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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월 서비스업 PMI: COVID 봉쇄 조치 완화로 10년래 최고치 경신 

 칼럼의 재해석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대가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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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2021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19 

철강_쉴 때도 되었다 (해설판) 

▲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소비재, 인프라 등 중국 수요 상승을 이끌었던 전방 시장에서 최근 수요 둔화 시그널 발생 

 환경 규제 완화 등 공급 증가 요인을 감안 시 역내 업황은 상반기 대비 가라앉을 전망 

 미국 및 EU의 무역규제 완화 뉴스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업황 개선 가능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산업 내에서는 국내 철근 수요 증가에 주목 

 

시나리오별 2021년 하반기 전망 

항목 변수 Worst Base Best 

주 

가 

결 

정 

요 

인 

1. 수요  중국 수요 

 선진국 수요 

 내수 수요 

 부동산을 비롯한 수요 악화 

 CoVID-19 재발발로 인한 수요 
악화 

 판재류, 봉형강류 수요 동반 
하락 

 상반기 대비 소폭 둔화 

 CoVID-19 둔화 및 정책 효과 
로 22년초까지 지속 상승 

 판재류 수요 둔화, 봉형강류 
수요 상승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수요 상승 

 완화적 통화 정책+CoVID-19 
둔화로 소비재 수요 급증 

 판재류, 봉형강류 수요 상승 

2. 정부 규제  중국 감산 정책 

 중국 원자재 가격 
단속 

 

 환경 규제의 철폐 

 중국 열연 유통가 800달러/톤 
이하에서도 규제 발생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감산 규제 
완화 

 중국 열연 유통가 1,000달러/톤 
이상 상승 시 규제 발생 

 2021년 조강 생산량 순감 달성 

 원자재 시장에 개입 중단 

3. 무역 정책  미국/유럽의 관세 

 호주-중국 간 외교 
관계 

 추가적인 관세 및 무역 쿼터 
부과 

 호주산 석탄 수입을 다시 시작 

 현 수준의 무역 장벽 유지 

 호주산 석탄만 수입 금지 

 무역확장법 232조 철폐 

 호주산 철광석도 수입 금지 

산업 투자 전략 

비중 축소 비중 유지 비중 확대 

 수요 악화되는 가운데 공급 
경쟁은 다시 시작, 2015년의 
Down-Cycle 재현 

 상대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하고 
안정적인 비철금속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철강 업종은 Underweight 필요 

 수요 둔화 및 공급 정상화로 
역대급 호황이었던 상반기 
대비해서는 업황 둔화 

 업종 내에서 수요 상승 기대가 
유효한 내수 철근 업체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유동성 다시 공급되며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은 되려 
줄어드는 상황. 2009년을 
능가하는 Super Cycle 도래 

 업종 전반적인 Overweight 
필요 

Top-Picks 
 비철금속 업종 

 POSCO, 현대제철 

 현대제철 

 POSCO 

 POSCO 

 현대제철 

 

 

본 자료의 원본은 2021년 5월 25일 발간된 

[2021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3 - 유틸리티: Nuclear Launch Detected]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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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하반기 중국 철강 시장 점검 

2021년 상반기, 4년 만에 찾아온 Up-cycle은 강력했다. 철강 대표 기업 POSCO

의 주가는 5월 10일 장중 41만원까지 상승하며 전고점인 2018년 1월의 호황을 

재현했다. 2016~2018년의 Up-cycle은 2년 정도에 걸쳐 완만히 상승했으나, 현 

Up-Cycle은 1년 안에 짧고 강하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판가 

및 스프레드 지표는 전고점을 떠나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130만원 수준에 도달하여, 2009년 100만원 수준을 초과했다.열연 

스프레드 역시 톤당 80만원 수준에 도달, 가파른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

하고 있다. 

현 Up-cycle은 중국 부동산 없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과거 Up-Cycle과 차이

가 있다. 중국 착공면적은 2021년 5~20% YoY 성장했으나, 기저효과 제외할 시 

실제 성장분은 미미하다.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와 POSCO의 주가 Decoupling에

서도 부동산 시장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 주택 건설이 중국 철강 수요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전방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다소 특이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도 지속, 혹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수요는 어디서 성장했을까? 바로 인프라 투자와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 

판매이다. CoVID-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정책은 2021년 상반기까지 

수요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2H20 이후 3월 이전까지 중국 내수 굴삭기 판매 대수

가 전년 대비 60~70% 이상 성장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굴삭기 수요 중 

30~40%가 인프라 시장). 중국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량 역시 2H20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특히 CoVID-19 이후 재고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

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은 상관없으니 물량을 맞춰달라’라는 식으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저항이 약했다. 

