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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더디지만 다시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 

1)기대했던 미국2공장 착공을 당장 바라긴 어려울 것 같다. 향후 성장정체에 대한 우

려는 우리 예상인 미국2공장 착공으로가 아닌, 울산공장의 UPH 상향과 기아차 멕시

코 공장착공 이후 B-Seg SUV의 교차생산도 검토 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2)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생산설비의 고도화가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품질관

리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고 디테일해 졌음을 확인했다. 적어도 품질지수 하락이 미국 

현지생산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으며, 때마침 발표된 JD Power IQS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양산메이커 중 1위를 기록해 그간 우려에 대한 불식이 가능해졌다.   

3)제네시스와 쏘나타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기대이상으로 좋았다. 새로운 모델출

시에 따른 미국 소비자의 초기반응은 매우 좋으며, 신형모델의 디자인과 연비, 성능에 

대해선 우려에 비해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신차효과가 ASP 상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은 경쟁심화와 

모델노후화에 따른 상품성 하락으로 평균 인센티브 레벨이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신차

투입에 따른 Transaction price의 상향에 대한 의심들도 여전히 많지만 이번 HMA와 

딜러방문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5)확실히 미국은 ‘미국다움’에 여전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이는 대형 SUV 

선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현대, 기아의 성장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런 단

점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현대, 기아차 종사자들과 딜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

었다. 필요함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분명 해결책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6)디자인부터 생산, 판매, 금융에 걸친 전과정의 Proce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모든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생산부문에서는 남부의 청교도적 근면, 성실, 도덕성, 책임감이, 판매, 디자인, 금

융부문에서는 서부의 앞선 트렌드와 Speed가 경쟁력을 높여주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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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 KMMG(Kia Motor Manufacturing Georgia) / Mobis Georgia / 

Hyundai Powertech / HMA(Hyundai Motor America) / MPA(Mobis Parts 

America) /Hyundai design center North America / Tustin Hyundai Dealer In 

Orange county / WIN Hyundai Dealer in Long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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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대차그룹 미국탐방 

1. 4년만의 미국탐방에 임하며… 

4년만의 미국 탐방이다. 현대 알라바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모비스 공장 

(알라바마/조지아), 파워텍 공장(조지아)을 돌며 한층 숙련된 생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LA에 위치한 현대차 판매법인(HMA)과 최근 성장이 두드러지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HCA), 싼타페, 제네시스 등을 디자인한 현대차 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또 

Orange county Tustin과 Long Beach WIN 두 군데의 Dealer shop을 방문해 최근 현황과 

신차에 대한 딜러,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들어 현대, 기아차의 미국판매 및 생산의 글로벌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각축장으로서 기술 및 마켓 트렌드를 

주도하며, D세그먼트와 SUV 중심 모델믹스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또 편견이 심한 유럽과 달리 특유의 합리적 소비성향으로 인해 후발주자도 노력여하에 따라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대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광활한 국토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로 이동거리가 길고, GDP수준이 높아 자동차 구매유인이 크며, 금융의 발달로 

구매가 용이해 자동차 보급이 전체 인구의 80%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시장이다. 무엇보다 

각종 Detail하고 체계적인 판매 Data가 제공되어 업체들에게 전략적 접근 및 분석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림1> 현대, 기아의 연도별 미국비중 추이 

-12년 이후 타지역 대비 축소되고 있는 미국지역 판매비중 

 <그림2> 현대, 기아차 미국공장 가동률 

- 100%를 상회하고 있는 현대, 기아 미국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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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에게 있어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져 왔다. 86년 포니 액셀을 

시작으로 전량 수출에만 의지하다가 무역마찰 및 환율변동 대처를 위해 05년 현대차가 

알라바마 현지생산을 시작하고 기아차가 조지아 생산을 보태면서 크게 도약했고, 3교대 

근무를 통한 Capa 확대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 10%를 돌파한 바 

있었다.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며 단기간에 브랜드 밸류를 높였고, 소비자 만족도, IQS, 

VDS, Residual value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쟁심화와 믹스에서의 열위, 

공급능력 부족에 따른 성장정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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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탐방 후 내린 핵심결론 

주식시장에서 미국시장에 대해 최근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1)2016년 이후 성장지속에 대한 

의문(공급능력 확충필요성), 2)하락하고 있는 품질지수 및 브랜드 밸류, 3)제값받기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의 한계, 4)최근 출시된 신차의 흥행여부, 5)Sales mix의 불리함에 따른 

한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미국탐방을 통해 얻은 핵심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기대했던 미국2공장 착공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신공장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도,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도 아니다. 알라바마 공장에서 LF쏘나타의 성공 시 혼류생산 차종인 

엘란트라의 생산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14년에는 한국공장에서의 수출로 엘란트라 

대응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15년엔 신형 엘란트라(ADa)가 출시되어 공장의 생산Capa가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 예상인 미국2공장 착공으로가 아닌, 

울산공장의 UPH 상향으로 Cover 할 것 같다. 신차종 투입은 기아차 멕시코 공장착공 이후 

B-Seg SUV의 교차생산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혹 이후에 미국에서 

추가생산을 할 경우에도 추가 Capa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함을 확인했다. 알라바마, 조지아 

공장의 Space는 충분하며 주변의 나대지 역시 매우 광활하다. 현재의 인프라와 부품 

Cluster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며, 양 주정부의 Support 의지도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생산설비의 고도화가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품질관리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고 디테일해졌다. 적어도 품질지수 하락이 미국 현지생산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왔다. 초기 가동단계에 비해 근로자의 숙련도와 적응도가 매우 

높아져있다. 주요 불량발생 가능 Spot마다 최첨단 Tester를 설치했고, 전수검사를 통해 

불량률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주변 부품업체들의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도 이전에 비해 매우 향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때마침 발표된 JD Power IQS(Initiral 

Quality Study)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양산메이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그간 우려의 

불식이 가능해졌다.  

<그림3> 2014년 J.D.Power IQS(Initail Quality Study) 결과  - 도요타를 제치고 양산메이커 중 가장 높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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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D.Power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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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네시스와 쏘나타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기대이상으로 좋은 것 같다.  

새로운 모델출시에 따른 미국 소비자의 초기반응은 한국에 비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형모델의 디자인과 연비, 성능에 대해선 우려에 비해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HMA에서 확신있는 전망을 들을 수 있었고, Tustin / WIN Dealer에서도 소비자 반응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제네시스는 Luxury급에서 가격대비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스바루를 제외한 일반브랜드 중 유일한 4WD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차별적 경쟁력을 지닐 것이란 판단이다. 제네시스의 4WD 탑제로 인해 Sun 

belt에서 Snow belt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흥미로웠다.  

LF쏘나타 역시 도요타 캠리 F/L의 존재가 부담스럽지만, 현지 반응은 LF의 F/C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디자인센터 방문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디자인 

취향이 한국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에서 판매가 부진한 현대 벨로스터, 제네시스 

쿠페와 기아 쏘울이 미국에서 인기가 높고, 신형 싼타페가 이전 싼타페 대비 인기가 덜함이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디자인 취향에 기인한 것 같다. 싼타페의 경우 이전 두 모델이 모두 

미국 디자인센터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림4> 쏘울 내수 및 미국 판매량 – 한국에서 부진한 반면 미국에서는 월 1만대 이상 판매량을 보이는 기아차 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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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그림5> 싼타페 비교 – 다소 상이한 디자인 취향인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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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차효과가 ASP 상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시점은 경쟁심화와 모델노후화에 따른 상품성 하락으로 평균 인센티브 레벨이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신차투입에 따른 Transaction price의 상향에 대한 의심들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번 딜러방문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판매초기 상태인 신형 제네시스는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MSRP에서 딜러가 ‘웃돈’을 얹어서 팔 정도로 가격저항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LF쏘나타는 아직 Delivery가 안된 상태지만 구형 쏘나타의 소진이 

어느정도 이뤄지면 인센티브 하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쏘나타의 경우 현재 

MSRP 대비 2천불, 제네시스는 4천불 가량 높게 가격이 책정되어있다. 현대차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HCA에서도 신차는 할부, 리스에서 구형차에 비해 훨씬 유리한 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들을 수 있었다. 생산-판매-금융의 연결매출/영업이익에서 분명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림6> WIN 딜러에서의 제네시스 3.8 가격표 – MSRP보다 높게 형성된 딜러가격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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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확실히 미국은 ‘미국다움’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이는 최근의 경기회복과 

유가안정에 따른 대형 SUV 선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현대, 기아의 한계가 

