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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완성차 생산 대수 감소로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침

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부품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대체부

품은 OEM 부품과 성능이 유사하여 출고차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으로서 

국내 OEM 부품 독과점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고 부품업계의 독자적인 

기술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대체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고착화된 OEM 부품 중심의 국내 유통구조로 대체부품 산업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해

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동향을 조

사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국내외 자동차 애프터마켓 및 대체부품 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여건을 품질, 가격, 수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넷째, 분석 결과 종합하여 전라

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

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중소기업 중심, 완성차 종속성이 나타나며,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대체부품은 

저렴한 가격, OEM 부품 이상의 품질, 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품질 

편차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부품 시장에 해당하는 애프터마켓은 지속해서 성장

하고 있으며, 유통업체 통합, OEM 업계의 진출 확대,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변화가 발

생함에 따라 대체부품 산업의 온라인 채널 활용과 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북미

지역은 애프터마켓 규모와 대체부품 활용도 측면에서 국내 대체부품의 해외 진출국으

로 잠재력이 크다. 애프터마켓 부품의 최종소비자에 따라 유통구조는 차이를 보이나 

최근 유통채널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가브랜드 유통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인터넷 

소매상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정책은 2014년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은 대기업 침체로 인한 부

품업계 위기에 대응하여 2019년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연구는 세계화와 미래차 전환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부품업계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대체부품 및 애프터마켓 

진출과 관련된 연구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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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계 애프터마켓은 약 9,556억 달

러(2017)로 203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이 전망되며, 북미지역은 세계 애프터마켓

의 33.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애

프터마켓은 성장하고 있지만, OEM 부품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체부품 활용도는 미미

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은 전국 4% 수준으로 2015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차체용 부품, 조향/현가 부품에 특화되어 있다.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업체는 42개, 인증제품은 1,660개로 공급 여건은 좋아지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생

산된 제품 중심이며 대체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으

나 생산품목은 약 30개 규모로 생산 품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분석하였다. (사)글로

벌대체부품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약 3주 간(21.6.14.~21.7.2) 정책 수요조사

를 시행하였으며, 31개 대체부품 관련 기업이 참여하였다. 대체부품 산업의 품질 여건

을 조사 결과, 전북의 대체부품은 경쟁품 대비 품질경쟁력은 우수한 편이나, 국산차 

부품에 한정되며, 관련 기업의 집적화, 품질인증 활성화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북의 대체부품은 가격경

쟁력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지만, 물류/유통비 저감과 설비투자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참여 기업 중 수출기업은 13.3%에 

불과하며 북미시장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설비투자 지원, 생산 품목 

화대, 해외시장 공동물류·유통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여건을 종합하여 품질기준 확보 및 품목 확대(품질), 

집적경제 확보 및 원가경쟁력 확보(가격), 물류·유통체계 효율화(수출)의 정책요인을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비전은 

“대체부품 산업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선도기지 

도약”이며, 8가지 추진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품질 측면에서는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가격 측면에서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

다. 수출 측면에서는 애프터마켓 물류·유통단지 조성, 북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동향과 전라북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중심

으로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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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자동차 생산 대수 감소로 전북 자동차 산업 침체가 지

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전북 자동차 제조업 생산액은 `14년 11.4조 원에서 `19년 6.8조 원으로 감소하였고, 

`20년 생산지수는 `15년 대비 56 수준에 불과(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전북 주력산업인 완성차 업계의 침체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도내 자동차 부

품 협력업체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성차 중심의 수직구조를 탈피하여 독자

적인 기술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체부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

-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업체에 종속적인 특성으로 독자적인 기술력 및 유통

망 확보가 어렵고, 급변화하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불가

- 대체부품은 순정품과 품질과 성능이 동일한 인증제품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부

품업체의 독자적인 활로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품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

❍ 전북은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사업(2015)」 시행에 맞추어 대체부

품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필요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사업(2015)」와 완성차 업체의 부품 디

자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MOU 등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 중

- 전북은 자동차 부품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국내 수직적인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를 극복하여 해외 수출시장 진출 필요

- 북미는 세계 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대체부품 활

용률이 높아 전북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략적인 진출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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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 대체부품 동향과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체부품은 완성차 업체에 종속적인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한계에 대응하여 부품 

업계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국내 부품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애

프터마켓이 활성화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함

구분 내용

연구 
질문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외 자동차 시장동향은 어떠한가?
 타겟시장으로 북미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과 북미시장 진출 여건(가격/품질/수출)은 어떠한가?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차별성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특성을 가격, 품질, 수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
 국내시장 한계 및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타겟시장 수출에 초점
 산업여건과 자동차 부품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정책 제시

<표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 본 연구의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

북도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동향은 국내와 해외(북미 중심)를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2010~2031년

- 분석의 범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시점인 2010년부터 관련 통계의 가장 최근 제

공 시점인 2019년까지 10년(2010~2019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10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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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시장동향,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국

내외 연구보고서, 동향 보고서, 법률 및 정책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

- (법률) 「자동차산업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

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사업」 등 자동차 부품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 (정책 자료)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조

사하여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북미시장 진출 정책 추진의 시사점 도출

- (연구자료)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관련 시장동향/전망, 산업 특성, 자동차 산업 패러

다임 변화에 대응한 대체부품 산업 전망 등에 대한 연구 동향 파악 및 차별점 도출

❍ (정보조사) 국내외 자동차 대체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 조사를 통

해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여건 분석의 토대를 마련

-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업체, 종사자, 공간분포 등의 조사를 위해 전국사업체조

사(통계청), 공장등록현황(산단공) 등의 통계자료 활용

-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 동향 파악을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현황의 세계 자동차 등록/

판매대수, 해외 리서치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

- 국내 및 북미 대체부품 기업 및 인증제품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자동차부품협

회 및 미국자동차부품인증협회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1-2> 정보조사 자료

구분 자료 제공시기 제공기관 비고

부품
산업 
현황

전국사업체조사 연간 통계청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전국 및 전북)

공장등록현황통계 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동차 부품 공장 특성 파악

(업종, 종사자, 위치 등)

대체
부품
산업
동향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 동향

분기
한국자동차산업현황
해외 리서치 보고서

세계 자동차 AS시장 현황,
미국 자동차 등록/누적판매 현황,

대체부품 
산업현황

분기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미국자동차부품인증협회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기업 및 제품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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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 대상 정책 수요조사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제약요인을 진단하고 품질, 가격, 수출 측면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

- 코로나19로 FAX, E-mail 등 비대면 조사를 수행하고, 글로벌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 조사내용은 품질, 가격, 수출 측면에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여건(문제점)

과 각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구성

<표 1-3> 정책 수요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진단 품질/가격/수출

조사기간 2021년 6월 14일 ~ 7월 2일 3주간

조사대상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기업(글로벌대체부품산업현의회) 협의회 중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

(인터넷/모바일/FAX/E-mail 등)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조사내용

 업체 현황 : 위치, 생산품, 고용, 매출액 등
 가격경쟁력 : 자금조달/금융지원, 규모화, 공동장비 활용
 품질경쟁력 : 기술개발, 전문인력, 네트워크, 품질인증
 수출경쟁력 : 유망품목, 공동물류/유통/마케팅, 스마트공장 등

사전 전문가 
자문 수행
(산업/통계)

2) 전문가 자문 방법

❍ 국내 자동차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부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자동차 대

체부품 여건 관련 동향, 문제점 진단과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수행

- 대학/연구기관 : 대학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석 타당성, 쟁점, 연구 방향, 정책 방향의 타당성 자문

- 대체부품 업계 :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뿌리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계 동향과 경쟁력 확보 문제점,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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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학/
연구기관

 자동차 대체부품업계 동향/쟁점
 연구 방향 설정, 타당성 진단
 정책 수요조사 적합성 진단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문가 2인
- 자동차 부품/대체부품 전문가, 뿌리산업 전문가
 대학 교수(통계 전문가) 2인

업계 
관계자

 자동차 부품업계 동향
 업계 경쟁력(품질/가격/납기)
 해외진출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회(제조/유통)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인증)
 도내 대체부품 및 뿌리산업 기업(제조)

3.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동향

❍ (산업 개요)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범위, 산업적 특성과 위상,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하여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함

- (자동차 부품산업)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과 특성, 위상,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산

업의 변화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개념적 토대를 구성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애프터마켓의 개념, 북미를 중심으

로 해외 애프터마켓의 특성과 대체부품의 유통구조, 트렌드 변화 등을 조사

❍ (정책 동향) 국내 및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파

악하여 해외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진단함

-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자동차 대체부품과 관련된 정

부 및 전라북도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 동향)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관련 연구 동향을 자동차 산업과 대체부

품 산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차별점을 도출함

-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미

래차 전환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도출하여 대체부품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국내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에 제기되고 있

는 부품산업의 문제점과 대체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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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 (시장 동향)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으로서 세계 및 국내 애프터마켓 현황을 조사

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

- 세계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와 누적 판매대수, 애프터마켓 규모를 파악하여 국내 자

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타겟 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 부품업계 매출실적을 토대로 OEM 부품 중심의 국내 

자동차 시장 여건과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진단함

❍ (산업 현황) 국내 및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 산업 현황을 조사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산 여건을 진단함

- 국내 및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부품에 초점을 맞추어 업체 수, 

인증현황 등의 거시적인 여건을 진단

다.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 (여건 분석)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조사를 위해 가격, 품

질, 수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여건을 분석

- (분석 틀)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요인을 가격, 품

질, 수출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여건과 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함

- (가격경쟁력) 가격 측면에서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가격수준, 생산비용 구조, 해외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수요를 조사함

- (품질경쟁력) 품질 측면에서는 전북 자동차 부품기업의 생산 품목과 품질 수준, 품질

인증 현황, 연구개발 여건, 전략 품목,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요를 조사

- (수출경쟁력) 수출 측면에서 해외시장 진출 현황, 타겟 시장, 해외시장 정보수집 여

건,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 수요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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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미시장 진출 여건 북미시장 진출 전략

가격경쟁력
 경쟁제품 대비 가격수준(OEM, 경쟁국)
 대체부품 생산비용 구조
 해외시장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 수요

⇨ 전북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품질경쟁력
 대체부품 생산 현황과 규모, 품질 수준
 품질인증 및 연구개발 현황과 애로사항
 대체부품 품질경쟁력 확보 지원정책 수요

⇨ 전북 자동차 부품의
품질경쟁력 확보 방안

수출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현황과 타겟시장/품목
 해외시장 정보수집 경로와 특성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 전북 자동차 부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표 1-5>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 여건 분석 틀

라.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방안

❍ (정책요인)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 현황과 시장 동향,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

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종합하고, 부문별 정책 요소를 도출함

-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동향과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 여건을 종합하여 문

제점과 잠재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요인을 도출

❍ (계획수립) 부문별 정책요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과제를 도출함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품질, 가격, 수출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도출함

- 도출된 부문별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사례 및 문헌조사를 조사하여 추진의 필요성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행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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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전북 자동차 산업침체, 세계 애프터마켓 성장,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대체 부품산업 육성 필요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동향

문헌
조사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특성
  -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 애프터마켓 특성 등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정책 및 연구 동향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문헌조사
통계조사

 세계 및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현황
 국내 자동차 및 대체부품 산업 현황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업체/품목 등)

⇩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여건

정책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품질 여건 가격 여건 수출 여건

 생산 품목/규모
 품질인증
 연구개발 여건
 품질 수준
 정책 수요 등

 적정 가격수준
 생산요소별 비중
 가격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

 대체부품 수출현황
 해외시장 정보수집
 수출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

→ 전북 대체부품의 
품질경쟁력 여건

→ 전북 대체부품의 
가격경쟁력 여건

→ 전북 대체부품의 
수출경쟁력 여건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전북 대체부품 산업 여건 종합/정책요인 도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기본구상/추진과제 도출

품질경쟁력 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전북 대체부품 산
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 방안

 전북 대체부품 
산업의 집적경제 
및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전북 대체부품 산
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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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동향

1. 개요

❍ 본 장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

체부품 산업 개요와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음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개요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 및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범위, OEM 부품과 구별되는 산업적 특성을 조사하였음

-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과 특성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과 범위, 위상과 특성,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산업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특성에서는 대체부품의 개념, 대체부품 시장에 해당

하는 애프터마켓의 특성, 전략시장으로서 북미시장의 특성과 유통구조를 조사하였음

❍ 정책 및 연구 동향에서는 대체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연구 동향

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정책 동향에서는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

고, 대체부품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여건과 이슈를 진단

- 연구 동향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부품산업(대체부품 포함)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 선행 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하였음

구분 분류 내용

산업
개요

자동차 부품산업 개념과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과 특성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산업 변화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특성
 대체부품 산업 및 애프터마켓의 개념
 북미시장 특성과 유통구조

⇩
정책/
연구
동향

대체부품 관련 정책 동향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정책 동향
 국내 및 전북 대체부품 관련 정책 동향

대체부품 관련 연구 동향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 동향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 연구 동향

<그림 2-1>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개념과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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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과 특성

가. 자동차 부품산업 개요

1)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

❍ 자동차는 차체와 섀시로 구성되며, 섀시에 장착되는 부품은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됨

- 차체는 자동차의 외형에 해당하며 사람이나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승객실, 트렁크

실, 엔진실 등의 공간을 의미함(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섀시는 각종 부품이 장착되는 공간으로 부품은 크게 동력발생장치(엔진), 동력전달장

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으로 구성(중소기업진흥공단, 2019)

구분 내용 비고
차체 자동차의 외형을 구성하는 장치 엔진실, 승객실, 트렁크

섀시

엔진 자동차 주행을 위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엔진, 연료/냉각장치 등
동력전달장치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부품 클러치, 변속기 등

조향장치 자동차 진행 방향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 조작기구, 기어장치 등
현가장치 노면의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 섀시스프링, 쇽업소버 등
제동장치 자동차의 감속과 정차, 주차하기 위한 장치 브레이크, 배터리, 회로
전기장치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전기제어장치, 배터리, 회로 등

기타 타이어, 의자 등 기타 자동차 부품 -

<표 2-1> 자동차 부품의 구성요소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9)

<그림 2-2> 자동차 부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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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생산

하는 품목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됨(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산업은 신품과 재제조 부품으로 구분되고, 신품

