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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

요
 

약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

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최

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

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

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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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8월 16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이 발효됐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

히 IRA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도 의도하여 제

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본고는 IRA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고, 이 중에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개정 사항이 담긴 IRA Section 13401에 초점을 맞춰 IRA 발효가 국내 자동차산업 

및 이차전지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

IRA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추진되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

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수정·축소한 법안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이 과다한 예산 규모 등의 이유로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미 행정부

는 최근 전 세계적 현안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헬스케어 등의 부문으로 범위와 예산을 축소한 IRA 법안을 미국 의회에 새롭

게 제출했고, 동 법안은 지난 8월 7일과 8월 12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바

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현지 시간)에 최종 발효되었다.

IRA의 법안 구조(<표 1> 참고)를 살펴보면 먼저 지출 측면에서 총재정 투입의 

84.4%에 이르는 3,690억 달러의 예산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부문에 편성

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정 전력 부문 세액공제, 친환경 

제조업·차량·연료 관련 세액공제, 개인 대상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며, 미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 회복 및 자국 내 투자·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

보험개혁법(ACA) 지원 연장(2025년까지)과 서부지역 가뭄대응 역량 강화에도 각각 

640억 달러, 4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는 법안 구조상 수입(세수) 측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IRA는 세입을 7,370억 달러 이상 확대하여 계획된 지출의 재원 마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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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를 위해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

며, 국세청의 과세 집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키로 했다.

국내 산업 영향 관점에서 이번 IRA 법안 중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조항은 Sec-

tion 13401이다. Section 13401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1) 세액공제(사

실상 보조금 효과) 적용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 규정이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이차전지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IRA 발효는 지난 8월 9일 발효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더

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미국 지도부의 의도가 입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이 담긴 Section 

13401를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다.2) 

IRA Section 13401의 핵심을 요약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1)   IRA Section 13401이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정확한 영문 용어는 Clean Vehicle이며, BEV(배터리전기차), 

PH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및 FCV(수소연료전지차)가 Clean Vehicle 차량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IRA 세액공제 대

상인 Clean Vehicle을 전기자동차(또는 전기차)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2)   한편, 지난 9월 12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 원료와 제품의 미국 생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

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작년 초에 미 행정부가 

실시했던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 대상인 4대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및 핵심광물(희토류 등) 중에서 3개 분야에 대한 미

국의 자국 생산 및 공급망 강화 관련 입법 또는 행정조치가 완료된 셈이다.

<표 1> IRS 주요 항목별 투자 및 수입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금액 

지출 항목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369

건강보험개혁법(ACA) 연장 64

서부 가뭄대응 역량 강화 4

총지출 합계 437

수입 항목

15% 최저 법인세 222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265

국세청(IRS) 과세집행 강화 124

1% 자사주 매입(Buyback) 수수료 부과 74

손실한도 확대 52

총수입 합계 737

총재정적자 감축(Deficit Reduction) 300 

자료:   Senate Democrats,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수정 게시일: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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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① 최종 조립 조건, ②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③ 배터리 부품 조건 등의 IRA 법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3) 첫 번째 조건인 ‘최종 조립 조건’은 최

종 조립(Final Assembly)이 북미(North America)4)에서 이루어진 전기차만 세액공

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조건은 IRA 발효 즉시 적용된다. 즉,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에서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이다. 동 조건은 전기차 탑재 배터리에 내

3)   IRA 발효 이전에도 미국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의 조건들은 금번 IRA 입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다.

4) 북미(North Ameri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을 의미한다.

<표 2>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조건(IRA Section 13401 요약)

 세부 내용 적용 시기

①   최종 조립 조건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North Ameri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을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함

2022. 8. 16~
(발효 즉시)

②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②-1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ⅰ)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되거나 ⅱ)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에 한해 3,75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도별 비율: (2024. 1. 1 前) 40% → (2024) 50% → (2025) 60% → 

(2026) 70% → (2027 後) 80%
 *   핵심광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약 50여 종 광물

2023. 1. 1~

②-2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해외우려집단(For-
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없음

