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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계 동차 산업  가치사슬  살펴보고 한  동차산업  계  경쟁  

확보하고 는지 하고  한다. 또한 한   차업체  현 동차  가치사슬  살펴보고 사  

통해 공  찾아보고  한다. 현 동차 공 사슬   과  살펴보고 공 사슬  현 동차 

에 어 한 향  주었는지 하고 업들  수직  업 에 해 살펴보고  한다. 한  동차산업  

계⋅ 술 심에  ⋅통신 술  심  ⋅복합화가 진  업  간 가 확 고 다. 현 동

차는 내  수직  계열화  도 하여 사업 에  원가 감  고가 동차 생산  경쟁  확보하 고,

 체 달  가격경쟁  우  확보했  공격  경   판매  통해 경쟁  여가고 다. 현

동차는 미 , 도,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에 공  립⋅운 하고 다. 과 수합병 등  통해 현

비스  비 하여 51개 계열회사  운 하고   심  독  수직  업  하고 다.

현 차는 해  듈 업에 한 도  극복하고 비스  심  공 가치사슬  지하고 다.

주 어 : 가치사슬, 동차산업, 현 동차, 사 , 공 사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lobal value chain of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to 
investigate the success factors through the example of the value chain of Hyundai Motor. It looks at the value 
chain of the well-known Korean automaker, Hyundai Motor, to find success factors with cases. It examines the 
process to build the supply chain of Hyundai Motor to analyze what impact it has on the growth of Hyundai 
Motor to look closely a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of vehicle parts manufacturers. Korea’s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expanding cooperation between two sectors as a multifunctional promotion focusing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machinery and technology center. Through introducing the nation's first 
vertical integration in the sector, Hyundai Motor has secured competitiveness of cost reduction and prestige car 
production. Hyundai Motor has operated and established factories in the United States, India, Turkey, the Czech 
Republic, Russia, and Brazil. Hyundai Motor operates 51 affiliates, such as Hyundai Mobis, by restructuring,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building their own vertical division of labor around it. Hyundai Motor has been 
overcoming dependence on foreign modules businesses and maintaining the supply value chain around Hyundai Mo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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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자동차시장은 속하게 발 하고 있다. 2014년 9

월 국에서는 세계 최 3D 린터로 자동차를 제작하

다[1]. 자동차시장에 자율주행(Self-Driving Cars)이

실화되면서 테슬라는 매 차량에 이미자율주행을

용하고 있으며 아우디와 벤츠도 승용차를비롯하여 트럭

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용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뿐만

아니라 구 이나 애 등 IT 기업들도 시장에 참여하면

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로벌가치사슬(GVC)은 상품의 기획⋅생산⋅ 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치사슬의 모든 활동이 로벌

한 차원에서 수행하는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GVC가

형성되는 요인은 운송수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각

국의 수입 세 인하, 기업 간 경쟁 증가, 서비스 부문의

무역자유화로 기업 략 변화, 신흥개도국의 렴한 공

업체 등장 등을제시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증가하면

서 기업들은 경쟁력 증 를 해고부가가치 핵심역량에

집 하고 비핵심역량은 외주로 환하면서 GVC가 진

되고 있다[2].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자동차산업이 한국경제의 고용에서 175만 명(7.3%), 생

산액 171조원(11.4%), 부가가치 51조원(10.6%), 세수 38

조원(16%)을차지하고 있다[30,31]. 한국자동차산업에서

업계 1, 2 인 자동차와 기아차는 국내 시장 유율

80% 와 세계 시장 유율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32].

