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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업 미래차 사업재편 사례와 확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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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CH Insight
◆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연간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전환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
◆ 최근 대·중견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제도를 활용한 사업 전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부품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정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정책 발표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月)과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2月)을 통해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목표로 설정
∙ 엔진·동력전달 등 내연기관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100개 이상의 사업재편·사업전환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R&D·컨설팅·금융 등 분야별 지원 확대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중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

▚최근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재편제도를 활용하여 미래차 분야로 발돋움
∙ 부품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을 시 자금, 세제,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일부 대·중견 부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재편 준비 움직임 활발
- `20년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재편 승인건수는 총 22개*로, `16~`19년 2개에 비해 급증
* 22개사 가운데 12개사는 ‘부품기업혁신지원사업(주관 :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선정됨

∙ 이들 부품기업은 각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과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차 사업재편 전개
- ① (요소기술 활용) 기존 부품에 적용하는 핵심기술을 고도화하여, 유사 미래차 분야로 진출
* 예) 우진공업(산소·배기온도 센서→수소압력센서), 동양피스톤(엔진피스톤→연료전지

하우징 및 스택 부품), 인지컨트롤스(엔진계 냉각부품→수소차 열제어통합모듈)
- ② (신규투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미래차 분야로 주력 생산품목을 전환
* 예) 디에스씨(시트프레임→전기차 배터리용 버스바, 무선전력전송 모듈), 베바스토홀딩스

(선루프→전기차배터리시스템)
- ③ (협력사 연계) 대형부품사가 주도하고, 관련 협력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 추진
* 예) 유라테크(점화코일→수소차 COD 히터), 삼보모터스(변속기 부품→수소저장탱크),

엔티엠(내연기관 냉각밸브→연료전지스택 냉각밸브), 지엠비코리아(내연기관부품→전기
수소차 통합열관리 부품)

❙주요 부품기업 사업재편 사례(`20년도 부품기업혁신지원사업 실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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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나, 여전히 부품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철강 가격 폭등 등 위기가 계속되어 미래차 대응 여력 부족
∙ 부품기업들은 사업재편제도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금융·기술·컨설팅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미래차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 노력 확대 요망
* 예) [금융] 사업재편 지원펀드, 기술혁신펀드 등, [기술] 사업재편 전용 R&D, 각종 국책

R&D 사업, [종합지원/컨설팅] 부품기업혁신지원사업(한국자동차연구원, `21.5.20일 공고 예정) 등
∙ 다만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는 기업 규모별, 도급
단계별, 생산 부문별 특성에 맞게 부품기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부품기업 간 수직적 구조를 활용하여 1차 부품기업과 2~3차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동반자적 관계로 공동으로 미래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