 

그림1  국내 주요 강종별 판가 추이  그림2  국내 주요 강종별 스프레드 추이 

 

 

 

자료: Steeldail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1: 원재료 가격은 국내 수입 가격 기준, 판가는 국내 유통 가격 기준 
주2: 투입 래깅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Steeldaily, KI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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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중국 착공면적 추이  그림4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주가 vs POSCO 주가 

 

 

 

자료: CE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중국 디벨로퍼는 China Overseas L&I, China Resources, Country 
Garden, China Evergrande, China Merchants Shekou, Poly Developments, 
China Vanke 포함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  그림6  중국 자동차 내수 판매량 

 

 

 

자료: Off-highway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arkline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반기 중국 철강 업황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선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

차, 가전 등 소비재 수요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1)중국 정부가 기업 

대출은 늘리는 한편 가계 대출은 감소시키고 있고, 2) CoVID-19 이후 보복성 소

비 효과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3Q21 비수기를 맞을 예정이며, 3) 원재료 상승 압

박을 이기지 못한 소비재 회사들이 판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거대 가전 기업 Midea 그룹 냉장고 사업부는 3월 초부터 가격을 10~15% 

인상했다. Aux, Haier, Hisense, TCL 등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르니 수요가 

둔화될 것이란 단순한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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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 역시 다소 둔화

될 전망이다. 인프라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 특별채는 2021년 4월 누적 

-41% YoY 감소하며 하반기 투자 속도 조절을 암시하고 있다. 철강 등 원재료 가

격이 급증했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에 실제 인프라 투자가 창출하는 강재 수요

량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변수 역시 업황에 우호적이지 않다. 상반기 역대급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인프라, 소비재로 대표되는 수요 상승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공급 측면

의 변수도 작용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순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 활동은 환경 규제 및 석탄 수입 통제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다소 완화될 예정이며, 석탄 

내수 생산량도 증가하며 생산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 규제 완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당산 시에 부

과했던 50%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가 20~30%로 하향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가 상승을 의식한 조치로 판단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화 시키

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의 일보 후퇴가 필요하

다는 판단이다. 최근 제조업 내에서 제철 기업들의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Downstream 업체(자동차, 가전)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겪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가전

사들은 4월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며 공장 가동 중단도 고려 중인 상황이다. 

중국 내 철강 생산 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석탄 수급도 점차 정상화가 예상된다. 

호주와의 외교 관계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으나 최근 내몽골 유연탄 공급이 

정상화되는 추세이며, 중국 정부는 내수 석탄 생산량 증가를 지시하고 있다.  

 

그림7  중국인민은행의 제조업 대상 5월 설문조사  그림8  중국 지방특별채 발행액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 WSJ,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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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중국 내 고로 가동률 추이  그림10  불가능한 삼위일체: 무언가는 포기해야 

 

 

 

자료: My Stee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요 등 시장 변수 외에 규제 변수의 영향력도 커지는 시점이다. 5월 12일 각료회

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원자재 가격 대응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로 선물 거래 

증거금 인상, 석탄 생산량 증산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원자재 가격 하락

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상한선을 확인한 셈이며, 다시 강

세장이 재현되더라도 Upside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림11  2021년 중국 열연 유통 가격 흐름: 중국 정부의 인내심 테스트 

 

자료: Steeldail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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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리커창 총리, 각료회의에서 원자재 가격 대응 필요성 언급. 다롄

거래소 등은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인상, 수수료 부과

5월 18일 리커창 총리, 원자재 가격 잡기 위해 원자재 무역 정책 및 재고

조정, 석탄 생산량 증산 등을 지시

5월 23일 발개위, 철강 및 산업금속 대표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

5월 24일 발개위, 원자재 현물 및 선물 시장의 독점 행위와 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경고

친환경

물가 수익성

규제 변수가 Upside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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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중국-선진국 간의 온도차 

글로벌 철강사들의 주가는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하나, 5월 이후 선진국 – 중국 간

의 주가 흐름에 Decoupling이 발생하고 있다. 열연 유통가에서도 뚜렷한 

Decoupling 현상을 관측 가능하다. 중국 시장이 정부 규제와 수요 둔화에 직면한 

반면, 선진국에서는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Decoupling의 근본적인 원인은 1)트럼프 정부 이후 무역 장벽이 견고히 

세워진 상황에서, 2)지역 간 부양책의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부양

책 효과는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사이에 집중될 전망이다(Brookings). 3분기 이

후 경제정상화와 맞물리며 소비회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유

동성 공급은 현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권역으로 보아야한다. 수입재 비중 중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며, 지역별 수출 중에서도 중국 및 아시아 국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떄

문이다. 미국 및 EU 향 수출 물량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내수 열연 유통

가는 중국 내수 가격 대비 견조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선진국 보다는 중국 업체

와의 동조화 경향이 강하다. 

