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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eight) 현대차, 조지아 신공장 증설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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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증설 계획 발표. 미국 3 공장이자 제네시스의 첫 번째 해외 공장, 그룹 최초

의 전기차 전용 공장임. 연간 생산량 30만대, 총 투자금액 70억달러로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 

 신공장은 기존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현지 진출 부품사의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상장 부품사 중 알라바마-조지아 벨트에 진출한 곳은 약 17개사로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서

연이화 에스엘, 화신 등의 수혜가 기대됨 

 현대차는 조지아 신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 완전자동화 공정 도입을 통해 투입 인력을 최소

화하고 생산과 물류, 운영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 현대위아는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로봇 제어시

스템(ROS) 구축 역량 보유,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기반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HMGICs), 디지털 트윈, 지능형 

설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대차, 조지아 EV 신공장 증설 계획 발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 신공장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3공장이자 제네시스의 첫 번째 해외 공장,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임. 현대차 그룹은 2006년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2009년 기아 조지아 공장 준공 이후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음. 3 공장 증설로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의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됨. 신공장은 연간 생산량 30 만대를 

디자인 캐파로 하여 총 투자금액 70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 가동 예정 

최대 5,000달러 추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 
현지 공장 설립으로 현대차 그룹은 최대 5,000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

조금 확대 프로그램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세부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 상원안을 따를 경우, 미국 내 생산 보조금 

2,500달러(해당), 노조 설립 보조금 2,500달러(미해당) 중 2,5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원안을 따를 경우 배터리 

현지 생산 보조금 500달러(해당), 노조 설립 보조금 4,500달러(미해당) 중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세금 혜택 패키지를 주정부 차원에서도 지급 받게 됨. 최근 조지아주에 2 공장 투자를 결정한 리비안의 

경우, 5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총 15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 패키지를 제공받게 됐다고 발표함. 현대차 그룹 역시 이와 유사한 규모

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 동반 진출 상장 부품사는 17개사 
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알라바마-조지아 벨트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신공장 역시 이 부품망을 활용하게 될 것. 현지 진출 

부품사 중 현대/기아를 고객사로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는 약 17 개사임. 이 중 전기차와 밀접한 부품을 생산해 수혜가 예상되는 부품

사는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서연이화, 에스엘, 화신 등을 꼽을 수 있음 

전기차는 높은 평균 판매 가격,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내장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고급화 되는 추세임. 샤시 부품에서는 주

행 거리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 상승을 위해 가벼우면서도 내연기관차 보다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내구 성능을 가진 제품이 적

용됨.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LED 라이팅 장착률도 올라가는 추세임. 전통적인 전기차 핵심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뿐 아니라 서연이화(도어 트림), 에스엘(라이팅), 화신(샤시) 등도 수혜가 기대됨 

현대차는 신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 완전자동화 공정 도입을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과 물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 현대위아는 FA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로봇 제어시스템(ROS:Robot 

Operating System)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오토에버는 클라우드기반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HMGICs),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지능형 설비(CMS, PHM) 시스템 구축 역량 보유하고 있어 관련 수혜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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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현대차 그룹,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신공장 증설 계획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2.  현대차 그룹 미국 점유율 추이 – 현지 공장 증설 이후 대폭 상승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알라바마공장

준공연도: 2006년

생산능력: 연 40만대

생산차종: 쏘나타, 투싼, 싼타페

기아조지아공장

준공연도: 2009년

생산능력: 연 34만대

생산차종: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현대차조지아신규공장

준공예정연도: 2025년전후

생산능력 : 연 30만대

생산차종: 아이오닉7, 기아 EV9 등

대형전기차 SUV  생산예정

설립규모: 270만평, 70억달러

SK온 2공장

준공예정연도: 2023년

생산능력: 11.7GWh

전기차환산생산능력: 전기차 23.4만대(50kw급)

SK온 1공장

준공연도: 2021년

생산능력: 9.8GWh

전기차환산생산능력: 전기차 19.6만대(50k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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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바이든 행정부의 Made in America EV 세제 혜택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리비안, 조지아 2공장 투자로 15억 달러 세제 패키지 확보 

 
자료: Rivian,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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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미국 현지 동반 진출 부품사 

업체명 코드 현지 법인명 소재지 생산부품 

구영테크 053270.KQ Guyoung Tech USA, INC 알라바마 차체부품, 변속기부품, 시트부품, 시트 프레임 부품 

대원강업 000430.KS Daewon American, INC 알라바마 차량용 코일스프링, 스태빌라이저바 

동아화성 041930.KQ Dong-A USA Inc 테네시 고무, 플라스틱 제품(LG전자, 아트라스 BX 고객사) 

