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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To Chassis 

  

황성현 Analyst   

 

배터리 소재에서  

배터리 구조로 

초점 이동  

 CATL 과 BYD 는 CTP(Cell To Pack) 배터리를 출시하였으며, 나아가 

CTC(Cell To Chassis) 로드맵을 발표하며 K-배터리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배터리 업계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에서 탈피해 CTP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와 공동 설계를 통해 

CTC 로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행히 LG 에너지솔루션도 CTP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배터리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CTP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는 배터리 업체(CATL, BYD)이며, CTC

에 근접한 업체는 OEM(Tesla. BYD, Leapmotors)이다. 소재만으로 성능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배터리 구조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배터리 회

사와 OEM 간 발언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Tesla, CATL, BYD의 사례를 참고할 시, LG에너지솔루션의 CTP도 모

듈을 삭제하고 공간 효율성을 높여 배터리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하이니켈 NCM 의 발열, 발화 문제와 모듈을 없앴을 때 파우치 셀

의 강성 문제, 최종적으로 CTC 로 가기 위해 OEM 과 설계 단계부터 발

생할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이를 극복해 나간다면 완

성차 업계와 가장 많은 JV를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에 더 큰 기회가 있

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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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ell To Pack, 대세가 되다 

Global No.1 LG 에너지솔루션, NCM 파우치 전지에 CTP 적용 발표 

최근 KABC2022 배터리 포럼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에 

차세대 배터리 공정인 CTP(Cell To Pack)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CTP 기술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BYD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구조이다. 배터리는 셀 → 모듈 → 팩

의 단위로 구성되는데, 보통 셀을 10~20 개씩 묶어 모듈을 만들며 모듈 8~40 개를 묶어 배터리 팩

을 만든다. LG 에너지솔루션은 MPI(Module Pack Integrated) 배터리 기술개발을 이미 3 년전부터 

착수했으며, 이번 발표를 참고하면 2025년부터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 음극 등 소재 개발을 통한 배터리 성능 향상이 포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업체들도 배터

리 구조 개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MPI 적용을 통해 에너지 밀도 향상, 비용 절감은 

가능할 것이나 안전성 확보, 모듈을 대신할 구조 적용,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연결, 각형에 비

해 낮은 외부 강성을 가진 파우치 셀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CTP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는 중국 경쟁사들을 참고해 동향을 파악하고, 배터리 업체들이 CTP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 더 나아가 CTC(Cell To Chassis or Cell To Car)로의 확장 가능성, 완성차 OEM과

의 관계,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도표 1.  LG 에너지솔루션, 2025 년 CTP Pouch 배터리 상용화 발표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LGES 2025 

CTP 생산 목표 

소재, 구조 

모두 효율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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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한계에 부딪힌 하이니켈  도표 3.  양극재 메탈케미스트리 전망: LFP 확대 전망 

 

자료: 한국지열, 수열에너지학회 논문집, 유진투자증권  자료: Woodmackenzie,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배터리 업체들의 양극재 로드맵: 하이니켈, 하이망간 등으로 확대되나, 기술개발 정체 중 

자료: 산업자료, 유진투자증권 

  

NCM roadmap for battery maker

국가 기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Korean

Po/Pr
battery

삼성SDI NMC 111/532 NMC+NCA blend NMC+NCA

LG에너지솔루션 NMC 111/532 622 721 811 

SK On NMC 111/532 622 811 blended

China

Po/Pr
battery

CATL 111 532 622 811 blended

Wanxiang 111 532 622

BYD 111 532 622/811

Guoxuan high-tech 111 532 622

Cy battery
Farasis 111 532/622 811

Lishen 111 532 21700 Cy 622 811

BAK 111 532/622 811

LG에너지솔루션 Samsung SDI SK On CATL Panasonic BYD

원재료 조달 내재화 계획 내재화 계획 외부조달 외부조달 외부조달 내재화 계획

가격 경쟁력 上 中 上 上 上 上

Pack Cost($/kWh) ~155 ~180 ~140 ~140 ~140 ~155

Cell 에너지밀도(Wh/kg) 200(NCM622) 190(NCM111+NCA) 210(NCM811) 175(NCM622) 250-300(NCA) 175(NCM532)

고객사와의 관계 上 中 上 上 下(Tesla only) 외부고객 유치 중

Next Gen LiB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LFP, 중대형 원통형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NMC 811,
실리콘 음극재, LFP, 각형

NMC 811,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NCA 체제 유지 NCM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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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Chemistry 

배터리 기술은 소재와 구조, 두 가지 측면에서 개발되어 왔다. 소재 측면에서는 양극재가 주요 기

술 개발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현재 양극재는 NCM(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LFP(인산철리튬)

의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각국의 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에 유리한 NCM 배터리 개발이 촉진되어 왔고 일본과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시

장을 잠식하는 듯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점차 축소되었

고 비용이 저렴한 LFP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중국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SK On

도 LFP 전지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NCM 은 니켈의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전지와 고전압 및 단결정화가 현재 기술 트렌드의 주요 추

세이며, LFP는 인산철리튬에서 인산철망간리튬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2020년 이후 원

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NCM, LFP 셀의 생산단가는 100 달러/kWh 달성에 실패했다. 전기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 100 달러/kWh 달성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경제성 측면에서는 특정 Chemistry 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2 가지 소재 모두 기술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나트륨 이온 전지 등 새로운 소재에 대한 니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극재는 인조 흑연의 비중이 높아지고 천연 흑연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

으며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질은 액체의 비중

을 점차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것이 개발 방향이며 Solid Power, 삼성SDI 등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표 5.  NCM, LFP 비교  

  Unit NCM811 LFP LFP/NCM811(%)

Discharge capacity Ah/kg 206 156 76 
Energy density kWh/kg 0.79 0.52 66 
Energy density kWh/L 2.17 1.46 67 
Price per energy $/kWh 31 → 40 22 → 35 69 → 89

Cost $/kg 24 → 26 11 → 18 45 → 32

Price  $/kg 25 → 27 11 → 20 46 → 26

Weight (50kWh) kg 63 96 152 
Volume of cathode L 18 34 186 
Price of Cathode $ 1,570 → 1,980 1,087 → 1,760 69 → 89

자료: SNE, 유진투자증권 

 

  

양극재는 NCM, LFP 가 

시장 양분 

Cell $100/kWh 

달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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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Structure 

배터리 Chemistry 가 성능을 위해 변화해왔다면, 구조 기술은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이 주요 트렌드이다. 기술 개발의 초점은 공간 절약을 통한 배터리 비용 절감, 공정의 효율성 등에 

더 집중되어 있다. 구조 측면에서는 크게 2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원통형, 각형, 파우치 등 셀의 

폼팩터와 CTP(Cell to Pack), CTC(Cell to Chassis) 등 팩 구조 형태이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배터리 셀은 대형화가 진행 중이며, 모듈도 대형화, 통합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

다. 배터리 회사와 OEM은 셀, 모듈, 팩을 단순화하여 배터리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길 원한다. 

