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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리스크 검토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 이상엽)는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직면
해 있는 리스크를 ①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② 친환경차 전환으로 구분
하여 검토하고 지역 자동차부품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
①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급불균형의 부정적 영향은
2021.2/4~4/4분기에 걸쳐 나타날 소지가 있으며, 특히 2~3차 협력업
체의 경우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전달될 가능성
□ 향후 전기차 생산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불균형
문제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증대 및 국산
화 필요
② 친환경차 전환
□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
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지역 부품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부정
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긍정·중립·부정적 부품군 생산업체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지자체·협회 등도 정책지원, 정보교류, 정책사업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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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3)429-0259 Fax. (053)429-0219 E-mail. daegu@bok.or.kr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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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요 약】
Ⅰ

검토 배경

□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 지역 전체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1차금속, 전기전자 등 여타 산업들과의
생산연계성도 높아 지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o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의 입지계수(1.80)는 여타 지역(0.91)에 비해
커서 지역특화도가 높으며 생산유발계수(2.58)는 지역 여타 산업(대구경
북 평균 산업유발계수(1.88))에 비해 커서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편임

□ 2020년 하반기부터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수출은 완성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전환 등이 주요한 단기 및 장기 리스크로 작용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직면해 있는 리스크를 ①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② 친환경차 전환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향후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지속적
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완성차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재무사정은 대체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자금사정은 양호하지 않은 편임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1
차 협력업체의 74%는 현대·기아에 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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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부품 산업의 주요 리스크

1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신속한 설비증
설이 어려운 데다 일부 지역의 재난· 재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생기면
서 2020년말부터 수급불균형이 발생

◈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국내 및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부분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자동차부품업체들도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등
의 영향으로 2021.4~5월중 전월대비 감소

o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68.3% 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조사

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원인

□

분기 이후 완성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
요가 급증하였으나 신속한 반도체 설비 증설이 어려운 데다 일부 지역의
2020.2/4

재난·재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2020년말부터 수급불균형 발생
o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2019년말 7백만대 → 2020.4월 3백만대 → 2020.6월 6백만대 → 2020.10월 8
백만대 (IHS마킷, 2021.2월)

o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가전용 반도체 생산에 주
력하면서 최근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차량용 반도체는 여타 반도체(가정용, 산업용 등)에 비해 온도·습
도·충격 관련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반면 수익성은 낮기 때문
에 생산 비중이 낮음

o

2021년 상반기중 집중된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재난·재해에 따른
생산 차질도 공급여건을 일시적으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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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영향

□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부분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
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에서도 2021.1/4분기부터 생산 중단 사례가 발생
o

(글로벌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2021
년 상반기 중 약 403만대의 생산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IHS마킷, 2021.7.12일)

o

(국내 완성차)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해외 의존도는
98%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현대·기아,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이 2021.2∼3월부터 특근단축, 공장가동 중단 등을 시행

□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낮은 편이나,
반도체 취급·미취급 업체 모두 완성차 생산 차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2021.5.3일)
o

차량용 반도체 취급 업체의 90.5% 및 미취급 업체의 82.5%가 납품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

― 특히 차량용 반도체 취급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인상, 반도체 구매
비용 지급과 상위 협력업체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간 시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도 2021.4월부터 전월대비 감소
o

다만 2021.4~5월중 대구경북의 생산 및 수출 평균 감소폭(생산 –5.5%, 수
출 –7.1%)은 전국(생산 –6.0%, 수출 –8.6%)보다는 낮은 수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생산 영향1)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수출 영향1)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계절
조정(X-12-ARIMA)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주: 1) MTI 742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iii / ⅹ)

o

한편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68.3%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대구상공회의소 설문조사, 2021.4.26일)

― 특히 종사자수 300인 이상 또는 1차 협력업체들이 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 원재료로 사용하거
나 전속협력업체이 완성차 생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주로 기인
대구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
(기업 규모별)
(협력사별)

자료: 대구상공회의소(2021.04.26)

2

자료: 대구상공회의소(2021.04.26)

친환경차 전환

◈ 향후 친환경차 전환시 긍정적 부품군(배터리, 구동모터 등) 및 중립적 부
품군(조향·현가·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 업체들은 꾸준히 성장하겠으나,
부정적 부품군(내연기관 부품)은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에 직
면할 가능성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중 친환경차 관련 긍정적·중립적 부품을 주
로 생산하는 업체수 비중은 73.4%(긍정 9.2%, 중립 64.2%)로 친환경차 전
환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다만 부정적 부품군 업체 비중(26.6%)이 긍정적 부품군(9.2%)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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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차 시장 현황

□ 2020년 기준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 규모는 약 526만대(전체 자동차 생산의
6.5%)로서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HEV, 43.8%), 전기차(BEV, 3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7.0%) 등이 주로 생산됨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량

자료: Marklines.com, 한국자동
차산업협회

국가별, 그룹별 전기자동차 생산1)

주: 1) 2020년 전기자동차(EV) 기준
자료: IHS마킷(2021)

주: 1) 2020년 전기자동차(EV)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국내 친환경차 생산은 2021.1~5월 기준 22.3만대로 전체 자동차 생산의 7.6%를 차지
o

2015년 이후 전체 자동차 생산·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에서의 비중(2015년 0.7% → 2020년
14.4%)이 내수 비중(2015년 2.0% → 2020년 10.2%)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앞으로는 국내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 내수가 증가
하고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연쇄효과도 커질 가능성

국내 친환경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비중 1)
(수출)
(생산)
(내수)

주: 1) BEV: 전기차, HEV: 하이브리드, 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FCEV: 수소전기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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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차 전환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친환경차 생산이 확대되면 배터리, 구동모터 등 핵심부품(긍정적 부품
군) 및 조향·현가·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중립적 부품군) 업체들은 꾸준히

성장하겠으나,
내연기관 중심 업체는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o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 구동모터, 통합전력
제어장치(EPCU) 등이며, 동 부품들은 향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전망

― 또한 친환경차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배터리팩의 무게가 큰 만큼
온도관리 장치(공조시스템, 전자장비·열관리 등) 및 경량화 소재(플라스
틱·알루미늄 소재, 차체 부품 등) 부품 수요도 증가

