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본부

상품전략사업부

상품전략실

2019. 10

○ 의사결정

● 정보전달

○ 지시사항

현대자동차 EV 전략 방향성



EV 의무 판매제연비 규제 강화

2017   →   2025

미국 40 → 56 mpg (+40%)

유럽 130 → 81 g/km (+38%)

중국 6.4 → 4.0 L/100km (+38%)

한국 140 → 89 g/km (+36%)

ICE 차량 운행 제한

국가 목표시기 발표시기

연비 규제 강화 / EV 의무 판매제 / ICE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으로 친환경차 수요 증대

1. 글로벌 주요 시장 규제 동향

※ 승용 기준

※ NEDC 기준

※ 정부 초안검토 기준

※ NEDC 기준



2. 경쟁사 전동화 트렌드

전동화 라인업

BEV 확대
(EV 전용 플랫폼 e-TNGA 적용)

BEV 중심

라인업 포트폴리오

HEV 중심

판매 계획

100 만대 / 연

~2025년

(기존 계획 대비 5년 선행)

누적 2,200 만대

~2028년

200 만대 / 연

~2025년

누적 700 만대

~2030년

~2030년 550만대 판매

투입 예상 차종

10 신규 모델 (BEV)

~2020년대 초반

70 신규 모델

~2028년

12 신규 모델 (BEV)

~2022년

20 신규 모델 (BEV)

~2023년

~2025년 전동화 계획

최근 주요 OEM의 전반적 전동화 전략 방향성은 BEV 중심의 라인업 확대로 전환되는 추세

[ 폭스바겐 ]

[ 르노-닛산-미쓰비스 ]

[ 제너럴 모터스 ]

[ 도요타 ]



3. 당사 EV 개발 동향

당사는 `12년 EV 생산 이후 우수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어워드 수상

BlueOn EV

Ⅰ. 연구 개발 단계
(i10 기반 당사 최초 고속 전기차)

`12년 이전

`12~`16년

`18~`19년

`20년 이후

IONIQ / RAY / SOUL EV 

45 / Mint EV Concept

Ⅱ. 대량 생산 체제
(글로벌 & 도심형 EV 양산)

Ⅲ. EV 시장 본격 확대
(장거리 & 바디 타입 다양화)

Ⅳ. EV 리더십 확보
(전용 플랫폼 & 초고속 충전 지원)

KONA EV

2019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2019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AER : 258마일)

IONIQ EV

차종 연비

(최고연비)

※ MPGe (Mile per gallon equivalent) : 등가연비

KONA / PORTER / NIRO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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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

당사의 EV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 기술 로드맵과 연계된 BEV 운영 방안 수립 및 추진

`25년 당사 환경차

“103만대 이상 판매”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십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 라인업 확대+ +
최고 연비 기술 기반의

향후 디젤 수요 대체

하이브리드

최고 전비 / AER을 바탕으로

향후 BEV 라인업 / 점유율 확대

전기차 수소전기차

`25년 EV 리더십 확보를 위해

“ 기술 경쟁력 확보 + 라인업 다양화 + 생태계 연계 비즈니스 확대 추진 ”

=

비즈니스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EV 생태계 활성화 및

상품 / 서비스 연계 비즈니스 발굴

Ⅱ. 상품 라인업 다양화 Ⅲ. 생태계 확대

36만대 56만대 (+α) 11만대 (+α)

Ⅰ. 기술 경쟁력 강화

전동화 리더십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및 양산 확대

(PHEV 포함)

현대·제네시스 양적목표

※ 그룹사 기준 85만대 (+α)※ 그룹사 기준 167만대



4. EV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 (상세)

당사의 EV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 기술 로드맵과 연계된 EV 운영 방안 수립 및 추진

Ⅱ. 상품 라인업 다양화 Ⅲ. 생태계 확대Ⅰ. 기술 경쟁력 강화

전용플랫폼 / 초고속 급속충전 등

EV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중소형 차급 위주의 라인업에서

차급 확대 전개 및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상품 개발

EV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상품 / 서비스 연계 사업 등 EV 

생태계 확대 방안 수립

< E-GMP1) >

[ EV 전용 플랫폼 ]

1. 상품성 개선

- 실내 공간 / AER 등

2. 비용 효율화

- 공용화 규모의 경제 확보

[ 초고속 급속 충전 ]

800V 시스템 전압

주유와 유사한 경험

[ EV 차급 확대 ]

B/C급 위주

현재

대형 EV소형 EV

향후 향후

[ 모빌리티/B2B ]

< MPV BEV >

< 모빌리티 BEV >

MPV/모빌리티 전용 BEV 등

신규 바디타입 검토중

[ 충전 인프라 구축 ]

[ 신규 비즈니스 ]

충전 시간

충전 거점

경쟁 심화

낮은 잔존가치

높은 차량가격

제약 조건

폐배터리 규제

충전 인프라 투자

전략 수립

유럽/미국/국내/중국 등 지역별

신규 비즈니스

다각화 전략 수립

배터리 리스/ESS 사업 등

가격 경쟁력 개선 위한

1) E-GMP :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 초고속 충전인프라 업체인

IONITY에 당사 투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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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 EV 운영 전략 목표

당사는 `25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EV 16종 / 56만대 이상 판매 목표 (현대·제네시스 브랜드 기준)

<소형> 

EV 4 모델 운영`19년

코나

라인업

다양화

판매물량

확대

EV 약 6만대 예상`19년

EV 16 (+α) 모델 이상 운영`25년

EV 56만대 (+α) 이상 판매`25년

`18년 `19년(상반기)

현대 EV 판매 3.3만 3.1만

현대 EV M/S 3% 4%

글로벌 EV판매 116.6만 72.4만

<준중형> 

아이오닉

 소형 및 준중형 차급 활용 선진시장 중심 대응  차급/차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시장/고객 대응

<소형> <준중형> <경형> <중형이상> <MPV/VAN> 

선진 + 프리미엄 시장 B2B 신흥시장

 `19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MS 4% 수준  EV 시장에서 MS 약 6% 이상 목표 (그룹사 10% 이상)

<지역별>

유럽 : 1.5만

국내 : 0.9만

북미 : 0.5만

기타 : 0.2만

<소형상용> 

포터
(`19.말)

순위 `25년 기준 브랜드별 물량 목표

1위 폭스바겐 60만 + α

2~3위
현대·제네시스 56만 + α

테슬라 50만 + α

※ BEV 전략 강화를
통한 M/S 상향

※ 경쟁사 수요는 IHS 예측 기준, `25년 IHS는 887만대 EV 전망

라페스타
(`1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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