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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 내용

◈ 재무부, IRA 시행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개시(~11.4)

◈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들, 잇따라 전기차 보조금 규정 개선 요청

◈ 미 정부는 여전히 IRA 이행방안 검토 중 답변, 연내 규정 발표에 주목

Ⅰ. 개요 및 배경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시행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 절차 실시

-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현지시간 5일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

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대중 및 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지하고 아래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한 의견 요청

1) 특정 에너지 생성 인센티브(Clean Energy Generation Incentives)

2) 에너지 업계 관련 보조금 개선사항(Credit Enhancements)

3) 주택/건물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s for Homes and Buildings)

4)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Consumer Vehicle Credits)

5) 제조업 에너지 관련 보조금(Manufacturing Credits)

6) 세금 공제 혜택의 지급 및 양도(Credit Monetization)

□ 재무부 팩트시트(Fact Sheet) 주요 내용

◦ 재무부는 이번 공지와 의견 수렴 이행 과정에 대한 추가정보를 팩트시트 형태로 공개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3,690억 달러 중 2,700억 

달러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시행될 전망으로 재무부 및 국세청(IRS)이 담당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 공표

1) 공공 참여(Robust and Broad Public Engagement)

: 지침 및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대중에 공표하고 주요 조항에 대한 여러 대

중 의견 수렴, 이후 관계자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예정

2) 명확성과 확실성(Clarity and Certainty)

: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신속한 노력

* 재무부 및 IRS의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에 대한 초기 지침 발표(8월)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EV-Tax-Credit-FAQs.pdf

3) 책임감 있는 관리(Sound Stewardship)

: 주무부처 간 협력 하에 효과적인 가드레일 설치 및 검토·보고를 실시하여 

의회가 의도한 입법 의도대로 혜택이 시행되도록 노력

□ ‘4)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관련 주요 질의 내용

◦ 질의요청서는 크게 섹션1. 목적(Purpose), 섹션2. 배경(Background), 섹션3.

의견요청(Request for Comments)으로 구성

◦ (섹션1 & 섹션2) 질의서를 요청하게 된 배경 및 기존 IRA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관련 주요 내용

- 1) Section 30D, 청정 차량 보조금(Clean Vehicle Credit)과 2) Section 25E, 중고차 

청정 보조금(Previously Owned Clean Vehicles)으로 구분하여 차량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 설명

<IRA 청정에너지 차량 보조금 주요 내용>

Ÿ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3750달러 보조금 지급(2029년 100%로 단계적 상승)

Ÿ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경우 3750달러(2027년 80% 이상 단계적 상승)

Ÿ 동시에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EV-Tax-Credit-FAQs.pdf


◦ (섹션 3) 청정에너지 질의 내용

- △북미산이라는 최종 원산지 정의 및 북미에 포함되는 실질 지역, △전기

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종류와 그 비중 산정 관련 질의, △전기차 부품 

조립 기준과 지역, △전기차 배터리 조립을 금지한 해외 우려 대상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등을 요청

<북미 최종 조립 관련 의견요청서 질의 내용>

Ÿ (9) Final Assembly Requirement. Is guidance nee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term “final assembly” in § 30D(d)(5) or the area included in the term 

“North America” for purposes of § 30D(d)(1)(G)?

⇨ IRA는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인프라법의 정의를 차용,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 존재

□ 미 재무부 시행규정 의견 수렴 및 IRA 전기차 규정에 대한 현지 보도

◦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부문에 투자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려는 역사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며 대중의 참여 독려

- (폴리티코) 청정에너지 산업에서는 재무부의 인력 수준과 제정된 법안에 

대한 촉박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단시간 내 방대한 양의 혁신적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보도

- (인사이드트레이드) 일부 미국 교역 파트너들 사이에서 IRA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보도(sparking concerns among some U.S. trading partners)하며,

이번 의견 수렴 결과에 주목

- (블룸버그) IRA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문제 지적을 인용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녹색 경제 산업 여러 

곳에 걸친 불공정한 지원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 폴리티코 언론은 추가 보도에서 ‘누가 전기차의 열쇠를 쥐고 있나?’ 라는 기사를 게재,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변경 권한의 주체에 대한 의문 제기

* Who holds the keys on electric vehicles?