친환경차 핵심 부품
친환경차

핵심부품

하이브리드

구동모터, 시동발전기(HSG), 인버터/컨버터, 배터리시스템(BSA)

전기차(BEV)

탑재형 충전기(OBC), 인버터/컨버터, 구동모터, 배터리시스템(BSA), 배터리 관리 장치(BMS)

수소전기차(FCEV) 연료전지 운전장치, 인버터, 구동모터, 배터리시스템, BHDC, 컨버터(LDC)
자료: 현대모비스

o

·

·

조향 현가 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 등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
일 것으로 판단

o

다만 엔진, 변속기, 연료전달장치 등 기존의 주요 내연기관 부품들은
친환경차량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변화

긍정적 부품군

배터리·모터·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화 소재, 자율
주행관련 부품, 충전인프라 관련 부품

지속적 성장 예상

중립적 부품군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범용부품(내장재, 타이어 등)

성장 제한 가능성 낮음

엔진관련 부품, 변속기 관련 부품, 오일류·연료탱크, 전달장
치 관련 부품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한국은행 대구경북(2017)
부정적 부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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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축소 위험

다. 대구경북지역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

전체 자동차부품업체(2,144개,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기준) 중 친

환경차 관련 긍정적·중립적인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수 비중이
73.4%(긍정 9.2%, 중립 64.2%)인 점에 비추어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대구경북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정적 부품군(엔진, 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26.6% 및 27.6%)도 전국(각각 29.0% 및 33.4%)
보다는 낮은 편임

― 대구경북은 범용부품

등 중립적 부품군 생산비중이 높으며, 내연

기관의 핵심인 엔진 관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공장 인근지역에
주로 위치

o

다만 여전히 부정적 부품군 업체수 비중(26.6%)이 긍정적 부품군 업체수
비중(9.2%)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현재의 생산구조를 유
지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친환경차 관련 부품군별(긍정,중립,부정) 업체 비중1)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중 완제품/서비스를 제외한 단위부품, 모듈 기준
자료: 대구시청·테크노파크, 통계청(2019), 저자 추정

□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규 업체 및 일
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늘어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
게 확대되고 부정적 영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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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생산·보급 관련 연계성이 큰 지역의 제조업체(9,498개) 및 서

o

비스업체(1,120개) 를 모두 고려하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23.5%, 29.3%)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7.6%, 10.2%)을 크게 상회

친환경차 관련 부품군별(긍정,중립,부정) 업체 비중1)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여타 자동차 관련 산업 중 소재/가공, 단위부품,
모듈, 완제품/서비스 포함 기준
자료: 대구시청·테크노파크, 통계청(2019), 저자 추정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는 한 종류의 부품만을 생산하기보

o

다는 여러 종류의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상당수 내연기관 전용 부품회사도 친환경차 관련 부품 생산을 계획하
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

Ⅳ

평가 및 대응방안

1

평가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급불균형의 부정적 영향
은 2021.2/4~4/4분기에 걸쳐 나타날 소지

o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한 영향
이 시차를 두고 전달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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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다만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에 소극적이거나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생산을 고수할 경우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o

특히 지역 업체들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화 단계도 초기 수준(관심단계,
기술개발계획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기술개발, 시재품 생산

및 양산 노력 지속이 필요

◈ 한편

2차 이하 협력사 및 전속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납품구조는 반
도체 등 원자재 수급불안 또는 친환경차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대응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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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Ⅰ

검토 배경

□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 지역 전체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1차금속, 전기전자 등 여타 산업들과
의 생산연계성도 높아 지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11.0%(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2019년 기준) 및 13.8%(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수준임
o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의 입지계수*(1.80)는 여타 지역(0.91)에 비해
커서 지역특화도가 높으며 생산유발계수**(2.58)는 지역 여타 산업(대구
경북 평균 산업유발계수(1.88))에 비해 커서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편임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산출액 비중)/(전국 자동차부품 산출액 비중)으로 시산
하며,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에 비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의미
** 국산품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2020년 하반기부터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수출은 완성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전환 등이 주요한 단기 및 장기 리스크로 작용
o

o

단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완성
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자동차산업에서 친환경차 생산·수요 확대 관련
구조전환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도 이러한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지역의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가운데 향후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및 지자체가 자동
차부품업 관련 리스크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직면해 있는 리스크를 ① 차량용 반도
체 수급불균형, ② 친환경차 전환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향후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면서 지속
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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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완성차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재무사정은 대체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자금사정은 양호하지 않은 편임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대부분이며, 1
차 협력업체의 74%는 현대·기아에 주로 납품

1

생산 및 수출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완성차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o

자동차부품 생산은 2019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및 국내 자동차 판매 감
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20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상승

글로벌 및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

자료: IHS마킷,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생산1) 증가율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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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출도

―

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후 2021년부터 큰 폭 증가

월중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21.1~5

경북

―

2020.6

억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6.1

억달러(대구

11

억달러,

4.9

월(10.6억달러) 수준을 상회

2019.1~5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북미
비중은 크게 증가

*

* 중국에서는 높은 관세 및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미국에
서는 관세 인하 및 고급차 수요가 증가

대구경북 자동차부품1) 수출

주: 1) MTI 742 기준

지역별 대구경북 자동차부품1) 수출 비중

주: 1) MTI 742 기준
2) 2021년은 1~5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재무상황* 및 자금사정

2

* 2021년 현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분류된 기업 중 2015~20년 자료가 가용한 업체(전국
1,135개, 대구 104개, 경북 151개)를 대상으로 분석(본사 기준, 타지역 공장 포함)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수익성은 대체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더욱 악화
o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이 장기간 전국 평균
*

수준을 하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영업이익/매출액)으로 시산

― 당기순손실업체비중 은
*

대구와 경북 모두

2016

년 이후 증가 추세

이며, 특히 경북은 전국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
* 총업체수 대비 당기순손실업체(당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이 마
이너스인 업체)수 비중(당기순손실업체수/총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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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업체의 주요 수익성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당기순손실업체비중)

자료 : Kis-Value

자료 : Kis-Value

□ 성장성 및 안정성의 경우

,

대구는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경북은

전반적으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구와 경북 모두 하락
o

(성장성)