한자동차산업은철강, 자동차, 유리 등 련산업의다

수의 력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경제에서매우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세계 자동차산업의 GVC를 살펴보

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GVC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 한국의 표

인 완성차업체인 자동차의 GVC 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 공

사슬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공 사슬구축이 자

동차 성장에 어떠한 향을 주었는지찾아보면서 부품

소기업들의 수직 분업구조에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GVC 경과 행연

2.1 GVC 경

한국 자동차산업은 기계⋅기술 심에서 자⋅통신

기술 심으로 융⋅복합화가 추진되면서 이업종 간 교류

가 확 되고 있다. 자동차는 국내 최 로 수직 계

열화를 도입하여 사업부문에서 원가 감 고가 자동차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 고 부품의 자체조달로 가격

경쟁력 우 를 확보했으며 공격 경 매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라질

에 공장을 설립⋅운 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법인신설 등을 통해 모비스를 비롯하여 51개 계열회

사를 운 하고 있으며 이를 심으로 독자 인 수직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 모듈기업에 한 의존

도를 극복하고 모비스를 심으로 공 가치사슬을 유지

하고 있으며 국내 모듈기업들을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있

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분업을 통해 공 사슬의 수

직 분업구조로 완성차기업- 간 리기업-하 생산기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는 직 가치창출보다 부

품기업들의 납품 리와 유통망 통제를 통해 부품기업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흡수하면서 하 생산기업들을 리

하고 있다. 모비스는 부품 문기업으로 자동차

발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VC는 과거 기업내부에서 수행되던 가치사슬의과정

이 이제는 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 증 를 해 고부가

가치 핵심역량에 집 하고, 비핵심역량은 외주로 환하

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기업 내 경제 이익이

디자인, 랜드, 마 등 제조부문 이외에서 발생하자

제조부문 부분을 외주로 환시켜 나가고 있다.

[Fig. 1]에서 다국 기업은 수평 기업과 수직 기업

으로구분되고있는데이차이에따라외주(Outsourcing)와

업무 탁(Offshoring)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수직 기

업들은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 활동이 연계되어 있어 어

느 한 국가의 생산 활동이 다른국가의생산활동에투입

요소로 작용하면서 국가 간 생산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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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Backer and Yamano(2012)[5]

[Fig. 1] Outsourcing and Offshoring

2.2 행연  

강경수⋅옥주 (2015)은 자동차의 기술추격

탈추격 과정에서의 신활동을 심으로 비교 단기간

에 어떻게 한국 자동차산업이 세계 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차의 성공 요인으

로 강력한 리더쉽과 빠른 의사결정, 기아자동차와 합병

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 , 신 품질경 , 신흥시장에

서 성공 인 지화 략, 모듈화를 앞세운 수직계열화

를 특징으로 하는 차 생산방식 등을 선정하 다[6].

이재 ⋅김순성(2014)은 자동차 인도법인(HMI)

의 랜드 포지셔닝 략을 심층 으로 분석하 다. 분

석결과 소비자 만족도, 시장 유율, 매량 추세 등의 기

업성과 지표를 감안했을 때 랜드 포지셔닝 략은

HMI의 로벌 경쟁력에 공헌했다고 주장했다[7].

석⋅이정훈(2013)은 자동차의 경우 품질 신

과 략 변화를 통해 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

과 이익 측면에서 목할 만한 성과를 보 다고 제시하

다. 지속 경쟁우 요소로 품질 신, 마 신,

로세스 신, 제품 신을 선정했으며 '추격(catch-up)'

주의 략에서 '선도(leading)' 주의 략으로 발 하

기 한 시사 을 제시하 다[8].

이동기(2008)는 진화론 에서 본국 심기업의

로벌화 과정을 설명한 Malnight(1995)의 모형을 이용

하여 세계 4 의 로벌업체인 자동차의 로벌화

사례를 분석하 다[9]. 자원 거 에서 자동차의

로벌화를 해외생산, 해외 매, 연구개발부문으로 나

어 시기별로 분석하 다. 사례연구결과 자동차의

로벌화 과정에서는 기능 간에 상호 의존 인 계를 가

지며 진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10].

