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
전기차, 자율차시대의 자동차산업
통계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요

약

2020년 세계 생산대수 5위를 차지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2.2%, 고용의 11.0%를 책
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기술이 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자
동차산업의 신기술, 신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이한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분류체계의 한계로 인해 현상을 잘 반영하는 통계자료는 부족
한 실정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통계분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의 예를 들면 산업분류체계 NAICS에서는 2017년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일부로
포함하고, 품목분류체계인 HTS는 전기차용 품목을 식별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시장 상황을 분석하
기 위하여 HTS 품목 중 실제 자동차부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의 목록(AP 코드)으로 관리하여 자동차부
품 무역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한국 HSK는 자동차의 전동화라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차부품 통계분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원적인
산업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기·전자산업에서 생산하는 전장부품 등 기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산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분류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품목분류체계의 도
입과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대개 국가의 산업 및
무역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어, 국내 산업 육성만이 아닌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정확한 산업 현
황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실상을 잘 반영하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지
금까지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해온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통계분류체계 변화가 어느 때보
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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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2020년 연간 3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 자
리를 탈환하였다. 내수 경제에 있어서도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2.2%, 고
용의 11.0%를 책임지고 있는 주력산업이다.1) 기계, 전자, 철강 등 전방산업뿐만 아
니라 서비스업 판매, 금융 등 후방산업과의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생산과 고용을 많
이 유발한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원으로 변화하
고 자율주행 기술이 대두되면서 자동차산업이 신산업·신기술과 가까워지고 있다. 특
히 전기동력원으로의 변화는 주요국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2)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내연기관의 동력원
인 엔진이 사라지는 추세이며 배터리와 모터가 주요 부품으로 부상하였다.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자
동차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성요소 변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정
의도 바뀌고 있다. 전기동력차의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모빌리티의 전장화, 자동화 등으로 인해 차량에 필요한 반도체 등 전
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4)
전환기에 있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은 정부 정책과 기업 의사결정의 조화
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계분류체계의 한계가 있어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자동차
산업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이 과거와 다른 산업 및 품목을 실제
로 포괄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사회가 이를 분류하여 통계할 만큼 정형화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통계분
류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통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자
동차 통계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2019년 기준(자료: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2)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2022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의결하는 등 국가별로 친환경차로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0년 세
계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동력차 판매 대수는 약 44% 증가하였다.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6),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4) McKinsey(2019)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2020년 2조 7,000억 달러에서 2030년 3조 8,000억 달러로 연평균 3% 성
장하는데 반해 소프트웨어와 전장산업은 2,380억 달러에서 4,690억 달러로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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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산업/무역 통계체계 현황 및
활용의 한계
산업분석의 기초는 공신력 있는 생산, 고용, 투자 등의 통계자료에 기반하며, 여기
에 수출입지표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으로 인해 수출입지표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생
산, 고용, 투자 등의 산업통계는 유사한 경제활동, 생산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산업활
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분류하는) 생산 단위를 기준의 산업분류를 따르며,
수출입의 무역통계는 생산 단위가 아닌 생산품(혹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이른바 품목분류를 따른다. 이번 장에서는 산업분류와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자
동차산업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1) 산업분류
세계적으로 산업통계는 UN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이하
UNSD)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이하 ISIC)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UNSD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1948년 처음으로 ISIC를 제정하였다. 1958년에는 제1
차 개정을 하였으며, 2008년 제4차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 분류체계
의 개정 작업은 신산업과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상을 반영한 산업 분석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ISIC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분류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국가별로는 산업
발전상에 따라 좀 더 시의성 있는 세부 단위의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5) 한국의 경우
통계청이 ISIC를 기초로 국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를 제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계는 2017년에 개정·고시된
제10차 개정 KSIC이다.6) 한국의 산업통계는 통계작성 기관이 사업체(또는 기업)를
KSIC에 의거하여 분류한 뒤 변수(생산, 매출, 고용 등)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다(<표 1>의 산업통계 참고).

5) UNSD는 회원국들이 매 5~10년 주기로 산업활동 및 생산물 분류체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통계청 통계용어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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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분류
무역통계는 국가 간 거래상 편의를 위해 품목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무역은 국가들 간의 거래인 만큼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품목분류체계
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국제협약을 통해
HS(Harmonized System)라는 국제 표준을 정하고 있다. HS는 6자리 숫자로 구성
된 품목 코드이며, 180여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사용한다. 회원국들은 6자리로 구
성된 HS에 덧붙여 국가가 6자리 이상 되는 코드, 즉 세번(national tariff line)을 재
량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공통 6자리 이후에 4자리를 추가한 10자리 숫자로 구
성된 세번(HSK, HS of Korea)을 사용하고 있다. WCO는 국가간 무역원활화 및 관
세행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제품의 생멸을 반영
하여 HS를 개정·공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 제5차 개정을 하였다7)
(<표 1>의 무역통계 참고).

