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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세대자동차 전략 2010

요

약

□ 자동차 시장의 구조변화
◦ 신흥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 시장은 환경지향성 뚜렷
구분

시장규모

신흥시장

3,100만대

일본
유럽

508만대
1,560만대

북미

1,620만대

시장의 성격
o 경제발전에 따른 자동차 구매인구 증가
o 초저가 자동차의 출현
o 성숙된 안정시장
o 다양화되고 있는 사용자/사회적 수요
o 연비지향성 강화. 시장별로 상이한 구동계 도입 가능성

*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 자동차산업 외부환경
◦ 격변하는 자동차 경쟁환경 : 환경기술을 축으로 한 제조업체간 합종연횡
◦ 에너지 제약 : 원유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
◦ 지구온난화 대응 : 202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를 90년대비 25% 감축 목표
◦ 성장전략의 필요성 : 전기자동차와 전지를 성장의 견인력으로 활용

□ 차세대자동차 육성 6대 전략
전체전략
목표

일본을 차세대 자동차
개발․생산거점으로

전지전략
세계최첨단
전지연구개발․기술
확보

자원전략
희귀금속 확보,

◦시장준비기의

2030년)의 설정
최대50%
- 선진 환경대응차

액션
플랜

(차세대차+환경성능
이 뛰어난 기존차) :
2020년 최대 80%
◦연료다양화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일반충전기 200만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급속충전기 5000기

◦보급목표(2020년․
- 차세대자동차: 2020년

인프라전략

◦리튬이온․전지
의 성능향상
◦포스트 리튬이온
전지 개발
◦전기자동차 보급을

(upstream)
◦전략적 자원확보
(mid-stream)
◦희귀금속 free
전지․모터 개발

통한 양산효과 창출 (downstream)
◦전지 2차 이용을

◦전지 리사이클

위한 환경정비

시스템 구축

* EV·PHV :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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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출

타운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 EV․PHV를
중심으로
◦본격보급기로의
이행
- EV․PHV 타운

모델 창출
◦차세대 에너지
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한
검증

베스트 프랙티스 ◦검증결과를
자료집 제작

국제표준화전략
일본주도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EV․PHV

인프라 정비

협의회)와의 연계

산업입지 촉진

시스템(스마트그리드등)

계획적․집중적

- 민간(CHAdeMO

◦저탄소형

시스템전략
차량을

고려한 국제
표준화․비즈니
스 추진

◦전지성능․안정
성 평가기법의
국제표준화
◦충전
커넥터․시스템
의 국제표준화
◦민관 협력 표준화
검토체제 강화
◦표준화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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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차종별 보급 전망 (민간)
◦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개선, 차세대 자동차 개발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의 보급 전망을 검토
◦승용차의 신차판매에서 차지하는 차세대 자동차의 비율은 2020년 20% 미만,
2030년 30~40% 수준이 될 전망
구분

2020년

2030년

기존 차량

80% 이상

60~70%

차세대 자동차

20% 미만

30~40%

하이브리드 자동차

10~15%

20~30%

EV․PHV

5~10%

10~20%

연료전지 자동차

미미

1%

클린디젤 자동차

미미

~5%

□ 승용차 차종별 보급 목표 (정부)
◦ 차세대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차종별 보급목표를 설정
◦ 2020년 승용차 신차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대 50%로 추진
◦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시책이 요구됨
구분

2020년

2030년

기존 차량

50~80%

30~50%

차세대 자동차

20~50%

50~70%

하이브리드 자동차

20~30%

30~40%

EV․PHV

15~20%

20~30%

연료전지 자동차

~1%

~3%

클린디젤 자동차

~5%

5~10%

※ 본 보고서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次世代自動車戰略2010’(2010.4.12)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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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관련산업 관련 외부환경 분석
□ 세계 자동차 시장 동향
◦ 리먼 쇼크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세계동시불황으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 관련산업의 경쟁환경
이 급변
- 선진 각국의 신차 판매대수가 급감함과 동시에 각종 수요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벗
어나지 못한 반면, 신흥국 시장은 일시적인 침체현상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수요를 회복하
며 성장세를 이어감
- 90년대 후반에는 선진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도로 규모확대를 위한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한편, 판매금융 등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그러나 규모확대를 목적으로 한 합병 전략은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금융수익
에 의존하는 비즈니스모델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빅3’ 중 GM과 크라이슬러
는 파산상태에 이름
◦ 이같은 상황변화는 자동차 관련산업의 새로운 경쟁시대 도래를 의미
-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각 제조업체의 새로운 세계시장 전략과 에너지·환
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 확보 움직임에 따라, 부품소재 산업까지 포함된 새로운 합
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정부의 GM 구제, 총액 24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각국에서는 수요창출, 고용확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선진국의 기술·인재 유출을 활용한 대량생산에 역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계기
로 한 신흥 제조업체 등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음
◦ 세계적인 인적교류 활성화와 IT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신흥국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 관련산업의 첨단기술 개발 성과를 향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외
부 환경 변화를 충분히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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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문제
◦ 최근 국제 유가는 각종 요인들로 인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급성장하
는 신흥국의 수요확대 등에 따른 상승세가 전망됨
- 2008년 7월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원유선물가격은 사상최고치인 배럴당 147.27달러
를 기록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위기를 계기로 연말 30달러선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는
70~80달러선에서 추이하고 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전국가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중
- 운송부문에서는 ‘신국가 에너지 전략’(2006.5)을 통해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80% 수준
으로 조정한다”는 목표를 추진중
- 현재 에너지 기본법에 기초한 ‘에너지 기본계획(2007년 개정)’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자동차 관련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지구온난화 대책의 필요성
◦ 일본은 UN 제 15차 UN기후변동규제협약 조인국 회의(COP15)의 ‘코펜하겐 합의’에 근거, 2020
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를 1990년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조약 사무국에 제출
(2010.1.26)한 바 있음
◦ 일본은 운송부문의 CO2 배출량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비향상과 석유의존도 저감을 통한 CO2 감
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자동차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일본
의 자동차 관련산업 분야의 CO2 감축을 통한 국제기여가 기대되고 있음
※ 중국의 CO2 배출량은 지난 2007년 미국을 추월