부품은 엔진, 차체, 동력전달, 전기, 조향/현가, 제동장치, 의자 등으로 구분됨

- 관련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은 신품과 중고품으로 구분되며, 신품의 경우 완성

차에 장착되는 제작부품, 대체부품(인증/미인증), 튜닝부품으로 구분

- 제작부품은 완성차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OEM 부품이 

해당하며, 대체부품은 애프터마켓에서 OEM을 대체하여 활용되는 부품을 의미

- 중고품의 경우에는 중고부품을 원래 성능으로 다시 제조하는 재제조부품과 중고부품

을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303)

엔진용 부품(30310) 기화기, 피스톤, 엔진용 냉각장치, 흡·배기장치 등
차체용 부품(30320) 조립 패널, 보닛(덮개), 도어, 범퍼, 계기반, 천장, 트렁크 등
동력전달장치(30331)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클러치 및 부분품, 구동차축 등

전기장치(30332) 발전/교류기, 점화플러그, 파워 윈도우 시스템, 와이퍼, 전압 조절기 등
조향/현가장치(30391) 완충기·서스펜션과 부품, 운전대/운전박스 등

제동장치(30392)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 (전자 제어식)제동장치 및 부분품
의자(30393)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그 외 부품(30399) 에어백 조립품, 방열기, 소음기, 냉각장치, 연료탱크, 안전벨트 등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304) 폐부품의 분해/세척/보수/재조립 등을 통해 원래 성능을 복원한 제품

<표 2-2> 자동차 부품산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IBK경제연구소(2018)

구분
신품 중고

제작부품(OEM)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튜닝부품 재제조부품 재활용부품

개요
완성차 

자기인증 
/OEM 부품

출고차 
부품의 

대체(미인증)

출고차 
부품의 

대체(인증)
튜닝용 부품

중고부품을 
원래 성능으로 

재제조

중고부품
재활용

부처 국토교통부 산업부 환경부
법령 자동차관리법 친환경산업법 자원순환법

관리
제도

제30조 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30조 5
(출고자동차 

장착부품 대체)

제30조의 5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

제34조의 2
(튜닝자동차
의 안전확보)

제22조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표 2-3> 자동차 부품의 분류

자료: 기승도(2021) 및 법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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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상과 특성

❍ (위상)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산업으로서, 부품산업

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출하액(197조 원), 부가가치(57조 원), 수출액(648억 

불), 고용(355천 명)으로 IT·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큼(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산업과 후방산업인 소재 등의 중간에 

위치하여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정동원·한동호, 2013)

- 2020년 국토교통부는 중점 육성 10대 분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선정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침체와 체계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

❍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중소기업 중심, 전·후방산업과의 높은 연관성, 완성차

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니고 있음(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잠재력)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부분 국내에서 적기공급이 가능한 공급망과 탄탄

한 제조기반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18)

- (종속성) 완성차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구조로 인해 부품기업의 독자적인 기술확보가 

어렵고, 완성차 산업침체에 연쇄적 위기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님

- (다양성) 자동차에 장착되는 부품의 수가 많아 소재,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 산업군이 

다양하며, 부품별로 기술 수준과 종류가 다양함

-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의 수와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산업은 중소기업을 중

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나타냄

- (연구역량)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는 0.98로 전체 산업 평균(3.16)의 절

반에도 못 미치며, 완성차 종속성과 기업의 영세성은 부품업계 경쟁력 확보를 저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산업 평균 2.56 2.56 2.83 2.96 3.02 3.16

자동차부품산업 평균 0.65 0.65 0.73 0.84 0.92 0.98

자료 : IBK기업은행(2018),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분석과 대응방안,p.10에서 발췌

<표 2-4> 전체 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평균 연구개발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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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산업의 변화

❍ (미래차 전환) IT 기술 발전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

화(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4)

- (지능화) IT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편의성 향상 요구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등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친환경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

면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량화) 각국의 연비규제 강화와 동력원의 전기화로 인한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성 제

고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탄소소재 등 첨단소재를 활용한 차체의 경량화가 진행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그림 2-3>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부품구조 변화) 미래차 전환과 가치사슬 변화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장부품 중

심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변화를 초래(IBK 기업연구소, 2018)

- (내연기관 부품 감소) 미래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엔진 관련 부품은 배터리를 중심으

로 전면 대체되고, 구동/전달부품의 37%, 내연기관용 전장품의 70%가 사라질 전망

- (전장부품 확대) 전장부품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자동차 생산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부정적 영역) 미래차 전환으로 엔진용 부품의 대부분과 동력전달장치의 37%, 내연

기관용 전기장치의 70%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조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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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부품의 역할) 부품업계는 부품별 미래차 전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전환

이 요구되며, 전환과정에서 대체부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완성차 업계의 미래차 전환은 애프터마켓 내 OEM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래차 전환에 대응을 위해 중단기적으로 대체부품 시장을 활용할 필요

구분 내연기관차 수소/전기동력차

파워트레인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 모터가 전기에너지를 배분
오일류 엔진구동과 관련된 다수의 오일류 필요 대부분의 오일류 불필요

냉각수/라디에이터 냉각수와 라디에이터 그릴 필요 냉각수와 라디에이터 그릴 불필요
바퀴 일반타이어 사용 전기차 전용 타이어 필요(회전저항/무게)
차체 경량화 소재 필요성 적음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경량화 필수

연료저장 연료저장공간 및 관련 부품 필요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필요

<표 2-5> 미래 자동차 전환에 따른 주요 자동차 부품의 변화

자료: IBK경제연구소(2018)를 일부 수정함

구분 긍정적 영역 중립적 영역 부정적 영역

부품군

 배터리·모터·인버터
 공조시스템
 경량소재
 센서류, 자율주행

 조향장치/현가장치
 제동장치
 내장재, 타이어
 기타 범용용품

 엔진 부품
 변속기 관련 부품
 오일류 및 연료탱크
 기존 동력전달 부품

<표 2-6> 미래 자동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주요 부품군별 전망

자료: IBK경제연구소(2018)

❍ (부품산업 변화) 미래차 전환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은 1차 벤더를 중심으로 수평

적인 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되고 위상 증가 전망(Kotra 외, 2018)

- (완성차) 현재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개입하고 있으나, 미래차 전

환으로 디자인, R&D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부품업계) 1차 부품 벤더는 수직·수평적 통합을 통해 엔지니어링과 테스트 역량을 

갖춘 주체로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듈 단위로 2,3차 벤더 관리 전망

- (전장부품) 전자, IT업체의 지배력이 향상되면서 기업 간 합종연횡을 통해 미래차 산

업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이 증가할 전망임(IBK 경제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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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KDB산업은행(2018) 재인용

<그림 2-4> 자동차 부품산업 가치사슬 구조 변화

나.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특성

1)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개념

❍ 자동차 부품은 크게 OEM과 Non-OEM(대체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질, 

가격, 소비자 선택권 등에 있어 특성이 차이를 보임(Montoya, 2009)

- OEM 부품은 출고차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소비자 선택 용이성, 표준화된 품질, 보증

의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매경로가 한정적이며 품질 향상의 한계 보유

- NON-OEM(대체부품)은 저렴한 가격과 OEM 이상의 품질, 제품의 다양성과 선택권

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의 편차, 제품에 대한 지식 필요 등의 한계 보유

구분 대체부품 OEM 부품

장점

 (가격) OEM 대비 저렴한 가격
 (품질) OEM과 동등하거나 이상
 (다양성) 제조업체와 제품이 다양
 (가용성) 제품/정비소 선택권

 (선택권) 단일제품으로 선택 용이
 (품질) 출고차 제품과 품질 동일(표준화)
 (보증) 대부분 1년 이상의 보증 제공

단점
 (품질) 제품에 따라 품질의 편차 존재
 (지식 필요) 제품에 대한 지식 필요
 (인증) 품질 미인증 제품 존재

 (가격) 비싼 가격(OEM 대비 60% 이상)
 (구매경로) 대리점 외 구매경로 부족
 (품질) 출고차 부품 이상의 품질 불가

<표 2-7> OEM과 대체부품의 특성 비교

자료: Ronald Montoya(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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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체부품은 제작부품(순정품/OEM)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

여 출고차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을 의미(문남수, 2019)

- 대체부품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따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품질을 인증받은 인증 

대체부품과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대체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증 대체부품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따라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파손 

빈도 높거나 수리비가 비싼 외장, 등화, 기능/소모성 부품을 의미(자기인증 제외)

❍ 본 연구의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은 소비자 안전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인증 대체부품 관련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함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정책은 부품산업의 완성차업체 독과점 구조와 미인증 대체부

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 대체부품에 초점

- 전북의 대체부품 산업육성은 완성차업체에 종속된 구조 속에서 부품업계 연쇄적 위

기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논의되므로 인증품에 초점 필요

- 본 연구에서 대체부품 산업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포함되는 외장부품, 등화부품, 기

능 및 소모성 부품 118품목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

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 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

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인증부품 품목수량

외장부품 범퍼, 휀더, 도어, 흙받이, 후사경, 몰딩, 트렁크, 그릴, 리어코너판넬, 전판넬, 언더커버 12종 38품목

등화부품 미등, 차폭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제동등, 후퇴등, 안개등 7종 18품목

기능/
소모성

에어컨, 라디에이터, 컨트롤암, 활대, 쇼버, 원동기전기장치, 브레이크, 
유리기어, 구동벨트, 연료장치, 원동기가스켓, 여과장치, 배기장치, 

등속조인트, 기어오일, 윈드쉴드, 엔진냉각장치, 전구
19종 62품목

<표 2-8>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의 분류

자료: 기승도(2021) 및 법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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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프터마켓 개념과 특성

❍ (개념) 자동차 대체부품은 애프터마켓에서 공급되는데, 이는 자동차의 판매 이후

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을 포함(McKinsey&Company, 2018) 

- (광의)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고차 등 자동차 관련 실물 상품부터 

주유, 보험, 리스, 수리 및 세차 등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지님

- (협의) 자동차 부품산업 측면에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유통에 

초점을 두고 형성된 시장을 의미함

- (구조)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출고차용 부품에 대한 OEM 네트워크와 Non-OEM 네

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부품은 Non-OEM 시장과 관련

❍ (규모) 세계 애프터마켓은 8,030억 유로(2017)로 2030년까지 연평균 3%의 성

장이 예상되며, 북미시장의 규모가 가장 큼(Mckinsey&Company, 2018)

-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2017년 8,030억 유로(약 9,55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

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Mckinsey&Company, 2018)

- 운송 부문 환경규제 강화, 소비자 성능 향상 욕구 증대, 부품 판매의 디지털화, DIY 

시장 확대 등은 애프터마켓의 성장요인으로 작용(Precedence Research, 2020)

- 북미지역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33.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시장 성장률이 가장 큰 지역에 해당함(Mckinsey&Company, 2018)

자료: Precedence Research(2019), Kiran et al.,(2020)

<그림 2-5>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 성장과 지역별 시장규모 전망



- 22 -

❍ (품목) 세계 애프터마켓 매출은 소모품(53%), 충돌 부품(12%), 진단 제품(9%), 

서비스(6%)의 순서로 큼(McKinsey&Company, 2017)

- 도로 안전성 증가와 출고차의 기능 향상으로 충돌 부품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진단 부품의 경우 모빌리티 및 데이터 기술 확보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부품은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트렌드 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소비자 선호 변화로 애프터마켓 트렌드는 변화

하고 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McKinsey&Company, 2017)

- (유통업체 간 통합) 애프터마켓이 성숙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

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는 업체 간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OEM 업체 진출) OEM 부품업체들은 출고 2년 미만의 신차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

후 자체 수리 네트워크, 자회사 등을 통해 진출 확대 예상

- (온라인 시장)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35년까지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

인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품업체는 수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 가능

- (기타) 데이터 접근성 증가, 새로운 중개자(공유차, 임대차 사업자 등)의 영향 증가, 

부품 가격 투명성 및 공급의 다양성 증가 등이 전망됨

자료: McKinsey&Company(2017)

<그림 2-6>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트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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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부품 전망) 애프터시장 트렌드 변화는 대체부품 제조업체에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됨

- 애프터마켓 내 유통업체 간 통합과 OEM 업체의 애프터마켓 진출, 중개업체의 영향

력 증가, 가격 투명성 및 공급 다양성은 대체부품 업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

- 온라인 시장 확대 및 데이터 접근성 증가는 유통단계 감소 및 효율화를 통해 대체부

품 제조업체에 긍정적인 영향 가능

- 대체부품 제조업체는 애프터마켓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유통업체, 신흥 중개자 등과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대체부품 업체 영향 비고

업체 간 통합 유통업체들 영향력 증대로 가격감소 압력 증가 -

OEM 업체 진출 완성차-OEM 부품업체 영향력 증대로 판매/수익 감소 -

온라인 시장 확대 유통단계 감소로 수익 증가 가능 +

데이터 접근성 증가 판매와 서비스제공의 효율화 +

중개업체 영향력 증가 중개업체의 가격감소 압력 증가 -

가격 투명성/공급 다양성 경쟁 증가 및 이윤 감소 -

<표 2-9> 애프터마켓 변화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전망

자료: McKinsey&Company(2017)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였음

❍ (해외 대체부품 시장) 세계 애프터마켓에서 대체부품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

발히 활용되고 있고, 북미는 국내 대체부품의 진출 국가로 잠재력이 큼1)

- 미국의 대체부품 활용률은 34% 수준으로 미국자동차부품협회(CAPA)를 통해 대체부

품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1개 주에서 대체부품 수리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

- 유럽의 대체부품 활용률은 44% 수준이나 경쟁이 다소 강하며, 영국(Thatcham), 독

일(TUV), 스페인(Centro Zaragoza)을 중심으로 인증기관 분포

- 일본의 대체부품 활용률은 13.5% 수준이며, 일본자동차부품협회(JAPA)를 통해 인증

이 이루어지고 있음(인증부품은 Superior Parts로 OEM의 60~70% 수준 거래)

- 대만은 대체부품 최대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대체부품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

으며, TYG사의 대체부품 연간 매출은 4조원 이상에 달함

1) 전라북도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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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체부품 시장) 국내 애프터마켓에서 AS부품의 매출 규모는 10.5조 원(부