드러난다. Car(세단형)위주의 생산믹스로 LT(Light Truck)에서의 부진이 불가피하다. 최근 

미국의 월별 판매를 보면 Car vs LT가 48:52로 LT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픽업트럭의 부재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 SUV의 부재, 그나마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CUV에서도 라인업이 초라하다. 향후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라인이라 판단된다. 이번 탐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향후 Large SUV, 

B-Seg CUV 투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Luxury Sports sedan과 

Full type HEV 의 투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점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애널리스트들 보다 현대, 기아차 종사자들과 딜러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함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분명 해결책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림7> Car와 LT의 비중추이   <그림8> 차량 세그먼트별 성장률 – LT 중심의 성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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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14년 1월~5월 합계 기준 

자료: Automotive News, 하이투자증권 

 

 

<그림9> 현대/기아차의 Car와 LT내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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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탐방의 의미와 고찰 

1)디자인부터 생산, 판매, 금융에 걸친 전과정의 Process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모든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앞선 미국의 Human resource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산부문에서는 남부의 청교도적 근면, 성실, 도덕성, 책임감이 세계에서 

UPH가 가장 빠르고, 편성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판매, 디자인, 

금융부문에서는 서부의 앞선 트렌드와 Speed가 경쟁력을 높여주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북동부 미시간에는 연구소가 위치해 최신 기술동향을 

Watching하고 Follow up하고 있다.) 비행기로 5시간이 넘는 남부와 서부에 위치해있는 

현대, 기아의 전부문 Process를 짧은 시간에 동시에 확인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림10> 현대차그룹 미국 내 주요 법인 및 연구소 – 생산기지: 남부, 판매/디자인/금융: 서부, 북동부: R&D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①디자인- Hyundai design center North America  

미국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Data로 축적하고, 상품이나 

컨센트카로 형상화 하는 과정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 미국다움이 필요한 제품에 관한한 미국 디자인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 원래 

통합되어 있던 현대-기아차의 디자인센터 분리로 디자인 정체성과 독자적 창의성이 부각될 

수 있음은 다행이다. 주변에 미국, 일본, 유럽업체들의 Design center 들이 Cluster를 

이루고 모여있어 양질의 인력을 모집하고 최신 트렌드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현지 미국인 Director의 HCD(Hyundai Califonia Design) 컨셉카의 양산화 

성공사례 등 디자인 자신감도 Catch 할 수 있었고, 타 브랜드 모방논란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오히려 현대의 Fluidic Sculpture 1.0의 큰 성공이 일본, 

미국업체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Fluidic Sculpture 

2.0에서 현대의 디자인 보수화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경쟁업체의 디자인 과감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함도 들을 수 있었다. 각국에 위치한 현대 디자인센터들과의 공조, 

미국인과 한국인의 디자인 선호도 차이존재, 3D 스캐너와 프린터를 이용한 인테리어 형상화 

작업 편이 등에 대한 설명도 재미있는 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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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현대차 북미 디자인센터 경관 – ‘미국다움’이 필요한 제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②부품생산-  MAL(Mobis Alabama) /Hyundai Powertech / Mobis Georgia 

모비스, 파워텍 탐방을 통해 생산공정이 4년전에 비해 훨씬 고도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모비스 알라바마와 모비스 조지아의 경우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설비,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크게 차별화되진 않는다. 다만 조지아가 뒤늦게 만들어진 공장인 만큼 

완성차와의 컨베이어 연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더 효율적이었다. 현대파워텍에서 

트랜스미션을 제공받고, 현대알라바마에서 공수한 엔진으로 Front chassy에 이 둘을 연결해 

터널식 컨베이어에 이송하면 이를 바로 기아차에서 받아 차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공장 중 가장 초기에 Setting 된 알라바마의 경우 현대차 공장과 모비스 공장이 약 10km 

이격되어 있다. 이후 지어진 현대, 기아의 글로벌 공장들은 모두 Conveyor로 연결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조립품질검사 단계와 JIS(Just In Sequence)관리 역시 타이트해졌다. 현지 직원들의 

현장설명에서 ‘Quality’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됨을 통해 CEO의 품질경영의 중요성이 

확실히 각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근로자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생산시스템의 유지, 

개선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모비스 알라바마에서 ‘Pocket card campaign’ 
전개는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직원들의 활발한 현장제안으로 Layout이 변경되고, 

작업의 효율이 극대화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제안은 회사 차원에서 보상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었다. 미국인 특유의 주인의식, 참여의식은 한국공장에서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보여진다. 반면 여전히 일부 부품에서 한국에서의 CKD 비중이 높아 

환율에 취약하다는 점은 추가적인 현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할 단점이다. 현재 원화강세가 

미국 부품법인의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음도 질의응답에서 Catch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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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완성차조립 - HMMA, KMMG 

4년전 방문에 비해 3교대 근무를 통한 Capa 증가가 있었음에도 현대차가 73대의 세계최고 

수준의 UPH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아차 역시 68대의 UPH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공장의 

UPH가 50대 중후반임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년간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매우 높아졌고, 팔레트 자동이송시스템, 의장라인에서 로보트 도입 확대 등 개선도 

많이 진행되었다. 제품의 품질을 위해 불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Spot에는 레이저 

검사기가 부착되어 있음도 확인했다.  

현대 알라바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CAPEX 차이에 따라 

현대차의 자동화율이 기아차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과 현대차가 엘란트라, 쏘나타 2개 

차종을 생산하는데 반해, 기아차는 쏘렌토, 옵티마 외 현대차의 싼타페를 교차생산하며 3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기아차가 뒤늦게 건설되면서 현대차의 단점이었던 모비스와의 

이격(10km)을 Tunnel Conveyor 방식으로 일체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무래도 

모비스와의 연결로 Front Complete Chassy Module을 Conveyor를 통해 제공받는 

기아차의 물류비용이 훨씬 Save 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흥미로운 점은 현대, 기아간 협업으로 인해 Cost save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알라바마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조지아에서 트랜스미션을 생산해 이를 서로 교환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동일한 

팔레트로 운반해 알라바마-조지아 왕복 물류비를 크게 절약하고 있었다. 이는 매우 신선한 

발상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림12> 현대/기아차 공장 전경 

 

 
자료: 현대차,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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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판매법인 - HMA(Hyundai Motor America)  

Irvine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북미판매법인은 최신 건물로 근무하기에 매우 쾌적한 

사무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HMA는 1985년에 설립되어 86년에 처음 포니 액셀 판매를 

시작으로 벌써 29년이 지나 내년이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에 포니 액셀 한 차종으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제네시스, 에쿠스까지 Segment를 확대했고, 13년엔 72만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HMA가 설명한 것을 요약하자면, 99년부터 13년까지 690%라는 거대한 성장을 이뤘고, 

미국브랜드를 제외한 해외브랜드 중 99년 미쓰비시, 마쓰다보다도 열위했던 등수가 도요타, 

혼다, 닛산을 바짝 뒤쫓는 4위 브랜드로 성장했고, 이는 과도한 인센티브 지출이 아닌 

Minimal Incentive spending 상황에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잔존가치(Residual Value가 혼다에 이은 2위 수준까지 향상되어 Financial option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대차의 미국내 판매 특징을 보면, 아래 

<그림15,16>에서 보듯이 백인에 대한 편중도가 82%, 다른 인종이 18%를 차지하고 있고, 

1978년 이후 출생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현대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연비와 가성비 때문이었다.  

전략으로는 미국내 825개의 딜러를 크게 Western, Central, Eastern, Southern, South 

Central 5개권역으로 나누고 Regional Office를 세워 컨트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후가 

온화한 Sun belt 위주의 판매가 집중되었다면, 향후엔 북동부를 포함하는 Snow belt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륜구동 제네시스의 등장과 SUV 라인업 보강을 바탕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그림13> 현대차 판매법인 HMA 전경  <그림14> 현대차 주 구매요인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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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현대차 구매층 변화: 인종별  <그림16> 현대차 구매층 변화: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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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딜러 - Tustin Hyundai Dealer In Orange county / WIN Hyundai Dealer in Long 

Beach 

Orange county에 위치한 Tustin Hyundai와 Long Beach에 위치한 WIN Hyundai 딜러를 

다녀왔다. Tustin Hyundai의 경우엔 일정변경으로 예고 없이 급하게 방문한 딜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장점과 최근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 논리정연한 설명을 해주었다. 3년차 

딜러였지만 초기 한달에 25대 팔던 현대차가 브랜드밸류 상향과 더불어 최근엔 200대 

가까이 판매되며, 현대차의 Orange county내 M/S가 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구형모델 위주의 판매로 정체상태지만 신모델이 투입될 시점이라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Tustin Auto Center에는 Acura, Lexus, Infinity 같은 일본 럭셔리 브랜드 샵이 바로 

인접해있고, 도요타, 마쓰다, 혼다도 가시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럭셔리 세그먼트인 

제네시스와 최대 볼륨카 쏘나타의 투입으로 딜러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모델인 제네시스와 LF쏘나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묻자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ed)고 

답해주었다. 판매증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도 들을 수 있었다. Tustin 

Hyundai 전체 판매량에서 엘란트라의 비중은 30%, 쏘나타가 20% 제네시스가 Coupe를 

포함해 10%에 달하며, 나머지가 40%를 차지한다. 방문한 다음 날부터 주문해놓은 

LF입고가 시작된다며 판매증가에 대한 기대로 매우 흥분한 모습이었다. 반면 아직 

YF쏘나타와 구형 제네시스가 많이 눈에 띄었다는 점은 당분간 구형재고의 할인판매가 

불가피함을 의미했다. 