□ 성장전략
◦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도 자동차 관련 산업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에너지 문제 및 지구온난화 문제와 같은 전지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기술개발, 법제도 변경, 인재육성 등을 통한 ‘그린 이노베이션’을 추진, 신규시장 및 고
용창출,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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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방침
□ 차세대 자동차 전략수립 시급
◦ 일본의 자동차 관련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개발·제조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산업의 외부환경을 감안하면 향후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및 차세대 자동차는 다양한 기술적 옵션이 있으나 자금·인재의 제
약, 기술의 성숙도 및 비용, 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차세대 자동차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재 일본이 밸류 체인상 우위를 점하고 있으
나 해외기업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차세대 자동차전략 전체 개념도>

□ 기술적 옵션의 다양화 중요
◦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옵션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기술개발에 불확정성이라는 요소는 불가피하므로 가급적 다양한 옵션을 유지발전시
키는 것이 중요함
※ 고효율의 충분한 에너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람직

◦ 전기자동차 등의 기술은 과거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을 한번 중단하면 재개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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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액션플랜 도출
◦ 본 전략보고서는 일본 국내 자동차시장의 차종별 보급 전망 및 목표와 국내외 시장구조
전망을 조망하고, 이에 근거한 내연기관 자동차와 차세대 자동차에 공통된 액션플랜을 도
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보다 상세한 전략책정을 요하는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지(電池)
전략’, ‘자원전략’, ‘인프라정비 전략’, ‘시스템 전략’, ‘국제표준화 전략’의 현황 및 액션플
랜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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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전략
[추진방향]

o '통합적 어프로치'의 추진을 통해 운송부문에서의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
o 일본 국내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생산 거점’ 추진
o 공급자측 대책(연구개발지원, 연비규제 등)과 수요자측 대책(보조금, 세제 등)을 모두
감안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선진환경차량’을 보급

현황

□ 세계 자동차 시장의 개관
◦ 세계 자동차 시장은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으로 대별되며, 선진국의 자동차 시장이 상대
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1300만대를 상회하며 미국 시장 규모를 추월한 반면, 일본
시장은 31년만에 500만대를 밑돎
◦ 장거리·대형차 지향의 미국시장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주행거리가 제한적인 전기자동차보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이 높음
- 수소제조방법에 의해 CO2의 획기적 감축이 가능한 연료전지 자동차도 기술이 확립되면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통근용 세컨드카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환경의식이 높은 일본과 유럽에서는 저연비 소형차 지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에서는 도시구조상 근거리 이동을 위한 통근용 전기자동차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
※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 교통수단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교통흐름 관리대책 및 차량 유입 제한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차세대 자동차 우대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도 EU 각국이 정책적 유도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장거
리 이동을 위한 디젤 자동차 수요도 여전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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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등의 신흥국 시장에서는 저가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초저가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부유층 증가에 따른 고급차의 확대도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의 지방도시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간이 전기자동차도 보급되고 있음

-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중류층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포스트 초저
가 차량’ 판매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신흥국 시장별로 현지 업체를 포함한 신흥 제조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업간 시장점유율
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비용적 측면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추이(2008년 기준)>

□ 차세대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동시개발 필요
◦ 일본의 자동차 관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
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
-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내수시장을 중시하여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의 점유율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량화
등을 통한 저연비 자동차의 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일본의 일부 제조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준의 연비를 달성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같은 초저연비 자동차는 자원절약 및 CO2 감축이라
는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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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신흥국의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
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같은 저
연비 자동차가 매우 중요함
◦ 차세대 자동차는 환경 문제 해결 및 자동차 관련사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
인 바, 보급 환경의 조기 구축 필요
- 차세대 자동차는 CO2를 절감하고 비석화에너지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잠재적 수요가 높음
- 차세대 자동차 개발은 에너지 안정공급의 확보 및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자동차 산업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20
년까지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임
□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보급 전망
◦ 2020~2030년 차세대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4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예측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차세대 자동차는 전세계 신차 판매대수에서 약 10%~20%
를 차지할 전망이며 그 중 전기자동차는 1%~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국내에서는 △ 규제적 대책(연비규제, 물류대책 등), △ 경제적 대책(보조금, 세금), △ 기반
정비(인프라 정비 등) 여하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본자동차
공업회는 정부의 보급지원책이 없을 경우 2020년 기준 10%+α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보급전망(신차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기존 차량
차세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2020년
80% 이상
20% 미만
10~15%

