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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 및 안전 규
제 강화와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들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환경 규제
와 배터리산업 육성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완성차와 부품의 조립사업에서 벗어
나 콘텐츠, 원격진단, 정보제공, 데이터 수집 등 관련 서비스사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공정혁신을 위
한 3D프린팅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량
세계 5위까지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내 생산 부진으로 인해 7위로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
수, 수출, 생산뿐 아니라 평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고, 이 같은 부진은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의 환
경규제, 중국에서의 판매 둔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 1~2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차 개발과 보급에
서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위를 보여왔던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의
경쟁력도 중국에 위협받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선진국 자동차산업을 다시 추격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동
차부품산업 구조개선책을 통해 미래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이상 내연기관차는 기업 자체적으로 경
쟁력을 유지 강화하고, 산학연은 정부의 미래차산업 육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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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1. 머리말
EU와 미국(이하 구미) 자동차업계는 9년 만의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

수요 감소를 전기동력·자율주행화를 통해 극복

리 정부도 최근 발표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

한다는 목표 아래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 정책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개선과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전기동력·자율주행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아끼지 않고, EU 집행위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의지를 밝혔다.

서 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화를 차질 없이 추진

본고에서는 최근 구미 자동차업계의 전기동

하도록 연구개발, 인력양성, 테스트 인프라를 구

력·자율주행차(이하 미래차) 개발과 상용화 현

축해 지원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 정부는 자국 자

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

동차와 정보기술업체들이 협력을 통해 전기자동

경쟁력을 평가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초기 시장을

한다.

2. 미국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개발 및 상용화 동향
(1) 자동차산업 정책 현황

국가들은 내연기관차의 주행과 판매 규제를 통해
점진적인 퇴출을 모색하고, 프랑스는 전기자동차

미국과 EU는 미래차산업을 선도해 21세기 제

의 보급촉진을 위해 보너스 맬러스(Bonus-Malus)

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창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에

출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

따른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와 전기자동차 경쟁력

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

강화를 위해 2억 4,600만 파운드를 투자해 국가배

한 전기차 배터리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의

터리연구기관인 패러데이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시험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일방적 보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2017년부터 10

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년간 3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운수부

이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를 통해 도약을 모색하자

(DOT) 산하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

미국 주도로 선진국들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또

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

은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전자로 인

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미

정함으로써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켰다. 북구

국이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이 성과를 거두지 못

2 0 1 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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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환경규제 계획
2020

2025

2030

유럽(g/km)

95

81

59

미국(mpg)

36.4

36.4(54.5)

-

자료 : 각국 정부.
주 : 미국 2025년 ( ) 안 수치는 오바마행정부 규제계획. 유럽은 CO2 배출량 기준, 미국은 평균 연비 기준.

하도록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하

표 1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환경규

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을 중국기업이 인수하지 못

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도록 EU와 일본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연비(CAFE)를 2020년 수

점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계경

준인 36.4mpg(15.3km/l)으로 2026년 모델까지

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미-중 통상마찰은 미

동결하고, 2025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해 향후 기

국 상무부가 2월 17일까지 자동차산업 보고서를

준을 설정하는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환경 기준을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내에 최종의사를

완화했지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0개주1)는

결정하기까지 세계 자동차업계는 긴장을 늦출 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

없는 상황이다.

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040년까지 대중

한편,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이 파리기후

교통용 버스를 100% 전기동력화할 계획이다. 캘

협정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2030년까지

리포니아주는 ‘혁신적 청정교통체계(Innovative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Clean Transit)’ 규제를 통해 2040년까지 버스의

37.5%, 밴은 31%로 강화할 계획이다. EU는 2025

100% 전기동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 규

년까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감축

제를 통해 2020~2050년간 1,900만 메트릭톤의 온

하고, 중국과 유사한 전기차 판매의무제 도입을

실가스를 감축해 400만대의 주행축소 효과를 달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성하고, 질소산화물 7,000톤, 미세먼지는 40톤을

2030년 EU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자동차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수소전

비중은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EU가 환경규

기차를 2022년까지 4만대 보급한 후2), 2030년까

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송분야에

지 1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38개 충전소

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 제고

를 1,0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와 공해배출물질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EU 집행위는 자율주행관련 시장이 2015년 76억

있기 때문이다.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차

유로에서 2020년 50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전

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6년의 17.0%에서
2017년 17.4%로 미증해 2020년 목표치인 20% 달
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EU는 수송부문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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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necticut, Delaware, Maryland, Massachusetts, New Jersey,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주 및 Washington, DC.
2) Air Liquide.