품 매출액의 8.7%)으로 추정되며, OEM 부품이 대부분을 차지(윤영한, 2020)

-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은 OEM 부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OEM 부품의 유통구조는 제

조업체, 완성차/부품공급사, 정비업체, 소비자의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대체부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의견이 48.2%를 차지하는데, 주된 

원인은 안전성 우려, 보증수리 불가, 설명서상의 OEM 부품 사용 권고와 관련

3) 북미 시장 특성과 유통구조

❍ 북미지역은 자동차 보유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북미지역 중에서도 미국

의 자동차 관련 시장이 가장 큼(Auto Care Association, 2021)

- 북미 지역의 자동차 누적 보유대수는 3.6억 대(2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미

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7억 대로 북미지역의 75%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3,397억 달러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시장은 

696.5억 달러로 완성차 시장 성숙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성장(KOTRA, 2020)

❍ 북미지역의 애프터마켓은 세계 35.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활용률이 40% 수준을 나타냄(Precedence Research, 2020)

- 북미지역 애프터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크며, 중고차 판매 증가(991억 달러, `20)와 

DIY 시장 활성화(약 20% 차지)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애프터마켓에서 대체부품은 40% 이상을 차지하며, 인증 대체부품의 수요는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음(Grandviewresearch 홈페이지)

- 미국의 대체부품은 OEM 부품의 약 50~80% 선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간 4억 달러 이상의 수리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전라북도 내부자료)

- Auto Care Association(2021)은 미국의 전체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를 3,80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으며, 관련 기업은 535,000개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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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북미지역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시장은 최종소비자에 따라 DIY와 

DIFM로 구분되며, 시장별로 유통구조가 다소 차이를 보임2)

- DIY 시장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직접 수리를 위해 부품을 구매하는 시장(차량 소유자

가 최종소비자)이며, AS 부품시장의 약 20% 차지(Auto Care Association, 2021)

- DIFM 시장은 자동차 딜러와 정비소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시장으로 전체 AS 부

품시장의 80%를 차지하며, OEM 유통채널과 Non-OEM 유통채널로 구분됨

❍ 미국 내 DIY 시장은 전체 애프터마켓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구조 

상에서 부품 소매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Kotra, 2010)

- DIY 시장의 유통 채널은 크게 부품제조업체 ⇒ 부품 소매점(전국 체인망을 갖춘 전

문 소매점) ⇒ DIY 소비자로 구분됨

- DIY 시장에서 부품 소매점은 전국에 동일형태 소매점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National Account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DIFM 시장은 OEM과 Non-OEM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 딜러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창고 유통기업과 공동구매 프로그램그룹이 포함됨

- OEM 유통은 애프터마켓의 28%를 차지하고, 유통채널은 부품업체 ⇒ OEM 창고 유

통업체(WD) ⇒ 자동차 딜러 ⇒ 딜러 소비자임(출고차 부품업체는 약 3년간 공급)

- Non-OEM 유통채널은 부품제조업체 ⇒ 일반 WD/공동구매 프로그램그룹 ⇒ 부품

도매상(Jobber) ⇒ 정비소/수리소 ⇒ 소비자로 구분됨

- 공동구매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통업체, 소매점, 서비스업체가 품목을 선정하여 공동

으로 부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는 시장을 의미함(업체주도형/협회주도형)

- 창고 유통업체(WD)는 자체 딜러망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 대형창고 유통기업으로서 

WORLDPAC이 대표적인 회사임

-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 무역업체(수

입)를 거치거나, 일반 WD를 통해 미국에 유통(Kotra, 2012)

2) Kotra(2010) 미국 애프터마켓 자동차부품시장 유통채널 분석 및 진출전략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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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2010), 미국 애프터마켓 자동차부품시장 유통채널 분석 및 진출전략

<그림 2-7> 전통적인 북미지역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AS부품 유통구조

자료: Kotra(2016), 2016 AAPEX를 통해 본 미국 자동차부품시장 동향 재인용

<그림 2-8> 미국 애프터마켓 AS 부품의 주체별 시장 점유율

구분 내용 주요 주체 비고

Program 
Group

부품 구매, 판매, 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

NAPA, Carquest, 
AIM/CMB 등

DIFM/DIY

National 
Accounts

미국 전역에 동일형태 소매점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

Advance Auto Parts,
Autozone, O’Relly 등

DIY

Mass 
Market

대형 백화점, 양판점의 여러상품 중에서 
자동차 부품 코너 운영

Costco, Walmart 등 DIY

<표 2-10> 미국 자동차 AS 부품 주요 판매 채널

자료: Kotra(2015), 자동차 부품 산업동향 및 진출방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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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지점 수 판매 방식 비고

NAPA
미국 6,000개, 

캐나다 600개 등
on/off-line 

 1925년 설립(본사: 애틀란타/조지아)
 AS 부품/액세서리,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1,142개 GPC(Genuine Parts Company) 소유

Carquest
미국 1,365개, 

캐나다 274개 등
on/off-line 

 1974년 설립(본사: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자동차부품 유통 네트워크
 Advanced Auto Parts에 인수(2012)

Advance 
Auto Parts

미국/캐나다 4,912개,
Worldpac지점 150개,
Carquest 1,250개

on/off-line 
 1932년 설립(본사: 노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 AS 부품/액세서리 판매

Autozone 미국 내 6,020개 등 on/off-line 
 1979년 설립(본사: 테네시주)
 미국 최대 AS 부품/악세서리 판매 소매점
 브랜드 진단, 수리 소프트웨어도 판매

O’Relly 
Auto Parts

미국 내 5,710개
멕시코 22개

on/off-line 
 1957년 설립(본사: 미주리주)
 미국 애프터마켓 부품 소매 판매 및 정비
 영업이익 전년대비 26%증가(’20년 기준)

<표 2-11> 미국 자동차 AS 부품 주요 주체별 현황

자료: 각 업체별 홈페이지 참조

❍ 최근 시장 성숙과 디지털 기술 발전, DIY 증가 등으로 북미 애프터마켓 내 AS 

부품의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음(Hedges&Company, 2021)

- Non-OEM 부품을 유통하는 창고 유통업체(WD)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유통채

널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가브랜드 유통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자동차 부품의 전자 상거래와 DIY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모든 채널에서 인터

넷을 통해 부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소매상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3)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창고 유통업체(WD)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소매업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창고 유통업체

(WD)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

- 자동차 부품 도매상과 소매상 역시 각각 인터넷 채널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소비자에

게 유통하는 경로를 지니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증가

3) 북미 자동차 부품의 온라인 거래는 260억 달러 수준(`21)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
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Hedges&Compan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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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dges&Company(2021) The Automotive Aftermarket and auto parts market in 2021

<그림 2-9> 북미지역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AS부품 유통구조의 변화

❍ 미국 애프터마켓에서 대체부품은 중국(대만) 제품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

의 진출 확대를 위해 커버리지 확보 등의 개선이 요구됨(Kotra, 2016)

- 국내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계 진출 확대와 함께 북미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

으나, 신차용 OEM 부품에 한정되어 있고 USMCA4) 발효로 불확실성이 증가

- 대체부품의 경우 폭넓은 커버리지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제품이 과점하고 있

으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담합 등의 문제 발생으로 공급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 대체부품의 주요 바이어는 일반WD, 공동구매 프로그램그룹, 전문 도/소매점이며, 

국내 기업의 경우 전문 수입업체를 통한 수출을 선호하고 있음5)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은 중국 대비 높은 품질, 신용도, R&D 능력에 강점이 있으나, 

높은 가격과 홍보/커뮤니케이션 부족, 국내 완성차에 한정된 부품군은 개선 필요6)

4) USMCA은 NAFTA를 대체하여 `20년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를 
통해 북미 자동차 및 부품의 역내 생산비율 증가 전망(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5) 일반WD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수출대금을 지불하는 결제구조로 
인해 국내기업의 선호도가 낮음(Kotra, 2016)

6) 일반WD, 공동구매프로그램, 전문도매상에 국내 자동차 부품 공급 시 범용제품은 가격
경쟁력, 비범용 부품은 커버리지가 가장 문제로 인식(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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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자동차인증부품협회(CAPA)

❍ CAPA(The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시험·인증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비영리기관임

- CAPA는 1987년 미국 워싱턴 DC에 자동차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9,500만 개 이상의 대체부품이 인증을 획득

- 금속, 플라스틱/부직포, 조명, 부착물/지지대, 범퍼, 라디에이터/콘덴서, 거울/카메라

/센서류, 유리, 휠 등 외장부품을 중심으로 표준 개발, 시험·인증 수행

- CAPA는 북미지역 내 다수의 자동차 정비소, 소비자, 유통사, 보험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APA와의 파트너쉽이 요구됨

- CAPA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기업은 67개이며, 대만의 제조업체는 63개로 전체 

9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기업 독과점 구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CAPA의 품질인증은 제조설비 승인, 부품인증/차량 테스트(현지), 품질 유지, 보

증 등 4단계로 이루어짐

- 제품인증 전에 공장 및 제조설비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이루어지며, 부품별로 개발된 

품질 표준에 의해 시험·인증, 품질 유지,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

구분
대만 미국 합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제조업체수 63 94.0% 4 6.0% 67 100.0%

자료 : CAPA 홈페이지(capacertified.org)

<표 2-12> 미국 자동차인증부품협회 인증 프로그램 참여 제조기업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제조설비 승인 공장 및 제조공정 적합성 검사 품질 인증 사전 제조 적합성 파악

부품 인증/
차량 테스트

부품 품질 및 차량 적합성 인증 
(현지테스트)

재료, 적합성, 마감, 페인트 접착력, 코팅 성능, 
용접 무결성, 부착성능, 제조국/날짜 표기 등

품질 유지 CAPA 품질 표준 유지여부 검사
정기 무작위 검사 및 

소비자 불만 신고 프로그램

보증 CAPA 표준 준수여부 보증 부품의 직접적인 보증 제외

<표 2-13> 미국 자동차산업협회 인증 절차

자료 : CAPA 홈페이지(capacertifi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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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정비
 1stCertified Collision Centers
 ABRA, Inc.

 Kumler Collision, Inc.
 The Boyd Group

소비자
 Advocates for Highway and Auto 

Safety
 Center for Auto Safety

유통

 A.P.T. Auto Parts Trading
 AT PAC Auto Parts Inc.
 Auto Body Specialties
 C&J Collision Parts & Glass 

Distributors
 Car Parts PDX, Inc.
 Carolinas Auto Supply House
 CertiFit, Inc.
 ECO Automotive Distributors

 Empire Auto Parts
 GP Automotive Parts, LLC
 KSI Auto Parts
 LKQ/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
 Meyer Distributing
 Pacific Best, Inc.
 Professional Parts Group LLC
 Tiger Auto Parts

보험

 Allstate Insurance
 Farmers Insurance
 GEICO
 Liberty Mutual Insurance

 Nationwide
 State Farm Mutual Insurance
 USAA

자료 : CAPA 홈페이지(capacertified.org)

<표 2-14> 미국 자동차산업협회 네트워크 현황

자료: CAPA 홈페이지(www.capacertified.org)

<그림 2-10> CAPA의 범퍼 품질테스트 및 품질인증 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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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정책 동향

가.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정책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서 대외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산업기반 

확충과 국산화에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로 전환되어 추진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부터 산업여건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집중된 산업임

❍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산업화에 맞추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국산화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 1960년대는 국내 자동차 산업 태동기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산화를 목표로 선

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왔음

- 197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을 통해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부품의 양산체계 구축과 국산화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 1980~90년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해외의존도 감소 및 자립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 통합 및 합리화 조치를 통해 신규 회사의 진입장벽을 설

정하여 기존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

- 1990년대에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독자적인 육성과 사전 부품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부품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가치사슬 확보를 위한 클러스터 정책과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세계화 이후 혁신역량이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지

역 가치사슬 형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형성 정책이 추진

- 2012년 ‘자동차정책 기본계획(국토부)’을 수립하여 미래차 핵심부품의 자립화를 위

한 기술개발 및 부품업계 역량 강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  ‘제1차 및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부품산업과 관련해 애프터마켓과 대

체부품과 재제품시장을 포함하여 부품시장의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

❍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8)’과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 대책(’20)’을 통해 취약한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이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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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차 종속적인 산업구조로 부품업체들의 독자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서 미래차 전환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쟁점으로 부각

-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을 고려한 부품산업의 중점 지

원을 통해 자금지원에서 기술개발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도모

- 2020년에는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완성차 업체 의

존적인 부품업체의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

구분 목표 주요 추진 정책

’80년대 
이전

기반 
마련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62) : 자동차의 국산화 계획

 「자동차공업 보호법」 제정(’62) : 자동차산업 보호 및 감독/지시 권한 정부

 자동차공업 종합육성계획(’64) : 자동차 기업 일원화, 부품 수입 촉진

 자동차공업 육성 기본계획(’69)
- 1단계(’67년~’69년) :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 완료
- 2단계(’70년~’73년) : 부품양산 엔진/차체공장 건설
- 3단계(’73년~’76년) : 국산표준차 양산체제 확립 및 가격인하, 부품단위 국산화

 중화학공업 정책(’73) : ’80년대 초까지 자동차 50만대 생산 계획

 자동차공업 육성계획(’73) : 자동차 국산화를 통한 중화학공업 산업구조전환

 장기자동차공업진흥계획(’74) : 완전 국산화 및 부품공업 분리육성
- 완전 국산화, 부품공업 분리 육성(업체당 1부품 특화, 대량생산체제(합병), 금융/세제 우선지원

’80~
90년대

자립화/
부품산업

육성

 자동차공업 통합조치(’80) : 업체별 전문 차종 생산 분화

 자동차공업 합리화 조치(’81) : 차종별 전문 생산업체 재조정

 기계공업진흥 기본계획(’81) : 자동차부품의 수출산업화

 「공업발전법」 상 합리화업종 지정(’86) : 신규 회사 진입 금지

 자동차 합리화조치 완전 해제(’87)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XC-5, ’95)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계획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등록규칙 변경(’96) : 사전 부품인증제 도입

’00년대 
이후

미래차
전환/ 

혁신성장 
지원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정(’01) : 부품소재 육성 목적

 그린카발전 로드맵(’10) :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 8대 주요부품 개발 등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12) : AM시장 체계 마련, 미래차 기술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16) : 스마트자동차 핵심부품 국산화

 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17) : 대체부품 등 AM 확대, 제재조품 활성화

 미래차 기술로드맵(’17) : 미래차 주요부품의 VC 형성과 기술개발 전략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8) : 핵심부품 자립화, 부품업계 사업전환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18) : 자동차 침체와 미래차 대응 부품산업 체질개선 
 - 위기대응(자금지원, 내수확대 등), 고도화(미래차 전환/기술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 :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20) : 금융지원 강화(보증강화, 동방성장펀드 등)

<표 2-15> 자동차 부품산업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자료: 각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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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대체부품 정책

1) 자동차 대체부품 정책 동향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정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2014년 제도적 기반 구

축과 함께 시작되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 추진 중임

- 2014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된 이후 2015년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음

- 2015년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대체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완성차 업계의 부품 디자인권 보호로 인한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국토부-자동차산업

협회-자동차부품협회 양해각서가 체결(2017)되어 공급 측면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

- 최근에는 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환급 보험 특약 출시(2018)와 보험 수

리비용 청구시스템 내 대체부품 등재(2020) 등 수요 측면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

구분 내용 비고

기반 
마련

법률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체부품 인증 기준, 절차 방법 규정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기준 규정
 대체부품 사후관리 방안 규정(자동차안전연구원)

`14.10.

