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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산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금번 위기 이후에 소비가 되살아나고 생산이 재개된다 하여도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Transformation)를
포함하는 New Normal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이여야 한다.
코로나19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실험적인 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단순한 위기에 대한 대응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위하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친환경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로 먼저 타격을 받은 중국과 한국 등의 아시아 권

차 위주로 소비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공장 가동은 지역적으로 시차를 두고 재개되고

은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수요가 급감하였던

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1분기에 동기 대

유럽과 미국은 친환경차 위주로 서서히 판매가 재개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는 중국

비 42%까지 감소하였으나, 4월과 5월에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취득세 감면 등의

을 시작으로 공장이 돌아가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적체된 재고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

보조금 효과와 더불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진하면서 판매와 생산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다.

2020년 6월까지의
국가별 실적

국가

판매 감소분

전년 동기 대비
(YTD June 19)

생산 감소분

전년 동기 대비
(YTD June 19)

주요 사항

중국

-1,948,906

-19.5%

-2,513,541

-26.2%

6월에 11%의 강한 수요 회복세를 나타냄.

일본

-458,100

-20.1%

-1,141,007

-27.2%

5월말 긴급사태 해제. 6월 판매 23% 감소

한국

41,830

5.9%

-420,121

-22.6%

6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로 6월 41% 판매 급증

미국

-1,541,330

-22.9%

-1,508,816

-39.0%

6월, 26% 판매 감소. 4월과 5월 대비 다소 개선

북미(미국 제외)

-447,002

-34.8%

-1,084,451

-43.6%

6월, 25% 판매 감소. 생산은 재개 되었으나, 40% 생산 감소

독일

-638,771

-34.5%

-933,167

-39.0%

6월, 판매 (-32%) 및 생산 (-20%) 감소

영국

-615,586

-48.5%

-297,085

-44.5%

5월 대비 6월, 판매 (-35%) 및 생산 (-50%) 다소 회복

프랑스

-447,725

-38.5%

-553,540

-60.7%

6월, 등록대수 증가. 생산은 -40% 감소

이탈리아

-504,873

-46.4%

-164,219

-52.6%

5월 (-50%) 대비 6월에 다소 회복 (-23%)

스페인

-410,107

-54.7%

-482,546

-40.9%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6월에 다소 회복한 -37%. 생산 -40%

기타 서유럽

-804,648

-33.5%

-1,189,381

-41.7%

생산재개 지역 증가: 6월 -41% 생산

터키

47,217

30.2%

-135,963

-28.9%

인센티브와 전년도 기저 효과로 6월 58% 판매 증가

기타

-2,332,870

-30.4%

-2,511,238

-38.7%

전년 동기 대비 30% 생산 감소

Total

-10,060,869

-26.9%

-12,935,075

-34.7%

재고 물량 소진에 따른 생산과 판매의 디커플링 추세 지속
출처: PwC Auto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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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주요 인센티브 프로그램
국가

세금 혜택

구매보조금

중국

취득: 2022년 말까지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10%), 2023년 12월까지 중고차
매매에 대한 부가세 2.0%에서 0.5%로 감면

신규 인센티브 계획 (2020년 7월 22일~): 자동차 기본 가격이 30만 위안 이하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2020년 17,000~24,000위안, 등록제한 완화

일본

취득: 연비 및 환경 기준에 따라 소비세 (개인차량 3%, 법인차량 2%) 폐지

전기차종에 따른 구매 보조금. Km당 국가에서 1000엔 지급.
(BEV의 경우 최대 36만엔, PHEV의 경우 최대 18.3만엔 지급)

한국

취득: 신규 차량 취득 시 부가세 감면 (5% → 1.5%) (2020년 3~6월)

BEV 구매 보조금: 7,920,528원, FCEV 구매 보조금: 22,324,185원

미국

취득: 전기차 연비 기준 연방세 면제. $7,500까지 세액공제 가능.
제조사 판매물량이 20만대 도달 시 보조금은 사라짐

국가 세금 공제에 추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
BEV: $1,500~2,500, PHEV: 최대 $1,500

독일

취득: 202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부가세 감면 (19% → 16%)