정진섭⋅이민재(2015)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신흥시

장 진출 략’에서 로벌시 에 합한 유망 신흥시장을

선정하고 자동차산업의 세계화와 해외직 투자에 해

살펴보았다. 요소조건에서는 국과 러시아가 제일 유망

한 군집 1로 나타났으며, 정부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태국 등이 유망한 군집 1로 나타났다[11].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세계 자동차

산업의 GVC와 자동차부품산업에 해 살펴보고 이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GVC와 자동차부품산업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국내 자동차 GVC의 사례연구는 완성차업

계 세계 5 수 을 유지하고있는 자동차에 해 분

석하 다.

자동차 사례는 모비스를 비롯하여 51개 계열

회사와의 GVC 구조와 력업체(1차, 2차, 3차)와의 계

를 조사해 보았다. 자동차는 국내 최 로 수직 계

열화를 도입하여 사업부문에서 원가 감 자동차 생산

의 경쟁력 확보, 부품의 자체조달로 가격경쟁력 확보, 공

격 경 매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높여 왔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 동차 산업  GVC 

3.1 동차 산업  해

지난 2015년 6월 미국 경제 문지 마켓워치는 ‘세계

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 자동차 랜드’를 발표하 다.

[Fig. 2]에서 도요타는 랜드 가치 295억100만 달러로 1

를, 테슬러는 44억3600만 달러(한화 5조 1400억 원)로

처음 10 권에 진입하 다. BMW와 벤츠가 2 , 3 에

올랐으나 차와 기아차는 2015년도세계시장에서 800

만 이상 매했으나 순 권에 들어가지 못했다[33].

자동차 산업은 20세기 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3번의

명을 거치며 발 되어 왔다. 첫째, 포드에 의한 량생

산방식이고 둘째, GM의 맞춤⋅분배⋅조직화⋅수직

통합에 의한 량생산방식이다. 셋째, 필요한 물품을 필

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생산(JIT)하는 도요타 생산방식

이 있다. 최근에는 연료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이기 한 자동차 생산에

심을 모으고 있다. 기자동차가 개발되면서 최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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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녹색 명(Green

Revolution)’이라 부른다[34].

(unit : billion)

Source: Market Watch(2016)[33], C.Y.Chung(2016)[12]

[Fig. 2] Most valuable global car brand Top 10

자동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국가경제 발 에 큰

향을 주고 있으며 융, 보험, 마 , A/S 등 서비스

산업과도 련성이 높아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미

국에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산업은 최 제조업 분야

로서연간GDP의 3%를 차지하고있으며 체 고용 규모

의 10%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에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총

수출에서 약 8.7%인 45,794백만 달러(2015년도 기 )를

차지하고 있다[13].

Rank 2008 2013

5year

Aver.

Growth

1 Japan 11,564 Chuna 22,117 20.6

2 USA 9,354 USA 11,046 3.4

3 China 8,681 Japan 9,630 -3.6

4 Germany 6,041 Germany 5,865 -0.6

5 Korea 3,827 Korea 4,521 3.4

6 France 3,214 India 3,896 12.3

7 Brazil 2,601 Brazil 3,740 7.5

8 Spain 2,542 Mexico 3,052 6.7

9 Canada 2,327 Thailand 2,457

10 India 2,179 Canada 2,380 0.4

10 country 52,321 68,704 5.6

Whole

world
71,486 87,377 4.1

Source : KAMA(www.kama.or.kr)[14,31]

<Table 1> World's 10 Largest Automotive Producer 
(Unit : %, 1,000)

세계 10 자동차 생산 국가의 자료가 <Table 1>에

있다. 국은 자동차생산 1 로연간 2천만 이상 생산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생산 증가율 20%를 유지하고

있다. 국은 자동차 소비에서도 2009년 미국의 소비를

넘어 세계 최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자

동차 강국이었던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성장률은 낮아

지고 있으나 국, 인도, 라질, 멕시코는 높은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자동차 생산은 8,975만 (2014년 기 )

