞추어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2011년 이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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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등장한 전기차에 내연기관차의 폐차처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차와 가장 차별성이 높은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존의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특히 전기차 확산세가 예상됨에 따라 부차적으로 전기차에서 배출

되는 폐배터리의 규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특화된 폐차 시스템과 이를 다시 경

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관

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서, 전기차에서 한 차례 사용된 후 분리 배출된 배터리를 

지칭하는 용어의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러한 배터리를 못 

쓰게 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廢)배터리’로 그동안 지칭해 

왔고, 처리 역시 기존 폐기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에 한번 쓰이고 난 이후, 

배출, (반납)수거된 배터리는 잔존수명이나 배터리 건강상태(SoH: State 

of Health) 등에 따라 원래 목적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로도 재사용

(Reuse)되거나, 심지어 다른 목적으로 재차 사용(즉, 이차사용(Second 

use))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로서 폐기나 재활용만을 처분 

수단으로 상정한 용어인 ‘폐배터리’보다는 전기차에서 한 번 쓰고 난 이

후의 배터리, 즉 (한 번) ‘사용후 배터리’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최근 기술적 차원에서 이를 활용

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정책적 연

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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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 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활

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고, 특히 현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진단하다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의 환경편익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또는 이차사용을 위한 비즈니스 육성의 필요성을 제

시할 것이고, 제4장에서는 위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해외 사례를 중심

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촉진 정책과제를 도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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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현황과 관리체계

제1절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의 관계

1. 전기자동차의 일반현황

가. 전기차 개관 

전기차는 전기에너지(전력)를 에너지 저장장치인 ‘배터리(battery 또

는 전지(電池))에 저장하고, 해당 배터리로부터 구동 에너지를 얻어 움

직이는 자동차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김재경, 2017b). 전기차는 전기에너지를 공급받는 방식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와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 BEV)로 구분되며, 전

력망에 전원을 연결, 즉 플러그(plug)를 꽂아서(in) 차량 내에 장착된 배

터리를 충전한다는 의미에서 플러그인 전기차(Plug-in Electric Vehicle, 

PEV)로 지칭된다(김재경, 2017a; 2017b).

이러한 PEV 중 BEV는 현재까지 개발 시판되어 나온 제1세대부터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4세대까지 세대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제1세대 

BEV는 장착된 배터리를 상온에서 1회 충전(보통 Sate of Charge(SOC) 

80%) 후 주행할 수 있는 최대거리(즉,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150~200km 이며, 주행효율(즉, 전비)이 5km/kWh 이하의 성능수준을 

보이는 차종으로서, 2010년 출시된 Nissan의 Leaf, 2011년 출시된 

BMW의 i3 등이 대표적이었다. 주로 시장도입단계에서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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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의 신규성으로 인해 초기반응을 보였으나 높은 가격과 내연기

관차 대비 낮은 성능으로 초기시장 활성화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구매보조금, 세제지원 등과 같

은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하여 BEV의 초기시장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R&D 지원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산업통

상자원부, 2018).

한편 제2세대 B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500km 이며, 전비

가 6km/kWh 이하의 성능수준을 보이며, 대표 차종으로서 GM의 Bolt

나 현대기아차의 Kona EV 등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사실 그 

동안 국내에서 시판, 보급되어온 BEV 차종은 앞서 제시된 제1세대 차

종이 주류였으나 최근 제2세대 차종들이 2017년 이후 보급대상 차종으

로 선정되어, 국내 자동차 시장 시판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는 본격적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제2세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

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재경, 2017b). 그러나 아직까지 제2세대 

B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나 충전 등의 성능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에 비해 불리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으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된다. 

더욱이 2022년 시장 확대에 따른 정부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가 예정

되어 소비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R&D 추진으로 시장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반면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개발예정인 제3세대 BEV는 1

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초과, 전비 6km/kWh 초과의 성능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3세대 BEV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나 충전시간, 안전 및 편의성 등 소비자 수용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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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정부의 별도지원이 없이도 자동차 주류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대중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산업

통상자원부, 2018). 더 나아가 이러한 제3세대 BEV에서 단순 성능 개

선을 넘어 자율주행기능과 연계될 경우 차량에 대한 소유의 개념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대로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4세대 

BEV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전기차(BEV) 세대구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나.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 추진 현황

1)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 개관 

한편 전기차는 주로 정부주도 보급정책을 통해 시장이 성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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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

감할 수 있는 유용한 대책으로 인식되면서 2009년 10월 발표된 ｢전기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보급 정책이 지속

되고 있다(김재경, 2017b). 

현행 전기차 보급정책의 골격은 사실상 2015년 12월 ｢제3차 환경친화

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이 확정, 고시되면서 마

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전기차 포함)시장

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의 개편을 위해 마련된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

획｣은 2020년까지 20만 대, 2025년까지 58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고, 

공공형 (급속)충전기 1,400기와 3,300기(누적)를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

하였다(김재경, 2017b). 이후 전기차 및 공공형 (급속)충전기 보급목표

는 2016년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각각 25만 

대(누적)와 3,000기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 7월 발표된 문

재인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가 

2022년까지 35만 대로 재차 상향 조정된 바 있다(김재경, 2017b).

2)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의 주요수단

국내 전기차 보급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연도별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일

종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되어 왔다. 아래 제시된 <표 2-1>를 통해 

2020년 기준 보급목표(전기차 및 공공형 (급속)충전기)의 변화추이를 확

인할 수 있다(김재경,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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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점
(관련 정책)

2020년 누적 보급목표

전기차
공공형 

급속 충전기

2010.9. 100만 대 -

2014.12.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

20만 대 1,400기

2015.12.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20만 대 1,400기

2016.6.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25만 대 3,000기

2017.7.
(100대 국정과제)

35만 대
(2022년)

-

<표 2-1> 국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 변화 추이

 자료 : 김재경(2017b)

한편 이러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

단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공급 진흥책으로서는 규제수단들이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강화추세에 있다. 가령 산업․환경부는 2015년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연비․온실가스 배출규

제 기준(연비: 24.3km/ℓ, 온실가스: 97g/km)을 마련, 2020년까지 적용

하기로 하였다. 이때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1대 판매를 3대 판매로 인정해주는 ‘Super Credit’ 제도를 

적용하여 개발, 생산, 판매를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김재경, 2017b). 

그러나 이러한 공급 진흥책에 비해, 주로 한시적인 수요 진흥책,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가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

로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 제3항 제1호(전기차) 및 제2호(전기차 충전시설)에 의거하여 정

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10

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별표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전기차가 ‘무배출 차량

(Zero Emission Vehicle)’이라는 전제 아래 지급되는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김재경, 2017b).

2018년 현재 무배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및 지원현황은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표 2-2>, 전기화

물차 및 전기승합차의 경우는 <표 2-3>와 같다.  

구분
제조-
판매사

차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C)
저온

(-7°C)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405.6 310.2 64.08 1,200
코나(경제형) 254.2 188.4 39.24 1,200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 1,126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 1,119

아이오닉 EV(‘17) NQ트림 191.2 154.5 28.08 1,127

아이오닉 EV(‘17) Ⅰ트림 191.2 147 28.08 1,119

기아

SOUL EV(‘18, PTC) 179.6 154.2 30 1,027

SOUL EV(‘18) 179.6 154.2 30.00 1,044
RAY EV 91 69.3 16.40 706

르노삼성
SM3 Z.E(‘18) 212.7 123.2 35.94 1,017
SM3 Z.E(‘17) 135 83.5 26.64 839

BMW
i3 94ah(‘18) 208.2 122.5 33.18 1,091

i3(‘17) 132 75.5 18.80 807
GM 볼트 EV 303.2 266.3 60.9 1,200

테슬라

모델P 100D 424 354.3 101.5 1,200
모델S 75D 359.5 284.7 87.5 1,2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2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2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표 2-2> 2018년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현황 

 자료 : 환경부 (2018a),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www.ev.or.kr, 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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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제포-판매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0.5톤) 1,100

버스

중형 BYD Auto Industry BYD eBUS-7 6,000

대형

현대 일렉시티 10,000

에디슨
모터스(주)

이-화이버드(배터리교환형) 10,000

이-화이버드(플러그인) 10,000

㈜우진산전
우진산전 저상전기버스 10,000

아폴로 전기버스 10,000

자일대우 BS110CN(배터리교환형) 10,000

㈜에빅오토
모티브코리아

엔비온 10,000

㈜케이씨 
모터스

그린어스 10,000

피라인 HYPERS 10,000

<표 2-3> 2018년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합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 : 환경부 (2018a),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www.ev.or.kr, 2018.5.24. 

이러한 국고보조금과 함께 2018년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440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방비가 차등 지원되어, 차량 구입가격 할인혜택

이 구매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구매보조금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이

를 폐차하게 되면(폐차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시ꞏ도)에 반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

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김재경, 2017b). 

이 밖에도 전기차 취득ꞏ등록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차량 구입에 대

한 개별소비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및 교육세(「교육

세법」 제5조 1항 2호), 차량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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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등에 대해 최대 7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김재경, 2017b).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 최대 100 최대 400

교육세 최대 90 최대 30 최대 120

취득세 최대 200 최대 140 최대 200

계 최대 590 최대 270 최대 720

<표 2-4> 전기차 구매 시 세금감면 혜택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만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또한 전기차 운행지원 차원에서는 일반 차량이 배기량 기준으로  매년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연 13만원으로 일

괄 적용하고,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김재경, 2017b).

3)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전망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1년 338대 보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에 힘입어 2017년까지 연평균 70% 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

다. 특히 2017년에는 13,826대가 보급되면서, 전기차 누적보급대수 2.5

만대(25,593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보급된 전기차의 약 

38.7% (9,167대)는 그동안 소위 “탄소제로섬(Carbon-free island)”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

급정책을 추진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한다(김재경, 2017b). 그리고  

23.1%(5,919대)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각각 

7.8%(2,015대)와 7.3%(1,882대)가 분포되어 있는 대구 및 경기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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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산할 경우, 사실상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내 전기차의 3/4이 보

급되어 아직까지는 지역적 편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완

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17

계 25,593 338 753 780 1,075 2,907 5,914 13,826

서울 5,919 73 285 330 212 452 455 4,112

부산 750 8 10 3 84 106 117 422

대구 2,015 7 5 4 5 92 209 1,693

인천 381 11 23 15 10 8 51 263

광주 613 1 3 62 52 75 54 366

대전 282 4 6 6 2 7 42 215

울산 335 7 2 3 5 34 46 238

세종 65 0 2 2 3 1 14 43

경기 1,882 35 74 31 58 84 226 1,374

강원 398 9 10 6 21 36 57 259

충북 228 5 6 6 3 8 14 186

충남 295 8 59 33 22 10 24 139

전북 263 1 9 3 4 10 12 224

전남 1,422 50 40 22 50 209 634 417

경북 698 15 40 32 28 37 125 421

경남 880 58 35 62 107 123 128 367

제주 9,167 46 144 160 409 1,615 3,706 3,087

<표 2-5> 연도별, 지역별 전기차 보급 현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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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배터리 시장 및 기술개발 현황 

가. 리튬이차전지 셀(cel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는 전기에너지(전력)를 에너지 저장장

치인 배터리에 저장하고, 해당 배터리로부터 구동 에너지를 얻어 움직

이게 된다. 다시 말해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구동에

너지인 전기에너지를 저장(즉 충전)하고 필요시 방전할 수 있는 배터

리, 즉 전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고, 충ꞏ방전 반복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전지를, 한 번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한 ‘일차전지(primary battery cell)’와 구분하여 

‘이차전지(secondary battery cell)’라고 지칭한다.

  

[그림 2-2] 상용전지의 분류 및 종류

자료 : 조지혜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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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차전지로는 리튬이차전지, 니켈카드뮴(Ni-Cd)전지, 납축전

지, 니켈수소(Ni-MH)전지, 공기아연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등 6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조지혜 외, 2017). 그러나 이 중 전 세계적으로 납축

전지가 2016년 기준 391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284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중소벤처기업부, 2018),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용화된 이차전지

는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사용 이차전지 종류별 세계시장 규모(2016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1.31.,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미래형자동차)

하이브리드차(HEV)가 니켈수소(Ni-MH)전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과는 달리1),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에는 주로 PHEV나 BEV 

모두 주로 리튬이차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2016년 기준 PHEV용 리튬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용량 기준 5,669MWh(금액 기준 16억 1,600만 

달러) 수준이며, BEV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도 용량 기준 

1) 2016년 기준 승용차 및 상용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차(HEV)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
모는 용량 기준 617MWh(금액 기준 4억 100만 달러)로서, 용량기준으로 75% 차지하
고 있는 니켈수소(Ni-MH) 전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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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9MWh(금액 기준 73억 9,8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중소벤처

기업부, 2018).  

구분 ‘15 ‘16 ‘17 ‘18 ‘19 ‘20
CAGR

(‘15~’20)

HEV 4.28 4.01 5.18 4.54 4.56 5.94 6.77

PHEV 14.29 16.16 22.76 32.65 45.53 57.66 32.18

BEV 57.64 73.98 98.38 120.22 172.92 217.44 30.41

합계 76.21 94.15 126.32 157.41 223.01 281.04 29.82

<표 2-6> 전기차 유형별 리튬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이러한 전기차용 이차전지 세계시장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리

튬이차전지를 양산하고 있는 아시아 3국이 주도하고 있다. 2017년 기

준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은 중국(61.2%)이 월등히 앞서고 있

는 상황이며, 일본 (24.4%)과 한국(14.2%)2)이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모바일 IT 38.0 28.2 26.0

x-EV 14.2 61.2 24.4

ESS 71.0 7.6 10.1

전체 29.4 41.4 24.5

<표 2-7> 2017년 국가별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 참고로 국내 전기차용 이차전지 생산업체는 LG화학, 삼성SDI 그리고 SK이노베
이션 등이 있다(<표 2-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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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지기업 국내외 완성차 업체

LG화학
GM(美), Ford(美), VolksWagen(獨), Daimler(獨), 

Renault-Nissan(佛), HMC(韓), Volvo(Sweden)
삼성SDI BMW(獨), VolksWagen(獨), Chrysler(美), Audi(獨)

SK이노베이션 Daimler(獨), HMC(韓), Ford(美), 

<표 2-8> 국내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업체의 전지공급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처럼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는 리튬이차전지로는 리튬이온

(Lithium-Ion) 전지, 리튬이온 폴리머(Lithium-Ion Polymer) 전지, 리

튬폴리머 전지, 리튬금속 전지 등이 있지만, 이 중 특히 리튬이온 전

지 기반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리튬이온 전지의 충ꞏ방전 원리는 리튬이온의 이동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양극물질, 음극물질,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소재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양극물질은 리튬이온을 제공하는 역할하며, 주요 성분으로

는 리튬코발트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리튬망간산화물

(LMO: LiMn2O4), 리튬니켈산화물(LNO: LiNiO2), 리튬니켈망간코발

트산화물(NMC: LiNiMnCoO2), 리튬인산철(LFP: LiFePO4), 리튬니켈

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NCA: LiNi0.8Co0.15Al0.05O2) 등이 주로 사

용된다.3) 

3)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물질에는 코발트, 리튬 등 유가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
며, 이는 리튬이온 전지 원재료비의 44% 상당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다(조지혜 외, 2017). 이중 최근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리튬코발트산화
물(LCO)은 합성이 용이하고 수명이 길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코발트가 
전 세계 매장량이 적고, 생산지가 칠레, 볼리비아,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
어 있어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조지혜 외, 
2017). 실제로 최근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발트
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발트의 사용을 낮추면서도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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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음극물질이란 충전 시 리튬이온을 흡수하는 역할하며, 천연흑

연, 인조흑연, 저결정성 탄소, 금속 음극제가 활용 가능하지만,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다(조지혜 외, 2017). 

분리막은 리튬이온을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달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

라,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 기공을 막아 전지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 

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성분으로는 주로 폴리올레핀계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조지혜 외, 2017). 그리고 전해액은 전달 매개체로서 양극과 음극

에 리튬이온을 전달하며, 주요 성분은 유기용매 전해질염 및 첨가제

(添加劑)로 이루어져 있다(조지혜 외, 2017). 

이처럼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물질에 리튬이 포함된 전이금속산화물

이, 음극물질에는 흑연이 사용되어 저장에너지의 저장 도가 높다. 또

한 경량화와 소형화가 가능하고 낮은 중량, 우수한 안전성, 낮은 방전

률, 장수명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조지혜 외, 2017, 산업통상자

원부, 2018),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서 활용이 활발하다. 다만, 제조비

용이 비싸고 추가적인 경량화가 필요하며, 반복된 충전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감소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참고로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형태는 일반적으로 원형(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분류되며, 사용용도는 전기차용 배터리 이외에도 소형 

배터리, ESS 배터리 등에 걸쳐있다(조지혜, 2017). 

유지할 수 있는 양극물질들이 개발, 리튬니켈산화물(LNO), 리튬망간(LMO), 리
튬인산철(LFP) 등도 상용화되고 있다(조지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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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조형태

전
기
전
자
제
품

IT Device

노트북 원형, 각형, 폴리머
태블릿 폴리머
휴대폰 각형, 폴리머

웨어러블기기 Mini Cell
외장형 보조배터리 원형, 각형

전자담배 원형 등
스포츠(취미) 용품 원형, 각형, 폴리머

Power Device
전동공구 원형
정원공구 원형
진공청소기 원형

이
동
장
비

Trans Device
전기자전거 원형
전기스쿠터 원형
점화장치 원형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EV)
94Ah, 60Ah, 각형, 

파우치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37Ah, 26Ah, 각형, 

파우치형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5.9Ah, 5.2Ah, 각형, 

파우치형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ESS) Pack

<표 2-9> 리튬이온 전지의 용도 및 제조형태 

 자료: 황동건(2016), 조지혜 외(2017) 재인용.