2030년
60~70%
30~40%
20~30%

5~10%

10~20%

미미
미미

1%
~5%

출처 : 차세대자동차 전략연구회

□ 차종별 공존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외적요인(항속거리, CO2 배출량, 자동차 특성, 국제적 경쟁상황 등)
에 의해 공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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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공존 개념도>

□ 일본 자동차 관련 산업구조 전망
◦ 단기적으로는 저가 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국을 포함해 내연기관 자동
차는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향상은
일본 자동차 관련 산업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과 그에 따른 부품변화로 인해 부품업계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세대 자동차용 부품의 개발·생산 등 신규
분야 진출도 역시 중요함
◦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는 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축전지 업체들로부터 축전지를 외부
조달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수평분업형으로 변화할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일본 업체들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
한 대비가 필요

액션 플랜

□ 차세대 자동차 대책
◦ 일본 정부는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2008.7)을 통해 “2020년 이전에 신차판매 2대중
1대가 차세대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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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보급과 관련,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함
- 신규모델 투입을 위한 소요시간이 5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세대 자동차 개발 및
시장투입에 필요한 인적·시간적 제약이 큼
- 해외시장에서는 기존 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차 개발을 중지할 수 없음
-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전망은 발표기관별로 큰 차가 있는 바, 특정 기술에 집중하는 업체
는 리스크가 높음
◦ 상기 요인들을 감안하여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향해야 할 차
종별 보급목표(신차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아래와 같이 설정함
- 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개발·구입 보조, 세제, 인프
라 정비 등)이 필요함
<2020~2030년 승용차 차종별 보급목표 (정부목표)>
구분
기존 차량
차세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2020년
50~80%
20~50%
20~30%

2030년
30~50%
50~70%
30~40%

15~20%

20~30%

~1%
~5%

~3%
5~10%

□ 기존차 대책
◦ (2020년도 연비기준) 민간의 개발노력을 최대한으로 거양하기 위해 기술적 논의에 입각한
2020년도 연비기준을 책정
- △실현 가능성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향 △해외시장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 제조업체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때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치를 책정
- 2011년 봄까지 국토교통성과 공동으로 책정
◦ (환경성능이 뛰어난 기존차의 보급) 향후 해당 시점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환경성능이 뛰어
난 기존차를 경제적 지원(세금,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
◦ (중고차 대책·대체촉진) 운송부문 전체의 CO2 감축을 위해서는 Flow(신차) 뿐만 아니라
Stock(중고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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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자동차의 평균사용연수가 길어지고 있어 대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고
차에서 고연비 차량으로의 대체(전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
◦ (교통흐름 대책·에코 드라이브 추진)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통해 급가속·급감속 또는 정차중
의 연료낭비 저감을 도모
- 에코 드라이브를 보급·추진하여, 에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ITS의 도입·보급을 적극 추진
□ 연료 다양화
◦ (바이오연료 자동차의 보급) 바이오연료의 도입은 온난화대책, 에너지 안정공급 등의 관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바이오연료의 도입은 △ 라이프사이클상 CO2 배출감축 효과가 있는 에탄올의 공급력 △
에너지의 안정공급 △ 연비악화분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의 형성 △ 제2세대 바이오연료
의 기술확립 동향 등을 감안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도입확대를 추진
- 바이오연료 도입차량과 관련, △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절반이 수출되고 있다는
점 △ 기존 판매차량의 교체수요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E10 대응을 적극 촉진
※ 2015년경까지 모든 신차(가솔린 차량)에 대해 추진

