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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LA 무역관)
 美 캘리포니아 및 LA 경제 및 고용 동향
* 미국 전체 실업률 50년 이래 최저치 기록하며 경제 안정화 지속, 고용시장 활성화와
소득 증가의 지속으로 한국 기업 진출 및 수출에도 청신호

미국 경제동향
지속적 성장세 보이는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LAEDC)에
따르면 활발한 경기부양책과 2017년 제정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등이 2018년 2분기와 3분기 2.9%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은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말에는
2.2%, 2020년에는 2.4%의 GDP(국내 총생산 )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2016년 이후 미국의 내국인 투자는 8%, 외국인 투자는 6% 증가했으며 산업
생산력 또한 4% 성장함. 개인 소비의 경우 2018년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18년
4분기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인 평균 2700 을 기록함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둔화와 저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 전역에는 2020년까지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당 실질소득(Real Per Capita Income)은 2020년 약 5만 15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LAEDC는 예측
JP Morgan Chase의 경제 애널리스트 Michael Feroli는 L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는 성장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붕괴(Collapse)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회장 Jerome H. Powell 또한 미국의 경제는 현재 좋은 상황 (Good
Shape)이며 앞으로도 계속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언급한바 있음
한편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성장세 둔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준, 의회 내 대립 등은 경제 불안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됨

실업률 또한 최저치 기록
LAEDC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9월 3.5%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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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체 급여대상자는 약 13만 6000명 증가했으며 이는
7~8월 동안의 전체 급여대상자 증가 수치인 약 4만 5000명보다 3배 이상 증가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고용 증가세를 보인 직업군은 4만 1400여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헬스 케어 분야이며 비즈니스와 공학 및 회계와 같은
분야에서도 3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됨

캘리포니아 경제 및 고용시장 동향
캘리포니아 경제 동향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3.0%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LAEDC(LA경제개발위원회)는 전망함
2018년 약 5만 달러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의 인당 실질소득은 2020년까지 약 5
만 2000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약 3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건설, 물류, 유틸리티,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헬스 케어 및 관광 부문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예상됨
그간 캘리포니아는 기술(Tech) 산업으로 큰 성장을 경험했지만 실리콘밸리와 실리콘
비치로 대표되는 기술 산업의 성장이 향후 다소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해
투자자 및 기업의 손실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한편 벤처 자금이 초기 자본(Seed Investment) 투자보다는 그 이후의 투자
(Later-stage investment)에 집중되면서 이전과 같은 초기 단계의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이 생겨나기보다는 기존의 기술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Amazon이나 Google과 같은 대기업이 기술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에 신규
기업의 해당 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으며 치솟는 사무실 임대료(Rent)로
인해 신규 기업들은 사무실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됨
실리콘밸리와 실리콘비치에서 창업 기반을 마련한 ‘슈퍼 유니콘’으로 불리는 Tesla,
Snap, Uber 등의 기업들도 기업 공개(IPO)를 거친 뒤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혹은
적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함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약 59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약 13억
달러의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계획’에 조달할 예정이며 중산층을 위한 주택
및 교통 부문에도 약 5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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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실업률 및 일자리 현황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2019년 10월 기준 3.7%를 기록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4% 이하의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디렉터

Michael Bernick은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 중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트렌드는 1950년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함
지난 1년간 캘리포니아 내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창출한 직업군으로는 교육과 헬스
케어(9만 800개), 비즈니스(6만 2600개), 레저 및 서비스업(5만 2600개), 공무원
(3만 6700개 )을 들 수 있음

LA 지역 경제 및 고용시장 동향
경제 성장 예측되나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제의 위험요소
캘리포니아의 대표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LA 카운티의 경우 의료,
전문직,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소득 일자리가 증가함. 2019년 말
에는 3.0%, 2020년에는 2.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에는 6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2018년 4.6%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4.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전역이나 캘리포니아와 비교할 경우
LA의 실업률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만 4000달러대를 기록했던 LA의 인당 실질소득은 2020년
에는 약 4만 600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한편 남가주의 주요 구성 지역인 LA카운티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민의 약 57%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비에 사용하고 주민의 약 30%는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됨
주민들의 이러한 주택비(임차료) 부담은 저축,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
과적으로는 관련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경제의
위축 또한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018년 LAEDC의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는 높은 집값과 1년 내내 쾌적한 날씨로
인해 주민 중 약 5300명이 노숙자(Homeless)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직장이
있는 노숙자 문제(Working homelessness)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LA카운티에서는 2020년까지 신규 주택이 다수 건축될 예정이나 2020년 평균 주택
가격은 약 65만 달러로 예상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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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LA카운티에서는 지난 1년간 교육 및 헬스 케어 분야의 일자리가 약 3만 5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3만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그 외에는 교통 및 유틸리티 분야 6700여 개, 비즈니스 분야 2900여 개, 건설
분야에서 14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LAEDC의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 내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는 교육 및 헬스
케어, 호텔 및 서비스업,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인 것으로 분석됨