로 연 8,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증가를 넘어서고 있

다. 자동차 10 생산국은 세계 체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 생산량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2013년 기 일본의 자동차업체인도요다, 닛산, 혼

다, 스즈키가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독일,

한국, 이태리, 랑스의 자동차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도요다는 세계시장 공략을 목표로 세계 각국에 51개의

지 공장을 갖추고 자사의 GVC에필요한 엔진 트랜

스미션 등 주요 부품의 공 업체를 찾아 구매하는 최

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요다는 TPS(Toyota

Production System)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극

화하는데 성공했으며 JIT(Just In Time)를 통해 필요할

때 필요한 부품으로 차를 만들어 부품재고량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Rank Company Nation Sum

1 Toyota  Japan 10,324,995

2 GM  USA 9,628,912

3 Volkswagen  Germany 9,379,229

4 Hyundai  Korea 7,233,080

5 Ford USA 6,077,126

6 Nissan  Japan 4,950,924

7 Fiat Chrysler  Italy 4,681,704

8 Honda  Japan 4,298,390

9 Suzuki  Japan 2,842,133

10 Groupe PSA  France 2,833,781

11 Renault  France 2,704,675

12 BMW  Germany 2,006,366

Source : Sauter, M.(2013)[15], Yahoo Finance[35]

<Table 2> The world's major Carmakers Production
(Date :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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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을 보면 1960년 이후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

기 시작했으며 1970년 에는 석유 동과 안 배기가

스에 한 규제가 엄격히 시행되었다. 1990년 에는 신

흥공업국(NICs)에서 자동차 생산이 본격 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0년 이후 국이 자동차 세계 최 생산국

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2008-2010년에는 로벌 융

기로 인해 일시 으로 자동차 산업에 기가 발생하며

생산량이 감하 다.

[Fig. 4]는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비 추이로 1990년

이후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 비 이 증가하기 시작하

여 2004년에는 랑스를 제치고 세계 5 의 생산국이 되

었다. 2000년 이후 국의 자동차 생산비 이큰 폭 증

가하면서 2009년에는 세계 최 생산국이 되었다. 2013

년 재 국의 생산비 은 25.4%이며 미국(12.7%), 일

본, 독일, 랑스, 국의 비 이 34%로 감소하는 동안

한국, 인도, 라질, 멕시코의 생산 비 은 43%로증가하

다[16].

Source : Wikipedia(ko.wikipedia.org/wiki)[36]

[Fig. 3] Country global auto production trends

Source : Wikipedia(ko.wikipedia.org/wiki)[36]

[Fig. 4] Country Automobile production share trend

<Table 3>에서 국과 EU의 자동차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나 라질과 러시아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

나 증가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3.2 동차산업  GVC  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규모집약형 산업으로 부품산업의 경우

에는 문공 자형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공 의 로벌화

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는 3,000여개 트와

약 20,000개가 넘는 부품을필요로 하고있어 GVC 가

장 복잡한 공 사슬을 보이고 있다.

한 각 공 별 선도기업의 시장 략에 따라 GVC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동차 산업에서 GVC 선도기업은일반 으로 규모

조립생산을 수행하는 완성차업체이지만 업체수가 어

들고 있다. 한 제품차별화와 모델주기 감소로 인해 완

성차업체의 자체 공 보다는 외주가 증가하고 있다. 부

품의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부품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China 18,062 18,505 19,306 20,762 22,337 23,737 25,197

USA 11,772 13,041 14,788 15,582 16,513 17,422 18,022

Brazil 3,515 3,633 3,802 3,768 3,498 2,572 2,099

India 3,040 3,299 3,593 3,268 3,206 3,463 3,726

Rusia 2,002 2,774 3,072 2,911 2,599 1,680 1,507

EU 12,978 12,808 11,771 12,337 12,999 14,199 15,269

World Sum 74,755 77,814 81,801 84,895 87,184 88,639 91,240

Source : eBest Securities[37]

<Table 3> Annual global auto demand outlook and prospect                      
(unit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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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GVC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완성업체의 생산비 은 감소하고

유통, 매, A/S 등 부수 인 서비스 부분이증가하고 있

다[17].