사실 리튬이온 전지는 초기에는 에너지 도가 약 150Wh/kg 수준 이

하였다. 이후 에너지 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전기차에는 약 240Wh/kg의 에너지 도를 갖는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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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Model
Total 
Cell 
Num.

Capacity
(Wh)

Nominal 
Voltage 

(V)

Volume
(L)

Weight
(g)

Wh/L Wh/kg

Mitsubishi
imiEV-G(BEV) 88 16,500 330 245 238 67 69.3
imiEV-M(BEV) 234 10,764 269 245 198 44 54.4
Outlander(PHEV) 80 12,000 300 228 200 53 60.0

Toyota

Prius 
PHV(PHEV)

56 4,455 207 113 80 39 55.7

Prius 
Alpha(HEV)

56 1,008 202 29 29 35 34.4

Honda

Civic HV(HEV) 40 677 144 21 22 33 30.8
Acord 
HV(HEV)

72 1,296 259 32.4 37 40 34.8

Fit HV(HEV) 48 864 173 24 25 36 34.8
Nissan LeafZEO(BEV) 192 24,150 365 330 294 73 82.1

GM Volt(PHEV) 288 15,984 355 163 198 98 80.7
TESLA Model S(BEV) 7,104 85,035 365 403 635 211 133.9
BMW i3(BEV) 96 21,312 355 166 230 128 92.7

Renault ZOE(BEV) 192 25,920 360 241 280 108 92.6
Hyundai Sonata(HEV) 72 1,431 270 43 39 33 36.6

<표 2-10> 주요 회사별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 팩 사양

 자료: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생성본부 (2017)

[그림 2-4] 전기차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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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향상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서 전지의 에너지 도 향상이 절실

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전지 기술은 대략 2020~2025년

경에는 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 현

재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그림 2-5]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전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따라서 2025년경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 도를 향상시켜 단위당 

에너지 저장용량 증가에 한계를 보이는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

대 전지 기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차세대 전리로서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지 중 하나가 전고체(Solid-State) 전지이다. 전

고체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것인데,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액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발화, 폭발 등의 위험성 감소시킬 수 

있고, 기존 리튬이온 전지보다 3배 더 높은 에너지 도를 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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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낮은 저항 특성과 함께 보다 많은 충전 사이클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이러한 전고체 전지 외에도 리튬과 결합하는 소재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온도에 강하고 충전 

및 수명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리튬 전지 기반 배터리 개발이 함께 추

진되고 있다.

전지 종류 구성 요소 장점 단점

리튬-황 
전지

- 양극: 황 또는 황화합물
- 음극: 리튬 금속
- 전해질: 유기계/고체 

전해질

- 고용량 및 낮은 제조 
원가

- 기존 공정의 활용 가능

- 지속적인 충방전 시 
양극재(황)의 감소로 
수명 저하

- 황에 의한 제조설비의 
부식

리튬-공기 
전지

- 양극: 공기(산소)
- 음극: 리튬 금속
- 전해질: 유기계/고체 

전해질

- 전지 셀 구조 단순
- 고용량 및 경량화 가능

- 고순도 산소 확보 어려움
- 산소 여과 장치, 

Blower 등 추가장치로 
인한 부피 증가

나트륨 
/마그네슘 

전지

- 양극: 금속화합물
- 음극: 나트륨/마그네슘
- 전해질: 유기계/고체 

전해질

- 저가화 및 고용량에 
용이

- 양극재 후보 물질이 
적음

- 긴 충방전 시간

전고체 
전지

- 양/음극: 기존 또는 
차세대 양/음극 활용 
가능

- 전해질: 라믹(황화물/
산화물), 고분자, 복
합재 등

- 높은 안전성 및 고용량 
가능

-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초소형 전자기기~전
기차)에 활용 가능

- 높은 계면저항
- 유해 가스인 황화수

소 발생(황화물계) 또
는 낮은 저온 특성
(고분자)

<표 2-11> 차세대 전지 구성 요소 및 장단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

가령 리튬 황(Lithium-Sulfur)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도 구현이 가능하고 저렴한 황을 사용함으로써 배터리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전 및 방전 시 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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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이 떨어지면서 배터리 수명이 준다는 단점 존재한다. 또한 리튬에

어(Lithium-Air)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 대비 10배 이상의 에너지 도 

달성이 가능하고 가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대 

충전 사이클4)이 50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나트

륨/마그네슘 이온 전지는 리튬 대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을 음극재로 

사용함으로써,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값싼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러한 차세대 전지들은 낮은 가격 및 자연적 풍부함을 통해 가격변

동성과 공급안정성에 취약한 리튬이온 전지를 조만간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새로운 금속 이온을 활용하는 배터리이므로 안전성과 

성능의 신뢰성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 역시 상존하고 있다.

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 1개(즉 셀(cell)

로는 전기차를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출력을 얻을 수 없다. 

우선 여러 개별 리튬이온 전지 셀(통상 4개 이상)들을 병렬 또는 직렬 

형태로 관련된 전기부와 함께 연결하고, 열관리시스템(TMS), 제어기

능을 하는 전압 및 온도센서, 셀 밸런싱 시스템 등을 부착하여 배터리 

모듈(Battery Module)을 구성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4)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400~1,200회 정도의 충전 사이클 가능하다(산업통상자
원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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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그리고 직렬형태로 이러한 배터리 모듈들을 연결하고 이를 기능적

으로 유지해주는 제어기(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와 냉각

시스템, RA(Power Relay Assembly), Wire Harness, Service Plug 등 

하부시스템과 함께 배터리 팩(Batter Pack)을 구성하여, 이차전지 셀들

의 핵심 정보를 상위의 차량 제어부와 주고받는 역할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실제 전기차 내에서 이차전지 셀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이차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그 주변창치들을 통칭하여 전기차 배터

리 시스템이라 지칭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차 제조원가의 약 1/4를 차지

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 보급단계를 지나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시스템

의 비용 절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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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기차 주요 부품별 제조원가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의 비용은 대략 kWh당 $350~$400 정도

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16%를 차지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비용은 배터리

(이차전지) 셀 비용(60%)이라 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FROST & Sullivan, 2015).

배터리 시스템 $/kWh(추정치) %

Cell 228 60

BMS 61 16

Labour 8 2

Logistics 15 4

Other 68 18

Total 380 100

<표 2-12> 배터리 시스템 구성별 가격 비중

 자료: FROST & Sulliv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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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현재 평균 $338/kWh 수준인 전기차용 리튬이온전기 

기반 배터리팩 가격(BMS 등 제외)이 2025년에는 현 수준의 52% 정

도인 평균 $176/kWh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Shepard et al .2017)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2-8] 세계 전기차(BEV)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가격 전망

자료: Shepard et al.(2017), 김재경 (2017b) 재인용

이처럼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용 배터리 팩 가격인하는 향후 전기차

가 대중화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BNEF(2017)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을 전후로 전기차의 국제적인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같아

지는 현상, 즉 전기차-내연기관차의 가격 패러티(Price Parity: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그 주요한 전제 

중 하나로서 이러한 리튬이온 기반 전기차용 배터리 팩 가격의 인하

를 꼽았다. 만일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면, 2025년 이후부터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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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의 지원정책 없이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 높아져 사실상 대중화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평

가된다.

[그림 2-9] BNEF 추정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Parity 시점 전망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7b)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의 이면에는 낙관적인 전제나 가정

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정 정도는 전기차 업계 관련자들의 바람이나 

희망 등도 함께 뒤섞여 버무려져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계수준 이상

으로 전기차가 보급 확대되어야한다. 이는 결국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

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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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와 현행 관리체계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및 처리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는 임계

수준 이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기 이전까지 전기차 확산은 정부의 보

급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7년 7월 문재

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2022년 전기차 누적보급

목표(35만대)까지 반영하여 정부의 2030년까지의 전기차 보급목표를 

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만일 이러한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2030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 100만 대가 (누적)보급되어, 전기

차는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에까

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재경, 2017n).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평균 
증가율

‘17~’20‘17~’30
전기차 
보급대수

46 86 136 250 316 350 448 514 580 664 748 832 916 1000 76% 27%

자동차
등록대수

17,521 17,704 17,887 18,070 18,301 18,531 18,762 18,992 19,223 19,351 19,479 19,607 19,735 19,863 1.0%

전기차
비중(%)

0.26 0.49 0.76 1.38 1.73 2.06 2.39 2.71 3.02 3.43 3.84 4.24 4.64 5.03

<표 2-13>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 및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

(단위 : 천대) 

주: 붉은색 표시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를 반영, 자동차 등록대수는 교통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김재경 (2017a), 김재경(2017b)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성은 차치해두더라도, 실재 전기차가 이와 같이 보급될 경우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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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는 구동에너지를 얻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확연히 구별되는 전기차만의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연기관차이든 전기차이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특정된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결국 폐차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 구성물들은 폐기되거나 재활용 절차

를 거쳐 다시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순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동안 사실상 휘발유, 경유, LPG 등 주로 내연기관차만이 존재했

던 국내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연기

관차에 맞추어 구축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의 차이로 인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현행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에서는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것

이라는 문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와 가장 차

별성이 높은 배터리의 경우, 폐차 및 재활용에 특별한 처리공정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에서는 이를 소화하는 

것이 더욱 버겁다.

아직까지 국내 전기차가 배터리 착탈식보다는 배터리 탑재된 일체

형이 대부분인 관계로, 배터리 제조업체(또는 자동차 제작․판매업체)

에서 보증하는 성능 보증기간을 다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안정

상 폐차 및 재활용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물론 차량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면서, 혹은 기능저하/불량 등으로 인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에 베터리를 배출해야 하므로, 배터리의 성능 보증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으

로 2011년 이후 국내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5년

에서 최대 10년 정도이다(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생성본부, 2017). 전

기차의 보급은 2011년부터 이루어져, 자동차 제작사별로 아직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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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성능 보증기간이 만료된 사례가 아직 없으며, 사고 및 고장 등

의 사유로 폐배터리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나5)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

계가 확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자동차부품연구원․한

국생성본부, 2017). 따라서 현재 향후 배출될 사용후 배터리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가정을 통해 도출된 전기차 폐차로 인해 배출될 사용후 배

터리 배출 규모에 대한 추정치만이 존재한다. 우선 <표 2-14>는 한국환

경정책․평가연구원가 정부의 보급목표를 기초로 2017년 추정한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규모로서, 2017년 3개(1톤)을 시작으로 2022년 

1,099개(261톤), 2029년 78,981개(18,758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 중량(ton)

2017 3 1
2018 17 4
2019 60 14
2020 159 38
2021 440 104
2022 1,099 261
2023 2,355 559
2024 4,831 1,147
2025 8,321 1,976
2026 17,426 4,139
2027 29,508 7,008
2028 51,500 12,231
2029 78,981 18,758

<표 2-1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 및 추정량(KEI 추정)

 자료: 조지혜 외(2017)

5) 2017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2건, 서울시에서 1건의 사고로 인해 전기차 폐차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이중 1건만 배터리가 회수되었다(조지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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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 2-15>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한국생성본부가 역시 같은 해 

정부의 보급목표를 기초로 추정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규모는 

2017년 179개를 시작으로 2022년 9,155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추정년도 서울(개) 제주(개) 전국(개)

2016 179 44 451

2017 126 61 458

2018 205 178 860

2019 701 360 2,211

2020 475 302 1,464

2021 1,481 1,078 4,819

2022 2,060 3,602 9,155

<표 2-1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추정량(자동차부품연 추정)

 자료: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생성본부 (2017)

같은 시점에 정부 보급목표를 기초로 서로 다른 연구기관에서 추정

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규모가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약 9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다만,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

생성본부(2017)는 구체적인 산출 방식이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

는 관계로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이러한 차이는 대체적으로 두 기관

에서 사용한 추정방식, 특히 사용연한(성능 보증기간) 내에서 전기차 

생애주기별로 폐차되는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최소 1,000대에서 최대 

9,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폐차되어 사용된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기차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면 급격히 배출규모는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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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특화된 폐차 및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관

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현행 관리체계

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의무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전기차 확산은 시장 자체적인 동인보

다 정부의 보급정책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러한 현행 보급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

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1종 저공해차량(무배출 차량)의 구입을 지원

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보조

금을 전기차를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

항 제3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 제3호에 따

라 전기차 소유자가 해당 차량의 폐기 또는 수출로 인해 자동차 등록

을 말소할 경우, 관할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의무제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반납 의무

가 부과되는 대상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제1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 제4항의 배출저감장

치(매연여과장치(DPF), 매연여과장치(pDPF), 산화촉매장치(DOC) 등)

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제2호의 저공해엔진 등이 있다. 

이는 모두 저공해차량, 정확하게는 저공해차량의 특정 부품 또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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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저공채차량의 구입이나 설치를 정부가 보조해준 경우, 이를 

정부(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반납 의

무가 발생하는 대상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라는 점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차량 자체가 아니라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구입

을 지원해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 후에는 반납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보조금 형식으로 先구매해주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의무제도는 아직 반납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후 세부적인 반납절차나 분리, 운반, 보관 등에 대

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2018년 9월 20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의무제도 주무부서인 환

경부가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반납,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

시」를 마련, 행정 예고한 바 있으며, 10월 이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 현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및 처리체계 

전기차에서 한 번 사용된 배터리는 배출, 반납․수거, 처리과정 등

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배출은 전기차의 폐차 직전단계로서, 먼

저 개인이나 공공기관, 사업체(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차 렌터카업

체, 배터리리스업체 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가 대부분 배터리

가 차량에 탑재된 체로 차량과 함께 폐차되는 관계로, 차량 일체형으

로 폐차과정을 통해 배터리가 배출된다(조지혜 외, 2017). 이때 해당 

차량이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의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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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지자체의 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

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의 대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납절차 전 차량 소유자는 자비로 자동차해체재활

용업, 자동차 정비업 등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 즉 전기자동차 배

터리 분리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폐차하고자 하는 전

기차량에 부착된 배터리를 관련규정에 따라 차량에서 떼어내는 분리

작업을 위탁 수행해야 한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3조와 제2조). 그리고 분리된 배터리를 대행기관에 반납하고, 이를 

수거한 대행기관은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

해줌으로써 반납․수거절차가 달성된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4조, 제1조 및 제2조).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사나 완성차 제조사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차량과 분리된 

경우(분리형 배출)에는, 해당 제조사 책임 하에 제조사가 직접 재활용

업체로 운송, 처리절차를 밟게 된다(조지혜 외, 2017). 

한편 구매보조금 수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반납절차 이후 관계 

당국(대행기관)에 의해 수거되면,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시ꞏ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보관되며, 이때 보관비용은 해당 지자체

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2조). 그리고 보관된 배터리의 처분 권한이 환경부장관 또

는 해당 지자체장(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이들의 판단에 따라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등의 처리방식이 결정된다.(「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5조와 제1조). 

물론 2018년 10월 이후 시행될「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

시」는 이와 같은 처리방식을 결정할 권한의 소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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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러한 권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

로 보인다. 지자체는 물론,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

국환경공단 등 대행기관들이 아직 반납, 수거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를 보관, 관리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른 보관법으로 

보관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장(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등의 처리방식을 판단하여 결정할 만한 종

합적인 시설이 아직 국내에 사실상 전무하다.

다행히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용

후 배터리의 반납, 수거, 보관 관리와 함께 처리방식 판단 결정까지를 

대행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건립을 제주도에서 추진 중이다.6)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 인증센터 등을 통해서 현행 관리체계의 미비점

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0]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의 기능과 역할

          자료: 조지혜 외(2017)

6)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한국전지연구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이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배터리 재사용 검증을 위
한 분석장치, 배터리 검사 시스템 등 기자재 구축, ESS(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
가 환경구축을 비롯하여 재사용 배터리의 등급판정기준을 위한 국내표준 확립, 
국제표준 제안 등을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조지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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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구축예정인 제주 TP 전기차 배터리 인증센터 조감도

자료: 김유탁 (2018)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현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

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제도는 전기차를 구매한 차량 소유자가 구매보

조금을 받았다는 전제 위에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만일 구

매보조금 제도가 일몰될 경우라든지, 더 나아가 구매보조금의 수혜를 

입지 않은 전기차의 수가 급증할 경우에 현행 관리체계는 사실상 무

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

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구매보조금 내지 구매보조금을 대체할 다른 지

원제도가 존속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벋어나 시장의 힘만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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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이차사용의 필요성

제1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유형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재활용(Recycling) 

전기차에 장착되어 한 차례 활용된 배터리가 내구연한(수명)을 다하게 

되면,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차 등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반납) 수거된다. 이렇게 한 차례 사용한 후 분리, 배출된 

배터리를 통상 못 쓰게 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기된 배터

리, 즉 ‘폐(廢)배터리’라 부른다. 그리고 이처럼 ‘폐배터리’라는 용어에는 

해당 배터리를 일종의 폐기물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관습적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다. 이에 지금까지 특히 국내에서 전기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정

책은 기존 폐기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반납)수거된 전기차 ‘폐배터리’의 처분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폐기물의 매각이나 재활용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배출된 ‘폐배터리’는 주로 일부 

자원재활용사업자가 수거하여, 일부 전처리 단계를 거쳐, 분해, 해체 

후 배터리에 내장된 리튬이나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귀 유가금속이

나 철 스크랩, 플라스틱이나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등을 추출, 

재판매하는 ‘재활용(recycling)’이 사실상의 유일한 활용 방법이었다. 

