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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주요 법안 내용 (총 4,300억달러 규모)  

  

-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예산: 3,690억달러) 

-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ACA) 확립 (예산: 640억달러) 

- 대기업 대상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  

- 자사주 매입(23년부터 적용, 1%) 관련 세제 신설 

 

표 1.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예산안: 3천690억달러 

 

- 저·중 소득층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적용) 

-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전기차·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설비 투자에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 중요 광물 가공(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세금공제에 300억달러 투자 

-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200억달러 할당 

- 메탄의 과도한 배출에 대해 톤당 최대 1,500달러 벌금 부과 

-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 기후은행 출범 

처방약 가격 개혁 

- 노령층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가 2026년부터 우선 최대 10개의 처방약 비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 

-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ACA) 확립 (640억달러) 

- 연간 약값을 2000달러로 제한하며 노령층에 무료 백신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 대기업 대상(순이익 10억달러 이상) 최소 15% 법인세 부과  

- 23년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의 세금 부과 
 

 자료: 언론보도, 하나증권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확대 

 

- 저·중 소득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 

-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의 제조 설비 투자에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요 광물 가공(생산)의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공제에 300억 달러를 투자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과도한 메탄 배출시 벌금 부과 

- 청정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 기후은행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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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인하가 제약업계에 미치게 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 인플레 감축법은 메디케어가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금 비용을 2천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 미국은 정부 개입 없이 제약사들의 자유경쟁 시스템에 맡겨 다른 국가들보다 약값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인

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소비자들은 의약품 부담 경감 가능 

- 다만, 화이자,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아스텔라스 같은 제약회사들은 약가 인하가 반영될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에 반대 의결 표출하고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진행해 왔던 상황 

* 메디케어: 미국 65세 이상 연령대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 

 

 

▶ IRA 법안이 통과할 경우 수혜 기대되는 관련 산업과 시사점 

 

-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향후 배터리·전기차·태양광패널 등 분야의 수혜 예상 (테슬라, GM) 

- 한편,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때 세금 공제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

는 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단기간에 중국산 배터리 셀과 

부품, 광물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입장 

 

 

▶ IRA 법안의 통과 가능성 

 

-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 

- 하원 통과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 

-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화. 다만, 당내 일부 의원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이 변수 

 

 

▶ 양당의 입장: 민주당 vs 공화당 

 

- 민주당: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가계의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여 인플레이

션 완화 효과를 기대. 중간선거(11월)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 공화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대미 투자가 줄어 자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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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RA 정책의 수혜 기대가 가능한 미국 상장 친환경 ETF  

 티커 펀드명 
AUM 

(억$) 

일 평균 거래대금 

(백만$) 
보수율 편입종목 수 상장일 

신재생 

에너지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56.2 91.1 0.42% 98 2008-06-24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22.3 11.3 0.58% 65 2007-02-08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12.2 23.9 0.61% 78 2005-03-03 

ACES ALPS Clean Energy ETF 7.6 5.6 0.55% 47 2018-06-29 

태양광 TAN Invesco Solar ETF 28.6 110.8 0.69% 42 2008-04-15 

풍력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3.0 1.7 0.62% 51 2008-06-16 

2차전지 

LIT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46.0 42.6 0.75% 40 2010-07-22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1.9 1.1 0.59% 90 2018-06-06 

전기차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9.9 3.3 0.68% 73 2018-04-13 

KARS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2.6 1.8 0.70% 70 2018-01-18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4.7 2.6 0.47% 128 2019-04-16 

 

주: 2022년 8월 8일 기준 

자료: ETF.com, 하나증권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
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