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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코아 2018년까지 2차전지 양극재 생산능력 3배로 

증설 

유미코아는 오늘 급증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용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NMC (니켈 망간 

코발트) 양극재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발표하였다. 

향후 3년에 걸쳐 기존 생산거점인 천안(한국)과 강문(중국) 그리고 두 곳에 인접한 신규부지에 약 1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하는 내용이다. 유미코아는 가장 최신의 독자생산기술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2018년말까지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증설되는 생산라인은 2017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배기가스규제에 의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 자동차 모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마일드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순수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이들 차량의 보급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 버스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의 전기차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다. 

유미코아의 NMC 양극재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총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기술의 

핵심소재이다. 

"급속한 수요 증대를 기반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증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미코아는 양극재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클린 모빌리티 (Clean Mobility)를 위한 재료의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우리의 열망과 부합합니다.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미코아의 

CEO인 Marc Grynberg씨는 말하였다 

위위 한국어 내용은 원래 영어 문서의 무료 번역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문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문서가 우선합니다. 

 

Mark Grynberg씨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전 10:30 CET에 컨퍼런스 콜을 개최합니다. 컨퍼런스 콜은 위위 
위위 위위 위위위 위위위위 위위위 위 위 위위위위 : 

Country Local number  

Belgium +32(0)2 404 06 60 

Germany +49(0)69 2222 10621 

Netherlands  +31(0)20 716 8296 

UK +44(0)20 3427 1919 

USA +1646 254 3363 

International +44 20 3427 1919 

위위위위 ID 9737042를 이용하여 시작시간 5-10분전에 전화를 걸러 주십시오. 컨퍼런스에 들어가기 전이 

당신의 이름, 성 그리고 회사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Investor Relations 

Evelien Goovaerts +32 2 227 78 38 evelien.goovaerts@umicore.com 

Eva Behaeghe +32 2 227 70 68 eva.behaeghe@umicore.com  

Media Relations 

Tim Weekes +32 2 227 73 98 tim.weekes@umicore.com   

Umicore profile 
유미코아는 세계적인 소재 기술 및 리사이클링 그룹이다. 유미코아는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료, 화학, 

금속 관련 사업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유미코아의 사업영역은 크게 촉매, 에너지/표면기술, 리사이클링 의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 영역은 최첨단 신기술 개발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료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장지향적인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용 촉매, 이차전지 재료와 리사이클링사업 등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창출되며 연구개발 역시 해당 

사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유미코아의 가장 큰 목표인 지속 가능한 가치 창조는 우리의 미션인 ‘materials 

for a better life’ 를 위한 소재의 개발,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링에 기반한다.  

유미코아 그룹은 모든 대륙에 생산기지를 두고 글로벌 고객을 응대한다.  2015년 매출액은 104억 유로(메탈 

제외 26억 유로) 이며 현재 10,4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www.umicore.com 

유미코아의 이차전지재료사업부는 19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리튬이온 양극 재료의 개발과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이다. 유미코아의 제품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 및 소비자 

가전제품의 내구성 및 기능향상을 이끄는 고객의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다.   

http://rbm.umicore.com 

Presentation on Rechargeable Battery Materials 

http://www.umicore.com/
http://rbm.umicore.com/
http://www.umicore.com/storage/main/2015cmd-energysurfacetechnologies-rechargeablebatterymateria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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