(3) 산업분류와 품목분류의 연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은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무역은 품목의 특성
에 따라 분류체계가 결정되므로 산업통계와 무역통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
의 산업에서 다양한 상품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하나의 상품이 여러 산업
으로부터 산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산업 및 무역 구조 분석에 있어 두 가지 통계
를 적절히 연계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산
업정책을 위해 무역구조를, 통상정책을 위해 산업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표 1> 통계 개정현황

산업통계

무역통계

명칭

최근 개정 차수

최근 개정 연도

분류기관

분류계층(수준)

ISIC

제4차

2008

UNSD

4단위

KSIC

제10차

2017

한국 통계청

5단위

HS

제5차

2017

세계관세기구

6단위

HSK

부정기

2021

한국 관세청

10단위

MTI

부정기

2017

산업통상자원부

6단위

자료 : 저자작성.

7) 최초 제정은 1988년, 1차 개정은 1996년, 2차 개정은 2002년이며 이후 5년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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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1988년부터 HS코드와 SITC 분류를 재구성
하여 수출입품목분류(Ministry of Trade & Industry, 이하 MTI) 코드를 재정, 운영
하고 있다. MTI 코드는 산업별 무역 동향 파악을 위해 HSK 품목분류를 한국의 주력
산업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TI 코드 기준 13대 주력 수
출품목과 5대 수입품목을 매월 발표하고 있으며, MTI 기준 무역통계는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4) 자동차산업 분류와 활용의 한계
<표 2>는 한국의 자동차산업, 그 중 자동차 제조업 관련 통계분류를 요약하고 있
다. 먼저 산업통계에서 자동차 제조업은 KSIC 중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에 속하며, 소분류는 완성차(C301, 302)와 부품(C303, 304) 제조업으로 나누
고 있다. 무역통계의 분류기준인 HSK에서 자동차는 차량(철도용이나 궤도용을 제
외)과 그 부분품(HS 87류)에 속해있으며 HS 8701부터 HS 8708까지가 해당한다.
MTI 코드는 자동차산업을 완성차(741)와 자동차부품(742)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완
성차와 자동차부품이 각각 135개, 63개의 HSK 코드를 포괄하고 있다.
2017년 1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진 MTI 코드는 기존 자동차 코
드(741)에 전기차 세부품목 코드를 신설하여 전기동력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였
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기존에 전동기로 분류되던 차량용 모터를 차량용구동모터
(74213)로 코드 신설하여 자동차부품으로 분류하였다.8)
무역은 품목의 특성, 산업은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체계가 결정된다. 이
러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무역통계와 산업통계를 정확히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앞서 논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면서 무역통계와 산
업통계를 관통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사례1 : 자동차 의자(시트)는 산업분류에는 자동차용 신품 의자제조업(30393)으로
자동차산업(C30)에 속해 있으나, 품목분류에서는 차량용의자(9401.20)
로 가구(94)류에 속한다.

8)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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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 산업분류
통계
분류코드

KSIC

HS

MTI

상위분류

상세분류(일부 예시)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제조업
304. 자동차재제조 부품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8701. 트랙터
8702.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
8704.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
8706. 엔진을 갖춘 섀시
8707. 차체
8708. 부분품과 부속품

8701.1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704.10. 덤프차
8708.10. 완충기과 그부분품
8708.21. 안전벨트
8708.30. 제동장치와 그부분품
8708.40. 기어박스와 그부분품

741. 자동차
742. 자동차부품

741150.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741160.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741180. 압축점화식 2,500CC 초과
741190. 기타승용차 741200. 화물자동차
741300. 특장차 741400. 전기자동차
741900. 기타자동차 742000. 자동차부품
742010. 자동차용 내연기관
742130. 차량용 구동모터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사례2 : 타이어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분류에서 타이어 및 튜
브 제조업(C2211)으로 분류된다. 품목을 기준에서도 생산공정 내지 원료
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HS 8708)이 아닌 고무제품(HS 40)으
로 분류되고 있다.
사례3 : 지능형

헤드램프 등 자동차 조명의 발달로 차량에 들어가는 발광다이오드
(LED)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전기·전자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으로 진입하
여 차량용 조명과 LED를 중점적으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자
동차산업이 아닌 조명장치 또는 전자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사례4 : 자동차의

전기동력화가 확산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와 배터리가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산업 및 품목 정의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통계체계로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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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자동차산업 분류체계와의 비교
최근 해외에서도 산업의 변화상을 분류체계 변화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먼저 국제 표준 분류체계인 HS의 최근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WCO는
2017년 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기타 승용 자동차(8703.90)에 포함되었던 친환경 자
동차를 하이브리드(8703.40/8703.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8703.60/8703.70),
전기차(8703.80/8703.90)로 분리하였다. 나아가 2022년 개정안에서는 세미트레일
러 트랙터(8701.20)를 하이브리드(8701.21)와 전기차(8701.29)로 구분하였으며,
화물자동차(8704)에서도 다수의 전기차 관련 신규 코드가 추가되었다.
이하에서는 분류체계 개정은 물론 보조 분류체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부품 무역을 미국의 보조분류체계인 AP 코
드와 한국의 MTI 코드 기준으로 비교하여 두 분류체계의 차이에 따른 통계 수치상
의 차이를 분석한다.

