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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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의 산업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스마트자동차는 ICT 융합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진보된 자동차로
기술발전과 수요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 확대 전망
● 자동차 내 IT서비스를 이용한 운전자 편의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교통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향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
스마트자동차의 공급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태 개선을 통해 산업생
태계의 건전성 확보가 시급
● 국내 스마트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산업구조하에서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소수의 수익성

요약

높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 스마트자동차의 공급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이 상당 수 존재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편
선순환적인 스마트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
● 기술개발부터 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스마트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 기술 간 융합 활성화
등 많은 과제가 산재
● 향후 스마트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이끌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스마트자동차는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산업인 스마트자동차는 최신 전자·제어, 통신 기술을 차량에 적용
하여 운전자에게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보된 자동차
● 국내에서는 스마트자동차, 지능형자동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신·IT기능 중심은 커넥티드카, 센서·자동제어 기능 중심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지칭
스마트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시스템과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자율주행기술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스마트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정보를 제공하고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전장 부품 외에
다양한 IT 부품이 탑재되며 IT, 통신, 엔지니어링 등의 첨단 기술로 구성
● 통신시스템은 자동차 자체의 무선통신시스템, 차량내부통신시스템 등과 차량 간 통신을 위한
V2V(Vehicle-to-Vehicle) 기술, 외부 인프라와의 통신을 위한 V2I(Vehicle-to-Infrastructure)
기술 등으로 구분
● 현재 운행보조 기술은 측면장애물경고 시스템(SOWS, Side Obstacle Warning System),
차선이탈경보 시스템(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수준

그림 1 ] 스마트자동차 주요 핵심 요소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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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최광훈

외(2015), “수요측 접근의 미래 유망산업 도출과 시장화 산업화 과제”, 산업연구원.

기술발전과 수요증가에 힘입어 스마트자동차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스마트자동차의 안전 및 편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내 IT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미래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
으로서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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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세계 커넥티드카 판매 대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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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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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Kinsey & Company 의 자동차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37%가
스마트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 여부만으로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고 32%는 차량 서비
스로 발생하는 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2020년경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판됨에 따라 스마트자동차 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
로 보이며 2035년경까지 총 2,000만대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
스마트자동차는 아직 기술개발 단계이나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IT 업체의 자동차업계 진출로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무인자동차는 2009년부터 구글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2010년 첫 모델을 공
개한 이후 벤츠, BMW, GM, 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들도 가세
● IT서비스 업체들은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스마트자동차 플랫폼으로 자체 서비스
를 확장하는 형태로 스마트자동차 분야로 진출 추진
● 기존의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관계는 IT 관련 부품 업체, 통신서비스 제
공업체, 콘텐츠 제작업체, 모바일 업체 등의 참여로 변화 전망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스마트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
(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01] McKinsey & Company(2015), “Competing for the connected customer-perspectives on the opportunities
created by car connectivity and automation”, Advanced Industries September 2015.
02] IHS(2016), “Automotive Industry Analysis, Forecasts, and Data”.
03] BI Intelligence(2016), “The Connected Car report : Forecasts, competing technologies, and leading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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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동력 실천계획’ 등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 과제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과제에 집중적인 투자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 지원한 분야는 △SW·통신보안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자동
차 실증 인프라 확충,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인공지능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 산업통상자원부도 스마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의 8대 핵심부품인 고성능 카메라, 레이
더 등 인지·판단·제어 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
* 8대 핵심부품은 △레이더(라이다), △영상기반, △V2X 통신모듈, △디지털 맵, △복합측위모듈,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자수용성, HVI △ADR 등

(인프라)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자동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2014년부터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 등을 추진함.
●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서 ‘스마트 하이웨이’04]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고속도로 테
스트베드 구축
●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부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대전~세종 간 차세대 ITS(CIT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도로 인프라 관리 등을 위한 통합 운영센터 및 실험도시인
‘K-City’를 구축
(법·규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안전기준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스마트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임.
● 자율주행의 최종단계인 원격주행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 원동기를 끄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제49조)에 저촉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주파수 할당·배분, 도로교통법상의 규제
개선 등에 힘쓰는 한편,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시장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기술개발) 미국 등 자동차 관련 선진국은 스마트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
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지원
●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0년간 자율주행
자동차에 39억 달러 투자 예정
● 일본은 2015년에 ‘관민 ITS 구상·로드맵’을 발표하고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 주도의 합동
민·관 협의체를 운영

04]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도로상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소음과 교통체증을 줄여 시속 16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기술로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기술을 결합하여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차세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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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가 주도로 Connected Drive05]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변 인
프라의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WAVE 통신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검증 단계
● EU는 CVIS(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s)06], C2X07] 등 다양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SimTD(Safe and Intelligent Mobility Test Field) 프로젝트를 통
해 서비스를 검증

w w w. k i e t . re . k r

(인프라) 차량용 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은 정부 주도로 추진

(법·규제) 스마트자동차 시험 운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기업을 정책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자동차 등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고심 중
●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공동으로 무인자동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자동운전 시범 운행 법제화를 통해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 허용
* 미국은 2013년 운수부가 자율운행 차량 시험운행 요건 지침을 마련했으며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시험운행을 허가
* 영국 교통부는 2015년 5월부터 런던 근교 4개 지역(브리스톨, 그리니치, 밀턴케인스, 코번트리)
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중