공 가치사슬이 [Fig. 5]에서 ‘연구/개발=>제조=>공

사슬과 물류=> 매=>지원기능“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 과정별 선도기업들을 볼 수 있다. ’공 사슬과 물류‘

부문의 선도기업에는 고성능 차량용 트랜스미션 생산업

체인 GETRAG, 이태리 오도바이 제조업체인 렘보

(brembo), 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국 기업 Valeo,

완성차업체인 BMW, Ford 등이 있다.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변화의 특징은 로벌

소싱과 모듈화 주문이 확 되면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

체 사이의 거래가 수직 에서 수평 으로 변하고 있다.

[Fig. 6]는 자동차산업의 GVC 사례로 자동차 산업에서

GVC에 진입되기 해서는 모듈 설계능력, 통합 설계능

력, 품질 리, 공정 리, 시험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8].

Source : Floyd D. Costa(2013)[19]

[Fig. 5] The global leader in the automotive 

industry to provide clients throughout 

the SVC

완성차를 생산하기 해서는 간재인 각종 부품과

소재를 이용하여 조립하게 되는데 이 부품들은 기계

특성과 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들이 단 기 으로 2만개 이상 들어간다. 자동차 부

품들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워트 인, 장, 차체, 새

시, 의장 등 5개 분류와 각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주

요 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Source : Slideshare[39], J.H.Lee(2014)[17]

[Fig. 6] GVC in the automotive industry

자동차 각 부문별 명칭과 표기업들이 [Fig. 7]에 있

다. Designs &Manufactures Chasis & Engine Components

(metaldyne), Forgings for Chassis & Engine

Components(FF), Fuel Injectors(Pilot Industries), Small

Motor Window Wipers(ATS), Interiors(ANDOVER

INDUSTRIES), Exterior Mirror Systems(DELBAR),

Interior Seating(RENOSOL CORPORATION), Steering,

Fuel Delivery, Electric Motor, Braking & Air Bag

Systems Components (autocam) 등 자동차 한 를 생

산하는데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연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ource : DPP(2016)[40]

[Fig. 7] The Automotive supply chain Responsible

company in the Auto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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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동차  GVC 사  

4.1 한  동차산업  가치사슬 변화  

자동차산업은 범 한 산업 기반을 제로 다른 산

업에 비해 후방 산업 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제조, 유통, 운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에는 철강, 화

학, 비철 속, 기, 자, 고무, 유리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과 연계되어 있다. 유통

에는 완성차업체의 직 업소나 리 , 할부 융, 탁

송회사 등이 있으며,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

의 업종이 연 되어 있다[41].

자동차는 미국 평균연비를 2025년 최소 50mpg

(21.25㎞/l)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비 향상을 해

GM, 포드 등 완성차업체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극 나

서고 있어 향후 기자동차나 하이 리드 등에 사용될

친환경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망이다. 최근 자동

차 생산에 알루미늄 소재 부품의 사용 비 이 꾸 히 증

가하고 있어 포드 등 미국업체들도 경량화 소재를 사용

하는 부품업체에 심을 두고 있다[20].

최근 한국 자동차시장은 개성이 추구되면서 수입차

비 이 증가하고 디젤에서 하이 리드로 선호도가 변하

면서 높은 연비와 친환경을 고려하고 있다[21]. [Fig. 8]

와 같이 기계⋅기술 심에서 자⋅통신기술을 심으

로 융⋅복합화가 추진되면서 이업종 간교류가 확 되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은 기술 개발에서 자화⋅경량화⋅

친환경⋅고연비 등 타 산업의 신 결과를 활용하는 오

렛폼 사업방식을 추구하면서 신속하게스마트한 방

향으로 변해가고 있다[22].