◦ (클린디젤 자동차의 보급) △ CO2 배출감축 △ 신규 연료도입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시작 확보라는 관점에서 클린디젤 차량의 도입은 매우 중요
- 연료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유 및 경유대체연료(BDF, GTO, 수소화 바이오 경
유 등)를 수용할 수 있는 클린디젤 차량은 매우 중요하므로, 하이브리드화의 가능성을 모
색하며 보급 촉진 필요
◦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및 일본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2015년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개시에 합의한 바, 차량 자체의 기술적 과제 극복과 인프
라를 포함한 기술의 유지·육성을 위해 노력
- 연료전지 자동차의 장점
· 연료가 되는 수소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종류의 화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전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BIOMASS 및 물의 전기분해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 연료전지 자
동차는 운송부문의 연료다양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항속거리가 길고 대형차량에도 적용 가능하며 수소충전시간이 가솔린 차량과 비슷하므
로 전기자동차에 비해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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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의 수증기 개질(改質)에 의한 수소를 이용하면 고효율 발전에 의한 전기자동차에
가까운 종합효율, CO2 배출감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향후 CO2 지하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이 실용화되면 우위성 제고
- 연료전지 자동차의 과제
· 수소 제조기술은 확립되어 있으나 운반비 및 수소 스테이션 등의 인프라 정비에 상당한 비용
이 소요되며, 수송·저장기술의 확립이 필요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압력용기 등의 내압안전계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제 등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다고 지적
· 안정성, 연비측정, 수소충전 커넥터, 고압수소용기, 수소연료사양 등의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
화 필요
□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경량화·에너지 절감’ 추구) 내연기관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 모두 가공기술을 포함해 부
품단위에서의 ‘경량화·에너지 절감’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부품·소재의 연구개발 추진) 부품·소재의 경량화·에너지 절감 기술과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
한 관련 부품의 연구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
- 경량화·에너지 절감 기술 뿐만 아니라, 축전지, 모터, 파워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에어컨 시스
템, 차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 시큐리티 칩, 전지 관리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중점적으
로 연구개발 추진
◦ (부품·소재산업의 신규분야 도전) 현재 지방경제산업국이 부품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의 정보
교환·인적교류·기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간 협력을 통해 부품·소재 제조업
체의 경량화·에너지 절감 부품 및 차세대 자동차용 부품 사업개발을 촉진
◦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 촉진) 자동차 제조업체, 축전지를 포함한 자동차용 부품·소재
제조업체가 일본 국내에서 저탄소화 관련 투자시 지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입지 지원을
도모(2010년 여름까지 관련법률 정비)
-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저탄소형 고용창출산업 입지추진사업’을 통해 저탄소화 및 고
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음
- 또한 저탄소형 제품의 개발·제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리·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에너지환경 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저탄소투자촉진법’)

- 13 -

Kotra Executive Brief 10-010

◦ (SCM의 품질과 지적재산권의 확보)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제조업체의 부품 공용화에 의한 리
스크를 낮추기 위한 부품·소재 SCM의 품질과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추진
-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부품 공용화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만 부품 불량 발생 리스크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기타사항
◦ (수평분업형 산업구조 추진)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모듈화에 대비, 경쟁·협
조 영역을 발굴하여 표준화 전략을 수립
◦ (해외와의 전략적 제휴) 축전지의 성능·안정성, 충전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분야
에서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가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해외 정부·연구소
등과 기초연구분야 및 국제표준 분야에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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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지(電池) 전략
[추진방향]

o 일본만이 갖고 있는 세계최첨단의 축전지 기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연구개발
수준과 생산기술 수준을 확보
o 사용자가 축전지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자동차의 완성도를 정확하게 알고 축전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
o 자동차 이외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축전지 시스템 활용 추진

현황

□ 축전지의 연구개발 목표
◦ 경제산업성은 2006년 8월 ‘신세대 자동차의 기초가 되는 차세대 전지기술에 관한 연구회’
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에서는 축전지의 성능 향상과 코스트 다운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축전지 연구개발목표를 제시
<축전지 연구개발목표(2006년도 책정)>
2006년

개량형

선진형 전지(2015년)

전지(2010년)

전력회사용

용도 한정 통근자

소형 EV

EV고성능 HV

성능

1

코스트
개발
체제

혁신적
전지(2030년)

일반 커뮤터 EV
연료 전지 자동차

본격적 EV

1

Plug-in HV자동차
1.5배

7배

1

1/2배

1/7배

1/40배

민간 주도

민간 주도

산관학 제휴

대학·연구기관

출처 : 차세대자동차용 전지의 미래를 위한 제언(2006년8월)

□ 축전지 시장 전망
◦ 리튬이온 축전지 시장은 차량탑재용 축전지를 위주로 성장 전망
- 각종 민간예측기관에서는 2009년 현재 시장규모가 약 1~2.5조엔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으
며, 2014년에는 2.5~5조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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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에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전력발전용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면서 시장
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축전지의 개발·경쟁 상황
◦ 축전지 업계는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여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
- 축전지의 재료 및 축전지 자체의 기술은 현재 일본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으
나, 해외의 축전지 제조업체들도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확보를 노리고 진출하고
있음
※ 현재는 일본 업체의 생산량이 압도적이지만 해외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2015년에는 해외기업의 축전지 생산이 세계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음

- 리튬이온 축전지 재료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기업 및 학계의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발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축전지 재료의 주요
특허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국내의 지속적인 기초연구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0년간 일부 전자제품은 제품초기에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을 석권했으나 시장이 성숙하면
서 시장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차량용 축전지도 유사한 상황 전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업체의 기술적 우위를 추격하기 위해 축전지 업체와의
수평분업화를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미국, 중국 등의 신흥 기업들도 리튬이온 축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차량용 축전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코스트도 내려가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아직 발전도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에 출시된 미쓰비시 자동차의 I-MiEV에는 리튬이온 축전지가 탑재되어 있는데,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최대 160km 수준이며, 축전지를 포함한 차량 가격은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2배 이상임
- 민생용 리튬 이온 축전지는 양산화가 진행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5년간
1/2, 10년간 1/4)

- 16 -

일본 차세대자동차 전략 2010

<전기자동차 대수로 환산한 전지 생산능력 예측(천대)>

출처 : Deutsch Bank Securities Inc. “Electric Cars : Plugged In 2”

