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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활용한 Downstream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내구성 100만

km 이상이 가능한 멤브레인 개발, 생태계 확대를 위한 넓은 Upstream 업체와의 제휴 확대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주가는 발표 당일 1.16% 하락. 지난해부터 주요 글로벌 업체들의 친환경차 전략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관심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흐름은 현재 독일에서 여리고 있는 IAA Mobility 2021에서도 포착. Volkswagen은 전기차가 아니라 

Smart Car가 진정한 자동차 산업의 Game Changer라고 평. 즉, 시장이 전동화는 이제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드리는 추세. 

 
1.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 전지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Toyota와 유사, 다른 경쟁 업체 대비 빠른 수소 상용차 전략 

* 현대차는 향후 연 40만대에 이르는 유럽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고, 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소형 

상용차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Purpose Built Vehicle에 자율주행, 로봇틱스 기술을 접목할 계획. 

* 수소연료전지와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e-Bogie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져 있는 신개념 운송모빌리티 컨셉을 공개(그림 3) 

* Daimler AG와 Volvo AB의 합작법인 Cellcentric은 2025년 유럽에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계획이며, 2027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원가를 현재 대비 5~7배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상용차 업체인 Daimler Truck은 전체의 60%를 

EV와 FCEV로 구성할 계획. (그러나 디젤 차량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15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  

* 2020년 8월, 미국 15개 주는 2030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의 30%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성하고, 2050년까지 디젤 중대형 

트럭을 퇴출시키는 자발적 합의(MOU)를 체결한 바 있음. 유럽에 이어, 미국 상용차 시장에서도 EV/FCEV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수소 트럭 전략은 시장 선점 측면에서 긍정적.  

* 2020년 현대차가 밝힌 수소차 판매 목표는 2020년 1.1만대 → 2022년 4만대 → 2025년 13만대 → 2030년 50만대 

* 2020년은 6,781대를 기록했으며, 21년 8월 누계 6,394대를 기록 중.  
 

 

22. 2023년 100kW급과 200kW급의 3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 개시 예정 

3세대 수소연료전지는 2003년 시제품 대비 98% 비용 절감 & 향후 상용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50만 km 이상 내구성 목표 

* 최근 2차전지 성능 향상에 따라 승용 부분에서는 전기차에게 친환경차 주도권을 내주고 추세. (혼다는 2040년 100% EV/FCEV 

목표를 유지했으나 올해 8월부로 수소연료전지차 Clarity를 단산하기로 결정, Volkswagen은 승용 수소차 계획을 철회) 

* 그러나 상용차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수소차가 충전 속도와 적재 용량 측면에서 전기차 대비 경쟁우위를 갖고 있음.  

* 상용 분야에서 수소차가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내구성과 원가 구조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현대차는 2023년 출시예정인 3세대 수소연료전지 가격을 현재 대비 50%, 2003년 제품 대비 98% 낮출 계획 

* 이를 통해 2030년경, 수소차가 일반 전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향후 상용차용 고내구형 연료전지시스템은 50만 km 이상 주행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대형 상용차에 요구되는 100만 km 이상의 내구성 대비는 낮으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즉, 이러한 수소 상용차 로드맵은 결국 내구성 100만 km이상 급의 멤브레인 기술 개발 성공 여부/시점이 좌우하게 될 것.  

  (현대차의 NEXO 무료 보증기간은 10년 16만 km,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수소 트럭은 최소 1회 연료전지 스택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Pay Per Use 방식의이며, 출력은 디젤 트럭 출력의 절반인 180kW수준. 향후 이를 360kW까지 확대 계획)  

* 3세대 수소연료전지는 지난 8월 현대모비스가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인천, 울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 생산능력은 2023년 

5만대 수준으로 예상됨 (현재 확보하고 있는 2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능력 포함 2023년 도합 7만대 수준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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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규모의 경제를 위해 자동차 외 분야로 확대 적용 

*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판매의 86%를 한국에, Toyota는 48%을 일본에 판매 중. 즉, 정부 지원이 풍부한 자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수소연료전지 기술 적용을 확대 중 

* 차량을 시작으로 지게차, 선박,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할 계획 

* 현대차의 연료전지 개발은 성능 개발 단계->내구성 확보 단계-> 원가절감 단계로 진행. 현재 승용은 원가 절감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용은 내구성을 향상 시키는 단계에 있음.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현재 성능 개발 단계로 파악됨.  

* Toyota는 올해 초 2세대 Mirai의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활용해 60kW, 80kW 출력을 갖춘 Fuel Cell Module을 출시하였음.  

* Fuel Cell Module은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승압 컨버터, 냉각장치, 에어클리너, 수소/산소 공급장치 등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일체화된 구조로 고객이 요구하는 출력에 맞추어 모듈링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  

* Toyota Fuel Cell Module을 버스, 지게차, 발전기, 철도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8Kw, 24Kw, 50Kw로 소형화 시킨 

Compact Fuel Cell Module은 농업기계 등 각종 기계 장치 등에 적용할 계획. 