그러나 사실 사용한 후 배출된 전기차 배터리는 이같이 단순한 폐기

물로 처리, 활용하는 이상으로, 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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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림 3-1]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설명

  
  자료: ㈜피엠그루우 내부자료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재사용(Reuse) 

우선 전기차에 한번 쓰고 난 이후, 배출, (반납)수거된 배터리는 잔존

수명이나 배터리 건강상태(SoH: State of Health) 등에 따라 원래 목적

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로도 재사용(Reuse)될 수 있다(RECHARGE 

aisbl, 2014). 먼저 아직 성능보증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배터리로서, 기

능저하/불량 등으로 인한 배터리 교체 등으로 배출, 수거된 경우에는 

기능저하나 불량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Repair) 

절차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성능보증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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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경우, 재제조(再製造)를 통해 배터리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다. 이때 공정과정을 보면, 보통 성능보증 기간이 완료된 

배터리는 구식 사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구식 사양으로 배터

리를 복원한 경우에는 그냥 재제조(Remanufacturing) 공정으로, 복원 

당시 가장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공정을 거치게 되면 재단장

(Refurbishing) 공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전기차에 한 번 사용된 이

후 배터리가 이러한 수리(Repair)나 재제조(Remanufacturing) 또는 재

단장(Refurbishing) 공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전기차 제조사 등에 판

매되어 원래 활용목적이었던 전기차 배터리로서 재사용(Reuse)된다. 

이 경우 재사용된 배터리는 중고 배터리(used batter)에서 파생된 또 

다른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림 3-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방식 분류 논리모형

       
       자료: ㈜피엠그루우 내부자료



40

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처리방식: 이차사용(Second use)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원래 활용목적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로만 

재사용될 필요는 없다. 전기차용 배터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가 지닌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즉, 내구연한)과 

관련이 깊다. 보통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수명(즉, 내구연한)은 표

현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력수명(calendar life)이나 사이클링 수명

(cycling life)으로 나뉜다. 먼저 달력수명은 배터리의 내구연한을 개월

이나 개년 등 일상적인 기간단위로 표현하는 방식이다(Abbas Fotouhi 

et al., 2018).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배터리의 내구연한 자체가 배터리 

사용패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용패턴을 전

제로 한 일종의 근사치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할 수 있다. 반면, 사이

클링 수명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배터리를 충․방전 사이클의 횟수로

서 표현하는 방식이다(Abbas Fotouhi et al., 2018). 만일 특정 배터리

의 사이클링 수명이 정수 값으로 주어진다면, 해당 값과 기존에 이미 

사용한 사이클링 횟수와의 차이를 통해 남은 횟수(즉, 수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 방식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활

용되는 수치가 아닌 관계로 기술적인 접근방식에 활용되며, 일반적으

로 보다 익숙한 달력수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1>은 국내 시판 중인 주요 전기차 모델별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략적으로 2011년 이후 국내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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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작사

모델
보증기간

(년)
거리

(만km)

AS 형태
비고수

리
교
환

현대 아이오닉 10년 20 - ○
고전압배터리 
평생보증

기아
쏘울EV 10년 16 - ○

레이EV 6년 12 - ○

쉐보레 볼트EV 8년 16 - ○

르노
삼성

SM3 7년 14 ○ ○

대부분 LG화학에서 
수리하여 AS제공
교환도 가능하나 
거의 없었음

NISSAN 리프(Leaf) 5년 10 ○

BMW i3 8년 10 ○ ○

상태에 따라 수리 
혹은 교환으로 

진행

<표 3-1> 주요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 및 보증내역

 자료: 조지혜 외(2017)

물론 이처럼 성능 보증기간 5~10년이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달력)수명 자체가 5~10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기차의 성능 보증기간은 원 저장용량 대비 

80% 수준 이하로 충전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간

적으로 고출력을 내야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80% 수준 이하로 저장용

량이 떨어지면, 자동차 운행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론적인 배터리 저장용량(theoretical capacity)과 실제 활용 가

능한 저장용량 간에는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용량은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위해 남겨둔 일종의 안전마진(safety margin)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Abbas Fotouh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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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배터리 셀의 이론적 저장용량과 활용가능 용량

자료: Abbas Fotouhi et al. (2018)

그러나 배터리의 이러한 안전마진은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한 자동

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순간적으로 대규모 출력조정이 

필요 없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80%의 저장용량만

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전기차에 장

착되어 한 번 쓰고 난 후 배출된 배터리는 다른 목적으로 재차 사용

(즉, 이차사용(Second use)이 가능하다(RECHARGE aisbl, 2014). 물론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특정

한 공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정을 재목적화(Repurposing) 

공정이라 보통 지칭한다.

한편 이차사용은 재사용과 유사하게 전기차 배터리팩 단위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위단위인 배터리 모듈 단위나 심지어 배터

리셀 단위까지 분해하여 각각의 단위에서 재목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우선 하위단위인 배터리 모듈과 셀 단위로 재목적화를 위한 선별ꞏ

재조립하는 경우, 불량 모듈이나 셀을 선별해 내고, 배터리 관리시스

템(BMS) 및 냉각시스템 최적화 등을 통해 활용용도에 맞는 최적의 

상품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해 작업이 아직까

지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추가 가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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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용이 소요되며, 안전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작업환경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박수항, 2017).  

[그림 3-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목적화 공정을 위한 분해공정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반면 배터리 팩 단위 그대로 재목적화하는 경우에는 공정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신 전기차용 배터리팩

은 자동차 등급, 크기, 주행 특성 등에 따라 모양과 탑재 위치가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용량확대를 위해서는 설계적인 제약 존재한다. 그리

고 하위단위, 특히 배터리 셀 단위에서의 불량상태를 파악, 조치하는 

것이 어려워 불량률이 높다다는 단점도 있다(박수항, 2017). 결국 활

용단위가 하위단위로 갈수록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과 상위단위로 갈수

록 배터리 셀의 불량률이 높다는 점 등이 상충관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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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체 

시간 및 
난이도

장점 단점

Pack 단위 下

 Pack 해체 비용 무
 Pack 검사 후 단순 

조립을 통해 ESS 
생산가능

 소형(가정용)ESS 이용 
시 활용도 상승 예상

 단위체적당 
에너지 도 저하(동일 
용량의 ESS 대비 
3~5배 크기 증가)

 특정 Module, Cell 
불량 시 성능 저하 
우려

Module 
단위

中
 해체비용 저렴
 일정 수준의 단위 체적 

당 에너지 도 확보

 Module 내 일부 Cell 
불량 시 성능 저하 
우려

Cell 단위 上

 불량 Cell에 대한 대처 
능력 우수

 단위 체적당 에너지 
도 높음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ESS 구성 용이

 Module 해체 
소요시간이 전체 해체 
공정의 60% 수준(해체 
비용 증가)

 Module 해체 시 화재 
폭발 위험성 내재

 성능 test 소요 시간 및 
비용 증가

<표 3-2> 이차사용 활용단위별 장단점 비교 

  

 자료: 성일하이텍(2018)

결국 이러한 상충관계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단위가 결정

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인터뷰 결과 배터리 셀 단위

에서의 활용은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업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로 배터리 팩이나 모듈 단위에서의 재목적화를 통

한 이차사용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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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이차사용 주요 분야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먼저 배터리 모듈단위에서는 비슷한 용량의 납축전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동안 납축전지를 활용하던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전 등의 갑작스러운 전원공

급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ystem)7)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베터

리 운영조건을 만족하는 배터리 모듈단위에서의 소형 이차사용 배터

리 세트를 구성하여 공급할 수 있다. 

   

7) 네이버 쇼핑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64242&cid=51399&categoryId=51399, 

검색일: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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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무정전 전원장치(UPS)로의 이차사용 개념 및 구성도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그림 3-7] 제주한전에 설치, 공급된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UPS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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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재목적화 공정비용이 저렴한 배터리 팩 단위에서활

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가령 피서지, 축제, 공연 등 전기차 충전인프

라가 없거나 부족하지만, 충전수요는 충분한 지역에 투입하여, 간이 충

전을 지원할 이동식 충전지원차량의 전력저장장치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림 3-8]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이동식 충전지원 차량 전경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그림 3-9]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이동식 충전지원 차량 전력저장장치 구성도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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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목적화 처리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을 대량으로 연계하여, 전력

계통 연계형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을 구성,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0]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구성도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그림 3-11]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내부전경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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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이차사용 배터리 팩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계형 BESS 전경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이처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재차 사용(즉, 이차사용)이 가능하

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명시화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폐기물로서 

폐기나 재활용만을 처분 수단으로 상정한 용어인 ‘폐배터리’보다는 전

기차에서 한 번 쓰고 난 이후의 배터리, 즉 (한 번) ‘사용후 배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해당 용어를 폐배터리 대

신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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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이차사용의 환경편익 

      : 전과정 평가(LCA) 

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차에 한 번 사용한 배터리는 재사

용내지 재차사용(이차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 사

용후 배터리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의 환경적 측면, 특히 환경 편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과정 평가를 실시한다.

1. 전과정 평가 방법론8)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란 정의된 시스템의 원

료획득 및 가공, 제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단계까지의 

전과정에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목록을 취합하여 처리하고, 이러

한 투입물 및 산출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들을 평가하며, 위의 

두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제

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적 측면과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

술이다(이건모 외, 1998). 이러한 전과정 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규격 ISO 

14040 및 14044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수행단계는 [그림 3-13]과 같

이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전과정 목록분석

(Inventory analysis), 전과정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전과정 해

석(Interpretation)의 총 4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이건모 외, 1998). 

8) 본 소절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과정 평가 방법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
시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으로서, 환경부(2002)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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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전과정 평가(LCA) 수행 절차

            자료 : 이건모 외(1998) 

가. 목적 및 범위 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목적 및 범위 정의는 전과정 평가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이며, 전과정 평

가 연구의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이다(환경부, 2002). 우선 목적정의 단계

에서는 연구의 목적, 이용분야, 대상청중 및 연구 결과물의 비교 여부를 

명시하게 된다. 한편 범위정의 단계는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

적인 범위를 정의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기능 및 기능단위, 시스템

경계, 데이터의 범주, 데이터 품질요건, 가정 및 제한사항, 할당, 영향평가 

방법론 및 정 검토의 수행여부 등을 설정하게 된다(환경부, 2002).



52

나. 전과정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한편 ISO 14040 및 14044에서는 전과정 목록분석(LCI, Life Cycle 

Inventory Analysis)을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수집

하여 목록화하는 전과정 평가의 한 단계(ISO 14040s, 2006)’로 정의

하고 있다(환경부, 2002). 

이러한 전과정 목록분석 단계에서는 목적 및 범위 정의단계에서 설

정한 연구 대상의 전과정과 관련된 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같은 투입

물 및 수계, 대기, 토양으로 배출되는 산출물을 수집하고 계산하는 절

차를 포함한다(환경부, 2002).이때 목적 및 범위 정의에 따라, 제품 시

스템과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를 물질수지, 에너지수

지, 할당 등을 적용하여 정량화한다(환경부, 2002).

이 단계의 수집대상인 투입물 자료에는 최종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원료물질 및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품을 생산

하는 단위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인 보조물질, 단위공정 혹은 제품 시

스템으로 투입되는 정량화된 에너지가 있다(환경부, 2002). 반면 산출

물 자료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최종 제품과 최종 제품 외

에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부산물 및 대기ꞏ수계 배

출물,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처리를 위해 다른 기술계로 이동하는 고형 

폐기물이 있다(ISO 14044, 2006). 이후 제품제조공정의 표준단위공정

에 준하여 현장데이터를 수집하고, 각각의 상위공정을 연결한 후 기능

단위에 맞게 전환하여 전과정 목록분석을 완료하게 된다(환경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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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전과정 목록분석 절차

       자료 : 환경부(2002) 

다. 전과정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전과정 영향평가는 전과정 목록분석의 결과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가

하고 평가 대상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이다

(환경부, 2002). 사실 전과정 평가는 인간의 편리성 추구를 위해 만든 제

품과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인간건강과 생태

계건강, 자원보존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정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환경영향범주(environmental impact 

category)를 지정하여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환경부, 2002). 

평가절차는 분류화(Classification), 특성화(Characterization), 정규화

(Normalization) 및 가중화(Weighting) 단계로 진행된다(환경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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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류화 단계는 전과정목록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서로 다른 환

경부하들이 어떤 환경영향을 야기하는지 파악하고 환경으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산정하는 과정이

다(환경부, 2002). 분류화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과 연계되는 환경영

향범주 목록은 목적 및 범위정의 단계의 영향평가 방법론 선정과정에

서 결정된 영향범주 목록을 적용한다(환경부, 2002). 본 연구는 환경

영향범주로서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부영양화, 산성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등 6가지 영향범주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특성화 단계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부하량

을 활용하여 잠재적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과정이다(환경부, 2002).  특

성화 단계에서는 특정 환경영향범주에 대한 특성화 결과, 즉 범주지표

결과(Category indicator results)를 산정한다(환경부, 2002). 이때 분류화 

단계에서 제품시스템의 전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오염물질들의 노출량

과 오염물질이 유발하는 서로 다른 환경영향범주와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물리적으로 연결하였다면, 특성화단계에서는 각 오염물질의 환경

부하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서로 다른 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환경부, 2002). 그리고 범주지표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과정 

목록분석의 결과인 환경부하량과 해당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물질별 환

경영향 유발정도인 특성화 인자를 곱하게 된다(환경부, 2002).

잠재적인 영향   =   목록항목 환경부하량 X 해당 목록의 특성화인자 값

 (Potential impact)                             (Characteriz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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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성화인자는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유사하게 환경영향을 유

발하는 특정 환경오염물질 1단위가 특정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환경부, 200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영향범주별 특성화인자(단위)는 <표 3-3>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적용된 영향범주별 특성화인자 값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영향범주 특성화인자(단위)

자원 고갈 (Resource Depletion: ADF) kg antimony eq./kg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Potentials: GWP) kg CO2 eq./kg

광화학스모그 
(Photochemical Oxydants Creation Potential: POCP)

kg C2H4 eq./kg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Potential: ODP) kg CFC11 eq./kg

산성화 (Acidification Potential: AP) kg SO2 eq./kg

부영양화 (Eutropication Potential: EP) kg PO4
3- eq./kg

<표 3-3> 영향범주의 특성화인자

(1) 자원고갈(ADF) : 자원고갈의 경우, antimony를 기준물질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각 자원에 대한 'Reserve to use'를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자원에 대한 인자를 포함하기 위하

여 다양한 출처에서 해당 인자가 활용되고 있다. 

[그림 3-15] antimony(sb) 광석

                      자료: http://images-of-elem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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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온난화(GWP) : 지구온난화의 경우 모든 방법론에서 CO2를 기준

물질로 하는 IPCC의 인자를 적용, 동일한 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하

고 있다. 

(3) 광화학스모그(POCP) : 광화학스모그 기준물질은 C2H2이며 국내 

환경성적표지제도에서는 최근 POCP에 대한 영향평가방법론과 파

라미터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인자를 적용하도록 한다. 단,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VOC, NMVOC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4) 오존층영향(ODP) : CFC11이 기준물질이며 최근 개발된 방법론을 

조사한 결과 'Steady state ODP'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가스들에 대한 특성화인자를 활용하도록 한다.

(5) 산성화(AP) : SO2가 기준물질이며 모든 물질에 대하여 100% 영

향을 미치는 Maximum potential 기준이 일반적이다. 

(6) 부영영화(EP) : 기준물질과 포함하고 있는 파라미터에 있어 방법

론별로 차이가 있는데 PO43-를 기준물질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전과정 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이 과정은 목록분석의 결과 또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주요 환

경영향을 규명하고 평가하여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

정이다. 이때 주요 환경측면 규명은 전과정 목록분석과 전과정 영향평

가의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투입/배출물과 잠재적인 영향들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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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정 평가 수행

가. 리튬전지 생산공정

1) 전기차 리튬전지의 구성

현재 국내 시판 중인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 해체 자료(부록 

참조)를 근거로 구성 요소별 주요 부품 및 원소 조성 정보를 수집하였

다. 해당 배터리팩은 4개 스텍, 스텍 1개 당 6모듈, 모듈 1개 당 8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배터리 팩에 24개 모듈, 192개 셀이 포함되어 있

다.

(1) 전지종류 : 리튬이온폴리머 전지(Lithium-ion polymer battery)

(2) 총 중량 : 295kg

(3) 저장용량 : 26.6kWh (74Ah) 

※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주요 사양

[그림 3-16] A사 전기차 배터리 구성 요소

  자료: 에코네트워크(주) 내부자료



58

배터리팩의 중량은 295kg이며, 셀의 비중이 57.3%, 셀을 감싸고 있

는 모듈 부품이 약 11.4%, 스텍과 팩을 이루는 외부 부품이 전체 중

량의 31.3%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배터리의 기능단위를 

1kWh로 선정하였다. 해당 배터리팩의 총 중량이 295kg, 용량이 

26.6kWh이므로, 1kWh에 해당하는 무게는 11.090kg이다. 따라서 자

료 수집단위인 기준흐름은 11.090kg로 설정하였다(에코네트워크(주) 

내부자료).