2021년 12월 31일까지 ‘혁신 보너스’ 추가 지급

법인차량: 법인차량을 개인 사용 경우 해당 세금 일부 감면
(BEV&PHEV, 1% → 0.5% / BEV 차량 가격이 € 60,000 이하인 경우 0.25%)

실제판매가격 ≤ € 40,000 : BEV와 FCEV에 € 9,000, PHEV에 € 6,750
실제판매가격 > € 40,000 : BEV와 FCEV에 € 5,625, PHEV에 € 5,625

보유: BEV와 FCEV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 면제
영국

취득: 법인 소유 BEV, PHEV에 대해 면제
보유: 친환경차에 대하여 최저율 적용,
2020~2021년: 0%, 2021~2022년: 1%, 2022~2025년: 2%

프랑스

이탈리아

취득: 지방별 ‘대체동력차량’ (e.g. BEV, PHEV,CNG, LPG, E85)에 대한 세금 면제
(전액 또는 50%)

실제 판매 가격이 50,000 파운드 이하일 경우 자동차 딜러를 통해 정부 보조금
3,000 파운드 지급
1. 20g CO2/km 이하 배출량

법인차량: 20g CO2/km 미만 탄소 배출 차량에 대해 CO2 기반 세금 (TVS) 면제

(1) 자동차 실제 판매가 ≤ € 45,000: 가구당 € 7,000, 개인 € 5,000
(2) 자동차 실제 판매가 € 45,000~60,000: 가구 및 개인 € 3,000
2. 50g CO2/km 이하의 배출량 - 실제판매가 ≤ € 60,000: 가구당 € 5,000, 개인 € 2,500

보유: 전기차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면제, 이후 동급 유류차에 부과되는 세율의 75%
감면

보너스: BEV 차량에 대하여 최대 € 5,000 (2021년 12월 한)
CO2/km가 50g 이하 PHEV 차량에 대하여 최대 € 5,000 지급
벌금: 250g CO2/km 이상의 탄소 배출시 최대 € 2,500

스페인

취득: 탄소 배출량이 120g CO2/km 이하인 차에 대해 특별세 면제
카나리아 제도: 부가세 부분 감면
보유: 스페인 주요 도시(e.g. 바르셀로나)의 BEV에 75%만 부과

MOVES plan: 폐차량 (7년 이상 연식)
- 개인당 BEV € 4,000~5,000 / PHEV € 1,900~2,600 지급
Van: 개인당 € 4,000~6,000

터키

등록세(OTV) 면제: BEV의 경우 3~15%, 내연기관차(ICE)의 경우 160%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신규 및 중고 차량에 대해 저금리 대출 패키지 제공
출처: PwC Autofacts®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월과 2월에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3월부터는 개별

생산 측면에서는, 2월 중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후,

소비세 70% 감면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신차 출시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미국과 유

3월 빠르게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이후 해외 수출 급감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럽 대비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는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주요국의 이동제한이 완화되면서 영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
로 수요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어 친환경차를 제외하고 수출은 4월에 이어 5월까지
2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다.

자동차 판매 (내수+수출) -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생산 -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천 대)

(단위: 천 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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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져 있었던 수요가 조금
씩 살아나고 있다. 정상으로의 회복시기는 코로나19 위기의 전개 상황과 소비세 인
하나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 정책과 같은 각국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및 기업들의
다양한 판촉 활동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 (2020년 1~5월)

(단위: 천 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현재 유럽 각국의 정부 정책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
차 위주로 지원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한국의 자동차 수출 역시 친환경차 위주로 점

2020년 1~5월 친환경차 점유율 (내수+수출)

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판매 (내수+수출)

(단위: 천 대)

(단위: 천 대, %)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5

6

Samil Industry View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함에 있어서 2008년 세계 금

이에 따라,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융위기나 과거 아시아 경제 위기와는 같으면서도 다른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루어져야 하고, 확보된 현금은 기업을 보다 강하고 민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견디어 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 위기 극복 사례에서 얻은 교훈으로 발빠르게 움직
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유동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구조조정으
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시
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세계 경제 및 상황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본적인 체질 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견디어 내기 위한 비용 감소와 현금확보를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조
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민첩함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할 것을 구분 집중하여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비용 구조로 변모하게 하고 장기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고정비였던 사무실 임차 비용이
원격근무로 인하여 변동비로 전환되면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은 기업의 ROE를 높
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5대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시사점