년중 대구 및 전국 업체들의 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은

2019

비교적 큰 폭 상승하였으나 경북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20년에
는 모두 큰 폭 하락
자동차부품 업체의 주요 성장성지표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자료 : Kis-Value

o

자료 : Kis-Value

(안정성) 부채비율 과 차입금의존도 의 경우 경북 업체들이 대구 및
*

**

전국 수준을 크게 상회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로 시산하며, 동 비율이 높을 경우 기
업활동이 경기변동이나 이자율 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재무구조가 취약
** 총자본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
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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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업체의 주요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료 : Kis-Value

자료 : Kis-Value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자금사정은 양호하지 않은 모습
o

2020

년중 대구와 경북 자동차부품업체의 약 절반이 저신용등급* (각각

44.2%

및

46.3%)

이며, 특히 대구의 저신용등급업체 비중은

2016

년부터

꾸준히 상승
* Kis-Value에서 산출하는 신용평점을 활용하여 고신용등급(1~3점), 중신용등급
(4~6점), 저신용등급(7~10점)으로 구분
o

업체들의 이자보상배율 도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면서
*

2016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신용등급별 자동차부품업체1) 비중

자료 : Kis-Value, 저자추정

이자보상배율1)

주 : 1) 영업이익/이자비용
자료 : Kis-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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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구조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대부분 이며, 1차
*

협력업체의 74% 는 현대· 기아에 주로 납품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회사의 친환경차 관련 설문조사 결과”(한국은행 대구경북본
부, 2021.6월)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5.2%가 2차 이하 협력사임
o

대구경북지역

1

차 협력업체의

46.3%

는 전속협력업체 로서 전국 수준
*

·

보다 높았으며, 전속협력업체들의 거래처 비중은 현대 기아

(43.6%)

(19.3%),

한국GM(19.3%), 르노삼성(14.0%), 쌍용(10.5%) 등의 순임

* 완성차업체 1개사와 거래하는 부품업체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1) 납품구조

대구경북 전속협력업체2)들의 거래처 비중

주: 1) 전국 876개, 대구 53개, 경북 70개 업체 대비 각 완성차별 납품 비율, 복수 납품처로
인해 합계는 100% 초과
2) 전속협력업체 대구 53개, 경북 70개 대비 완성차별 납품 비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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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자동차부품 산업의 주요 리스크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신속한 설비
증설이 어려운 데다 일부 지역의 재난· 재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생
기면서 2020년말부터 수급불균형이 발생

◈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국내 및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부분에서 생
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자동차부품업체들도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
으로 조사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등
의 영향으로 2021.4~5월중 전월대비 감소
o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68.3% 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원인
* 차량용 반도체의 개념 및 글로벌 시장 현황은 p.12 <참고1> “차량용 반도체 개념
및 시장 현황”을 참조

□

분기 이후 완성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
요가 급증하였으나 신속한 반도체 설비 증설이 어려운 데다 일부 지역의
2020.2/4

재난·재해 등으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2020년말부터 수급불균형 발생
o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2019년말 7백만대 → 2020.4월 3백만대 → 2020.6월 6백만대 → 2020.10월 8
백만대 (IHS마킷, 2021.2월)

o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가전용 반도체 생산에 주
력하면서 최근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차량용 반도체는 여타 반도체(가정용, 산업용 등)에 비해 온도·습
도·충격 관련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반면 수익성은 낮기 때문
에 생산 비중이 낮음*
* 2021년 전체 반도체 중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1%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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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용도별 요구 수준
차량용
o

가정용
o

o

산업용
o

온도

-40 C~+155 C

-0 C~+40 C

-10oC~+70oC

필요 수명

15년 이상

1~3년

5~10년

습도조건

0~100%

낮음

75% 이하

허용 불량률

0% 목표

3%

1% 미만

재고 보유기간
30년
2년
자료: 김경호(2011), 이승규·허상헌·변영재(2012), SK하이닉스 홈페이지 등

5년

― 특히 차량용 MCU (전장시스템 제어 칩)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
*

**

* MCU 생산량의 약 70% 정도를 TSMC가 생산하고 있으나 TSMC 매출액에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IHS마킷 2021.2월)
** 차량용 MCU의 생산 리드 타임(생산 계획부터 입고까지의 기간)은 보통 12~16주이
나 TSMC의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용 반도체 주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요시간이
26~38주 이상으로 확대

세계 반도체 유형별 비중1)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2)

주: 1) 2020~21년은 추정치
2) TSMC의 부품별 매출비중을 누적 막대그래프(우축)로 표시(20.4Q기준), 막대 밑에서부
터 스마트폰(주황), HPC, IoT, 자동차(파랑), DCE, 기타
자료: 트렌드포스,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PWC, IHS마킷

o

2021년 상반기중 집중된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재난·재해*에 따
른 생산 차질도 공급여건을 일시적으로 악화
* 2021.2월중 미국 텍사스주 한파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에 따른 반도체 공장(삼
성전자, 인피니언, NXP) 가동 중단, 일본 르네사스 공장(차량용 반도체 세계 3
위) 화재(2021.3월),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로 인한 대만 TSMC 공장 가동
차질(2021.2~5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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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영향
(완성차 업계에 미친 영향)

□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대부분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업체들에서도 2021.1/4분기부터 생산 중단 사례가
발생
o

(글로벌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2021년 상반기 중 약 403만대의 생산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IHS마킷,
2021.7.12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현황
업체
폭스바겐

생산차질 시점

2020.12.14일~

생산 지역

중국, 유럽 등

아우디

생산차질 현황
- 1분기 중·북미·유럽 생산량 10만대 감소
- FAW-폭스바겐 2분기 30% 이상 감산 예상
- 1분기 고급모델 생산연기, 직원 1만명 근로시간 단축

포드

2021.1.11일~

미국, 유럽

- 1분기 10~20% 감산, 켄터키주 루이빌 SUV 공장 1주일 중단
- 2분기 50% 감산 및 하반기 10% 감산 예상(2021년 전체 110
만대 생산 손실 예상)