구분 중량(g) 중량비

팩
(100
.0%)

스텍
(69.
6%)

모듈
(68.
7%)

셀
(57.
3%)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135,427 45.9%

플라스틱류 33,643 11.4%

셀 소계 169,070 57.3%

전극 및 볼트류 12,331 4.2%

플라스틱류
(커버 등 덮개류)

21,329 7.2%

모듈 부품 소계 33,660 11.4%

연결단자 2,048 0.7%

플라스틱류(안전덮개) 642 0.2%

스텍 부품 소계 2,690 0.9%

외부커버, 그릴, 볼트류 등 79,447 27%

기타장치류 및 플라스틱류 10,133 3.4%

팩 합계 295,000 100.0%

<표 3-4>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구성요소별 중량 및 중량비

자료 : 에코네트워크(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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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배터리팩의 주요 구성 부품을 36개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4개의 스텍을 감싸고 있는 팩의 외부 부품은 

외장커버, 하부틀, 측면커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모두 19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1개 스텍은 내부에 6개의 모듈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리고 스텍 외형은 안전덮개와 연결단자로, 1개 모듈 당 8

개의 셀로, 셀을 감싸고 있는 모듈 외형 부품은 모듈커버 등 7개 항목

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셀 내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케

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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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부품 중량(g) 개수 소계(g) 중량비

팩

1) 외장커버 14,280 1 14,280 4.8%
2) 통풍구그릴 1,488 1 1,488 0.5%
3) 전력케이블 1,700 1 1,700 0.6%
4) 그릴고무 22 1 22 0.0%
5) BMS커버1 181 1 181 0.1%
6) BMS커버2 491 1 491 0.2%
7) BMS PCB 298 1 298 0.1%
8) 후면소켓 778 1 778 0.3%
9) BMS 3,754 1 3,754 1.3%
10) BMS틀 156 1 156 0.1%
11) 전면통풍구 285 2 570 0.2%
12) 스텍연결단자 93 2 186 0.1%
13) 상부/측면프레임 8,338 1 8,338 2.8%
14) 스텍분리판 3,188 1 3,188 1.1%
15) 스텍바닥판 1,420 1 1,420 0.5%
16) 측면커버 12,940 1 12,940 4.4%
17) 하부틀 35,980 1 35,980 12.2%
18) 기타플라스틱류 104 1 104 0.0%
19) 볼트류 3,708 1 3,708 1.3%

스
텍

20) 안전덮개 40 4×4스텍 640 0.2%
21) 연결단자 128 4×4스텍 2,048 0.7%

모
듈

22) 덮개류 88 4스텍×6모듈 2,101 0.7%
23) 모듈커버(상부) 315 4스텍×6모듈 7,551 2.6%
24) 모듈커버(하부) 452 4스텍×6모듈 10,857 3.7%
25) 셀 커버 109 4×4스텍×6모듈 10,430 3.5%
26) 모듈전극 74 4스텍×6모듈 1,778 0.6%
27) 볼트류 5 4스텍×6모듈 122 0.0%
28) 소켓라인 34 4스텍×6모듈 820 0.3%

셀

29) 알루미늄 88 4스텍×6모듈×8셀 16,907 5.7%
30) 구리 132 4스텍×6모듈×8셀 25,361 8.6%
31) 흑연 176 4스텍×6모듈×8셀 33,814 11.5%
32) 전해액 88 4스텍×6모듈×8셀 16,907 5.7%
33) LiPF6 44 4스텍×6모듈×8셀 8,454 2.9%
34) LiMn2O4 264 4스텍×6모듈×8셀 50,721 17.2%
35) LiCoNiO2 44 4스텍×6모듈×8셀 8,454 2.9%
36) Polyvinylidenefluoride 44 4스텍×6모듈×8셀 8,454 2.9%

총중량 　 　 295,000 100.0%

<표 3-5>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구성 부품별 중량 및 중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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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ꞏ부품공정 및 성형공정 DB 연결

이 단계는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수행 목적 및 

범위 정의에 맞게 대상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투입 흐름과 산출 흐름을 기능단위 기준으로 정량화하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LCA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은 기본흐름(elementary 

flow)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LCA 수행을 위해 기업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정 투입물 및 공정 산출물, 에너지 등이며, 수집

된 이 실제 데이터는 이미 특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중간흐름(intermediate flow)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

본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위흐름을 따라가며 해당 중간흐름의 

기본흐름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연구 수행자가 대상 시스템과 연관된 상위 흐름(upstream) 및 하위 

흐름(downstream)에 대한 기본 흐름까지 추적하지 않더라도 LCA 연

구에 적합하게 수집되고 정리된 문헌 데이터가 존재하면, LCA 수행

자는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LCA 연구수행자의 시간과 에너지 투입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행자가 원하는 단위로 상위 혹은 하위 흐름에 대한 기본 

흐름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헌 데이터로서 LCI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LCI 데이터베이스는 제품의 환경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LCA 수행

을 위한 투입물 및 산출물 데이터에 대해 각각의 상하위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없을 경우 상/하위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데

이터로 사용된다.

이러한 LCI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해 영향평가 인자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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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 도출이 가능하다. 이

러한 작업은 주로 LCA 수행을 위한 Tool에 LCI 데이터베이스를 기

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LCI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해

서는 LCA Tool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LCA Tool을 통해 평

가된 LCA의 결과는 주로 제품의 환경성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로 활

용하거나, 환경성적표지 인증 등 환경성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9)를 구

축 및 공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생

산기술연구원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서 구축하였다. 또한 LCA 연구의 확대 및 관심의 증대로 인

하여, 현재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진흥원에서도 독자

적인 활용 목적으로 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배터리팩의 구성 부품들에 대해 각각의 원소 조성 

자료와 가공 형태를 근거로 국내외 L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

위흐름10)을 연결하였다. 

9)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1단위(기능 단위당)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채취 및 소재/부품가공, 수송, 제품사용, 폐기(제품 시스템 전과정)까지의 제품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자원(환경에서 채취한 자원, 에너지, 광물 포함)의 양과 제
품시스템에서 환경으로 버려지는 배출물(대기, 수계)과 폐기물의 발생량을 목록
화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10) 상위흐름 LCI 데이터는 중간흐름인 부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본흐름
목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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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요 성분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2)통풍구그릴’ 부

품의 경우, 원료는 산업부의 알루미늄빌렛_A1050 데이터베이스를 연

결하고, 성형공정은 유럽 데이터베이스인 에코인벤트(Ecoinvent)의 알

루미늄 제품 제조 DB를 연결하였다. 다만, 배터리팩의 부품 조립공정 

부하는 자료 미흡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3) 리튬전지 생산공정 환경영향

해당 리튬전지 기능단위 11.090kg(= 저장용량 1kWh)의 생산공정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등 모두 6개 환경영향범주로 구분하고 특성화단계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고갈 영향(ADF) : 4.26E-01 [kg antimony]

② 지구온난화 영향(GWP) : 6.38E+01 [kg CO2eq.]

③ 광화학스모그 영향(POCP) : 5.75E-02 [kg C2H4eq.]

④ 오존층 영향(ODP) : 1.16E-05 [kg CFC11eq.]

⑤ 산성비 영향 (AP) : 3.58E-02 [kg SO2eq.]

⑥ 부영양화 영향(EP) : 6.75E-02 [kg PO43-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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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튬전지 폐기공정

1) 리튬전지 폐기공정 DB 연결

본 연구는 해당 배터리팩이 철, 비철금속, 일부 플라스틱만 물리적

으로 재활용되는 폐기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각 부품별 폐기공정 LCI 

DB를 이용하여 하위흐름을 연결하였다. 이때 배터리팩 폐기 시, 스텍 

단위까지만 분해하고 모듈단위 이하는 파쇄, 선별 처리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재활용 : 소각 : 매립 비율이 각각 

0.23 : 0.38 : 0.39의 비율로 처리된다고 가정하고 처리DB를 작성, 연

결하였으며, 각 부품별 원소조성 자료와 분해 여부에 따라 국내외 적

합한 DB를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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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전지 폐기공정 환경영향

폐기공정 중에는 물리적 재활용 또는 열 회수를 통해 재생재

(secondary materials) 및 에너지(스팀, 전기 등)가 생산되기도 하며, 

이에 대한 회피효과(avoided impact)를 고려하면 해당 공정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회피효과란 폐기공정에서 생산된 원

료, 에너지 등이 신재(primary materials)를 대체함으로써, 신재 생산공

정 환경영향이 줄어드는 효과를 의미한다. 보통 전과정 평가(LCA)에

서 취급하는 환경영향범주는 모두 생태계와 인간에게 부정적인 측면

을 다루고 있으며, 잠재적 환경영향의 값이 클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음(-)의 환경영향 값이 낮을수록 오히려 환경에 좋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리튬전지 11.090kg(1kWh) 폐기공정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자

원고갈, 지구온난화,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등 

모두 6개 환경영향범주로 구분하고 특성화단계 환경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고갈 영향(ADF) : -3.84E-02 [kg antimony]

※ 하부틀과 측면커버의 주요 재질은 알루미늄, 외장커버는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 및 비철금속류의 재활용에 따른 자원고갈 

측면의 회피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임.

② 지구온난화 영향(GWP) : -3.62E-01 [kg CO2eq.]

※ 주요 재질이 알루미늄인 주요 부품(하부틀, 측면커버 등)의 재

활용에 따라 신제품 생산 시 지구온난화영향이 회피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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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향이 음(-)으로 나타났음.

③ 광화학스모그 영향(POCP) : -7.96E-03 [kg C2H4eq.]

※ 광화학스모그 측면의 환경영향은 주요 부품의 재활용에 따른 

회피효과로 인해 음(-)의 영향이 나타났음.

④ 오존층 영향(ODP) : 5.13E-08 [kg CFC11eq.]

⑤ 산성비 영향 (AP) : -1.43E-02 [kg SO2eq.]

※ 산성비 영향범주는 주요 부품의 재활용에 따른 회피효과로 인

해 음(-)의 영향이 나타났음.

⑥ 부영양화 영향(EP) : -2.37E-03 [kg PO43-eq.]

※ 부영양화 영향범주는 주요 부품의 재활용에 따른 회피효과로 

인해 음(-)의 영향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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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 공정

1)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 공정 DB 연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또는 이차이용 방법

은 배터리팩 단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모듈 또는 셀 단위로 선

별하여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논의의 단순화

를 위해 모듈 단위에서 선별, 재조립하는 방식을 ‘재사용․이차사용 

공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팩과 스텍을 분해하여 외장부

품을 재질에 따라 폐기(소각, 매립 및 재활용 포함)하고, 모듈들은 선

별, 성능검사 및 조립과정을 거쳐,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재사용․이

차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모듈의 커버, BMS, 냉각장치 등 

외장부품들은 동일한 부품들을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 공정 DB 연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모듈의 외장 부품은 외장커버 등 총 21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폐기공정 하위흐름은 재질에 따라 소각, 매립 및 재활용되는 폐기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폐기공정 LCI DB를 이용하여 하위흐름에 연결하

였다. 반면 생산 공정 상위흐름 연결은 부품 각각의 원소 조성 자료와 

가공 형태를 근거로 국내외 L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위흐름을 

연결하였다. 이는 리튬전지 생산공정의 상위흐름 연결과 동일하다. 

반면 모듈단위 구성 부품은 모듈커버 등 총 15개 부품으로서, 성능

검사 등을 거쳐 모두 재사용․이차사용하므로 재사용․이차사용공정 

투입ꞏ산출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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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전지 재사용․이차사용 공정 환경영향

해당 리튬전지 11.090kg(1kWh) 재사용․이차사용공정의 잠재적 환

경영향을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등 모두 6개 환경영향범주로 구분하고 특성화단계 환경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고갈 영향(ADF) : 1.67E-01 [kg antimony]

② 지구온난화 영향(GWP) : 1.51E+01 [kg CO2eq.]

③ 광화학스모그 영향(POCP) : 1.11E-02 [kg C2H4eq.]

④ 오존층 영향(ODP) : 1.76E-06 [kg CFC11eq.]

⑤ 산성비 영향 (AP) : 7.35E-02 [kg SO2eq.]

⑥ 부영양화 영향(EP) : 7.51E-03 [kg PO43-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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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사용(이차사용) 전지의 대체효과(생산회피효과) 

사실 리튬 재사용․이차사용 전지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신규 전지를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신규 전지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체 가능한 신규 전지의 생산회피

효과라 할 수 있다. 전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튬이온 전지가 대체

할 수 있는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나 용도가 동일하거나, 용도가 다른 

리튬이온 전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의 재

사용․이차사용은 신규 납축전지나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을 회피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회피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표 3-12>와 [그림 3-17]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전지의 신규 생

산 공정의 환경영향 정도를 비교하였다. 

구분
ADP
kg 

antimony

GWP
kg 

CO2eq.

POCP
kg 

C2H4eq.

ODP
kg 

CFC11eq.

AP
kg 

SO2eq.

EP
kg 

PO43-eq.

리튬전지
(1kWh)

(A)
0.426245 63.840177 0.057514 0.000012 0.358480 0.067466 

납축전지
(1kWh)

(B)
6.850000 6.770000 0.003550 0.000002 0.062700 0.005130 

A/B 0.0622 9.4299 16.2012 6.1471 5.7174 13.1512 

<표 3-12>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납축전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 비교

 

자료 : 납축전지 환경영향(특성화단계)는 Sha Chen et al.(2017)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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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전지의 생산공정을 보면, CO2 eq.배출량으로 표시된 지구

온난화 영향도(64kg CO2 eq.)는 납축전지의 약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영향도는 납축전

지 생산공정의 5배에서 심지어 10배가 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환경영향 부류는 주로 대기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 리튬이

온 전지 생산이 납축전지에 비해 적어도 대기환경에 보다 높은 환경

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ntimony로 측정된 생산공정의 자원고갈 영향도에서 리튬이

온 전지가 납축전기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축전지의 

양극판이 보통 4.5%이상의 안티모니가 첨가된 납-안티모니 합금을 활

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는 납축전지

에 비해 인체 유해 독성이 절반 이하, 니켈-카드뮴 배터리보다도 낮다

고 보고되고 있다(McManus, 2012).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납축전지에 비해 환경부하가 큰 리튬이

온 전지의 생산회피효과를 리튬 재사용․이차사용 전지의 환경편익으

로 상정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이차사용에 대한 전과정 평가 결과

앞서 조사, 분석한 리튬이온 전지의 생산공정, 폐기공정, 재사용 ․ 

이차사용 공정에 대한 전과정 환경영향평과 신규 리튬이온 전지 생산

회피효과를 기반으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환경영향 결과

를 <표 3-13>로 정리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리튬이온 전지가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 1차 사용

된 이후 그대로 폐기공정을 거친다는 전제 하에 폐기처분 시나리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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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영향을 현 상태(state quo)로 설정, 평가하여 <표 3-13>의 제3행

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폐기처분 시나리오(A)의 환경영향은 생산공정과 

폐기공정의 환경영향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하여, 1차 사용 후, 이를 그대로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폐기공정을 거치

는 과정을 재사용 시나리오(B)로 설정, 해당 시나리오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때 평가는 생산공정 및 폐기공정과 재사용을 위한 (처

리)공정과 더불어 해당 전지를 재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동일 리튬이

온 전지의 생산회피효과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3>

의 제8행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별 환경영향의 차이를 활용하여, 리

튬이온 전지의 재사용․이차사용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3-13>의 마지막 행과 함께 [그림 3-18]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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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DP

(자원고갈)
kg antimony

GWP
(온난화)

kg CO2eq.

POCP
(광화학)

kg C2H4eq.

ODP
(오존층)

kg 
CFC11eq.

AP
(산성비)

kg SO2eq.

EP
(부영양)

kg PO43-eq.

생산공정 0.42624480  63.84017708 0.05751435 0.00001156 0.35848016 0.06746584 

폐기공정 -0.03843163 -0.36224700 -0.00796272 0.00000005 -0.01429507 -0.00236641

폐기처분
시나리오

(생산+폐기)
(A)

0.38781318  63.47793008 0.04955163 0.00001161 0.34418509 0.06509943 

생산공정 0.42624480 63.84017708 0.05751435 0.00001156 0.35848016 0.06746584 

재사용
공정

0.16690328 15.08327274 0.01111802 0.00000176 0.07350203 0.00750723 

회피효과 -0.42624480 -63.84017708 -0.05751435 -0.00001156 -0.35848016 -0.06746584

폐기공정 -0.03843163 -0.36224700 -0.00796272 0.00000005  -0.01429507 -0.00236641

재사용
시나리오

(생산+재사용 
+회피+폐기)

(B)

0.12847165 14.72102575 0.00315531  0.00000181  0.05920696  0.00514083  

재사용 효과
(B)-(A)

-0.25934153 -48.75690434 -0.04639633 -0.00000980 -0.28497813 -0.05995860

<표 3-13>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와 납축전지 생산공정의 환경영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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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과 [그림 3-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환경영향 평

가지표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이차사용은 환경부하를 줄

이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온실가스

(CO2 eq.)는 약 48.8kg 이상 저감하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11) 이

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이차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에

서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

용․이차사용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11) 단, 본 연구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이차사용이 환경부하 절감 편익 
산정에는 리튬이온전지의 대체효과(생산회피효과) 산정에 제조시점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본 
분석의 한계임을 인정하며, 추후 이를 반영한 후속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원래 목적으로 재사용을 전제한 효과만 평가하였지만, 다른 목적으
로의 이차사용, 특히 BESS로 사용될 경우의 환경부하 절감 편익은 측정하지 
못했다. 만일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BESS에 대한 LCA가 필요하지
만, 연구비의 한계 등으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더욱이 국내외에서 아직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자료도 극히 드물어 인용 가능한 문헌 역시 발굴하지 
못했다. 이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인정하며, 후속연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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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가능성 

제1절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비즈니스 해외사례

1. 개관

전기차 보급,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령 BNEF 

(2017a)에 따르면, 연간 배출되는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저장용량 

기준)는 2018년 약 3GWh 수준인 데 반해, 2025년이 되면 약 186GWh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를 처

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 

방안 중에는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이차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4-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누적 용량 현황 및 전망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2017a)



90

특히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특히 자동차 OEM)는  

자사 전기차를 판매한 이후 배터리 교환이나 리스 서비스 등과 연계하

여 사용후 배터리를 대규모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OEM)들이 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OEM)들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이차사용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 사례

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2]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비즈니스 주요 프로젝트 사례

  출처: David Stringer & Jie Ma.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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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MW의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나 BMW i-Charge Forward Project12)

2015년 1월 BMW는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 (PG&E)와 협업

하여, BMW가 보유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차사용하고, 전기차 충전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BMW i-Charge Forward Project 1차 시범사

업에 착수하였다(Horatiu Boeriu, 2015.05.01.). 

이 프로젝트는 전기차 충전관리 시스템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이차사용 비즈니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관리 

시스템 부분은 일부 BMW i3 운전자 그룹(캘리포니아 South Bay 지역 

PG&E 고객이자 BMW i3 운전자 96명 대상)이 참여하게 되는데, 

PG&E가 참여 운전자들에게 피크시간대에 최대 1시간까지 차량 충전 

지연을 요청, 전력계통 부하 저감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oratiu Boeriu, 2015.05.01.). 