실제로 전기차 개발 초기부터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모듈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개

발을 주도해왔다.  CTP 는 모듈을 아예 없애거나, 모듈의 대형화를 통해 배터리 팩의 집적도를 향

상시켜 팩의 공간 활용률과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BYD 의 블레이드 배터리, 

CATL의 기린 배터리 등이 최신 기술이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탑재를 통해 기술 트렌

드를 이끌고 있다. CTC 는 배터리와 자동차 섀시를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임과 동

시에 자동차 구조체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 현재 배터리 업계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에서 탈

피해 CTP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과정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차와의 공동 설계를 통해 CTC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한다. CATL, BYD 를 중심으로 CTP 는 이미 대세 기술이 되었지만, CTC 도 

벌써부터 기술 개발을 완료한 업체들이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다. Leapmotor 는 중국 최초로 양산

형 CTC 배터리 섀시 통합 기술을 공식 발표했으며, BYD는 CTB(Cell To Body)를 발표했다. 또한 

테슬라도 CTC를 통해 반값 배터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표 6.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도표 7.  CATL 의 기린배터리(CTP 3.0)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Cell 대형화, 

Pack 의 효율화 

현재는 표준화된 

모듈에서 CTP 로 넘어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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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개발 초기에는 대부분 회사가 내연기관차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 Tesla 

같은 소수의 회사만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했다. 기존 플랫폼을 전기차로 활용하면 전원 시스

템만 전기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된다. 장점은 바로 양산이 가능한 만큼 신차 출시를 빨리할 수 있

고, 신규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플랫폼은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는 배터리 레이아웃의 배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낮은 주행 성능, 무거운 배터리 무게, 낮은 공간 활용으로 차량 내구성이 저하되고 차량

의 외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는 모델마다 배터리 스펙 요구 사항, 위치와 공간, 셀의 모

양과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모듈 내부의 사양과 배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초기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가지각색의 모두 다른 특성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ID. 3에는 일반적인 모듈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배터리 팩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쉘(상부 커버, 쉘 하단 플레이트, 하단 가드 플레이트), 배터리 모듈(은색 직육면체 부분), 

배터리 제어 모듈 및 배터리 외부 연결 단자(주황색 부분), 관리 시스템(검은 부분) 및 기타 부품으

로 구성된다. 

 

도표 8.  폭스바겐의 ID3 도표 9.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아우디 e-tron 도표 11.  e-tron 배터리 팩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내연기관차 

플랫폼 활용 

VW 의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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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은 배터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본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본체 바닥

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하부 플레이트는 도로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한다. 하단 플

레이트에는 온도 관리를 위한 냉각수 회로가 장착되어 있다. 배터리 모듈은 열전도율을 보장하기 

위해 열 페이스트를 통해 바닥판에 연결된다. 

제어 모듈은 양극과 음극을 위한 2 개의 스위치 유닛이다. 양극 측의 스위치 유닛에는 충전기, 히터

(PTC), DC-DC 컨버터 및 기타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고전압 계통 퓨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음극 

측의 스위치 유닛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퓨즈가 장착되어 있다. 

폭스바겐 배터리는 LG 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하는 NCM712 셀을 채용했으며, 각 모듈은 24 셀로 

배열된다. 차량 구성에 따라 장착 모듈 수를 8 개(192 셀), 9 개(216 셀), 12 개(288 셀)로 조절할 수 

있다. 아래 배터리 팩은 77kWh, 549km의 주행거리 스펙을 갖고 있으며 12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도표 12.  E-Golf 의 MQB 플랫폼 도표 13.  E-Golf 의 배터리 팩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ID3 의 MEB 플랫폼 도표 15.  ID3 의 배터리 팩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모듈이 존재하면

볼트로 체결

모듈 12 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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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도면을 참고하면 모듈은 배터리 셀(1), 외부 케이싱-상부 커버 플레이트(2), 하부 커버 플레이

트(3), 엔드 플레이트(4) 및 측판(5)을 포함한다. 또한 전기 전도, 절연, 열교환 및 기타 여러 기능을 

위한 구성 요소도 있다. 버스 바(13)는 배터리 셀의 직병렬 연결을 위해 여러 배터리 셀의 탭을 연

결하는 데 사용된다. 전극 커넥터(17)는 양극 커넥터와 음극 커넥터이다. 버스 바는 전극 연결 피스

와 연결되고 그 다음 외부 와이어 또는 기타 전기 연결 피스와 연결된다. 절연과 관련하여 절연막

(15)과 절연판(16)은 케이싱과 배터리 코어 사이의 불필요한 전기적 연결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열교환과 관련된 열전도성 시트(7)는 양면 접착 테이프(8)를 통해 배터리 셀에 연결되며, 접착 스트

립(12)을 통해 상부 및 하부 커버 플레이트에도 연결된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셀과 열전도 시

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아 열전도 성능이 향상된다. 고무 스트립은 상부 및 하부 커버 플레이트

와 셀 사이에 열 전도 경로를 설정하여 셀이 더 짧은 경로를 통해 커버 플레이트로 열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소프트 보드(14)는 전압, 전류 및 온도와 같은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사용된다. 

그 밖에도 벤트홀(6), 브라켓(9), 탄성폼(10) 등 고정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있다. 

벤트 홀은 배터리 셀이 가스 압력으로 팽창 및 폭발을 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브라켓은 셀의 위치결정에 사용되며, 한쪽 브라켓의 돌출부를 다른 브라켓의 홈에 

고정함으로써 셀이 특정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할 수 있다. 발포체는 셀의 부피 증가를 완화하고 셀

이 서로 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셀 사이에 배열된다. 

위의 부품들을 참고하면 공간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 3, 4, 5, 9는 구

조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면 10, 15, 16 등은 구조적 지원 역할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다. 구

성 부품이 많을수록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전지의 전체 무게가 늘어나고 전지의 부피 

활용도와 에너지 밀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도표 16.  특허 도면 

자료: Google patents, 유진투자증권 

  

구조체 등

많은 부품 존재

접착제, 고무로 고정

벤트, 브라켓 존재

구조체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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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는 대규모 양산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배터리 셀 규격화를 희망해 왔다. 