도요타

2021.1.15일~

일본, 미국,
유럽 등

- 중국(광저우), 미국(텍사스), 일본(아이치현) 공장 생산량 조정
- 일본 이와테, 미야기현 공장 일시 중단(5~6월)
- 2월초 미 캔자스주 공장, 캐나다 잉거솔 공장 중단
- 브라질 공장과 한국의 부평공장도 감산
- 미국 미주리주 웬츠빌 공장 중단(3.29~4.12일)

GM

2021.2.8일~

한국, 북·남미

테슬라

2021.2.22.~23일

미국

- 프리몬트 공장 일시 중단(2월말)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산업통상자원부, IHS마킷

o

(국내 완성차)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해외 의존도는
98%로 매우 높은 상황이며, 현대·기아,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등이 2021.2∼3월부터 특근단축, 공장가동 중단 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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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완성차사 수급 현황
업체

생산차질 현황

현대

- (3월) 공장별 특근 감축 및 비인기 차량의 생산 조절
- (4월) 울산1공장 가동중단(4.7~14), 울산 2~5공장 특근중단(4.3), 충남아산공장 일시휴업(4.12~13, 19~20)
- (5월) 울산 4공장 2라인(5.6~7), 울산 5공장 2라인(5.17~18), 울산 3공장(5.18, 20), 충남아
산공장 생산 중단(5.24~26), 브라질공장 2교대 전환(5.31~6.20)
- (6월) 미국 앨라배마 공장 중단(6.14~18), 충남아산공장 생산 중단(6.16), 브라질공장 1교대 전환(6.21~6월말)
- (7월) 브라질공장 중단(7.5~9)

기아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

(3월) 공장별 특근 감축
(4월) 미국 조지아공장 가동 중단(4.8~9), 화성공장 4월 특근 중단
(5월) 광명2공장 중단(5.17~18), 미국 조지아공장 생산 중단(5.27~28)
(6월) 미국 조지아공장 2교대 전환(6.14~23)
(1월말) 주말 특근 취소
(2월~6월) 부평2공장 50% 감산(2월~현재), 부평1·2공장 중단(4.19~23) 중단, 부평1
공장 50% 감산(4월~5월), 창원공장 50% 감산(5월)
- (4월) 경기도 평택 생산라인 가동 중단(4.8~16, 4.19~23)
- (7월) 부산공장 중단(7.19~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1), 경남본부(2021.4), IHS마킷

(자동차부품업계 미친 영향)

□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낮은 편*이나,
반도체 취급·미취급 업체 모두 완성차 생산 차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2021.5.3일)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총 78개 응답업체 중 직접 차량용 반도체를
취급하는 업체는 21개(미취급 업체는 57개)에 불과
**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자동차부품업체의 약 40% 이상이 2021.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
o

차량용 반도체 취급 업체의 90.5% 및 미취급 업체의 82.5%가 납품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

― 특히 차량용 반도체 취급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인상 , 반도체 구매
*

비용 지급과 상위 협력업체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간 시차** 등으
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
* TSMC는 차량용 반도체 초과 주문에 대해 판매 가격을 2020년 하반기
10~15% 인상하였으며 2021년에도 15~20% 추가 인상 예정
** 반도체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NXP, 르네사스, 인피니온 등 글로벌 업체들에 정상가
격 대비 10% 내외 오른 급행료 포함한 대금을 신속히 지불해야하는 반면 생산한
부품을 상위 협력사에 제품을 납품한 경우 대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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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생산 및 수출도 2021.4월부터 전월대비 감소
o

다만 2021.4~5월중 대구경북의 생산 및 수출 평균 감소폭(생산 –5.5%, 수
출 –7.1%)은 전국(생산 –6.0%, 수출 –8.6%)보다는 낮은 수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생산 영향1)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계절
조정(X-12-ARIMA)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추정

o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수출 영향1)

주: 1) MTI 742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68.3%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대구상공회의소 설문조사, 2021.4.26일)

― 특히 종사자수 300인 이상 또는 1차 협력업체들이 주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규모가 큰 업체들이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 원재료로 사용하거
나 전속협력업체이 완성차 생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주로 기인
대구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
(기업 규모별)
(협력사별)

자료: 대구상공회의소(2021.04.26)

자료: 대구상공회의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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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차량용 반도체 개념 및 시장 현황

1. 개념

□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주행 및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 분석, 판단하
여 제어, 구동하는 반도체를 의미

o

o

내외부 환경을 센서로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을 계산하여 도출
된 판단을 기계요소에 전달, 구동하는 역할을 함

· ·

용도별로는 부품군에 따라 샤시 및 안전(조향 제동 안전 등), 파워트레인 및 전력반
도체(엔진 모터 배터리 등), 차체(라이팅, 와이퍼 등), 인포테인먼트(계기판, 네비게이션 등)
등으로 구분

· ·
*

*

샤시

17%,

인포테인먼트

국자동차연구원,

17%,

차체

16%,

파워트레인

안전

14%,

14%,

기타

22%

를 차지(한

2021.2.1)

차량용 반도체 용도별 분류
샤시(Chassis)

안전성

파워트레인

전력반도체

차체

인포테인먼트

모터, 인버터,
DC-DC 컨버터,
BMS(배터리관리
시스템) 등

라이팅,
와이퍼,
선루프,
바디컨트롤,
파워윈도우,
파워 시트,
파워 윈도우

대쉬보드,
자동차 오디오,
Connectivity
audio,
엔터테인먼트,
ITS/GPS,
자동차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

TPMS(타이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마찰
제어,
트랙션컨트롤,
서스펜션 등

공기업 모니터링),

에어백, 충돌
경고, 나이트
비젼(운전자 졸음
방지 경고), Back
monitor

트렌스미션,
엔진컨트롤(엔진
, 연료 주입, Knock
control),

HEV/EV
motor

출처 : 맥킨지(2018), infineon(2021), 한국자동차연구원(2021) 등

o

기능별로는 MCU, 액츄에이터 구동 IC, 전력관리 IC, 통신칩, 센서 등으로 구분

*

*

아날로그 회로 29%, 각종 센서
기타 7%를 차지(맥킨지, 2017)