* 현대차가 2023년 출시 예정인 100kW급의 연료전지는 여러 개를 조합하여 500kW, 1MW 등의 다양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차량 외에 선박, 지게차, 건물 등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  

 

44. 향후 관전 포인트 

1) Upstream-Downstream에 걸친 추가적인 제휴 확대 여부  

* 수소 생태계는 한 개의 업체가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수소 생산부터 자동차까지 폭 넓은 제휴가 필요. 

* 현대차는 Cummins와 MOU를 시작으로 탄소섬유 분야에서 Aramco, 발전 분야에서 GRZ Technologies, 유럽 수소사업 

분야에서 INEOS 등과 협력을 하고 있음. 지난해 현대차는 상용 수소차 설명회에서 큰 규모의 파트너 쉽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음.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는 Upstream-Downstream에 걸친 폭 넓은 협력이 필수인 만큼 향후 얼마나 제휴를 

넓혀가는지가 중요. 특히 Downstream 대비 우리나라의 Upstream 기술이 열위에 있는 만큼 해당 분야 협력이 중요.  

* Toyota는 수소연료전지를 버스업체 Caetano Bus에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출시 예정인 BMW X5에도 공급 예정. 현대차도 

2030년 20만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외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진행 상황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2) 중국 수소차 시장 전략 

* 전기차에 이어 중국이 세계 최대 수소차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현대차는 2035년 중국 수소차 수요 100만대 예상) 

* 이에 현대차도 올해 3월 광저우 수소연료전지 공장 건립에 착수한 상태. 2022년 하반기 연 생산능력 6,500기 규모로 완공될 

예정. 따라서 향후 이를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아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 Toyota는 지난해 6월 FAW) 동풍기차, 북경기차 등 5개 중국 로컬 업체와 United Fuel Cell System R&D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4월에는 SinoHytec과 수소연료 상용차 합작법인 Toyota Sinohytec Fuel Cell을 설립하며 중국 상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음. 베이징 시가 2025년까지 1만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2022 동계 올림픽에 Toyota의 수소연료전지 버스가 

활용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대차도 중국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최근 중국 Nio, Li Auto, Xpeng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아직까지 현대차 대비 기술력이 뒤떨어져 있으나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전략도 관찰할 필요가 있음. 지난해 9월, 상해기차는 

2025년까지 수소차 1만대 판매 목표를 발표했으며, Beiqi Foton도 2025년까지 수소차 1.5만대 판매 목표를 천명하였음. 최근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장성기차도 올해 3월 수소차 SUV와 수소 트럭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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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수소 비전을 발표한 정의선 회장  도표 2. e-Borgie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 차량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3년 출시 예정인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도표 4. 현대차 수소 트럭 XCIENT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플랫형 연료전지 시스템  도표 6. 수소연료전지 원가 구조 개선 계획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현대모비스, 인천, 울산에 3세대 수소연료전지 생산 계획  도표 8.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생산 능력 예상치 

 

 

 
자료 : 현대모비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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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현대차 수소차 판매   도표 10. TOYOTA 수소차 판매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출고 기준, 21년은 7월 누계  자료 : TOYOT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21년은 7월 누계 

 

도표 11. 현대차, Honda, Toyota 미국 수소차 판매  도표 12. 현대차, Toyota 유럽 수소차 판매 

 

 

 
자료 : 각 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2021년은 7월 누계  자료 : 각 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2021년은 7월 누계 

 

도표 13. 현대차 Fuel Cell System   도표 14. Toyota Fuel Cell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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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투자등급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지난 1 년간 해당 기업의 기업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 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     립 : 향후 12 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 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매수 : 93.49% 중립 : 6.51% 매도 : 0.0%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ELW 주식선물 주식옵션

현대모비스 - - - - - - -

현대차 - - - - - - -

자사주신탁 계약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10630)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1-09-08 매수 310000   

2021-01-21 매수 310000   

2020-11-24 매수 220000 -6.62 21.59

2020-10-27 매수 200000 -12.74 -8.75

2020-07-24 매수 160000 3.76 16.88

2020-06-29 매수 150000 -28.97 -17.00

2020-04-07 매수 130000 -24.38 -13.08

2020-01-23 매수 165000 -34.29 -17.58

2020-01-13 매수 155000 -23.50 -18.06

2019-12-11 매수 150000 -20.60 -17.33

2019-10-14 매수 155000 -20.72 -18.71

현대차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1-09-08 매수 420000   

2021-01-21 매수 420000   

2020-10-30 매수 330000 -20.38 8.94

2020-07-27 매수 300000 -24.21 -15.83

2020-06-29 매수 250000 -17.87 -10.40

2020-04-27 매수 230000 -17.10 -2.61

현대모비스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