산 업 경 제 분 석

망하면서 2030년에는 자율주행차시장이 본격 전
3)

되면서 미국 완성차업계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돌

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EU 집행위는 2014~2020

입했다. 미국의 GM과 포드는 공장폐쇄와 대규모

년 기간 동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3억 유로를

감원, 비인기 차종의 정리와 미래차 투자 확대에

지원하고, 자동차업계는 2020년까지 레벨 4 수준

초점을 두고 있다. GM은 경영성과가 양호하지만

의 반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력 12년 이상의 근로자

또한 커넥티드카 생태계 조성을 위한 AUTOPI-

들을 감원하고, 자동차의 디지털화와 전기동력·

LOT(2017.1) 및 5GCar 프로젝트(2017.6), 자율

자율주행차시대에 대비해 단순 조립 및 기계기술

주행승용차 시험주행을 위한 L3PILOT 프로젝트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2022년까지 255억 달

(2017.9), 트럭자율군집주행을 위한 ENSEMBLE

러의 비용절감을 계획하고 있는 포드도 GM과 유

프로젝트(2018),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디지털교

사한 구조조정 전략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망 구축 Connecting Europe Facility 프로젝트

향후 3~5년간 구조개편 비용으로 110억 달러를

(2018)를 연달아 출범했다.

지출할 계획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EU는 최근 자동차 안전성을

구조조정과 더불어 미래차 전략도 강화하고 있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긴급제어장치(AEB)와 지능

는데 구글은 2018년 12월부터 애리조나주에서 자

속도지원(ISA)4)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율주행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자동차안전최소기준’을 개정했다. 미국 역시 자율

UBS는 2030년까지 매출이 1,140억 달러에 달할

주행법(Self-Driving Act)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관

것으로 추정했다.5) GM은 전기동력·자율주행차

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면서 상용화를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으로 리튬칼코겐(Lithium-

주도하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차 2.0판을 발표한

chalcogen)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반고체

미국은 법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국 기업들

리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한 24M사는 일본의 교세

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3.0판을 준비 중이다.

라와 이토추 상사(伊藤忠商事株式会社)로부터

2,18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2020년 상용화를

(2) 주요 기업의 개발 및 상용화 전략 비교

추진하고 있다.6) 충전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밍 서비스 통합을 추

2019년 세계 자동차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

진하고 있다. 니콜라모터는 1회 충전 1,200km 주
행이 가능한 수소전기 트럭을 개발했으며, 버클

3) EU집행위, On the road to automated mobility: An EU strategy for mobility of the futur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18.
4) 자동차가 GPS를 통해 위치정보를 받고 디지털지도를 통해 현재 속도
정보를 받으며, 비디오카메라 표식인지와 연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
게 지원하는 시스템.

리대학과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수소전기

5) 인텔은 지난해 6월 자율주행차 관련 누적 매출이 2035년에 8,000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6) 美 24M, “반고체 리튬이온전지 제조… 내년 상업용 배터리 생산착수”,
「글로벌이코노믹」,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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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상용화를 위해 수소저장시스템 효율성 제고

운반로봇을 운용하고 있다. BMW는 4개 협력업

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체 및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사내물류를

유럽 기업의 경우 폴크스바겐은 금년 상반기

위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가치사슬을 도식화하

에 본사가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에서 무선급속충

고 있다. 특히 BMW는 시스템 개발, 시험, 활용,

전 시험을 실시한 후 2020년부터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운용과 수소 충전소 및 정비소 등에 초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폴크스바겐의 급속

을 맞추고 있다.