MCU 30%,

모리

7%,

17%,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10%,

차량용 반도체 기능별 분류
구분

기능

MCU

차량 내 전장시스템 전반 제어

NXP, 르네사스, TI, 엔비디아

주요 생산기업

액츄에이터 구동 IC

엔진, EPS 등 고출력 장치에 사용

보쉬, ST마이크로, TI

전력관리 IC

제어기 및 구동장치 전원 공급

인피니온, ST마이크로, 온세미컨덕터

통신칩

차량내 모듈간 정보교환

센서

내·외부 환경 특성 감지·디지털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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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ST마이크로, 퀄컴
온세미컨덕터, 소니, 옴니비전, 삼성

메

□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 설계업체(팹리스) 및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간 분업을 통
해 생산되며 일부는 종합반도체기업(Integrated Device Manufaturer, IDM)이 직접 생산
o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시설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주요 IDM 기업이
팹라이트(Fablight) 전략 하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

* 수십 나노미터(nm) 공정은 물론 10나노 이하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제조 기술
의 난이도가 오르고 업체 간 기술격차가 상승
** 팹라이트 전략은 IDM 기업이 파운드리 비중을 줄이고 생산 관련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설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NXP 등이 주로 이를 실시
o

반도체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를 완성차의 협력사에게 공급하면 협력사가 모
듈· 시스템을 제작하여 부품을 완성차 기업에 공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1)

2. 시장 현황

□ 차량용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380억불

년,

(2020

로서 NXP, 인피

IHS Markit)

니온, 르네사스, TI, ST마이크로, 보쉬 등 글로벌 기업이 선도

o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 국내 팹리스(텔레칩스, 넥스트칩 및 픽셀플러스), 자동차 부
품기업(현대모비스, 만도) 등의 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 판매 중이나 글로
벌 순위권과는 상당한 격차
*

* 차량용 AP(Application Processor), 이미지센서, 메모리반도체 등을 공급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규모

자료: IHS마킷(2020)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 점유율

자료: Infineon(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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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차 전환

◈ 향후 친환경차 전환시 긍정적 부품군(배터리, 구동모터 등) 및 중립적
부품군(조향·현가·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 업체들은 꾸준히 성장하겠으나,
부정적 부품군(내연기관 부품)은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 중 친환경차 관련 긍정적·중립적 부품을 주
로 생산하는 업체수 비중은 73.4%(긍정 9.2%, 중립 64.2%)로 친환경차 전
환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다만 부정적 부품군 업체 비중(26.6%)이 긍정적 부품군(9.2%)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가. 친환경차 시장 현황

□ 2020년

기준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 규모는 약 526만대(전체 자동차 생산
*
의 6.5%)로서 유형별 로는 하이브리드(HEV, 43.8%), 전기차(BEV, 39.0%),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17.0%) 등이 주로 생산됨
* p.17, <참고2> “친환경차의 개념 및 종류”를 참조
o

최근 국내외에서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 유럽, 미국, 한국 및 일본 등의 순으로 생산 비중이 높으며,
테슬라, GM그룹, 폭스바겐(VW)그룹, 르노·닛산, 비야디(BYD), 현대기
아 등이 주요 생산업체임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량

자료: Marklines.com, 한국자동
차산업협회

국가별, 그룹별 전기자동차 생산1)
(국가별)
(그룹별)

주: 1) 2020년 전기자동차(EV) 기준
자료: IHS마킷(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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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0년 전기자동차(EV)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국내 친환경차 생산은 2021.1~5월 기준 22.3만대로 전체 자동차 생산의
7.6%를 차지
o

2015년 이후 전체 자동차 생산·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에서의 비중(2015년 0.7% → 2020년
*
14.4%)이 내수 비중(2015년 2.0% → 2020년 10.2%)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유럽 등 주요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데 주로 기인
#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는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판매를
전량 전기차 위주의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스페인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신차판매를 금지

― 앞으로는 국내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 되면서 친환경차
*

내수가 증

가하고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연쇄효과도 커질 가능성
*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는 2035~4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제안(2020.11월)

국내 친환경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비중 1)
(생산)
(수출)
(내수)

주: 1) BEV: 전기차, HEV: 하이브리드, 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FCEV: 수소전기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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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자별로는 현대기아차*는 다양한 모델의 친환경차 생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반면, 르노삼성은 초소형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
국지엠은 친환경차 생산을 점진적으로 축소***
* 현대는 코나(EV, HEV), 아이오닉(EV, HEV) 등, 기아는 K5·K7(HEV), 니로(EV,
HEV) 등을 생산
** 르노삼성은 2015년부터 SM3(EV)를 생산해왔으나 2017년부터 생산량을 줄이
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초소형차인 트위지(EV)를 집중 생산
*** 한국GM은 과거에는 스파크(EV), 말리부(HEV) 등을 생산하였으나 2017년부터
는 거의 친환경차를 생산하지 않으며 미국GM에서 볼트(EV) 등을 수입하여
판매

그룹별 친환경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비중
(현대)

(기아)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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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

참고2>
친환경차의 개념 및 종류

□

·

친환경차는 엔진기반차와 달리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여
‘고출력 전기 동력’을 생성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전기차(BEV), 수
소 전기차(FCEV)로 분류됨

o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PHEV)의 경우 내연기관과 모터를 동시에 이용하여 배
기가스 배출량이 적으며 전기차(BEV)와 수소차(FCEV)의 경우 내연기관이 존재하
지 않고 전기에너지로만 주행하여 배기가스 배출량이 없음

*

* 배기가스 배출량 : ICE>HEV>PHEV>BEV,FCEV

친환경 자동차 종류
엔진기반차

전력기반차(친환경 자동차)

ICE

HEV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Engine)

(Hybrid Electirc
Vehicle)

(Plug-in HEV)

구동원

내연기관

내연기관+모터

에너지원

화석연료
없음

이름

배터리용량
(kWh)

(Internal
Combustion

PHEV

EV(BEV)

FCEV

전기차

수소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s)

(Fuel Cell Electric
Vehicles)

내연기관+모터

모터

모터

화석연료+전지

화석연료+전지

전지

연료전지(수소)