(1) 미국 자동차산업 분류체계 개요
① 산업분류체계
미국을 포함하는 북미지역의 산업분류체계는 NAFTA의 경제분류정책위원회가
관리하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이다. 1997년
에 제정되어 5년마다 개정안이 나오는데 2017년의 개정에서는 전자 제어칩이 자동
차 전기 및 전자장비 제조(33632) 분류에 추가되어 부품범위가 확대되었다. 2022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세 분야로 구분된 내연기관 관련 수리 분야가 전문자동차수리
(811114) 하나로 통합되었다.9)

② 품목분류체계
HTS(Harmonized Tariff System)는 관세행정 및 수출입 통계작성에 사용되는
미국의 품목분류체계이다. NAICS와의 연계에 의해 HTS에서 자동차산업을 정의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한계점이 있어 무역통계는 산업통계와 별도의 자료로 여겨
지고 있다.10)
9) 자동차배기관수리(811112), 자동차트랜스미션수리(811113), 기타 기계·전기전자 수리(811118).
10) 미국의 품목분류 세번인 HTS는 공통 6자리에서 자체 4자리를 더한 10자리 코드이며, 현재 2021 Rev.7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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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특히 부품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은 자동차부
품을 별도로 정의한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운송 및 기계사무소
(OTM, Office of Transportation and Machinery)는 AP 코드(Automotive Parts
Product Codes)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market-based)
무역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AP 코드는 HTS 품목 중 자동차부품의 목록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격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AP 코드는 관세율
결정 등에 활용하는 공식 코드는 아니지만, 자동차부품 무역구조 파악을 통한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 그룹은 차체 및 부분품, 섀시 및 구동력 부분
품, 전기 및 전자부품, 엔진 및 부분품, 기타부품, 타이어 및 튜브이다.11) AP 코드에
는 세번(10단위 HTS)이 413개, 6단위 HS 소호(sub-heading)가 113개 포함되어
있다. 이는 MTI 분류상 자동차부품(742)의 포괄범위(HSK 세번 63개, HS 소호 44
개)보다 광범위한 것이다. AP 코드가 포함하고 있으나 MTI 자동차부품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HS 소호는 다음과 같다. 전장부품(13개), 섀시와 구동력부품(11개), 타이
어(57개 전부)이며, AP 코드상 전기 및 전자부품 그룹에 포함된 HS 8527.21(라디
오방송용 수신기기)은 MTI상 가전(82)에, 9104.00(무브먼트)는 MTI 생활용품(51)
에 포함되어 있다.

(2) 무역에서의 자동차부품 범위 비교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의는 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서의 위치에 따라 일국이 인지하거나 관심을 두는 부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HTS와 우리나라의 HSK에서 전기차 핵심부품인 전동기와 배터리(축
전지) 품목을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HTS의 특징은 세번 수준에서 그 목적을 구
분하여 전기차용 품목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동기의 경우 HSK는 직류전동
기(HSK 8501.32.1000) 하나의 코드를 부여한 반면, HTS는 전기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직류모터(HTS 8501.32.4500)를 구별하였다. 배터리의 경우도 HTS에서
는 소재별로 전기차용 코드가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코드 구분은 전기차 관련 통
계에 대한 무역 및 공급망구조 파악에 유리하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이 기준으로 삼는 자동차부품의 범위를 비교해보자. 우리는
11) 1.Bodies and Parts, 2.Chassic and Drivetrain Parts, 3.Electrical and Electric Components, 4.Engines and Parts
5.Miscellaneous Parts, 6.Automotvie Tires and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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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HSK와 HTS 코드 비교
한국 HSK

HSK 설명

미국 HTS

HTS 설명

8501.32.2000 직류모터(14.92KW 이하)
전
8501.32-1000 직류 전동기
동
8501.32-2000 직류 발전기
기

8501.32.4500

직류모터
(전기차 8703.90 동력원으로 사용)

8501.32.5520 직류모터(항공기에 사용)
8501.32.5540 직류모터(항공기 사용 이외)
8501.32.6010 직류발전기
8507.20.4000

연산축전지
(전기차 8703.90 재료로 사용)