<그림17> Tustin Hyundai 전경  <그림18> 인접거리에 일본 럭셔리 브랜드가 위치한 Tustin Hyundai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Long Beach에 위치한 WIN Hyundai는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거기다가 바로 인접해있는 San Diego 605 Freeway에는 대형 

LCD전광판을 설치해 신형 제네시스와 LF쏘나타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하루에 

65,000여대가 이 도로를 주행하며, 자주 Traffic zam이 발생하는 병목구간에 Dealer 

shop이 위치하고 있어 광고 노출효과가 크다는 설명이었다. 전광판 주변의 Window엔 

주력제품을 전시해놓았고, 야간에도 조명을 켜 제품의 노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General Manager의 설명으로는 제네시스의 경우, BMW, Benz, Lexus 대비 품질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갭이 커서 합리적 소비자들에겐 Appeal 하기가 쉬운 

모델이며, 최신 트렌드에 맞아 판매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모델이 나오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더 높은 가격으로 Markup 한 가격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반면 

LF쏘나타는 유사한 가격, 성능, 디자인의 D Segment가 워낙 촘촘히 붙어 있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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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option과 Warranty Program에 많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제품 학습능력이 뛰어나 대부분 제품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19>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WIN Hyundai   <그림20> San Diego 605 Freeway 인접하여 광고 노출효과가 큰 

WIN Hyundai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⑥금융 –Hyundai Capital America 

Captive finance 회사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미 침투율이 57%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중고차 비즈니스와 VSC(vehicle service contract) 

Finance 비즈니스로의 영역확장은 물론 Dealer finance, Fleet finance에도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과 우수한 미국 금융인재들을 통해 캐나다 시장과 브라질 시장까지 

개척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최고급 인력 77명을 새로 영입했으며, 

맨파워는 최고수준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영역의 확장과 신차 출시로 인해 매출증가와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첨한 탐방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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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차에 대한 현지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이 대부분 구형이라 시장점유율과 ASP, Incentive 모두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16년은 신차가 집중되는 시기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되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신모델 반응이 될 것이다. 다행히 HMA, 디자인센터에서는 현지 반응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Dealer 

들도 긍정적이란 반응들이었다. 

①이미 판매에 돌입한 제네시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딜러들이 아직까지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WIN Dealer에서는 가치대비 분명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자들이라면 구매리스트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고, 지금은 웃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4WD 모델은 기존 

취약시장인 Snow belt에 Appeal 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트렌디한 

디자인과 견고한 하체, 코너링, Top safety+ 획득 등이 신규 소비자들에게 소구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었다. HMA에서도 Dealer들의 Order가 늘고 있어 한국공장의 

추가생산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3.8과 5.0엔진으로 높은 배기량을 가졌다는 점과 2015년형 

최신모델, 옵션사양의 상대적 우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존 Midsize Luxury급에서 

Cadillac CTS, Lexus GS, Acura R, Infinity M, BMW 5, Audi A6, Benz E-Class의 

주력모델(2.0-3.5)과 의미 있는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연비와 Power에서 

구형모델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브랜드 파워와 제품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②이제 막 딜리버리가 진행되는 LF쏘나타  

아직까지 딜러들은 신형 쏘나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알라바마 공장에서 쏘나타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생산된 제품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5월 

중순부터 생산했음을 감안하면 딜리버리 이후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구매하기까진 1-2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또 현행 2.0과 2.4엔진에 더해 Veloster Turbo에 장착된 1.6 

Turbo engine을 장착한 Sonata Eco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점진적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2.0의 연비는 복합 29mpg이나 Eco는 32mpg로 약 10%의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딜러들은 YF의 높은 인기를 기억하며, LF의 성공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우리가 걱정하는 연비문제도 미국소비자의 구매행동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오히려 현대차에 대한 재구매율이 높고, Residual Value가 높아 

TCO(Total Cost of Ownership)이 유리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현대차는 낮은 

트림에서 가격을 낮추고 높은 트림에서 가격을 더 받는 전략을 쓰고 있으나, 이 Mix가 

어떻게 형성되어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에서 D세그먼트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쏘나타의 MSRP나 Transaction price가 일본, 미국업체들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어서 경쟁업체의 프로모션과 금융에서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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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산요소로서의 Man power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기업으로서 현대, 기아차를 바라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00년 이상의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연구개발, 디자인, 금융비즈니스,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탐방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① 선진기법을 익히고 있는 미국직원들의 능력 

현대 디자인센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헐리우드의 최신 트렌드를 접하고 있고, 글로벌 

디자인센터들이 밀집해있는 Irvine에서 발탁된 인재들이다.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과 미국 

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이해력,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접목속도가 빨랐다. 이미 

HCD(Hyundai California Design)명이 붙은 컨셉카를 우리는 14개 차종이나 보고 있다. 

이들이 양산화되면서 크게 성공한 모델이 많음도 기억하고 있다. 이는 Auto finance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진금융기법, 특히 리스크 관리와 Residual value 계산, 

취급금리에 대한 이해 등에서 한국보다 압도적 맨파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캐나다와 브라질 자동차금융까지 맡아 Manage 하는데 사용되며, 중고차, 보험분야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Dealer의 Feedback 역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진출해있는 미국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②한국보다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한 노동력 

남부에 위치한 현대, 기아차의 생산법인 노사문화는 한국의 대립적 노사문화와 비교할만하다. 

남부는 대규모 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업중심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고, 온정주의적 윤리와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평온한 지역이다. 특히 85% 이상이 기독교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으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전통과 인간관계 중심의 사고를 영위하고 

있다. 특히 현지 주재원들의 얘기로는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 의장라인의 인원들도 한국에 

비해 피로를 덜 느낀다고 한다. 또 한국처럼 조기퇴근을 위한 라인침범 같은 편법에 대해 

매우 단호해 불량률도 낮다는 설명이었다. 공장 내 전지역 금연, 보안지역에서의 철저한 

단속 등 회사가 규정지은 Manual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이들의 장점이다.  

특히 ‘My company’라는 의식이 철두철미해 사내 제안이나 슬로건 제정시 참여율이 매우 

높다. 스스로 청소를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즐겁게 여기는 것이 남부의 문화다. 

라인 투어 시 4년전에도, 이번에도 바쁜 작업 중에도 미소 띈 얼굴로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해주는 모습이었다. 부품업체 직원들 역시 완성차 업체와의 인건비 차이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갖기 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면 완성차로 이직할 수 있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 기아 근로자들도 3교대 근무로의 전환 시에도 반대하지 않고 회사방침에 따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들의 순수한 애사심과 한국의 전투적 노사문화가 정말 대조적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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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대, 기아차 모두 미국 현지회사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 아직 현대, 기아차가 한국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으로 느끼는 경향이 

크지만, 이미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미국에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분명 미국은 한국보다 Human resource, Man power에 있어 우위에 있는 

국가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것은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나 충성심, 비전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높아져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양질의 노동력에서 나오는 높은 생산 퀄러티와 

현지인에 의한 디자인, 연구개발, 미국의 선진 자동차 금융접목, 체계화된 판매 Process, 

활발한 딜러 Feedback을 통해 철저히 미국화, 상향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탐방에는 미국인 직원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We’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현대차의 미국화’에 대한 생각이 강해졌다. 디자인센터에도 주변에 미국, 

일본, 유럽계 회사의 Design cluster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인재들이었고, 객관적 비교와 

현대, 기아차의 상대적 강/약점을 주지하고 있었다. 경험 많은 현지 딜러들은 미국, 

일본업체와 비교해서 절대 디자인, 성능, 금융 서포트, AS만족도, Residual value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타브랜드 판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UIO 확대로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고, 딜러망이 확충되고 있으며, 상위 

라인업으로 확장되면서 적어도 지난 20여년에 비해선 낮은 브랜드 인지도, 상품성 열위 등 

소비자들의 저항없이 수월한 사업전개가 가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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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별 탐방 

1.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그림21>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전경 

 
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남부 및 알라바마의 특징  

몽고메리는 50% 이상이 흑인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특히 남부4개주는 흑인이 정말 많다. 