0.98~1.8

4~16

16~100

1~2

전기차

구조

자료: 현대자동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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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차 전환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친환경차 생산이 확대 되면 배터리, 구동모터 등 핵심부품(긍정적 부품
*

군) 및 조향·현가·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중립적 부품군) 업체들은 꾸준히

성장하겠으나,
내연기관 중심 업체는 사업 축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 전체 자동차 생산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26% → 2040년 72% →
2050년 83%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Morgan Stanley, 2020)
o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 구동모터, 통합전력
제어장치*(EPCU) 등이며, 동 부품들은 향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차량 내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
며 주로 인버터(배터리 직류전류를 교류로 변환), LDC(배터리의 고전압을 저전압
으로 변환), VCU(모터, 공조부하, 전장부하, 전원공급 제어 등) 등으로 구성

― 또한 친환경차는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배터리팩의 무게가 큰 만큼
온도관리 장치(공조시스템, 전자장비·열관리 등) 및 경량화 소재(플라스
틱·알루미늄 소재, 차체 부품 등) 부품 수요도 증가
친환경차 핵심 부품
친환경차

핵심부품

하이브리드

구동모터, 시동발전기(HSG), 인버터/컨버터, 배터리시스템(BSA)

전기차(BEV)

탑재형 충전기(OBC), 인버터/컨버터, 구동모터, 배터리시스템(BSA), 배터리 관리 장치(BMS)

수소전기차(FCEV) 연료전지 운전장치, 인버터, 구동모터, 배터리시스템, BHDC, 컨버터(LDC)
자료: 현대모비스
o

·

·

조향 현가 제동 장치 등 범용제품 등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
일 것으로 판단

o

다만 엔진, 변속기, 연료전달장치 등 기존의 주요 내연기관 부품들은
친환경차량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
전기자동차 생산 확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변화

배터리·모터·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화 소재, 자율
긍정적 부품군
주행관련 부품, 충전인프라 관련 부품
중립적 부품군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범용부품(내장재, 타이어 등)
엔진관련 부품, 변속기 관련 부품, 오일류·연료탱크, 전달장
부정적 부품군
치 관련 부품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한국은행 대구경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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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성장 예상
성장 제한 가능성 낮음
사업영역 축소 위험

다. 대구경북지역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 미래형자동차 분류기준(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친환경차 생산 확대시 긍정·중립·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품군을 분류한 후 업체수와 종
사자수를 산출·분석, 자세한 내용은 p.21, <참고3> ‘’‘자동차 관련 산업’ 분류기준“ 참조

□ 대구경북

전체 자동차부품업체(2,144개, 전국사업체조사, 2019년 기준) 중 친

환경차 관련 긍정적·중립적인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수* 비중이
73.4%(긍정 9.2%, 중립 64.2%)인 점에 비추어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종사자수(54,173명) 기준으로는 긍정적·중립적 부품업체 종사 비중이 72.4%(긍정
10.9%, 중립 61.5%)임
o

대구경북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정적 부품군(엔진, 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26.6% 및 27.6%)도 전국(각각 29.0% 및 33.4%)
보다는 낮은 편임

―

대구경북은 범용부품 등 중립적 부품군 생산비중이 높으며, 내
연기관의 핵심인 엔진 관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공장 인근지역
에 주로 위치*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은 경기, 충남, 경남, 광주, 울산 등에 주로 분포

o

다만 여전히 부정적 부품군 업체수 비중(26.6%)이 긍정적 부품군 업체수
비중(9.2%)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현재의 생산구조를 유
지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친환경차 관련 부품군별(긍정,중립,부정) 업체 비중1)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중 완제품/서비스를 제외한 단위부품, 모듈 기준
자료: 대구시청·테크노파크, 통계청(2019),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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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규 업체 및 일
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늘어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
게 확대되고 부정적 영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o

친환경차 생산·보급 관련 연계성이 큰 지역의 제조업체(9,498개)* 및 서
비스업체(1,120개)**를 모두 고려하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23.5%, 29.3%)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각각
7.6%, 10.2%)을 크게 상회
* 제조업체: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주형 및 금
형 제조업 등
** 서비스업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제품 디자인업 등

친환경차 관련 부품군별(긍정,중립,부정) 업체 비중1)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여타 자동차 관련 산업 중 소재/가공, 단위부품,
모듈, 완제품/서비스 포함 기준
자료: 대구시청·테크노파크, 통계청(2019), 저자 추정

o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는 한 종류의 부품만을 생산하기보
다는 여러 종류의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상당수 내연기관 전용 부품회사도 친환경차 관련 부품 생산을 계획하
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

― 설문조사

*

결과 내연기관 전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71.4%는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을 생산 또는 계획 중이라고 응답
*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 자동차부품회사 설문조사‘(2021.6월, 한국은행 대
구경북본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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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자동차 관련 산업‘ 분류 기준

□ 미래형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라 ‘자동차 관련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을 정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라 긍정·중립·부정적 부품군으로 분류 예 세부산업 해설
*

**

(

:

에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 부정적 부품군으로 분류)
* 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가 발표하는 대구 10대산업 중 미래형자동차(1인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 타이어, 차량 등 철물, 변압기 및 전압 조정기, 전류 조절 및 방전 램프용 안정기,
ESS 제조, 건전지, 컨버터, 인버터, 배터리 충전기 등, 매연여과기, 내연기관용 오일 필터 등
에 해당하는 산업을 포함
** ‘자동차 관련산업’ 중에서 KSIC 대분류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중 단위부품 및 모
듈(완제품/서비스 제외)에 해당하는 산업을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분류

⇒

친환경차 관련하여 경량화 소재, 전장품, 공조시스템 관련 산업 등을 긍정
적, 엔진, 내연기관용 부품, 변속기 관련 산업 등을 부정적, 기타 산업을
중립적으로 분류

‘자동차 관련산업’ 분류 기준
부품군

KSIC 세세분류(10차)1)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① 소재/가공: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4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1), 기타 플라스틱 발
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9),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
조업(24212),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
- 자동차용 발전기, 교류기, 건전
지, 컨버터 및 인버터 등 배터
리 관련 부품 포함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알루미
긍정적
부품군

