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커넥티드카 산업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KIET

한·중 커넥티드카 산업경쟁력 현황과
시사점1)

요

약

최근 IT·네트워크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된 커넥티드카가 새로운 시장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관련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이나 IT 및 자동차 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자동차 및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업종 간 협력 및 인수합병 사
례가 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IT 기업을 중
심으로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주요 기술경쟁력에서 우리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으나 거대 IT 서비스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경
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커넥티드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커넥티드
카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쟁우위인 완성차 제조나 전장부품 분야의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개발 및 중국시장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
하여 중국 내 커넥티드카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커넥티드카 국제 기술표준수립을 위해 한·중 간
기술표준 인증분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소자, 센서, 자동차 반도체칩, 인터넷기술 등 핵심기
술과 부품 분야의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분야 비교우위를 확보한 한국은 중국과 윈-윈 협력의 가능
성이 존재한다. 셋째, 자동차-IT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중국은 거대 IT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에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
한 투자가 부족하여 향후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서비스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 공동 개발 등 한·중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

1) 서동혁 외(2016), 「신성장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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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자정보기술,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및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전략과 연결시켜 보다

모바일인터넷 등 신기술이 전통 자동차산업으로

큰 틀 속에서 자동차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중

융합됨에 따라 커넥티드카가 자동차산업 분야 핫

이며 커넥티드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관련 시장은 초기 형

에너지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흥 분야에

성 단계이나, IT 및 자동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弯道超车(굽은 길에서 앞차 추월)”의 꿈을 품

투자하면서 치열하게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을 하

고 있는 중국은 유력한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할

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 규모 글로벌 5위

오·전장 전문 기업 하만(HARMAN)을 인수하면

의 한국은 커넥티드카 분야 중국의 성장을 위기

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자 기회로 삼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있다.

2. 커넥티드카의 개념 및 시장전망
커넥티드카는 기존의 자동차에 무선통신 시스

할 것으로 보인다. 커넥티드카의 글로벌 시장 규

템을 탑재, 양방향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는 2019년경에 약 1,0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

것으로 예상2)되며 차량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에

차를 말한다. 무선 데이터 통신망, ITS 통신 시스

연결되는 커넥티드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기능을 활용

다. 특히, 통신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점차 보급되

하여 차량과 차량(Vehicle-to-Vehicle), 차량과 기

면서 차량 주변 IT 서비스 관련 시장도 성장할 것

반시설(Vehicle-to-Infra) 간의 통신을 통해 정보

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차량용 무선통신 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실시간 교통정보 기

장, 차량 내 모바일 서비스 시장, 텔레매틱스 시

반 네비게이션 등 단순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이

장, 차량용 통신장비 시장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

나 향후 음성인식,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

인다.

이 상용화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차량에 적용

한편,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커넥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편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고
도화되면서 커넥티드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

2) Transparency Market Research(2013), “Connected Car MarketGlobal Industry Analysis, Size, Share, Growth, Trends and Forecast ”,
20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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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규모 및 예측(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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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imedia Research(2015),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재인용.

드카 관련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를 차지해 세계 최

된다. 최근 닐슨의 통계자료3)에서 중국의 소비

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커넥

자는 미국시장이나 독일시장의 소비자보다 커넥

티드카 시장은 아직은 초급단계로 전체 시장 환

티드카를 구매할 의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

경은 형성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

타났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의 커넥티드카 시

성이 높다.

장은 자동차시장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성장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점하

미래에 세계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 IT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M&A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커넥티드카 기술

는 2014년 약 20조 6,400억원에 달했으며, 2017

은 대부분 기존 IT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며 따

년에는 약 49조 4,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라서 기존의 자동차 분야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상된다.