충전기는 17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유럽 최대

세계 고급차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자동

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제조업체인 독일의

차업체들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BMZ 그룹은 삼성 SDI로부터 향후 5년간 10억 달

차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차량 가격

러 규모의 배터리 셀을 구매할 계획이다. BMZ의

에 구애받지 않는 고정 고객을 바탕으로 고안전·

고객인 자동차업체들이 2019년에 전기차 생산물

고편의·친환경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

량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민

다. 폴크스바겐 그룹은 2019~2023년 중 e-모빌리

간 충전업체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대형 쇼핑

티, 디지털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몰 등과 공동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적

에 1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90억 유

극 나서고 있다. 현재 설치 중인 350kW 급속충전

로는 전기자동차에 투자하고, 2025년까지 배터리

기를 이용할 경우 10분 충전에 320km의 주행이

전기차 모델을 20개로 확대한 후 100만 대 이상을

가능하다. 폴크스바겐의 자회사인 만트럭은 적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원가절감을

재중량 18~32톤 e-트럭을 개발해 포르쉐 공장 물

적극 추진해 2020년까지 30억 유로를 절감할 계

류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49kWh급 리튬

획이다. 폴크스바겐은 플랫폼 통합 생산을 확대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동 트럭은 1회 충전 130km

하고, 2025년까지 공장 생산성을 평균 30% 향상

주행이 가능하고 연간 대당 30톤의 이산화탄소

시킬 계획이다. 차종 구성을 단순화해 내연기관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사용

종류를 25% 축소함으로써 생산과 공급망의 복잡

하는 150kW 급속 충전기로 45분간 충전할 경우

성을 완화하는 계획안도 발표한 바 있다.

100km를 추가 주행할 수 있다. 세계 중대형 전기

BMW그룹과 다임러그룹은 합작법인을 미국

상용차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9% 증가할 전

공정거래당국이 승인하자 2019년부터 본격적인

7)

망이며, 중국을 제외한 전기버스 수요는 동 기

모빌리티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간 중 연평균 17% 증가할 예상이다. BMW는 i모

고객이 카셰어링, 라이드헤일링, 주차, 충전과 멀

델을 생산하고 있는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수소

티모달리티(Multimodality)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전기지게차와 함께 70대 이상의 수소전기 부품

생태계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7) Naviga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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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설비 자동

라인 사업과 함께 콘텐츠, 원격 진단, 정보 제공 및

화 및 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자동차산업의 고용

데이터 수집 등 온라인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

은 단순 조립인력을 중심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에 대한 신규 투자와 사업 전환을 위해 선진 자동

때문이다. 구미의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을 재교육

차업체들은 엔지니어링 인력과 정보통신 서비스

훈련해 기능 제고를 통한 재배치와 기본 엔지니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산업

어링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

의 총 고용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오프라인 분야

는 인적자원 전략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자동

에서 감소하더라도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차 기업들에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는

분야에서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는 더 높은 평균보수를 지급해

전기동력·자율주행화 관련 서비스 사업과 관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련하여서도 이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한 경

있다. 디지털화에 따라 제조와 조립 중심의 오프

쟁을 강화하고 있다.

3.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경쟁력 비교 평가
금융위기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 온 국내 자

내에서 디젤차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완성차업체

동차산업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

는 순수 전기자동차가 아닌 클린디젤과 하이브리

업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국

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모델로 선정했다. 국내

내 완성차업체가 산업 리더로 부상해 세계 자동

자동차산업이 수요 독점 구조하에서 공급자 중심

차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오판으로 경영 위기까

전략을 운용한 것이다.

지 거론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금융위기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파산’, ‘리콜’, ‘속임수’라

이후 창사 이래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자 비관

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련 사업 다각화와 비생산적인 자산에 대한 대규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했다. 경쟁국 정부가 자

모 투자를 실시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

동차산업의 산-관협력을 강화한 결과 해외자동차

를 앞세운 경쟁전략에서 벗어나 ‘제값받기’를 강

업체들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국내

조하면서 판매 가격을 인상했고, SUV의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2015년에 판매 정점을 찍은 후 역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사들이 수면 아래에서 미래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

차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는 고성

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능과 고급 세단 개발에 치중했다. 이와 함께 국

있으나, 상이한 진단을 바탕으로 진영 논쟁에서

2 0 1 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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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버가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하면서 경쟁이 본

국내 완성차업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세

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경쟁기업들은 대부분 레

계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소전기차 양산기술을

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마무리하고

확보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

시험주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

년의 역사를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은 일본

히 핵심부품을 수입하면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

업체들이 90%를 장악하고 있고, 전세계 수소전기

다.10) 기초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기업 간 협업도

차 누적 판매는 2018년 말까지 1만대에 불과하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

반면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는 상용화 10년만인

계 1위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인프라를 보유하고

2019년에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를 추월하고 급

있다.11) 그렇지만 시험주행용 차량 대수는 50여대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분