인증기관 지정
 대체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지정
 성능/품질심사 및 인증씰 발급, 수출지원

`14.12.

인증제도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5.1.

 첫 제품 출시
 인증 대체부품 첫 인증 및 출시
 BMW5 시리즈 휀더(대만 TYG사)

`15.7.

활성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 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
 (산업 활성화)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품목 확대, 기업지원
 (기타) 시험기관 확대, 해외성적서 인정, 이력추적, 인지도 향상

`15.11.

디자인권
양해각서 체결

 국토부-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부품협회 양해각서 체결
 완성차 업계 디자인권(20년) 보호 관련 업무협약

`17.9.

보험 특약 출시
 보험사 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환급 특약 신설
 자차보험수리에 대체부품 활용 시 25% 현금 지급

`18.2.

보험 전산시스템
등재/홍보 강화

 정비업자의 수리비용 청구시스템에 인증 대체부품 등재
 1,290개(국산차 9, 외산차 1,281) 품목 등재
 인증대체부품 혜택, 확인방법 등 홍보 포스터 전국 배부

`20.9.

<표 2-16>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정책 추진 경과

자료: 윤영한(2020)과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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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독과점적 부품 유통구조와 비순정부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

담 증가 및 안전 위협 해소와 독자적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

-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OEM 독과점 구조로 인한 수리비와 보험료 증가와 비순정부품

으로 인한 안전 위협 문제 해소와 독자적인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 2014년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이후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인증대체 부품 활성화 종

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제도가 도입되

면서 부품업계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및 산업육성이 가능해졌음

❍ 자동차 부품 중에서 등화부품, 외장부품,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등 3개 부문 

115개 품목에 대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음

- 대체부품 공인 인증기관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이며, 시험기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 등임

- 등화부품(7종 18개 품목), 외장부품(12종 38품목), 기능성/소모성 부품(18종 59품

목)이 인증부품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구분 내용 비고

도입배경
 완성차 업체 종속적 구조 → 독자적 부품산업 육성 한계
 OEM 부품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 보험비 증가
 비순정부품의 음성적 수리시장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

 소비자 부담
 부품업계 침체
 안정성 위협

기대효과

 소비자의 만족과 권익 보호(가격인하 및 합리적 공임체계)
 정비업체 서비스 품질 향상(부품 적기공급/정비 서비스 향상)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OEM 부품 국산화 촉진)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부품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

인증품목
 외장부품(범퍼커버, 본넷, 휀더, 도어스킨 등 7종 18품목)
 등화부품(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12종 38품목)
 기능성/소모성 부품(에어컨 컴프레서, 라디에이터 등 18종 59품목)

 3개 부문, 37종, 
115개 품목

인증/
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시험기관: 보험개발원, 자동차융합기술원, 광기술원, 한국기계전기 등

인증절차 서류제출→서류심사→공장심사→인증시험→인증완료→사후관리

한계점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권, OEM부품 중심의 유통구조, 낮은 소비자 인식

<표 2-17> 대체부품 인증제도 개요

자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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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 정부는 국내 대체부품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대체부품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을 포괄하는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수요 측면에서는 대체부품 소비자 보호 강화(정비사의 대체부품 무상보리수리 거부 

금지, 사후관리 강화, 민원센터 운영)와 보험상품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포함

- 공급 측면에서는 OEM 부품의 디자인권 합리화, 인증품목 확대, 제조사-정비업계 협

력 강화, 정책자금 지원이 포함됨

- 제도 측면에서는 인증 시험기관 확대, 해외 성적서 인정 확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인지도 강화(명칭 개선, 공개테스트)와 수출지원이 포함

구분 내용 비고

소비자 보호 
강화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거부 금지
 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사후 품질관리 강화 및 민원센터 운영

수요
측면

산업
활성화 지원

 디자인권에 대한 완성차-부품업체 합리적 실시권 계약(독자브랜드 출시 지원)
 기능성,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인증대상 품목 확대(88개)
 대체부품 업체-정비업계 협력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공급
측면

인증제도
개선

 인증 시험기관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 병목현상 제거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 확인 가능 사항에 대한 인정
 인증 대체부품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제도
개선

기타
 인증 대체부품 명칭 통일(인증품) 및 공개테스트 및 설명회 개최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추진 및 해외수출 지원

인지도/
수출

<표 2-18>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2015)

자료: 국토부(2015)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 대체부품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공급체계는 갖추어졌으나, 국내 시장

의 고착된 구조로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임

- 보험권에서 인증대체부품(보험업계: 품질인증부품) 사용특별약관이 도입되었으나, 

`20년 10월 기준 특별약관 적용건수는 13건에 불과하며, 외제차에 국한됨

-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정비업체의 소극적인 권유와 낮은 인지도 등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의 정비관행으로 인해 대체부품 업계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계에 종속된 국내 부품산업의 한

계를 넘어 대체부품 활용률이 높은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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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라북도 정책 동향

❍ 전라북도는 완성차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산업 기반을 토대로 자

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음

- 전북에 현대자동차(완주), 타타대우(군산), 한국GM(군산) 등 대기업 완성차 공장이 

입주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주력산업 역할 수행

- 전북은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2002)’를 통해 주력산업으로서 자

동차부품과 기계 산업에 대해 기술기반 조성 및 집적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전라북도의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정책은 완성차 대기업의 침체와 부품업

계의 동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대기업에 종속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부품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의 생산대수 감소로 인해 부품

산업이 동반 침체를 경험하면서 대응책으로 대체부품 산업육성 정책이 추진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2019년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위기에 

직면한 도내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단위 기반구축 추진

- 전북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 육성사업(`19.5.~12.)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역설계, 시험평가, 시금형 제작 등 총 7건의 지원사업이 진행

- 군산시는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산업 육성사업(`19.10.~`20.12.)을 통해 대체부품 설

계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등 4건의 지원사업이 진행

❍ 지자체를 중심의 대체부품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일감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인프라 확충과 산업육성 패키지 지원 추진

- 2020년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공용활용 장비, 데이터통

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기술지원센터를 구축

- 해당 사업에서는 대체부품 제품 개발을 위한 시금형 제작, 공정기술 개발, 성능평가

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기업당 최대 2억 원)하여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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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

체부품 관련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당 조례는 지역의 대체부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

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지원 등 공급에 초점

- 2021년에는 전라북도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사업의 범

위를 명시하였으며, 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됨

구분 내용 비고

제정 목적
(제1조)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지원계획 수립
(제5조)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그 밖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공급
측면

지원사업 범위
(제6조)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공급/
수요

<표 2-19> 전라북도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2021)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 최근에는 대체부품 관련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수요확

대,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기존사업 연계로 확대된 정책을 추진 중임

- 대체부품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을 수요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디어 홍보를 강화

- 자동차부품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지원, 공정개선, 신시장 창출 지원,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대체부품 기업 대상 신규거래선 확보를 위한 전문가 파견

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관과 북미 AM시장 거래처 확보를 지원

- 기존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자동차

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을 대체부품으로 연계하여 기업 육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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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공급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 육성(`19, 13억)

대체부품 제품개발 지원
(역설계 지원, 시험평가, 시금형 제작)

기술개발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산업 육성사업
(`19.~20, 25.3억)

제품개발 지원
(설계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기술개발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및 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 20, 159억)

지원센터, 장비구축 및 제품개발 지원
(공동활용장비 6종 8대 구축, 시금형 제작지원)

기반구축

자동차기업 다각화 및 신시장창출 
지원사업(̀ 20~22, 38억)

기술사업화 제품분석/개발, 제품/공정 효율화, 
자동차부품 신시장 창출 지원, 기업애로 진단/해소

기술개발/
기업지원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21, 7억)

전라북도 지역산업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사업화, 성장촉진,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20~`22, 33억)

도내 자동차 부품사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수요

대체부품 소비자 인식개선 업무협약
JIAT,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협의회, 

자동차부품협회, 산단공 등
수요확대

대체부품 미디어 홍보
(`20.11.~`20.12.)

대체부품 수요확대 홍보(TV/라디오) 수요확대

전북-경기도 대체부품 활성화 협약
대체부품 활성화 공동대응,

소비촉진 지원 활동 및 유통플랫폼 구축
수요확대/

유통

<표 2-20>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정책 동향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및 전라북도 내부자료 활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비고

자동차부품 
신시장 

창출 지원

기술사업화 제품 분석 및 개발지원 사업화 지원/성능개선 지원(7건) 6억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공정개선/설계 변경 지원(8건) 2.2억

신시장 창출 지원 수출전문가 파견/해외시장 개척 지원(5건) 0.6억

기업애로 진단 및 즉시 해소 지원 기업 애로진단/전문가 활용 지원(20건) 0.12억

<표 2-21> 자동차부품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202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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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고찰

가.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

❍ 국내 자동차 산업 논의는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세계 

경쟁 증가, 미래차 전환, 완성차 독과점체제의 한계가 나타난 2000년대 이후 활발

-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업체

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소수의 완성차업체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2000년대 

이후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

❍ 2000년대 이전에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기업 생산공장을 중

심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류석진(1994)은 국가 자동차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산업의 역동성 향상을 위한 안

정적인 노사관계와 세제 개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지역 내 대기업 공장 설립에 따른 지역 내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자

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원용찬, 1997; 문남철, 2004)

❍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미래차 패러다임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재구조화, 융복합 기술개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짐

- 세계 자동차 경쟁 심화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직적 구조 

개선 및 네트워크 재구조화 관련 연구가 진행(정승기, 2019; 산업연구원, 2015)

- 미래차 전환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산업연구원, 2015; 산업통상자원부, 2015; 김선재·이선명, 2018)

- 미래차 전환으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산업영역이 시스템으로 확

대되면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전환과 기술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

- 나아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전문인력 확보,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미래차 

육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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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 목 주요 내용 결과

류석진
(1994)

자동차산업 정책을 
통해 본 

국가성격변화

시대별 자동차산업 정책 
동향과 정책 방향 제언

 자동차산업 역동성 확보를 위한 안
정적 노사관계, 세제 개편 등 기능
적, 간접적 지원정책 필요

원용찬
(1997)

전북 경제의 공간적 
분화와 자동차산업

전북 자동차산업 역할 
진단과 정책방향 제안

 전북 자동차산업 유치로 인한 국토 
공간적 위계관계 구축

 지역 내생적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
업 선택적 폐쇄성(내재화) 필요

문남철
(2004)

전북지역 
자동차산업 입지와 
지역산업 실태 및 

발전방향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 
제안

 전북은 부품산업의 계층화 부족으로 외
부의존성이 강하고, 완성차업체에 전속
된 저부가 업체 비중이 높음

 자동차산업 특화발전을 위해 산단 중심 
클러스터화와 생산과정의 유연화 필요

최홍봉
(2013)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정책 

비교 분석

한일 자동차산업 정책 
비교와 시사점 도출

 한국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과점 구축 정책 추진

 기존업체의 저항과 독과점 폐해 최
소화 보완책 필요

김현철
(2013)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내 자동차산업 성장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정책방향 제시

 가격경쟁력 확보, 제조능력 향상,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기술 선도 및 상용화 역량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

산업
연구원
(2015)

산업패러다임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전략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전략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논의

 자동차산업이 HW에서 시스템으로 확
장되면서 주체간 연계-협업 강화 필요

 개방형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지
원 및 신규기업 진입장벽 감소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2015)

스마트자동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 연구

스마트카 시장과 
산업동향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도출

 스마트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산업/제도적 환경 구축 필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김선재·
이선명
(2018)

자동차 산업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

국내 자동차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신시장 창출, 미래차 전환 지원 강
화,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필요

 수평적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차
세대 주력제품 확보 필요

고용
노동부
(2019)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국내 자동차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부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원하청구
조 개선, 기술개발 강화 필요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
성,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

정승기
(2019)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황, 과제 및 

대응방안

국내 자동차 산업 당면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부품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금융지
원과 기술개발 지원 필요

 산업 간 융합 및 연계성 강화, 미
래차 인프라 확충 필요

<표 3-1> 자동차 산업 관련 선행연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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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 관련 연구

❍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연구는 세계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와 완성차 업계

에 종속된 부품산업의 한계 대응의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

- 국내 자동차 산업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육

성을 도모해왔으며, 이는 부품업체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요인으로 작용

-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진전으로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부품산업의 경쟁

력 확보가 요구되고 부품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면서 부품산업에 대한 논의 증가

❍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자체적인 기

술력 확보, 대형화(규모화), 종속성 탈피에 대한 논의가 증가

- 조철 외(2005)는 세계 자동차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부품산업의 기술력 확보, 대

형화, 가격경쟁력 확보, 경영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김경유 외(2014)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성과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공장 위상 제고 필요성을 제시

- 완성차업체에 대한 종속성에 대응하여 독립적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매처 다각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김시언, 2016; 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최근에는 세계화의 진전과 미래차 전환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애프터마켓 진