2Q21 중국 가격 대비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이 견조했던 요인은 생산 차질이다. 

3Q21부터 이 역시 정상화가 전망된다. 기술적 문제와 인명사고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던 현대제철의 당진3고로와 열연1공장도 정상화된 상태이며, POSCO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던 대수리 일정이 하반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림12  5월 선진국 – 중국 간 철강사 주가 Decoupling  그림13  선진국 – 중국 간 열연 판가 Decoupling 

 

 

 

자료: Eik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teeldaily,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1.1 '21.2 '21.3 '21.4 '21.5

(2021년 초=100pt) 포스코

Baoshan

Nucor

US Steel

ArcelorMittal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1.1 '21.2 '21.3 '21.4 '21.5

(달러/톤) 중국 열연 유통가

북미 열연 유통가

북유럽 열연 유통가

선진국 – 중국 간 주가 흐름 

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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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ecoupling 진행 중 

한국은 중국과  

같은 권역으로 판단 

내수 가격을 뒷받침했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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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내수 열연 유통가는 중국 유통 가격 대비 견조  그림15  한국의 지역별 수출량 

 

 

 

자료: Steeldail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0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철강 제품 판가가 무역장벽으로 인해 지역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철광

석 등 원재료 가격은 글로벌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구리, 철

광석 등은 선진국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3Q21 이후 국내 철강 업체는 선진국에서의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요 둔

화로 판가 상승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원재료 스팟 가격은 판가 대비 상승세가 

가파를 것으로 보이며, 스팟 가격에 1분기 가량 후행하는 투입 원가는 이보다 상

승세가 가파를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스프레드 측면에서 정점은 2Q21가 될 전망

이며, 이후 완만한 하락을 예상한다. 

 

그림16 POSCO 탄소강 ASP 및 스프레드 전망  그림17  현대제철 판재류 ASP 및 스프레드 전망 

 

 

 

자료: POSCO,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현대제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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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야 한다 

하반기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중국 정부의 수출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5월 중

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철강 수출관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 후로. 7월부터  

3~15%의 수출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업계 내에서 제기되었다. 1)3Q21 수요 둔

화, 2)일부 중국 철강사들의 수출 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당사는 실

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실현 시 단기적인 호재지만 대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큰 

그림에선 결국 중국 내 수급 상황이 중요하다. 증치세 환급률 인하, 수출 관세 부

과 등의 조치는 중국 내수 가격 대비 국내 유통 가격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중

국 내수 가격 자체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증치세 환

급률 인하 당시에도 중국 유통 가격과 국내 유통 가격 간의 연동은 유지되었다. 

또한 미-중 무역장벽 완화 관련 뉴스도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원자재 쇼티지가 관

세 장벽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존재한다. 실현된다면 선진국 대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철강사들의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선진국 간

의 수입 장벽 완화는 실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6월부터 일부 미국 수입재

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철폐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과 같은 무역 시장을 교

란하는 국가를 막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 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은 수입 규제 완화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 물가 부담

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수입재 비중을 늘리기 이전에 우선 가동률 상승 및 CAPA 

증설이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Steel Dynamics를 비롯한 미

국 철강사들의 CAPA 증설 계획이 집중되어 있으며, 철강 설비 가동률도 정상 수

준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18  2007년 7월 1일 증치세 환급률(5%) 폐지 당시 
열연 가격 추이  

그림19  2010년 7월 15일 증치세 환급률(9%) 폐지 당시 
열연 가격 추이 

 

 

 

자료: Steeldail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teeldaily,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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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북미 철강 생산 CAPA 전망 

 

자료: Nuco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현재 업황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사는 업종 대형주 중 현대제철을 선호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Outperform 조건은 크게 2가지인데, ① 현대차 실적 개선 ②국내 주택 분양 물량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하반기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기가될 전망이

다. 현대, 기아차는 P, Q 모든 측면에서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 공

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국내 내수 철근 수요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업종 내 현대제철 Overweight 전략이 유효하다. 