미국 전체에 흑인비중이 12% 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체 인구 중 

흑인비중이 10% 미만일 수 밖에 없다. 남부에 흑인이 많은 것은 노예제도가 풀리면서 

노예들이 남부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떠나도 멀리 못갔기 때문에 남부 주변에 

흑인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스포츠 종목 중 가장 연봉이 높은 것이 자동차 

경주(NASCAR)다. 남부 기업들의 경우 프로스포츠에 스폰서를 줄 만한 회사가 없다. 

NASCAR 경기장에 30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림22> 인종별 비율  <그림23> 남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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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MMA, 하이투자증권 

 
 자료: HMMA하이투자증권 

 

 



 

 17 

HMMA에도 African American의 비중이 59%에 달할만큼 많다. 특히 남부는 크리스천 

벨트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85%에 달한다. 기독교 복음주의 경향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남부는 전통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다. 알라바마주는 남한의 1.6배에 달한다. 

인구는 482만명이다. 백인이 70.1%, 흑인이 26.5%, 아시안이 1.2%다. 교민수는 9,500명 

수준이다. 몽고메리는 남북전쟁시 남부군의 수도였고, 현재 인구는 20.5만명에 달한다. 

알라바마주의 실업률은 09년 10.7%에 달했으나 현재 7.8%까지 낮아졌다. 

HMMA의 경제적 효과 

2010년에 Kelvan Deravi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HMMA는 한해 동안 알라바마 경제에 

38억달러 상당의 기여를 했는데 이는 알라바마주 경제의 총 2% 수준에 해당한다. HMMA의 

직접적인 영향 28억달러, 협력업체의 영향이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직간접 고용인원은 

34,000명 Full time Job을 만들었다. 미국에 빅3공장 포함 70개의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다. 

예전엔 빅3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D3(디트로이트3)라고 부른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남부에서 

유치를 많이 한다. 알라바마에는 현대, 벤츠, 혼다가 들어와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지다 

보니 남부에 새로운 공장들이 많이 들어온다. 대부분 공장이 25-30만대 규모로 되어 있다. 

일본은 150만대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남북전쟁이란 표현을 

쓰는데 북부 벨트(D3: GM, FORD, CX)와 남부 벨트(도요타, 혼다, 닛산, VW, BMW, 벤츠, 

현대, 기아)에 자동차기업들이 나뉘어 생산하고 있는데 극명하게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딜러망은 북미에 92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이 754개, 캐나다가 169개 

수준이다. 대형딜러의 경우, 딜러대회 시 개인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규모가 큰 편이다. 

미국에서의 현대차 

HMMA의 진출배경으로는 당시 해외생산 능력 확대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상 

무역마찰을 회피하고 환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해외판매 거점의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지메이커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했다. 미국내 현대 브랜드 전체 

판매대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최초 후보지로는 켄터키,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오하이오가 거론되었다. 하지만 당시 알라바마 주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는데, 

2.5억불 상당의 부지와 채용관련 광고비 2년간 지원, 세제감면, 교육훈련센터 건립, 

도로확장, Hyundai Blue road 라는 도로명까지 주었다.  

HMMA 개요  

생산능력은 현재 3교대로 37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UPH는 73대로 일산 1,550대의 생산이 

가능하다. 엔진공장은 생산캐파 70만대로 2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1공장이 36만대(세타), 

2공장이 34만대(세타/누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다기종 생산이 가능한 Flexible system을 

구축해놓고 있다. 도장공정은 96대의 로보트로 스프레이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수성도료만을 사용하고 있다. 차체공장 라인은 총 284개의 로보트를 이용, 

1700Point에 달하는 용접점을 100%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Bottle-neck이 

걸리는 의장라인은 다면물류방식에 의한 효율적 물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체공학 시스템을 

도입해 근골격계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했다.  



 

 18 

생산현황으로는 14년 쏘나타 215,500대, 엘란트라 174,500대로 총 39만대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규 근무일은 243일, 특근은 14회가 계획되어 있다. 공장규모는 부지가 

217만평, 건평은 9만평이다. 공장면적은 30만평, 사용면적은 87만평으로 부지의 40%만 

쓰고 있어 충분히 여유가 있다. 종업원은 총 3,704명이다.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은 

49초마다 차가 한대씩 생산되며, 전세계 현대차공장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다. 

<표1> HMMA 개요  

투자비 12억불(차종투자비 별도 

엔진공장 

생산CAPA(조립) 70만대 

공장규모 
부지: 217만평 / 건평 9만평 1공장(세타): 36만대 

공장면적 30만평 / 사용면적 87만평(40%) 2공장(세타/누우): 34만대 

종업원 3,704명 

생산현황 

 2012 2013 2014(E) 

생산능력 
37만대/년(3교대) 쏘나타 222,353 204,436 215,500 

시간당 생산대수: 73대 (1,550대/일) 엘란트라 138,995 194,064 174,500 

주요사항 12년 8월 6일자로 2교대-> 3교대 변경 합계 361,348 398,500 390,000 
 

자료: HMMA, 하이투자증권 

 

HMMA는 알라바마 최우수 성장 기업상을 09년에, 11년에 알라바마 최고 제조업체상 수상할 

정도로 현지에서는 앞서가는 법인이다. 특히 하버리포트에서 북미생산성 평가 1위, 프레스는 

09-14년에 1위, 엔진, 조립은 10-14년까지 1위를 기록했다. HPV는 14.8시간에 한대, 

의장라인의 편성효율이 93.8%로 한국의 2배 수준에 달할 만큼 효율적인 공장이다. 

<그림24> HPV - 차한대당 생산시간 추이   <그림25> 편성효율 - 표준인원/실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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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MMA, 하이투자증권 

 
 자료: HMMA, 하이투자증권 

 

HMMA의 연도별생산능력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08-09년에 일시적으로 생산이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에 YF쏘나타 투입하면서 09년 

19.5만대에서 10년 HMMA의 Capa인 30만대를 돌파했고, 11년에 가동률을 높여 33.8만대, 

12년엔 3교대 근무로 시스템을 변경하며 36만대 생산에 이르렀다. 13년엔 Utilization을 

높여 39만대를 넘기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작업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꿀 때 채용기간 4개월을 제외하고 바로 시행될 만큼 미국은 

유연성이 있고, 근로자들이 합리적이다. 미국이 243일 근무하고 한국은 235일이다. 미국이 

법정 휴일이 없어 근로시간이 한국에 비해 더 길다. 심지어 월차휴가, 생리휴가제도도 없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에 대해선 일반의료, 치과, 안과, 약품까지 회사가 

전폭적으로 Support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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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현대차 미국공장 쏘나타, 엘란트라 생산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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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협력업체 - 미국 전체에는 73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알라바마주에 30개 협력업체가 있으며, 

27개업체가 동반진출을 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현대파워텍, 

평화정공, 동원금속, 세종공업, 한일이화 한라비스테온, 화신, 만도, 화승알앤에이, 에스엘, 

구영테크, 대원강업, 인펙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동반진출로 총 9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대, 기아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 

현대차의 연도별 판매현황을 보면 HMMA가 들어서고 나서 획기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86년에 처음으로 포니 액셀이 수출되고 1.5%의 점유율을 보이더니 97년에 곧바로 

시장점유율 2.6%를 기록하며 ‘포니 신화’로 일컬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내구성의 문제로 

1%중반의 시장점유율로 밀리더니 급기야 IMF 때인 98년에 0.6%로 1%를 하회하는 부진을 

겪기도 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EF쏘나타 판매증가와 XG300 이후 미국인의 시선이 

달라졌다. HMMA가 들어서고 YF쏘나타와 아반떼MD의 호조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08년 시장점유율 3%를 넘어서기까지 20년이 걸린 셈이다. 11년에 5.1%를 찍었다. 

5%를 넘자 미국 언론에서는 ‘Man bites Dog’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다. 이후 미국시장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급격히 성장하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서, 판매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27> 현대차 미국시장 판매 및 점유율 추이 – HMMA가 들어선 이후 획기적 성장을 보였던 미국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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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차,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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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L(현대 모비스 알라바마) 

MAL은 현대차 공장에서 10Km가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5분가량이 소요된다. 현재는 모든 

글로벌 공장이 모비스 모듈공정과 완성차 조립공정을 터널식 컨베이어로 연결해놓고 있지만, 

당시엔 글로벌 표준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MAL에는 총93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공장투자에는 총 2.7억불이 소요되었으며 

주로 알라바마 공장의 모듈을 담당하고, 범퍼를 비롯한 AS부품은 캐나다까지 커버하고 있다. 

