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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기회를 잡으려면

전 현 주
연구전략본부
연구원

KATECH Insight
◆ 미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공급망 재편 및 일자리 유치 정책은 국내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을 살리고 위협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양자·
다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은 생산지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 및 생산전략 필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 가속화
∙ 미국 친환경차(HEV, PHEV, BEV) 판매량은 `20년 기준 세계 3위(SNE Research)*이며, 미국 내
친환경차 생산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18년 3.7% → `23년 13.7%, AutoForecast Solution)
* 1위 중국(165만대), 2위 일본(93만대), 3위 미국(79만대), 4위 독일(72만대), 5위 영국(29만대)

∙ 수소경제 로드맵 2019, `35년 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언 및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출범 50일 맞이하는 美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관련 공약 구체화 등 친환경 정책 강화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및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 관련 공약❙
수소경제로드맵 2019
(수소에너지 협회, FCHEA)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美 바이든 정부
친환경 관련 공약

§

`30년까지 수소차 누적보급 120만대 및 수소충전소 4,300개 구축

§
§
§
§
§

`35년까지 캘리포니아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미국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추가, 전기버스로 전환(~‘30년)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및 친환경자동차 생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정부 관계자 관용차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 차량 300만대 전기차로 변경

* Green Act 법안 통과 시, 전기차 Tax Credit은 기존 20만대에서 60만대로 증가

▚국내 기업은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다각적 전략 검토 중
∙ (완성차) 내연기관 모델을 친환경차로 다변화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원가 절감,
에너지 효율, 편의성 등을 확보해 친환경차 경쟁력을 증가시켜 시장 확대 전략
* 현대차는 미국에 출시할 투싼, 싼타페를 친환경차 라인(HEV, PHEV)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아이오닉5 미국 출시 예정

∙ (부품기업)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1, 2차 공급 업체들은 미국 내 라인 증설 적극 검토
* LG에너지솔루션-GM 합작으로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 중, SK이노베이션 조지아 2공장 건설 결정 등
**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수요 급증으로 미국에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증설 검토

▚바이든 정부의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기회이자 위험 요소
∙ 미국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재편 검토로 인해 관련 부품기업 밸류체인에 영향
-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 연계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에 美대통령 바이든 서명(`21.02)
- 제조 원가가 낮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하므로 품질, 비용, 수급을 고려한
공급업체 발굴이 필요하지만, 미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반사 이익 기대
∙ 미국 내 자동차산업 투자 및 일자리 유치를 위한 USMCA*, 리쇼어링 기업의 세금 혜택**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조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역내 조달 비중을 높이고(62.5% → 75%) 미국 내 투자 촉진 유도(`20.07 발효)
**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산업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하는
제조 기업에 10% 세금혜택 제시

❙E-GMP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5’(左) 및 수소전용 대형트럭 ‘넵튠’(右)❙

▚국내기업의 미국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기업의 맞춤형 전략 시급
∙ (정부) 친환경 정책 및 이해관계 조율 등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는 한-미 산업협력체제 구축
- (양자·다자협력) 정부·기업·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자* 및 다자** 협력체제를 활용한 정책·기술·연구 분야 협력 진행
* 일본은 JCM(Joint Crediting Mechanism)을 통해 개도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미국 중심 역내 공급망 편입 유도

∙ (기업) 미국 시장 공략과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검토 필요성
- (공급망 재구성) 국내 완성차 기업은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지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 및 생산
전략이 필요하며, 동반진출한 중소부품기업의 해외 고객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