늄 제련 가공, 스티로폼 등 경
량화 부품 포함
- 공조시스템 관련 부품 포함
- LCD, 무선 통신장비, 운영체제
및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등
전장품 포함

② 단위부품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전자부품 실장
기판 제조업(2622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광
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27301), 축전지 제조업(28202)
③ 모듈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9), 비디오 및 기
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
량기구 제조업(27211),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2730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8111), 변압기 제조업(28112),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9),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2917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30332)
④ 완제품/서비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612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72924)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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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제작업

부품군

KSIC 세세분류(10차)1)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① 소재/가공: 고무패킹류 제조업(22191), 산업용 그 외 비
경화 고무제품 제조업(22192),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229), 선철주물 주조업(24311), 동주물 주조업(24322), 육
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25913), 일반철물 제조업(2593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
품 제조업(25999)
② 단위부품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9), 주형 및
- 고무, 철물 제조, 차량용 문짝,
중립적
부품군

범퍼, 타이어, 조명 기구, 제동
장치, 에어백, 서스펜션,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차체 등 범
용 부품 포함

금형 제조업(29294),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30400)
③ 모듈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22111), 속도계 및 적산계
기 제조업(27214),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1), 전기
용 탄소제품 및 철연제품 제조업(28902), 교통 신호장치 제
조업(28903),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2), 자동차
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30391), 자동차용 신
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99)
④ 완제품/서비스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
치 변경업(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30203),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31991),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3199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72129), 제품 디자인업(73202)

② 단위부품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부정적
부품군

- 엔진, 내연기관용 오일 필터,
변속기, 기어, 클러치, 구동 축
등 내연기관 관련 부품 포함

③ 모듈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29142), 기체 여과
기 제조업(29174), 액체 여과기 제조업(29175), 자동차용 신
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30331)
④ 완제품/서비스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모터사이클 제조업(31920)

주: 1) 굵은 글씨는 ‘자동차 부품산업’ 기준
자료: 대구시청·테크노파크,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2017)」,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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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대응방안

1

평가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급불균형의 부정적 영향
은 2021.2/4~4/4분기에 걸쳐 나타날 소지

o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한 영향
이 시차를 두고 전달될 가능성

◈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응 여건
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
o

o

다만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에 소극적이거나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생산을 고수할 경우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특히 지역 업체들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화 단계도 초기 수준(관심단계,
기술개발계획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기술개발, 시재품 생산

및 양산 노력 지속이 필요

◈ 한편

2차 이하 협력사 및 전속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납품구조는 반
도체 등 원자재 수급불안 또는 친환경차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대응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 업계 및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2021.3/4
분기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중 해결될 것으로 예상
o

TSMC가 차량용 반도체의 증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일시적인 공장 중단도 2021.6월부터 재가동**
* TSMC는 차량용 MCU 반도체 생산량을 2020년 대비 60%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2021.5.21일)하였으며, 시장에서는 TSMC의 증산 물량이 2021.6월말부터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 예상
** 화재 발생(2021.3월)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던 르네사스 나카공장 생산력 회복
(2021.6월), 한파로 인한 정전(2021.2월)으로 가동을 멈춘 NXP 미국 오스틴 공장
생산량 정상 회복(2021.4월), 장기화된 가뭄으로 용수 부족 및 정전에 시달린
대만(TSMC, UMC 등)도 강우량 월평균 수준 회복(20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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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기관에 따르면 생산지연물량은

2021.2/4

분기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전망
3/4

2022

분기에 정점 에 이른 후
*

년 상반기중 해소될 것으로

* 생산지연물량 : 2021.1/4분기 글로벌 144만대, 한국 1.8만대→2/4분기 글로벌
259만대, 한국 5.8만대(IHS마킷, 글로벌 7.12일, 한국 6.28일 집계기준)

□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반도체 수급불균형의 부정적 영향은
2021.2/4~4/4분기에 걸쳐 나타날 소지
o

반도체 수급불균형은 2020년말부터 심화되었으나 대구경북 자동차부
품 생산 및 수출은 2021.4월부터 전월대비 감소(생산 4월 –3.2% → 5월 –
7.9%, 수출 4월 –8.2% → 5월 –6.0%)

―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로 인한 영향
이 시차*를 두고 전달될 가능성

* 자동차는 ’완성차업체 생산 계획에 따른 부품 발주→1차 협력업체 부품 발주
→1차 협력업체 수주에 따른 2~3차 협력업체 부품 생산 → 1차 협력업체 부
품 생산 → 완성차업체 생산‘을 통해 생산되므로 완성차업체의 생산 차질이
하위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차가 발생

―

한편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취급하는 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인
상, 반도체 구매 비용 지급과 상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대금 수
령 간 시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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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차 전환
□ 향후 내연기관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o

주요국을 중심으로 2030~40년중 내연기관차(주로 승용차) 판매가 금
지*될 예정이며 그 시기가 점차 앞당겨짐**
* 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는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판매를 전량
전기차 위주의 친환경자로 전환하도록 발표, EU는 ’fit for 55’ 정책의 일환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제한
**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직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35년으로 제시하였으나 20.11월 ‘녹색산업혁명’계획을 발표하며 2030
년부터로 재차 앞당김

―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판매에 대
한 패널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대응 여건은 나
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부품업체들이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에 소극적이거나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생산을 고수할 경우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가능성
o

특히 지역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관련 매출 비중은 현재로서는 낮은 편이
며 업체들의 사업화 단계도 초기 수준(관심단계, 기술개발계획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기술개발, 시재품 생산 및 양산 노력 지속이 필요

전기·수소차 매출 및 수출 비중

사업화 단계별 업체 비중

(응답업체 비중,%)

(%)

100
80
60

매출

78.6

40.9

수출

15.7

53.8

3.5
36.8

40

13.0
3.5

16.2

20

6.0 3.4

3.4 1.7

매출,

50% 이상

비중

0
없음

10~30%

30~50%

23.5

수출

자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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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차 이하 협력사 및 전속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납품구조는 반도체
등 원자재 수급불안 또는 친환경차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유연
성 및 대응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o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등 단기적 충격으로 특정 완성차 업체에 생
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동 완성차 업체의 전속협력업체는 기존 거래처
를 타거래처로 대체하기 매우 어려워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짐