공장은 크게 플라스틱 공장, 모듈공장, RDC, 전착도장 시설로 이뤄져 있다.  

02년 11월에 법인설립, 공장을 착공해 04년 쏘나타 양산이 개시되었다. 현재 플라스틱 

공장에서 생산하는 범퍼와 인판넬은 알라바마의 쏘나타, 엘란트라와 조지아의 옵티마, 

쏘렌토, 싼타페에 공급되며, 모듈은 알라바마에 공급된다. 14년엔 LF쏘나타 인판넬 공장 

증축했고,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현대모비스 역시 HMMA와 더불어 3교대제로 운영 

중이다. OEM과 동기화되지 않으면 JIS가 어렵기 때문이다. 범퍼사출 이후엔 전착도장 

시설로 이동해 도색이 이루어진다. 공장 내에 범퍼 행거가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컸다. 

모듈부문은 Front/Rear Chassy 및 FEM(Front End Module), Cockpit(운전석모듈)모듈을 

생산하여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EMS(Electric Monorail System)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불량없이 곧바로 현대차로 보내지는 직행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었다. 현대차 공장과 현대모비스 공장이 터널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자동전달 되는 

다른 해외 공장과 달리 알라바마 공장은 완성차 공장과 10Km 이격되어 있어 적기(Same 

sequence)에 맞춰 생산, 전달하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비스의 물류를 

이용해 운송하고 있다. 10분 이상 오차 발생 시 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수 밖에 없어서 운전 

인력 관리부터 트럭 추적 시스템까지 2,3중 점검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듈구성 

부품사들의 팔레트들이 눈에 띄었는데, 익숙히 알고 있는 만도, SL, 화신, 서한(한국프랜지) 

등이 납품을 하고 있었다. LFA에는 특이하게 덴소에서 공조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RDC 창고에는 3개월정도의 보수용품들이 Packaging된 상태로 쌓여있고,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2000여개 부품딜러에게 배송된다. Secured Area에는 민감한 부품인 에어백과 

오디어, 네비게이션 등이 보관 중이었다.  

MAL은 모듈부문과 플라스틱 사출만 보유하고 있고, 핵심부품의 생산이 없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서 들여오는 캘리퍼, MDPS, 

전장품 등 CKD 비중이 28%에 달해 환율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임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림28> MAL(현대 모비스 알라바마) 전경   

 

 

 
자료: 언론,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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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아차 조지아 공장 

0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5년차에 접어든 공장이다. 매년 가파른 성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부지는 총 270만평이고 

공장면적은 79만평에 달한다. 1.1조가 투입되어 3교대로 3천명이 일하고 있고 총생산량은 

연간 36만대에 달한다. 부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좌우로 추가할 수 있는 넓은 

스페이스가 있다. 왼편에 물탱크는 웨스트 포인트시에서 기아차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인프라다. 수압조정과 비상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장의 위치가 저지대이다 보니 

수압조절용으로 물탱크가 필요하다. 용도도 용도지만 조지아의 상징물처럼 되어가고 있어 

일석이조다. 

<그림29> 조지아의 상징물처럼 되어가고 있는 물탱크  <그림30> 기아차 연수원 전경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자료: 기아차, 하이투자증권 

 

웨스트 포인트시는 알라바마와 조지아주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기아차의 초기 진출시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이 13%에 달했으나 현재는 7.7%까지 떨어졌다. 이 위치는 현대차와 

지역적으로 가까와 협력관계 및 시너지가 가능하고, 부품업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105개 협력업체가 있는데 한국업체는 29개사, 미국업체가 76개사에 달한다. 현-

기차 부품공유, 부품업체의 규모경제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다. 선박, 항공, 

육상 등 이상적인 교통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었다. 인력에 의해 조립되어야 하는 자동차 

특성상, 남부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던 점도 큰 장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실업에 고통 당하던 인력을 매우 잘 활용했다. 3천여명의 

직접고용과 부품사 포함 14,000명을 채용했다. 기아차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기아차 조지아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06년 3월에 부지선정을 마치고, 09년 11월16일 

쏘렌토를 양산했으며, 10년 2월26일 준공식을 거행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위기가 진행되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공격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10년 

10월15일에는 알라바마공장에서 싼타페를 이관 받아 생산을 시작했다. 시설투자를 해서 

12년 1월3일 3교대 36만대로 증설했다. 13년 11월 누적 100만대를 달성했다.  



 

 22 

공장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모비스 모듈, 파워텍 변속기공장 코일차고 물류센터, 

주행시험장, 철도(CSX-캐나다까지 운반가능), VPC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와 트럭의 비중이 

6:4다. 연수원은 조지아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Quick star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어주고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는 기아차만을 위한 설비다. 채용과 

연수까지 다 가능하다. 적은 한국인으로도 많은 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던 이유다. 

13년 36.9만대 생산했으나, 14년은 36.6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양산시작 2년만에 

30만대에서 36만대까지 증가했다. 현대, 기아차 전 해외공장 중 최단시간 44개월내 

100만대를 돌파했고, UPH 는 68대에 달한다. 06년 시장점유율 1.6%에서 12년 시장점유율 

3.8%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쏘렌토, 옵티마도 미국시장에서 초기생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낙후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사회환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부활동, 봉사활동, 모집활동을 하고 있다. 토네이도 구호기금으로 

150만불을 기부하기도 했고, 학교에도 수학, 과학교육 지원에 90만불을 기부하기도 했다. 

각 가구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Paint the town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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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모비스 조지아 

모비스 조지아는 글로벌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범적 공장이다. Tunnel & Trolley 

conveyor system으로 현대파워텍 - 현대모비스 - KMMG가 연결되어 JIS로 생산되는 

구조다. 이 곳에서는 F/R 샤시모듈(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연결한 프론트샤시와 리어샤시모듈 

생산), Cockpit(운전석모듈), FEM(Front Chassy Module), Bumper module의 5개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운전석 모듈에 들어가는 인판넬과 범퍼는 모비스 알라바마의 플라스틱 

가공라인에서 도장까지 거쳐서 운송된다. 프론트 샤시에 들어가는 엔진은 알라바마 

엔진라인에서, 트랜스 미션은 바로 옆에 컨베이어로 연결된 현대파워텍에서 생산되어 

들어온다.  

현재 샤시모듈은 총 74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총 48개의 Supply vendor 들이 납품하고 

있다. 운전석 모듈은 45개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26개사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FEM은 

25개 부품으로 구성되고, 24개 벤더로부터 납품받으며, 범퍼모듈은 51개 부품으로 구성되며 

30개의 벤더로 납품을 받는다. 알라바마와 마찬가지로 JIS에 따라 Same sequence에 

공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대파워텍 - 현대모비스 - KMMG간 정확한 연결이 필수다. 

대부분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이 실시되는데 녹색불과 빨간불로 Marking과 

Checking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쏘렌토, 싼타페, 옵티마 3개 차종의 모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7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프론트샤시에 연결해서 보내기 때문에 KMMG에서의 

작업속도를 매우 빠르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Rear chassy에는 4WD 에 필요한 별도의 

공정이 있었다.  

모비스 조지아에서는 시설과 공장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지만, 설명을 진행하는 미국인 

생산담당 책임자의 태도와 자신감이 탐방을 진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 강하게 

어필되었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Pride와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고, 설명 과정마다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Pocket card Campaign’(사내제안제도)를 설명할 

때는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그것을 제안해서 채택된 직원까지 불러서 상세히 

설명하며 칭찬을 했다. 현대모비스 조지아 공장은 ‘Very succussful’ 이란 표현도 자주 

사용했고, 내내 ‘My company’, ‘We can..’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인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역시 HMMA에서 봤듯이 작업 중인 직원들이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환영해주는 

모습이었다. FEM P2라인에서는 ‘Spirit of Winning’이라는 캐치플레이로 근로자들이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Safety, Quality, Delivery, Cost, 

Marale, Communication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내 본사의 Quality 우선정책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공장투어를 마칠 때쯤엔 KMMG에 최고의 품질로 납품하는 모비스 조지아가 되겠으며, 한명 

한명 직원들이 감사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할 때는 묘한 감동도 

느껴졌다. 남부사람들의 순수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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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파워텍 (조지아소재) 

현대파워텍은 08년 6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09년 12월에 공장준공을 거쳐 10년 7월에 

처음으로 6단 변속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은 3교대 486명이다. 