LA 지역 고용시장, 외국인 취업 유망 분야
미국 이민국(USCIS)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 신청 건수를 기록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전체 신청 건 중 약 59%
라는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고학력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컴퓨터와 관련된 IT 분야임을 알 수 있음
*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 국적의 인력이 특정 기간(최대 6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의미

LA 지역 내에서 유망한 진출 분야 역시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IT
분야를 꼽을 수 있으며 LA 인근 해변 지역인 Santa Monica와 Venice를 중심으로
많은 IT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당 지역은 ‘실리콘비치(Silicon Beach)’라고
불리고 있음
실리콘비치는 지역적으로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Hollywood와도
가까워 다양한 사업 기회와 엔터테인먼트 협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유리하며
미디어 산업이 발달해 영상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 다수
위치함
USC, UCLA, Caltech 등 로스앤젤레스 인근 대학교 출신의 엔지니어와 경영학
전공 인재들은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로스
앤젤레스의 실리콘비치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처럼 실리콘비치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IT 분야는 고학력의 전문직
외국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미국으로 취업이나 진출을 계획 중인
구직자, 창업 준비자 혹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분야에 주목해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겠음
한편 높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회계(Accounting) 분야 또한 고학력의 외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 IT 분야와 더불어 외국 국적의 구직자에게 유망한 취업 진출 분야
중 하나임을 참고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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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미국 및 캘리포니아 고용시장 활성화와 소득 증가 지속, 한국 기업의
수출 증진에 청신호
전반적인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동시에 개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의
증가에 따라 고용시장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연방정부에서도 미국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 및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소비
또한 증가했다고 발표한바 있음
미국 시민들의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수출 증진
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특히 LA가 속한 캘리포니아 지역은 임금과 소비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미국인뿐 아니라 한인 교포 및 아시아계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문을 두드려볼 수 있는 유망 지역으로
분석됨

미국 시장 진출 방법 고민 필요
미국 내에서 다수의 창업을 경험한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캘리포니아 혹은
LA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무작정 미국 지사를 설립하기보다는 이에 앞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전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
아울러 캘리포니아 및 LA 지역은 사무실 렌트 비용과 생활비가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음. 이는 아직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어 초기에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우선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함
한편 다가오는 2020년에는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각종 노동 관련 법규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에서 창업 혹은 직원 고용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의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해 법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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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정용 무선 라우터 시장
가정용 무선 라우터와 WiFi 6
가정용 라우터란
흔히 인터넷 공유기라고 불리는 무선 라우터(Wireless Router)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할당하는 하나의 IP(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기기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무선라우터는

WiFi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장치로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과 서로 다른 프로토콜끼리도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
해주는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관리 도구를 통합함
최근 가정용 무선 라우터의 경우 통신속도, 집안 곳곳 가능한 도달범위(Coverage)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셋업 가능여부 등 사용자 경험(UX)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
이 외에도 최상의 인터넷 품질을 위해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서 고안한 와이
파이 규격인 WiFi 6(802.11ax) 지원 여부가 구매에 고려되고 있음

WiFi 6
이는 다중 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 고속, 저지연성을 구현한
최신 WiFi 규격임
게이밍, 울트라 HD 동영상, VR 스트리밍 등 고용량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면서 라우터가 처리해야 할 트래픽 비중이 늘어나고 무선망의 성능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커짐
WiFi 6에서는 그 전 규격인 WiFi 5보다 트래픽 처리율을 향상시키고 다중 기기
접속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킴

미국의 가정용 라우터 시장
통신 네트워킹 장비 제조 산업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의 2019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킹 장비는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모뎀 및 게이트웨이를 포함함
이 시장의 경우 해외 생산 비용이 낮아 수입산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제
품을 더 좋은 성능에 제공하고 있기에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국 생산 매출은 감
소 추세
ISP에서 네트워크를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고 미디어 및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융합이 장비에 대한 수요를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은 61억 달러 규모로 가정용 라우터가
포함된 데이터 통신 장비는 31.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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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통신 네트워킹 장비 시장 구성