2025. 1. 1~

③   배터리 부품  
조건

③-1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은 50% 이상(2023년 
기준, 비율은 매년 증가)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한해 3,750달
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도별 비율: (24. 1. 1 前) 50% → (2024~2025) 60% → (2026) 70% 

→ (2027) 80% → (2028) 90% → (2029) 100%
 *   주요 부품: 셀, 모듈, 전극활물질(양극재, 음극재, 음극기판), 전기적 활물질

(솔벤트, 첨가제, 전해솔트(전해질))

2023. 1. 1~

③-2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주요 부품이 해외우려집단(For-
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024. 1. 1~

④   차종 가격 상한
밴, SUV, 픽업트럭은 8만 달러, 세단 등 이외 승용 차량은 5.5만 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모델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 1. 1~

⑤   구매자 소득  
상한

구매자 소득 조건이 부부 합산 30만 달러, 가장 22.5만 달러, 개인 15만 달러 
이하에 해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 1. 1~

⑥   제조업체당 세
액공제 적용  
대상 한도 폐지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체당 총 20만 대로 제한되어 있었던 규정 폐지 2023. 1. 1~

자료: Inflation Reduction Act(2022)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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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

에서 추출(Extracted) 또는 처리(Processed)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Recycled) 

광물인 경우에 한해서만 3,750달러 상당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핵심 광물 비율은 2023년 40%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7년 이후부터는 

80%로 고정되는 구조다. 

세 번째 조건은 ‘배터리 부품 조건’이다. 동 조건은 전기차 탑재 배터리 부품 중 일

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Manufactured) 또는 조립된(Assembled) 경우에 한

해 3,750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 

2023년 50%에서 매년 증가하는 구조이며 2029년 이후부터는 100% 전량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터리 관련 두 규정은 발효 즉시 적용되는 최종 

조립 조건과 달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표 2> 참고).

한편 IRA 13401은 배터리 관련 추가 규정을 2개 더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에 탑재된 배터리에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5)으로부터 추출, 처

리 또는 재활용된 광물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조건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두 번째 조건은 해외우려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일부라도 포함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역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된다는 조건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액공제 차량 가

격 상한 및 구매자 소득 상한 조건이 2023년부터 적용되며, 업체당 20만 대까지만 

(누적 판매 대수 기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로 해제

되어 동 규정을 적용받던 테슬라(Tesla) 및 GM의 경우 내년부터 판매 대수와 상관없

이 세제 혜택을 받게될 가능성이 생겼다(<표 2> 참고). 

3. IRA 발효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IRA 발효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단기 영향은 명확하다. 발효 직후(202년 8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최종 조립 조건’ 충족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은  당장 전기차 

5)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는 ① 국무장관이 정한 해외 테러조직, ② 재무부가 정한 우려국 또는 인물

(SDN List) 또는 ③ 법무부가 정한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에 해로운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IRA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외우려집단을 포함시킨 것은 미국 중심의 전기차 및 이차전지산업 생태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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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RA 세액공제 대상 차량 및 현대차·기아 차량간 판매현황 비교

업체 모델 차종

2021년 2022년 1~7월

비고판매
대수

점유율
(%)

판매
대수

점유율
(%)