*

* 자동차부품업에서의 전속협력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특정 완성차 업체에만 판매
하는 등 여타 산업에서의 협력업체들에 비해 전속거래 관계가 강한 편이므로
기존 상위업체와 거래 단절시 타 업체로의 대체가 어려움
o

또한 규모가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 등은 완성차 업체 및 1차 협력업
체들과의 종속관계, 정보 및 투자자금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시 독자적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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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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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 향후

전기차 생산 확대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경우 수급불균
형 문제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용 반도체 생산증대 및 국산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업계의 노력이 필요
* 전기차·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2배 이상의 반도체 칩 필요
o

정부는 중장기적인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2021.4.7일)*를
구성하여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연대·
협력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업(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공급기업(삼성전자, DB하
이텍, 텔레칩스), 지원기관(자동차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
자기술연구원)이 참석

o

완성차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적극 추진

―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기업들과 MCU, IC, 전력관리반도체

(PMIC) 등 8개 종류의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사양을 공유하였으며,

텔레칩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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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지역 업체들은 대학, 연구소들*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관련 핵심기
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참여할 필요
* 대구경북연구원(2018) 따르면 지역 대학 중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성이 높은 분
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특허 보유 수는 경북대 292건, 영남대 47건으로 추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따라 나노펩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융합기술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융합연구소를 설립(2021.6.22일)

o

특히 지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부품(차체, 섀시, 파워트레인) 중심으로 차
량용 반도체 산업 생태계 토대 마련 필요*
* 편의 기능 중심의 차체용 반도체, 안전기능을 제공하는 섀시용 반도체, 파워
트레인 분야(엔진 제어 반도체, 고전력 파워 반도체) 등 자동차 전장의 난이
도 순으로 단계별 개발 추진

□ 또한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간 합리적인 거래방식 정착은 반도체 공급
부족과 유사한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영세업체들의 수익성 보전, 기술개
발 지속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완성차업체의 불합리한 비용증가분(임금인상 등) 전가 억제, 차량용 반도
체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조정 시 대칭적
조정 등도 필요*(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8.11))
*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시 완성차 업체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으나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가 인상되는 경우는 드문 편

하도급대금 감액 이유
원사업자의
가격경쟁

경쟁업체와
의 부당한
가격비교

(중복 포함, %)

원사업자

귀 사의

비용증가분

원가절감에

일방적

구매담당자

(임금인상 등)

따른

원가 인하

의 실적

전가
단가 인하
1차협력업체1)
50.0
25.0
12.5
12.5
25.0
12.5
2차협력업체1)
37.5
37.5
25.0
37.5
0.0
0.0
3차협력업체1)
0.0
100.0
100.0
0.0
0.0
0.0
2)
자동차
66.7
33.3
33.3
33.3
0.0
0.0
주: 1) 전체 제조업(식품, 섬유/의류, 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비금속, 전기/전자, 기계/설비, 자
동차, 조선 등)의 하도급업체 포함
2) 1차~3차협력업체 등 포함
자료: 2018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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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차 전환

□ 친환경차 확대시 긍정·중립·부정적 부품군 업체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
o

긍정적 부품군 업체들은 기술개발, 기술직·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
유치·양성 등을 강화할 필요
―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특례* 신청 및 참여 등을
통하여 성능평가 및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시
장 선점에 주력할 필요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
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

o

중립적 부품군 업체들은 기존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 등 범용부품의
품질개선, 전기차 전용제품 개발, 새로운 유형의 모듈개발 등의 추진이 필요*
* 에코플라스틱의 경우 과거 자동차 차체 부품을 기존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였으
나 최근에는 경량화 소재인 고강도 초경량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를
개발하는 등 초경량 차체부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o

부정적 부품군 업체들은 친환경차 관련 부품으로의 업종 전환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 삼보모터스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과 엔진 및 연료공급시스템의 파이프류 제
조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기차용 감속기를 개발하고 수소
차 연료전지용 분리판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등 전기차·수소차 관련 부품 개
발 중임.
경창산업은 자동변속기와 레버 및 페달 등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을 생산하였
으나, 2019년 차세대 전기 모터 제작을 위한 원천특허기술을 이전받는 등 최
근 전기모터 등 전기차 관련 부품 개발 시작

― 특히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친환경차 상용화가 먼 미래에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자동차부품업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26.3%는 향후 상당기
간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생산·판매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기·수소
차 관련 부품 생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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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지역 업체들이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신규 업
체 및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친환경차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필요
o

현재 정부· 지자체가 사업재편제도 , 지역활력프로젝트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협
*

**

회 등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정책사업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부품업체 16
개사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미래차·유망신산업분야에 총 4천억원을 투자
할 것이라 발표(2021.03.11일)
**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중점과제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지역활력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자율모
빌리티 전장부품, 미래형 전기차 부품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위기극복 및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 추진
*** 자동차부품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4.4%에 불과하며 지원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43.5%로 조사(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1.6월)
o

한편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체들이 업종 전환 실패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적지 않은 인원이 고용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는
일자리 재배치, 고용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배터리 관련 산업에 투자하여 선도적인 기술 개

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o

지역내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와 자동차 부품업체간 협
*

력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통한 일
자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일반산단 및 블루밸리국가
산단을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19.8~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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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내용
- 배터리 화재/폭발 방지

참여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성호기업, 영남대학교,

- 안전성 기술 확보

인선모터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에너지 저장장치

에스아이셀, 피플웍스, 에임스, 포엔,

재사용 사업

- 초소형전기차 제작 및 운영 실증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재사용 불가 배터리

- 배터리 유가금속(니켈, 코발트

에코프로지이엠, GS건설, 포항공과

종합관리 사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 물질재활용

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

― 현재 친환경차는 배터리 기술 제약 등으로 인해 중소형차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대형 친환경차 생산을 위해 배터리 기술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NEF(2021.5.10)에 따르면 소형 전기자동차의 평균 소매가격은 2022년
중 내연기관 자동차 평균 소매가격과 동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술 고도화가 요구됨에 따라 2026년
에 이르러야 동일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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