반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이차사용 비즈니스 부분의 경우, 만일 

BMW i3 운전자 참여가 미흡하여 사전에 계획된 전력수요량 절감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달 분만큼을 BMW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를 기반으로 구축한 ESS에 저장된 전력을 송출해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Horatiu Boeriu, 2015.05.01.). 이 사업과 관련하여 BMW는 이

미 8개의 MINI E의 사용후 배터리로 100kW/225kWh 규모의 고정식 태양광 

충전용 ESS를 구축, 캘리포니아 Mountain view 지역의 BMW 기술사무

소에 설치, 백업 전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Horatiu Boeriu, 2015.05.01.).

12) Horatiu Boeriu (2015.05.01.)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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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 운영 방식

        자료: David Almeida, (2015.10.19.)

또한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에는 BMW, PG&E와 함

께 Olivine도 분산자원 관리 플랫폼인 Olivine DER을 활용하여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있다(Horatiu Boeriu, 2015.05.01.). 사실 Olivine은 캘리포니아 

독립계통 운영자(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  CAIS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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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승인된 스케줄 담당자로서, BMW와 PG&E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ratiu Boeriu, 2015.05.01.). 또한 

Olivine은 Whisker Labs (Whisker)와의 인터페이싱도 책임지고 있는

데, 자신들이 구축한 전력 계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력소비자 수준의 

빅데이터를 수집, 유효성 검사나 추정, 편집 등의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Olivine은 궁극적으로 BMW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불하기 위한 정산 품질 미터 데이터를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Horatiu Boeriu, 2015.05.01.).

[그림 4-4]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 참여자 간 역할분담

출처: BMW (2017)

PG&E은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Whisker metering 시스템과 Olivine

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BMW 시스템이 발송 요건을 정

확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oratiu 

Boeriu, 2015.05.01.). 

한편 2017년부터 2018년 연말까지 BMW i-Charge Forward 2차 시

범사업이 실시된다(BMW, 2017). 이번 2차 시범사업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진화된 스마트 충전 사용 사례

를 테스트하는 것과 함께 고객들의 충전패턴의 유연성을 추가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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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참여 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 참여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Horatiu Boeriu, 2015.05.01.).

특히 이를 위해 BMW는 PG&E와 함께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의 지원 아래 전기차의 이동 지리적 공

간 및 하루 동안의 충전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Horatiu 

Boeriu, 2015.05.01.). 이 연구에는 기존 BMW i3나 BWM i8뿐만 아니

라 BMW iPerformance PHEVs 또한 포함시켜 250대 이상의 전기차를 

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4개월간 진행

되는 이번 2차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900가 제공되며, 세부 시범사

업(단기 충전 테스트 등)에 추가 참여를 통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Horatiu Boeriu, 2015.05.01.).

궁극적으로 BMW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향상

하고 재생가능에너지와 계통연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성 공헌’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

다(Horatiu Boeriu, 2015.05.01.).

다. BMW의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가정용 ESS 제품 출시 계획13)

BMW i-Charge Forward Project가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BMW

는 자사 전가차인 BMW i3(구형)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목적화 처리한 

BESS를 개발, 가정/상업용 ESS 시장 진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BMW가 출시 예정인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는 22kWh

급과 33kWh급 두 가지이며, 이는 최대 24시간 동안 가전제품이나 엔

터테인먼트 기기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박수항, 2016).

13) 박수항 (201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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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위해 BMW는 구형 BMW i3 소유자들에게 일정 추가비

용만 지불하면, 신형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

분한 사용후 배터리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확보된 구형 

BMW i3의 사용후 배터리는 독일의 Beck Automation에게 재목적화 

공정을 위탁 처리한다(박수항, 2016). 

라. Second Life Batteries Alliance (BMW 및 Bosch, Vattenfall 결성)14)

2016년 9월, BMW는 독일 Bosch, 스웨덴 발전 기업 Vattenfall와 

함께 ‘Second Life Batteries Alliance’를 결성하였다. 해당 연합은 

BMW가 보유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설치용량 2.8MWh (출력 2MW) 규모의 전력계통 연계형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 전력계통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100대 이상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 즉 2,600개의 

배터리 모듈이 상호 연결되며, 전력계통 안정화 및 피크 저감 등 전력

서비스 공급, 재생에너지원 연계 에너지저장장치, 가상발전소(VPP)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등과도 연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Energy 

storage report, 2015.02.18.; KISTI, 2015.02.16.).

이 연합에서 BMW는 BMW Active E, BMW i3, BMW i8 모델의 

사용후 배터리를 공급하고, Bosch는 배터리 모듈 간 연결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계 및 관리를, Vattenfall은 기존 Vattenfall가 운영 중인 

가상발전소의 일부로서, 향후 10년 간 구축될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

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의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Energy storage 

report, 2015.02.18.; KISTI, 2015.02.16.).  

14) Energy storage report. (2015.02.18.)와 KISTI (2015.02.16.)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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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브라데루프(Braderup)에서 Bosch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

는데, Bosch는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들을 건설하였으

며, 이때 수천 개의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네트

워크를 구성한 경험이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도 Bosch는 유사

한 리튬이온 저장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Energy storage report, 

2015.02.18.; KISTI, 2015.02.16.). 

[그림 4-5] Second Life Batteries Alliance 운영 메커니즘

     출처: Bosch.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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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imler의 재사용 ․ 이차사용 비즈니스 사례 

Daimler는 자사의 Smart Fortwo 2세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에 

기반한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 비즈니스 프로젝트 2개를 독일 뤼넨

(Lünen)과 하노버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이 중 뤼넨 프로젝트는 

1,000개의 사용후 배터리 팩으로 13MWh 규모의 BESS를 구축하였으

며, 하노버 프로젝트는 15MWh (출력 15MW) 규모의 BESS를 구축, 

하노버 시영회사(Stadtwerke Hannover) 전력망에 연결, 재생에너지원

과 통합 및 주파수 조정, 기타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 독일 뤼넨 프로젝트15)

Daimler는 2016년 9월 독일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의 뤼넨에서 

독일 기업인 Daimler와 Mobility House, GETEC 및 Remondis의 합작 

투자방식으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 13MWh 규모의 BESS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Daimler의 Smart fortwo 2세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팩 1,000개를  

재목적화하여, 전력계통 연계 BESS로 그룹화한 것이다(James 

Blackman, 2016.09.26.).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자들 간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우선 

Daimler는 BESS 시스템의 초기 설계 및 구성을 담당하고. Mobility 

House와 GETEC는 BESS 설치 및 마케팅을 담당하며, Remondis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목적화 공정을 담당하였다(James 

Blackman, 2016.09.26.).

15) James Blackman. (2016.09.2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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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BESS는 해당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

하고, 연계된 전력계통에 공급한다. 이는 장비가 고장 나거나, 흐린 날 

낙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완화하는 기능으로 활용된다. 또한 해당 BESS에 저장된 전

력은 1차 통제권 내 계통운영자들 간의 매주 개최되는 경매를 통해 

낙찰자에게 공급된다(James Blackman, 2016.09.26.). 

나. 독일 하노버 프로젝트16)

Daimler AG는 자사의 자회사인 ACCUMOTIVE와 하노버 시영회

사인 Enercity(Stadtwerke Hannover AG)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15 

MWh 규모의 새로운 BESS 구축을 시작하였다(Daimler, 2016.09.). 

해당 BESS는 유럽에서 가장 큰 ESS 설비이자, Daimler AG의 사업 

부문에서도 세 번째로 주요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Daimler, 

2016.09.). 해당 BESS는 Herrenhausen에 있는 enercity 부지에 구축될 

예정이며, 현재는 해당 부지에 약 3,000개의 Smart Fortwo 2세대 전

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팩이 수집 및 적재되어 있다고 한다(Daimler, 

2016.09.). 

Daimler는 2012년 Smart Fortwo 3세대 전기차를 출시한 이후로, 현

재 추가적인 차세대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이며, 해당 차량에 대해 차

량 배터리 고장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교체 배터리 공급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Daimler, 2016.09.).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로 구축될 

BESS는 이러한 교체 배터리의 공급 및 운영 시스템과 연계하여 함께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향후 발생하게 될 교체 

16) Daimler (2016.09.)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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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BESS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Daimler, 2016.09.).

한편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구축된 BESS를 통해 저장된 전력

은 독일의 일차 균형 전력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Daimler, 2016.09.). 

이로 인해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형은 독일 전력계통의 

안정화와 함께 전기차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교체배터리의 “살아있는 저장(living 

storage)”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는 자동차 제조사와 전력공급사업자

가 연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독특한 비즈니스 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Daimler, 2016.09.).

4. Renault의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가. Advanced Battery Storage Program17)

Renault는 2018년 9월, 자사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으로 

60MWh규모의 BESS(출력: 70MW)를 제조 및 설치하는 “Advanced 

Battery Storag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Fred Lambert, 2018.09.25.).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Renault는 2020년까지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기반 BESS를 유럽 여러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5,000 가구의 하루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는 전략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Fred Lambert, 2018.09.25.).

우선 2019년 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첫 출시될 BESS들은 프랑스 

Douai와 Cléon의 Renault 공장부지와 독일 North Rhine-Westphalia의 

17) Fred Lambert. (2018.09.25.)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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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석탄 공장 부지에 구축될 예정이다(Fred Lambert, 2018.09.25.). 

이와 함께 Renault는 2017년 10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기반 

한 고정형 ESS활용 서비스, 동적 충전 서비스(공급과 수요에 따라 배

터리 충전율 조절 서비스), V2G(vehicle-to-grid) 서비스 등 3개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Renault 에너지 서비스’ 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Fred Lambert, 2018.09.25.). 사실 현재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하

고 있지만, 특히 Renault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의 소유권을 유

지하면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

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Fred Lambert, 

2018.09.25.). 또한 Renault는 전기차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 

평균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 팩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Fred Lambert, 2018.09.25.).

나. E-STOR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18)

Renault는 자사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차사용한 BESS 제조, 

판매,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한 추가적인 서비스 

솔루션으로서 영국 전기차 충전서비스업체인 connected energy의 전기

차 충전 솔루션 E-STOR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Connected Energy, 2017.08.29.).

E-STOR 시스템은 50kWh 규모의 BESS(출력:  50kW)을 급전이 어

려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연계하는 일종의 전기

차 충전 솔루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Connected Energy, 

18) Connected Energy. (2017.08.29.)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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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E-STOR 시스템에서 BESS는 외부계통에 연결, 저압으

로 충전되며, 전기차에는 BESS에 저장된 전력을 고압으로 방출, 급속 

충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고압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계통 연결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Connected Energy, 2017.08.29.).

[그림 4-6] E-STOR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 원리

       자료 : McClenny and Shapard (2018)

[그림 4-7] E-STOR 시스템 연계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자료: McClenny and Shapar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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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2017년 8월, connected energy는 Renault의 전기차 이

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를 벨기에 및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소에 설치,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Connected Energy, 

2017.08.29.).

5. General Motors의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19) 

GM은 2012년 스위스 전기회사 ABB과 자사의 Chevy Volt의 사용후 

배터리 팩 5개를 재목적화 처리한 BESS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는 관

련 비즈니스의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다(Automotive World, 

2018.02.14.). 해당 BESS는 일반가정 3~5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2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80kWh 규모로서 미국 미시간주 Milford 소재 

GM의 기업데이터 센터 (Enterprise Data Center)에 설치되었다

(Automotive World, 2018.02.14.). 이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

라, 사무실과 주차장 조명에 필요한 전력을 건물의 태양광 패널 및 풍

력 터빈과 함께 제공하여, 해당 데이터 센터를 제로에너지 시설로 만들

기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

통을 통해 주변의 Milford Proving Ground 캠퍼스에 공급하였다

(Automotive World, 2018.02.14.). 이와 함께 GM은 2015년 중반 이후 

GM 2세대 Volt 양산 시점에 맞추어, 구형 GM 1세대 Volt의 배터리를 처

리하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예정이다(Automotive World, 2018.02.14.).

 

19) Automotive World. (2018.02.14.)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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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GM-ABB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6. Nissan의 재사용 ․ 이차사용 비즈니스 사례

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가정용/상업용 xStorage 사업20)

Nissan은 2014년부터 자사의 전기차 Leaf 구형 모델의 사용후 배터

리 반납 조건으로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반납된 배터

리(24kWh급)에 대해서는 $1,000을 보상해주고 있다(박수항, 2016).  

[그림 4-9] Nissan의 xStorage

자료:  https://www.dezeen.com/2016/05/12/vehicle-to-grid-v2g-trial-nissan-battery-system-for-the-home/ 

20) 박수항 (201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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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issan은 2016년 영국 전력사업자 Eaton Energy와 협력하여 

가정용 ESS ‘xStorage’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에 진출, 2016년 말부터 

유럽시장에 판매를 개시하였다(박수항, 2016). ‘xStorage’는 6개의 제

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배터리와 함께 Nissan이 수거한 Leaf

의 사용후 배터리 모듈 12개를 재목적화 공정을 거쳐 만든 이차사용 

배터리로 구성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차사용 배터리에 기반

을 둔 제품은 신규 배터리 판매가격의 약 30% 정도로 판매된다(박수

항, 2016).  이와 함께 Nissan은 Leaf의 사용후 배터리를 가정용 태양

광 패널과 연계하여 전기 저장과 UPS 기능을 함께 결합시킨 제품을 

초기 타깃으로 설정, 신규 비즈니스 모형으로 향후 확장해 나아갈 계

획이다(박수항, 2016). 특히 이는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 등 자연 재해

로 인해, 정전 발생 시 백업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용 ESS 장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박수항, 2016).  

더 나아가 Nissan은 Eaton 및 독일 에너지 서비스업체 The Mobility 

House와 함께 ‘xStorage’를 암스테르담 아레나 축구경기장 주차장에 도

입할 예정이다(박수항, 2016). Nissan은 2016년 12월, 네덜란드 프로축구

팀 아약스의 홈경기장인 Amsterdam Arena와 10년 계약을 체결, 280대 

분의 Nissan Leaf의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4MW규모의 BESS를 공급하

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The Mobility House가 전기차, BESS

와 전력망 간 연계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박수항, 2016).



제3장 자동차의 전력화의 환경성 평가  105

나. The Light Reborn 프로젝트21)

한편 Nissan은 Sumitomo와 합작회사인 4R Energy Corporation를 

설립하고, 자사의 전기차 Leaf의 사용후 배터리 재목적화 공정 시설을 

일본 Namie시에 건설하였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Leaf 사용후 배터리가 이 Namie시 공장으로 이송되어, 모듈 

검사 등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이를 

통해 기존 모듈 검사에 배터리 팩 1개당 16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4시

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연간 2,250개의 1세대 Leaf 사용후 배터리 모

듈을 처리할 수 있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이 공장에서는 잔존용량 

80% 초과 배터리 모듈이 재생산되며, 그 이하인 모듈은 재목적화되어 

지게차나 골프 카트 등의 기계용 배터리로 제조, 판매될 예정이다. 1

세대 Leaf 사용후 배터리 기반 배터리 가격은 3만 엔($2,700)으로 신

규 배터리 가격의 절반으로 책정되었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현재 Nissan의 목표는 모든 기존 모델의 사용후 배터리를 수거하고 

수거된 배터리를 이차사용하는 것이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또한 

Nissa은 앞으로 30kWh급 배터리가 탑재된 Leaf(2015년 출시)와 

40kWh급 배터리가 탑재된 Leaf (2세대 모델)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21) 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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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하고, 2020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비즈니스를 다

른 자동차로도 확장할 계획이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한편 Nissan과 그 계열사인 4R Energy Corporation은 2018년 3월, 

Nissan Leaf의 사용후 배터리로 구성된 BESS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

해 오프그리드(off-grid) 가로등을 설치하는 ‘The Light Reborn’ 프로

젝트를 시작하였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LED 조명과 BESS를 자체 제작용 제품으로 묶어, 태양광 패널의 주

간 출력을 BESS에 저장했다가 야간에 전력을 제공해 LED 가로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Leaf의 사용후 배터리가 오프

그리드(off-grid) 가로등 조명의 BESS로 활용되는 것이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이 프로젝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버려진 도시

인 일본 Namie시에서 마을 복구 노력의 일환으로, 거주자에게 공공 조

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4R Energy은 해당 프로젝

트에 5억 엔(476만 달러)을 투자하고,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

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Automotive News Europe, 2018.04.07.; 

ReMaTec, 2018.09.13.; Ryan Whitwam,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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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V2G 등 전력 연관서비스 사업22)

Nissan은 Enel의 자회사인 Endesa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활용의 확대와 함께 V2G(Vehicle to Grid) 기술의 상업적 발전

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Endesa, 2015.03.12.). 

이 협약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를 전기차 및 충전인

프라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유럽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공동으로 BESS 등 전기차 배터리의 이차사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며, 주거 부문(B2C)과 기업(B2B) 모두를 위한 

전기 에너지 및 이동성 패키지의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평가하기

로 하였다(Endesa, 2015.03.12.). 

[그림 4-10] Nissan의 Leaf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자료: ㈜피엠그로우 내부자료

한편 향후 해당 시스템 하에서 Nissan의 전기차 Leaf나 e-NV200 등은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에 저렴하게 충전하고, 전기 요금이 높을 때에는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용으로 활용

하거나 전력계통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Endesa, 

2015.03.12.). 이 밖에도 Nissan은 미국에서 전력관리 스타트업 기업인 

22) Endesa.(2015.03.12.)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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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harge Networks와 협력하여 Leaf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상업시

설의 전력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사용자 측에 Leaf 이차

사용 배터리 기반 BESS를 무상설치해주고,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전

기요금 절감분 중 일부를 수익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ndesa, 2015.03.12.).