에 불과해 1,000대가 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중과

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

부적이다.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한 인공

8)

근 국내 완성차업체가 전기차 모델을 다양화 하

지능(AI) 스타트 업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42

고 있지만 충전기와 네트워크 관리 측면에서는 경

개로 세계 12위에 올라 있으나 비중은 1.2%에 불

쟁력이 취약해 종합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

과한 실정이다.12)

제할 수 없다.9)

국내 자동차산업은 빠른 추격자 전략을 바탕으

소비자들이 중시하고 있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로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

탁월한 자율주행차는 2019년부터 GM, 웨이모와

자 경쟁력 보유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생

8) 현대기아차는 2025년 전기동력 모델을 44개로 확대해 167만대를 생산
할 계획이며, 2030년에는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
9) PA Consulting Group, The CO₂ Emissions Challenge, 2018.

10) Navigant Research, Self-Driving Report, 2018.
11) Roland Berger.
12)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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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진으로 인해 세계 생산국 순위가 7위로 하락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했으며,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현재와 같은 단순 조립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 위기에 놓여 있다.

근로자들은 로봇이 상당수를 대체할 것이며, 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미래차 개발과 보급에서 선
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미래차 전문인

이터와 모빌리티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 수
요가 증가할 예상이다.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과 독일은 산학연이 전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소비구

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 업체들이

조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은 기존의

전기전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정보기술(IT)

렌터카 업체나 우버, 리프트와 같은 공유업체에

를 비롯한 제조업 경기가 양호하다 보니 인력을

표준화된 모델을 저가에 대량 공급하거나, 물량

<표 2> 자동차산업의 주요 인력구조 변화
2018~2030 변화(%)
부서

R&D

생산 및
조립

직종

Plug & play
공장

Flex Champion
공장

유인

Industrial data scientist

89

89

점증하고 있는 데이터 중요성

Software engineer

75

91

소프트웨어기반 장비 작업 증가

3D-printing expert

18

26

3D 모형 제작

Process developer

16

21

공정 복잡성 증가

Construction

-16

-21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자동화

Data engineer

78

98

점증하고 있는 데이터 중요성

Robotics and Industrial
automation expert

54

81

공급업체의 장비 작업 증가

Smart machine maintenance
engineer

45

58

스마트 장비 작업 증가

User experience engineer

28

28

보다 복잡한 공정 및 장비에 의해
발생한 수요 증가

3D-printing expert

18

30

적층제조 생산 증가

7

7

기계화

Maintenance electronics

Electrician

0.9

-6

양산 미증과 유연성 미감

Mechanic

-5

-5

Plug&play 공정과 장비 사용증가

Health and safety officer

-5

-11

장비 과부하 작업

Maintenance mechanic

-18

-18

보다 나은 예방 보전

Shop-floor manager

-18

-18

장비의 지도수요 감소

Line manager

-24

-24

보다 효율화된 공장과 장비

Operation production

-52

-37

자동화

Shop-floor logistics

-63

-56

자율주행운반차

자료 : Strategy&, RWTH(Rheinsch-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아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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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 2,500대 연구개발 기업 등재 기업 수 및 연구개발 집약도 비교
등재 기업 수

집약도
2017

2016

한국

8(12)

2.51

2.42

인도

7(6)

4.56

3.34

중국

34(34)

2.43

2.51

일본

36(41)

4.12

3.98

미국

22(23)

4.81

4.53

EU

37(37)

5.50

5.54

독일

16(18)

6.00

5.98

프랑스

4(4)

4.84

4.78

이탈리아

4(3)

3.80

3.72

영국

5(6)

4.91

6.00

전세계

152(162)

4.52

4.41

자료 : The 2018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European Commission, 2017.

은 적으나 현재와 같이 개인이나 법인에 다양한

한편, EU 집행위가 발표한 2017년 세계 2,500

모델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등재된 자동차업체 수

2030년 저가 표준화 공유차량 생산 비중은 유럽

는 전년보다 10개 감소한 152개를 기록했다. 국

이 30%,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그 이상

가별로는 우리나라가 4개 감소, 일본은 5개 감소,

에 달할 예상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 조립라인, 바

미국과 터키는 각각 1개가 감소했다. 중국과 EU

디와 도장공정 인력 및 작업현장의 물류 인력도

는 변화가 없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

50~6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데이터

로 성장한 인도는 1개가 증가했다. 152개 자동차

엔지니어 수요는 배증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은 전년비 9.9%, 매

수요는 90%, 새로운 이동수단 사업 및 시스템을

출액은 7.4%가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148개 기

통제하고 관제할 수 있는 인력도 증가할 것으로

업)은 6.80%로 전년비 0.66%포인트 증가했다. 매

보인다.