Source : S. J. Mp etc(2013) Reconstruction[22]

[Fig. 8] Automotive new Technology trends

자동차산업은 철강, 속, 기계 등의 산업에서 정보통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스마트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에 지를 이용하는 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자

동차에 정보통신기술을 용해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 등

이 가능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운 자 없이 스

스로 주행하는 무인자동차(Driveless car)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Fig. 9]와 같이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

에 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와 과거 제조업 기반의 가

치사슬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요성이 커지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가고 있다.

Source : HRI(2014) Reconstruction[23,42]

[Fig. 9] The evolu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value chain

4.2 현 동차그룹  개  

자동차그룹은 자동차를 심으로 건설부문,

철강부문, 융부문, 장부품부문, 운송기타부문, 기계

부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0]을 보면 건설부문

에는 건설, 철강부문에는 제철, 융부문에는

캐피탈, 장부품부문에는 모비스, 운송기타부문

에는 로비스, 기계부품부문에는 아가 표

인 기업으로보인다. 2016년 3월 재 자동차 국내

계열회사sms 상장회사 11개와 비상장회사 40개 총 51개

사를 해외 계열회사sms 미국, 국, 일본, 국, 인도, 독

일, 랑스 등 총 29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차 산업  가치사슬(GVC) 사   : 현 동차  심

8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Dec; 14(12): 73-84

Source : eBEST Secutities(2014)[37]

[Fig. 10] Hyundai Motor Group's business & role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업계 최 로 수직 계열화

를 신 으로 도입하 다([Fig. 11]). 수직계열화로 인해

첫째, 사업부문에서 원가 감 제네시스 등 고가 자동

차 생산으로 국내경쟁력을 보유하 다.

Source : C. H. Chun(2010)[24], J. H. Lee(2014)[17]

[Fig. 11] Hyundai Motor Group Vertical integration

build Organization chart

둘째, 매시장에서 부품의 자체조달이가능하여가격

경쟁력의 비교우 를 확보하 다. 셋째, 공격 경

매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로벌 지 매가<Table 4>와 같이 2014년도 480.5

만 , 2015년도 482.7만 , 2016년도(F) 495.3만 로 꾸

히 매실 이 증가하고 있다. 국의 매실 이 주춤

하고 있으나 한국, 미국, 유럽에서 매실 은 지속 으

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기 으로 자동차는 714,121 로 유

율 39.2%로 년 비 4.2% 증가, 기아차는 527,500 로

유율 28.9%로 년 비 13.4% 증가, 수입차는 243,900

로 유율 13.4%로 년 비 24.2%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도 자동차 매순 는 트럭인 포터, 승용차인

아반테, 소나타, 그랜 , 엑센트, RV인 산타페와 투산 등

이 높게 나타나 있다. 최근 수입차 비 이 증가하고있는

데 BMW 5시리즈, 아우디, 벤츠 C클래스, GOLF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43].

4.3 현 동차 가치사슬  협 업체 계

자동차 차량부문 종속회사인 미국공장, 인도공장,

터키공장, 체코공장, 러시아공장, 라질공장이 <Table

5>에 나타나 있다. 미국공장은 국내 자동차업계 최 미

국 내 생산거 으로 27개 력사 동반진출 높은 부품

지화로 소통과 력의 상생경 을 실천하고 있다[44].