□ 기타
◦ (축전지 활용을 위한 기반정비) 전기자동차의 중고판매 및 축전지의 2차이용을 상정했을
때 이를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
◦ (리튬이온 축전지의 안전성) 리튬이온 축전지는 수용액 계열 축전지에 비해 안정성에 대
한 배려가 요구됨
※ 예를 들어 리튬 이온 축전지는 35kg가 넘는 제품의 항공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확립해야 할 것임

액션 플랜

□ 산관학 제휴를 통한 기술개발의 추진
◦ (리튬이온 축전지의 성능향상) 2006년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의 미래를 위한 제언’에서 정리
된 “전지의 성능과 코스트를 2015년까지 1.5배와 1/7배, 2020년까지 3배와 1/10배로 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진적․혁신적 리튬이온 축전지의 연구개발을 추진
◦ (축전지 재료평가기술 개발) 리튬이온 전지재료 평가센터(LIBTEC)를 통한 재료 업체와 축전
지 업체간 협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리튬이온 축전지의 개발효율을 제고하고 축전지 재
료의 평가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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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유럽

북미

북미

북미

파나소닉

산요전기

GS Yuasa

NEC

히타치
Vehicle 에너지

도시바

LGChem

Samsung SDI

BYD

Evonik

JCI-Saft

A123

Electrovaya

○

○

○

VW

○

○

○
(JV)

다임러

○

○

BMW

닛산·르노

○

○

○

○

○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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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 AESC)

○

○

포드

○
(JV)

상하이

<전지 제조업체별 제휴관계>

출처 : A.T. Kearney, Automotive World, Company News Releases

지역

전지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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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

○

현대

○

(JV: PEVE)

○

도요타

○
(JV: LEJ)

○

미쓰비시

(JV: 블루 에너지)

○

혼다

일본 차세대자동차 전략 2010

◦ (포스트 리튬이온 축전지의 개발) 2006년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의 미래를 위한 제언’
에서 정리된 “전지의 성능과 코스트를 2030년까지 7배와 1/40배로 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포스트 리튬이온 축전지(혁신적 축전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
◦ (모터 파워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 축전지 이외에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부품
(모터, 파워 반도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강화
□ 축전지․부재(部材)의 생산기술 향상
◦ 축전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전지 및 축전지 부재를 고품질, 저비용, 단
시간에 생산하는 생산기술이 필요한 바, 관련 생산기술의 고도화․저비용화 적극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양산효과 창출
◦ 민생용과 마찬가지로 차량용 리튬이온 축전지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양산효과에 의한 가격하락을 실현
□ 축전지의 2차이용에 대비한 환경정비
◦ 축전지의 2차이용에 대비한 환경정비를 위해 2차이용시 축전지의 안전성 담보 및
제조자 책임의 범위에 대한 제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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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 전략
[추진방향]

o 희귀금속이 필요없는 축전지 및 모터의 기술개발 추진
o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희귀금속의 안정공급처 확보 추진
o 자원순환구조를 감안한 단기, 중기, 장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탄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

현황

□ 희귀금속의 수급상황
◦ 차세대 자동차에 이용되는 중요부품 중 일부는 리튬, 희토(稀土), 백금 등의 희귀금
속이 사용되고 있음
◦ 이같은 희귀금속에는 매장량이 적은 금속뿐만 아니라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추출
이 곤란한 금속도 포함되는데, 특정 국가제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
적인 공급처 확보가 중요
◦ 향후 차세대 자동차의 생산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상당규모의 희귀금속 수요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희귀금속, 차세대 자동차용 축전지, 모터의 리사이클 상황
◦ 희귀금속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므로, 관련
시스템의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
◦ 차세대 자동차용 축전지의 리사이클은 현재 각 업체가 개별적으로 회수 scheme을
구축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축전지 및 모터 등에 대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한
회수·리사이클 체제 정비를 검토해야 할 것임

액션 플랜

□ 희귀금속이 필요없는 축전지, 모터 기술 개발
◦ 현재 산관학 제휴를 통해 △ 포스트 리튬이온 축전지의 개발 △ Dysprosium, 백금
사용량 저감기술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개발 결과의 조기 실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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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자원확보
◦ (JOGMEC법 개정) 차세대 자동차에 필요한 희귀금속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독
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법 개정(안)에 의한 희귀금속
등의 금속광물 자산(광산) 인수 관련 출자업무의 확충 및 정부보증부 장기차입금 등
의 대상업무 추가 (2010년 여름까지 법률 정비)
◦ (JOGMEC을 통한 개발지원) JOGMEC을 통한 자체 탐광, 민간 탐광 지원, 금속회수
기술 등의 민간기업에 대한 개발 지원을 추진
◦ (자원국과의 호혜관계 구축) 업계와 정부의 상호협조하에 해외 자원국과의 중장기적
호혜관계 구축을 추진
- 현재 일본은 리튬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지열발전, 리튬자원
개발, 리튬을 응용한 산업 진흥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중
◦ (업계와 정부의 상호협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희귀금속 포럼’ 등을 통해 Supply
Chain에 속한 산업계와 정부가 상호협조 관계 구축
- 희귀금속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자원개발에서 최종제품의 제
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상호협조가 매우 중요
□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
◦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차세대 자동차의 본격 시장투입을 위한 준비와 병행하여,
현재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회수 scheme을 구축하고 있는 축전지, 모터 관련 희
귀금속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용 부품의 회수·리사이클 시스템을 구축
◦ (리사이클 배려설계 추진) 손쉽게 축전지, 모터 등을 리사이클할 수 있도록 관련 시
스템을 설계
◦ (희귀금속의 리사이클 기술개발) 희귀금속의 리사이클 기술개발을 위해 △ 고성능
자석모터 등으로부터의 희토 회수·리사이클 기술 개발 △ 리튬이온 축전지 리사이클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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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프라 정비 전략
[추진방향]