 

그림21  현대제철의 상대 강도 vs 현대차 주가  그림22  국내 주택 분양 물량 추이 및 전망 

 

 

 

자료: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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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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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테마의 퇴장 

 지난 몇 년간 지주회사 투자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배구조 테마는 마무리 국면 진입 

 특히 지배권 승계 및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 인적분할은 높아진 비용 부담과 법 개정 등을  

감안시 변화 유인 상실 

 [삼성그룹] 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소멸 

 [SK그룹]  SK텔레콤 자사주 소각, 조특법 일몰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편입은 불가능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에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력 확보에는 역부족. 

당분간 현 체제 유지 전망  

 

ES‘G’에서 ‘E’SG로 

 코로나19 이후 ESG 투자에 대한 관심 급증.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활성화 움직임 강화 

 국내의 경우 ESG 투자와 관련해 ‘G’ 측면에서 투자 기회가 풍부했던 시장   

 그러나 굵직한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 된 만큼 향후 시장의 관심은  

‘G’보단 ‘E’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ESG 중 ‘E’는 돈을 버는 가치에 가장 근접한 투자 테마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 

 주가 측면에서도 ‘E’ 테마 주식은 가시적 재무 성과 부재에도 장기 성장성 주목 받으며 

KOSPI 대비 아웃퍼폼 지속  

 

하반기 지주회사 투자전략 

 우리는 상장 지주회사를 투자 스킴 관점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 

 1) NAV spread play, 2) Hidden value seeking, 3) Sustainable cash flow,  

4) Governance, 5) Activism  

 마지막을 제외하고 우리는 삼성물산∙SK∙현대중공업지주를 하반기 관심종목으로 추천 

 

 

 

본 자료의 원본은 2021년 6월 9일 발간된 

[2021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20 - 지주: New Phase]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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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지배구조 모멘텀 소멸 

지난 4월 28일 삼성전자는 약 26조원에 달하는 故 이건희 회장 유산의 사회 환원 

및 상속 방안을 발표했다. 약 1조원은 감염병 예방,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아를 위

해 환원될 것이며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은 국립 미술관 등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故 이건희 회장 보유 상장 지분 중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비율(홍라

희:이재용:이부진:이서현=1.5:1:1:1)로 상속됐으며 삼성생명 지분의 경우 이재용 

50%, 이부진 16.7%, 이서현 16.7% 비율로 상속됐다.   

 

 故 이건희 회장 상속 재산 내역 

 상속재산 상속가액 비고 

상장주식 

삼성전자 4.18% 약 19조원 상속세 약 12조원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미술품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약 3조원 국립박물관 기증 

단원 김홍도 <추성부도> 등   

김환기 <여인들과 항아리>  국립현대미술관 등 기증 

김중섭 <황소>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등   

부동산 및 예금성 자산 

한남동 단독주택 약 4조원 1조원 의료계 기증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상속세 약 1조원 

삼성전자 배당금 및 현금성 자산   

자료: 언론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지분 향방을 두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 일부 매각, 삼성물산으

로의 법인 증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오너가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막대

한 세 부담은 불가피하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

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오너일가의 단순 지분율 이동으로 귀결돼 삼성전자

에 대한 기존 지배력은 동일하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저자기타 계열사’

로 요약되며, 오너가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1,2대 주

주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므로 오너 3세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너3세 지배구조 체제 완성에도 금산분리, 보험업법 개정안 등의 외풍은 여전하

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금융회사 매각, 자회사 행위요건 강화 등을 고려 시 불가

능하며, 삼성전자 지분율 확대 등 삼성물산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나리오 역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강제되지 않는 이

상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故 이건희 회장 유산의  

사회 환원 및 상속 방안 

예상 밖의 지분 상속 방향 

편법보다 정공법 선택 

오너3세 중심 지배구조 체제 완성 

외풍은 여전하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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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삼성그룹 요약 지배구조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결론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번 상속

이벤트를 끝으로 소멸됐다. 하지만 오너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계열사 주주

환원정책 강화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특별주주

환원을 시작으로 특수관계인 및 모든 주주를 위한 강도 높은 주주환원정책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의 간접 수혜도 기대 가능하다.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공식화 

지난 4월 14일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통해 SKT중간지주와 SKT사업회사 체재