또한 LG 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증설로 셀을 표준화하려 했으나 목표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서 실

패하였다. 결국 OEM 은 셀의 크기를 통일하는 것이 어려워 모듈의 표준화로 눈을 돌렸다. 여기서 

독일 업체들이 주도한 플랫폼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표준화 모듈인 355, 390, 590 모듈이 탄

생했다. 

355 모듈은 가로 355, 세로 151, 높이 108mm에 해당하며, e-golf, audi Q7을 중심으로 사용되었

다. 이후 LG 에서 같은 크기의 모듈을 만들어 활용하기 시작했고, 삼성과 CATL 도 활용하며 점차 

업계의 공통 모듈이 되었다. 390 모듈은 355 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확장해 공간 활용도를 더 높인 

것인데, 주로 아우디 e-tron, 포르쉐 타이칸 등에 적용된다. 

2020 년부터 등장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며 ID3 모델은 MEB 플랫폼

과 590 배터리 모듈을 사용한다. 590 모듈은 크기를 더욱 확대하고 수평으로 배치된 모듈의 수를 3

개에서 2개로 줄여 모듈 수를 줄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MEB 플랫폼이 Volkswagen(ID 모델), 

Audi, Skoda 및 기타 브랜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력한 확장성을 갖게 되었다. 

폭스바겐은 모듈 구매자로서 MEB 플랫폼용으로 590 모듈을 구입하여 모듈의 크기를 표준화했지

만 셀은 $100/kWh 달성을 실패해 표준화되지 않았다.  

 

도표 17.  재규어 I-PACE 350 모듈과 아우디 e-ton 의 390 모듈의 단면도 

 

자료: BatteryBits, 유진투자증권 

 

  

Cell 대신

모듈 표준화의 시작

MEB 는 모듈 사이즈

확대, 효율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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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 개발 동향 

2019 년 9 월, CATL 은 CTP 배터리 팩을 양산했고, 2020 년 3 월 BYD 는 CTP 기술을 적용한 블

레이드 배터리를 출시했다. 2022년 CATL은 3세대 기린 배터리를 출시했으며, 2023년 양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CTP(Cell to Pack)는 모듈 링크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에 직접 통합한 다음 배터리 팩

을 본체 프레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CTP 기술은 모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큰 모듈을 사용하거나, 모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BYD 의 블레이드 배

터리는 모듈이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CATL의 1세대 CTP 배터리는 대형 모듈 구조를 채택한다.  

CATL, BYD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자체 CTP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CATL은 현대모비스와 태국 

에 CTP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독일, 네덜란드 및 기타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LG 에너지솔

루션은 CTP를 새로운 MPI(Module Pack Integrated Platform)로 개선 중이며, ACE(Advanced Cell 

Engineering)도 미국 특허를 출원해 CTP 각형 배터리 디자인의 라이선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 CTP 배터리 팩이 장착된 모델의 보급률은 12%로 알려지고 있다. BYD는 CTB 기술이 탑

재된 Seal 을 출시해 판매량 급증을 자신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CTP 의 보급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표 18.  CTP 기술의 컨셉: 모듈 삭제, 공간 활용도 상승 

자료: Nature, 유진투자증권 

 

  

CATL, BYD 의

CTP 출시

CATL, BYD 의 차이

CATL 의 기술 수출

CTP 보급률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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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TL: 기린 배터리(CTP 3.0) 

CATL 은 2019 년 1 세대 CTP 배터리를 출시하여 부피 이용률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기존 

배터리 팩과 비교하여 부피 활용도가 15% 이상 상승하고 부품 수는 40% 감소하며 생산 효율성은 

50% 높아진다. 일반적인 LFP 배터리는 150Wh/kg 의 성능을 가지는데 CTP 배터리 팩은 

200Wh/kg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2022 년 6 월 발표한 CTP3.0 기린 배터리는 72% 이상의 부피 이용률과 255Wh/kg 의 에너지 밀

도를 기록하였다. 기린 배터리 팩의 구조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상부 커버, 탄성 중간막, 배터리, 트

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탄성 중간층은 각 셀 사이에 배열된 구조 빔(세로 빔), 단열 패드 및 수냉식 

플레이트를 탄성 중간층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구조적 기능을 지원함과 동시에 냉각, 방열, 절연 

및 배터리 확장까지 가능하다. 기린 배터리의 수냉판(탄성 중간층)은 셀 사이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열교환 면적을 크게 늘리고 방열 성능을 향상시킨다. CATL 에 따르면 기린 배터리는 고속 충전을 

SOC 기준 10%에서 80%까지 5분안에 달성할 수 있다. 

 

도표 19.  기린배터리의 공간 활용률은 72% 도표 20.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보다 높아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속 충전도 가능 도표 22.  10 분만에 SOC 80% 달성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CTP 200Wh/kg 달성

CATL 의 CTP 3.0



Cell To Pack Battery 

 

14_ Eugene Research Center 

2) BYD: 블레이드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는 소재(양극 LFP, 음극 인조 흑연)는 일반 배터리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모양을 길

게 디자인하였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2.5 미터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셀을 대용량으로 확대하기에 

용이한 모양이다. 

아래 특허도를 보면, 배터리 팩에 단일 셀이 적층되어 있고 길이는 배터리 팩의 너비와 같다. 그리

고 단일 셀이 팩 본체에 직접 배열된다. 그 후 배터리 팩에서 길이 방향으로 엔드 빔이 배열되고 

폭 방향으로 사이드 빔이 배열된다.  