동양피스톤 092780.KS DYP Alabama Inc 알라바마 엔진용 피스톤 

동원금속 018500.KS 

DONGWON AUTOPART 

TECHNOLOGY ALABAMA LLC 
알라바마 

도어 프레임, FEM 캐리어, 카울 크로스멤버, 범퍼빔, 도어 

이너어셈블리 

DONGWON AUTOPART 

TECHNOLOGY GEORGIA LLC 
조지아 도어 프레임, FEM 캐리어, 범퍼빔, 임팩트빔, 도어 이너어셈블리 

만도 204320.KS 

MANDO AMERICA 

CORPORATION(ALABAMA) 
알라바마 캘리퍼, BCM, PRP, S/Strut 

MANDO AMERICA 

CORPORATION(GEORGIA) 
조지아 캘리퍼, ABS/ESC, R-EPS, Casting 

상신브레이크 041650.KS 
SANGSIN TECHNOLOGY 

AMERICA 
조지아 브레이크패드 

서연이화 200880.KS 

SEOYON E-HWA INTERIOR 

SYSTEMS ALABAMA 
알라바마 D/Trim, P/Tray, L/Side Trim, T/Gate Trim 

SEOYON E-HWA INTERIOR 

SYSTEMS GEORGIA 
조지아 D/Trim, L/Side Trim, Back PNL Molding 

세종공업 033530.KS 
SEJONG ALABAMA LLC 알라바마 머플러, 컨버터 

SEJONG GEORGIA LLC 조지아 머플러, 컨버터 

에스엘 005850.KS 
SL TENNESSEE, LLC 테네시 헤드램프, 리어램프, 레버 

SL ALABAMA, LLC 알라바마 헤드램프, 리어램프 

서진오토모티브 122690.KQ KOMOS America 알라바마 쏘렌토 R핸들, 엘란트라 핸들, 옵티마 핸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067570.KQ 
AFS America 조지아 플루어 매트, 카 매트, 카고 트레이 

DONGNAM TECH U.S.A 미시건 카 매트 

인지컨트롤스 023800.KS INZI Controls Alabama Co., Ltd 알라바마 실린더 헤드 커버, 밸브 바디 커버, 내외장 부품 

인팩 023810.KS INFAC North America, Inc 켄터키 컨트롤 케이블, Horn, Feeder Cable 

피에이치에이 043370.KQ 
PHA USA 미시건 도어모듈, 렛지 

PHA Body Systems 알라바마 도어모듈, 렛지 

한온시스템 018880.KS Hanon Systems Alabama Corp. 알라바마 HVAC, PTC, FT, E&FP 

현대모비스 012330.KS 

MAL 
알라바마, 

조지아 
섀시 운전석 모듈, 범퍼 

MNA 
오하이오, 

미시건 
컴플리트 섀시 모듈 

화신 010690.KS Hwashin America Co., Ltd 알라바마 카울 컴플리트, 오일 팬, RR C/MBR, RR Roof Rail, FRT LWR ARM 

자료: 각사, 유진투자증권 
참고: 현지 생산 법인이 있고 현대차/기아를 고객사로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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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현대위아, 스마트 자동화 설비 구축 역량 보유 

 
자료: 현대위아, 유진투자증권 

 

 

도표 7.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팩토리 솔류션 구축 역량 보유 

 
자료: 현대오토에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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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03.31 기준)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현대차(00538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이재일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 대비 

2020-06-08 Buy 130,000 1년 -19.6 -4.2 

 