자료: IBIS World

수요 결정 요인
IBIS World에 따르면 통신 제품의 수요는 가격과 품질에 좌우되는데, 소비자는 가
격에 민감하여 가정용 통신 장비는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
광대역 인터넷이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가정용 라우터 시장은 2019년까지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임.
소비자들은 가정용 라우터를 구매할 때 WiFi 신호속도와 범위, 설치 및 구성의
용이성, A/S 등을 고려한다고 함

가정용 스마트 라우터
WiFi 리피터와 익스텐더
WiFi 리피터 또는 익스텐더는 WiFi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됨
WiFi 리피터를 사용하면 기존 WiFi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한 다음 증폭된 신호를
전송하는데 WiFi 네트워크의 적용범위를 효과적으로 늘려 집이나 사무실의 멀리
떨어진 곳, 다른 층에 도달하거나 바깥 마당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기에 용이함
기존 WiFi 네트워크를 수신할 수 있는 위치에 리피터를 배치한 다음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통해 WiFi 리피터에 로그인하고 기존 WiFi 네트워크의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WiFi 리피터를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음

메쉬 네트워크
WiFi 리피터의 경우 하나의 무선 밴드에서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선 성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장치가 연결될수록 성능이 저하됨
최근 가정용 제품들은 메쉬 네트워크를 채택하여 네트워크 장치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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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네트워크는 대표 AP(Access Point)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기존 무선
통신 기지국처럼 안테나 역할을 할 무선 통신 라우터들이 메쉬 노드가 되어 모든
구간을 무선으로 연결해가는 방식
통신 네트워크 기업 NETGEAR에서 메쉬 네트워크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경제성, 확장성, 처리량, 신뢰성, 자율성, 단순성 등

시사점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서의 스마트 라우터
Google, Amazon은 스마트 라우터로 인터넷 사용시간, 디지털 소비 등 고객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얻고자 하며 Amazon은 이미 시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eero 측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고품질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지 광고나 고객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며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이었지만 Amazon에 인수된 현재 그 입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
Amazon Web Services는 Netflix 및 Pinterest를 포함하여 인터넷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mazon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
들이 웹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볼 수 있는데 eero 라우터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됨.

스마트홈 생태계를 위한 스마트 라우터
Google과 Amazon은 홈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인 NEST와 eero 인수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스마트홈 기기들이 한 회사로 통일될 경우 단순화된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정용 무선 라우터를 구매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메쉬 네트워크 시스템, WiFi 6 지원 여부, MU-MIMO 기능, 넓은 도달범위,
높은 보안성, 빠른 전송속도 등을 보장하는 전문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정에 적합한 제품을 여러모로 따져서 고르는 것이 필요함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전문가는 “이동통신 표준인 5G가
중요한 만큼 최신 WiFi 표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며, 가정용 무선 라우터 구매에
서는 이와 더불어 메쉬 네트워크 시스템을 반영한 제품이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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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독일, 인간과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기술 개발의 현주소
- 자동화 속도 가속화로 2021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 2017년 대비 81% 증가 전망
- 인간과 로봇의 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상호작용, 최적의 협업 조건 등 연구 개발이 한창
- 한·독 인공지능 관련 개방형 협업 기회 마련