IT산업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빅데이터 기
4)

시장조사기관 룩스리서치는 보고서 를 통해

술, IT기술, 센서기술, 무선인터넷 기술 등 IT기술

2030년에 전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 중 중국이 전

과 기존의 자동차 관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무선인

3) Nielsen(2016), “Outlines Innovative Business Strategies For Automobile Companies In Joint Report With 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4) LuxResearch(2014), “Set Autopilot for Profits : Capitalizing on the $87
Billion Self-Driving Car Opportunity”, 2014.4.29, State of the Mark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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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발전이 동반돼야 하므로 전자·통신·소프트
웨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
으로 자동차 기업만큼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산 업 경 제 분 석

3. 한·중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및 산업동향
(1) 국내 커넥티드카 관련 기업동향

야에서는 주요 IT·전자 기업과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이 진출하여 자동차 전장 관련 하드웨어와

우리나라 기업은 2013년 이후 주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ICT 기업의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

다. 분야별로 기존 경쟁력을 활용하는 전략과 업

이 시작되었으며 해외 업계 대비 다소 불분명했

체 인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

던 커넥티드카 사업 및 투자계획이 수립 및 진전

위한 첨단 전장품·소프트웨어 역량의 단기간 내

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

확보를 위한 국내외 동종·이종 업체 인수를 시도

모비스, 만도 등 기존 대기업 자동차 기업과 자

하고 있다.

동차 전장부품 관련 기업이 주로 관련 분야에 투
자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자동차 전장 관련 기

(2) 중국 커넥티드카 관련 기업동향

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커넥티드카 관련
OS(Operation System) 개발도 진행 중이다. IT 분

중국의 IT와 자동차 업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

<표 1> 국내 주요 기업의 최근 커넥티드카 관련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자동차

IT

내용

현대·기아차

- 자체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블루링크 등 출시(2011)
- 자동차용 반도체 독자개발을 목표로 현대오트론 설립(2012.4)
- 블루링크 유료화 전환으로 수익 창출 시도(2014.5)

현대모비스

- 전장품 기능향상 및 국산화 연구, 자동차용 통신 시스템 개발

만도

- 스마트크루즈, 자동주차 등 섀시 영역 전장품 기술개발 주력
- 독일 주행보조시스템 업체 DSP보이펜 인수로 관련기술 확보(2013.11)

삼성전자

- 단기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분야 초점
- BMW, 타타모터스(인도)와 자사 스마트기기 연동 솔루션 탑재 제휴

삼성SDI

- 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 인수로 자동차용 소재사업 수직계열화(2014.7)

LG전자

- VC(Vehicle Components) 사업부 신설(2013.2) 등 국내 주요 기업 중 가장 적극 대응
- 자동차 관련 계열사(화학, 하우시스, 이노텍, CNS 등)와 시너지 도모

LG디스플레이

- 신사업으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지목
- 2015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목표로 사업역량 집중

SK하이닉스

- 엔비디아(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 제조사)와 협력해 인포테인먼트 분야 주력

SKT

- 정비소 등을 통한 애프터마켓용 스마트카 서비스인 T카 출시(2014.1)

- 국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인 MDS테크놀로지 인수(2014.3)
한글과 컴퓨터 - MDS테크놀로지는 2010년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이 각각 19%, 12%였
으나 2012년에 7%, 26%로 변화하며 자동차 중심 사업재편
자료 : KDB산업은행(2016),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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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IT 기업의 커넥티드카 개발프로젝트 현황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개발 협력 현황
Baidu(百度)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2013)
- 2015.12월 “百智”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테스트 성공

Letv(乐视)

- ‘SEE(Super EleCtric Eco-syste)’ 프로젝트 발표(2014.12)
- FF ZERO 1 인터넷 스마트 전기자동차(콘셉트카) 전시(2016.1)

Alibaba

- 상하이자동차그룹(SAIC)과 인터넷자동차생태계 공동구축 계획

Tencent(腾讯)

- Foxconn, Harmony그룹(和谐汽车)과 제휴해 “인터넷+스마트 전기자동차” 전략
적 협력협의 체결(2015.6)

Pateo(博泰)

- “차량 간 또는 차량 및 도로 간 통신(V2X/V2V)” 자율주행프로젝트 발표
- Project N 콘셉트카 전시(2015.4)

MI(小米)

