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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요약
전 세계 정부와 입법 기관은 도로 교통에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전기자동차(EV) 생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연기관(ICE) 차량 생산이 그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수반된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의 신규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머지 않아 중단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차세대 전기자동차+ 중 일부가 영국에서 
생산될지, 아니면 영국이 점차 자동차 제조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기자동차 수입국이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조업체들이 수출 목적의 차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 타당한 곳인지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종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EU의 무역 
관계 문제와 함께,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건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터리를 영국에서 
제조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차량 생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가 서로 아주 인접해 
있으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1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네트워크 내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차량 생산 
지역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EV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영국 이외 지역에만 건설되는 경우에는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영국 이외 지역의 공장에서 
미래 EV 모델 생산 투자를 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V 생산이 본격화되면 영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영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의 차량 
생산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점차 줄이게 되어 
영국 자동차 부문에 직접 고용된 186,000명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여러 가지 모델링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모델링 조건에 
따르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영국에 
배터리를 조립하는 기가팩토리가 없다면 2040년까지 
영국의 차량 조립 일자리 중에서 30 ~ 82%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대로, 영국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투자자와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면 영국은 배터리 및 EV 생산 모두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영국은 기존의 
강력한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고 유럽에서 배터리 및 
EV 생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과 비교하여 
영국의 차량 생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영국 내에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반면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실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런 긍정적 시나리오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점진적 축소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영국이 현재 내연기관 차량 시장 점유율 이상의 
전기자동차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고용 수준 
이상의 자동차 업계 일자리 수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의 
배터 조립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영국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본 사례에서는 영국 자동차 
부문이 그 외의 조건(예: 영국의 총 차량 수요와 브렉시트 
후 무역 관계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의 EV 수요가 전 세계의 EV 수요 추세와 보조를 
맞춘다고 가정했습니다.

2040년까지 영국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잠재력

1 이런 효과에는 적시 생산을 위한 유연성 향상, 정치 및 기후 충격에 대비한 공급망 신뢰성 향상, 배터리 시스템의 지식 생태계 형성 등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에 포함됩니다.
+ 본 보고서에서 EV는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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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ICE 생산에서 EV 생산으로 전환 – 
기본 사례
이 기본 사례에서 영국 EV 생산과 배터리 생산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전 세계 차량 판매량

2) 전 세계 배기가스 규제

3) EV 배터리 비용의 하락률

4) EV 배터리 전력의 증가

5) 수입-수출 환경

이러한 요인에 대한 낙관적 가정과 비관적 가정을 통해 
상한값과 하한값을 예측하여 계산합니다. 2018년에 
영국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160만 대 중에서 80%를 
수출했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유럽으로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시장은 분명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런 수출 시장에서 2019년부터 2040
년까지 유럽 및 미국 외 기타 지역(특히 중국)의 수요에 
힘입어 총 차량 판매가 연간 1.3%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기가스 규제, EV 배터리 비용 하락 및 EV 
배터리 전력 증가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적용하면 기본

 