글로벌 산업용 로봇, 2021년 380만 대로 2017년 대비 81% 증가 전망
독일의 산업용 로봇 밀도, 한국과 싱가포르에 이은 3위
- 통계 기업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의 글로벌 재고가
2017년 210만 대에서 2021년 38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Statista에 따르면 독일은 2017년 직원 1만 명당 322대의 로봇을 보유해
산업용 로봇 밀도가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보다는 앞선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독일 기업은 상대적
으로 일자리 손실이 적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함.
- 독일 한델스블라트·보스턴컨설팅의 설문에 따르면 국가별로 향후 3년
고성능 로봇을 설치하고자 하는 비중과 관련해 독일은 인도(97%),
폴란드(96%), 중국(96%)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으로 92%를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이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순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 산업 분야별로 볼 때 고성능 로봇 설치 수요는 현재 평균적으로
4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향후 3년 8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운송 및 물류와 기술·자동차 분야에서
로봇 설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3년 내에는 기술분야가
91%로 가장 높고 이를 이어 운송 및 물류, 자동차, 가공산업, 건강,
상품 생산, 소비재 등의 순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자동화 속도 가속화와 더불어 인간과 기계 협업의 효율성 및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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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증가
- 생산공장에서의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더 이상 생소한 일만은 아니며,
자동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로봇이 보다 자율적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에 투입되면서 인간이 작업
현장에서 로봇을 받아들이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간·로봇 협업의 효율성 또는 안전 문제 및 상호작용,
미래 코봇(Cobots)과의 협업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현 연구 트렌드, 인간과 로봇 간 협업의 효율성과 안전·상호작용·
최적의 협업 조건 등에 초점
인간과 기계 간 협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
- 독일 켐니츠(Chemnitz)에 소재하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는 로봇
팔이 부착된 기계가 조립 공정에 투입돼 있는데 이 기계는 다른 로봇
팔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동차 부품을 조립, 태양광 패널 완성, 분류,
톱질, 용접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로봇 팔에는 새로운 기능이 있음. 이 로봇은 인간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함.
- 독일 프라운호퍼 공구기계 및 성형기술연구소(IWU) 연구소에 따르면 이
로봇 팔에 모든 종류의 센서와 마이크, 동작감지센서를 부착해 로봇
팔이 동작을 측정하나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 즉, 흥분·
스트레스·불안 등 기계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등을 측정
할 수 있다고 전함.
주*: 이러한 로봇포비아(Robotphobia)는 현재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주제임.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 로봇기술부장인 모하마드 비디
(Mohamad Bdiwi)는 거의 12년 동안 인간과 기계의 협업에 종사해왔으며, 거의
1년 반 동안 로봇포비아(Robotphobia)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독일 내
최초로 포괄적인 종합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그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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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75명의 피험자를 켐니츠 공장에서 로봇 팔과 함께 일하게 함.

- 이 연구팀은 피험자의 반응, 기분, 표정 및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대개 일반적이었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로봇
팔과 로봇 주변의 모든 센서로 이를 측정하고 인간 신체에서도 측정
한다고 함.
- 이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는 사람과 기계 사이의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함. 이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며 향후 반년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함.
인간과 로봇간 상호작용 연구도 한창
- 한편 MIT 공대의 달링(Kate Darling)은 실험에서 인간이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더라도 이들이 자율적으로 보이게 되면 생명체를
사물에 투영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고 함.
-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 연구소 역시 실험자가 작은 로봇이 작동을
켜 놓기를 애걸했을 때 로봇을 끄는 것을 망설이거나 전혀 끄지 못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줌.
- 뮌헨 공과 대학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및 실시간 시스템 학과 크놀
(Alois Knoll) 교수는 “시스템은 내부 상태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이용자를 통한 수용을 뚜렷이 향상시킨다”
고 전함. “간단한 예로 로봇 관절의 표시등이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깜박이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 시스템에
더 많은 지능을 부여할수록 인간의 상호 작용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스템이 단순할수록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함.
- 크놀 교수는 연구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사람과 기계 사
이의 진정한 대화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말함.
- 인간은 많은 미묘한 움직임, 자세, 표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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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해도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20쌍의 근육이 있음.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모든 것을 해석한 다음 적절하게 대응
하기는 어렵다고 함.
주*: 머리를 앞으로 끄덕이는 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승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로봇 제조 스타트업 기업 마가찌노(Magazino), 인간이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 환경 테스트
- 독일 뮌헨 소재 로봇 제조기업 마가찌노(Magazino)는 매일 기계와
함께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물류 로봇은 독일 유통
기업인 짤란도(Zalando) 신발 매장에서 신발 상자를 수집하고 분류해
매일 사람들과 함께 일해나가고 있음.
주*: 이 스타트업 기업은 2018년도 한델스블라트와 맥킨지(McKinsey)의 독일
디지털상 ‘The Spark’상을 수상함.