- 아직 명확한 케넥티드카 개발프로젝트 발표 안함
- 단, 이미 정속 주행, 에너지 보충, 자동차 제어, 내비게이션, 보조 운전, 안전, 주차
정보예측 등 관련 10여건의 특허 출원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로 적극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려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도 커넥티드카 시장 발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각종 대형 인터넷 관

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련 업체들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커넥티

아직 기술력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인

드카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IT 업체들은 스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들도 외국 자동차업체들과

마트자동차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체적인 스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전략

마트자동차 운영체제(OS)를 개발하고 차량용 정

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5년 상해모터쇼에서

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에 통신기술을 접목

중국의 최대 검색포털업체 바이두는 현대차그

시킨 커넥티드카를 다수 공개하면서 전략적 방향

룹과 협력해 2016년 1월 중국 최초의 커넥티드카

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자동차업체들은

플랫폼인 ‘카라이프’를 출시하였으며, 아시아 최

부족한 자동차 기술력을 커넥티드카 혹은 자율주

대 인터넷업체인 알리바바 역시 중국 상하이자동

행자동차 기술로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차와 함께 커넥티드카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합작

상하이자동차, 치루이자동차, 장안자동차, 동펑

업체를 설립 중이다. 중국 IT업체인 러스왕(Leshi

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 중국 국내 기업들은 알

Internet Information & Technology) 역시 커넥티

리바바, 화웨이, LeTV 등 IT 및 콘텐츠 기업들과

드카 개발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한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

바 있다. IT기업과 자동차 제조 기업의 협력을 장

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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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자동차기업의 커넥티드카 기술개발 현황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 개발 협력 현황
알리바바,
상하이자동차

- 상하이자동차 그룹과 알리바바는 ‘커넥티드카’ MOU를 체결하고 10억 위안의 스마트자동차 펀
드를 조성
- 상하이자동차는 자동차 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자동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라우
드 컴퓨팅, 지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

치루이자동차

- 통신망 공급업체 버타이와 인터넷 자동차 서비스 회사 이도우융처사와 연합하여 자동차 공유 합
작회사를 설립, 2016년에 스마트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

화웨이,
장안자동차

- 화웨이는 장안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자동차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자동차
통신설비, 모바일 동영상, 이동단말기, 칩,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등 영역에서 업무 협력을 진행

화웨이,
동펑자동차

- 화웨이는 동펑자동차와도 MOU를 체결하고 지능형 자동차, IT/ITC 정보 서비스 등 영역에서 협
력을 진행
- 동펑자동차와 차량 내 정보서비스인 WindLink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출시 예정인 동펑 펑
선AX7 모델에 장착

베이징자동차,
LeTV

- 베이징자동차 그룹은 ‘상하이 모터쇼’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LeTV와 함께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 계획을 밝힘
- 모터쇼에서 공개한 컨셉트카는 베이징자동차가 차체 제작을 맡았고 LeTV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헤드유닛 시스템을 제공

BYD
자동차그룹(比亞迪)

-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국 정보통신연구소와 공동연구 추진 중, 2014년 공동실험실 구축 등 자
율주행자동차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협의를 체결하였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0m
내 원격제어가 가능한 G5 승용차를 출시, Android 플랫폼 토대로 개발한 Car pad 시스템을 장
착,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가능

Geely
자동차그룹(吉利)

- Volvo 인수를 통해 관련 기술 분야 공동연구 추진과 연구성과 공유를 합의, Geely-Volvo 유럽
R&D 센터인 “CEVT(China Euro Vehicle Technology)”를 설립하여 2016년 커넥티드카 R&D 분야
에 Geely측이 90억 위안, Volvo측이 200억 위안을 투자

자료 : 김승민(2015)5) 수정.

4. 한·중 커넥티드카 산업경쟁력 및 정책 비교
(1) 한·중

커넥티드카 관련 산업경쟁력
5)

수준 비교

르면, 커넥티드카 분야(스마트카 분야)의 기술수
준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2.9년 한국이 앞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6)의 분석에 따

서 있으며 특히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과거 2년 사
이에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넥티

5) 김승민(2015), “중국 스마트 자동차 개발 동향과 시사점”, 「중국산업경
제브리프」, 산업연구원, 2015.6.24.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2015 기술수준평가’의 기술 분석 자
료를 참고

드카는 기존의 자동차기술 외에 다양한 IT기술력
이 결합되기 때문에 한국이 기반기술 관점에서는
매우 유리한 영역에 속한다.