8507.20.8010 연산축전지(9903.45.25에 설명된 종류)
8507.20-0000 그 밖의 연산축전지

8507.20.8031 연산축전지(6볼트)
8507.20.8041 연산축전지(12볼트)
8507.20.8061 연산축전지(36볼트)
8507.20.8091 연산축전지(그 밖에)
8507.30.4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전기차 8703.90의 재료로 사용)

축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507.30.8010 니켈-카드뮴 축전지(sealed)
전
8507.30.8090 니켈-카드뮴 축전지(그 밖에)
지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507.40.4000

니켈-철 축전지
(전기차 8703.90의 재료로 사용)

8507.40.8000 니켈-철 축전지(그 밖에)
8507.60.0010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507.60-9000 기타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전기차 8703.90의 재료로 사용)

8507.60.0020 리튬이온 축전지(그 밖에)
8507.80.4000

그 밖의 축전지
(전기차 8703.90의 재료로 사용)

8507.80.8100 그 밖의 축전지
자료 : 관세법령정보포털,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두 가지 통계분류를 적용한 무역통계 비교를 통해 양국이 인지하는 자동차부품 범위
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관세청 수출입 자료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대세계 자동차부품 수출입을 살펴보면 <그림 1, 2>와 같다. 수출과 수입 모두 통계분
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P 코드를 적용한 경우 MTI 코
드보다 수출액은 약 1.5배, 수입액은 약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2009
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전장부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자제품으
로 분류, 자동차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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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대세계 자동차부품 수출
45,000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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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자료 :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그림 2> 한국의 대세계 자동차부품 수입
14,000

(백만 달러)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P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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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둘째, <그림 3>은 미국 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무역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을 AP 코
드와 MTI 코드를 적용한 수치를 함께 보여준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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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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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SITC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표 4> AP 코드 적용한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AP 그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차체 및
부분품

696 1,058 1,365 1,378 1,483 1,499 1,564 1,313 1,342 1,570 1,427

섀시 및
1,629 1,810 2,239 2,458 2,440 2,484 2,496 2,191 2,319 2,519 2,062
구동력부분품
전기 및
전자부품

615

780

928 1,104 1,314 1,443 1,582 1,427 1,902 1,838 1,723

엔진 및
부분품

292

656

776

662

689

830

777

기타부품

578

718

806

947 1,184 1,190 1,141 1,000 1,042

982

736

타이어 및
튜브

753

766

708

713

1,172 1,460 1,610 1,318 1,242 1,404 1,414 1,322 1,282 1,318 1,138

자료 : USITC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것과 같이 AP 코드 기준 수입액이 MTI 코드 기준 수입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AP 코드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인 <표 4>를 보면, 다른 그룹들은 큰 변화
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장부품의 수입이 2010년 6억 1,500만 달러에서 2020
년 17억 2,300만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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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율차시대의 자동차산업 통계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4. 시사점
전기차와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으로 자동차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
하는 산업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표준 분류체계도 개정되는 추세이다. 품목분
류의 국제표준인 HS 코드는 2017년부터 승용차를, 2022년부터 특장차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로 분할하고 있다.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분류체계도 등장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전통적인 분류체계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중요
한 자동차부품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 이를 AP 코드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AP는 MTI 대비 자동차부품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분류체계에 따른 한
국과 미국의 자동차부품 무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USMCA를 통해 기존 NAFTA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분야 원산지 기준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USMCA에서의 자동차부
품의 범위는 전기전자부품 등을 대거 포함하는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IC나 한
국이 파악하고 있는 MTI상의 범위보다 매우 넓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범위 인지의
차이는 산업에 대한 시각, 나아가 정책 수립의 방향성 차이를 통해 산업전반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도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와 기타 배터리
를 품목 수준에서 구별하는 등 EV의 주요 부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교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통계분류 개편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산업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시대에 본원적인 산업분
류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장부품이 중요해짐에 따라 많은 ICT기업들이 자
동차부품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자동차부품이 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
다. 나아가, 자동차에만 주로 사용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생산량의 일부만 자동차
에 사용되는 품목도 있어 산업 통계에서 자동차부품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전기전자산업에서 생산하는 주요 자동차부품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전기전자산업에 속한 자동차부품의 생산,
수출입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분류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품목분류체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AP 코드와 같이 품목분류를 재분류하여 산업을 조망하는 경우, 그 정밀도는 품
목분류에 달려있다. 현재 한국의 세번은 배터리와 같은 중요 부품에서조차 전기자동
차용과 기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를 포함하여 기존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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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요 부품의 세번 분할을 실시하여 자동차산업과의 연관
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한국을 둘러싼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
다.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세부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
다. 이러한 대외경제정책은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기도 하나, 대개는 산업 및 무역통
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산업 육성만이 아닌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일수
록 실상을 잘 반영하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해온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통계분류체계 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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