- Magazino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란트너(Frederik Brantner)는
로봇이 눈에 띄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직원들은 비교적 빨리 로봇
과의 협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함. 브란트너는 직원들이 로봇을 알고
로봇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해당 사는 그 때문에 처음 사내 식당에 로봇을 설치했는데 직원들은
로봇을 만지고 작동방식을 볼 수 있게 됨. 그 이후 우선적으로 모든
오류가 해결되고 직원들이 작동 기능을 알 때까지 일종의 모래상자
처럼 창고의 특수한 보안 영역에서 투입됨.
- 한편 브란트너는 로봇이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이 역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또한 브란트너는 안전은 로봇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로봇 앞의 울타리를 제거한다면 이 것이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신해야
한다고 함. 기계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경우에만 안정적으로 작동
한다고 하는데 이를 개발하는 것이 원래 실질적으로 어려운 작업이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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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봇과의 협업 미래, 최적의 협업 조건 연구
- 프라운호퍼 IWU 연구원들의 비전은 바로 자율 중부하 작업 로봇과의
협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함. 이는 알려
지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더 나아가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항임.
- 왜냐하면 소형 로봇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산업용 중형 로봇은 심지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임. 결국 자신의 신체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로봇 팔의 무게는 2.5t에 이름.
- 이러한 협동 코봇(Cobots)은 동료가 돼야 하는 기계임. 보쉬(Bosch),
ABB, 쿠카(Kuka) 등 다수의 제조사가 이미 이러한 코봇을 제공하고
있고 BMW나 Audi와 같은 기업은 이미 사용 중임. 또한 다양한 연
구소와 대학에서도 이러한 주제로 연구 중임.
- 실제로 코봇 사용에 대한 ISO 표준 ‘ISO TS 15066’이 이미 존재함.
이는 로봇이 사람을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우선시 함.
-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의 생산 시스템 및 기계 부서 책임자인 파이퍼
(Marko Pfeifer)는 과거에 직원들이 리프팅 보조 장치와 같은 기계
설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항상 있었다고 말함. 이는 너무 성가신
것으로 인식되거나 직원들은 혼자서 일 처리를 하고자 했다고 함.
이로써 기업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겨나는데 결국 로봇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함.
- 파이퍼는 “로봇의 자율성이 증가하자마자 직원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인간과 기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할 때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
- 비디는 기계가 인간을 아마 오랫동안 100%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작동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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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제한을 느끼지 않도록 최적의 협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 한국과 인공지능 연구 개발 협업 프로젝트 추진 중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연구의 핵심 주제는 ‘인간과의 협업’
이라고 함.
해당 연구소는 독일교육연구부(BMBF)의 지원 하에 3년 기한으로
한국과도 협업 중인 프로젝트(‘WALLl-ET: Warehouse Autonomous
Lean Logistics Entity for Transportation(물류 운송 작업을 위한 자율
로봇 유닛)’)를 추진 중임.
- DFKI의 관계자 Mr. K에 따르면 현재 창고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
행동의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춘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함.
- 2019.4.1.~2022.3.31.까지 수행되는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100만
유로이며, 독일 측 분담금은 50만 유로라고 함.
로봇 플랫폼 자체는 한국의 연구파트너인 한국기계연구원(KIMM)에 의해
개발 및 구축되고 있으며,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DFKI)는 독일 자르브
뤽켄(Saarbruecken)에 위치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과 함께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함.
주*: 음성 상호작용, 다중 모드 대화 및 활동과 인식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된 플랫폼은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인 글로부스(Globus)와의 협력 하에
테스트될 예정이며, 한국 측에서는 개발된 로봇 시스템을 사무용기기
기업 동아의 대전 소재 물류창고에 테스트 될 예정이라고 함.
- 글로부스와의 협업을 통해 슈퍼마켓 고객은 최신 혁신을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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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스마트 로봇 시스템은 특히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글로벌 로봇산업 수요는 2021년 총 38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 역시 1만 명의 322대의 로봇을 보유해 세계 3위의 위치를 확보
하고 있으며, 향후 3년 고성능 로봇을 설치하고자 하는 비중 면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보이고 있음.
독일은 인공지능 분야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선도 기술
관련 연구를 추진 중임. 특히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 및 두이스부르크
- 에센 대학 연구소를 위시해 로봇 제조 스타트업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나 상호작용, 코봇(Cobots)
과의 협업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이 연구 성과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향상시키는데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한국-독일 협업 하에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는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업 기회를 증진하고 향후 또 다른 협업 기회
창출을 위한 개방형 협업의 토대를 다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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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경무역관)
 2019년 히트상품으로 본 일본의 소비 트렌드
닛케이, 올해의 히트상품 발표
닛케이 트렌디와 닛케이 크로스트렌디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발표 및 판매된 상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히트 순위를 평
가해 2019년 30대 히트 제품을 발표함
2019년 10대 히트제품
이미지