2 0 1 7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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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중간 커넥티드카 분야 사례기업의 특성 비교
한국

중국

비고

상하이자동차
띠띠후
알리바바 등

대표기업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력제품(분야)

ADAS 시스템
커넥티드카 모바일 서비스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솔루션

한국은 시스템, 중국은
서비스에 상대적 주안점

핵심기술
경쟁력 수준

추격

후발

중국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

현재까지의
경쟁력 원천
(성공요소)

완성차의 경쟁력
IT 및 전자산업의 경쟁력

IT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한국의 우수한 IT 및 전자
기술력으로 상대적 유리

핵심적
비즈니스모델

커넥티드카 완성차 및 OS

커넥티드카-모바일 연동
서비스

한국(완성차,전자), 중국
(서비스) 간 상이

개방형 혁신
수준

낮은 개방형혁신, 자동차,
IT분야 개별 개발 경향성

IT기업 주도로 IT기업 간,
IT-자동차 기업 간 높은 개방
형혁신 추진

향후 핵심
성장전략

자체 운영체제(OS) 탑재,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여
수직계열화

자동차 - IT 연계 서비스
사업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커넥티드카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넥티드카 분야 수직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대표 기업을 살펴보면, 한국은 완성차기업(현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IT 서비

자동차)과 전자제품 관련 기업(삼성전자) 위주이

스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자동차 분야로의 확대를

며, 중국은 IT 서비스 기업(띠띠후, 알리바바)과

통해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것

완성차 기업(상하이자동차) 중심이다. 대표기업

으로 분석된다.

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은 자동차 제조기업과 전자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며 중국은 비교적 IT

(2) 커넥티드카 관련 정책현황

서비스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 즉, 한국은 커넥티
드카 완성차와 전자제품 경쟁력이 필요한 하드웨

국내 커넥티드카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스마

어 분야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모바일 IT 서비스

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키워드로 각 부

를 자동차에 연동하기 수월한 점이 있다는 것이

처별 신산업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부처별로 살

다. IT 분야가 주도하는 중국은 개방형 혁신 수준

펴보면,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이 높은 편이며 한국은 비교적 폐쇄적인 편이다.

(안)에서 ‘스마트자동차’를 30대 국가중점과학기

우리나라는 향후 자동차 기업과 전자기업의 협력

술에 선정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을 통하여 자동차와 하드웨어 부품 수준까지 커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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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ITS 시범사업 개요
V2V통신
전방 교통 정보
차량 접근 알림
추돌경고

V21통신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상황
교통류 제어상태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 제공

실시간 자료수집

교통혼잡

인프라장치

차내 정보표출
경로우회
돌발상황

광 통신망

범례
: 광통신망
: V21 통신
: V2V 통신
차내망 : V2N 통신

자료 : 관
 계부처합동(2016),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상세자료(별책), 제8회 미래성장동력 특
별위원회, 2016.3.

‘스마트 하이웨이’7) 사업에 이어 C-ITS 시범사업8)

를 진행 중이다. 중국정부에서도 ‘중국제조 2025’,

을 진행, 미국의 WAVE 통신 프로토콜 기반으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9) 등 미래 신성장동력

고속도로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하여 연구

관련 정책의 핵심분야로 커넥티드카를 포함하
여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제

7)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도로상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을 줄여 시속 16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기술로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기술 등을 결합하여 이동성, 편리성, 안
전성 등을 향상시킨 차세대 고속도로
8) 기존의 ITS는 교통수단과 시설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통관리 또는 교통
소통 중심의 정보수집 및 제공시스템인 반면에 차세대 ITS(C-ITS)는 개
별차량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
하물 등의 돌발상황에 사전대응 및 예방이 가능함.