자동차는 완성차업체로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법인신설 등을 통해 모비스를 비롯하여 51개 계열회

사를 운 하고 있으며 이를 심으로 ·후방분업체계를

갖추고 독자 인 수직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요 1차 력업체로는 만도(제동, 조향,

가장치), 한국 랜지공업(단조부품, 랜지), 한일이화

14/1 14/2 14/3 14/4 2014 15/1 15/2 15/3 15/4 2015 2016F

Global locale sale 1,118 1,248 1,178 1,261 4,805 1,134 1,201 1,190 1,302 4,827 4,953

Korea 161 185 155 183 684 155 180 163 214 714 734

USA 160 204 193 169 726 172 199 207 183 761 784

Europe 97 116 105 100 418 109 122 114 113 458 490

Others 406 474 460 524 1,864 432 468 469 491 1,860 1,879

China 274 269 265 307 1,115 266 232 237 301 1,036 1,067

Source : eBEST Securities(2016)[37]

<Table 4> Hyundai Auto Global Local / Out Sales trends       
(unit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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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트림, 워트 인부품), 덕양산업(크래쉬패드, 방진

재), 한라공조(공조장치, 컴 서), 성우하이텍(범퍼 일,

사이드멤버 등 차체부품), 세종공업(소음기, 배기정화장

치), 모토닉(LPI인젝션, 스로틀바디), 평화정공(도어부품,

도어모듈) 등이 자동차의주요 1차 력업체들이다[17].

Company Business information

US

factory

(HMMA)

- 2012 : Engine Plant 2 Production

- 2013 : Avante production

- 2014 : The new Sonata production

- 2015 : Sonata (LFa) 16MY production,

Avante (ADa) production

India

factory

(HMI)

- 2012 : YF Sonata production,

MD Elantra production

- 2013 : Grand i10 launching, Cumulative

production 5 million attainment

- 2014 : Santa Fe launching, IB launching

- 2015 : i20 Active release,

Compact SUV Crete release

Turckey

factory

(HAOS)

- 2012 : i20 Modified car production

- 2013 : i10 production

- 2014 : i20 production

- 2015 : Semi-Bonnet (H350) release

Czech

factory

(HMMS)

- 2012 : The new production i30,

Transmission Plant 2 production,

i30 production

- 2013 : ix35 F/L, ix20 14MYproduction,

i30 14MY production

- 2015 : The new Tucson(TLe)

production

Rusia

factory

(HMMR)

- 2012 : Ssolrariseu, This year's new car

prize, Rio 4-door production

- 2013 : Ssolrariseu 13MY production,

Rio 14MY production,

Cumulative production 500,000

Attainment

- 2014 : Solaris modified car production

- 2015 : QB 4DR/5DR Merchantability

Improved car Release

Brazil

factory

(HMB)

- 2012 : HB20 Mass start, Brazil plant

inauguration practice

- 2013 : HB20X & HB20S Production Start

- 2014 : HB20 15MY Production

- 2015 : HB Special Edition Release,

HB 4DR Special Edition Release

Source : Hyundai Motor 1/4 2016 Report[44]

<Table 5> Vehicle sector Subsidiaries of Hyundai

Motor 

자동차는 해외 모듈기업에 한 의존도를 극복하

고 모비스를 심으로 가치사슬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모듈기업들을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있다.

한 자동차 모듈기업으로 육성하고 동시에부품 공

사슬구조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부품기업들은 분업

을 통해 공 사슬의 수직 분업구조로 완성차기업-

간 리기업(2차 공 기업)-하 생산기업(3차 공 기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는 모듈제품을 직 생

산하고 매하여 수익을 얻는 가치창출보다는 부품기업

들의 납품 리와 유통망 통제를 통해 부품기업이 창출

한잉여가치를흡수하고하 생산기업들을 리하고있다[25].

자동차그룹 가치사슬의 핵심인 모비스는 세

계 인 수 의 부품기업이다. 모비스는 3 핵심모

듈인칵핏모듈(Cockpit Module), FEM(Front End Module),

샤시모듈(Chassis Module)과 핵심부품인 안 시스템, 제

동시스템, 조향시스템, 램 시스템, 에어서스펜션시스템

으로 미래를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을 개발⋅생산하고 있

다. 모비스의 A/S 부품사업은 물류거 합리화, 첨단 물

류시스템 조기구축 등 부품공 체계 신 업무를 지속

으로 진행하면서 고객 심 경 체계를 운 하고 있다.