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52%로 전년비

더불어 구미 자동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하이

0.11%포인트 증가했다. 우리 자동차업체의 경영

브리드, 전기동력 차량의 혼류생산에 따른 가동

성과가 악화되었으나, 우량 경쟁업체들의 경영성

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유연성을 극

과와 연구개발 투자는 모두 증가했다. 등재된 우

대화한 소위 Flex champion 공장, 레고형 plug-

리 자동차업체 중 현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및

and-play 조립 공장 등으로 공정개선을 계획하고

타이어 2개사를 제외하면 비계열 부품업체는 3개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발기간 및 부품업체의

에 불과했다.

생산라인 교체 주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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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수용력과 자

산 업 경 제 분 석

동차 문화도 중요하다. 배터리전기차에 대한 홍

한 경우와 주의 의무를 간과할 경우 사고로 이어

보와 교육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초기에 판매가 부진하였고, 아직도 국내에

구미 완성차업체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 또한

서는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홍보와 교

중시하고 있다.13) 1990년대 말 이후 모듈화로 인

육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기술개발과 하부구조

해 증가해 온 부품업체들의 조립 작업 분담률 증

구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

가와 함께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킬 경우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차는 고도의 기술과 함께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

우수한 완성차업체의 혁신역량과 수익성이 상대

를 요구한다.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4)

자동차의 스마트화가 진행되더라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거나, 부품 결함으로 수신호가 필요

13) Roland Berger.
14) Planning Perspectives.

4. 시사점
해외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세계 내연기관 판

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산업의 어려움도 향후 1~2

매가 2018년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03만대로 하락한

15)

평가했다.

2018년 세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비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9년에도 큰 폭으로 회복

1% 증가에도 못 미치는 9,750만대에 달한 것으

하기 어려울 예상이다. 오히려 자동차 생산이 추

로 추정된다. 인도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

가 감소해 400만대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체

미중 통상마찰, 브렉시트, 중국의 판매 둔화, 이란

했다. 지난해 5.8%가 감소한 중국의 승용차 수

경제 규제, 주요국의 환경규제 등이 자동차 수요

요가 정체되고, 미국과 EU의 자동차 수요가 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소하여 2019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소폭 감소할

정부가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

전망이다.

해 상반기에는 내수가 유지되겠으나, 국내 완성

국내 자동차산업은 국산차 내수, 수출, 생산이

차업체와 외국계 완성차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

모두 감소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도 낮아졌다.

해 국내 생산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자동차산업이 불황기에 진입

대외적 상황으로는 중국정부가 1년을 유예한
끝에 추진할 전기자동차 의무판매제라는 새로운

15) Financial Times, Combustion engine car sales to hit peak demand in
2018, say analysts, 2018.12.31.

환경에 직면한다. EU의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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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 2021년부터 자동차업계는 엄격한 환경

의 미래차 개발과 상용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규제에 직면할 예정이다. 미국의 통상압력도 어

만큼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미중 통상

다. GM은 자율차 사업부문을 분사한 후 일본 소

마찰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자

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혼다와 공동개

제하고, 가격이 저렴한 자국 브랜드 SUV 모델 구

발에 착수했다. 포드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외부

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판매부진

업체와 협력할 것을 발표하고 폴크스바겐과의 포

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

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라 국내 완성차업체가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금융위기 이

못하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

후 가속화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인다.

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위치도 불안정하다.

체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략을 변경

미국의 자동차 수요는 픽업트럭과 크로스오버 자

하면서 고급차시장에 진입하고, 수소전기차의 조

동차 판매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기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바

빅 3 기업의 강세는 지속되고, 국내 모델 판매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급차시장

부진할 예상이다. 유럽시장 내 점유율도 확대되

초기 진입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고 있지만 2019년에는 출혈경쟁이 심화될 예상

고, 수소전기차 수요가 2030년에 전세계 신차 판

이다.