o 전기자동차의 ‘시장준비기’ 기간중, 정부 지원하에 EV·PHV 타운과 같은 지자체 레
벨의 ‘타운조성’과 연계된 계획적·집중적인 충전 인프라를 정비
o ‘본격보급기’에는 민간 사업자가 충전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자율적·효율적으로 인프
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o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보급목표대로 보급됐을 경우에 대비
하여 일본 전국의 충전 인프라로 2020년까지 일반 충전기 200만기, 급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

현황

□ 일본 국내 인프라 정비상황
◦ 충전인프라는 일반 충전기(100V·200V), 중속·급속 충전기가 있으며, 설치장소나 충전
시간, 설치비용 등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정비를 추진중
※ 2010년 3월말 현재 일본 국내 급속충전기 설치대수는 약 150대

◦ 주차장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각 형태에 따른 충전설비의 설치가 중요한 과제
◦ 2009년부터 일본 전국 8개소의 EV·PHV 타운에서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정비목표가 설정되어, 각 지역 특성에 따른 계획적 충전 인
프라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실증실험 정보를 중앙 정부에서 집약, 향후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및 인프라 정비 추진 대책에 참고하고 있음
<EV․PHV 타운 현황>
지역
아오모리
니가타
동경
시나가와
후쿠이
아이치
교토
오카야마
코치
나가사키
오키나와

실시 및 조사 범위
지방도시
지방도시․섬
대도시
대도시
지방도시(조사)
대도시
지방도시
지방도시
지방도시(조사)
지방도시․섬
지방도시․섬(조사)

EV․PHV 보급목표
1,000대
2,000대
15,000대
3,000대
600대
5,000대
5,000대
700대
1,000대
500대
500대

2013년 보급 목표치 : EV․PHV - 약 32,000대, 급속․일반충전기 약 5,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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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편의점․SA․SS․시간대여주차장 등

상업시설․

※ Private 충전환경에서의 급속충전

임대빌딩

일반임대시설

* 현재 Private 환경에서의 급속충전은 어려운 상황

Public 충전

Private 충전

개인빌딩·옥외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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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형(엘리베이터식)

일반형·구획형

일반형·구획형

100V/200V(일반충전)

500V(급속충전)

△

○

○

○
100V/200V(일반충전)

△

△

○
500V(급속충전)

○

△

100V/200V(일반충전)

기계형(엘리베이터식)

△

100V/200V(일반충전)

일반형·구획형

△

100V/200V(일반충전)

△

△~○

◎

△

△

○

△
△

◎

가격

◎

용이성

의사결정

설치 과제

△

100V/200V(일반충전)

일반형

일반형·구획형

100V/200V(일반충전)

100V/200V(일반충전)

일반형·구획형
다단식입체형

100V/200V(일반충전)

충전타입

일반형

타입

주차장

<충전 인프라 정비의 과제>

△

○

○

○

△

◎

◎

○

△

◎

◎

문제

기술

△

△

△

△

△

△

△

-

△

△

-

과징금

○

△

△

△

○

△

△

◎

○

△

◎

안전

사용 과제

※

△

△

○

△

△

△

△

◎

△

○

◎

용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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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프라 정비상황
◦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충전 인프라의 도입목표를 설정하고, 도입목표가 설정
된 지역에서 계획적·단계적으로 충전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음
◦ 인프라 정비 관련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인프라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국가
도 있음
액션 플랜

□ 시장준비기를 통한 계획적·집중적 인프라 정비
◦ (EV·PHV 타운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집중적 정비) 제한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인
프라 정비를 추진,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시장개발을 실현
- 실증실험을 위한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EV·PHV 타운에 2010년도 이후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촉진대책비 보조금(CEV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면서 EV·PHV 타운을 중심으로 계획적·집중적인 인프라 정비를 추진
- 보조금을 이용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일반공개를 전제로 한 퍼블릭 충전기가 바람직
◦ (야간충전을 전제로 한 일반 충전기의 중점 정비) 에너지 안정공급 및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는 야간의 잉여전력을 가정에서의 일반 충전을 통해 충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축전지 수명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도 전기자동차는 일반충전을 통한 충전이 바람
직하므로, 일반 충전기도 2010년도부터 CEV 보조급을 지급하여 관련 정비를 촉진
- 현재 전기자동차의 주행능력으로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설비·장비도 필요하므로,
EV·PHV 타운의 실증실험 결과를 고려해 필요한 급속 충전기 및 급속 충전 지원
차량의 정비를 추진
※ 충전기 설치장소로는 딜러, 상업시설,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등을 상정