출과 대체부품 산업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시장 성숙과 애프터마켓 성장에 대응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와 애프터마켓 진출 필요성이 제기(김필수, 200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

- 자동차 부품산업 여건 변화와 대체부품 산업 육성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부

품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김양중, 2017; 문남수, 2020)

❍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로서 시장 활성화라는 

수요 측면의 접근에 한정되며, 공급(부품기업)과 관련된 연구 축적이 필요함

-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김양중(2017)이 대표적이며, 국내 시장과 수

요 측면(소비자, 정비사)에 다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공급 측면

과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둔 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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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 목 주요 내용 결과

조철·
이항구·
김경유
(2005)

산업환경 변화와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전략

세계 자동차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한 부품산업 발전방향 

제안

 부품산업 기술력 확보, 대형화, 가격 
경쟁력 확보, 경영환경 개선 필요

 기술기반조성, 마케팅 및 대형화 지
원, 완성차-부품업체 협력사업추진

김필수
(2006)

자동차 애프터마켓 
분야 현황 및 산학 
활성화 가능성 고찰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현황 분석과 산학 관점에서 

활성화 가능성 도출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활성화되
지 못한 미개척지에 해당

 전문인력 양성 등 산학연계 활성화
를 통한 체계적 육성 필요

김경유·
조철·
이준

(2014)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경쟁력 구조 및 
성과변화 분석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

 (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현지공장 위상 제고, 혁신역량 확보 필요

 (정부) 기술개발 지원, 정책간 연계 강화, 
인력확보, 해외투자 방향 설정 필요

김시언
(2016)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완성차별 

거래동향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완성차-협력업체 간 
거래집중도 분석을 통한 
연쇄위기 가능성 예측과 
부품업계 발전방향 도출

 글로벌 부품회사와 협력 강화/인수합
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기술연구소설립/인력양성, 품질관리, 자
체 부품개발 지원 등 혁신강화 필요

IBK
기업은행 
(2018)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대응방안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분석과 미래차 시장에서의 

부품산업 전망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여 부품군별 차
별화 전략 수립, 유연성 있는 산업구
조 전환, 대중국 정책의 변화 필요

한국무역
보험공사
(2018)

자동차 부품산업 
국내외 동향 및 

경쟁력 분석

국내 부품산업 구조상의 
사업안전성과 트렌드 변화 

대응현황 분석

 완성차 종속성을 극복하여 부품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경
쟁력 강화와 판매처 다변화 필요

이우평·
정윤정
(2020)

완성차업체의 
수요충격에 대한 

부산 자동차부품업 
총요소생산성 민감도 추정

부품산업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완성차 업체의 영향 
추정을 통한 종속성 파악

 완성차업체에 대한 자동차부품업체
의 종속성은 강한 수준

 부품기업의 연쇄위기 완화를 위해 
거래처 다변화가 가장 시급

김태환
(2007)

자동차 부품산업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입지 패턴 변화

자동차 부품산업 
공간입지와 생산조직 
구조재편 과정 분석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수도권
을 중심으로 집적화 심화

 전속업체는 완성차 일대에 집적되고, 
복수거래업체는 분산화되는 경향

 부품업체의 규모의경제(내부화) 필요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2020)

2020년 상반기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이슈 동향 –미국, 

EU, 인도, 멕시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자동차산업 위축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응방향 모색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기피, 저
금리 영향으로 중고차 수요 증가

 미국을 중심으로 부품산업의 애프
터마켓 공략 정책 필요함

김양중
(2017)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방안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 제시

 기업의 경우 주요고객 선정, 전략
품목 선정, 가격경쟁력 확보 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지도 개선, 
품질 강화, 디자인 규제완화 필요

문남수
(2020)

자동차 
대체부품(인증품)의 

활성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및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활성화 필요성 제시

 세계 애프터마켓은 연평균 4% 이상 
성장 중이며, 미국과 유럽이 주도

 미국/유럽의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는 
수리보증, 관련 제도 확립과 관련

<표 3-2> 자동차 부품 및 대체부품 관련 선행연구 조사



- 43 -

다. 선행연구 종합

❍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과 정책 동향에 맞추어 자동차와 부품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대응책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

-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 미래차 전환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부품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 정부 주도의 자동차 산업육성 정책 속에서 자동차와 부품산업의 입지 패턴 변화와 지

역 내 가치사슬 구축 및 클러스터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

- 현지생산 증가와 신규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자동차산업 침체와 미래차 전환에 대응

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들이 추진

❍ 국내 자동차 산업은 독과점 체계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효과적인 육성이 가능했

으나, 완성차에 종속된 구조는 경쟁 심화와 미래차 전환 대응에 한계로 작용

-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완성차에 종속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은 부족하며, 완성차 위기로 인한 부품업체의 연쇄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큼

- 자동차 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와 해

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부품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

❍ 본 연구는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대체부품과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세계 자동차 경쟁 심화와 미래차 전환, 애프터마켓 성장의 변화 속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대체부품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

- 대체부품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으로서, 공급(제조기

업)과 해외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상황

- 본 연구는 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체부품과 국내 고착화된 부

품산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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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본 장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

체부품 산업 개요, 정책 동향,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음

- 대체부품 산업 개요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개념과 특성, 미래차 전환의 영향을 조

사하고, 대체부품산업의 개념과 애프터마켓 특성, 북미시장 유통구조를 조사

- 정책 및 연구 동향에서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정책 흐름과 국내 및 전라북도 

대체부품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

❍ 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중소기업 중심, 

완성차 종속성이 나타나며, 산업 트렌드 변화로 부품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

-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중심, 전·

후방산업과의 높은 연관성, 완성차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니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로 인해 내연기관에서 전장

부품 중심으로 부품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자동차 대체부품은 OEM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며, 애프터마켓은 자동차 시장

의 성숙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자동차 대체부품은 출고차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으로서 저렴한 가격과 

OEM 이상의 품질,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품질 편차는 한계로 작용

- 대체부품 시장에 해당하는 애프터마켓은 2019년 3,814억 달러로 2027년까지 연평

균 3.8% 성장이 예상되며, 북미시장은 대체부품의 진출 국가로서 잠재력이 큼

- 애프터마켓은 유통업체 통합, OEM 업체 진출,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변화가 발생하

고 있으며, 대체부품 산업은 온라인 채널 활용과 주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됨

❍ 북미 애프터마켓은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하고 있어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국으로 잠재력이 크며, 최종소비자에 따라 유통구조가 차이를 보임

- 북미지역 애프터마켓은 세계 35.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국의 경우 대체부

품 활용률이 40% 수준으로 국내 공급기업의 진출국가로 잠재력이 큼

- DIY 시장은 미국 애프터마켓의 약 20%를 차지하며, 유통구조 상에서 전국 체인망을 

갖춘 부품 전문 소매점(Autozone 등)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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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IFM 시장의 대체부품 유통은 창고유통업체/공동구매 그룹, 부품도매상, 정비

소, 소비자로 구성되며, 수출기업은 무역업체를 통하거나 창고유통업체를 통해 유통

- 최근 모든 채널에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면서 유통채널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가

브랜드 유통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인터넷 소매상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

- 미국 애프터마켓의 대체부품은 대만 제품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업체의 진출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확보, 홍보/커뮤니케이션 강화, 부품 커버리지 확보가 필요

❍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대외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대체

부품 정책은 국토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활발히 추진

-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계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왔으나, 세계화 이후의 경쟁 

심화와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 부품산업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 중

-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정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2014년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시

작되었으며,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이 추진

- 공급 차원에서는 독자브랜드 출시 지원, 인증기반 확대 및 품질경쟁력 확보, 대체부

품 업계-정비업계 협력 강화, 정책자금 지원, 수출 확대 등이 추진

- 수요 차원에서는 무상수리 거부 금지, 보험상품 개발, 사후관리 강화, 인지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전북의 대체부품 정책은 대기업 침체로 인한 부품업계 위기에 대응하여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시장 한계에 대응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요구

❍ 국내 자동차 산업 연구는 세계화와 미래차 전환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부

품업계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대체부품 및 애프터마켓 진출 연구 축적이 필요

- 국내 자동차 산업 연구는 대외적 여건과 정책 동향에 맞추어 자동차와 부품산업의 문

제점 진단과 대응책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국내 자동차 산업은 독과점 체계를 통해 후발주자로서 효과적인 육성이 가능했으나, 

완성차에 종속된 구조는 경쟁 심화와 미래차 전환 대응에 한계로 작용

- 자동차 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 부품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와 해

외 애프터마켓 진출이 요구되고 있으나, 부품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

- 본 연구는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대체부품과 해외시장 진출

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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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1. 개요

❍ 본 장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애프터마켓 동향과 대체부품 산업의 거시적인 현황

을 파악하여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시장 동향에서는 세계 및 국내 애프터마켓 현황을 조사하여 타겟시장으로서 북

미시장의 여건을 조사하고, 국내 OEM 부품 중심의 애프터마켓 구조를 진단

- 세계 애프터마켓 동향은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와 애프터마켓 규모를 파악하여 전

략시장으로서 북미시장의 규모를 진단하고, 완성차업체별 누적 판매대수를 파악

- 국내 애프터마켓 동향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와 자동차 부품업계 매출실적을 토대

로 OEM 부품 중심의 국내 시장여건과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진단

❍ 산업 현황에서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과 국내 지역별 대체부품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전북 대체부품 생산 여건을 파악

- 국내 및 전북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부품산업 여건을 거시적으로 진

단하고, 국내 및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현황을 파악하여 여건분석의 토대를 마련

구분 분류 내용

시장
동향

세계 애프터마켓 동향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 및 차종별 판매대수
 세계 애프터마켓 현황

국내 애프터마켓 동향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매출실적

⇩
산업
현황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
 전북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품목 현황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품목 현황

<그림 3-1>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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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현황

가. 세계 시장 동향

1)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억 대(2019)로 연평균 4.3%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체 35.4%로 가장 큼 비중을 보임(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3억 대(2019) 규모로 세계 자동차 등록

대수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8.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북미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6억 대(2019)로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의 24.0%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나타냄

<그림 3-2>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와 지역별 비중

구분
2009년 2019년 연평균성장률

(`09~`19)등록대수 비율 등록대수 비율
북미 289,558 29.6% 356,572 24.0% 2.1%
유럽 333,605 34.1% 407,704 27.4% 2.0%

아시아-태평양 244,207 24.9% 526,871 35.4% 8.0%
남미 55,475 5.7% 92,964 6.2% 5.3%
중동 34,036 3.5% 61,616 4.1% 6.1%

아프리카 22,357 2.3% 42,746 2.9% 6.7%
합계 979,238 100.0% 1,488,473 100.0% 4.3%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3>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천대)

 



- 51 -

❍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 중 승용차는 약 10.8억 대(72.7%), 상용차는 4.1억 대

(27.3%)를 나타내며, 승용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임

- 세계 승용차 등록대수는 2009년 약 6.8억 대에서 2019년 약 10.8억 대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72.7%를 차지

- 세계 상용차 등록대수는 2009년 약 3.0억 대에서 2019년 약 4.1억 대로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7.3%를 차지함

구분
2009년 2019년 연평균성장률

(`09~`19)등록대수 비율 등록대수 비율
승용차 684,025 69.9% 1,082,243 72.7% 4.7%
상용차 295,214 30.1% 406,231 27.3% 3.2%
합계 979,239 100.0% 1,488,474 100.0% 4.3%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4> 세계 자동차 유형별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천대)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3억 대로 전체 북미지역의 93.2%

를 차지하며,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함(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

- 북미지역 중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3.3억 대로 전

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93.2%를 차지함

- 미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6억 대로 주요 3개국 자동차 등록대수의 79.7%(승용차 

67.1%, 상용차 92.3%)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큼

구분 승용차 상용차 합계

미국
111,242 153,694 264,936
(67.1%) (92.3%) (79.7%)

캐나다
23,137 1,194 24,331

(13.9%) (0.7%) (7.3%)

멕시코
31,523 11,676 43,200

(19.0%) (7.0%) (13.0%)

북미 주요국 합계
165,903 166,564 332,466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5> 북미지역 주요국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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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승용차 누적 판매대수(`15~`19)를 살펴보면, 일본계(46.9%), 주요3사

(26.3%), 한국계(13.8%)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본계 승용차의 누적 판매대수(2015~2019)는 1,411만대로 46.9%를 차지하며, 토

요타(17.2%), 혼다(12.9%), 닛산(11.6%)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미국 주요 3사의 승용차 누적 판매대수(2015~2019)는 792만대로 26.3%를 차지하

며, GM(11.6%), Ford(9.7%), FCA(5.1%)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

- 한국계 승용차의 누적 판매대수(2015~2019)는 416만대로 13.8%를 차지하며, 현대

(7.6%), 기아(6.2%)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

구분 누적 판매대수(`15~`19) 비율

주요 3사

GM 3,479 11.6%
Ford 2,922 9.7%
FCA 1,523 5.1%
소계 7,924 26.3%

테슬라 테슬라 380 1.3%

일본계

Honda 3,877 12.9%
Mazda 630 2.1%
Nissan 3,478 11.6%
Toyota 5,188 17.2%

Mitsubishi 166 0.6%
Subaru 770 2.6%

소계　 14,108 46.9%

한국계
Hyundai 2,285 7.6%

Kia 1,877 6.2%
소계　 4,162 13.8%

유럽계

BMW 1,028 3.4%
Daimler 869 2.9%
Jaguar 75 0.3%

Porsche 105 0.3%
Volvo 124 0.4%

VW 1,715 5.7%

소계　 3,916 13.0%

　합계 30,109 100.0%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6> 미국 내 승용차 누적 판매대수(`15~`19)
(단위: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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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요 3사는 GM, Ford, FCA(Fiat Crhrysler Automobiles)를 의미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7> 미국 내 최근 5년간 자동차 누적 판매대수

2) 세계 애프터마켓 현황

❍ 세계 애프터마켓은 9,555.7억 달러(2017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

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Mckinsey&Company, 2018)

- 2017년 기준 세계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는 9,555.7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

에는 14,232.4억 달러로 연평균 3.1%의 증가가 전망됨

- 북미 애프터마켓은 3,236.8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3.9%를 차지하여 가장 규모가 