제품 개요
ㅇ 워크맨

1

2

3

4

- 일본 최대 작업복 전문기업 워크맨이 선보인 저렴한 고기
능 아웃도어 의류임. 아웃도어 전문점 워크맨 플러스의총 점포
수는 유니클로를 넘어섬.
ㅇ 타피오카
- 음료로도 디저트로도 즐길 수 있는 '검은 알갱이'타피오카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음. 수입량은 18년도의 4.5배로 증가해
대기업까지 시장에 가세할 정도의 국민음료로 정착함.
ㅇ 페이페이(PayPay)
- 두 차례의 '100억 엔'캠페인 등으로 인지도를 급상승시켜
사업개시 1년 만에 등록자 1500만 명을 돌파함. 스마트폰 결제
를 보급시킨 주역임.
ㅇ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 최고 시청률 41.6%을 기록하며, 전국의 럭비월드컵 경기장
과 응원장에 총 200만 인파가 몰려 일본 8강 진출을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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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레이와&사요나라 헤이세이

-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에 전 국민이 열광함.10일의 장기

5

연휴 동안 여행객 수는 역대 최고인 2467만 명을 기록했고 연
호 관련 상품도 다수 판매됨.
ㅇ 보헤미안 랩소디

- 40년 전의 록밴드 퀸을 다룬 영화가 130억 엔의 흥행수입

6

을 올림. 퀸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층까지 열광하고 음악CD도
163만 장이나 판매됨.
ㅇ 넷플릭스(Netflix)
- 4년 전 일본에 상륙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7

화제의 오리지널 작품을 쏟아냄. 유료회원수는 77% 증가하며,
300만 명에 달함.
ㅇ 요네즈 켄시(가수)
- CD판매 불황 시대에 '말과 사슴'앨범이 발매 첫 주 40만

8

장을 넘는 판매량을 달성함. '파프리카'등 프로듀스 작품도 모두
인기를 끌어 레이와 시대의 신 히트 메이커가 됨.
ㅇ 룩 플러스 배스터브 클렌징(욕실세제)
- '문지르지 않고 세정'이라는 편리한 사용법으로 리피터를

9

늘려 발매 1년 만에 2200만 개를 판매함. 욕실세제 시장 규모

10

를 20% 확대한 쾌거를 이룸.
ㅇ 핸디팬(손선풍기)
-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는 젊은 층의 다른 쪽 손을 꿰
차는 등 히트에 성공해 인기 모델은 90만 대 출하됨. '들고 다
니는 선풍기'가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패션이 됨.

2019년 히트상품으로 보는 소비 트렌드
새로운 식감과 감성을 앞세운 제품이 소비자를 자극
- 타피오카음료 :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과 함께 리바이
벌 붐, 화류의 급격한 성장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어필. 수입량도 2018년 보다 4.5배 증가해 대기업까지 시장에 가세할
정도의 국민음료로 정착함
- 알갱이 안에 주스가 들어있는 독특한 식감의 칼디 코팅 주스도 인기
를 얻는 등 2019년 일본에서는 새롭고 재밌는 식감에 대한 호기심이
소비로 이어져 큰 호응을 얻음

휴대성과 편리함을 내세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어필
- 5월 북해도에서 최초로 39.5도가 관측되고 도쿄 도심에서는 최저기
온 25도 이상 지속 일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한 2019년 여름 「핸디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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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가 인기를 끔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식품도 인기가 급등. ‘프로테인바’는
품절 현상이 속출하기도 했으며, 음료타입인 ‘자바스 밀크 프로테인’
은 매출이 전년대비 1.5배 상승함.

시사점
일본 시장공략을 위한 마케팅 전략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휴대성을 강조하거
나 가사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편리함을 강조한 마케팅과 새로운 식
감의 먹거리 등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는 방식의 마케팅임이 필요
- 식품 분야에서도 유아용 액체밀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프로테인
푸드 등의 편리함을 강조한 상품 다수가 순위권에 올랐음. 일본인
의 입맛에 맞는 편리함을 앞세운 제품의 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됨.