7. Toyota의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

가. Toyota Battery Re-Purposing Pilot23)

2014년, Toyota는 자사의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에서 사용된 니켈-

수소(Ni-MH) 배터리를 회수하기 위해 자사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국

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Empire Clean Cities, 2016). 

우선 Toyota 딜러들은 자사 정책에 따라  차량의 온보드 시스템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할 때나 차량이 충돌됐을 때, 배터리에 

대한 보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한 배터리를 고객이 직접 반납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Empire Clean Cities, 2016). 

또한 Toyota는 사용후 배터리 수거를 위한 핵심 가치를 확립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

하였다(Empire Clean Cities, 2016). 18개월간의 수거 프로그램을 통

해 Toyota 딜러들은 320개의 배터리 팩을 수집했으며, 이 중 60%가 

고정형 BESS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Empire Clean 

Cities, 2016). 수거된 팩은 각 모듈에 6개의 셀이 있는 34개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Toyota 기술자들은 모든 배터리 팩 구성품을 테스트한 

23) Empire Clean Cities (2016)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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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8개의 이차사용 배터리로 구성된 95kW급 BESS를 조립, 제작하

였다(Empire Clean Cities, 2016). 그리고 이 BESS는 Yellowstone 

National Park의 Lamar Buffalo Ranch field campus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되었다(Empire Clean Cities, 2016).

나.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대규모 BESS 개발 검증 프로젝트24)

이와 함께 Toyota는 2018년 2월, 일본 전력회사인 Chubu Electric 

Power와 함께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대규모 BESS 개발 검증 

프로젝트 개시를 발표하였다(Toyota, 2018.01.31.). 양사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

구, 10,000개의 Prius와 iQ 모델의 사용후 배터리로 BESS을 구축하기

로 합의하였다(Toyota, 2018.01.31.).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10,000kW급 BESS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현재 주로 하이브리드차(HEV)에 많이 이용되는 니켈-수소(Ni-MH) 배

터리를 포함하며, 2030년경에는 BEV 및 PHEV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할 계획이다(Toyota, 2018.01.31.). 이를 통해 Toyota는 수명이 끝

난 전기차 배터리를 재차 사용할 수 있고, Chubu Electric은 재생에너

지 사용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 회사 내 에너지 공급-수요 밸런

스의 변동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Toyota, 2018.01.31.). 

또한 많은 수의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어도 배

터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수급 조정, 주파수 변동 관리 및 전압 변동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Toyota, 2018.01.31.).

또한 양사는 배터리 이차사용뿐만 아니라, 이차사용된 배터리를 재

24) Toyota (2018.01.31.)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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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oyota, 

2018.01.31.).

[그림 4-11] 프로젝트 하 배터리 이차사용 및 재활용의 흐름도

  
자료 : Toyota(2018.01.31.)

다. Seven-Eleven 매장 연계 프로젝트25)

Toyota는 Seven-Eleven Japan Co., Ltd.과 2018년 6월,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Toyota. 

,2018.06.06.). 양사는 이미 2017년 8월 매장 유통 및 운영에서의 에너

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

다(Toyota. ,2018.06.06.). 해당 프로젝트는 Toyota가 Seven-Eleven 매

장에 운영 및 유통체계와 연계된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CO2 배

25) Toyota. (2018.06.0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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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Toyota. ,2018.06.06.). 이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고정식 발전용 연료전지 및 충전식 BESS를 매장에 

도입하고,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중앙에서 관리할 계

획이다(Toyota. ,2018.06.06.). 특히 Toyota의 하이브리드차의 이차사

용 기반 배터리를 활용한 BESS가 Seven-Eleven 매장에 설치되면, 태

양광 발전 전력을 매장 운영에 공급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프

로젝트는 2019년부터 시작될 계획이다(Toyota. ,2018.06.06.).

[그림 4-12] Seven-Eleven 매장과 연계 프로젝트 구성도

 

 자료 : Toyota(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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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기차 재사용 ․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 분석

전 절에서 살펴본 주요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 사례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

니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로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자산으로서 확보하고 있거나 향후 확보가 가능한 자

동차 제조사(이하 자동차 OEM)와 이들로부터 전기차 재사용 또는 이

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등을 공급받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력 연관서비스를 공급받는 최종 고객(End-Customer), 그리고 이러

한 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자 OEM과 최종소비자 간에 가교역할

을 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이차사용 솔루션 제공사업자(EV Battery 

Second Use(B2U) Solution Provider, 이하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

가 존재한다. 

Jiao and Evans (2018)은 이러한 해당 비즈니스 이해관계 간의 상호작용

에 따라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을 표준 비즈니스 모형, 협업 

비즈니스 모형, 통합 비즈니스 모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유형화한 바 있다. 

(1) 표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Standard EV B2U 

Business Model)

우선 표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은 자동차 OEM

이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에게 자사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판매

하는 형식으로 순수한 공급자-소비자 관계만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Jiao and Evans, 2018). 이 모형에서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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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목적화 공정 등을 통해 최종 솔루션(BESS나 

BESS 기반 서비스)을 개발하고, 해당 솔루션을 최종 고객에게 제공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해당 모형에서 자동차 OEM은 경쟁적

인 시장에서 자사의 배터리 자산(사용후 배터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는 통

합 등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동차 OEM은 최종 B2U 솔루

션 개발에 관여하지 않으며, OEM과 B2U 솔루션 공급자 간에 지식과 

정보 흐름도 거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Jiao and Evans, 2018). 

결국 표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에서는 자동차 

OEM의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관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

으며, 그만큼 자동차 OEM이 얻는 가치도 적다(Jiao and Evans, 2018). 

(2)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  (Collaborative 

Business Model)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은 자동차 OEM이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최종 솔루션 개

발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해당 모형에서 자동차 

OEM은 자사의 배터리 자산을 직접 판매하는 대신 B2U 솔루션 제공사

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배터리 이차사용의 가치를 높이고 

단순한 배터리 판매 이상의 이점을 얻게 된다(Jiao and Evans, 2018).  

한편 자동차 OEM과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 간의 최종 솔루션 개

발과 관련하여 누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은 (a) 자동차 OEM이 B2U 솔루션 제

공사업자를 최종 솔루션 개발에 지원하는 보조 협업 유형, (b)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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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이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 최종 B2U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

는 유형 그리고 (c)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가 자동차 OEM을 위한 

최종 B2U 솔루션을 개발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Jiao and 

Evans, 2018).  

(3) 통합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Integrative  

Business Model)

통합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은 전기차 이차사용 배

터리 비즈니스 자체를 자동차 OEM의 비즈니스로 내부화하여 직접 최

종 고객을 위한 최종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자동차 OEM은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

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다(Jiao and Evans, 2018). 반면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의 기능 및 역할은 자동차 OEM내 사업부로 이관된다.

이러한 통합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은 매우 높은 

자동차 OEM 참여와 다양한 자원 및 역량이 요구된다(Jiao and Evans, 

2018). 만일 특정 시장(예: 전력계통 운영 연계 서비스시장)에 접근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자동차 OEM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 OEM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배터리 자산을 

기반으로 전력사업 내지 전력 연관서비스사업에 진입하는 최종 완성 

단계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모형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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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구분 

자료:　Jiao and Evans (2018)

이상의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분류를 전 

절에서 살펴본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비즈니스 사례들에 대입한 결과

는 <표 4-2>와 같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자동차 OEM들은 전문적인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 진입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비즈니스는 현재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나 프로젝트 성으

로 협업을 통해 대규모 BESS를 설치하거나, 가정용/상업용 BESS 제

품을 출시ꞏ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의 첫발을 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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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주로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각 기능별로 역량이 분산되어, 

이처럼 협력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이해관계자도 해당 비즈니

스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형 유형: 표준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 협업 전기차 이차사용 배
터리 비즈니스 모형, 통합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

기업 주요 내용
모형 
유형*

BMW

BMW i-Charge Forward Pilot Project 수행을 위한 ESS 설치 
(PG&E 협업)
재생배터리 연합 결성하여, 함부르크에 대규모 그리드 연계형 
ESS 설치 (BMW&보쉬&바텐펄)
구형 i3의 사용후 배터리로 가정용 ESS 제품 출시 

협업

Daimler
다임러는 독일(뤼넨, 하노버)에 자사 전기차인 스마트 
포투(Smart Fortwo) 재생배터리를 활용한 대규모 ESS 설치

협업

Renault
Advanced Battery Storage Program을 통해 대규모 ESS 설치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급속충전소 E-STOR 설치 
(Connected Energy 협업)

협업

GM
GM과 ABB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함.

협업

Nissan

구형 Leaf 배터리를 활용한 가정용/상업용 ESS 제품 제작ꞏ판매
일본 Namie(나미에) 시에 배터리 재제조 공장 설립 및 The 
Reborn Light 프로젝트 추진
유럽시장에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V2G 모델 도입 추진 
(Endesa 협업)
ESS 기반 다양한 시범 사업 도입 

협업

Toyota

Toyota Battery Re-Purposing Pilot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연계한 
ESS 설치
폐배터리 활용 대규모 저장장치(10,000kW) 개발 검증 프로젝트 
발표(Chubu Electric Power 협업)
폐배터리를 활용한 충전식 배터리를 세븐일레븐 매장에 설치, 
태양광 발전 전력을 매장 운영에 공급할 계획

협업

<표 4-1> B2U 비즈니스 주요 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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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도 전기차 재사용․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의 싹이 움

트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가 2018년 6월,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기반 BESS 사업 추진을 위해, 핀란드 에너지 

기업 Wartsila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박우병, 

2018.06.26.)26), 협력적 전기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을 채택하

였다. 이 협약에는 BESS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 전기

차 개발 및 판매 - 사용후 배터리 회수 - BESS 개발 및 판매ꞏ유지ꞏ보수

로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사업 체계 가동 계획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비록 이번 협약은 국제적으로 사업 역량이 확인된 해외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에 그쳤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비즈니스를 담당하기 위한 ㈜피엠그로우나 ㈜어스텍 등 자생적인 사

업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피엠그로우는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현대차 그룹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현대차 아

이오닉 일렉트릭, 기아차 쏘울 EV의 사용후 배터리 기반 1MWh급 

BESS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실

증사업이 마무리된 2019년부터는 사실상 B2U 솔루션 제공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바르질라는 핀란드의 에너지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전세계 177개국 이상
에서 67GW 규모의 발전 설비 용량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
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박우병, 2018.06.26.), 





제5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 정책 방안  119

제5장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촉진 정책 방안 

제1절 기존 문헌 검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문헌검토 결과 기존 연구

는 크게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

사용 사업 지원 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와 관련 시장 형

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에서는 첫째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

의 명확화를 주로 강조하였다(Tomboy et al, 2014; 김명수, 2018). 한 예

를 들면, 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보조금이 지급된 친환경자동차를 폐차

할 경우 소유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되

어 있는데, 그 지자체 장이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장인지, 현재 차량

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의 장인지가 불분명하며(손영욱 외, 2017),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또한, 소유자, 해당 지자체, 생산자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

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기차 폐차로 인해 발생한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회수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하고, 성능을 검사해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조지혜 외, 2017). 그 기관의 명칭으로 재

활용센터 또는 재사용센터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보다 명료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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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

가 확대되고 있다(Tomboy et al., 2014). 최근 환경부(2018c)에 따르

면, 2018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도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회수, 평가, 재활

용 비용을 생산자가 분담하도록 하여 민간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자 한다. 이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개정을 의원발의 형태로 

2018년 9월부터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치금 제도를 보완ꞏ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EPR

을 시행해 오고 있다(황동건, 2016).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

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 소요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황동건, 2016). 다만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에 EPR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만 EPR 책임자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둘째, 생애주기별 주요 시설 설립 근거제시 및 역할, 기능 등의 규정 

마련이 강조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와 맥을 같이 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반납 및 수거, 

성능평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설립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안전지침 및 재사용, 재

활용 절차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Jiao, 

Evans, 2016). 반납 및 수거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탈거, 이송, 

보관 등의 방법 및 장소에 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성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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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관련해서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폐기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평가 시설에 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설립 기준, 역할, 기능 등

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배터리 성능 인증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설립 근거 및 대행기관 시설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재활용 및 재사용에 관해서는 관련 시설의 기능과 설치 

기준 등 원활한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과 허가대상, 취급 및 분해 시 안

전지침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손영욱 외, 2017; 조

지혜 외, 2017; 황동건, 2016; Bowler, 2014; Green, 2017).

셋째,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사용

후 배터리 반납에 대한 탈거 비용과 운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해야 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할 때 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재활용 및 재사용 시 판매 수익에 대한 배분 등 비용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손영욱 외017).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 지원 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실증

사업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가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Jiao 

and Evans(2016)은 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과 에너지기업들과

의 협력 시범사업 모델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터리공급업체와 후방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와 관련 시장 형성 차원에서는 첫째, 사용

후 배터리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강조되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Jiao, Evans, 2016). 이에 고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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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반환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 대비 더 높은 가

격을 보상받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배터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손동

욱, 2017). 둘째, ESS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강조되었

다(Jiao, Evans, 2016; Casals, 2017). ESS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통운

영보조서비스(주파수 조정 서비스, 예비력 서비스, 전압조정서비스 

등) 시장을 활성화하고 충분한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ESS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도 요구된다.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1)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 현 규정에 명시된 이해관계자 역할 명확화

 - 보조금이 지급된 친환경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는 지자체 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인지, 현재 차량이 등록되

어 있는 지자체인지 불명확

◌ 소유자, 생산자, 해당 지자체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범위 규정

 ꞏ 예 1) 지자체에 전문기관이나 재활용업체 등에 사용후 배터리 처리 위탁 허용

 ꞏ 예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조사가 

배터리 회수, 재활용 책임) 도입

2) 생애주기별 주요 시설 설립 근거 및 역할, 기능 등 규정 마련

□ 반납 및 수거

◌ 폐베터리의 탈거, 이송, 보관 등의 방법 및 장소에 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표 5-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 방안 관련 문헌검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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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평가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폐기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평가 시설에 과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설립 기준, 역할, 기능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배터리 성능 인증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설립 근

거 및 대행기관 시설 기준 마련

□ 재활용 및 재사용

◌ 재활용 및 재사용 시설의 기능과 설치 기준 등 원활한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기준 마련

 -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과 허가대상, 취급 및 분해 시 안전지침

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3) 비용의 분담과 수익의 배분 구조 명확화27)

◌ 사용후 배터리 반납에 대한 탈거 비용과 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규정 마련

◌ 사용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할 때 인증서 발급 및 수수료, 재활용 시 판매 수

익에 대한 배분 등 비용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사업 지원 환경 조성]

4) 실증사업 지원

◌ 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 에너지기업들과의 협력 시범사업 모델 장려

5)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촉진

◌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

◌ 이해관계자들 간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배터리공급업체와 후방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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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용후 배터리 반납, 운송, 보관, 성능평가, 인증서 발급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과 재활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분담과 배분에 관한 기준 명확화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와 관련 시장 형성]

6)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 기반 마련

◌ 고객이 더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반환하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보상 메

커니즘 구축

◌ 배터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 서비스 체계 구축

7) ESS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 계통운영보조서비스(주파수 조정 서비스, 예비력 서비스, 전압조정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 및 충분한 가치 보상

◌ ESS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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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심층 면담

1. 심층 면담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외에 보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

리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분야

에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심층 면

담을 시행하였다. 이 심층 면담은 서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문가

들의 생각을 보다 다양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개방형(open-ended) 질

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대화 형태

로 앞뒤의 질문이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심층면담 대상자의 생각

이 자연스럽게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구체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도출(TPTI, 

Top Policy Task Indentification)을 위한 틀은 박찬국 외(2016)의 심층

면담 틀을 이용하였다. 이 틀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우선 정책과제

를 먼저 세 가지 정도 선정하도록 하고 왜 그 정책과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는지 답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그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 걸림돌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고,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다음

으로 그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부작용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보통 기존의 정책과제 관련 심층면담은 우선 정책과제와 주요 장애

요인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방식은 우선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제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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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까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과제를 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을지라도 응답자마다 그 선정 배경이 어떻게 다른지 확

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책과제 관련 문제점과 조치 방안뿐만 아

니라 정책과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함께 살

펴봄으로써 정책과제의 파급영향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

다. 심층면담 시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정책과제 도출(TPTI)을 위한 질문 구성

[우선정책과제 선정과 그 배경]

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제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말씀하시는 과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

③ 말씀하시는 과제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주요 장애요인은 무엇

입니까?

④ 해당 과제들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주의사항]

⑤ 말씀하시는 정책방향에서 향후 부작용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

다면 무엇입니까?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18명이다. 대학&연구계에서 총 7

명, 산업계에서 5명, 민간컨설팅계에서 4명,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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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참여하였다. 산업계의 경우 대학 및 연구계와 중복된 경우가 있

었는데, 기업 소속 연구원일 경우 산업계로 분류하였다. 