크며, 2017~2030년까지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애프터마켓은 2,879.8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하나, 다수의 완

성차 업계를 중심의 시장 성숙으로 2030년까지 성장률은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

- 아시아의 애프터마켓 규모는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이 각각 1,082.9억 달러로 총 

22.6%를 차지하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가장 빠르게 성장

❍ 세계 애프터마켓에서 대체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인

증품 비중은 비인증 부품은 3배 이상을 차지(Grandviewresearch)

- 세계 애프터마켓에서 출고용 OEM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5%, 대체부품의 비중은 

약 45% 수준이며, 인증 대체부품의 비중이 미인증품의 3배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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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ckinsey&Company(2018), Grandviewresearch.com(2019)

<그림 3-3> 북미 자동차 시장 추이와 대체부품 비중

구분
2017년 2030년 연평균성장률

(`17~`30)시장규모 비율 시장규모 비율
북미 3236.8 33.9% 4010.3 28.2% 1.7%
유럽 2879.8 30.1% 3510.5 24.7% 1.5%
중국 1082.9 11.3% 2772.7 19.5% 7.5%

기타 아시아 1082.9 11.3% 2344.3 16.5% 6.1%
기타 1273.3 13.3% 1594.6 11.2% 1.7%
합계 9555.7 100.0% 14232.4 100.0% 3.1%

주: 유로화 데이터를 달러로 환산하였음(`21.6.30. 기준)
자료 : Mckinsey&Company(2018)

<표 3-8> 지역별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나. 국내 시장 동향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로 최근 10년간(2009~2019)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승용차가 81.0%를 차지함(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

- 국내 승용차 등록대수는 1,918만대로 전체 81.0%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2009~2019) 연평균 3.9% 증가하였음

-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450만대로 19.0%를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은 0.5%로 변화가 미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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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나, OEM 부품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체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상황임

- 국내 애프터마켓 규모는 224억 달러(2018)로 추정되며, 최근 5년(2014~2018년) 동

안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나타냄(Marketline, 2018)

- 2019년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실적은 76.1조 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비슷

한 수준이며, OEM(66.5%), 수출(28.8%), A/S(4.7%)로 구성

- OEM은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은 50.6조 원(6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출은 

21.9조 원(28.8%)을 차지하여 OEM과 수출이 전체 부품업체 매출의 95.3% 차지

- 자동차 부품의 A/S 부문 매출액은 3.5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4.7%에 불과하지만, 

2013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구분
2009년 2019년 연평균성장률

(`09~`19)등록대수 비율 등록대수 비율
승용차 13,024 75.2% 19,178 81.0% 3.9%
상용차 4,301 24.8% 4,500 19.0% 0.5%
합계 17,325 100.0% 23,677 100.0% 3.2%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표 3-9>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단위: 천대)

 

구분
매출실적(억 원)

OEM 수출 A/S 합계

2013
507,352 224,469 30,441 762,262

66.6% 29.4% 4.0% 100.0%

2019
506,312 219,387 35,442 761,141

66.5% 28.8% 4.7% 100.0%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매출/납품현황 통계(http://www.kaica.or.kr, 확인일 : `21. 03. 16.)

<표 3-10>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실적(2019)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0),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함(2021)

<그림 3-4>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와 부품업체 매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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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현황

가. 자동차 및 부품산업 현황

1) 국내 현황

❍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이는 완성차 업계

의 해외 생산량 증가, 수요구조 성숙, 생산구조 비효율화 등과 관련

- 2020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350만대, 수출대수는 351만 대 규모를 나타내며, 

2012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한국자동차협회, 2020~2020)

- 국내 자동차 생산감소는 생산기지로서 매력도 감소, 세계 보호무역 기조 속 현지생산 

증대, 내수시장 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산업연구원, 2020; 중진공, 2019)

❍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10,238개, 종사자는 264,985명으로 2015년까지 

성장 후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냄(전국사업체조사, 2009~2018)

-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5,605개에서 10,378개, 종사자는 17.8만 명에서 27.1

만 명으로 증가 후 정체되어 2018년 사업체 10,238개, 종사자 26.5만 명 수준

<자동차 생산 및 수출추이> <자동차 제조업 변화 추이>

자료: 한국자동차협회(www.kama.or.kr)

<그림 3-5> 국내 자동차 산업 현황

❍ 국내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는 824개로 감소 추이를 보이

며,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증가하는 양상(자동차산업협동조합, 2013~2019)

- 2013~2019년 동안 전국 1차 협력업체 중 대기업은 229개에서 269개로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69개에서 555개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



- 57 -

- 국내 부품업체의 규모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부품업체에 등록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며, 이 중 4개 기업은 현대차 계열사임(산업연구원, 2020) 

- 시도별로 살펴보면, 1차 협력업체는 도 지역에 66.2%, 특별·광역시에 33.8% 위치하

며, 경기(21.5%), 경남(14.3%), 충남(9.5%), 전북(8.7%)의 순서로 많음

<표 3-11> 시도별 완성차 1차 협력업체 수
(단위: 천 대)

구분 업체수 비중

특별
광역시

부산 67 8.1%
인천 50 6.1%
대구 47 5.7%
서울 37 4.5%
울산 33 4.0%
광주 28 3.4%
대전 8 1.0%
세종 8 1.0%

소계 278 33.8%

구분 업체수 비중

도 지역

경기 177 21.5%
경남 118 14.3%
충남 78 9.5%
전북 72 8.7%
경북 68 8.3%
충북 21 2.5%
전남 8 1.0%
강원 4 0.5%

소계 546 66.2%

자료: 한국자동차협회(www.kama.or.kr), 

❍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이 전체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시아(28%), 유럽(25%) 순서를 나타냄

- 2019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출은 북미지역이 총 6,469 백만 달러(29%)

로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수출액은 6,344 백만 달러(28%)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유럽 지역은 5,744 백만 달러(25%)로 세 번째를 차지

❍ 자동차 부품업체 중 수출기업7)은 내수기업보다 업체당 매출액이 크며, 부품업체

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 수출기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내수기업의 약 2.5배 수준을 

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매출액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산업연구원, 2020)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7) 수출기업은 3년 연속(2016~2018년) 수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며, 내수기업
은 수출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의미함(산업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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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달러>

<전체기업> <수출국가>

자료: 산업연구원(2020) 재가공

<그림 3-6> 국내 자동차 수출 부품업체의 기업당 매출액과 수출국가 현황

2) 전라북도 현황

❍ 전북의 자동차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 대비 56 수준으로 감소 경향이 나타

나며, 생산액, 종사자, 수출액 역시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생산지수는 `15년 대비 94(`20 4분기)로 큰 변화가 없으나, 전북

의 경우 56(`20 4분기)으로 감소하였으며, 재고지수는 178(`20 3분기)까지 증가 

- 전북의 자동차 제조업 생산액(`19)은 6.8조 원 수준이며, 2014년 이후 완성차업체들

의 침체로 인해 연평균 9.9% 감소하여 전국 비중은 3.5%로 감소

- 전북의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는 484개(전국 4.2%), 종사자는 18,619명(전국의 

5.1%) 수준을 보이며, 2015년 이후 산업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전북의 자동차 수출액은 `19년 995백만 달러로 `11년 대비 연평균 18.6%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내 수출 비중은 40.8%에서 16.3%로 감소

구분 2014년 2019년
연평균변화율

(`14~`19)

전북
11,437 6,806

-9.9%
(5.8%) (3.5%)

전국
195,751 196,714

0.1%
(100.0% (100.0%)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2009~2019)

(단위 : 십억 원)

<자동차 생산지수 비교> <전북 자동차 생산액 변화>

자료: 광업제조업동향조사(2015~2020)

<그림 3-7> 전북 자동차 산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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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북 전국

2009년 2018년 연평균변화율 2009년 2018년 연평균변화율

사업체수
246 484

7.0%
6,112 11,601

6.6%
(4.0%) (4.2%) (100.0%) (100.0%)

종사자수
15,335 18,619

2.0%
262,516 364,226

3.3%
(5.8%) (5.1%) (100.0%) (100.0%)

<표 3-12> 전북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현황(C30)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8)

구분 구분
2011년 2019년 연평균

변화율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북
제조업 전체 12,640 100.0 6,095 100.0 -8.7
자동차 및 부품 5,163 40.8 995 16.3 -18.6

자동차 외 7,477 59.2 5,100 83.7 -4.7

전국
제조업 전체 489,950 100.0 488,934 100.0 0.0
자동차 및 부품 68,747 14.0 65,598 13.4 -0.6

자동차 외 421,203 86.0 423,336 86.6 0.1

<표 3-13>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 수출액 변화
(단위 :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 전북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366개, 종사자는 10,124명으로 전국의 약 4% 

수준을 나타내며, 엔진/완성차, 차체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편임

- 국내 자동차 부품제조업 종사자는 264,985명(2018)으로 자동차 제조업의 72.8%를 

차지하며, 2009년 이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나타냄(종사자 기준)

- 전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366개(전국 3.6%), 종사자는 10,124명(전국 3.8%)

로 4% 미만을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임

<전국> <전북>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8)

<그림 3-8> 전국과 전북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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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북 전국

2009년 2018년 연평균변화율 2009년 2018년 연평균변화율

사
업
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6 484
7.0%

6,112 11,601
6.6%

(4.0%) (4.2%) (100.0%) (100.0%)

엔진/자동차
3 5

5.2%
53 59 

1.1%
(5.7%) (8.5%) (100.0%) (100.0%)

차체/트레일러
38 113

11.5%
454 1,304 

11.1%
(8.4%) (8.7%) (100.0%) (100.0%)

자동차 부품
205 366

6.0%
5,605 10,238 

6.2%
(3.7%) (3.6%) (100.0%) (100.0%)

종
사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335 18,619
2.0%

262,516 364,226
3.3%

(5.8%) (5.1%) (100.0%) (100.0%)

엔진/자동차
7,146 7,024

-0.2%
78,507 88,035

1.2%
(9.1%) (8.0%) (100.0%) (100.0%)

차체/트레일러
973 1,471

4.2%
6,128 11,206

6.2%
(15.9%) (13.1%) (100.0%) (100.0%)

자동차 부품
7,216 10,124

3.4%
177,881 264,985

4.1%
(4.1%) (3.8%) (100.0%) (100.0%)

<표 3-14> 전국과 전북의 자동차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8)

❍ 전북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기타 신품 부품(27%), 차체(25%), 조향/현가(18%) 

순서로 비중이 크며, 조향/현가장치(2.5), 차체(1.5), 기타 부품(2.0)에 특화

- 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는 기타 신품이 2,735명(27%)으로 가장 많고, 차체용 부품

은 2,526명(25%), 조향/현가장치는 1,843명(18%)의 순서를 나타냄

- 조향/현가장치의 LQ는 2.5로 세부 부품업종 중에서 가장 특화도가 높고, 그 외 신품 

부품(2.0), 차체용 부품(1.5)의 순서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8)

<그림 3-9> 전북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세부 업종별 종사자 비중과 특화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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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전북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LQ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10,121 263766 361 10060 1.2

신품

엔진용 부품 1,800 47,558 21 794 0.5
차체용 부품 1,782 53,303 122 2,526 1.5
동력전달장치 1,242 38,363 20 699 0.6

전기장치 695 25,485 12 629 0.8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832 23,352 41 1,843 2.5

제동장치 543 15,610 17 482 1.0
의자 제조업 625 15,358 18 352 0.7

그 외 신품 부품 2,602 44,737 110 2,735 2.0
제재조 재제조 부품 제조업 117 1,219 5 64 1.2

합계 10,138 264,985 366 10,124 1.2

<표 3-15> 전북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세부업종별 특화도(LQ지수)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8)

❍ 전북 자동차 부품 공장은 완주, 익산, 군산, 김제에 집중되어 있으나, 세부 부품

에 따라 공간적인 분포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 엔진용 부품 제조공장의 경우 완주에 종사자의 53.8%가 집중되어 있으며, 차체용 부

품은 군산(38.4%), 완주(34.7%), 익산(13.8%)을 중심으로 분포

구분
신품 부품 재제조

부품
합계

엔진 차체 동력 전기 조향/현가 제동 의자 기타

완주
418 943 70 0 210 0 0 2074 0 3715

(53.8%) (34.7%) (11.7%) (0.0%) (91.7%) (0.0%) (0.0%) (32.9%) (0.0%) (34.1%)

익산
53 374 47 36 0 0 0 2159 0 2669

(6.8%) (13.8%) (7.9%) (48.0%) (0.0%) (0.0%) (0.0%) (34.3%) (0.0%) (24.5%)

군산
101 1045 125 17 0 0 140 940 7 2375

(13.0%) (38.4%) (20.9%) (22.7%) (0.0%) (0.0%) (95.2%) (14.9%) (100.0%) (21.8%)

김제
117 264 238 22 19 50 0 711 0 1421

(15.1%) (9.7%) (39.8%) (29.3%) (8.3%) (100.0%) (0.0%) (11.3%) (0.0%) (13.0%)

정읍
0 9 73 0 0 0 0 208 0 290

(0.0%) (0.3%) (12.2%) (0.0%) (0.0%) (0.0%) (0.0%) (3.3%) (0.0%) (2.7%)

전주
88 4 45 0 0 0 7 109 0 253

(11.3%) (0.1%) (7.5%) (0.0%) (0.0%) (0.0%) (4.8%) (1.7%) (0.0%) (2.3%)

남원
0 57 0 0 0 0 0 98 0 155

(0.0%) (2.1%) (0.0%) (0.0%) (0.0%) (0.0%) (0.0%) (1.6%) (0.0%) (1.4%)

고창
0 23 0 0 0 0 0 0 0 23

(0.0%) (0.8%) (0.0%) (0.0%) (0.0%) (0.0%) (0.0%) (0.0%) (0.0%) (0.2%)

합계
777 2719 598 75 229 50 147 6299 7 109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6> 전북 자동차 부품 제조업 공장의 분포

주: 음영은 종사자 100인 이상을 의미
자료: 전국공장등록통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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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부품 산업 현황

1) 국내 현황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업체는 42개이며, 서울(21.4%), 경기(16.7%), 전북

(16.7%)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대체부품 인증 기업을 추출한 결과, 전국

에는 약 42개의 대체부품 관련 기업이 분포(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이 포함됨)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기업은 서울이 9개(21.4%)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 

경기와 전북이 각각 7개 기업이 위치하여 두 번째로 많음

- 이 중에서 대체부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제조기업은 전북에 대부분 위치하며, 다른 지

역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대체부품을 인증하는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8)

구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전국

기업 수 9 3 3 1 2 7 2 1 2 7 3 42

비율 (21.4%) (7.1%) (7.1%) (2.4%) (4.8%) (16.7%) (4.8%) (2.4%) (4.8%) (16.7%) (7.1%) (100%)

<표 3-17> 전국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기업 현황

주: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대체부품 관련 기업을 추정
자료: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원사 현황(확인일 : 2021. 07. 02.)