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통신업이라는 특수성 탓에 사업회사가 

존속법인, 지주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재상장된다. 6월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배

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11월 전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의 관심사였던 SK와 SK하이닉스의 합병 가능성은 차단됐다. SK텔레콤

은 기 보유자사주 10.76% 소각으로 자기주식비율이 기존 11.87%에서 1.25%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활용해 SK와 합병 후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편입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SK하이닉스는 손자회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림2  SK텔레콤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안 내용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9.34%

2.30%

8.51%

5.01%

이재용 이부진/이서현

홍라희

0.97%

18.13% 12.48%

1.63%

10.44% 10.38%

1.86%

삼성물산
(자사주 12.53%)

삼성생명
(자사주 10.21%)

삼성전자
(자사주 0.0%)

SK (자: 25.5%)

최태원 외

SK텔레콤 인적분할 및 자사주 소각

28.5%

SK텔레콤 (자: 11.9%)

SK (자: 25.5%)

최태원 외

과거 지배구조

28.5%

26.8%

98.1%20.1% 100.0%

SK텔레콤 중간지주 SK텔레콤 사업회사

SK하이닉스
(자: 6.0%)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100.0%

30.0%

1.25%

SK브로드밴드

74.3%98.1%20.1% 100.0% 100.0%

SK하이닉스
(자: 6.0%)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30.0%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배당확대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자사주 소각으로 SK와의  

합병 가능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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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해소 시도 

현대차 대주주는 현대모비스로 오너가와 계열사 지분을 통해 31.3% 지배권을 보

유 중이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계열사 지분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

고 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도 강제되고 있다.  

 

그림3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자료: Dar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다

만 순환출자 해소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금지되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될 뿐 기존 순

환출자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규제 강화로 2023년 말까지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이상

이 강제 매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기존 30%에서 20%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현대엔지니어링 IPO 추진 공식화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

의가 재점화됐다. 현재 정의선 회장의 현대엔지니어링 지분가치는 약 1조원으로 평가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으로 향상된 정회장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

련한 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순환출자 지분 23.8% 매입을 위해선 약 6.5조원이 소요되는 한편 오

너가 보유 지분가치는 11.7조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매각 가능성이 낮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 제외시 5.5조원으로 하락하며, 매각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 

세금 효과 등을 감안시 가용 현금은 약 4조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 자동차 및 부품사 기타 계열사

현대모비스

대주주 (MK+ES)

현대글로비스
0.7%

8.0%

7.5%

29.9%
(일감 몰아주기)

현대차

현대커머셜

현대카드

37.5%

37.0%

현대캐피탈

현대차증권

59.7%

26.8%

현대위아

33.9%

25.3%

현대오토에버

현대트랜시스

53.7%

41.1%

현대비앤지스틸
6.9% 41.1%

현대로템

현대건설

33.8%

20.9% 38.6%
현대엔지니어링

기아

5.8%

17.3%
21.4%

4.9%

현대제철17.3%

현대케피코
100%

현대오트론
60%

현대엔지비

28.5%

모션
80%

1.7%

순환출자

오너지분

상장사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대상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현대글로비스 일부 지분 매각은 

필요 

현대엔지니어링 IPO 추진으로  

지배구조 개편 논의 재점화 

부족한 자금력의 간극을  

해소하기엔 한계 

순환출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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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오너가의 부족한 자금력 간극 해소 여부

다. 현 상황에선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 부담은 낮추고, 보유 지분 가치는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전자는 기업 분할이 유일한 대안이며 후자는 실적개선, 신 사업 진

출 등이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대모비스 분할 여부에 

따른 두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림4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현대모비스가 분할하지 않는 경우 현대차 지분을 활용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모비스에 오너가 보유 현대차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배정 

신주로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

며 오너가의 현대차 직접 지분 포기는 아쉬우나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확립 

및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대모비스가 분할하는 경우다. 모듈・AS 부문을 분할・상장

해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 후 오너가 보유 합병 글로비스 지분을 존속 현대모비스

와 교환한다. 오너가는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추가 

매입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한다. 다만 단순 방법론 변경만으로는 

주주 설득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분할의 목적, 효과, 근거 등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지주회사 투자의 한 축이었던 지배구조 테마는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이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적분할과 달리 지배권 승계 및 

강화 목적 수단으로 활용된 인적분할의 경우 조특법 일몰, 자회사 행위요건 강화 

등 과거 대비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변화 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방법론 시나리오