총 147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조2교대 기준으로 생산캐파가 연간 40만대 수준이지만 

현재는 3조3교대 근무로 연간 65만대의 트랜스미션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현대,기아의 

생산물량 78만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한국에서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 

변속기 케이스 소재를 정밀 가공해 핵심 부속품들과 결합해 조립하는 공정이다. 대부분 

가공라인에는 현대위아가 생산한 머시닝센터가 도입되어 있고, 물류 역시 컨베이어 이송을 

통한 자동서열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조립라인은 이물질 투입시 안전과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Contamination controlled Area로 분리된 Clean room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 Spot에 레이저 테스트기가 Human error에 의한 불량을 방지하고 있었고, 

Bar code Scanner가 곳곳에 설치되어 생산이력을 저장, PL법에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조립된 제품은 변속감 성능 Test 장비에서 확인작업을 거치게 된다.  

12년에 8억불 수준의 매출액은 14년 8.5억불정도로 Steady한 성장을 보일 것 같다. 이는 

Capa의 한계에 기인한다. 흥미로운 것은 HMMA와 KMMG가 서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공용 팔레트를 개발해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1년에 7억여원을 Save 할 수 있다. 

<그림31> 현대파워텍 전경 

 
자료: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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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MA - 현대차 판매법인 (Irvine소재) 

법인장 인사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일하는데, 좋은차를 보다 많이 파는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 하겠다. 신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막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 신형 제네시스 반응이 굉장히 좋다. 

아직까진 재고가 남아있어 구형과 신형을 병행해 팔고 있다. 신형보다 빨리 구형을 소진하는 

게 맞는데, 신형은 딜러에 도착하자마자 5-10일도 안되어 다 소진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신형 쏘나타를 최근에 런칭한 바 있다. 딜러에 막 공급을 시작한 상황이다. 딜러대회를 

오랜만에 신사옥에서 개최했다. 신차에 대한 딜러들 반응이 매우 고무적이다. 

뉴욕모터쇼에서 발표 후 딜러에게 선보였고, 설명했는데 전반적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2010년의 YF 쏘나타 신화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형 쏘나타는 구형 모델에 비해 

좀 더 많이, 좀 더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 같다. 신형 제네시스와 쏘나타를 기점으로 

내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후 신형 투싼, 신형 엘란트라까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의 부진 우려는 전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비과장 문제 이후 연비를 

재조정했고 신모델이 없어서 경쟁업체 대비 어려움 겪었던 것이 사실지만, 신차들이 속속 

런칭되고 있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켜봐달라” 

HMA 신사옥 소개  

22,000평에 연면적은 25,600평 수준이다. 6층 규모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1,300명이 입주해있다. 간단 명료한 박스형 모형으로 심플한 미 강조했고, 안정성, 개방성 

투명성을 극대화했다. Irvine 지역이 지진이 많다 보니 내진설계를 7-8의 진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건물에는 현대차, 오토에버, 현대캐피탈 IT부문, 

현대모비스가 입주해있다. 방음유리와 커튼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양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최신식 건물이다. 

<그림32> HMA 신사옥 

 

 

 

자료: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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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A 업무소개 

85년에 설립된 HMA는 액셀 한 차종 수입으로 시작, 모두 수입으로 대처하다가 00년 

SUV인 싼타페를 수입해서 판매했고, 05년 아제라로 고급차 시장에 진출. 10-10W 실시, 

싼타페 수입 이후 크게 성장한 바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크게 하락해 40만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의 성공과 신차 라인업 보강 이후 빠르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는 사상최대 규모인 72만대를 미국에 팔았다. 지난 5월에는 

월별 판매기준 7만대를 돌파하며, 사상최고 판매성과를 기록했다. 중고차 부문에서도 역시 

최고의 실적을 보였다.  

00년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마쓰다보다도 아래인 수입차 중 7위에 불과했지만, 이젠 일본 

빅3 다음의 4위를 지키고 있다. 인센티브 Spending 역시 빅3가 4천불 정도를 쓰고 있고, 

일본업체들이 닛산을 필두로 2천불 이상, 현대차는 1,700불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한하면서도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브랜드 밸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고차 

가격이다. ALG에서 매달 내보내고 있는데 11년 7위, 12년 3위, 13년은 혼다 다음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리스 요율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신차 산 다음에 되팔 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고차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아졌다. 현대차 구매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고려한게 뭐냐는 질문에 1. 연비, 2 가성비, 3 차에 대한 신뢰성, 4.가격, 5. 워런티로 

답변하고 있다.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차라는 인식이 강하다. 알라바마에서 쏘나타 전량, 

엘란트라는 알라바마와 울산에서 2원화 되어 들어온다. 싼타페는 기아 조지아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쏘렌토와 혼류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모자란다.  

현대차의 미국내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알라바마, 조지아 공장, 미시간 앤하버에 HATCI HQ,  

현대디자인센터, Chino LAB(캘리포니아 에미션), 프루빙그라운드를 갖추고 완전한 현지화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 한 이후 직간접 고용인원은 9.4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총 

5.9억불의 임금이 지불되고 있고, 7억불의 GDP 기여가 있다.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위기도래 시 ‘Made in USA’를 소비자가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 미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소비자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체 딜러는 

825개, 지역오피스는 5개 (서부-어바인, 중부-시카고, 중남부-달라스, 남부-조지아, 

동부-뉴저지)를 확보하고 있다. 딜러들의 시설물도 통일성 있게 투자하고 있다. 시설물 

변경으로 투자해도 좀 더 나은 이익을 거두고 있다.  

중장기비전 

디자인, 브랜드 가치, 운전자 신뢰도 세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Transaction price가 

도요타와 이제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현대차는 같은 세그먼트라도 그 상위 세그먼트가 

제공하는 품질과 사양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다. 객관적으로 판단 시 경쟁사에 

비해 우세한 사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전자 신뢰도는 품질문제, 내구성, 

안전성, Warranty 등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험도 높이기 위해 좋아진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터쇼(메이저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 LA모터쇼 등), 골프장 

전시, 직접 시승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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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강조 

블루링크: 텔레매틱스를 통해 소비자와 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손보다는 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부터 구글과 협업해서 원격으로 시동으로 걸거나, 

온도조절,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도어개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고장이 났는지 차량 

수리 및 교환부품이 있는지도 체크가 된다. 스마트폰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제네시스 런칭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었다. Genesis intelligence App도 

런칭했는데 반응이 좋다. Apple carplay는 쏘나타, 아제라, 제네시스에 접목했다. 이렇게 한 

것은 벤츠와 현대차가 유일하다. 미국 법규엔 운전시 문자 보내면 200불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안건드리고도 차량운전시 음악, 네비게이션, 문자인식 

음성서비스 등을 시현할 수 있다. 블루링크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차량 도난시스템도 

갖췄다. 또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의 성공 이후 ‘어슈어런스’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현대차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지도가 매우 강하다.  

사회사업도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 Hope on Wheels 라는 소아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내 최대 스폰서가 되어 있다. 모금후 투자금액이 8600만불 정도 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모든 840개 딜러가 참여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2014년 핵심 3개 모델에 대한 판단 

1)수소연료 자동차 투싼 FCEV  

전기차 대비 강점이 많다. Charging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 기상에 무관하며, 

자동차 사이즈 조절가능, 물만 나오는 Zero Emission 차량이며, 연료 효율성이 매우 높다. 

소음이 없으며, 석유를 활용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도 원천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최초의 양산 및 판매에 의의가 있는데, 리테일 통해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곳 캘리포니아에만 충전소 시설이 있어서 주로 여기서만 팔린다. 현재 월 500불 리스로 

사용이 가능하며 웹사이트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미 54만명이 사이트 방문했다. 그 중 

7,300명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충전소가 9개소에서 연간 20개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간 20개씩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MA가 판단하기엔 1,500명 가량이 가용고객으로 판단된다.  

<그림33> 수소연료 자동차 투싼 FCEV 

 
자료: HCA,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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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년형 제네시스 

디자인, 견고한 샤시, 첨단 안전성, 럭셔리 사양 4개를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반응이 좋다. 샤시가 매우 강하다. 플랫폼도 완전히 바꾸었고, 

4륜구동 시스템을 갖췄다. 서스펜선도 전자로 조정이 가능하다. IIHS에서 ‘Top safety 

+’를 받았다. 기술적으로 종치(從置) 4WD 엔진시스템은 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LKAS, HUD, Power trunk 등을 부착했다. 

