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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2)

자동차산업은 제조업내 생산 비중 이 높고 전후방효과를 통해 우리
3)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내 자동차산업 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국내업체의 기
술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자동차업체
의 경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및 고용 현황

주: 1) 생산은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은행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 업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계,
전기전자, 철강 등 연관산업의 발달 등에 힘입어 지역의 자생적인 기
간산업(基幹産業)으로 성장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지역내 생산규모는
1990년 ~ 2013년중 10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2) 전체 제조업내 생산(2012년 부가가치 기준) 및 수출(2014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9%와 13.2%에 달한다.

3)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산업과 부품산업으로 세분되는데 생산규모에서는 양 산업이 비슷(19
조원, 2012년 부가가치 기준)하나 고용(2012년 기준)은 부품산업(23만명)이 완성차산업(9만명)
의 2.6배에 달해 부품산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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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통계청 부가가치액 기준)도 2.8%p 상승(4.9% → 7.7%)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제1위 산업으로, 경북에서는 전자통신, 철강에 이어
제3위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Ⅱ.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 노력 및 평가
대구경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
4)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사업 ｣을 기획・유치하였다. 동
사업은 지능형 자동차 분야의 선도 기술 확보,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5)

지능형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기반구축을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이하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
험장(이하 ‘지능형시험장’) 건립과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유치
등이 이루어졌다.
6)

지능형시험장 건립으로 그동안 해외에서 고비용으로 이루어졌던 생
산부품 성능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건립 초기년도인
2014년중 38개 기업, 1,234건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내
외에 자동차부품산업 핵심 인프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근 산업단
7)

지의 기업유치 에도 기여하고 있다.
4) 동 사업에 지난 5년(2010.5월~2015.2월)간 1,566억원이 투입되었다.
5) ITS는 정보・통신 등 첨단I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
함으로써 교통시설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교통시스템이다.
6) 2008년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지능형
시험장 운영을 주도하는 등 민간중심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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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의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개발
(R&D) 역량을 확충하고 기업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미래 기술, 정부 R&D과
제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기업의 R&D과제 참여
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지역기업이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
구기반 구축 사업｣의 기술개발과제 총 48건중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과
제는 29건(60%)에 이른다. 지역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제고할 수 있는
지능형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과제가 추진되었고 총 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자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지역 기업 스스로도 생산품의 고부가치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7) 국내 우량 자동차부품생산 중견기업인 센트랄그룹과 협력사를 유치한데 이어 외국기
업인 V사 및 B사와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 5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8)

지역내 우량기업 은 국내외 완성차로부터 기술역량을 인정받아 기존 개
별부품에서 모듈부품으로 생산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기술연구소
확충 등을 통해 IT기술과의 융합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
9)

어 2011~14년중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된 대구경북 26
개 업체중 자동차부품업체가 10개(38.4%)에 이른다.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춘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세계순위

업체명

2

한국파워트레인(자동변속기용 토크 컨버터)

3

캐프(와이퍼)

4~9위

화신(Chassis & Body Part 부품), 평화정공(Door
Moving System), 계양정밀(Turbo Charger),
에스엘(헤드램프), 삼보모터스(자동변속기용 부품,
파이프류 제품)

주: ( )내는 주요 생산제품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 각사

Ⅲ. 대내외 여건 변화
최근 자동차산업의 주요 환경 변화로는 글로벌기업의 미래차 기술
특허 개방,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업체의 자동차산업 신규 진출, 안전
규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인 테슬라와 도요타는 각각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에 대해 보유중인 특허를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관련 시장을
8) 지역기업중 에스엘(프론트 엔드 모듈), 평화정공(도어모듈), 화신(섀시 모듈부품) 등이 모듈

부품생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9) 일정 조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강소기업육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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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전
기차 등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부품과는 다른 부품을 사
용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확대 여부에 따라 파급영향이 매우 크게
10)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구글,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외 ICT 대기업이 자동차산업으로 진
출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현재 열린자동차연합(Open Automotive
Alliance, 이하

11)

‘OAA’)

등을 통해 자율형자동차 개발을 주도 하고 있
12)

다. 국내 전자업체도 전기차, 스마트카

등 차세대 자동차에 채택되는

전자부품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부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자
동차부품사업본부를 신설한 LG전자의 경우 GM, 메르세데스-벤츠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BMW 등과 사물인터넷(IoT)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대규모 리콜사태 등을 계기로 각종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긴급자동브레이크, 블랙박스 등 차량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기준

13)

10)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품목(2010년 기준)
중 39.4%가 대체될 것으로 추정된다.
11)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자동차에 적용시키기 위한 자동차 및 IT 기업의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킨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
스 등이 가능한 차) 개발 연합(2014년 발족)으로 도요타, GM,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
와 보쉬, 앤디비아 등 자동차부품업체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전장업체가 참여하고 있
다.
12) 지능형 자동차 및 그린카 기술을 포함하며 네트워크, IT, 스마트 그리드 전력 기술,
자율주행, V2V-V2I(vehicle-to-vehicle/Vehicle-to-Infrastructure) 통신, 기타 서비스 기술
이 융합 적용된 첨단 차량이다.
13) ISO26262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및 인명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제정한 기능 안전성 등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다. 만약 ISO26262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완성차업체가 아닌 자동차부품사가 모든 책
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동 기준 인증획득의 중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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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규제 강화로 부품회사의 기술확보 여부
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사별 자동차산업 진출 현황
주요 진출 분야

LG

삼성

SK

- LG전자: 내비게이션, 카오디오 등
- LG디스플레이: 각종 디스플레이, 계기판 등
- LG이노텍: 모터, 카메라·통신모듈
- LG화학: 배터리
- 삼성전자: 반도체(센서 등) 등
- 삼성디스플레이: 각종 디스플레이 등
- 삼성전기: 적층세라믹콘덴서, 카메라 모듈 등
- 삼성SDI: 배터리, 경량화 소재
-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윤활유
- SK케미칼: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SK하이닉스: 자동차용 반도체
- SK플래닛(텔레콤): 내비게이션 T맵

자료: 해당업체 등

Ⅳ. 향후 과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
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전, 통신 등과 연관된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인

지능

형시험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능형시험장의 공신력 제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인 시험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스페인의 IDIADA
14)

(Instituto De Invetigacion Aplicada Del Automovil)시험장 과 같이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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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험장을 자동차부품의 시험, 평가 및 인증 기능과 함께 자체 R&D
도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부품업체는 완성차・자동차부품 업체간 경쟁 심화, 기술
진보 등에 따른 경쟁 영역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현재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내연기관용 자동차부품의 품질, 기술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15)

필요한 미래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의 경쟁력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주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요
구되며 ICT 등 타 산업과의 전략적 협력 또는 우수 ICT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업체의 글로벌공급망(Global Supply Chain)으로의 편입 노력을 지속하
는 가운데 완성차-자동차부품 업체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수평적, 개방적으
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부품
업체가 보쉬(獨), 덴소(日)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로 성장할
경우 지역 및 국내 자동차산업이 성장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겸비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14)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평가장으로 약 390만㎡의 부지
에 다양한 주행시험로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15) BMW(고속도로 주행에 중점을 둔 Highly Automated Vehicle 개발), 아우디(스탠포
드대학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GM(2020년까지 완전자동운전자동차 출시 계
획)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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