오너가 보유 현대차 지분 활용

’18년 개편안 일부 수정 예상
(ex. 분할 부문 재상장, 분할ㆍ합병 비율 수정 등)

대내적

- 정의선 회장 취임

분할

대외적

- 일감몰아주기
- 순환출자

분할
<전제조건>

현대모비스 기업가치 변화
및 주주 동의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

현대모비스
지배권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완성

이사회 결의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

순환출자 완전해소 불가

오너가의 현대차 직접 지분 포기

1. 현대모비스가 분할하지 않는  

경우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 분할 여부 

2. 현대모비스가 분할하는 경우 

지배구조 테마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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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에서 ‘E’SG로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는 2014년 21.4조 달러에서 2030년 130조 달러까

지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에만 머물렀던 ESG 투자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

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선진국 대비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

나 최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SG 중 ‘G’ 중심의 투자 기회가 풍부했다. 실제 과거 대비 오너가의 

직접 지분율은 하향 안정세이나 계열사를 통한 내부 지분율은 되려 증가했다. 계

열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할 경우 배당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지기 마련이며 ‘소유

권vs배당권리’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림5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내부지분율 변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 의지 등이 맞물린 결과물로 

기존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주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대기업

집단의 굵직한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마무리 된 만큼 향후 시장의 관심은 ‘G’에서 

‘E’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SG 중 ‘E’는 돈을 버는 가치에 가장 근접한 투자 테마이다. 당사는 지난 10월 

28일, ESG 중 ‘E’에 중점을 둔 Active ESG 자료를 발간했다. 주 내용은 ECO(수

처리, 폐기물), Energy(ESS, 태양광, 풍력), Energy Carrier(수소 생산/저장/유통

/활용, 연료전지)로 요약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11개 기업을 소개했다. 실제 ‘E’ 

테마 주식은 가시적 재무 성과 부재에도 장기 성장성 주목 받으며 KOSPI 대비 

큰 폭의 초과 상승 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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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주회사 투자전략 

법률적 정의와 달리 지주회사는 오너 지분율이 높은 실질적 지배회사 등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문제는 지주회사를 섹터로 지칭하기엔 자회사간 산업 군이 너무

나도 상이해 자회사 실적 추정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이에 우리는 상장 

지주회사를 투자 스킴 관점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국내 상장 지주회사의 주가는 주력 자회사에 연동된다. 내재가치 추정에

도 자회사 보유지분 가치의 합으로 계산되는 NAV 대비 스프레드 확대 국면에서

는 매수, 축소 국면에서는 매도 전략이 채택된다. 상장 지분가치의 경우 투자자들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오너 사법 리스크 등으로 극심한 저평가되고 있는 ‘삼성

물산’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지주회사 주가의 하방은 상장 지분가치가 지지하는 반면 상방은 Hidden Value가 

결정한다. 국내 대기업 집단 중 ‘E’SG 경영에 가장 선두에 있음에도 SKT 지배구

조 개편 관련 실망감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SK’에 주목한다.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이 불가해진 만큼 오너가의 지주회사 배당 수요 증가는 

명백하다. 실제 주요 지주회사의 FY21E 배당수익률은 3.1%로 KOSPI 평균 

1.8%를 1.3%p 상회한다. 약 5%의 높은 배당수익률과 조선・정유・건설기계・로

봇 및 4차산업 등 산업재 전반에서 Top class 역량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를 

추천한다. 

오너가의 지배권 강화,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된 

만큼 향후 지배구조 개편은 자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

런데 지배구조 개편의 선결 조건은 주주 동의다. 또한 주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현대차’의 실

적 방향성에 주목한다.  

2015년 Matthew Denes 교수는 33개의 케이스 분석을 통해 주주행동주의와 단

기 주가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1)’기업 인수’ 방식, 2)의결권 대결, 3)Hedge Fund 

Activism이 각각 평균 15%, 9.9%, 8.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주주제안, 

대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아직까진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초입 단계에 불과하므로 관련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엔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주식으로서의 지주회사 분류  

1. NAV Spread – 삼성물산 

2. Hidden Value - SK 

3. 배당수익률 – 현대중공업지주 

4. 지배구조 – 현대차 

5. Activism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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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이승훈 연구위원 

 

독일 6월 서비스업 PMI: COVID 봉쇄 조치 완화로 10년래 최고치 경신 

   