◦ (국토교통성과의 협력) 국토교통성의 유관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을 추진
- 국토교통성에서는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별 환경
대응차의 이용환경(인프라 기준) 정비가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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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소재장소 등을 나타내는 위치정보와 관련해서도 국토교통성과 연계사업을
추진
◦ (인프라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충전기 제조업체, 전력회사, 부
동산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주체가 각 설치장소에 따른 과제해
결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2010년 여름까지)
□ 본격보급단계를 위한 민간 주체의 인프라 정비 지원시스템 구축
◦ (EV·PHV 타운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 제작) EV·PHV 타운의 실증사업 등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EV·PHV 타운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를 제작(2010년도 중)
◦ (관련 심포지엄 개최) EV·PHV 타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성과 연
계하여 ‘EV·PHV 타운, 환경대응차를 활용한 도시기반조성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
(2010년도 중 제1회 개최)
◦ (EV·PHV 타운 정보 플랫폼 구축) 온라인 상에서도 EV·PHV 타운 조성을 비롯해
차세대 자동차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V·PHV 타운 정보 플랫폼’을
구축(2010년도 중 구축)
◦ (CHAdeMO 협의회와 협력) 정부는 CHAdeMO 협의회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급속
충전기의 보급과 급속충전기와 관련 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 지난 3월 15일 도쿄전력 및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급속충전기의 보급과 국제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급속충전기 인프라 추진협의
회’(CHAdeMO 협의회)가 설립된 바 있음
◦ (과금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현재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금방법․시스템 간의 호환성 확보 추진(2015년까지 호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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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전략
[추진방향]

o 차량 자체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 차량 Value Chain 상의 서비스 △
차량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V2G : Vehicle to Grid 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재구성
o 지역 단위의 시스템 최적화, 중장기적인 ‘도시기반조성’과 관련된 Mobility의 변혁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단위의 해외수출을 지향

현황

□ 차량 Value Chain의 재구축
◦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으로 제조, 판매 등 Value Chain의 각 단계상 새로운 과제와
비즈니스 찬스가 부상하고 있음
<차량 Value Chain의 과제와 방향성>
구분

차량보유

금융서비스

보급․충전 서비스

수리․정비 서비스

중고판매(축전지 2차이용)

내용
o 높은 초기비용, 짧은 항속거리 등 전기자동차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급을 가속화시키는 데에는 렌터카, 카 셰어링, 리스와 같은
업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o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량의 소유욕구나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렌터카, 카 셰어링 등의 이용은 향후 증가
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중
o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차세대자동차 구입시 대출금리 우대, 차
세대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o 향후 차세대 자동차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면
보급촉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o 전기요금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여 기존의 주유소와 같이
‘충전하는 전기료가 수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충전 대기시간을 이용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o 설비 설치시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코스트 회수를 감안한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임
o 충전과금 시스템은 회원제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이 필수
o 전자제어가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필요한 전자진단기는 고가인
데다 제조업체 및 차종별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갱신해야 함
o 현재 사용되는 범용 진단기는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
o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고 있으며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인재를 육성해야 함
o 현재 매우 고가의 리튬이온 축전지는 정치형(定置型) 축전장치를
위한 2차이용이나 축전지의 재자원화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리사이클에 대비한 축전지 설계가 요구됨
o 축전지의 2차이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2차이용시의
안전성 및 제조자 책임의 범위에 대한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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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 전력․정보 네트워크의 연계
◦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에 탑재된 축전지를 최적의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를 정보통신 단말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V2G 관련 실증실험을 통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면서 V2G를 위해 차량 탑재 소프트웨어도 개발중
- 미국 등지에서는 V2G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고 V1G 또는 스마트 충전을 단기적
으로 보다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
타나고 있음
◦ V2G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요인이 차량 자체의 성능에서 차량의 네트워
크화를 통한 ‘시스템’의 제공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자동차의 본래 목적은 이동수단이므로 차량의 네트워크 연결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축전지, 정보통신기술을 포괄적으로 통
합한, 해외로의 지역확장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제품’에서 ‘시스템’으로의 경쟁요인 변화>
iPod 등장 이전 ⇒

iPod와 iTunes의 등장 ⇒

휴대플레이어 자체의 제품

네트워크에서 얻는 콘텐츠와 서비스

성능이 차별화 요인

경쟁으로 변화

자동차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자동차도 네트워크 연계로 인한 경쟁요인으로 변화
․PLC통신과 높은 성능의 네트워크보안 실현을

․휴대 플레이어의 음질
․연속재생시간
․녹음, FM재생기능

제품자체의 승부

․재생시간, 음질 등에서는 iPod

통한 자동차의 첨단기기화

보다 우수함에도 불구, 기존제품

․iTunes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서비스

의 경쟁력 상실

제공력, V2G대응유무가 새로운 상품선택기준

․음악재생기부터 게임, 영상재

으로 변화

생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의

․기존 자동차의 고성능을 기대하지 않는

상품으로 변화

소비자 등장

네트워크부터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ITS의 활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전개
자동차자체만이 아닌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의 승부

결합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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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ity 변혁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 시스템 구축시에는 장기적으로 Mobility 변혁을 수반하는 도시기반조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유럽과 미국에서는 도심 승용차 진입 규제, 공공교통기관 확충, 카 셰어링 추진,
ITS 활용을 통한 교통흐름 대책 등을 조합한 ‘도시 단위’의 시스템 구축을 실시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이처럼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액션 플랜