기존 모듈 구조의 부피 활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나, 블레이드 배터리는 대용량 셀 적용 및 모듈 

삭제를 통해 60%의 부피 활용률을 달성하며 최대 80%까지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LFP는 NCM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낮지만, 블레이드 배터리는 공간을 크게 절약하여 NCM 전지

과 비슷한 부피 에너지 비율을 달성했다. 특정 값에서 블레이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40Wh/kg 으로 기존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약 9% 높고 부피 에너지 밀도는 50% 이상 높은 

320Wh/L 이다. 이는 전통적인 리튬 철 인산염 배터리보다 배터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수를 40% 

이상 줄이고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리튬 철 인산염의 안전성으로 화재도 덜 나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 

 

도표 23.  BYD 의 블레이드 배터리 

자료: BYD, 유진투자증권 

  

길쭉한 모양

140W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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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ATL 과 BYD 배터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CTP 는 모듈을 줄여 배터리의 공간을 늘릴 

수 있으며 셀을 늘려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 무게도 가벼워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다만, 단점들도 존재한다. 셀의 일관성이다. 배터리 성능은 성능이 가장 나쁜 셀이 전체 

배터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모듈 구조에서는 각 모듈이 전체이지만 CTP 구조에서는 

배터리 팩이 전체이므로 단일 셀에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특정 배터리 팩 대신 전체를 교체해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터리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수율 유지 비용도 증가한

다. 또한 완성 후 변경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진다. CTP 구조는 LFP 와 결합될 경

우, 비용, 안전성 및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NCM 전지는 높은 발열

로 모듈을 제거할 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LG 의 파

우치 하이니켈 MPI 배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표 24.  열 발생(지수함수), 열 방출(직선): 겹치는 

구간에서 등온 운영 가능  

 도표 25.  LFP 는 올리빈구조로 리튬이 빠져 나가도 결정 

구조가 연화되는 현상이 적어 안정적 

 

 

자료: 한국지열, 수열에너지학회 논문집,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지열, 수열에너지학회 논문집,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NCM vs. LFP 열폭주 시뮬레이션 비교(1)  도표 27.  NCM vs. LFP 열폭주 시뮬레이션 비교(2) 

 

자료: 한국지열, 수열에너지학회 논문집,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지열, 수열에너지학회 논문집, 유진투자증권 

 

NCM 파우치

CTP 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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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개발 동향 

1) 테슬라: CTC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서 구조용 배터리라고 불리는 CTC 기술을 공개했으며, 이는 Model Y 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차체 구조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 운전석 바닥 대

신 배터리 상단 덮개에 시트를 직접 설치한다. 새로운 구조를 통해 부품 -370 개, 중량 -10%, 주

행거리 +14%, 연료비 -7%를 달성한다. 물론 섀시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CTC 구조를 구현하려면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구조용 접착제는 배터리 셀을 상하 

커버 플레이트에 접착하는 데 필요하며, 배터리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난연제로도 

사용된다. 이외에도 테슬라가 제시한 통합 기가캐스팅 기술은 전면 바디, 섀시 배터리 팩 및 후면 

바디와 같은 여러 부품을 바디에 직접 다이캐스팅하므로 생산 공정이 크게 단축된다. 또한 4680 

대용량 배터리로 필요한 셀 수를 줄여 BMS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낮추고 CTC를 실현 가능하게 만

든다. 

 

도표 28.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부품수 최소화, 취약 지점 최소화, 생산성 향상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테슬라의 혁신



Cell To Pack Battery

 

Eugene Research Center _17 

도표 29.  테슬라의 CTC (1): 구조체 삭제, 배터리 팩을 구조체로 활용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테슬라의 CTC (2): 팩을 섀시에 결합, 벌집 모양으로 구조체의 강성 확보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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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YD: CTB 

BYD의 Seal은 CTB(Cell to Body) 배터리-바디 통합 기술을 채택하여 바디 하단 플레이트를 배터

리 팩의 상단 쉘로 대체한다. CTP 기술은 배터리를 커버, 셀, 트레이의 3 층으로 나누는 샌드위치 

구조인 반면, CTB는 차체 바닥 일체형으로 전체 차량의 샌드위치 구조다. BYD의 CTB 볼륨 활용

률은 66%까지 늘어날 수 있다. 

CTB 와 CTC 는 이름이 약간 다르다. 두 가지 모두 배터리와 차량 전체의 통합 방식이나, CTC 라

는 이름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BYD 가 언급했듯이 패키지 본체는 단일 배터

리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차의 적절한 위치에 형성되는 장치로 정의되며, 반드시 CTC 로만 사용되

지 않고 배터리 트레이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  

 

도표 31.  BYD 의 블레이드 배터리 

자료: BatteryBits, 유진투자증권 

 

도표 32.  BYD 의 Cell to Body 

 

자료: BYD, 유진투자증권 

차량의 샌드위치 구조

다양한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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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2022년 4월 Leapmotor는 CTC를 출시했다. Leapmotor의 CTC는 섀시를 배터리 팩의 상부 커

버로 사용한다. 이는 배터리 팩의 상부 커버, 측면 프레임, 바디 사이의 여유 공간을 절약하고, 부품 

수와 비용을 절감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공간 +14.5%, 높이 +10mm, 부품 수 -20%, 비용 -

15%, 차량의 강성은 +25%를 달성 가능하다. Leapmotor CTC는 Tesla 및 BYD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배터리 팩을 만든 다음 팩의 상단 덮개를 본체 섀시로 사용하며, 모듈 링크를 유지한다. 

 

도표 33.  Leapmotors 의 CTC 

 
자료: Leapmotors, 유진투자증권 

 

폭스바겐은 배터리 파워데이에서 자체 표준셀(Unified Cell)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자체 CTP 와 

CTC(Cell to Ca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볼보도 상부 케이싱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CTC 솔루션을 

공개하며 2025 년부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완성차들의 CTC 기술 개발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34.  폭스바겐의 Unified cell 전략발표 

자료: 폭스바겐, 유진투자증권 

Leapmotors 와

테슬라의 차이점

폭스바겐, 볼보도

CTP, CTC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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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완성차들의 CTC 는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컨셉은 집적도 향상, 부품 수 감소 및 조립 공

정 개선으로 복잡성을 더욱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압축된다. 배터리 

팩을 본체와 별도로 제작할 경우, 배터리 팩의 윗면 커버와 본체 섀시를 연결하기 위해 볼트 등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배터리와 본체 사이에 틈을 남기게 되며 상대적으로 많

은 부품이 필요하게 된다. CTC 는 배터리 팩의 바닥 패널과 상부 커버를 하나로 결합하여 둘 사이

의 간격과 연결에 필요한 부품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 배터리 셀은 차량의 운동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의 구조적 부재가 된다. 이는 섀시의 강성을 증가시킨다.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가 예를 든 것처럼 항공기의 원래 구조는 연료 탱크를 날개에 넣는 것

이지만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 연료 탱크를 제거하고 날개를 직접 사용하여 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벌집 모양의 배터리 팩이 섀시에 결합되며 차체 

강성이 증가한다. 

 

도표 35.  비행기 연료탱크에서 아이디어 착안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도표 36.  벌집 모양으로 구조체의 강성이 확보되어, 모든 것이 가능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CTC 는 모두

공통의 목표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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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BYD 의 CTC 는 배터리 팩에 더 가까운데 팩을 섀시에 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Tesla 와 

BYD 의 계획은 하체를 없애고 팩을 넣는 것이고 Leap 의 계획은 배터리 팩 커버를 없애는 것이다. 