세계최초로 CO2 센서를 부착했다(CO2가 많아지면 졸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자동으로 

외부공기가 유입되게 만드는 시스템) .Car & Drive, About.com, Popular mechanics, 

CNN Money 등 매스컴에서 제네시스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다. 블라인드 테스트 

드라이브에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감성적 소구도 많이 하고 있다. 수퍼볼 광고시 일간 

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였다. 새로운 소비자들이 86% 정도 방문하고 있다. 대중모델 중 

처음으로 Top safety 받은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성공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3)2015년 LF쏘나타  

내수와 다른 것은 일반과 스포티 모델로 나뉜다는 것이다. LED안개등도 기본 장착했다. 

운전자의 신뢰도를 위해 크루즈 컨트롤, 서스펜션 업그레이드, 파킹센서 등을 장착했고 BSD, 

LDWS 등을 부착했다. 이번 주부터 딜러에 풀기 시작했고, 다음주에는 기자 시승회가 

열린다. 미국에서 LF쏘나타에 대한 디자인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현대의 디자인 

완성도(Striking design)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혼다의 어코드, 도요타 캠리와 

경쟁해 볼 만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외관 디자인 뿐 아니라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개선된 핸들링이다. Pre-launching 시 사이트 방문이 많았고, 현재도 많이 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림34> 2015년형 제네시스 / LF 쏘나타 

 

 

자료: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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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신형쏘나타는 터보트림이 없었던게 아니다. 앞으로 믹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절제된 

디자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터보차저가 부착된 모델의 판매비중은 YF쏘나타가 15% 수준이었지만 이번 LF소나타는 

20% 이상 예상된다. 모델도 1.6, 2.0 터보가 있다. 내장, 외장도 스포티하게 튜닝을 많이 

해서 차별화를 시켰다. 판매믹스가 더 늘 것으로 본다. 외관의 경우엔 머플러 등에서 

차별화를 많이 했다. 패밀리형 뿐 아니라 연비형 소비자들도 감싸안을 수 있다. 디자인 

관련해선 현장반응이 중요하다. 일부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11월 딜러들 데리고 

가서 파이널 보여줬는데 매우 고무적 반응이었다. 딜러들에게 공식런칭 전에 보여줬는데 

업그레이드된 반응이었다. 현지인들이 YF는 첫눈에 반했지만, LF는 So so, 괜찮다, 

계속보면 굉장히 좋다.. 이런 반응이었다. 고객들 역시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구형과 신형쏘나타의 인센티브 차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LF 인센티브 수준은 YF 런칭 때보다 낮게 가져갈 것이다. 그만큼 기존 YF를 판매하면서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형 제네시스와 유사한 시기에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Traffic이 증가하는 등 시너지효과가 있다. LF쏘나타의 평균 MSRP는 

구형대비 2,000불 차이가 난다. 제네시스는 4,000불 수준의 차이가 난다 . 

 

Q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얘기해주셨는데 성장에 있어 혁신적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개념이 모호하다. 설명 부탁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10 Warranty, Road side service, 고급차는 Free maintenance, 

블루링크(사고시 자동통보)서비스 등이 믹스되어 있다. 의료사고 시 붉은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와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Q 현대차를 구매할 때 연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현대차 쏘나타는 Ride & 

Handling, 제네시스는 Safety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연비를 제외하고 트렌드가 

바뀌는 것인지? YF쏘나타 새로운 런칭시 볼륨이 크게 늘었는데 이번 L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제네시스는 월 3천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지? 

연비는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연비와 경제성을 강조해왔지만 현대도 더 많은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캠리, 어코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까지 왔다. 구형모델에 비해 

신형1.6 Eco(가을에 런칭 예정), 2.0 Turbo의 연비는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연비가 작년까진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같이 강조하다 보니 차별화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 

신차 나올 때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상승과 서브프라임 때는 

소득축소로 소비자 의식변화가 갤런 당 4불에서 Trigger point가 형성되었지만, 이젠 5-

6불 수준이 되어야 결정적 구매포인트가 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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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량에 대해선 

시장 커버리지가 많이 넓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네시스는 기존과 달리 새로운 

지역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만큼 신규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기존 선벨트에서 

스노우벨트쪽으로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시스 판매는 구형모델에 비해 3-40% 

늘 것으로 본다. 4WD 제네시스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북동부 쪽에 수요가 클 

것 같다. 그 동안 지역별 판매를 분석해보면, Snow belt, Sun belt 중 Sun belt 지역에만 

현대차가 편중되어 많이 팔린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전체 시장을 보면, 고급차량은 

주로 동부, 중부에서 수요가 많다. 4WD 출시로 Snow belt 에도 노출도가 커질 수 있고, 그 

쪽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 일반브랜드 중 Subaru와 현대를 제외하곤 4WD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4WD는 전부 아우디나 벤츠 같은 고급브랜드에만 있다. 이 부분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믹스와 공급능력 

부족분은 본사에서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제네시스를 비롯해 한국산 모델의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이다. 작은 차들 역시 더 수입할 것이다. 올해부터 노사분규만 없다면 

생산량 10만대 더 늘 것이고 울산 4,5공장 UPH 더 높인다면 생산량 증가가 가능한 만큼 

수입 늘려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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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PA (모비스 파츠 아메리카)  

MPA는 여러 부문의 역할을 맡아 하고 있는데, 우선 부품부문은 완성차 보수용 및 워런티 

부품을 딜러 및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용품부문은 외관이나 기능, 

성능을 개선하거나 옵션 및 세그먼트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요청품목을 스펙에 맞게 

개발, PIO/DIO 옵션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용품을 적기에 공급, 바르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전장재생부문은 오디오와 네비게이션을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고 있다. 

품질센터는 북미에서의 선행개발 및 양산 품질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완성차 품질센터/판매법인 과 연계한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PDC(Parts Distribution Center: 부품물류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총 500명이 근무 

중이다. 모비스는 현재 미국내 총 8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포드는 24개, 

GM은 15개, 닛산은 11개, 도요타는 12개, 마즈다는 7개 수준이다. 완성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로 더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메사스추세스주에 더 지을 계획이다. 

16년엔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지을 예정이다. UIO와 권역이 일치하게 되면서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 딜러수는 작지만 서부지역에서 당일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건설이 되는 

16년 이후엔 합리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5> MPA (모비스 파츠 아메리카) 전경 

 
자료: 언론,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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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yundai Capital America (HCA) 

현대(80%), 기아차(20%)에서 지분투자한 금융회사로 현대캐피탈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겐슬러라는 건물디자인 업체가 오피스를 디자인해줬다. 현대차 건물과 동일한 Look 

& feel을 느낄 수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 총 300여명의 직원이 있다. HMA에도 

60명 파견되어 있어 같은 기업문화를 느낄 수 있다. 디자인 컨셉은 겐슬러와 협의하고 

고민할 때, 직원들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 고민했는데, 3개의 컨셉이 있다. 1)자연광, 

2)화합과 소통, 3)파이낸스 회사에게 일관성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5feet 간격으로 

되어있다. 모든 선이 일직선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회사가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디자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림36> HCA Overview 

KMA
(U.S)

HMA
(U.S)

HCA
(U.S.)

HCS
(Korea)

Strategic Alignment

Consumer Financing
-Retail Loans
-Lease
-Used / CPO Loans
-CVF

Dealer Financing
-Floor Plan
-Real Estate Loans
-Fleet

F&I
-VSC
-GAP
-Pre-Paid Maintence

80% 20%

 
자료: HCA, 하이투자증권 

 

 

HCA - 딜러가 1,550개 정도 있다. 플릿판매, 부동산, Floor plan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를 팔면서 추가적인 게런티 해주는 보험상품도 개발해놓았다. 현대, 기아 세일즈가 

급격히 증가했다. 연평균 14% 정도 올라왔다. 시장점유율 8% 수준이다. Point out 할 것은 

올해 판매가 1,600만대 정도인데 800만대 이상이 Large SUV라는 점이다. Sedan형 Car 

마켓은 절반 밖에 안된다. 현대,기아의 시장점유율은 픽업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Car 

마켓에서는 16%가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HCA는 45%의 가파른 CAGR을 

보이고 있다. 09년 이후 13년까지 5년간 매년 45%씩 증가한 것이다. 침투율(인수율)은 현재 

57%까지 높아졌다. Irvine에 HQ가 위치해있고 미국 내엔 세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달라스와 아틀란타엔 콜센터가 위치해있다. 또 파이낸싱할 때 언더라이팅 등을 영위하는 

오퍼레이션 센터도 함께 위치해 있다. 미대륙의 타임존 모두를 커버하고 있다. 현대, 기아를 

산 소비자들이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다른 렌더들로부터 산 사람들은 47%에 불과하지만 

HCA로부터 산 사람들은 이보다 10%p 이상 높은 57% 이상이다. Captive Finance 할부, 

리스의 존재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자동차 금융회사는 자동차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다. 89년 이후 생겼지만 2010년부터 제대로 성장을 시작한 것이다. 상당히 