 2020년 일본 시장진출 전망
2020년 일본 경제전망
개인소비 둔화(소비세율 인상 8%→10%) 등 성장세 주춤 전망 – IMF
0.5% 성장 예측
- 긍정적 요인 : 수출회복, 2020도쿄올림픽 등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
가, 금융완화책 및 정부지출 유지
- 부정적 요인 :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세계 경기 불확실성 확
대, 인구감소•고령화 등 활력 저하

주요 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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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내용
• 국내 생산 900만대 • 판매 500만대는 유지전망이나

자동차

자동차

시장 정체 상태
• 중국, 미국의 수요 감소 전망

차세대

• 기술 혁신과 신서비스 개발 진행

자동
차
건설기계
기계
공작기계
반도체
전기전자

전자부품
전기기기
스마트폰

전자•가전
가전

• 법률 및 인프라 정비도 서서히 진전
• 사회 수용성 및 수익모델 확립이 과제
• 국내 수요 회복 및 북미•유럽 인프라투자 전조
• 미중 무역마찰 및 광산수요 둔화가 리스크
• 2018년 수주액은 과거 최고 기록
• 미중 무역마찰 여파로 최대 시장 중국의 경기 감속 우려
• 공급과잉에 따른 메모리 단가 저하에서 벗어나 IOT
화에 따른 수요확대로 재차 성장국면으로 전환 전망
• 5G 본격화에 따라 통신기기, 자동차, 공장자동화 등
전자부품 수요 확대 전망
• 일손 부족에 따른 기업의 디지털 투자, 노후 인프라
갱신 수요가 순풍. BtoB 사업 수요 전조
• 5G 대응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포화시장에 활력 요
소 기대감
• 국내 전체 수요는 정체 전망
• 맞벌이의 증가로 세탁기 등 고부가가치화•고기능화 제품 인
기
• 2020년 상용화 예정

5G
정보통신

AI
사이버

식품

화장품

• 5G기술과 자동차, 의료, 보안, 컨텐츠 등 각 업계간
융합으로 게임체인저 역할 기대
• 기업의 생산성 효율화 움직임
• AI벤처와 대기업과의 연계/투자가 가속
•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 이벤트 개최에 따른 사이

세큐리티

버 공격 대응 수요 증가
• 원재료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 러시

가공식품

•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국내시장 성장세 주춤 예

화장품

상
•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고가 화장품 호조
• 주요 화장품 각사 증산체제로 경쟁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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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시장에서 한국은 - ’19.9월 누적 수출
대일 수출 13대품목은 석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원료․부
품이 차지
- 수출 품목 9위를 차지한 기호식품을 제외하고는 원료•소재•부품•장비 관련 품
목

5대 유망 소비재는 품목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 수출증감율•화장품 30.5%, 의류 4.3%, 농산가공품 17.4%, 의약품 30%
/ 생활용품 –1.3%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전력시장 개혁과 탈 탄소화를 위한 노력
- 2020년 발전과 송배전 법적 분리, 전력시장에서 효율 경쟁 가속
- 전기차 및 수소연지차량 확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사회 진입 계기
로

Connected Industries, 산업 전반에 IoT를 결합
- 생산성 하락과 신규 수요 창출 부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
- IoT, 빅데이터, AI, 로봇, 공유경제 등 4차 산업을 전 산업에 도입, 다양
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

일본 벤처 붐과 스타트업
- 일본 벤처 붐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 일본 벤처기업 자금조달액은 3,880억엔(’18년, 전년대비 22.4% 증가)
으로 역대 최대
• 벤처기업 1개사당 조달액도 확대 추세로 ’13년 대비 4배이상 확대
- 일본 대기업,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 벤처투자 적극적

기회 요인 및 진출 전략
일본의 인구변화와 고령자 시장공략
-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8.5%로 약 36백만명에 달함(’19년 현재)
• 건강상태에 따른 고령자 시장이 세분화 되고 있으며,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
• 요양, 간병 등 복지 외에도 주택, 헬스케어, 식품유통, 피트니스, 레저
- 23 -

주택 등 시장개척 필요
⇒ 고령자 시장 겨냥 의료•바이오 시장 진출 전략
· 원격진료, ICT 접목 헬스케어 분야 등이 유망

생산가능 인구 확보와 일하는 방식 개혁
- 맞벌이 증가, 여성 노동인구 확대, 육아 관심 증대 등 라이프 스타
일 변화 공략
⇒ 유망진출 분야
- (아이디어 생활용품) 사용 편의성 제고 제품이 인기
- (육아·완구용품) 출산율 완만한 상승세로 교육용 완구에 대한 관심 다대
- (컨텐츠) 2020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의무화로 아동 대상 서비스 확대
→ 어학교육 및 관련 IT기기 유망

한류붐 활용 및 방일 관광객 인바운드 소비 공략
- 한류의 생활화로 K패션,뷰티, 식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분야로
인기가 확대
- 방일 관광객 4천만 시대, 외국인 한류 팬도 공략 필요