사례에서 2040년까지 영국은 110만 ~ 200만 대의 EV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배터리를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100% 조달할 
경우, 배터리가 EV 가격의 40%를 차지하므로 이런 
시나리오에서 영국 EV 배터리 수요를 맞추려면 2040
년까지 매년 50억 ~ 120억 파운드씩 영국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EV를 생산하려면 국내에서 EV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배터리 
생산 시설 확충을 통해 영국은 절호의 산업적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례의 가정을 바탕으로 패러데이 연구소의 배터리 
수요 예측 모델(HIS 데이터 기준)에서는 2040년의 영국 
EV 배터리 제조 능력이 연간 60 ~ 200GWh(즉, 2040년에 
유럽에서 예상되는 1,200 GWh의 연간 예상 배터리 생산 
능력 중 5 ~ 17%에 해당)가 되어야 한다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다음 20년 동안 영국에 고용량의 배터리 생산 공장
(“기가팩토리”)이 4 ~ 13개 설립되어 각 공장에서 매년 
평균 15GWh의 배터리 용량을 생산하여 영국의 배터리 
제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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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장에 대한 현재 생산율을 유지할 경우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40년까지 110만 ~ 200만 대의 EV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이 연간 1.3%로 예상되었지만 이 모델에서는 영국의 성장 수준을 
더 보수적인 수치인 1.1%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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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국 생산 배터리에 대한 영국과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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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지만 이 모델에서는 영국의 성장 수준을 더 보수적인 수치인 
1.1%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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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서 EV 생산으로 
전환이 일어나면서 영국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국이 EV 및 배터리 제조 시설을 모두 
확보할 경우에만 영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손실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 기본 사례의 시나리오에서는 2040
년까지 영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의존하는 
현재 일자리 중에서 7,000 ~20,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EV 생산에 대한 이 기본 사례 
예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새로운 국내 EV 
배터리 공급 시설이 갖추어지면 영국의 새로운 배터리 
기가팩토리와 배터리 재료 공급망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내연기관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일자리 손실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사례에서는 배터리 팩, 배터리 셀 및 전극 
제조 시설이 모두 영국 내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영국 EV 생태계 일자리가 32%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결과적으로 EV 및 EV 배터리 생태계의 
전체 산업 인력은 186,000명에서 246,000명으로 
증가합니다. EV로 전환하려면 정비소 직원뿐 아니라 차량 
기술자, 정비공 및 전기 기술자를 포함한 보조 인력의 
재교육도 필요합니다. 노동 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EV 생산 측면이 아니라 영국의 EV 활용 측면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런 동향은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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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 사례 시나리오에 따르면 7,000 ~ 20,000개의 ICE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이 충분한 배터리 제조 능력을 확보한다면 이에 
따라 22,000 ~ 7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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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 제조 능력을 확대시키지 못하더라도 영국에서 ICE 차량 생산을 EV 생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대한 노동 시장 영향도 분석합니다. (자동화에 
따라) ICE 차량 드라이브트레인에 비해 EV 드라이브트레인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차량 조립 인력이 12 ~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전망 및 이에 필요한 투자
브렉시트 후의 무역 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된다는 가정 
하에,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유망한 배터리 
셀 생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4대 자동차 
제조국이며 2010년에 유럽 최초의 최대 배터리 생산 시설
(스코틀랜드의 AESC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이후 10년간 

EV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 대신 이 분야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폴란드 
및 헝가리가 배터리 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호의적인 
비즈니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중요 경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EV 배터리 생산을 
위한 10억 유로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경제 특구가 설립되어 EV 배터리 
생산업체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상위 5개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발표한 유럽 대륙의 신규 배터리 제조 능력에 
대한 계획에는 브로츠와프의 LG화학 배터리 공장(연간 
45GWh), 괴드(Göd)의 삼성 배터리 공장(연간 16GWh) 
및 에르푸르트의 CATL 배터리 공장(연간 14GWh)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 기업인 노스볼트(Northvolt)
가 셸레프테오에 연간 32GWh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계획만을 기준으로 
해도 유럽 대륙 주요 중심지의 총 배터리 제조 능력은 
지금으로부터 6년 후에 연간 130GWh에 달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시급하게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영국은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대규모 국내 EV 
배터리 공급능력을 개발하는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델링에서는 2040년까지 영국 배터리 
제조 능력을 증대시켜 EV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0억 ~ 180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들이 영국 이외 지역의 배터리 
공급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배터리 생산에 이런 수준의 투자를 하기가 위험한 
실정입니다. 최근 수 개월 사이에 EV 배터리 제조업체와 
차량 생산업체 간의 거래가 분주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생산업체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LG화학은 폭스바겐3, PSA4 및 르노5와 비즈니스 관계를 
발표

• CATL은 BMW6와 비즈니스 관계를 발표

3https://uk.reuters.com/article/us-lg-chem-volkswagen-batteries/lg-chem-to-supply-ev-batteries-to-volkswagen-from-late-2019-idUKKCN1ME0VZ
4https://www.reuters.com/article/us-autoshow-geneva-psa-lg-chem-idUSKBN16E0XM
5https://uk.reuters.com/article/lgchem-renault-battery/south-koreas-lg-chem-to-supply-batteries-to-renault-idUKBJL00207320100930
6https://uk.reuters.com/article/uk-bmw-catl-batteries/chinas-catl-to-build-its-first-european-ev-battery-factory-in-germany-idUKKBN1JZ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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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2025년까지 연간 13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까지 유럽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의 증대

2016                17                  18                  19e                20e                  21e                 22e                 23e                24e                2025e           

150

125

100

75

50

25

GWh(연간)

닛산 선덜랜드 배터리 공장
(2010년 설립) 2016년 생산 

능력-2 GWh(연간).