2020-06-17 Buy 130,000 1년 -19.7 -4.2 

2020-06-29 Buy 130,000 1년 -18 -4.2 

2020-07-07 Buy 130,000 1년 -15.2 -4.2 

2020-07-20 Buy 130,000 1년 -6.5 -4.2 

2020-07-24 Buy 150,000 1년 -13.8 -3.7 

2020-07-30 Buy 150,000 1년 -11.4 -3.7 

2020-08-04 Buy 150,000 1년 -7.2 -3.7 

2020-08-07 Buy 180,000 1년 -8.1 -0.6 

2020-08-11 Buy 180,000 1년 -9.3 -4.4 

2020-08-26 Buy 200,000 1년 -12.1 -6.5 

2020-08-31 Buy 200,000 1년 -11.7 -6.5 

2020-09-08 Buy 200,000 1년 -11.2 -6.5 

2020-09-14 Buy 200,000 1년 -10.3 -6.5 

2020-09-16 Buy 200,000 1년 -10.4 -6.5 

2020-10-06 Buy 230,000 1년 -23 -20.4 

2020-10-06 Buy 230,000 1년 -23 -20.4 

2020-10-20 Buy 200,000 1년 -14.3 -10.5 

2020-10-27 Buy 200,000 1년 -13.6 -10.5 

2020-10-28 Buy 200,000 1년 -13.7 -10.5 

2020-11-17 Buy 250,000 1년 -23 7 

2020-12-11 Buy 250,000 1년 -20 7 

2020-12-16 Buy 250,000 1년 -19.1 7 

2021-01-08 Buy 250,000 1년 7 7 

2021-01-12 Buy 325,000 1년 -30.7 -18.6 

2021-01-19 Buy 325,000 1년 -30.9 -18.6 

2021-01-27 Buy 325,000 1년 -31.2 -23.2 

2021-01-29 Buy 325,000 1년 -31.2 -23.2 

2021-02-09 Buy 325,000 1년 -31.4 -23.8 

2021-02-18 Buy 325,000 1년 -31.6 -24.6 

2021-02-24 Buy 325,000 1년 -31.7 -24.6 

2021-03-10 Buy 325,000 1년 -31.9 -25.1 

2021-04-07 Buy 325,000 1년 -32.2 -25.1 

2021-04-14 Buy 325,000 1년 -32.3 -25.1 

2021-04-19 Buy 325,000 1년 -32.3 -25.1 

2021-04-23 Buy 325,000 1년 -32.4 -25.1 

2021-04-27 Buy 325,000 1년 -32.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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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EV 

 

Eugene Research Center _7 

 

2021-05-31 Buy 325,000 1년 -32.7 -25.1 

2021-07-07 Buy 325,000 1년 -34.4 -28.8 

2021-07-15 Buy 325,000 1년 -34.8 -29.2 

2021-07-23 Buy 325,000 1년 -35.1 -30.8 

2021-09-08 Buy 325,000 1년 -36.1 -32.8 

2021-09-16 Buy 325,000 1년 -36.1 -32.8 

2021-09-28 Buy 325,000 1년 -36 -32.8 

2021-10-12 Buy 325,000 1년 -35.3 -32.8 

2021-10-19 Buy 325,000 1년 -35.3 -32.8 

2021-10-27 Buy 325,000 1년 -35.3 -32.8 

2021-11-10 Buy 325,000 1년 -35.5 -32.8 

2021-11-25 Buy 300,000 1년 -36.9 -28.2 

2021-12-22 Buy 300,000 1년 -37.9 -28.2 

2022-01-04 Buy 300,000 1년 -38.7 -28.3 

2022-01-11 Buy 300,000 1년 -39.2 -29.5 

2022-01-26 Buy 300,000 1년 -40.2 -36.2 

2022-03-03 Buy 300,000 1년 -40.5 -37.2 

2022-03-07 Buy 300,000 1년 -40.4 -37.2 

2022-04-05 Buy 300,000 1년 -39.2 -37.2 

2022-04-26 Buy 300,000 1년 -38.5 -37.2 

2022-05-04 Buy 300,000 1년 -38.8 -37.8 

2022-05-23 Buy 300,000 1년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기아(000270.KS) 주가 및 목표주가 추이 

담당 애널리스트: 이재일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 대비 

2020-06-17 Hold 33,000 1년 2.1 -2.9 

 

2020-07-24 Hold 37,000 1년 17.2 36.5 

2020-07-30 Hold 37,000 1년 18.3 7.3 

2020-08-04 Hold 37,000 1년 18.9 8.8 

2020-10-06 Buy 60,000 1년 -18.1 -15.2 

2020-10-20 Buy 54,000 1년 -3 10.6 

2020-10-27 Buy 54,000 1년 0.3 10.6 

2020-10-28 Buy 54,000 1년 0.3 10.6 

2020-11-17 Buy 70,000 1년 -4.3 33.3 

2021-01-28 Buy 105,000 1년 -19.4 -3.3 

2021-01-29 Buy 105,000 1년 -19.4 -3.3 

2021-02-10 Buy 105,000 1년 -20 -12.9 

2021-02-18 Buy 105,000 1년 -20 -12.9 

2021-03-10 Buy 105,000 1년 -19.3 -12.9 

2021-04-07 Buy 105,000 1년 -19.1 -12.9 

2021-04-19 Buy 105,000 1년 -19.3 -12.9 

2021-05-31 Buy 105,000 1년 -15.3 -12.9 

2021-06-28 Buy 125,000 1년 -34.5 -27.6 

2021-07-23 Buy 125,000 1년 -34.9 -29.5 

2021-09-16 Buy 125,000 1년 -35.5 -29.5 

2021-09-28 Buy 125,000 1년 -35.5 -29.5 

2021-10-12 Buy 125,000 1년 -35.5 -29.5 

2021-10-19 Buy 125,000 1년 -35.6 -29.5 

2021-10-28 Buy 125,000 1년 -35.7 -29.5 

2021-11-25 Buy 125,000 1년 -36.4 -30.6 

2021-12-22 Buy 125,000 1년 -36.9 -30.6 

2022-01-04 Buy 125,000 1년 -37.2 -30.6 

2022-01-11 Buy 125,000 1년 -37.6 -31 

2022-01-27 Buy 125,000 1년 -37.9 -31 

2022-03-04 Buy 125,000 1년 -3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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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 Eugene Research Center 

2022-03-07 Buy 125,000 1년 -37.9 -31 

2022-04-05 Buy 125,000 1년 -34.9 -31 

2022-04-26 Buy 125,000 1년 -32.6 -31 

2022-05-04 Buy 125,000 1년 -32.3 -31 

2022-05-23 Buy 125,000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