자료: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원사 현황(확인일 : 2021. 07. 02.)

<그림 3-10>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업의 지역별 분포

8) 기존 부품업체는 완성차에 전속적인 납품구조 등으로 대체부품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으
나, 전북의 경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부품기업들의 대체부품 진출이 증가
하고 있음(한국자동차부품협회 및 자동차융합기술원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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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증 대체부품은 1,660종의 대체부품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 제품수

와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자동차부품협회 자료)

- (사)자동차부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인증이 완료된 대체부품은 

1,660개로 2018년(705종)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 국내 인증 대체부품의 대부분은 해외차종이며, 인증 품목이 다양한 해외차 제품

과 달리 국산차 제품의 경우에는 범퍼 커버와 휀더가 대부분을 차지

- 해외차종 인중 부품은 1,626종(9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등화부품(55.1%), 외

장부품(44.8%), 기능/소모성 부품(0.1%)의 비중을 차지(대부분 외국 제조기업 제품)

- 국내차종 인증 대체부품은 총 34종에 불과하며, 범퍼 커버(58.8%), 휀더(35.3%) 등 

외장부품이 전체 94.1%를 차지하고 있음

❍ 인증 품목의 증가로 국내 공급기반은 갖춰가고 있으나, 수요 측면에서는 고착화

된 OEM 독과점 구조로 품목 판매율이 0.8%에 불과한 상황임

구분
국산차 해외차 합 계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외장

범퍼커버 20 (58.8%) 314 (19.3%) 334 (20.1%)
휀더 12 (35.3%) 209 (12.9%) 221 (13.3%)
본넷 0 (0.0%) 87 (5.4%) 87 (5.2%)
그릴 0 (0.0%) 47 (2.9%) 47 (2.8%)

내흙받이 0 (0.0%) 54 (3.3%) 54 (3.3%)
외장소계 32 (94.1%) 711 (43.7%) 743 (44.8%)

등화

미등 및 제동등 0 (0.0%) 297 (18.3%) 297 (17.9%)
방향지시등 2 (5.9%) 431 (26.5%) 433 (26.1%)

안개등 0 (0.0%) 165 (10.1%) 165 (9.9%)
주간주행등 0 (0.0%) 20 (1.2%) 20 (1.2%)
등화 소계 2 (5.9%) 913 (56.2%) 915 (55.1%)

기능/소모 냉각부품 0 (0.0%) 2 (0.1%) 2 (0.1%)
합 계 34 (100.0%) 1,626 (100.0%) 1,660 (100.0%)

<표 3-18>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현황

자료: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부품 현황(확인일 : 2021. 07. 02.)

인증 건 판매량 품목 판매율
705 125 0.8%

<표 3-19> 2018년 기준 인증 건수와 판매량 

자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 대체무품 인증제 운용 실태 결과(2018)를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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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 현황

❍ 전북 대체부품 인증 기업 중에 제조기업은 6개이며, 30종의 대체부품이 개발 완

료 및 개발 진행 중이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9건임

- 전북에서는 총 19,950백만원을 투입해 싼타페TM 휀더 등 총 16개의 부품을 개발하

였으며, K5 전범퍼 등 14개 부품을 개발 중에 있음

- 승용차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토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인증 부품은 주로 승용차

를 중심으로 분포되어있으나, 전북 지역의 강점인 상용차 부품도 개발해 인증 획득

연번 기업명 생산 부품명 인증일

1

창원금속공업(주)

현대 싼타페 TM 휀더(좌,우) ’19.4.

2 현대 그랜저IG 휀더(좌,우) ’19.4.

3 현대 포터2 전범퍼 ’20.1.

4 현대 봉고3 전범퍼 ’20.3.

5 ㈜탑피온 현대 아반떼 전범퍼 ’20.9.

6 (유)동아하이테크 번호판 브라켓 ’20.8.

7 ㈜아이텍 현대 1톤 포터2 그릴 ’20.9.

8 ㈜세움 현대 포터2 코너판넬(좌,우) ’21.2.

9 ㈜한국몰드김제 현대 엑센트 뒷범퍼 ’20.7.

<표 3-20> 전북 기업 대체부품 인증 현황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

연번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개발 
중

개발완료

비고인증 
진행

인증
완료

1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15,900 13 2 1 JIAT

2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 육성 2,530 1 0 3 JIAT

3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 육성 1,300 0 4 3 JIAT

4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150 0 0 1 전북TP

5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70 0 1 1 JIAT

총 계 19,950 14 7 9

<표 3-21> 전북 대체부품 개발 지원 현황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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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수의 장비를 확충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체부품의 유통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을 추진 중

- 전북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의 

신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일감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시행

- 사출성형기, 롤러 헤밍 시스템, 3D 역설계 시스템, 플라스틱 개공 및 융착 시스템, 

천장형 호이스트 크레인, 공기압축기, 설계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설계프로그램, 프

레스, 레이저 가공기 등 다수의 공동 활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지원 및 유통·소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전라북도 협

약을 통해 전북의 대체부품의 수도권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21.5.)

4. 소결

❍ 세계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억 대로 연평균 4.3%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지

역 등록대수는 3.6억 대(24.0%)로 미국이 북미지역의 등록대수의 79.7% 차지

-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3억 대로 북미지역의 93.2%를 차지하

며, 미국(2.6억대)이 3개국의 대부분(79.7%)를 차지함

- 미국의 최근 5년 간 승용차 누적 판매대수는 일본계(46.9%), 주요 3사(26.3%), 한국

계(13.8%) 순서로 많으며, 토요타(17.2%), 혼다(12.9%), GM(11.6%) 순

❍ 세계 애프터마켓은 9,555.7억 달러(2017)로 2030년까지 연평균 3.1%의 성장

이 전망되며, 북미 애프터마켓은 3,236.8억 달러(33.9%)로 가장 큼

- 세계 애프터마켓에서 대체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인증품 

비중은 비인증 부품은 3배 이상을 차지함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로 최근 10년간(2009~19)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며, OEM 부품 의존도가 매우 커 대체부품의 비중은 미미한 상황

- OEM 부품(수출용 포함)의 비중은 95.3%에 달하며, A/S 부문 매출액은 3.5조 원으

로 전체 매출의 4.7%에 불과해 대체부품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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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산업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이는 완성차 업계의 해외 

생산량 증가, 수요구조 성숙, 생산구조 비효율화 등과 관련

-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생산 및 수출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이를 나타내며, 자

동차 제조업체 및 종사자는 2015년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경쟁력이 우수하며, 주요 수출국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출 활성화가 요구됨

❍ 전북의 자동차 제조업은 전국 4% 수준으로 2015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차체용 부품, 조향/현가 부품에 특화되어 있음

- 전북 자동차 부품업 종사자는 차체용 부품 2,526명(25%), 조향/현가장치 1,843명

(18%) 순이며, LQ지수는 차체용 부품(1.5), 조향/현가장치(2.5)로 특화되어 있음

- 전북 자동차 부품 세부 부품에 따라 공간적인 분포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며, 가장 규

모가 큰 차체부품의 경우 군산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는 42개, 인증제품은 1,660개로 공급여건이 좋아지

고 있으나, 국산차/국산품 비중 및 국내 판매율은 저조한 상황임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기업은 서울(21.4%), 경기(16.7%), 전북(16.7%) 순이나, 

대부분 유통기업으로 제조기업의 경우 전북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

- 국내에서 인증된 대체부품은 1,660종으로 2018년 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해외차

종이 1,626개로 98.0%, 국산차종이 34개로 2.0%를 차지

- 해외차종은 등화부품(55.1%), 외장부품(44.8%), 기능/소모성 부품(0.1%) 등 부품군

이 다양하지만, 국내차종은 범퍼 커버(58.8%), 휀더(35.3%) 등 외장부품이 대부분

❍ 전북 대체부품 인증 제조기업은 6개이며, 30종의 대체부품이 개발 완료 또는 개

발 중이며, 대체부품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육성이 추진 중

- 전북은 대체부품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집적되어 있고(유통기업 제외), 대체부품 생산

을 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30종의 대체부품이 개발 완료/진행 중임

❍ 본 장에서는 국내외 대체부품 시장과 산업여건을 조사하였으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내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필요



장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1. 개요

2. 응답자 현황

3. 정책 수요조사 결과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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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

1. 개요

❍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는 정책수요자인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여건 진단 및 정책 수요 파악이 필요함

- 본 장에서는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여건과 정책 수요

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조사는 도내 대체부

품 기업 37개를 대상으로 비대면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음

-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조

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E-mail, 전화, FAX, 온라인)를 수행

- 조사 대상은 도내 대체부품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글로

벌자동차대체부품협의회 회원사 37개(전수)임9)

❍ 조사내용은 연구 틀에 맞추어 기업의 일반현황(6문항), 제품 및 품질 여건(6문

항), 가격 여건(5문항), 수출 여건(6문항) 등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품질 측면에서는 생산 품목, 인증 현황과 실태, 연구조직 현황, 전략 품목, 품질 경쟁

력 수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가 포함

- 가격 측면에서는 국내 대체부품의 경쟁제품 대비 가격 수준, 적정 가격, 생산비용 요

소별 비중,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포함

- 수출 여건의 경우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시장 정보수집 경로와 특성, 해외

시장 진출 애로사항,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포함됨

9) 국내 대체부품 관련 기업은 42개사이며, 제조기업의 대부분은 (사)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
협의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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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목적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조사기간 `21. 6. 14. ~ `21. 7. 2(3주간)
조사대상 (사)글로벌대체부품산업협의회 회원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조사(FAX, E-mail, 온라인, 전화)

<표 4-1> 정책 수요조사 개요

조사 분야 조사 항목 항목 수

기업 일반현황  업체명, 소재지, 설립연도, 직원수, 주요 품목, 매출액 6항목

제품 및 품질여건

 대체부품 생산 품목 현황(규모)
 품질인증 현황(인증여부, 효과, 애로사항, 인증 미획득 사유)
 연구조직 현황(연구조직 여부, 형태/인력, 애로사항, 미운영 사유)
 해외시장 진출 전략품목(국적 및 품목)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 수준
 대체부품 품질경쟁력 확보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6문항
(세부포함 
12문항)

가격 여건

 경쟁제품 대비 가격 수준
 해외시장 적정 가격
 생산비용 요소별 비중
 가격경쟁력 확보 시급요소
 가격경쟁력 확보 정책 요소별 중요도/만족도

5문항

수출 여건

 해외시장 진출 현황(진출여부, 품목, 타겟시장)
 해외시장 정보 수집 경로와 특성(구하기 어려운 정보)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수출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기타 의견(주관식)

6문항

<표 4-2> 전라북도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정책 수요조사 내용

2. 응답자 현황

❍ 정책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31개(응답률 83.8%)이며, 군산 지역,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외장부품 제조기업의 비중이 높음

- (소재지)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군산(54.8%), 김제(22.6%), 익산

(9.7%)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설립연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5년~10년 미만(54.8%), 10

년 이상(19.4%), 3년 이내(16.1%)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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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11명~49명(54.8%), 10명 이하(29.0%), 50명~99명

(12.9%)의 순서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없음

- (생산 품목) 주요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외장부품(54.8%), 기능/소모성 부품(22.6%)

의 순서로 비중이 높고, 기타 응답(22.6%)으로 금형, 전장부품류 등이 포함

- (연간 매출액)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은 20억 미만(31.0%), 20억~ 50억 미만

(27.6%), 50억~100억 미만(17.2%)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구분
응답 현황

기업 수 비율

소재지

전 주 2 6.5%
군 산 17 54.8%
익 산 3 9.7%
정 읍 1 3.2%
김 제 7 22.6%
완 주 1 3.2%
소 계 31 100.0%

설립연도

3년 이내 5 16.1%
3년 ~ 5년 이내 3 9.7%
5년 ~ 10년 이내 17 54.8%

10년 이상 6 19.4%
소 계 31 100.0%

종사자 수

10명 이하 9 29.0%
11~49명 17 54.8%
50~99명 4 12.9%

100~299명 1 3.2%
300명 이상 0 0.0%

소 계 31 100.0%

주요 품목

외장부품류 17 54.8%

등화부품류 0 0.0%
기능/소모성 부품 7 22.6%

기타 7 22.6%
소 계 31 100.0%

연간 매출액1)

20억 미만 9 31.0%
20억 ~ 50억 미만 8 27.6%
50억 ~ 100억 미만 5 17.2%
100억 ~ 200억 미만 3 10.3%

200억 이상 4 13.8%
소 계 29 100.0%

합 계 31 100.0%

1) 3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기준 작성, 미응답한 기업 2건 제외 후 비율 산정

<표 4-3> 응답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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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수요조사 결과

가. 품질 여건

1) 대체부품 생산 현황

❍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국산차종 생산기업은 17개(54.8%), 해외차종 생산기업

은 3개(9.7%)이며, 5종 미만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비중이 큼

- 국산차종 대체부품 생산 기업의 경우 5종 미만(45.2%)이 가장 많으며, 10종 이상

(6.5%), 5종~10종 미만(3.2%) 순서를 나타냄

- 해외차종 대체부품 생산 기업은 3개에 불과하며, 10종 이상 생산하는 업체가 1개, 5

종 미만 생산하는 업체가 2개임

구분 국산차 해외차

없음/미응답
14 28

(45.2%) (90.3%)

5종 미만
14 2

(45.2%) (6.5%)

5종 이상 ~
10종 미만

1 0

(3.2%) (0.0%)

10종 이상
2 1

(6.5%) (3.2%)