조 2025’의 중점분야로 커넥티드카를 선정하여
그 개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중
국에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
9) 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시켜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도모하
는 전략으로 2015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

<표 5> ‘중국제조 2025’의 커넥티드카 분야별 개발 대상 및 발전 방향
개발 대상
중점제품

^네트워크 기반 차량 지능형 정보서비스시스템, 운전보조 스마트 자동차, 부분 또는 고도 자동운전
스마트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통행 자동차(버스, 택시)

핵심부품

^차량 광학·레이더 시스템, 초정밀 위치추적 시스템, 차량 네트워크단말, 통합 제어시스템

핵심기반기술

^멀티 정보융합기술, 차량협동제어기술, 데이터안전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간-기계 인터액션 및
공동운전기술, 인프라와 기술법규

응용시범

^대표적 도시에서의 커넥티드카 운행환경 연구 및 응용시범, 대형 물류기업의 지능형 네트워크 시
스템 자동차 응용시범 등

산업클러스터

^기존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3~6개의 커넥티드카 산업클러스터 육성, 2~3개의 부품
(카메라, 레이더, 위성 항법장치, RF칩, 무선통신단말기 및 제어장치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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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 내 커넥티드카 시범운행구역 리스트
핵심 내용
(핵심구역) 상하이 嘉定구역
(투입규모) 2억 5,000만 위안
(목표) 2020년까지 1만대 커넥티드카, 5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현황) 중국 최초의 시범구, 2016년 6월 이미 폐쇄식 구간의 차량 테스트 시작

상하이시

베이징/
(핵심구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허베이 徐經경제개발구, 長城자동차실험장
허베이(河北)성 (목표) 그린차량, 스마트네트워크, 지능운전, 편리한 주차, 스마트관리 등 6대 시범 추진 예정
충칭(重慶)시

(투입규모) 1억 위안
(목표) 4.5/5G 구축, 스마트자동차와 지능교토 융합발전의 산업생태계 구축 예정

우한(武漢)시

(핵심구역) 우한시 沌口지역
(목표) 2021년까지 1,000대 커넥티드카, 6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자료 : 공업정보화부(http://www.miit.gov.cn/)

동차, 인터넷자동차, 무인차, 자동운전 등 다양한

커넥티드카 운영을 위한 지능형 교통 인프라

개념들이 혼용된 상황에서 최초로 커넥티드카에

구축을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 상하이, 저

10)

대한 명료한 개념 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커

장성, 베이징/허베이성, 충칭, 우한 등 도시에서

넥티드카의 중점제품, 핵심부품과 핵심기술 등

‘광대역 모바일인터넷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자동

의 발전방향과 2030년까지의 각 분야별 기술로

차 및 스마트교통 혁신응용시범구’ 사업을 추진하

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 있다. 상하이시는 중국공업정보화부에서 최초
로 허가한 커넥티드카 운행시범구로서 ‘폐쇄식 테

10) ‘중국제조 2025’의 커넥티드카 정의 : 선진적인 차량 탑재용 센서, 제어
설비, 작동장치 등 장착, 현재 통신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융합으로 자
동차 내외부 및 자동차 간 네트워크의 심리스 연결 실현, 정보공유, 혼
잡환경 감지, 자동화 협동 등의 제어기능 보유, 스마트 도로 및 보조 인
프라와 연결된 스마트주행 시스템 보유, “고효율, 안전, 편안, 에너지절
약” 주행이 가능한 차세대 자동차

스트→개방식 도로테스트→종합시범구’ 3단계의
운행시범구를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주로
차량 간 통신정보, 공공교통차량 우선, 자동주차
등 관련 시범 응용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상하이

<표 7> 한·중간 커넥티드카 분야의 정책 비교
한국

중국
네트워크 기반 차량 지능형 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지원

커넥티드카 기반기술 확보

산업여건 조성
(인프라, 금융 등)

평가시스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커넥티드카 시범운행 시행 중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평가
차량-도로인프라 협동시스템 개발
시스템 구축