자료: Markit, WHO, University of Oxford,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유로존 6월 Markit PMI가 전일 발표되었다. 종합 PMI는 전월대비 2.1pt 상승한 

59.2로 집계되어 4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넘는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서비

스업 58.0(+2.8pt), 제조업 63.1(보합)을 기록했다. 특히나 독일 서비스업 PMI

의 큰 폭 상승이 전체 지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6월 제조업 PMI

는 0.5pt 상승한 64.9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PMI는 전월대비 5.3pt 상승한 58.1

으로, 10년 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독일 서비스업 개선은 COVID 확산이 크게 진정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COVID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며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한편,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있

다. 독일의 6월 22일 백신 접종 비율은 50.8%, 완전 접종 비율은 31.4%이며, 신

규 확진자수는 4월 22일 29,518명을 정점으로 6월 22일 455명까지 하락했다. 

봉쇄조치 또한 완화되었다. 6월 16개 주 정부가 모두 학교, 상점 운영을 허가했으

며, COVID 봉쇄수준을 지표인 옥스포드 대학교 사회 통제 지수(Stringency 

Index)는 5월 31일 75에서 현재 67.59까지 하락했다. 

이는 독일 ZEW 서베이 내 대면 서비스 관련 산업의 전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대비 6.6pt 상승한 67.2를, 리테일업 지수는 4.7pt 상승한 

78.3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하반기 서비스업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

한다는 뜻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PMI 개선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CB는 지난 6월 회의에서 PEPP를 적어도 2022년 3월까지 유지할 것이라 발표

하는 한편, 향후 유럽 경기 회복세를 살피며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의 유로존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PEPP가 연초보다 빠른 매입 속도로 유

지될 필요도, PEPP를 연장할 필요도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개선세는 유로 

절상 압력으로 이어져 현재의 강달러 추세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로존 6월 종합 PMI 59.2 기록. 

독일 서비스업 PMI 상승이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 

COVID 확산세가 잦아들며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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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국순용 연구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대가 올 것인가 (Create) 

NASA의 우주 임무에 사용된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엔지니어들이 전기 자동차의 무선충전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코넬대학의 연구

원들은 전기자동차 및 기타 로봇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선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을 개발하였다. 코넬 공과대학의 전

기공학 부교수인 Khurram Afridi는 무선전력 전송이 Voyager와 같은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 전파를 통해 우주선으로 메시지를 보

내는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본 물리학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Afridi는 “2014년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거리가 멀고 전력량

이 많으면 전기장을 통한 무선전력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대중의 믿음이 있어 전기장 기반 무선전력 전송은 EV충전 옵션으로 간주되

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자기장 기반 유도 무선충전이 EV 충전의 유일한 희망으로 간주되었던 시기다. 하지만 연구진은 전기

장 기반 무선전력 전송 연구에 집중하였고 움직이는 차량에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지금도 끊임없이 정부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기술을 개선 중에 있다. 아직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Roger Dargaville 박사는 “전력

망에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시점에 추가 부하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EV가 충전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프레임워크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관심 확대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전기차 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충전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야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넷

이브이의 주가는 연초대비 148.8% 상승했다.  

충전방식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선충전 기술인 

WPT(Wireless Power Transfer) 이목을 끌고 있다. 무선충전 기술은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술과 유사하게 지정된 장소에 차를 세워 놓으면 자동 충전되는 기술이

다.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기차에서

도 구현된다면 전기차 확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과거 스마트폰의 무선충전

기가 보급되었던 시기에 성장속도를 참고해보았을 때 전기자동차로 확대될 경우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선충전기가 보급될 경우 표준화된 충전단자에 상관없이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1  전기차 충전소 업체 주가 추이  그림2  무선충전기 시장규모 추이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H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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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미래의 전기자동차 충전방식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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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 기술의 필요성과 분류 

전자기기는 역사적으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발전하였다. 무선전화, 무선인터넷

(Wi-Fi), 무선 블루투스,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가 그 예이다. 이제는 전원

(Power)도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그 필요성에 있다. 무선충전기술은 전자기기를 사용함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기에 배터리 부족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 제조사별 상이한 충전단

자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바일기기를 충전 가능하다. 또한 전선이 사라지면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무선충전기술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자기유도 방식은 전력 송신부 코일에서 자기

장을 발생시키고, 그 자기장을 활용해 전기를 수신부 코일로 유도한다. 전기가 새

지 않도록 자기장이 선의 역할을 대신한다. 낮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전기를 송신

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자기공진 방식은 송수신 공진기간의 자기

공진 특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자기유도 방식 대비하여 송신 거리도 길고, 여러기

기를 동시에 충전도 가능한 방식이나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여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은 전저기파방사 방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안테나 간의 방사특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전송거리가 가장 긴 방식이나 이 방식 

역시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어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다.  