A

Asymmetry

• 빈곤한 지역,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됨
• 부의 피라미드에서 최하위 계층의 실업률 증가
• 중소 자영업자의 대규모 파산 예상
• 국가 부채 증가 및 GDP 하락

D

Disruption

• 대형 테크놀로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빠르게 증가될 것

A

Age

• 미성숙 국가 - 일자리 부족에 대한 압박 증가

•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

• 선진국 - 연금과 사회복지 시스템 압력 증가
• 개발도상국가 -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전이 세대간 갈등 촉발

P

Polarisation

• 공급망 이슈로 인하여 탈 세계화·지역화 경제 증가

T

Trust

• 기관에 대한 불신: 공평과 형평성 있는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

출처: PwC Reinventing the Future

• 국가별 지역별 보호주의 증가

• 위기 관리에 성공한 기관 또는 리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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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수요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
단기: 1사분기

공장 가동 중단

Market

완성차

Suppliers

Finances

판매 중단

공장 폐쇄

간헐적 공장 가동

현금 흐름

이동제한으로 인한 신차 판매
급감. 딜러삽의 영업 및 판매
할부 일시 중단

변동비 최소화를 위한 공장
폐쇄 - 직원 해고 및 파산을
피하기 위한 조치 실시

전반적인 수요 부족에 따른 부품
생산 차질 발생 - 부품 공급망에
대한 치밀한 조율 필요

매출감소는 4월 이후의 현금
유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비용 구조는 불변

위기 vs. 정부 지원 정책

생산 재개

공급망의 복구

수익성에 대한 영향

경제적 위기와 위축된 소비
심리로 신차에 대한 수요 저하
-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차로 집중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재정비로
생산물량의 감소로 이어짐 반복되는 조업 중단으로 본격적
인 생산은 3개월에 걸쳐 점진적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물류와 운송망의 붕괴로 3개월
정도의 복구기간 소요 예상
- 부품사들의 생산 주문과
생산물량의 할당에 대한 협상
시작

매출 및 현금 유입의 감소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밸류체인
수익성 급감 - 파산 가능성
증가

판매의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

공급망의 탈 세계화

통합과 재정렬

이동제한 기간 동안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가능성 확인

다양한 이동수단을 연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상의
테크놀로지 시스템 개발 노력
지속

모든 부품 공급 단계에 있어서
지역별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 - 지역적으로
밸류 체인 관리

Tier 1 부품업체들은 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업스트림
단계의 부품업체들은 수직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재정렬 필요

중기: 2사분기

생산재개 및 회복

장기: 3사분기 이후

구조조정

출처: PwC Autofacts®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번 위기로 우리가
알게 된 것

디지털 판매 채널, 이제 자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가야할 길이다.
사실 디지털의 중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를 사려면 작정하고 여러 군데의 차 딜러샵을 돌아
다녀야 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대신하고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한두 군데만 방문하면 그만이
다. 딜러는 전통적으로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고객은 이
제 대리점 방문에 앞서 이미 차량 브랜드를 선택하고 차량의 모델까지 선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
로나19 위기는 다시 한번 디지털 채널의 중요성을 부각하였고, 특히 변화에 소극적이였던 자동차 산업에서의 디지
털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테크놀로지에 순응적이 되었고 기술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는 자동차 쇼룸을 집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BMW는 Google Action을 개발하여 잠
재적 구매자에게 BMW 3시리즈의 디자인, 기술, 성능 및 모델 옵션 등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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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이미 모든 전기차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구
동방식, 내장재, 색깔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골라 주문하면 자택으로 직
접 배송을 한다. 매장에 가지 않아도 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

브랜드별 온라인 자동차 판매 전략

미국 테슬라

• 딜러점을 경유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차량 시승,
계약 및 인도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직판체제 구축