전기차 부상·전력시장 개편 등 시장 변화 활용
- (전기차 부상) 전기차 및 수소연료차 등 차세대 자동차 생산 확대와
관련 수요 부품 변화
- (전력시장 개편) 2020년 송전과 배전부문 법적 분리, 원가 절감 경
쟁으로 신규 진입 기회
⇒ 전기차 시장 진출 전략
· (전략) OCD(품질·가격·납기) + 기술력
⇒

전력 기자재 시장 진출 전략

· (가격) 일본 기업 대비 10~30% 전렴한 가격 기대
· (제휴) 현지 영업력을 보유한 기업과 연계 필요
※출처 : 닛케이트렌디, 일본 내각부, 일본 총무성, KOTRA 2020 세계주요지역별 시장진출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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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사무소)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현황 및 한국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시사점
중국 자동차 산업은 2000년부터 고속 성장세를 보이며, 2009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이 1,379만 대에 달하며 자동차 생산량 세계 1
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2,901만 대, 판매
량은 2,887만 대를 기록하였고, 2018년 생산량은 2,780만 대, 판
매량은 2,808만 대를 기록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6~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 및 증가율

자료 : 中国汽车工程研究院股份有限公司

2019년 1~7월 자동차 생산량은 1393.3만 대, 판매량은 1413.2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은 13.5%,
판매량은 11.4% 하락한 수치이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이 하
락세를 보인다고 하여 추후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1,000명 기준 자동차 보유량과 상승세를 보이는 신재
생에너지 자동차산업을 들 수 있다.

1.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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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0명 기준 자동차 보유량
2018년 1,000명 기준 자동차 보유량은 미국은 약 800대, 일본은 약 600
대, 독일과 영국은 약 600대인 반면, 중국은 170대로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세계 주요 국가 1,000명 기준 자동차 보유량 비교

자료 : 中国汽车工程研究院股份有限公司

② 상승세를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로부터 전기자동차 생산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200곳이 넘으며, 신규로 자동차 생산 자격을 취득한 곳은 15곳에 이른
다. 공업·정보부(工信部)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차종은 500개
이상이며 매년 생산량은 30만대에 이른다. 2016년에는 55만 대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50%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2017년에 72만대의 신재생에너지 차량이 생산 및 판매되었다.
2010~2017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 현황

자료 : 中国汽车工程研究院股份有限公司

2019년 1~7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70만 1천 대, 판매량은
69만 6천 대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량 및 판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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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가량이 증가한 수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하락세를 보
이는 중국 자동차 산업 시장에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향성
제시,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안,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부
품사에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한다.

2.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 포인트
① 전기화 : 전기화는 도시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연료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중요시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스마트화 : 스마트화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
동주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노동을 줄일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며, 자동차 기술발전 수준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앞으로 물류용 차량과 장거리용 상용차를 포함한 차량이 사물
인터넷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화의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③ 경량화 : 경량화는 자동차 에너지 절약, 배기량 감소에 가장 밀접
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자동차 산업 발전 수준을 구현한다.

3.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안
전기자동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성으로 꼽힌다.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① 삼전시스템(三电系统)을 이용하여,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전기
충전능력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 및 부품에 주목을 바란다.
② 주행거리를 늘리고자 무거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효율, 경량화 된 주행거리 레인지 익스텐더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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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터리 팩 파워 밀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전기자동차의 경량화는 더
욱 중요하다. 하지만 경량화 기술은 소재 성능과 부품 간의 상호관
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경량화를 통해 높은 가성비의
부품, 완성차를 생산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4.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부품사에 남기는 당부
중국의 빠른 발전, 구매력 상승, 자동차 가격의 하락 등은 자동차 생
산량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산업 발전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로컬브랜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고급 브랜드가 상승하는 추세로 보이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자동차 시장에서 저가, 저품질의 부품은
더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고품질의 부품이 경쟁력 있
을 것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하게 중국시장을 분석하고 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고급차량에 적용되는 고품질의 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
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정책 트렌드를 파악하여 해당 분
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이 초고속 발전을 이루었으나 최
근 중국 자동차 산업은 하락국면을 맞이했다. 경제둔화가 비교적 크
고, 주민들의 소비심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이
전의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이 많지 않다는 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상승세
를 보이는 점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아직 발전 여지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전기화", "스마
트화", "경량화", "고품질화"의 방향에 초점 맞추어 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각 기업들의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된 고품질의 부품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으며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