심플한 New car project와 동시에 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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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의 성장전략 

HCA의 캡티브 파이낸싱으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가지가 핵심인데 첫째, 전략적으로 

가야할 것이다.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진 파이낸싱회사로 서포트 해야겠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캡티브 파이낸싱 회사와 달리 프로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파이낸싱 컴퍼니, 마켓 

드리븐 컴퍼니가 되어야 겠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매뉴팩쳐 중심의 현대차그룹의 역량을 좀 

더 금융까지 확대하겠다는 점이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을 전개하면 충분히 고객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1년간 시니어 디렉터(부장이상)를 77명이나 뽑았다. 미국 내 다른 회사대비 

매우 견고한 인력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차위주의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론 힘들 것이다. 침투율(Penetration)도 57%면 평균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따라서 15년 1월부터 캐나다를 공락하고, 산탄데르 

뱅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브라질도 공략할 생각이다. HCA의 우수한 구성원들이 이 두 

시장을 진두지휘 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총괄하는 회사의 HQ가 될 것이다. 딜러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딜러 파이낸싱 비즈니스, 중고차 비즈니스, VSC (인슈어런스 

상품)비즈니스를 강화할 전략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1. Mono-to multi, 2. CPC 전략, 

3밸류체인 트랜스포머, 4.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의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HCA 직원들이 다이나믹하게 일하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얻은 결과는 1)딜러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파트너십이 매우 좋다는 점과 2)펀딩이 매우 중요한데 투자자들이 20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 3)가장 중요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난 해 J.D. Power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기아 파이낸스가 1위, 현대 파이낸스가 3위로 종합 1위였다. 

<그림37> HCA 사옥  <그림38> J.D.Power 2013 Consumer Financing Satisfaction 

Study Mass Market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한 기아, 현대 

 

 

 

자료: 하이투자증권 

 
 자료: J.D. Power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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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하반기 미국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Auto loan rate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또 신차가 나오면 아무래도 할부/리스에서 수익이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 미국은 30-35bp 인상, 하반기에는 40bp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영업이익률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금리인상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금리인상에도 불구, 0% 금리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업체들이 예를 들면 0.9%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금리인상에 따라 현대, 

기아차에서 받는 Budget상의 부담은 늘 수 있지만 위험성은 크게 없다는 판단이다.  

신차효과에 대한 부분 - 신차가 출시될 때랑 구모델 믹스가 많을 때는 분명 다르다. 현대, 

기아차의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한다. 그 이야기는 구형차종이 많을 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해진다. 판매형 현금 리베이트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 땐 

HCA 입장에서 인수율이 낮아지게 된다. 새차가 나오게 되면 신차도 많이 팔리지만 강력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게 된다. 모델별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전체 볼륨으로 보면 

지속성을 보일 수 있다. OEM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현대차를 현대캐피탈에 3-

6개월 사이에 오퍼를 넣는다. 리스고객이 60% 이상 다른 리스프로그램을 돌린다. 8.5만대의 

리스만료가 돌아온다. 한달치 이상을 현대캐피탈에서 해줄 수 있다. 리스리턴이 계속 늘 수 

있는데, 어떻게 연장해나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Q 지난 5년간 40만대 팔다가 70만대까지 늘었고, 침투율도 57%까지 늘었는데, 앞으로 

판매증가율도 낮아지고, 침투율도 정체될텐데 미국쪽 보수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신흥시장에서도 침투율 높일 수 있는지, 계절성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세일즈 볼륨이 과거 같은 속도로 못 올라올 것이고 침투율도 이제는 못올라간다. 성장각도는 

당연히 낮아진다. 하지만 건전한 이익을 지속적 만드는게 목표다. 세일즈 볼륨은 예전처럼 

가파르지 못해도 5-8%씩은 높아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도요타 파이낸스는 침투율이 

65%, BMW, 다임러는 리스가 매우 강해 75%까지 높은 상태다. HCA도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으로 매니지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캐나다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85%에 달한다. 캐나다는 Charge off가 매우 

높아 수익성이 높은 양질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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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비즈니스에서 어떤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2년전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전략적 검토해왔다. ROA 모델도 만들고, 리스크 

모델도 만들었다. 제대로 런칭한 게 겨우 올해다. 올해 타겟이 Units Base로 5.5만대다. 꽤 

괜찮은 볼륨이다. 올해 가장 힘을 줘서 Push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매달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전부 모여 고민하고 있다. CPO 프로그램 (인증중고차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다. 올해 5월까지 중고차 고객들을 

보면, 신차 고객들의 크레딧 프로파일과 거의 동일하다. 미국에서 중고차 사는 고객이 신차 

고객과 동일하다. 중요한 마켓이고 의미있는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Q 잔존가치 계산을 잘못해서 90년에 크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해도 되나?  

한국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역이 전혀 없었다.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서 

서둘러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없었다. 당시 파이낸스는 금융지식이 없었던 현대차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리스크 관리가 매우 강하다. 금융회사인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의 파이낸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면된다. 미국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많은 양질의 인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더더욱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매우 강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에서 블랙록 등 중고차 담당 검증기관이 있고 데이터가 

발표된다. 하지만 HCA 내부에서 계산한 것을 비교해보면 자체 계산이 훨씬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중고차 잔존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격 계산이 가능하면 리스변경 등의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Spread를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구조다. HCA가 

고급인력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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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yundai Design Center North America 

글로벌 현대 디자인 센터는 총 6개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남양연구소에 디자인 본부가 있고, 

일본 요코하마에 기술연구소가 있다. (주로 신기술 리서치, 디자인 트렌드, 시장조사 담당, 

인테리어 디자인), 중국 북경 디자인 연구소(현재 북경현대와 합작, 독자적 연구소 세울 

예정, 변형작업 책임, 1년후 독자브랜드로 차 나올 듯), 인도기술연구소(디자인 인력은 없고 

IT업무에 능해 컴퓨터 디자인 모델하는 CAS만 있음), 프랑크푸르트 유럽디자인 센터(컨셉카, 

양산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시설, 40명 근무), 캘리포니아 현대 디자인 센터(40명 

근무)를 가지고 있다.  

미국 디자인센터는 예전에는 모터쇼에 출품될 컨셉카 및 시장동향 등 선행연구만 

담당했으나, 이젠 Main role이 양산차 디자인이 되었고, 나머지 10-20%의 역량만 컨셉카, 

디자인 동향 파악에 소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해있는 디자인 연구소만 해도 

BMW, GM, VW, Honda, Ford, 도요타, 벤츠, 닛산 등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에는 

헐리우드가 위치해 가장 앞선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수준 높은 소비자들이 많아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쉽고, 디자인 인력수급이 매우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90년에 설립, 92년에 HCD-1개발, 93년 HCD-2 개발, 95년 HCD-3, 97년 HCD-4개발-

싼타페 개발로 이어졌음, 02년 HCD-7, 03년 KCD-1 및 싼타페 CM개발, 05년 KCD-

2개발 (향후 모하비), 이후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생산, 08년 현대/기아 디자인센터 

분리해 각각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건물은 03년 2월에 준공했고, 

부지는 약 1만평, 건평은 약 3천평에 달함. 테크니컬 팀과 디자인 팀이 함께 쓰고 있다, 

내부에 모델링 스튜디오, 야외품평장, 테크센터 등이 있다. 

<그림39> 현대 미국 디자인센터 주도하에 개발되었던 HCD -1, 2, 3, 4 

 

 

 

 

 

 
자료: 현대 미국 디자인센터, 하이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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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1.0에서 FS2.0으로 가면서 디자인 느낌이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나온 제품들의 시장반응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다. LF Sonata는 그런 고민을 거듭하며 탄생한 차다. 미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차들이나 모델, 미국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차들은 여기서 디자인 된다. 싼타페,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등이 여기서 디자인 된 모델들이다. 

디자인 팀은 항상 낮은 차체에 각 구성요소를 다 슬림하게 제시하지만 각국의 법에 

적합(전방충돌관련 법규 등)해야 하고, 기술진들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수정이 될 수 밖에 없다. 포트폴리오 수천장이 그려지지만 결국 선택해야 한다. XG이후 

디자이너의 권한이 더 커졌다. FS1.0때는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많았고 이를 

크게 반영했지만, 과잉디자인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그런 비판 때문인지 FS2.0에는 

아무래도 디자인 쪽의 의견이 FS1.0 때에 비해선 축소된 경향이 없지 않다. 균형적 

관점이라고 본다.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할 여러 가지 모델들의 양산개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해외 기업설명회에 동사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고태봉, 권순우)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

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4년 5월 12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