한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판
매 실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
마존에 연 ‘디지털 쇼룸’의 경우 전 차종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시승 신청과 딜러와의 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BMW 코리아

• BMW ‘샵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 온라인 전용 스페셜 에디션 한정 판매
- M 스페셜 모델과 옵션이 강화된 SUV 라인업 등

과 같은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딜러를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시장 방문 및 대면 판촉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수입차 업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판매 채널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폴크스바겐 코리아

• 딜러 상생 모델
•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해 폴크스바겐과 딜러가 함께
고객 관리

그러나, 실제로 고객이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매 결제까지 완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자동차 구매는 물리적 접점을 필요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앞으
로도 최종 구매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디지털 채널은 구

르노삼성

• 온라인 전용 스페셜 에디션 출시
- 온라인 구매 청약으로 딜러 연결 후 최종 계약

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예약, 서비스 대금의 지급, 스페어 부품
과 액세서리 구매, 픽업이나 견인과 같은 차량 구매 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판매 모델 위에 오프라인-디지털 접근 방식을 연동시켜 고객의 새로운 니
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은 아직 수입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 유통이 디지털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의 딜러샵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금은 ROE가 높은 곳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017년 전 차종 온라인 직접판매 사이트 개설

현대기아차

• 현대차, 인도, 미국 및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선 도입
확대 (Click to buy)
• 기아차, 범유럽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개발 착수 - 견적부터
배송까지의 전 구입 과정을 온라인으로 가능
• 국내에선 시행 어려움 (자사 직원 대상으로만 온라인으로
한정된 대수 판매)

(출처: 각사 뉴스 취합 정리)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각화와 가능하지 않았던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졌다.

프로토타입의 제조 기술은 상용화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달 전만해도 생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은 모든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각지도 못했던 다각화를 시도하고 협업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업들과 얼라이언스
(Alliance)를 맺는 경험을 하였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첨단제품개발센터’에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던 3D 프린팅 설

영국에서는 항공기,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 선두업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목

로버의 이러한 노력은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적인 제조 기술은 지금까

적의 산소호흡기(Ventilator) 제작을 위해 VentilatorChallengeUK 컨소시엄이라는 이

지 회사 내의 프로토타입이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지만, 코로나19의 위

름으로 뭉쳤다. 이 컨소시엄에는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방위산업기

기로 이제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업인 BAE 시스템스, 자동차업체 포드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포드는 3M과 함께 의
료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전동식 공기 정화 마스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를 생산하였다. 비록 우리에게 낯선 글로벌 사례이긴 하지만, 협업
과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보여준 유연성과 민첩성은 우리에게

비를 가지고 의료 인력이 사용하는 재사용 안면보호대를 개발 생산하였다. 재규어랜드

자동화 역시 이번 위기에서 그 상업적 적용을 확인하게 된 기술이다. 자동화에 투자
를 하였던 기업들은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생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생산 가동이
가능할 수 있었고, 위기 이후 생산 재개와 정상화에 보다 수월할 수 있었다.

도 새로운 협업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망은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우한 지역의 부품 공장 조
업 중단으로 인한 부품 재고 부족은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의 일시 중단 사태로 이어
지게 되면서,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부품 공급 기반을 명확
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주
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위기 당시에도 부품의 공
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 앨리버마 공장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부품 공급 차질을 빚었던 문제의 도료는 독일 화학업체 머크(Merck) 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근 오나하마 공장에서 생산하는 고광택 안료인 시랄릭(Xirallic)
으로서, 전 세계에서 시랄릭을 생산하는 공장은 이곳 하나 뿐이였다. 현대자동차는 시
랄릭의 공급 차질로 일부 특정색상 차종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크라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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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경우 총 10가지 색상, 포드는 4가지 색상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바 있다.
단기적으로 신차에 대한 수요 위축은 불가피하다. 중국을 시작으로 급감했던 수요가
공급망 네트워크의 견고성은 전체 공급망 중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기준으로

4월과 5월에 되살아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도 중국의 궤적을 따라 회복을 기대하

평가되어야 한다.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바로 다음

고는 있으나,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전개상황과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단계의 부품 업체들 만을 파악하고 있다면, 운영 및 생산 정상화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기타 신흥 시장은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의 타격과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수요 회복

것이다.

