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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C (뉴욕, KCAC)
(2 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퀀텀스케이프)
기업개요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는 KCAC 스펙주와의 합병을 통해 33 억 달러(약 4 조
원) 기업가치로 뉴욕증권거래소 티커 QS 로 상장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빌게이츠와 폭
스바겐이 투자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이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대기
업 그룹도 투자한 기업이다. 퀀텀스케이프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를 폭스바겐 전기차
에 적용하려 한다. 합병은 2020 년 4 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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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스케이프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를 폭스바겐 전기차에 적용하려 한다. 합병은
2020 년 4 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현황
2010 년 스탠포드대에서 분리 설립된 퀀텀스케이프는 에너지관련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2 년 폭스바겐과 협력하였고 2018 년 1 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올해 6 월 16 일 미국 배터리 전문가에 2 억 달러를 추가 투자로
지분을 늘렸다. 퀀텀스케이프가 개발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적용된 배터리로 현 리튬이온 에너지 용량과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고체는 우선 전기자동차보다 모바일, IOT 등
부문에서 먼저 적용되어 시범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
업체인 퀀텀스케이프(QuantumScape)와 손잡은 폭스바겐은 오는 2025 년까지 단
한번의 충전으로 500 마일(약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개발하려고 한다.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을 2025 년으로 예측되었지만 퀀텀스케이프의 상장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기가 앞당겨 질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고체
배터리 셀을 생산할 예정이다. 2023 년에 33 억 달러 가치의 1GWh 용량 라인을
설치하여 2025 년 25GWh 용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1957 년부터 연구되어온 전고체의 핵심은 안전한 배터리에 있다. 외부충격에 의해
휘거나 잘라져도 화제가 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다. 두번째 핵심은 높은 효율에 있다.
전고체 배터리로 변화하여야 에너지 밀도가 2 배~3 배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양극재,
음극재 기술로는 에너지 밀도를 10~20%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 리튬이온 배터리 kg 당
200 정도이며 전고체 배터리는 kg 당 500 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2.5 배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 기존 리튬이온 대비 17%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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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빌게이츠는 더 좋고 싼 배터리가 나올 것이라고 트위터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전망
스펙주 KCAC 는 9 월 3 일시장에 몇 없는 전기관련 배터리 제조사 퀀텀스케이프와의 합병회사 발표 후 주가는 바로 87.4%나
급등하였으며 커다란 하락장에서 홀로 빛난 종목이였다. 퀀텀스케이프는 미국의 몇 없는 2 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며 폭스바겐과
빌게이츠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 있어 어느정도의 안전성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차전지 업계에서 향후 승부는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기에 2 차전지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주식이라 생각된다. 스펙주 투자는 언제나
합병이 안될 리스크와 퀀텀스케이프가 잠시 반짝 나온 기업일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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