생산능력: 미정

미정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CATL 노스볼트 테슬라, BYDB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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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츠와프 괴드 코마롬 에르푸르트 셸레프테오 미결정



영국에는 대량 생산업체(연간 100,000대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닛산, 재규어 랜드로버(JLR), 
BMW 미니, PSA의 복스홀 및 토요타가 이런 업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사의 유럽 배터리 제조 
능력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영국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올 
것이라고 추측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업들이 
해외 배터리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영국에 기가팩토리를 확보하여 영국에서 EV 생산 산업을 
부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기반의 공장에 새로운 EV 모델 라인의 
양산을 유치하도록 도움으로써 영국에 기가팩토리를 
확보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생산되는 대형 차량의 단일 양산 모델 중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생산하도록 하면 영국에서 기가팩토리 한 
곳을 추가로 건설할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게 됩니다.

영국의 차량 제조업체들은 이미 유망한 계획안들을 
발표했습니다. JLR은 2020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재규어와 
랜드로버를 전기자동차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7. 
JLR은 이미 모델 라인업에 완전한 전기자동차인 재규어 
I-PACE가 있으며 버밍엄 인근의 햄스홀에 배터리 팩 
조립 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옥스포드의 BMW 미니 공장에서는 완전한 전기자동차 
미니가 곧 생산에 들어갑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여름에 시작된 ‘Road to Zero(
배기가스 제로)’ 전략을 통해 영국에서 EV 판매를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 신규 
차량 판매의 50% 이상(또는 어쩌면 70%까지)을 초저공해 

모델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EV 및 EV 배터리 제조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둔다고 
밝혔습니다.

기가팩토리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양방향의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영국의 기가팩토리 배터리 생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 EV 생산 라인이 영국에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EV 생산 라인의 존재 여부는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영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영국 업계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은 기가팩토리 투자를 
확보할 방법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배터리 공장이 
완전 가동 능력에 도달하는 데 일반적으로 5 ~ 7년이 
걸리므로 2020년대 중반의 EV 배터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가팩토리 입지 선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도적인 배터리 기업 경영진들에게 특정 국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즉, EV 제조업체)에 대한 근접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으므로 영국은 기존 차량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배터리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상당히 많은 EV 
생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투자 인센티브, 계약의 시의적절한 인허가 
처리,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및 숙련되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도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이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 상태에 있다는 것과 다른 국가들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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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ttps://www.jaguarlandrover.com/news/2017/09/every-jaguar-and-land-rover-launched-2020-will-be-elect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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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의 평균 비용 구조(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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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응답은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원가 요소 분석에서 대부분의 비용은 생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원자재가 리튬-이온 배터리 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원가 요소 중에서 
세 가지 요소(즉, 직접 인건비, 에너지와 공공시설 및 
감가상각)만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에너지 인프라 
비용 외의) 이러한 원가 요소들은 정부의 특별한 
조치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전부 합쳐서 전체 
비용의 22%를 차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본질적인 저비용 기반을 제공하여 
기가바이트를 유치한다는 기대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EV 배터리 제조 기업에 적절한 금융 
및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 
정부가 관련된 지방 기업 협력체(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 및 연합정부(Combined 
Authorities)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이 문제를 논의하고 목표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추가 조치 필요.8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영국이 전 세계적 및 
지역적 배터리 제조 입지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3) 유망 입지 선정, 관련 허가의 사전 승인, 현장의 
기초적인 물리적(특히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필수 EV 
배터리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 필요. 

전체적으로 영국은 2010년에 선덜랜드에 유럽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여 유리하게 출발했지만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차세대 
기가팩토리를 건설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고 영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선두주자들의 시의적절하고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6

8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OEM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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