매의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

선진국 자동차업체들은 세계 자동차 수요가 감

화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와 배터리 전기차의

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장기 계획보다는 중

양산에 전략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미 글로벌

단기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경쟁기업들은 2022년까지 100종 이상의 전기자

은 과거의 5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2022년까지

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림 1> 국내 완성차업체의 세계시장 판매 구조 및 추이
12,000,000

(대)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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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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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경 제 분 석

우리 정부는 2018년 12월, 자동차부품산업의

하자 자동화 투자가 확대되어16) 일자리 창출이 어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위험

려운 상황이다. 지난 1년간 자동차산업의 고용은

에 사전 대응하고 단기 수요를 진작해 자동차산

1만명 가량 감소했다.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유

업의 숨통이 트이도록 하여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이 감원

개발과 상용화를 가속화하도록 2조원의 연구개

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계 최고의

발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혁

고령화와 자동화 속에서 미래차 분야 투자 부진

신성장을 지원하더라도 수요자인 자동차업계의

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용력이 부진할 경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

자동차와 연관산업에서 조립대기업의 시장 지배

다. 그동안 국내 협력업체들은 완성차업체에 의

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업체 수가 증가해

존해 혁신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채 공정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

과 조립의 경쟁력 강화에 몰입했다. 위탁 대기업

정부의 자동차부품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활

에서 요구하는 원가 절감과 적기 납품을 위해서

력 제고 방안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자동차산

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패

업 산-학-연 스스로의 변신이다. 내연기관 기술

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원가절감보다는 혁

도 중요하지만 전기동력·자율주행화에 능동적

신역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생

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

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도 필요한 상황

래는 담보할 수 없다.17) 내연기관자동차 수요 물

이다. 금번 정부의 자동차산업 구조개선 방향은

량이 당분간 소폭 증가하더라도 세계 자동차 판

명확하다.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군

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

살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하며, 미래

서 내연기관자동차의 판매 시장 다변화만 강조

차 개발과 상용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할 것이 아니라 선진시장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

업계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라 감

는 역량배양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이 자율주

량 경영이 불가피하고,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 제

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고가 필요하며, 전기동력·자율주행화를 통해 자
동차산업을 부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산업 이해관계자간
에 더 이상 불필요한 친환경차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초
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해 해외 생
산·판매 능력을 확충했고, 국내 생산 비용이 증가

16) 2 016년 국내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 보급률은 631대로 일본의
303대, 독일의 309대와 미국의 189대를 크게 추월하였으며, 자동차산
업의 로봇 보급 대수는 2,145대로 2위 미국의 1,261대, 일본의 1,240
대, 프랑스의 1,150대와 독일의 1,131대를 크게 상회.
17) 유
 럽특허사무국(EPO)은 2011~2017년 중 자율주행차 관련 유럽특허
출원에서 삼성전자가 624건으로 1위, 2위 인텔(590건), 3위 퀄컴(361
건), 4위 LG(348건), 5위 보쉬(343건) 순으로 발표. 특허 출원 건수는
2011년 922건에서 2017년 3,998건으로 증가했으며, 상위 10대 기업
중 자동차업체는 보쉬, 도요타, 컨티넨탈의 3개사. 출원 비중은 유럽이
37.2%로 1위, 미국 33.7%, 일본 13%, 한국 7%, 중국 3%. 한국지적
재산권연구소(KIIP)는 2008~2017년 중 한국 특허 출원 건수는 현대자
동차(981건), 현대모비스(686건), 만도(564건), LG전자(293건), 전자통
신연구원(238건) 순으로 분석.

2 0 1 9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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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歐美)의 미래차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와 시사점

있고, 일본과 유럽18)은 전기자동차산업에서의 경

이 늦어도 2025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자동

쟁우위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선진국 자동차산업을

기 때문이다.

다시 추격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금번 자동차산업의 불황은 자동차산업의 변화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

를 촉진할 것이고 변화에 순응하는 기업은 생존할

는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차 전략과 정책을 촘촘히

것이나 역행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그 시점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금번 자동차산업의 불황 이
후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욕구, 경쟁자 전략과 자

18) 최근 일본 경시청은 고도 자율주행차가 2020년 상반기부터 일반 도
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영국정부는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
안 표준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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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새로
운 지평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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