I
R
A

세
액
공
제

대
상

Tesla

Model Y BEV 192,899 28.8 155,168 27.7 ~2023 수혜

Model 3 BEV 124,237 18.5 123,000 22.0 ~2023 수혜

Model S BEV 17,653 2.6 20,500 3.7 ~2023 수혜

Model X BEV 23,046 3.4 13,900 2.5 ~2023 수혜

Ford

Mustang Mach-E BEV 27,140 4.0 22,645 4.0

Escape PHV 2,210 0.3 4,531 0.8

Ford F-Series BEV 76 0.0 4,469 0.8

Transit BEV - - 3,534 0.6

Lincoln MKC/Corsair PHV 409 0.1 1,059 0.2

Aviator PHV 2,901 0.4 1,046 0.2

GM

Chevrolet Bolt EUV BEV 2,788 0.4 8,211 1.5 ~2023 수혜

Chevrolet Bolt BEV 22,073 3.3 3,455 0.6 ~2023 수혜

Hummer Pickup BEV 1 0.0 556 0.1 ~2023 수혜

BMW
X5 PHV 8,770 1.3 7,470 1.3

3 Series PHV 4,016 0.6 1,723 0.3

Stellantis
Wrangler(Jeep) PHV 24,000 3.6 20,357 3.6

Grand Cherokee(Jeep) PHV - - 4,000 0.7

Rivian

R1T BEV 582 0.1 4,419 0.8

Rivian EDV BEV - - 138 0.0

R1S BEV 8 0.0 103 0.0

르노-닛산 Leaf BEV 14,239 2.1 7,952 1.4

VW Audi Q5 PHV 6,185 0.9 2,316 0.4

FCA Pacifica(Chrysler) PHV 5,570 0.8 9,559 1.7

Geely Holding S60(Volvo Cars) PHV 3,122 0.5 1,366 0.2

Lucid Motors Lucid Air BEV 577 0.1 1,279 0.2

국
내
기
업

현대차·기아

IONIQ 5 BEV 153 0.0 15,670 2.8

EV6 BEV - - 14,284 2.6

NIRO BEV BEV 8,717 1.3 6,871 1.2

Sorento(KX7) PHV 2,323 0.3 3,164 0.6

NIRO PHV PHV 3,572 0.5 2,854 0.5

Santa Fe PHV 1,720 0.3 2,428 0.4

Kona BEV 8,936 1.3 2,136 0.4

Tucson(ix35) PHV 948 0.1 1,868 0.3

Ioniq PHV PHV 3,484 0.5 792 0.1

Genesis GV60 BEV - - 517 0.1

Nexo FCV 430 0.1 300 0.1

Ioniq BEV BEV 1,766 0.3 5 0.0

자료 : US Department of Energy 및 Markline D/B를 활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1) BEV: 배터리전기차, P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FCV: 수소연료전기차. 

        2)   점유율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Clean Vehicle(BEV/PHV/FCA) 전 차종의 판매 대수 합계 대비 해당 차량의 판매 대수 비율 계산.

        3) Tesla 및 GM의 총 7종 차량은 업체당 20만 대 제한 규정이 풀리는 2023년부터 수혜.

        4) 2021년 판매 대수가 “-”로 표시된 모델은 2022년에 출시된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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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

력 열위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국산 전기

차는 국내 수출을 통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은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6) 2022년 8월 IRA 발효 시점 기준에서의 세액공

제 대상 전기차와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를 대상으로 모델별 판매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3>에 기술된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총 12종(2022년 기준)

의 전기차를 판매 중인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 중

이다. 2021년에는 4.7%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7월 누계 기준으로 총 5만 889대 

를 판매하며 점유율을 9.1%까지 끌어올려 테슬라(Tesla)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최종 조립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알라바마 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하여 GV70 전

기차 일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나 그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기

아는 조지아주에 약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으나 2025년  

이후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결국 신공장 가동 시점인 2025년 이전까지는 현대차·

기아가 판매하는 전기차 대부분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IRA의 ‘최종 조립 조건’을 충족하는 경쟁업체들은 모두 IRA 발효 이후에도 

1대당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 3>에서 보여주는 것처

럼 포드(Ford), GM 등 미국 기업은 물론 현재 북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독일, 

일본 등 경쟁사들의 일부 차종들은 IRA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어 우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테슬라와 GM의 경우 내년

부터 업체당 한도 조건(20만 대까지만 혜택 부여)이 없어지면서 향후 배터리 관련 조

건 충족 여부에 따라 2023년부터 판매차 전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기업인 테슬라의 독주가 더 강

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아이오닉5, EV6 등이 최근 호평을 받으며 미국 시장 점유

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었던 현대차·기아에게 IRA 발효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IRA가 단기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

이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내년부터 시작돼 점차 강화될 배터리 관련 규정들은 국내는 물론 외국기업들도 충

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배터리 핵심 광물을 보면 대부분이 IRA가  

6) https://afdc.energy.gov/laws/electric-vehicles-for-tax-credit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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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이외 지역에서 생산과 정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천연 흑연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82%에 달하고 정제는 전량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7) 리튬도 마찬가지다. 현재 리튬은 호주 및 칠레(모두 미