주 1) 심층면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호로 구분

구분 대학&연구 산업 컨설팅 지자체관련 전문분야 

#1 √ 스마트시티&교통

#2 √ 자동차 

#3 √ 자동차

#4 √ 환경정책

#5 √ 환경정책

#6 √ 에너지정책

#7 √ 에너지저장

#8 (√) √ 자동차

#9 (√) √ 에너지저장

#10 √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11 √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12 √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13 √ 전략 및 기획

#14 √ 청정운송

#15 √ 환경 비즈니스

#16 √ 자원 계획

#17 √ 환경 계획

#18 √ 기술혁신

합계 7 5 4 2

<표 5-2>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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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면담 결과

가. 우선 정책과제 도출과 그 배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정책과제 도출을 요구한 결과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부문에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바로 ‘규정 마련 및 명

료화’, ‘시장참여자 역할 명확화’, ‘사업지원 환경 조성’, ‘제도 개선 

및 시장 형성’,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개별적으로는 

총 18개의 우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5-3>에서는 우선 정책과제들과 응답한 전문가들을 보여주

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생애주기

별 규정을 신설하고 명료화하는 과제에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도를 부

여하였다. 또한, 시장참여자 역할 명료화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많은 전

문가들이 공감하였다. 각 개별 과제별로 우선 정책과제 선정 배경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세분류
과제
번호

주요 과제 전문가
문헌분석 
결과와의 
비교

규정
마련 
및 

명료화

생애주
기별

1 반납, 수거
#1, #4, #5, #7, 
#9, #12, #15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정비

2 성능평가
#2, #4, #6, #7, 

#8, #9, #10, 
#13

3 재활용, 재사용
#4, #7, #9, #15, 

#12,

기타 4 비용, 수익 배분 명확화 #5, #15, #18

시장참여자 
역할 명확화

5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

#3, #5, #8, #9, 
#10, #14, #15, 

#18

<표 5-3> 우선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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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 및 수거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대용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시스템

이 법적으로 명료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6 EPR 도입 #1, #12, #17

7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에 국한)

#8

8
배터리 회수는 지자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

#10

사업
지원
환경 
조성

R&D
지원

9
설계기술, 정기점검 
기술, 정비 및 폐차용 
간이 진단시스템 개발

#7, #11, #14

사업지원 
환경 조성

실증
사업 
지원

10
실증사업 지원 및 

정보공유
#1, #3, #9

합리적 
가치 
보상

11
합리적 가치 보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 제고
#8

표준화 12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표준화
#4, #10

제도개선 및 
시장 형성

13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6, #18
사용후 
배터리 

가치제고와 
시장 형성

14
무보수 배터리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

#13

15
사용후 배터리 
시장수요 창출

#13, #14, #18

인프라 구축

16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
센터 구축

#2, #17

-
17

전기차 배터리 전문 
취급 차량정비소 마련

#2

18
배터리 생애주기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5, #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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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상으로 전기차 폐차 시 지자체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

후 배터리들이 현재 관리 체계 미흡으로 폐차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상

황이다. 배터리 수거 장소를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할지 아니

면 배터리/전기차 제조사 등 민간영역과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수거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에서는 폐차 시에만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고 등으로 배터리만 교체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후 배터리들이 정비업체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업체에서 이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수거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5). 

한편,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 장은 의무 이

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

무 운행기간 내에 전기차를 매도할 경우와 폐차할 경우 보조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15).

2) 성능 평가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중고 전기차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또는 재사

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배터리 잔존성능 평가가 매

우 중요하다(#4, #13). 배터리 잔존성능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기관 등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후 배터리 자체의 품질이나 보증에 대한 기

준이 없는 상황이다(#13). 배터리의 잔존가치의 성능 평가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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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재사용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보관된 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재활용/

재사용 시설의 기준과 허가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5).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잔재물의 처리 또는 처분 등 활

동별 범위와 시설, 준수사항, 안전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한 상황이다(#4, #7, #9, #12, #15).

4) 비용, 수익 배분 명확화

사용후 배터리 수거, 보관,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지불

하고,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

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5). 현재 보조금 혜택을 주고 반납이라는 

의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된 자원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데, 비용과 수익의 배분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을 부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18).

5)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

사용후 배터리 반납 및 수거,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전 과정에 걸

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을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3, #5, 

#8, #9, #10, #14, #15, #18). 관련 기관의 업무나 기능을 어느 범위까

지 설정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규정 마련, 

기존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역할 구분이 합리적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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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PR 도입

제품의 설계 및 성능 최적화에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에게 사용후 배

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체계의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1, #12). EPR를 도입할 경우 

배터리 설계부터 재활용 및 재사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용후 배터리 경제성 및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7)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에 국한하여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

전기차 배터리는 고에너지 도의 위험물로서 취급 시 주의가 요구

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잘못된 재사용은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

라 인명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생산자는 배

터리 및 전기차 개발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

능평가 업체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8).

8)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업체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

각 지자체가 권역별, 지역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근접 

관리하게 되면 사용후 배터리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

간위탁업체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사용후 배터

리 시장의 적극적 참여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10).

9) R&D 지원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 기술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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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14). 배터리 제품 구성 시 직병렬로 연결되는 모듈/셀들의 품질 

균일도가 매우 중요하다. 직병렬로 재구성되는 사용후 모듈/셀에 대한 

품질 평가 기술이 미흡하다. 재사용될 배터리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품

질 예측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7). 전기차 정기점검 기술과 체계도 부

족한데,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전 해당 기술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비소나 폐차장에서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비나 탈거를 위한 별도

의 애플리케이션이 부재한 상황이다(#11). 그리고 성능을 인증할 수 있

는 장비개발은 물론이고 저렴한 인증 비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2).

10) 실증사업 지원 및 정보 공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재사용 등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 영

역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성공까지 기술 실증에 대한 적극

적인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1, #3).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

을 만들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사업이 필요하다(#9).

11) 합리적 가치 보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 제고

사용후 배터리 수량이 많지 않은 초기 시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안 되

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가치 보상을 통해 기

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8).



134

12) 배터리관리시스템 표준화

일정 기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유지율 평가에 대한 표준이 

없다면 시장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폐기물로 버릴 것인지 중고부

품으로 재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4), 팩/모듈 기

준 잔존가치 평가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10).

13) ESS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ESS는 사용후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가 될 수 있는데, ESS 관련 시장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후 배터리 시장도 함께 불확실한 상황이

다(#3, #18). 간헐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ESS가 시장에서 제 역

할을 수행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6).

14) 무보수 배터리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

배터리는 사용조건 등에 따라 잔존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현

행과 같이 무보수 반납 제도 하에서는 전기차 이용자가 잔존성능을 높

이는 방향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없다. 현실적

으로 전기차 소유주의 배터리 반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납-회수-재

사용/가공 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많은 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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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용후 배터리 시장수요 창출

상업적 목적의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수요처가 중

요한 전제에 해당한다(#13). 현재로서는 사용후 가공된 배터리의 수요

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용도의 재사용, 재활용 방안이 불명

확한 상태이다(#13, #18). 

16)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 센터 구축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이며, 이 리튬이온배터리

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항온, 항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재 시 배

터리에 적합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

가 났을 경우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불을 끌 수가 없으

며,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방재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에 장착되

는 배터리는 최소 무게가 200kg이상이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장비는 물

론이며, 고전력 충전된 배터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

이 구비된 시설이 필요하다(#2).

궁극적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재활용센

터와 차별화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센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별 또는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게 함으로

써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2, #17).

17) 전기차 배터리 전문 취급 차량정비소 마련

전기차 보급이 시작되어 2016년 제주도 2건, 2017년 서울 1건을 시

작으로 전기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폐차처리되



136

고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차량정비소는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으며, 고전압/고전류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 때

문에 함부로 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 3

건의 사고는 육안으로 봐도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폐기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2).

차량정비 시 자격증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사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정비소를 확대해야 하며, 전기차 정비 자격

증 제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2).

18) 배터리 생애주기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차 관련 별도의 폐기물 코드를 지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국내 

흐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공단 EcoAS에서는 재활

용단계의 일반자동차 폐배터리를 집계하고 있으나, 일반 폐납산배터리

와 전기차 배터리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에 대한 추가 집계가 필요하다(#5). 

또한, 사용후 배터리의 모듈/셀에 대한 일관된 품질 평가를 위해 사용이

력 데이터의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7).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 검

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배터리 이력 확인을 통해 검사시

간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검사, 정비, 탈거, 

재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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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과제 추진 관련 주요 장애요인, 조치 사항, 주의 사항

여기에서는 각 정책과제별 주요 장애요인, 조치 사항 및 주의 사항

을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요약된 표는 <표 5-4>에서 제시한다.

1) 반납 및 수거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규모의 경제와 사업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설 거점화가 필요하나, 유

해성 및 안전성 등 이슈로 사용후 배터리 시설 수용 거부 지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전문인력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무해하게 설비를 운

영하고,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환경적, 경제적 효과와 전

문인력 고용유발 효과도 사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계별 참여

자 책임/역할 규정 시 이론적인 당위성/편리성 중심의 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참여자의 현실적 의견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9).

보조금 회수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실정인데, 보조금의 회수 대상

과 회수 주체, 회수기간, 회수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15). 반납 방법과 더불어 반납된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폐기처

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반납방법 및 반납된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처분방

법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분 규정을 명문화하

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EPR 의무

비율 인정과 연계성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

기차 배터리 회수체계 구축도 중요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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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부 관련 기관이 사용후 배터리 수거를 담당하는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 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배터리 제조사 등 민간

영역과 소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된 이후부터 재사용, 재활

용,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로 윈윈

(Win-Win)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5).

2) 성능 평가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단시간 내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곤란

하다. 이에 배터리 잔존성능 평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인기관을 선

정할 필요가 있다(#13). 다만,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 인증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효율적

으로 배터리를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2).

현재는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 장비가 부재하다.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는 대표적으로 완전방전 용량을 이용한 방법, 부분 방전 용량

을 이용한 방법, 출력을 이용한 방법, 교류 임피던스를 이용한 방법 등 

4가지가 있으며, 완전방전 및 부분방전은 신뢰도가 높으나 성능평가 시

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며, 비용 또한 백만 원 이상이 든다. 출력 및 교

류 임피던스를 이용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최적이나 신뢰

도가 낮고 관련 장비가 없다. 이에 고신뢰도의 출력 및 교류 임피던스

를 이용한 방법 기술개발과 관련 장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2). 

그리고 양극화물질 등 배터리 형태에 따른 성능검사 표준이 상이하

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제적인 성능시험절차 표준화가 필요하다. 

다만, 시험 규격 또는 기준 세분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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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재사용 부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

재사용, 재활용 인증기준이 세분화되면 인증시험 종류 또한 세분화

되면서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많아질 수 있다. 이에 시험절차 최적화 

및 간소화가 중요하다(#8). 그리고 인증대상 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기

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걸림돌인데, 이에 대해서는 핵심당사자들 이 충

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제품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7). 

또한,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재활용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수거, 보관, 재활용,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품별 표준기

준을 관장하는 산업부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별 성능기준을 마

련하여 사용후 배터리 2차사용 촉진 및 소비자 피해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12).

4) 비용, 수익 배분 명확화

이미 기업들은 자체적인 연구에 돌입하였으나 비용수익 배분 기준 

제시의 미비로 인한 혼선이 가중되어 사업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경

제성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불

만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기존 관심 사업자 대상의 논의 협의체 등

이 필요하다. 다만, 경제성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익분

배 규칙을 확정하는 것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18).

5)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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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나 책임주체별 의무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많이 존재한

다(#14, #3). 관련법 및 제도 정비가 중요한데, 법률적 상담을 통해 비

용 주체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고 이를 이해당사자들과의 의

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14, #5). 이 과정에서 전

기차소유주,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등과 같은 재활용 의무주체들이 

관련 비용을 고려한 추가적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14).

또한,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한데, 환경부와 산업부 간 협력을 통해 

인증기관을 누가 맡을  것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

다(#14, #15).

6) EPR 도입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조항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현 보조금 

제도하의 사용후 배터리 운영방안과 잘 연계하여 제도 시행시기와 책

임소지 등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1).

EPR 주체를 배터리 제조사로 할지 자동차 제조수입자로 할지 논쟁

이 있다. 전기자동차를 제조, 수입한 사업자에게 EPR 의무를 부과하

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

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활용 인정범위 등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 중 시행

령 18조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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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17).

현행 폐차업체 및 재활용 관련 단체와 전기차 제조사 간 관련 산업

의 이권 확보를 위한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제조업체의 

EPR 편입에 대한 검토와 법률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와 연계하되, 

일정 기간 기존 재활용 업체들의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관련 사업

의 전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EPR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배터리 

제조사와 OEM사 간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장기간 검토가 필

요하다(#16).

7)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에 국한하여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

전문기관의 참여의무가 없고,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발

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발생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혜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상승, 사용후 배터리 가격 상승 등의 부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8).

8)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업체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업체를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부터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위탁 민간업체를 지자체가 권역별/지역별로 선

정하고, 관리 관련 정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

한 사용후 배터리 회수가치 산정은 재사용 및 재활용에 투자되는 비용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탁처리업체 측면에서 사용후 배터리 

회수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재사용/재활용 사업의 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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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D 지원

장래 투자가치에 비해 현재 사용후 배터리 물량 부족으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기술 개발 투

자유인이 미흡하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에 기술에 대한  

R&D지원 및 시장형성 안정화까지 직간접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이 요

구된다. 다만, 기술적용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산

업으로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14).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가 미흡하다는 점도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할 연구개발 내용을 정리한 후 정책 협의 과정을 거

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기존 정기 점검체계와의 중복성 문제를 피

해야 한다(#11).

현업 기관의 고전압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유관 현업기관의 교육 및 매뉴얼 배포가 요구된다. 다만 이미 관련 활

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11).

저가형 장비구성을 위한 차량업체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문제

도 있다. 전기 상용차 및 배터리 제작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보

조금 대상 차량의 데이터 의무 제공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

서 안전 및 정확도 담보를 위한 인증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11).

10) 실증사업 지원 및 정보 공유

기업들의 보여주기, 실적 유지 위주의 실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이에 관리 주기별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 및 평가계획 수립, 각  

부문별 목표 미달 시 조기 퇴출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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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여기에서 실적 위주의 실증사업 설계 및 결과 도출에 그치

지 않도록 배터리 보유사, 설비제작사, 에너지기업 등 모든 가치사슬 

참여자들이 철저히 사전 기획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9).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주체와 역할 정의에 있어서 갈등 소지가 

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수

요가능성이 높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기술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ESS제조업체, 자동차폐차업체 등 주요 업체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사업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기술실증

사업의 범위와 제한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1).

11) 합리적 가치 보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 제고

적절한 보상 기준이 없고 보상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수립하고 수익성 향상 방안을 확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기관 선정 시 적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8).

12) 배터리관리시스템 표준화

평가 및 진단절차 표준화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사용후 배터리 팩/

모듈을 재사용하기 위한 평가/진단(성능, 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사용/재구성 인증절차를 명

확하게 해야 한다(#10).

또한, 배터리 제조사의 협조가 있어야 시험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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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후 배터리에 장착된 BMS 프로토콜 소스를 환경적 자원재생 

기준에 의거하여 일부 소스 공개 명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자원 재

사용 기관/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BMS 프로토콜 일부 데이터소스 제공은 전기차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

해야 할 것이다(#10).

13)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ESS 시장 활성화는 전력시장 제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ESS 활성화는 에너지전환 정책과제들과 연계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ESS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변동성에 대응하고, 

ESS의 예비력 등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전력시장으로 개편

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ESS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시스템의 환경성, 경제성, 안보 등의 가치를 균형 

있게 지켜나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 자칫 ESS 활성화 명분으로 

과도한 가치 보상체계를 갖춘다면 에너지시스템의 경제성 가치를 훼

손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가령 현재 태양광과 연계한 ESS는 낮 시

간대에 충전해 그 이외 시간에 방전하는 것을 인정해 REC가중치를 5

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높은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해 태

양광과 연계한 ESS로 피크시간대에 충전하고 비피크 시간대에 방전

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ESS 활용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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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보수 배터리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물의 회수에 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한데,  회

수 의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용후 배터리 회수가 원활하

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잔존배터리 성능을 기준으로 유상 회수 

시스템을 갖추되, 정부/지자체 또는 사용후 배터리 처리 사업자 등 회

수 책임자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다만 현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 

시 사용후 배터리가 임의 폐기되거나 부적격 사업자에 의해 분해, 처

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13).

15) 사용후 배터리 시장수요 창출

신규배터리 기술혁신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사용후 배

터리 수요처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부문 사용

후 배터리 수요 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고배터리 사용

을 일정비율 의무화할 경우 저품질, 고비용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음

을 주의해야 한다(#13). 중고 배터리 거래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관리

체계 정비도 중요하며(#13), ESS뿐만 아니라 희토류 재활용 기술 및 

시장 조성도 필요하다(#14).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걸림돌이다. 배터리 제조사가 

재사용 범주까지 고려한 배터리 생산과 보증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증 체계 등의 규제 부과 시 배터리산업 경

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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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 센터 구축

일반 재활용센터와 차별화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

용 센터에 관한 계획이 미비하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

사용 센터는 광역시 단위로 1, 2군데 설치하고, 전기차 제작사가 직영

하거나 기존 재활용 및 재사용 센터 중 검증을 거쳐 적정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능인증센터  설립도 

중요한데, 자동차검사소에 성능인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새로이 인증센

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별 반납 받는 배터

리 양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적정 보관설비를 

설계하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7).

한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센터 구축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관련 부처가 혼재되어 있다.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

을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련부처의 일원화

가 필요하다. 다만 부처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

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2).

재활용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민간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재활용센터의 역할이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기준 마련을 위

한 시험과 연구를 하는 것과 수익성 문제로 인해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대상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활용센터의 역할이 너

무 광범위해질 경우 자칫 민간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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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기차 배터리 전문 취급 차량정비소 마련

부처별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정비사 자격증은 국토부에서 주관하

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그리고 배터리회수 

및 처리는 환경부 소관이다. 범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신속한 의사결

정과 빠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역시 부처 간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2).

18) 배터리 생애주기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체계 미비와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각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

터를 분석하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감안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

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다(#11).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기술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 직병렬 

연결 시 단위 모듈/셀의 품질 평가 기술 및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설

계 기술 중요성을 R&D예산 담당 공무원 및 기관에 적극 설득할 필요

가 있다(#7). 

사용이력을 알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이 다양하다는 문제도 있다. 

필요 데이터 취득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전기차 요구사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취득에 대한 표준 준수는 전기차 업체나 

차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고려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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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별도 폐기물 코드가 미비한데, 환경공단 

EcoAS에 집계되는 자동차 현황 중 전기차가 집계될 수 있도록 항목

을 추가해야 한다(#5).