-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Valdis Dombrovskis)은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서 EU 및 기타 무역 파트너가 제기한 불만이 

행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개입이 필요한지 질의

- (행정부) 재무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관련 공지를 통해 세금 공제 기준과

자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의회) 의회는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기 자동차와 그러한 규칙이

발효되는 일정(timeline)을 지시하는 지침을 작성

- 캐서린 타이 대표는 EU와의 무역 분쟁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해결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현지 언론은

11월 중간선거 결과(공화당의 상·하원 집권 여하)의 영향에 주목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 및 산업 보조금을

확대하고, 중국은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기조를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 견지

- 유럽연합(EU)도 다른 주요국과 같이 EU가 선도하는 환경 관련 부문에서 

유럽산 우대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 현지 언론은 최근 에너지 수입가 상승으로 올해 유럽연합의 8월 무역 적자가

650억 유로(전년 동기 70억 유로)를 기록하자, 무역 관련 이슈가 민감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

- 독일 또한 IRA 전기차 세액 공제에 불만을 품고 있어, 미국 보호 무역주의에

EU가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 언급



Ⅱ. 한국 및 주요국, 기업 등 의견서 주요 내용

※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

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제출(산업부 보도자료)

□ (한국) IRA 의견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ㆍ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

- 우리 정부는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ㆍ에너지ㆍ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ㆍ법조계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정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

<IRA 하위규정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한국 정부 의견 내용>

① 차별성 완화 방안 요구

- (유예 기간)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 (최종 조립 요건)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제안

② 우리 기업들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배터리 요건 구체화

- (광물 요건) ①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 관련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 

②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제안

- (부품 요건) ① 부품 조달 비율은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 ② 부품 조달 비율 계산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

③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청

*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조건(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요건, 우려 외국 법인 등)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 제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1.4)]

□ (유럽연합) IRA 친환경차 관련 의견서 주요 내용

◦ EU는 IRA의 총 9가지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미 재무부에 불만을 표명했으며,

해당 조치가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경한 태도 견지

-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비롯하여 

IRA법이 규정한 다수의 세제 혜택이 WTO 협정이 금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면제를 요구

- EU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미국의 친환경 전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친환경 전환은 교역상대국의 희생이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의견서에서 유럽연합(EU)이 지정한 크레딧 중 5개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히 차별적인 국내 콘텐츠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에너지 세금 공제 

및 특정 재생 가능 자원의 전기에 대한 공제를 연장 및 수정하는 조항,

청정 전력 생산 공제, 청정 전력 투자에 대한 조항 등 여러 차별적 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

□ (일본) IRA 의견서 주요 내용

◦ 일본 정부 역시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차별

조항이며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해가 된다며 지적

- 일본 정부는 미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과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 미국 정부 간 공동정책에 배치된다” 고 적시

-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제한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줄어들고, 이는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

- 아울러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IRA 세액공제에 관한 우려 표명



□ 리비안 자동차(Rivian Automotive) 의견서 주요 내용

* 2009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 (북미내 최종조립) § 30D(d)(5)의거, “최종조립” 및 § 30D(d)(1)(G) 의거 “북미내”

단어의 명확한 정의 필요 요구

- 미국에 제조 시설만 존재하고 8,5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차량 번호(VIN) 시스템 사용 제안

◦ (배터리부품) 배터리 부품, 배터리 부품의 제조 국가 및 배터리 부품의 총 

가치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 요소에 기인하는 총가치의 백분율 

계산의 명확한 정의 필요

- 보통 배터리 부품의 정의는 배터리 공장에 보내지는 부품으로 정의되는데,

하위 구성 요소는 고려되지 않아야 함.

- 배터리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진행되는 경우, 관련 부품이 미국에서 제작되지

않았어도 보조금 혜택에는 포함되어야 함.

- 배터리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광물 및 부품 가치의 백분율 계산은 자사의 

Actual Price Structure 공식 사용 필요

* 북미 부품의 총합 / 부품의 총합

◦ (핵심광물) 핵심 광물의 포함량 및 “정제”의 명확한 정의 필요

- 핵심 광물 포함량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자재로 분류하기

보다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정제된 자재로 분류 필요

- 40 CFR 60항(part)에 명시된 “금속 광물 가공(metallic mineral processing)” 및 

“농축된 금속 광물(metallic mineral concentrate)”의 더욱 명확한 정의 필요

◦ (기타의견) 1)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해서는 지분율, 제휴 형태 등 

명확한 정의가 필요, 2) 법안 발효 전 예약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

전기차 특성상 최종소비자가격을 기본 트림 기준으로 설정 할 필요

Ⅲ.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 등 동맹국들과 IRA 관련 고충 면담을

진행하면서도, 유럽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세액 공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 발표

- EU 측은 유럽산 전기차를 북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요청 중이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EU 집행위원장 비서실 중심으로 구성된 TF가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IRA 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 중

- 한편, EU와 미국이 중국과 기술 주도권 경쟁을 위해 공동 구성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

-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EU는 조만간 개최될 TTC를 통해 미국의 對중국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한 EU의 협조를 협상 카드로 활용, 전기차 보조금 등과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

◦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하여 중간 선거 이후에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시행 세부 규정 마련에 한국 입장의 반영 기회가 될지 주목

* 재무부 시행 규정은 연내 발표 예정

- 바이든 대통령은 11.1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이 추가되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

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속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피력이 중요할 전망

[자료원] 백악관, 재무부 팩트시트 및 보도자료, 폴리티코,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무역관 보유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