국과 FTA 체결)에서 주로 생산되나 리튬 정제는 미국과 FTA 미체결국인 인도네시아

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충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배터리 셀의 75% 이상이 중국에서 이

루어지고 있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또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의존

도가 60%가 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그림 1> 참고).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실제로 세계자동차제조협회(Alliance for Automotive In-

novation)는 IRA 발효로 수년 내에 ‘모든’ 전기 차종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9) 국내 기업이 최종 조립 조건 미충족으로 당장 불이

익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배터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배터리 규정 미비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미

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IRA 배터리 규정에 부합하는 이

차전지 공급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할지 여부에 따라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유지 및 시장 점유율 방어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 삼성증권 Sector update(2022. 8. 12)에서 참고.

8)   MIT Technology Review(2022), “EV tax credits could stall out on lack of us battery supply”, 8월 2일 기사에서 참고

하였음.

9)   NPR(2022), “No electric vehicles on the market today qualify for the new EV tax credit”, 8월 9일 기사에서 참고 

하였음.

<그림 1>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지역 분포

자료: IEA.

   주: Li(리튬), Ni(니켈), Co(코발트), Gr(흑연), Cathode(양극재), Anode(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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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A 발효가 국내 이차전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이차전지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T용 소형 배터리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는 세계 1위를 줄곧 유지 중이고, 전

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최근 격차를 상당히 좁히고 있다(<표 4>, 

<그림 2> 참고).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일

의 6개사가 전체 시장의 약 83.9%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 시장점유 순위

로 따지면 CATL(중국), LG에너지솔루션(한국), 파나소닉(일본) 순(2020년 기준)이

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국내 기업 LG에너지솔

루션, 삼성 SDI, SK온이 각각 1위, 3위, 4위로 올라서게 된다(2020년 기준).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국내 이차전지 3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표 5>,  

<표 6> 참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파나소닉이 테

슬라에 배터리 공급)이 80%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이어 한국(11%), 중국(7%), 

미국(2%) 순으로 추정된다. (SNE 리서치)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국내 배

터리 3사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LG에너지솔

루션은 이미 홀랜드와 오하이오에 독자 공장을 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GM과 합작 

으로 오하이오(2022년 하반기 목표), 테네시(2023년 하반기), 미시간(2025년 상반

기)에,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캐나다 온타리오(2024년 상반기)에 각각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SK온은 현재 가동 중인 조지아 공장에 이어 추가로 조지아 2공

장(2023년 목표)을 증설 중이며, 포드와 합작으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켄터키와 

테네시 2곳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 SDI는 현재 북미지역에 가동 

중인 공장은 없으나 최근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2025년 목표)을 건설

<표 4> 한국의 리튬이온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2019년 2020년 2021년

IT 46.7(1위) 45.0(1위) 44.5(1위)

전기차 22.1(3위) 39.8(1위) 38.7(2위)

ESS 66.5(1위) 70.5(1위) 72.7(1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7)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에서 재인용.

<그림 2> 전기차용 이차전지 한중일 점유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7) “2030 이차전지산업(K-Battery) 

발전전략”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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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생산 기반 확

대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합산 점유율이 56.4%

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SNE 리서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이차전지 기업의 북미지역 생산 기반 확대 추세가 규모와 속도 양면에서 모두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IRA 발효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이차전지산업에 악재보다는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

업의 배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우월적 지

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등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생산 및 정제가 중국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도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IRA의 배터리 핵

<표 5>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 현황

순위 업체명 사용량 점유율

1 CATL(중국) 34.3 24.0

2
LG에너지

솔루션(한국)
33.5 23.5

3 Panasonic(일본) 26.5 18.5

4 BYD(중국) 9.6 6.7

5 삼성SDI(한국) 8.2 5.8

6 SK온(한국) 7.7 5.4

기타 23.0 16.1

합계 142.8 100.0

자료:   SNE리서치, KDB 미래전략연구소(2021. 9),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시장 트렌드 및 기술개발 동향”에서 재인용.

   주: 2020년 기준.