● 제네바 도로교통협약08]에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항상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이 자율주행차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회원국 간에 개정 논의 중

국내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증가 전망
스마트자동차 관련 국내 기업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자동차부품
(HW-2)과 정보제공 서비스(SVC-2) 분야의 기업이 다수를 차지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수는 연평균 9.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완제품 제조(HW-1)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SVC-1) 분야는 소수
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HW-2)와 정보제공 서비스(SVC-2) 분
야에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05] 기존에 미국에서 수행 중이던 IntelliDrive의 후속 사업으로 WAVE 통신기술 기반으로 차량 간, 차량과 교통망 인프라 간 정보교환
기술 개발을 수행.
06] 유럽 ITS 기구 주관으로 약 6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V2X 통신기술 및 위치기반 응용기술 개발을 수행.
07] 다임러(Daimler) 주관으로 약 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검증 및 실용화를 위해
대규모 필드 테스트를 실시.
08] 국제 도로교통의 원활화와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에 가입하였으며 2016년 기준 세계 96개국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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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수 추이

그림 5 ] 분야별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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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그림 7 ] 스마트자동차 분야별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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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 관련 국내 시장규모는 증가추세이나 대부분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 발생09]
●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로 추정한 국내 스마트자동차 관련 시장규모는 2010년 약 333조원
에서 2015년 약 411조원으로 연평균 4.3%의 증가를 보임.
● 분야별로 보면, 완성차 및 부품 제조와 관련된 하드웨어 부문(HW-1, HW-2)에서 대부분
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는 산업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임을 알 수 있음.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기업수준에서의
현황 분석 필요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기업 규모가 상이

09] 재무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제외한 수치이며, 이후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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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기업별 평균 종업원 수(2015)

단위 : 십억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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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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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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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k i e t . re . k r

그림 8 ] 기업별 평균 매출액(2015)

129
네트워크

정보제공

● 완성차 제조(HW-1)와 통신 네트워크(SVC-1)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문으로 소수의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가치사슬 중 소프트웨어 플랫폼
(SW-2)은 평균 매출액 약 6,600억원, 평균 종업원 수가 1,270명 정도의 중견기업들로 구성
● 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종업원 수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자동차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SVC-2)나 콘텐츠(SW-1), 그리고 자동차부품 제조(HW-2)는 중소기업 위주로 생태계가 구
성되어 있음.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을 재무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은 양호
하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정성은 취약한 상황
● 기업들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지표로 2015년의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스마트자동차산업 수준에서 분석해 보면, 전 산업 혹은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보임.

표 1 ]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재무지표(2015)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전 산업

128.50

43.76

0.29

5.69

6.57

-

제조업

85.52

53.90

-2.99

3.67

7.04

-

스마트자동차산업

47.60

67.75

2.72

4.40

9.02

124.81

자동차 제조(HW-1)

54.29

64.81

4.70

8.46

10.12

87.42

자동차부품(HW-2)

39.99

71.43

1.49

3.86

9.44

116.13

콘텐츠(SW-1)

49.19

67.03

7.02

-6.97

-4.75

112.86

플랫폼(SW-2)

35.79

73.64

33.34

1.95

3.19

83.80

네트워크(SVC-1)

100.36

49.91

-2.63

-0.16

7.62

435.35

정보제공(SVC-2)

47.08

67.99

10.64

11.79

6.84

72.68

주 : 전 산업 및 제조업의 재무지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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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별 안정성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부채비율이 200% 이상
인 기업 수가 자동차부품 제조(HW-2) 분야의 경우 36%, 정보제공 서비스(SVC-2) 분야의
경우 26%에 다다름.
●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나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
업들이 많아 재무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기업들의 성장성을 재무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면,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최근 다른 분
야의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전체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2.72%로 전 산업이나 제조업 부문과 비
교해 보면 월등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총자산증가율은 4.40%로 제조업 평균보다 높음.
● 매출액 증가는 하드웨어 제조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 플랫폼,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가 월
등한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매출액증가율이 100%를 넘는 기업 수가 정보제
공 서비스(SVC-2) 분야에서는 27%, 플랫폼 개발(SW-2) 분야에서는 24%로 나타남.
● 향후에도 스마트자동차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이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역동성이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기업들의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익성은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은 완
성차 제조나 자동차부품 제조 등 하드웨어 제조(HW-1, HW-2)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콘텐츠 개발(SW-1) 분야의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이 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별로
보아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이 0보다 작은 기업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SVC-2) 분야에서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인 자기자본순이익
률이 0보다 작은 기업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나타냄.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중심의 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SVC1)하는 기업들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스마트자동
차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영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때문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음.
● 스마트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융합분야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특성이 나타
나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
●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는 향후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지게 되며, 타
산업의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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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2015)