또한 Tesla 와 BYD 는 모두 배터리를 직접 통합하는 반면 Leapmotor 는 모듈 링크를 유지한다. 

CTC 가 CTP 의 확장이라고 봐야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CTP 는 배터리 팩 

기술이고 CTC는 차량 기술이라 볼 수 있다.  

CTP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구현하기 쉽고 배터리 팩 수준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셀이나 배터

리 팩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회사는 플랫폼화, 모듈화 및 CTC 기술 

사용에 대한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기존 차체와 섀시 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CTC 

개발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테슬라가 기존 완성차 기업에 비해 부품사와 이해관계

가 적고 수직 통합이 가능해 독자적으로 CTC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다.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높다. 셀은 모듈 

및 팩 구조의 보호 없이 섀시에 직접 통합되므로 필연적으로 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로 늘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온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더 높은 난이도의 배터리 열 관리 기술과 

더 정확한 지능형 제조 장비가 필요하다. 더 스마트한 생산공정과 더 나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유지보수 편의성이 감소된다. 배터리와 섀시의 통합 설계로 인해 배터리 팩의 

분해 및 조립에서 시트 빔을 제거해야 하는 등 보다 통합적인 구조 부품이 필요하다. 또한 셀 사이

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교체하기가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CTC 는 배터

리 교체를 자유자재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CTC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과 신규 전지 공정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OEM 은 

배터리 업체와 함께 시스템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OEM 이 초기 단계에서 모델의 전체 설계

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배터리를 공급할 때뿐만 아니라 바디와 섀시 디자인에 더 손을 

대야 한다. 

 

도표 37.  CATL 의 배터리 구조 로드맵: 2025 년 CTC 배터리 양산 

자료: CATL, 유진투자증권 

  

CTC, CTP 의 차이

CTC 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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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체와 OEM 간 협력, 경쟁 구도 전망 

배터리 제조의 다양한 측면에 따라 OEM이 배터리를 구매하는 방식은 셀부터 배터리 팩까지 다양

하다. 최근 배터리 수요 증가와 업스트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OEM 들이 배터리 쪽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부 OEM 은 JV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반면, 

직접 자체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CTP 및 CTC 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강점을 보일 수밖

에 없다. 또한 기술 변화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팩의 다양한 요소의 설계 및 생산을 점진적으로 통

합할 것이다. 배터리 업체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CTC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차량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섀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OEM 업체가 더 많은 관점에서 기술적 이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OEM은 배터리 수준에서 

공급,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초점을 레이아웃에서 배터리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배

터리 공장은 CTC 를 사용하여 섀시 개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으며 OEM 은 자체 개발한 CTC 를 

통해 섀시 개발을 주도하고 배터리 R&D 및 제조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단순 팩 조립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배터리 공장과 OEM 업체 간의 경쟁이 심

화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현재 CTP 기술을 출시한 업체는 배터리 업체(CATL, BYD,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개발 완료)이

며, CTC 솔루션을 출시한 업체는 OEM(Tesla. BYD, Leapmotors)이다. 배터리 통합 기술의 지속

적인 발전으로 배터리 회사와 OEM 간의 발언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CTC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고체 배터리의 도입 및 충전 시 교체 모드의 전환과 같은 많은 

요인이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술에 대한 실험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

며, 이 분야에서 배터리 업체와 OEM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Tesla, CATL, BYD의 사례를 참고할 시, LG에너지솔루션의 CTP도 모듈을 삭제하여 공간 효율성

을 높여 배터리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하이니켈 NCM 의 발화, 발열 문제와 모듈을 없앴을 때 파우치 셀 강성 문제, 궁극적으로 

CTC로의 진화를 위한 OEM과 이해관계 등 여러 이슈를 넘어서야 기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배터리 업체

VS.

OEM

승자는 누구인가

경쟁 심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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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배터리, IRA 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IRA 로 중국 견제 + 시간 벌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서야 CTP 기술 개발을 완성하고 LFP 전지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ESS

에 탑재하는 만큼 중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타임라인이 늦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다행히도 IRA 

발표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볼 것이라

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IRA 에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규모가 가장 크

며,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자동차에 조건부 최대 

7,500 달러/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비중이 50%를 넘어

야 하고,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한 광물 비중이 40% 이하로 낮아져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

국은 IRA 를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견제를 의도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미국에 배터리 소재, 부품 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비중을 충족하는 전기차 모

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자동차별 가격 상한, 소득 제한 등을 고려하면 수혜를 보는 자동

차는 극히 드물며, 수혜를 보는 곳이 없는 만큼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

려 중국 업체들이 우려외국집단으로 분류되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K-배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표 38.  IRA 의 세부 내용 

세액공제 비중 내용 

최대  

$7,500/대 

50%

 배터리 광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북미에서 재활용 

 '25년부터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한 광물을 포함할 경우 보조금 배제 

 '24년 이전 40%, 매년 10%씩 상승, '26년 이후 80% 이상 

50%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북미 제조 비율 50% 이상 
 '24년부터 우려외국집단에서 조달한 부품을 포함할 경우 보조금 배제 
 '24년 이전 50%, '24~25년 60%, '28년 이후 100% 

전제

조건

1) 전기차 제조 

- 전기차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법안 발효 이후 즉시 적용)

2) 보조금 대상 전기차 가격 상한 

- 벤, SUV, 픽업트럭은 8만달러, 세단 등 기타 5.5만달러 이하 
3) 보조금 대상 구매자 소득 조건 

- 부부합산 30만달러, 가장 22.5만달러, 개인소득 15만달러 이하 

기타
 핵심 광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50종 광물 

 주요 부품: 양극재, 음극재, 음극박, 용매, 첨가제, 전해염, 배터리 셀/모듈 

자료: IRA(2022), 유진투자증권 

  

IRA 로 기술 개발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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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점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이미 미국에 선제적인 증설을 진행 중이며, 완성차 OEM 과 JV

를 통해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혼다와, SK온은 포드와 합

작법인을 설립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삼성SDI도 2022년 5월 스텔란티스와 JV를 설립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양극재), SK 넥실리스(동박) 등의 소재 업체도 북미 지역에 신규 생산

설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미국 투자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업체들의 증설이 완료되면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소재, 부품 조달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도표 39.  북미 배터리 공장 증설 전망 

자료: Battery news de, 유진투자증권 

 

 

  

K-배터리가 

IRA 의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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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메탈 소재 도입 비중을 보면,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남미, 아프리카 광산 투자를 통해 광물을 확보해 중국에서 제련(Material processing)

을 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리튬, 망간, 코발트, 흑연 등 주요 원재료의 70~90%

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 등 중국 업체들은 호주,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투자 및 장기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데, 배터리 광물 채굴 및 제련 중 환

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중국 外 지역으로의 생산시설 확장에 상당 시일 소요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광물 재활용을 통해 이를 충당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나, 재활용 규모와 필요 금속양을 고

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방안은 배터리 재료를 단순화 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리튬을 활용해 메탈 도입처를 단순화하고, LFP, CTP 배터리 생산을 확대

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다. 

