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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ech 發 자동차 생태계 변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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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CH Insight
◆ 연초 美, 日, 中 대표 Big Tech들이 완성차 시장 진입을 공언하거나 암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전환기를 맞이한 자동차 산업에 또 다른 파괴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는 플랫폼 제공자로 거듭나기 위한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려면 현존 기업이 아닌 변화하는 생태계에 초점을 둔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美, 日, 中 Big Tech(거대 IT기업)들이 완성차 시장 진입을 공언·암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시가총액 1위인 Apple, 일본 대표 전자기업 Sony, ‘중국판 구글’ Baidu가 그 주인공
- (美 Apple)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기능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Apple은 최근 완성차 형태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유수 완성차 기업에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 (Reuters 外)
- (日 Sony) CES 2020에서 공개한 전기차 ‘Vision S’ 프로토타입의 주행 영상을 CES 2021에
맞춰 공개하면서 사실상 완성차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 (조선일보 外)
- (中 Baidu) Apollo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차의 가능성을 살펴온 Baidu는 최근 Geely 자동차와
합작하여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것임을 공언 (CNN 外)
* ‘17년 Baidu 주도하에 출범한 개방형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으로 세계 완성차·부품 기업이 폭넓게 참여 중

❙언론에 포착된 Big Tech들의 자동차 주행 테스트❙
Apple의 자율주행 테스트

Sony의 ‘Vision S’ 주행 테스트

Baidu-Apollo의 자율주행 테스트

*사진 출처: Teslarati(Apple), Pledgetimes(Sony), Carsbite(Baidu)

▚이들은 신생 기업과 더불어 전환기에 놓인 자동차 산업에 또 다른 파괴적 변화를 예고
∙ 전동화,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산업 전환 초기에 Tesla 등 신생 기업들이 출현했다고 본다면,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시점에 Big Tech들이 시장 진입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됨
∙ Big Tech들은 신생 기업들과 차별화된 자본 조달력, 브랜드 인지도, 개발·생산 역량을 토대로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한 후 기존 자동차 산업 구조에 파괴적인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음

▚ Big Tech와 완성차 업계는 플랫폼 제공자의 위상을 노리고 협력과 경쟁을 반복할 전망
∙ 자동차 산업은 ①H/W 플랫폼 제공, ②S/W 플랫폼 제공, ③생산·통합 기능으로 3분할 가능성
① (H/W 플랫폼 제공)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파워트레인, 섀시, 바디 등을 설계·제공하며,
관련 부품 공급망과 안전·환경규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완성차 업계에 비교우위 존재
② (S/W 플랫폼 제공) 자율주행 기능과 응용 서비스 구현을 위한 S/W 및 생태계를 제공하며,
이에 요구되는 역량과 기업 문화를 보유한 전자, IT 기업에 비교우위 존재
③ (생산·통합) H/W, S/W를 통합하여 완성차를 생산하며, 높은 양산효율과 품질이 필요하므로
기존 완성차 업계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위탁 생산) 기업*에 비교우위 존재
* 자동차 부문의 위탁 생산 기업은 Magna Styer, Valmet Automotive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Foxconn 등
타 분야 OEM 기업의 자동차 분야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향후 Big Tech, 완성차 업계, OEM이 플랫폼 제공자로 거듭나기 위해 협력과 경쟁이 반복될 것
- (Big Tech) S/W 역량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개발·출시를 위해 완성차 업계와 협력할 것이나*,
S/W 플랫폼 지배력을 높인 이후에는 H/W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할 것
* Big Tech인 Google의 Waymo는 Tesla 대비 실차 주행 데이터가 부족하여 최근 자율주행 선두주자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S/W 기업과 완성차 기업(H/W 플랫폼 제공자)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례임

- (완성차·OEM) 완성차 업계는 전자·IT 기업과 협력하여 S/W 역량 내재화를 추구할 것이며,
OEM 기업은 H/W 개발·설계역량 강화로 장차 H/W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을 겸하고자 할 것
❙자동차 산업 內 기능별 분화에 따른 각 주체의 역할 및 향후 전망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체 분석)❙
H/W 플랫폼 제공

S/W 플랫폼 제공

완성차 생산·통합

역할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기능과 응용 서비스 구현을
고성능·고품질 차량 H/W 개발
위한 S/W 및 생태계 제공

높은 품질을 갖춘 완성차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

주체
(현재)

기존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

OEM 기업 (및 완성차 업계)

Big Tech 등 IT/전자 기업

·H/W 플랫폼 제공자 위상 공고화 ·S/W 생태계 확보로 고수익 추구 ·규모의 경제로 OEM 생산성 유지
향후
·S/W 부문의 신규 역량 확보 추구 ·H/W 개발·생산의 통제력 강화 ·개발·설계 부문 역량을 보강하여
전망
·필요시 OEM 위탁 생산 활용
·OEM 기업 협력으로 직접 생산도 가능 H/W 플랫폼 제공자 겸업 추구

▚현존 기업이 아닌 변화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초점을 둔 산업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
∙ (방향) 자동차 산업 정책은 H/W 플랫폼, S/W 플랫폼, 완성차 생산·통합이라는 분류 위에서
부문별 강·약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 우위 확보에 목표를 두어야 함
∙ (과제) 법규·통계·지표 등에서 자동차 산업의 범위를 재정의하여 정책 초점을 새롭게 하고,
S/W 등 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이종(異種) 기업 간·국내외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