□ 차량 Value Chain 상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 EV․PHV 타운에서도 차세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Value Chain상 각 단계에서 다
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
◦ ‘EV․PHV 타운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집’ 등을 통해 이같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가
능성에 대해 검증 (2010년도중)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과 효과 및 영향에 대한 검증
◦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은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지역’을
선정, 에너지 및 관련기기를 중심으로 통신, 도시개발, 교통시스템,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실증실험을 도심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임 (2010년도~2014년도에 실시)
□ 검증결과를 반영한 국제표준화․비즈니스 추진
◦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며
과금시스템 등의 국내공통사양 마련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
◦ 그리드 접속 실증사업, 관련 해외동향을 고려했을 때 2015년경에는 차량과 그리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현재에 비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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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방향]

o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
계적․전략적으로 표준화․규격화를 추진

현황

□ 모듈화의 진전과 국제표준화 전략
◦ 일본의 산업들은 대부분 시장 초반기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지만,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점유율을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광범위한 기술을 보유하는 일본의 수직통합형 산업구조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적
합하므로 시장 초반기에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가 가능
- 그러나 대량보급 단계에서 산업구조가 수평분업형으로 전환되면 수직통합형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합리성을 상실
◦ 반면, 모듈화를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화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도 있음
- 유럽의 한 기업은 중국의 휴대전화시장과 같이 휴대전화단말기를 표준화하여 시장
을 확대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무선기지국 기술은 블랙박스화 함으로써 중국 무선
기지국 점유율을 확보
- 디지털카메라와 같이 제품 내부는 블랙박스화하고 외부 인터페이스만을 표준화함으
로써 일본계 기업들은 디지털마케라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표준화 및 규격화는 기술의 성숙도 및 시장전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
토해야 할 것임
□ 축전지
◦ (소재․형상) 차량용 축전지를 비롯한 리튬이온 축전지에 사용되는 소재․형상은 현
재 기술 수준상 주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소재․형상별로 성능․안전성․
내구성에 일장일단이 있어 각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 29 -

Kotra Executive Brief 10-010

◦ (성능․안전성) 축전지와 관련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주도하여 축전
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리튬이온 축전지팩,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리튬이온 축전시셀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시험은 국제전기
표준회의(IEC)에서 검토중
◦ (충전 커넥터․시스템) 충전 커넥터․시스템은 현재 복수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 일반 충전 커넥터의 국제표준화는 현재 IEC에서 단상 200V(일본), 3상 400V(독일),
3상 400V(이태리) 규격안을 검토중
- 급속충전용 커넥터는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에서 일본측 규격안과 급속충전과
일반 충전을 일체화한 GM의 규격안을 검토중
- 현재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종별로 차체 설계의 기술적
제약에 의해 일반 충전과 급속충전 커넥터의 삽입 위치가 서로 다른데, 이는 충전
인프라의 정비에 문제가 되므로 향후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있음
◦ (스마트그리드)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표준화 규격안을 검토중
- 미국에서는 국립표준기술국(NIST)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며, IEC에서도 2009년 4월부터 미국 주도로 스마트 그리드 표
준화 논의가 개시됨
- 유럽에서는 2008년 12월 독일이 ISO에 전기자동차-송전망 간 통신 인터페이스(V2G
CI : Vehicle to Greid Communication Interface)의 규격을 제안, IEC와 ISO의 합동
작업반이 검토중
◦ (국제표준화 체제)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유럽에 비해 신규제안이 적으며 존재감이 희박
-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일에서는 국제표준화가 향후 경
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를 검토하는 인원의 교체가 적어 수십년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자동차에 관한 국제표준화 검토체제가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인력의
인사이동도 잦아 국제표준화를 일본에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재가 부족한 상황

- 30 -

일본 차세대자동차 전략 2010

액션 플랜

□ 축전지의 성능․안전성 평가기법의 국제표준화
◦ 현재 ISO/IEC에서 국제표준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리튬이온 축전지 셀, 팩, 시
스템의 성능․안전성 평가시험과 관련, 국제규격 제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충전 커넥터․시스템의 국제표준화
◦ (CHAdeMO협의회와의 연계) 지난 3월 15일 CHAdeMO협의회가 설치되면서 급속
충전기에 관한 국제표준화 확보 체제가 갖춰짐. 본 협의회를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
◦ (美日 클린 에너지기술 액션 플랜의 구체화) 2009년 11월 양국 수뇌회담에서 클린
에너지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美日 클린 에너지기술 액션 플랜’이 발표됨.
본 액션 플랜에는 충전기 등의 표준화에 관해 양국 정부의 협력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바, 그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 (2011년도 중에 표준화)
□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표준화
◦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의 검증결과를 고려, 과금 시스템 등의 국내
공통사양 마련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
□ 국제표준화 사령탑 기능의 강화
◦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검토체제를 강화(2010년 봄 개시)
□ 국제표준화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인재육성
◦ 일본 주도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국제표준 전문가를 활용함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일본의 국제표준화 관련 인재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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