 

도표 40.  Mining 국가별 분포  도표 41.  Metal processing 국가별 분포 

 

 
자료: iea, 유진투자증권  자료: iea, 유진투자증권 

 

도표 42.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광물 지분투자 및 장기 계약 현황 

업체명 국가 내용 확보량

LGES 

인니 니켈 광산 논의 중

캐나다 황산코발트, 수산화리튬 

일렉트라: ‘23~’25 황산코발트 7 천톤 

아발론: ‘25~’29: 수산화리튬 5.5 만톤 

스노우레이크: 10 년간 수산화리튬 20 만톤 

호주 QPM('21.06, 7.5%) '24~'30 년 니켈 7 천톤/년,  
코발트 7 백톤/년

호주 오스테레일리안마인즈  

장기 계약('21.08)

'24~'30 년 니켈 11.8 천톤/년,  
코발트 1.3 천톤/년

중국 그레이트파워  

지분투자('21.09, 4.8%)
'23~29 년 니켈 3.3 천톤/년 

POSCO 호주 RNO 광산  

지분투자 ('21.05, 30%)
'24~39 년 니켈 7.5 천톤/년 

SK 온 스위스 글렌코어 장기 계약 ('19.12) '20~25 년 코발트 6 천톤/년 
LX 인터 호주 코발트블루 지분투자 ('18.03) 생산량 미정

자료: SN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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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To Pack Battery 

 

26_ Eugene Research Center 

양극재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증설을 진행 중이므로 리스크를 잘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벨기에 Umicore, 일본 Nichia 등을 통해 양극재를 조

달 중이며, LG 화학의 자체 양극재 공장 증설(2025 년 25 만톤), 전구체 공장 합작 투자, 배터리 리

사이클링 업체 Li-cycle 지분 투자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포스코케미칼의 미국 

공장 건설 완료 시, 리스크 축소가 예상된다. SK 와 삼성도 전구체 조달 리스크가 있으나, 에코프로

비엠의 미국 공장 증설을 활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43.  배터리 업체별 양극재 도입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음극재는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돌파구가 보

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일본, 한국 상위 3사의 점유율이 낮아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음극재 시장은 국내 3 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조흑연으

로, 장기적으로는 실리콘 음극재로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음극재 관련 특허 출

원 점유율이 6%에 그칠 정도로 기술적 열위에 있으며, 포스코케미칼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업체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인조흑연 증설을 위한 

제철소, 원재료 도입 등 현실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음극재는 IRA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44.  배터리 업체별 음극재 도입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양극재 업체의 

미국 투자 발표 

음극재는 리스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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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은 상황이 낫다. 국내에 메이저 업체들이 존재하며, 미국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험이 최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점유율이 높지만 최근 화재사건 이슈 발생으로 중국산의 침투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되었다. 또한 브뤼크너, 아이솝 등 메이저 분리막 장비 제조 업체들의 증설이 

여의치 않아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증설 속도도 더뎌졌다. LG 는 Toray 와의 합작을 통해 분리막 

원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미국 설비 확충도 고려할 것으로 추정된다. SK 도 현재 

증설 계획이 중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도표 45.  배터리 업체별 분리막 도입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전해액도 중장기 미국 증설 가능성 고려하면 위험 최소화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으로는 엔켐, 천보, 

동화 등이 있으며,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증설 추진으로 전해액 업체들도 다수 미국 증설을 

검토 중이다. 중국 점유율이 60%를 상회하지만, 양극재, 음극재 대비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한다. 

 

도표 46.  배터리 업체별 전해액 도입 현황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메이저 업체의 

미국 증설 기대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보다 나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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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위의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해 배터리 셀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험요인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수치화 할 수 있다. IRA 의 세부사항이 자세히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비용 측면, 중량 측면

에서 모두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NCM811 기준, 배터리 Pack 평

균 비용은 133 달러/kWh 로 추정된다. 이 중 단순 생산비용, 마진, 공임을 제외하고 중국 도입 리

스크가 높은 양극재, 음극재의 비중을 계산하면 무게 기준 47%, 비용 기준 41%로 로 계산된다. 

2022~2023년 기준으로는 미국 내 소재/부품 공장이 없어 50% 이상의 비중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배터리 업체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배터리 3 사가 입는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소재, 부품 업체들의 미국 증설이 완료되며 우려는 잦아들 것

이라 전망한다. 

 

도표 47.  배터리 단위 중량별 리스크 요인 분석: 양극 + 음극 47%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48.  배터리 단위 비용별 리스크 요인 분석: 양극 + 음극 41% 

자료: 유진투자증권 

 

 

0.1 

2.2 

1.3 
0.6 

0.1 0.1 

0.4 
0.8 

0.1 

0.7 

0.5 

0.4 

0.7 
0.2 

0.9 

2.5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기타 흑연 기타 전해액,

첨가제 알루미늄

구리  Steel
Stainless

steel

양극 음극 전극 기타 배터리

Pack

(kg/kWh)

양극 28%

4.6

기타 54%

양극 19%

8 

45 

98 

30 

16 
5 

15 

11 

14 

14 

10 4 
7 

23 
5 

15 

25 

28 

35 

0

20

40

60

80

100

120

140

리튬 니켈/망간 코발트 가공비 양극재 음극재 기타 가공비 판관비 마진

금속 양극활물질 NCM 811

기준

생산비 Cell

가격

BMS 기타

원재료

기타

부품

Pack

가격

($/kWh)

133

금속재료 22%

가공비 11%

음극재/
기타 19%

생산비 21%

기타 26%

포스코, 에코프로의 

증설로 목표 충족 기대 

수혜 보는 기업이 

없으므로 피해도 없음 



Cell To Pack Battery

 

Eugene Research Center _29 

당사 추정 2022 년 전기차 판매량(BEV + PHEV)은 1 천만대를 돌파하며 연간 출하량은 350 만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증설 스케줄을 고려해도 

2022년부터는 수요 증가 속도가 증설 속도를 압도한다.  