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2.6%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

불확실의 시대에 각광을 받는 스마트 모빌리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비 심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꺼이 지갑을 열지 않으려
는 소비 위축 상황하에서는 사용한 거리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pay-for-use mobility
서비스나 서비스 형 모빌리티인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산업이 보다 각
광을 받게 될 것이다. 버스, 택시, 철도, 공유 자동차 등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
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마스(MaaS) 서비스의 각광으로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술 및 데이터 제공 기업들이 더욱 유망해질 것이다.

차 판매량의 감소 폭이 7%로 선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유
럽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매
를 미룬 대기 수요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12개월에서 18개월 이후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
로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책이나 보조금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에 집중될 것
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요는 국내 내수와 수출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국내 내수
에 있어서 3월에 쏘렌토와 코나 등 SUV 기반 모델과 신형 K5 기반의 신형 하이브리
드가 출시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소 전기차 역시 구매보조금과 마케팅
강화의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32.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 폭이 7%로
선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 자동차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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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전기차(EV)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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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전기차 판매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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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wC Autofacts®

하이브리드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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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원이나 부품 업체에 대한 인수 합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 측면에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인력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기술에 있어서 이슈가 될 만한

단기 대응: 수요 재 예측, 판매 촉진 그리고 원활한 공급

사항을 파악해 보자.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직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핵심 기술의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자. 또한, 새로운 기술

어떤 비즈니스를 먼저 정상화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을 원격으로 빠르게 숙지시킬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력 측면
에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수요를 가리키는 다양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생산라인, 지역이나 국가, 리테일이나 소
비자 군에 대하여 정상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자.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
고에서 가능한 최대치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집중하자.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매출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 꾸준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VR이나 AR 등을 활용하여 가
상공간에서 영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도록 하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

판매 유통망을 바꾸어야 한다.

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테스트 드라이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또한, 이동 제

변화(Transformation)는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딜러

한이 완화된 후 매출을 바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할인이나 가

망을 훨씬 더 광범위한 판매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매자

격 정책, 또는 파이낸싱 조건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와 직접 연결을 하던, 아니면 딜러와 연결을 하던 온라인 판매망을 도입하고 증강현
실에서부터 CRM 시스템까지 다양한 고객과 판매 툴을 총체화하고 디지털화하여 판

공급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여의치 않으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 네트워크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그 안에서 기존 전통 딜러 망의 역할을 재

주요 부품공급 업체들에 대하여 인력 가용여부, 재무적인 여건, 그리고 국경간 이동

고 특정 시장에서는 다운스트림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 경험을 개선할

제한 등을 평가하여 생산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위기에 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보자. 선수금 지급, 출자 등과 같은 유동성의 지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리테일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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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 모델을 바꾸어 보자.
이동제한 기간 동안 작동되었던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탄소 배출 목표를 반영하자.

한편,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자. 위기 동안에 임시적으
로 적용된 신속하고 단순화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유지하도록 하자. 각 부서별로 폐
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형태를 없애고, 필요한 경우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동시
에 필요한 경우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탄소 배출 목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중기 목표로 설정을 하였다면, 조
만간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10~15년 이후에 또 한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자.

혁신을 강요받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가 필요한 지금 움직이는 것이 낫다.

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를 하는 형태에서 대안적으로 구독(subscription) 모델을

전통적으로 변화에 저항이 심한 산업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관습을

고려해 보자. 전략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투자하고 새로운 혁신과 기술에

없애고 변화를 가속화하고 실험적인 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위기 대응 국면에서 자동

대한 얼라이언스를 맺고 공동 투자 기회를 탐색해 보자.

차 산업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정상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을지, 아
니면 이전과 다르게 더 나은 것을 창조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

유연성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자.

하여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부품의 조달과 공급에 있어서, 유연성을 개선할 방안을 강
구해 보자. 어쩌면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부품 조달에 유연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 이후의 회복 탄력성을 올리기 위하여 생산에 중요한
부품을 파악하고 사내 생산 또는 외부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시 검토해 보자. 잠재
적 이슈를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급망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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