<표 6> 전기차용 배터리 기업 현황(중국시장 제외)

순위 업체명 사용량 점유율

1
LG에너지

솔루션(한국)
26.8 33.1

2 Panasonic(일본) 25.6 31.6

3 삼성SDI(한국) 8.2 10.1

4 SK온(한국) 7.7 9.7

5 CATL(중국) 5.3 6.5

6 AESC(중국) 3.8 4.7

기타 3.6 4.3

합계 81.0 100.0

자료:   SNE리서치, KDB 미래전략연구소(2021. 9),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시장 트렌드 및 기술개발 동향”에서 재인용.

   주: 2020년 기준.

<표 7> 국내 이차전지 업체별 미국 생산 기반 증설 계획

 증설 계획

LG에너지솔루션

·   미국 홀랜드와 오하이오에 공장 운영 중
·   GM과 공동으로 오하이오(2022년 하반기), 테네시(2023년), 미시간(2025년)에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
·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캐나다 온타리오(2024년)에 공장 설립 추진 중

SK온
·   미국 조지아(제1공장)에서 공장 운영 중이며, 조지아 제2공장(2023년) 증설 중
·   포드와 공동으로 켄터키(2025년) 및 테네시(2025년)에 2개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

삼성SDI ·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인디애나(2025년)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

자료: SNE 리서치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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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광물 조건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늘리

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 곧바로 맞출 수 있

는 여력이 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거래하는 완

성차 업체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파나소닉 등 미국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해

도 그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년 3월 연두교서에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조하며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반도체와 과학법’(8월 9일), ‘인플레이션 감축법’(8월 16일), ‘생

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9월 12일) 발효로 제도화·현실화되고 있다. 전기차

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담은 IRA Section 13401 조항 역시 전기차

와 배터리 분야에 적용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일

각에서는 IRA를 중간선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나 기후 변화 대응 강화, 중국 견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의 미국의 정책기조는 계속될 전망이고, 우리 역시 이에 대

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IRA 발효로 당장 국내 자동차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리 기업들(현대차·기아)이 올들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

고 있던 상황에서 금번 IRA 발효는 뼈아프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강화했고 IRA 발효로 친환경 차량 지원에 대한 실탄이 

마련된 만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6일 이전 

계약물량은 세제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고 현대차·기아의 출고 대기물량을 따져

볼 때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IRA로 인한 피해 본질은 대당 

7,500달러 상당의 가격 경쟁력 약화다. 고성장이 예상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에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주도권 경쟁에

서 치명적 약점이 생긴 것과 다름없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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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알라바마 공장에 대한 전기차 라인으로의 개조 또는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조지아주 공장 가동 시점도 기존의 2025년에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2023년

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외국 완성차 

업체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인 만큼 IRA 배터리 조건에 부합한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

장 좋은 방법은 협상을 통해 IRA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수입 물량의 쿼터를 

받아내는 등의 예외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IRA가 

이미 발효됐지만 미비된 규정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후속 가이드라인을 2023년  

이전에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양국 간 실무협상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에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IRA 발효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IRA 발효 이전부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IRA Section 

13401의 해외우려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 등이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경우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미국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려면 배터리 원료·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 및 소재 기업들이 최근 해외 광

산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장기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표 8> 참고) 매년 늘어

<표 8> 국내 이차전기 기업의 광산 지분투자/장기구매계약 현황

 증설 계획

LG에너지솔루션
·   (호주) QPM 지분 투자(2021년 6월, 7.5%)
·   (호주) 오스트레일리안마인즈 장기구매계약(2021년 8월)
·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합작투자(논의 중)

포스코 ·   (호주) RNO 광산 지분투자(2021년 5월, 30%)

SK온 ·   (스위스) 클렌코어 장기구매계약(2018년 3월, 생산량 미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신용평가(2022. 8),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영향”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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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터리 핵심 광물 비율 규정을 맞추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

연합에서도 미국의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Raw Material Act) 추진을 통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배터리 원료와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사실 신규 광산 개발 또는 투자는 고도

의 리스크가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업 혼자의 힘만으로는 성공 확률이 낮다. 

금융, 세제, 정보제공 등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황경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kihwang@kiet.re.kr / 044-287-3081
「기업의 서비스화가 생산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공저, 2022)

「한국의 GVC 참여구조와 코로나19 이후 수출회복 영향 분석」(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