 

도표 49.  전기차 판매량 전망  도표 50.  전기차 수급 밸런스 전망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i유진투자증권 

 

배터리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테슬라,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전략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Geely, GM, 현대차,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조달 받기 위해 

JV 를 추진하며 전략을 변경하였다. LG 에너지솔루션은 IRA 발표 이후 일본 업체 혼다와도 JV 를 

설립해 K-배터리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표 51.  배터리 메이커와 완성차 OEM 의 JV 현황 

배터리  
메이커 

OEM 메이커

Joint Venture 예상 핵심 고객사 
CATL SAIC, DongFeng, Geely, Faw, GAC 

볼보, 테슬라, PSA, 다임러, BMW,  

현대기아차, 혼다

LGES 
GM,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혼다, 르노(미정)

폭스바겐, 테슬라, 볼보, FCA, 포드, 

다임러, BMW, JLR, PSA

파나소닉 테슬라, 도요타 혼다 
삼성 SDI 스텔란티스, Rivian BMW, 폭스바겐, 포드, Rivian

SK On 포드, BAIC 현대기아차, 다임러, 폭스바겐

BYD 도요타, 장안차 BYD, 현대기아차 
노스볼트 폭스바겐, 볼보 - 

자료: SNE, 유진투자증권 

  

3 

18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
0

1
5

2
0

1
6

2
0

1
7

2
0

1
8

2
0

1
9

2
0

2
0

2
0

2
1

2
0

2
2

2
0

2
3

2
0

2
4

2
0

2
5

(백만대)

CAGR +4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
0

1
7

2
0

1
8

2
0

1
9

2
0

2
0

2
0

2
1

2
0

2
2

2
0

2
3

2
0

2
4

2
0

2
5

2
0

3
0

(GWh)
공급

수요

수급밸런스(우)

(%)

결국 CTC 로 가면 

JV 추진한 국내 

업체들이 유리할 것 

LGES 의 

공격적인 JV 설립 



Cell To Pack Battery 

 

30_ Eugene Research Center 

최근 원재료 가격 변동성으로 원가 지표를 LME 메탈가격에서 Fastmarket 으로 변경하는 등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싸움, 출혈 경쟁을 통한 점유율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소재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밀도 향상, 주행거리 확보도 다수의 화재 사고 발생으로 한계에 

봉착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CTP, CTC 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를 펼쳐 나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이 Joint Venture, Partnership 등을 선제적으로 맺어 놓았기 때문에 완성차 OEM 과 

설계를 같이 해야하는 CTC의 특성상 충분히 중국 업체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다행히도 최근 급등락을 반복했던 메탈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며, 셀 업체들도 상반기의 

원가 부담을 판가에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다. LFP 와 NCM 의 가격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제성으로 인한 열위는 없는 상황이며, CTP 와 LFP 양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

배터리도 중저가 모델부터 고가 모델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도표 52.  가중평균 메탈가 동향  도표 53.  NCM 양극재 가격 동향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 54.  인조 흑연 가격 동향  도표 55.  전해액 가격 동향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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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LG 에너지솔루션 (373220) 

BUY(유지) / TP 520,000 원 

업계 최초 Pouch 에 CTP 적용 발표 

 

 



 

  

Korea |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373220) 

  

2022.9.29 

 

투자의견: BUY(유지) 

목표주가: 520,000원(유지) 

현재주가: 433,500원(9/28) 

시가총액: 101,439(십억원) 
 

업계 최초 Pouch에 CTP 적용 발표 

Analyst  황성현_ 02)368-6878_ tjdgus2009@eugenefn.com  

  
 

CTP 와 LFP 를 모두 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KABC2022 배터리 포럼에서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

에 차세대 배터리 공정인 CTP(Cell To Pack)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동사는 MPI(Module 

Pack Integrated)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었으며, 2025 년부터 적용 계획  

CTP 구조는 LFP 와 결합될 경우, 비용, 안전성 및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음. NCM 전지는 높은 발열로 모듈을 제거할 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 그러므로 파우치 하이니켈 MPI 배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

을 가질 필요. 동사는 2023 년부터 ESS 에 LFP 배터리를 적용 계획이며, 향후 자동차용으로도

적용하여 CTP 기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 

최종적으로 CTC(Cell To Chassis)로 가는 기술 로드맵 관점에서 CTP 적용은 필수적이며, 배터

리가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동사가 설계 및 개발에서 OEM 에 비해 강점을 보일 것이라 판단. 

가장 많은 JV 를 설립한 동사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질 전망 

 

IRA 수혜는 플러스 알파 

IRA 발표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 반사 수혜 기대. 단순 생산비용, 마진, 공

임을 제외하고 우려외국집단으로부터 도입 리스크가 높은 양극재, 음극재의 비중을 계산하면

무게 기준 47%, 비용 기준 41%로 로 추정. 양극재, 전해액 등 국내 소재, 부품사들의 미국

증설로 IRA 기준 충족 가능 전망. 또한 LG 화학의 양극재 공장 증설, 전구체 합작 투자, 배터

리 리사이클링 업체 Li-cycle 지분 투자, 분리막 사업 추진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전망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520,000 원 유지 

캐파 증설과 실적 증가까지 고려하면 투자 매력 높다고 판단. 매수 추천 

 

 

발행주식수 234,000(천주)

52주  최고가 598,000원

 최저가 352,000원

52주 일간 Beta 1.7

60일 일평균거래대금 1,856억원

외국인 지분율 4.4%

배당수익률(2022F) -

주주구성 

LG화학 (외 2인) 81.8%

엘지에너지솔루션우리사
주 (외 1인) 

3.5%

 1M 6M 12M

주가상승률 -6.9 -0.7 -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Buy Buy -

목표주가 520,000 520,000 -

영업이익(22) 1,171 1,171 -

영업이익(23) 2,187 2,187 -

 

결산기(12월) 2020A 2021A 2022E 2023E 2024E

매출액(십억원) 1,461 17,852 21,681 27,951 34,242 

영업이익(십억원) -475 768 1,171 2,187 2,833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605 777 859 1,813 2,445 

당기순이익(십억원) -452 930 665 1,397 1,873 

EPS(원) -2,278 3,963 2,779 5,717 7,512 

증감률(%) - 흑전 -29.9 105.7 31.4 

PER(배) - - 156.0 75.8 57.7 

ROE(%) - 10.7 6.9 13.2 15.0 

PBR(배) - - 10.7 9.4 8.1 

EV/EBITDA(배) - 2.6 30.4 22.0 18.7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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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에너지솔루션(373220.KS)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단위: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자산총계 19,942 23,764 27,947 35,225 41,744  매출액 1,461 17,852 21,681 27,951 34,242 