커넥티드카 조기 상용화 기술 및 글로벌
시장창출(상용화) 지원 표준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국제 기술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자동차 - ICT-도로 신산업 생태계구축
핵심 정책명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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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산 업 경 제 분 석

자동차그룹, 볼보(Volvo), GM, 포드(Ford), 창안

반적인 자동차 및 IT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

(長安)자동차그룹 등의 업체가 시범구에서의 커

으며 산업여건 조성은 시범 운행 및 테스트베드

넥티드카 테스트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창출 지원은 조기상

한·중 간 커넥티드카 분야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기술개발 지원은 주로 전

용화 기술 및 품질 확보,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표
준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 대응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커넥티드카 기술의 등장으로 자동차산업의 범

으며 특히, 기초기술 수준에서는 격차가 벌어지

위가 전기, 전자, SW, IT서비스 등 이종산업으로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쟁 우위에

확장되면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가 클 것으로

있는 완성차 자동차 제조 분야나 전장부품 분야의

예상되며 세계 자동차 관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

커넥티드카 관련 기술개발 및 중국시장 진출을 정

이 높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세계 최대 자동

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차시장인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

둘째, 커넥티드카 국제기술표준 수립을 위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 위기이자

한·중 간 기술표준 인증체계 협력을 확대할 필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IT 산업

가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커넥티드카 관련 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을 위한

프라 구축 및 시범테스트 중이며 기술표준 문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 구

첫째, 커넥티드카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축의 시작이 늦은 편이다. 따라서 기술표준은 미

경쟁우위 분야에 대한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

국 및 유럽에서 채택하는 표준을 활용할 가능성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경쟁

이 높다. 핵심기술과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력 분석결과, 제조 산업경쟁력은 한국, 서비스 산

높아 관련 표준도 취약한 편이다. 특히 전자소자,

업 경쟁력은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

센서, 자동차 반도체칩, 인터넷기술 등 핵심기술

된다. 완성차 경쟁력이 중국에 비교적 우위에 있

과 부품 분야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분

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기술 기반 부품 도입 및 활

야 비교우위를 확보한 한국은 중국과 윈-윈 협력

용 능력은 앞서 있는 편이다. 반면, 커넥티드카 서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커넥티드카 표준과 인증

비스 분야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거대

체계 구축, 그리고 지능교통인프라 구축 면에서

IT 서비스 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

도 한·중 양국이 공동협력을 추진한다면 향후 중

적인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

국의 광범위한 자동차소비시장 확보에 유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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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된다. 이를위해, 커넥티드카 분야의 국

비스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

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

진국의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포럼

ment)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는 것

을 조직하여 표준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제니비

이 필요하다.

(GENIVI) alliance는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용 인

셋째, 자동차-IT 기업 협력을 통해 커넥티드카

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연합체로 자

서비스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 아직 산업이 초기

동차, 소프트웨어, 반도체 업계에서 100여 개의

단계인 만큼 기술적, 법적 기준이 모호하며 제품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OAA(Open Au-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신뢰도와 인지도로 인해 시

tomotive Alliance)11)를 구축하여 안드로이드 OS

장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의 차량용 버전을 개발하여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

스마트폰의 보급을 모바일 서비스가 주도했던 사

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모바일 시장을 OS 플랫

례와 같이 커넥티드카의 보급은 관련 서비스가 주

폼 표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상

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거대 IT 서비스 기업

황에서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

을 중심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에 다각도로

날 것을 대비하여 주요 기업들이 표준을 주도하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주도할 가능성

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하드

도 크다. 국내의 경우, 뛰어난 IT 인프라에 비해 커

웨어와 임베디드시스템에 강점이 있는 국내기업

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편으로 향

과 IT 서비스 및 콘텐츠 등에 강점이 있는 중국이

후,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서비스시

협력하여 서비스 계층의 플랫폼 표준을 주도한다

장이 잠식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면 향후,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핵심

IT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기업과 협력을 통해 커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넥티드카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활성화하
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중 간 협력을 통해 커넥티드카 서

11) 2 014년 1월 CES 2014에서 아우디, GM, 혼다,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를 멤버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자동차에서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를 자동차 OS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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