[Fig. 12]를 보면 모비스를 심으로 엔진, 변속기,

운 석 모듈 등 주요 1차 력업체들은 생산 공 역

할을 하 그룹인 2차 력업체들은 공 업체에 납품하는

생산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비스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독자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핵심부품인 HEV/EV/FCEV을 양산 에있다.

하이 리드 구동시스템은 기존의 내연기 과 함께 기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차량의 연비

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를 감시키는 시스템이다. 주요

개발품은 친환경 차량용 구동 기모터, 인버터, 컨버터,

배터리시스템, 충 기 등이 있다.

Source : eBEST Securities[37] Reconstruction

[Fig. 12] Business value chain of Hyundai Moto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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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는 자동차 발 을 해 간 단계에서

모듈화를 통한 부품 검증, 첨단시스템 개발, 생산비용

감, 생산시설 단축,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지향하는

문 부품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향후 모

비스는 자동차 발 을 한 문부품기업으로 더욱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된다[45].

5. 결

자동차 산업은 20세기 에 시작되어 포드에 의한

량생산방식, GM의 량생산방식,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거치며 발 해 왔다. 최근에는 연료

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자동차가개발되면서 자

동차산업에 ‘녹색 명(Green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

다. 국은 자동차 생산 1 국가로 연간 2천만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비에서도 2009년 미국의 소비

를 넘어 세계최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있다. 과거

자동차 강국이었던 미국, 일본, 독일의 성장률은 낮아지

고 국, 인도, 라질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특징은 로벌 소싱과

모듈화 주문이 확 되면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이

의 거래가 수직 에서 수평 으로 변하고 있다[26,27]. 국

내 자동차산업은 기계⋅기술 심에서 자⋅통신기술

을 심으로 융⋅복합화가 추진되면서 이업종간 교류가

확 되고 있다. 기술 개발에서 자화⋅경량화⋅친환경

⋅고연비 등 타 산업의 신 결과를 활용하는 Open

Platform 사업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신속하게 스마트한 방향으로 변해가면서 가치사슬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요성이 커지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동차그룹은 자동차를 심으로 건설부문,

철강부문, 융부문, 장부품부문, 운송기타부문, 기계

부품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최 로 수직 계열

화를 도입하여 사업부문에서 원가 감 고가 자동차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 고, 부품의 자체조달로 가격

경쟁력의 우 를 확보했으며 공격 경 매를 통

해 국제경쟁력을높이고 있다[28]. 미국, 인도, 터키, 체코,

러시아, 라질에 공장을 설립⋅운 하고 있으며 구조조

정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모비스를 비롯하여 51개

계열회사를 운 하고 있다. 이를 심으로 독자 인 수

직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29]. 해외 모듈기업에

한 의존도를 극복하고 모비스를 심으로 공 가치사슬

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모듈기업들을 계열사로 편입시

키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분업을 통해 공 사슬의 수

직 분업구조인 완성차기업- 간 리기업-하 생산기

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는 직 가치창출보다

부품기업들의 납품 리와 유통망 통제를 통해 부품기업

이 창출한 잉여가치를 흡수하고 하 생산기업들을 리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무인자율주행이 실화되고 친환

경과 경량화가 시도되면서 구 이나 애 등 IT 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경제발 에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특히 자동차

의 성장여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클 것으

로 상된다. 자동차의 성공 인 GVC 형성을 해

모비스는 간 단계의 세계 규모의 부품기업으로

써 향후 더욱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 가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친환경, 경량화,

연비 등에서 신을 통해 어느 정도 세계 인 수 을 선

도하고 있는지 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동차

가 세계 인 흐름을 잘 악하고 실에 안주하기보다

로벌기업으로써 계속 발 해 나갈지 여부는 시간을 두

고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자동차와 모비스를

비롯한 GVC내 부품 소기업들의 노력이 계속 유지되기

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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