유동자산 9,086 9,536 9,292 12,187 15,024  증가율(%) 적지 1,121.8 21.5 28.9 22.5 

현금성자산 2,117 1,305 121 314 337  매출원가 1,237 13,953 17,438 22,076 26,985 

매출채권 3,150 3,728 4,260 5,602 7,000  매출총이익 224 3,899 4,244 5,874 7,257 

재고자산 3,043 3,896 4,298 5,652 7,062  판매 및 일반관리비 699 3,130 3,073 3,687 4,424 

비유동자산 10,856 14,228 18,655 23,039 26,720  기타영업손익 적지 348 (2) 20 20 

투자자산 1,847 2,722 3,306 4,262 5,221  영업이익 (475) 768 1,171 2,187 2,833 

유형자산 8,684 11,051 14,916 18,362 21,099  증가율(%) 적지 흑전 52.4 86.8 29.5 

기타 326 455 433 414 399  EBITDA (360) 2,220 3,670 5,243 6,330 

부채총계 12,376 15,022 19,055 25,190 30,206  증가율(%) 적지 흑전 65.3 42.9 20.7 

유동부채 6,889 9,474 10,299 12,227 14,235  영업외손익 (130) 32 (312) (374) (388)

매입채무 4,527 5,251 6,057 7,964 9,952  이자수익 1 22 15 5 32 

유동성이자부채 1,123 2,203 2,203 2,203 2,203  이자비용 8 67 130 169 196 

기타 1,239 2,019 2,039 2,060 2,080  지분법손익 0 4 4 4 4 

비유동부채 5,487 5,548 8,755 12,963 15,970  기타영업손익 (123) 73 (201) (214) (228)

비유동이자부채 5,078 4,766 7,966 12,166 15,166  세전순이익 (605) 777 859 1,813 2,445 

기타 409 782 789 797 804  증가율(%) 적지 흑전 10.5 111.2 34.9 

자본총계 7,565 8,742 8,892 10,036 11,538  법인세비용 (147) 77 193 416 572 

지배지분 6,880 7,966 8,116 9,259 10,762  당기순이익 (452) 930 665 1,397 1,873 

자본금 100 100 100 100 100  증가율(%) 적지 흑전 (28.4) 109.9 34.1 

자본잉여금 7,231 7,122 7,122 7,122 7,122  지배주주지분 (456) 793 556 1,143 1,502 

이익잉여금 (453) 338 893 2,037 3,539  증가율(%) 적지 흑전 (29.9) 105.7 31.4 

기타 1 406 0 0 0  비지배지분 4 137 110 253 370 

비지배지분 686 776 776 776 776  EPS(원) (2,278) 3,963 2,779 5,717 7,512 

자본총계 7,565 8,742 8,892 10,036 11,538  증가율(%) 적지 흑전 (29.9) 105.7 31.4 

총차입금 6,201 6,969 10,169 14,369 17,369  수정EPS(원) (2,278) 3,963 2,779 5,717 7,512 

순차입금 4,084 5,664 10,049 14,055 17,032  증가율(%) 적지 흑전 (29.9) 105.7 31.4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단위: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영업현금 395 979 2,043 2,620 3,385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452) 930 665 1,397 1,873  EPS (2,278) 3,963 2,779 5,717 7,512 

자산상각비 116 1,452 2,499 3,055 3,497  BPS 34,398 39,831 40,579 46,297 53,808 

기타비현금성손익 700 1,459 (1,014) (1,066) (1,186)  DPS 0 0 0 0 0 

운전자본증감 178 (2,407) (115) (774) (807)  밸류에이션(배,%)   

매출채권감소(증가) (110) 139 (532) (1,342) (1,398)  PER - - 156.0 75.8 57.7 

재고자산감소(증가) (207) (920) (402) (1,354) (1,411)  PBR - - 10.7 9.4 8.1 

매입채무증가(감소) 258 (568) 805 1,907 1,988  EV/ EBITDA - 2.6 30.4 22.0 18.7 

기타 237 (1,058) 14 14 14  배당수익율 0.0 0.0 - - -

투자현금 (885) (2,178) (6,428) (6,627) (6,363)  PCR - - 40.2 25.5 20.7 

단기투자자산감소 0 0 0 0 0  수익성(%)   

장기투자증권감소 0 (181) (86) (143) (144)  영업이익율 (32.5) 4.3 5.4 7.8 8.3 

설비투자 260 3,463 6,288 6,429 6,164  EBITDA이익율 (24.6) 12.4 16.9 18.8 18.5 

유형자산처분 4 59 0 0 0  순이익율 (30.9) 5.2 3.1 5.0 5.5 

무형자산처분 (4) (54) (54) (55) (55)  ROE - 10.7 6.9 13.2 15.0 

재무현금 (203) 883 3,200 4,200 3,000  ROIC - 5.4 5.6 8.1 8.5 

차입금증가 (203) 556 3,200 4,200 3,000  안정성 (배,%)   

자본증가 0 (263) 0 0 0  순차입금/자기자본 54.0 64.8 113.0 140.1 147.6 

배당금지급 0 0 0 0 0  유동비율 131.9 100.7 90.2 99.7 105.5 

현금 증감 (707) (210) (1,185) 194 22  이자보상배율 (60.1) 11.5 9.0 12.9 14.5 

기초현금 2,200 1,493 1,283 98 292  활동성 (회)   

기말현금 1,493 1,283 98 292 314  총자산회전율 - 0.8 0.8 0.9 0.9 

Gross Cash flow 365 3,861 2,158 3,394 4,192  매출채권회전율 - 5.2 5.4 5.7 5.4 

Gross Investment 707 4,586 6,543 7,400 7,169  재고자산회전율 - 5.1 5.3 5.6 5.4 

Free Cash Flow (342) (725) (4,385) (4,006) (2,978)  매입채무회전율 - 3.7 3.8 4.0 3.8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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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6.30 기준)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황성현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2-02-09 Buy 520,000 1년 -17.7 -1.7 

 

2022-04-08 Buy 520,000 1년 -17.6 -1.7 

2022-04-28 Buy 520,000 1년 -17.6 -1.7 

2022-07-08 Buy 520,000 1년 -14.4 -1.7 

2022-07-27 Buy 520,000 1년 -11.2 -1.7 

2022-09-05 Buy 520,000 1년 -7.3 -1.7 

2022-09-29 Buy 520,000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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