 

표1  무선전력전송방식 분류 및 특징 

구분 자기유도방식 자기공진방식 전자기파방사방식 

전송거리 수 mm 내외 (비접촉식) 수 m 내외 (근거리전송) 수 Km 내외 (원거리전송) 

동작원리 
송·수신 코일 간의 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함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송수신부의 공진 설계 포함) 

송·수신 공진기 간의  
자기공진 특성을 이용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송·수신 
안테나 간의 방사특성을 이용함 

주파수 범위 수백 KHz 이하 수 MHz 수 GHz 

전송효율 90% 이상 (이론치) 1m에서 80%, 2m에서 40% 10~50% 

장점  높은 기술성숙도 

 표준화 완료됨 

 소형화가 이루어짐 

 인체 무해 

 지중 및 수중 이용가능 

 자기유도방식 대비 코일의 품질계수가 높아  
높은 전력전송 효율 가능 

 수 m 이내 이용가능 

 코일배치에 대한 자유도 우수 

 다중 기기 동시 충전 

 고출력으로 이용 가능 

 수 Km 내에서 이용가능 

한계점  소형기기에 적합 

 수 mm로 짧은 충전거리 

 심한 발열 

 충전위치에 따라 충전 효율에 영향 

 인체 안전성 및 EMI/EMC 

 테스트 진행 중 

 소형화 어려움 

 수KW급 대용량 전력전송 구현 어려움 

 고효율 자유 위치 및 다중기기 충전 어려움 

 대형 송수신 안테나 필요 

 원거리의 경우 낮은 효율 

 인체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검증 
필요 

자료: 한국연구재단,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무선충전기술은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방사 방식 

전자기기의 방향성: 유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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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무선충전 기술연구는 진행중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PHEV)의 무선충전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다. BMW는 2018년 미국과 유럽 도시

에 PHEV 무선충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패드 위에 차를 세우면 주차 면에서 발생

하는 자기장이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한다. 3시간 30분이면 9.2㎾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 패드 위에 정확히 차를 세워야 충전이 된

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들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다. 현대차그룹은 2019

년 1월 자동주차 시스템과 결합한 무선충전 기술을 공개했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운 후 내리면 차가 스스로 무선충전기가 깔린 주차 공간으로 찾아가 주차를 마

치고 충전하는 기술이다. 충전이 끝나면 다른 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그곳을 빠져

나와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찾아간다. 하지만 이 기술 역시 아이디어 단계라 상

용화되기엔 이르다. 닛산은 자기유도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을 

2018년에 마쳤다.  

 

그림3  PHEV 무선충전 시스템  그림4  주차상태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자료: BMW  자료: 현대차 

 

달리면서 충전하는 무선충전도로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무선충전 기술은 도로에 충전 시스템을 깔아 달리면서 충전

하는 방식이다. 도로 아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깔고 전기차 바닥에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집전판을 달아 달리는 중에도 충전할 수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처

럼 들릴수 있으나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개발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선로를 까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실 무선충전 도로는 우리나

라 카이스트에서 2009년 처음 개발했다. 이후 경북 구미에 2013년 세계 처음으

로 무선충전 버스 차로가 건설되었다. 올해 7월부터 무선충전기술을 도입한 ‘올레

브(OLEV-On-Line Electric Vehicle)버스’가 7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 일

원을 달릴 예정이다.  

실제 개발중에 있는 무선충전도로  

PHEV 무선충전 기술은  

이미 상용화 

기업에서 무선충전 기술연구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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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특허출원도 많아진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0년

간 전기차의 무선충전 특허출원은 총 299건이 있고, 2010년 10건에서 2018년 

42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의 대부분은 무선충전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무선충전 특허출원을 세부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46

건), LG전자(7건), 한국과학기술원(12건) 등 대기업과 연구소가 58%(178건)로

서 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25%(77건)이다. 무선충전이 상용화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5  전기차 도로 주행 중 무선충전 방식  그림6  전기차 주행중 무선충전 특허출원건수 추이 

 

 

 

자료: Powerelectronic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특허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Engineers are working on wireless charging for electric vehicles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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