과제
번호

장애요인 조치사항 주의사항

1
　

　

　

사용후 배터리 시설 
수용 거부 지역 발생 

가능

설비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긍정적 효과 홍보

실무 참여자의 현실적 

의견 반영 필요

반납방법과 반납된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폐기처리 등에 관한  

규정 미비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
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규정 신설

-

부처 간 조율 부족

정부기관 간 협력 및 
배터리 제조사 등 
민간영역과 소통을 

통해 영역별 역할 구분

-

보조금 회수 규정 
구체성 부족

보조금의 회수 대상과 
회수 주체, 회수기간, 
회수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규정

-

2
　

단시간 내 평가 기술 
확보 및 객관적 

평가기준 설정 곤란

배터리 잔존성능 
평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인기관 

선정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 인증 기준을 

도입하기 전까지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회수 및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 장비 부재

고신뢰도의 출력 및 
교류 임피던스를 

이용한 방법 기술과 
장비 개발 추진

-

양극화물질 등 배터리 
형태에 따른 성능검사 

표준 상이 

국제적인 성능시험절차 
표준화 필요

시험 규격 또는 기준 
세분화에 따른 혼란 

발생

<표 5-4> 주요 과제별 장애요인, 조치 사항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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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사용, 재활용 
인증기준 세분화에 

의해 인증시험 종류가 
세분화되면서 소요 

비용 증가

시험절차 최적화 및 
간소화

-

인증대상 제품의 범위 
모호성

핵심당사자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

-

관련 부처 다양

 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활용 체계 구축, 
산업부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별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2차사용 촉진 및 소비자 
피해발생 사전 예방

-

4

이미 기업들은 
자체적인 연구에 돌입,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 

가중 가능

기존 관심 사업자 
대상의 논의 협의체 등 

필요

경제성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익분배 
규칙 확정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5
책임주체별 의무사항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

관련법 및 제도 정비,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및 소통,
관련 부처 간 역할 

정립

재활용 의무주체들 
(전기차소유주,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재활용 비용을 고려한 

추가적 인센티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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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조항 미비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 보조금 제도하의 
사용후 배터리 

운영방안과 연계하여 
제도 시행시기와 

책임소지 등 명시 

EPR 주체를 배터리 
제조사로 할지 자동차 
제조수입자로  할지 

논쟁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한 사업자에 EPR 

의무 부과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
재활용 인정범위 등에 

대한 논쟁 예상

현행 폐차업체 및 
재활용 관련 단체와 
전기차 제조사간 관련  
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한 충돌 가능

자동차제조업체의 EPR 
편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이와 연계하되, 

일정 기간 기존 재활용 
업체들의 사업 전환 

보호 필요

EPR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배터리 

제조사와 OEM사 간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장기간 검토 

필요

7
전문기관의 참여의무 
없음.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제반 비용 발생

발생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혜택 필요

정보보조금 상승, 
사용후 배터리 가격 

상승

8 관련 논의 미비

위탁 민간업체 
권역별/지역별 선정,  

사용후 배터리 
회수가치 산정은 
재사용 및  재활용 
투자비용 고려

위탁처리업체 측면에서 
사용후 배터리 

회수비용이 과다하게 
되면 재사용/재활용 

사업 투자 부진 예상

9

부처별 역할 혼재
(정비사 자격증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배터리회수 및 처리는 

환경부 소관)

범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자격증 제도 도입 필요

부처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치 필요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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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 단계별 체계 미비와 
부처 간 협의 부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발생 가능

각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분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감안한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주체의 명확화와 

제도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기술 중요성 인식 

부족

직병렬 연결 시 단위 
모듈/셀의 품질 평가 
기술 및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설계 기술 
중요성을 R&D예산 담당 
공무원 및 기관에 설득

-

사용이력을 알 수 있는 
데이터 프로토콜의 

다양성

필요 데이터 취득에 
대한 표준화 및 전기차 

요구사양에 반영

데이터 취득에 대한 
표준 준수는 전기차 
업체나 차주의 반발 
초래 가능.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고려 필요

전기차배터리 관련 
별도 폐기물 코드 미비

환경공단 EcoAS에 
집계되는 자동차 현황 
중 전기차가 집계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

11

장래 투자가치에 비해 
현재 사용후 배터리 

물량 부족으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기술 
개발 투자유인 미흡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에 기술에 
대한  R&D지원 및 
시장형성 안정화까지 
직간접 인센티브 제도 

활용

기술적용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독과점 
또는 산업으로서 육성 

한계 발생 가능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 미흡

각 부처에서 추진할 
R&R을 정리 후 정책 

협의

기존 정기정검 

체계와의 중복성 문제

현업 기관의 고전압 
장비 및 기술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유관 현업기관의 교육 
및 매뉴얼 배포

기 진행기관의 반발 

해소

저가형 장비구성을 
위한 차량업체의 정보 

공유 부족

전기 상용차 및 배터리 
제작사와의 사전 협의,
보조금 대상 차량의 
데이터 의무 제공범위 

등 규정

안전 및 정확도 담보를 
위한 인증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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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업들의 
보여주기/실적 유지 

위주의 실증사업 유지 
가능성

관리 주기별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 및 
평가계획 수립, 각  

부문별 목표 미달 시 
조기 퇴출 등 엄격한 
평가 기준 수립 및 

운영

전 가치사슬 참여자들 
간 철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실증사업 설계 

필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의 주제와 
역할 정의에 있어서 

갈등 소지

현재 사용후 배터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수요가능성이 높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기술실증사업 추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기술실증사업의 범위와 

제한사항 도출

13
전력시장 제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 복잡성 

내포

에너지전환 
정책과제들과 연계하여 

추진

상위 가치(경제성, 
환경성, 안보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ESS 지원

14

정부보조금 지급 
대상물 회수 규정 개정 

필요,  회수 의무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용후 
배터리 회수 비원활

잔존배터리 성능을 
기준으로 유상 

회수(정부/지자체 또는 
사용후 배터리 처리 

사업자)

반납의무제 폐지 시 
사용후 배터리가 임의 
폐기되거나 부적격 
사업자에 의해 분해,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15

신규배터리 기술혁신과 
가격 하락, 사용후 

배터리 수요처 불충분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수요 창출

중고배터리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할 
경우 저품질, 고비용 

배터리가 사용 가능

중고배터리 거래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관리체계 정비

-

ESS뿐만 아니라 
희토류 재활용 기술 및 

시장 조성
-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배터리 제조사가 
재사용 범주까지 

고려한 배터리 생산과  
보증체계를 갖추도록 

법제화

보증 체계 등의 규제 
부과 시 배터리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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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 재활용센터와 
차별화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센터에 
관한 계획 미비

재활용 및 재사용 
센터는 광역시 단위로 

1,2군데 설치하고, 
전기차 제작사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기존 재활용 및 재사용 
센터 중 검증을 거쳐 
적정 운영기관 지정

지자체별 반납 받는 
배터리 양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적정 
보관설비 설계 필요, 
기술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재활용 및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추진 
관련부처 혼재

관련부처의 일원화 
필요

부처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치 필요

(국무총리 직속 협의체 

마련)

재활용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의 불명확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이나 연구, 
또는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시장에서 소외되는 

대상 처리에 초점

재활용센터의 역할이 
광범위해질 경우 자칫 
민간시장 활성화 저해 

가능

17
적절한 보상 기준 부재 
및 보상을 위한 비용 

발생

합리적 보상 기준 수립 
및 수익성 향상 방안 

확보

업체/기관 선정 시 

적합성 문제 발생

18

평가 및 진단절차 
표준화 의무 없음.

사용후 배터리 
팩/모듈을 재사용하기 
위한 평가/진단(성능,  
용량)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절차 구축

재사용/재구성 인증 

명확화

배터리 제조사의 
협조가 있어야 시험이 
가능한 부분 존재

사용후 배터리에 장착된 
BMS 프로토콜 소스를 
일부 공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자원 재사용 
기관/기업에 제공

BMS 프로토콜 일부 
데이터소스 제공은 
전기차 제조사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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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 면담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의 연구자, 사업가, 컨설팅,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과제의 장애요인, 조치사항,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담 결과

는 문헌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국내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 역

할을 한다.

심층 면담 결과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정책과제들은 전기

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생애주기별 규정을 명료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납, 수거, 성능평가 부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신규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

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을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에도 많은 이들

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규정을 마련하고 명료화하는 것과 이해관계

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 마련 시 이해관계자 역할도 함께 설정되기 때문이다. 즉, 규정에

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기준, 안전지침, 참여자의 역할, 의무,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과제 

1) 규정 마련 및 명료화는 대체로 주요 시설 설립 근거 및 역할,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과제 5)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확화는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율 문제, 시장참여자 간 

역할 공감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심층 면담 참여자들이 이해관계자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충돌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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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부문에서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속 기

관 또는 조직에 따라 이해관계 및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과제 6) EPR 도입은 현재 전기차 제조사에 의무

를 부과하는 형태로 환경부에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

에서는 대기업과의 원만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

한 갈등 문제는 상기 전문가들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 16)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 센터 구축하는 

것, (과제 7)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하는 것(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

사에 국한), (과제 8) 배터리 회수는 지자체로,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은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호 대립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과제 16)은 지자체별 재활용/재사용 센터를 구축하고 적정 기관에 위

탁하는 방식인데, (과제 7)의 경우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에 한해 그 성능평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고, (과제 8)

은 그 위탁사업자를 중소기업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제 

12)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표준화 과제에서는 일부 BMS 프로토콜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제 8)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상기 우선 정책과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고 상호 충돌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

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

한 고민이 생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중요

하다. 그리고 상기 정책과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들 

간 연관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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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마련 및 명료화(과제 1,2,3)와 (과제 5) 이해관계자 역할과 기능 명

확화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 (과제 14) 무

보수 배터리 반납의무제 폐지 또는 개선은 (과제 1) 반납 및 수거 부

문 규정 마련과 명료화와 (과제 4) 비용, 수익 배분 명확화와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과제 1)과 (과제 4)를 추진하면서 (과제 14)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제 18) 배터리 생애주기 통계 관리시스템 구

축과 (과제 12)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표준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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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방안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문헌과 전문가들이 공통

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 정책과제들과 관련한 장애요인, 대응방안, 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헌분석에서나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나 대체로 사

용후 배터리 관리, 성능평가,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시설의 설립 근거, 

역할,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 회

수 시 안전성을 보장하고 사용후 배터리 수거 장소, 시점, 절차 등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보조금의 회수 부문에서도 구체

적 기준이 필요한데, 보조금 회수 대상, 회수주체, 회수기간, 회수비율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능평가 관련 규정 명료화는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한 정책과제인데,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성능평가 인증기준 마련에 역

점을 둬야 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있

어서도 관련 시설 설립 근거, 준수사항, 안전지침 등에 관한 구체적 기

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사용후 배터리 

반납방법 및 반납된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처분 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의 처분 규정과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정 마련 및 명료화에 있어 장애요인과 주의사항을 함

께 살펴봐야 한다. 반납 및 수거 차원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설

의 안전성 이슈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

용후 배터리 관리 시설 유치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리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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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단시간 내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 배터리 잔존가치 성능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효

율적으로 배터리를 회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

사용 및 재활용 차원에서는 인증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안전성 제고의 

장점이 있으나 인증시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요비용도 높아지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인증기준 세분화와 비용효율성 차원에서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실증사업 지원 및 정보공유도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에서 공통적으

로 강조되었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까지는 다양한 기술 검증이 필

요하기 때문에 기업들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칫 실증사업이 보여주기식 

형태로 진행될 경우 공공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엄격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배터리 보유사, 설비제작사, 에너지기

업 등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철저하게 사전기획을 하고 이

를 통해 실증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다. 사

용자가 배터리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높

이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ESS가 대표적 사용후 배터리 활용 사례로 확인되는 바, ESS 시장이 원

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수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SS 활성화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과제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ESS 활성화 자체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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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환경성, 경제성, 안보

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ESS 활성

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보상체계를 갖춘다면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과제들이 있지만, 의

견이 서로 상반된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는 전문가 면담에서 구체적으

로 드러났는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가령 전

문가들은 이해관계자 역할 명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

을 보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EPR 

제도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회사에 국한한 성능평가 적격업체 지정이 

더 나은 대안이다. 그러나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여 사용후 배터

리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배터

리 제조사가 비대칭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기술을 표준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

여야 한다는 대안이 더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자 중심 구조와 개방형 참여 구조 간의 

조화로운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가 또 다른 정책과제로 제시된

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점검

하면서도,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 그 기

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호 충돌하는 이해를 조율할 것인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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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배터리 반납 및 수거 차원에서도 환경부와 

산업부가 배터리 수거를 담당하는 센터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전문 취급 차량정비소 마련 

문제에서도 부처별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

되고 있다. 또한, R&D 지원에서도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

제 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시너지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우

선적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무

총리 직속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제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전문가별로 중시하는 우선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지

만, 정책과제별로 상하관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그림 5-1]은 다양한 정책과제들 간 연관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

용후 배터리 활용 생애주기별 규정 마련 및 명료화는 여러 과제들의 촉

진제 역할을 하면서 중심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사용후 배터리 반납, 

수거,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수익 및 비용 배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는 일은 이해관계자 역할 명확화와 사용후 배터리 수요 

및 공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프라 구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재사용) 센터, 전문 차량정비소, 생애주기 통계시

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 물론 이 규정 마련 및 명확화가 다

른 모든 정책과제들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대신 다른 

정책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도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 역할의 명확화는 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소통과 협

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 단계별 책임주체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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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관별,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를 조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갈등 

조율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 및 통계 인

프라 구축은 사용후 배터리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 활성

화에 기여한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부처협력을 통해 규정 마련 및 명료화에 주력하

고, 동시적으로 이해관계자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이해갈등을 해소해가면서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 즉, 사용

후 배터리가 신규 배터리 대비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충분한 시장경쟁

력을 가질 경우 자연스럽게 관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아직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급량이 거의 없는 시장 초기 단계로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정책효과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규정 마련 및 역할 구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떤 정책과제를 먼저 시행하고 다른 정책과제를 

그 다음에 시행해야 하는 절대적 잣대를 정하기는 어렵다. R&D나 실증

사업 지원과 같이 기초적인 기술개발 및 검증 노력은 인프라 구축과 병

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과제 간 연계성을 이해해

야 한다는 것은 한 정책과제 이행이 다른 정책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돕

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

을 할 때 정책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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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정책과제들 간 연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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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최근 전기차 확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부차적으로 전기

차에 장착되어 한 차례 활용되어 배출되는 배터리 규모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 본 연구는 전기차에서 한 번 사용된 후 

배출된 배터리를 관습적으로 폐기물의 하나로 인식하여 ‘폐(廢)배터

리’로 부르는 대신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사용(Reuse) 혹은 이차사용

(Second use)이 가능한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로 간주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집중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

리 활용 비즈니스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에 주로 활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생

산공정에서 납축전지에 비해 CO2 eq.배출량(지구온난화 영향도: 64kg 

CO2 eq.)이 약 9배 많으며,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영향도 등은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

경영향 부류는 주로 대기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리튬이온 전

지 생산이 납축전지에 비해 적어도 대기환경에 보다 높은 환경부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ntimony로 측정된 생산공정의 자

원고갈 영향도만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기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 이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이차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은 신규 (리튬) 전지를 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신규 전지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즉, 신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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튬) 전지의 생산회피효과라 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

용․이차사용의 (리튬) 전지 생산회피효과는 특히 CO2 eq 배출량을 약 

48.8kg 이상 저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의 재사용 또는 이차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

거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

용ꞏ이차사용의 장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 내지 이차사용하는 비즈니스

는 주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사(특히 자동차 OEM)

가 자사 전기차를 판매한 이후 배터리 교환이나 리스 서비스 등과 연

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대규모 확보가 가능한 국제적인 메이저 자동

차 제조사(OEM)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OEM들이 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비즈니스는 현재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나 프로젝트 성으로 협업을 통해 대규모 BESS

를 설치하거나, 가정용/상업용 BESS 제품을 출시ꞏ판매하는 형태로 사

업의 첫발을 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주로 협력적 전기

차 이차사용 배터리 비즈니스 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아

무래도 각 기능별로 역량이 분산되어 이처럼 협력적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이해관계자도 해당 비즈니스에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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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야 진출 노력과 함께 전문적인 B2U 솔루션 제공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협력적 비즈니스 모형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문헌분석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제시하였다. 문헌검

토 결과 크게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사용후 배터리 재활

용, 재사용 사업 지원 환경 조성’, ‘사용후 배터리 가치 제고와 관련 

시장 형성’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담에서

도 이와 유사한 방향의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으나, 보다 포괄적이면

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심층면담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높은 정책과제들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생애주기별 규정을 명료화하는 것이었다. 

전기차 배터리 반납, 수거, 성능평가 부문의 규정 명료화가 특히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기능을 명

료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강조되었다. 다만, 심층면담

에서 이해관계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계로 본문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받아들이는 데 앞서 전문가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충돌되는 이슈에 대해 향후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 정책과제와 장애요인, 조치사항

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정책과제를 선정한 배경과 그 정책과

제를 실행하면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고려 사항을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기차 사용후 배

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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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면 하게 검토하고 부정적 파급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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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과정 분석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 상세정보28)

(4) 전지종류 : 리튬이온폴리머 전지(Lithium-ion polymer battery)

(5) 총 중량 : 295kg

(6) 저장용량 : 26.6kWh (74Ah) 

※ A사 전기차(중형)의 배터리팩의 주요 사양

 1. Pack 부분

[부록-그림 1] Pack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1)

28)전기차 배터리의 전과정 분석 작업을 수행한 에코네트워크(주)의 내부자료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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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 Pack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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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Pack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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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4] Pack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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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ck 부분

[부록-그림 5] Stack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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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ule 부분

[부록-그림 6] Module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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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7] Module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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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ell 부분

[부록-그림 8] Cell의 주요부품 및 소재별 중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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