주 : 전 산업 및 제조업의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

스마트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와
법·제도 정비 필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부터 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선진국에서는 ITS 인프라 구축과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지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
하고 있음.
* 미국은 운수부(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Connected Vehicle Research
Program10]을 2003년부터 실행하고 있음.
* 일본은 ITS 관련 정부부처와 표준기관, ITS Japan을 통합하여 IT전략본부(IT Strategic
Headquarters)를 상위기관으로 두고 Smartway 프로젝트를 수행

●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차량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ITS 인프라
구축은 국토교통부, 서비스와 콘텐츠산업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원
화된 지원체계 필요
11]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BD 전략 중 차량용 IT 및 SW 부품 기술 과 미래창조과학부의
12]
ICT R&D 중장기 전략 중 자동차 지능형 ICT카와 ICT카 서비스 개발 전략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13] 등

스마트자동차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필요
● 자동차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 자동차산업 구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임.

10] 커넥티드카 시나리오 예측, 애플리케이션 개발, FTA 이슈 점검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2014~2018)”, 2013.
12]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2013.
13] 국토해양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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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업계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따라 업종 간 표준기술 주도권 경쟁, 융합형 비즈니스모델 수익
분배구조 문제14]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스마트자동차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자동차-IT 기업 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스마트자동차에 활용되는 핵심기술은 자동차-IT 융합기술이므로 기술적 완성도는 자동
차-IT 기업 간 기술 연계 수준에 따라 결정
● 국내외 주요 자동차 및 IT 기업의 스마트자동차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을 주도하는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은 등장하지 않은 상황
● 스마트자동차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IT 기업 및 자동차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자동차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필요

공급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스마트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스마트자동차산업은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기업이 혼재
하고 있어 분야별 기업 현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
● 스마트자동차산업의 공급가치사슬은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제조 및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부문, 중견기업 중심의 플랫폼 개발 부문, 중소기업 중심의 자동차부품 제조 및 콘텐츠, 정보제
공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
● 실효성 있는 스마트자동차산업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의 생
태계 현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
● 스마트자동차 생태계의 공급가치사슬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한 부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
●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산업발전정책에서 벗어나 공급가치사슬상에서 완성차 제조나
통신네트워크 부문에 포함되는 대기업들과 여타 부문의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생태계를 유지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황원식

김승민

(부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 (연구원·서비스산업분석실)
yel0sik@kiet.re.kr
ksmark@kiet.re.kr
044-287-3277
044-287-3013

14] 일례로 SK텔레콤의 차량 원격 서비스 ‘T카’는 서비스 초기에 현대·기아자동차의 ‘T카’ 설치 차량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불가 입장
으로 인해 가입자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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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 분야의 기업은 IT 및 자동차 관련 기업 중 스마트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향후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공급가치사슬 부문별로 선정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은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잠재적
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
● 스마트자동차의 공급가치사슬을 고려하여 관련 기업을 크게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w w w. k i e t . re . k r

[부록]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업 선정

서비스 제공 부문으로 구분
● 하드웨어 기업은 기존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이나 향후 스마트자동차 관련 사업 진출이
유력한 기업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IT 기업 중 스마트자동차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현재 모바일서비스 기업, 통신서비스 기업 등이 포함

부표 ] 스마트자동차 분야 분류별 키워드
분류

상세 분류
완성차 제조
(HW-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명(기업체 수)
완성차 제조업체(6)

스마트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
자동차부품 공급
제조업체, 차량용 통신 장비
(HW-2)
업체(1,182)

지능형 운전자 시스템(ADAS), 운전자
편의 서비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HUD
(Head UP Display) 텔레매틱스 등
차량용 반도체, 차량 내부 통신,
V2V(Vehicle to Vehicle) 통신모듈 등

콘텐츠 개발
(SW-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량정보 OBD2 데이터 기반 원격정비, 음성인식
개발 S/W 업체(16)
S/W, 제스처 인식 등

플랫폼 제공
(SW-2)

차량용 OS 개발 업체, 차량용
임베디드 S/W 개발 업체(32)

무선통신 서비스 차량용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SCV-1)
업체(3)
서비스

키워드(기술, 제품 기준)

카플레이(애플), 안드로이드오토(구글), 윈
도인더카(MS),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등
자동차 통신 시스템, V2I(Vehicle to
Infra)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운전자
정보제공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위치기반서비스, 자동차
편의 자료 제공, 차량 정보 활용
(SVC-2)
원격진단, 운행정보 제공 등
서비스 업체(398)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여 기업을 추출하였으며 관련성이 낮은
기업은 필터링을 수행
● 기업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기업정보 중 제품명, 사업목적과 특허명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였으며, 오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필터링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1,637개 기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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