합 계
31 31

(100.0%) (100.0%)

<표 4-4> 대체부품 생산 품목 수에 대한 응답 분포

2) 품질 인증 획득 현황

❍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9개(29.0%), 품질인증을 획득

하지 않은 기업은 22개(71.0%)로 품질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 비중이 큼

-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자동차부품협의회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9개(29.0%), 

획득하지 않은 기업은 22개(71.0%)로 미획득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73 -

구분 응답 수

품질인증 획득
9

(29.0%)

인증 미획득
22

(71.0%)

합 계
31

(100.0%)

<표 4-5> 국내 품질인증 획득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 국내 품질인증 기업의 인증 이후 경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품질 향상4.2

점), 인지도 개선(4.4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품질인증에 대한 부문별 효과에 대하여 인지도 개선(4.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내며, 품질 향상(4.2점),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수출 증대 효과의 경우 2.8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국내 품질인증

이 해외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인증과 함께 해외 인

증(CAPA)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함

구분 평균 점수

품질 향상 4.2

수출 증대 2.8

인지도 개선 4.4

합계 3.8

주 : 품질인증을 획득한 9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6> 품질인증 이후 경영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 74 -

❍ 품질인증 획득 과정의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품질기준 충족(33.3%)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서류의 복잡성(22.2%)이 두 번째를 차지함

- 품질인증 획득 과정상의 애로사항은 품질기준 충족(33.3%), 서류의 복잡성(22.2%)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중을 나타냄

- 품질인증의 경우 단순히 제품의 품질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인증 지원 절차, 비용 등 

제반 요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수 비율

품질기준 충족 3 33.3%

서류의 복잡성 2 22.2%

품목별 중복인증 1 11.1%

취득비용 부담 1 11.1%

어려움 없음 1 11.1%

기타(인증기간) 1 11.1%

합 계 9 100.0%

주 : 품질 인증을 획득한 9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7> 품질 인증 획득 과정상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기업의 품질인증을 미획득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

(50.0%), 전담 인력 부족(20.0%)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음

- 품질인증 미획득 사유는 기타(50.0%), 전담 인력 부족(20.0%), 기술 부족(10.0%), 비

용 부담(10.0%), 효과 불확실성(10.0%)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대체부품 품질인증 미획득 사유의 기타 의견은 인증 절차의 복잡성, 도내 인증 지원

기관 부재와 관련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구분 응답 수 비율

전담인력부족 4 20.0%

기술 부족 2 10.0%

비용 부담 2 10.0%

효과 불확실성 2 10.0%

기타 10 50.0%

합 계 20 100.0%

주 : 품질 인증을 미획득한 20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8> 품질인증 미획득 사유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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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조직 및 인력 현황

❍ 연구조직/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구조직/인력 보유업체는 28개(90.3%), 미

보유 업체는 3개(9.7%)로 보유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90.3%는 연구조직 또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여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응답 수 비율

보유 28 (90.3%)

미보유 3 (9.7%)

합 계 31 (100.0%)

<표 4-9>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 보유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 연구조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부설연구소가 23개(82.1%)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평균 연구인력은 2.0명으로 박사급 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조직의 형태는 기업부설연구소(82.1%), 연구전담부서(14.3%), 기타(3.6%)의 순서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인력은 박사급은 평균 1.2명, 석사급은 평균 1.6명, 학사급은 평균 3.1명으로 주

로 학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기업부설연구소 23 82.1%

연구전담부서 4 14.3%

기타 1 3.6%

합계 28 100.0%

주 :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을 보유한 28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10> 연구조직의 형태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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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연구인력 수

박사 1.2

석사 1.6

학사 이하 3.1

연구인력 평균 2.0

주 : 연구조직 및 연구 인력을 보유한 28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11> 연구 인력수 조사 결과(평균)

❍ 연구조직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구 자금 부족(53.6%, 15개)을 가장 많이 응답하

였고, 우수 인력 확보(35.7%1 10개), 연구 장비 부족(7.1%, 2개) 순으로 응답

- 연구조직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연구 자금 부족(53.6%), 우수인력 확보

(35.7%), 연구 장비 부족(7.1%)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연구를 위한 자금 부족과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어

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우수인력 확보 10 35.7%

연구자금 부족 15 53.6%

연구장비 부족 2 7.1%

연구정보 획득 0 0.0%

기타 1 3.6%

합 계 28 100.0%

주 : 연구조직 및 연구인력을 보유한 28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12> 연구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조사 결과

❍ 연구조직 미운영 기업의 경우, 연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자금 

부족(66.7%), 필요성 불충분(33.3%)의 순으로 응답

- 연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3개이며, 해당기업이 연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자금 부족(2개, 66.7%), 필요성 불충분(1개, 33.3%)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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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수 비율

자금 부족 2 (66.7%)

지역 전문인력 부족 0 (0.0%)

설립기준 미충족 0 (0.0%)

필요성 불충분 1 (33.3%)

기타 0 (0.0%)

합 계 3 (100.0%)

주 : 연구조직 및 연구 인력을 미보유한 3개 기업의 응답 결과임

<표 4-13> 연구조직 미운영 사유에 대한 응답 분포

4) 해외시장 중점 육성 분야

❍ 전북의 해외시장 진출 중점육성 차종을 조사한 결과, 국산차와 해외차종 부품을 

모두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5개(80.6%)로 대부분을 차지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점 분야로 국산차와 해외차종 대체부품을 모두 육성해야 한

다는 의견은 25개(80.6%)로 대부분을 차지함

- 국산차종 대체부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의견은 2개(6.5%), 해외차종 대체

부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4개(12.9%)로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국산차 중심 2 6.5%

해외차 중심 4 12.9%

국산차/해외차 모두 25 80.6%

합 계 31 100.0%

<표 4-14> 해외시장 진출 중점 분야(차종)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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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해외시장 중점육성 품목을 조사한 결과, 외장부품(71.0%), 기능/소모성 

부품(29.0%)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전북의 해외시장 중점육성 품목에 대하여 외장부품은 22개(71.0%)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기능/소모성 부품은 9개(29.0%)로 두 번째를 차지

-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와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외장부품을 

중심으로 기능/소모성 부품으로 확대 육성하는 방향의 접근이 요구됨

구분 응답수 비율

외장부품류 22 71.0%

등화부품류 0 0.0%

기능/소모성 9 29.0%

기타 0 0.0%

합 계 31 100.0%

<표 4-15> 해외시장 진출 중점 분야(부품)에 대한 응답 분포

5) 국내 대체부품의 품질 수준

❍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체부품은 OEM 부품과 경

쟁국(대만) 부품보다 우수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OEM 제품 대비 품질수준을 3.7점으

로 평가하여 동등(3.0점)한 수준 이상으로 평가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경쟁국(중국·대만) 대체부품 대비 품

질수준을 4.0점으로 평가하여 우수(4.0)한 수준으로 평가

구분 OEM제품 대비 경쟁국 대비(중만·중국)

응답 평균 3.7 4.0

주 : 동등한 경우 3점을 부여하도록 조사

<표 4-16> 경쟁제품 대비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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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는 4.56점(평균)으로 기술개발 지원(4.81), 

연관기업 유치(4.61), 설비·장비 지원(4.61)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품질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4.56점(5점 만점), 정책요소별 4.26~4.81점

으로 나타나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별로 살펴보면, 기술개발 지원(4.81), 연관기업 유치(4.61), 설비·장비 지원(4.61)

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만족도는 3.51점(평균)으로 연관기업 유치 지원

(3.13), 우수인력 채용 지원(3.32), 품질인증 지원(3.48)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품질경쟁력 확보 정책의 만족도는 평균 3.51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이나 중요도

(4.56점) 대비 1.05점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정책별로 살펴보면, 연관기업 유치 지원(3.13), 우수인력 채용 지원(3.32), 품질인증 지원

(3.48)의 순서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연관기업 유치(1.48), 품질인증 지원(1.04)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구분
중요도

(A)
만족도

(B)
차이

(A-B)

우수인력 
채용 지원

4.26 3.32 0.94 

설비·장비 
지원

4.61 3.77 0.84 

연관기업 
유치(집적화)

4.61 3.13 1.48 

품질인증 
지원

4.52 3.48 1.04 

기술개발
(R&D) 지원

4.81 3.83 0.98 

총 평균 4.56 3.51 1.05

<표 4-17>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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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 여건

1)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수준과 적정 가격

❍ 국내 대체부품의 가격 수준을 조사한 결과, OEM 부품 대비 68.3%, 경쟁국 대

체부품 대비 86.0%의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해외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

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국내 대체부품의 생산량이 적고 해외시장 진출사례가 적기 때문에 해외시장으

로의 물류·유통비를 고려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구분 OEM 제품 대비 경쟁국 대체부품 대비(대만·중국)

응답 평균 68.3 86.0

주 : 경쟁제품을 100%로 했을 때 가격 환산

<표 4-18> 경쟁제품 대비 자동차 부품 가격 수준

❍ 국내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적정 가격을 조사한 결과, 현 상태 유지(36.5%), 약간 

인상(29.0%), 약간 인하(29.0%)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해외시장에서 국내 대체부품의 적정 가격으로 현 상태 유지(35.5%)의 응답이 가장 

많으며, 약간 인상 및 약간 인하가 각각 29.0%로 두 번째를 차지

-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현재 국내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

식하고 있으며, 무리한 가격 조정보다는 현 가격 수준 내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구분 응답 수 비율

대폭 인하 필요 1 3.2%

약간 인하 필요 9 29.0%

현 상태 유지 11 35.5%

약간 인상 필요 9 29.0%

대폭 인상 필요 1 3.2%

합 계 31 100.0%

<표 4-19> 해외시장에서 적정 가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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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원가 구성 비중

❍ 대체부품의 생산원가 구성 조사 결과, 재료비(24.9%), 설비투자·운영비(24.7%), 

인건비(22.6%)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생산원가 비중은 재료비(24.9%), 설비투자·운영비(24.7%), 인건비(22.6%), 연구개발

비(9.2%), 물류·유통비(9.2%), 홍보·마케팅비(6.1%)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1> 생산비용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3) 해외시장 가격경쟁력 확보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 최우선 정책을 조사한 결과, 물류/유통 효율화

(45.2%), 설비투자비 지원(35.5%), 생산공정 효율화(9.7%)의 응답률을 보임

- 국내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에 대하여 물류·유통 

효율화(45.2%), 설비투자비 지원(35.5%)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구분 응답 수 비율

생산공정 효율화 3 (9.7%)

물류/유통효율화 14 (45.2%)

공용장비 구축 1 (3.2%)

설비투자비 지원 11 (35.5%)

기타 2 (6.5%)

합 계 31 (100.0%)

<표 4-20>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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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는 4.49점으로, 설비투자비 지원(4.61), 물

류·유통비 저감(4.58), 인건비 지원(4.42)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4.49점(5점 만점), 정책 요소별 중요도는 

4.29~4.61점으로 나타나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요소별로 살펴보면, 설비 투자비 지원(4.61), 물류·유통비 저감(4.58), 인건비 지

원(4.55)의 순서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3.08점으로, 물류·유통비 저감(2.81), 인건비 

지원(3.10), 설비투자비/원자재 수급 지원(3.13점)의 순서로 낮은 점수를 보임

-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3.08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며, 정책 요소별로 

2.81~3.26점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 물류·유통비 저감 정책의 만족도는 2.81점(보통 이하)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인건비 지원(3.10점), 원자재 수급지원/설비투자비 지원(3.13)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 물류·유통비(1.77), 

설비투자비 지원(1.48), 인건비 지원(1.45)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구분
중요도

(A)
만족도

(B)
차이

(A-B)
생산규모 
확대 지원

4.42 3.26 1.16 

인건비 지원 4.55 3.10 1.45 

원자재 수급 지원 4.29 3.13 1.16 

설비투자비 지원 4.61 3.13 1.48 

물류유통비 저감 4.58 2.81 1.77 

총 평균 4.49 3.08 1.41 

<표 4-21>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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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 여건

1) 해외시장 진출 현황

❍ 해외시장 진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진출기업은 4개(13.3%), 미진출 

기업은 26개(86.7%)로 미진출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대체부품 기업 중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4개(13.3%)에 불과하며, 

26개 기업(86.7%)은 국내시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진출 4 13.3%

미진출 26 86.7%

합계 30 100.0%

주 : 미응답 1건 제외

<표 4-22> 해외시장 진출 여부에 대한 응답 분포

2) 해외시장 중점진출 지역

❍ 해외시장 중점진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북미(73.3%), 아시아(16.7%), 유럽

(6.7%)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미지역의 경우 세부 진출국으로 미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으

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응답도 일부 존재

- 아시아 중에서는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시장과 중국, 인도에 대한 응답이 다수

를 차지하며, 유럽의 경우 독일, 러시아에 대한 응답이 존재함

구분 응답 수 비중
북미 22 70.0%
유럽 2 6.7%

아시아 5 16.7%
중동 0 0.0%
기타 1 3.3%

합 계 30 100.0%

주 : 미응답 1건 제외

<표 4-23> 해외시장 진출 타겟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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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시장 정보 획득 경로와 취득이 어려운 정보

❍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획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63.3%), 

수출지원기관(20.0%), 관련 기업(16.7%)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해외시장 정보는 인터넷 검색(63.3%)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 인터넷을 제외할 경우, 해외시장 정보 획득 경로로 수출지원지관(20.0%)과 관련 기

업(16.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인터넷 검색 19 63.3%

디렉토리북 0 0.0%

관련 기업 5 16.7%

수출지원기관 6 20.0%

기타 0 0.0%

합계 30 100.0%
주 : 미응답 1건 제외

<표 4-24> 해외시장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응답 분포

❍ 획득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한 결과, 바이어 정보(43.3%), 시장 정보

(23.3%), 인허가 정보(20.0%)의 순서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도내 대체부품 기업이 획득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정보로 바이어 정보(43.3%)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바이어 정보를 제외할 경우, 획득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정보로 시장 정보(23.3%), 인

허가 정보(20.0%)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 수 비율

시장 정보 7 23.3%

인허가 정보 6 20.0%

바이어 정보 13 43.3%

파트너 정보 3 10.0%

마케팅 정보 1 3.3%

합 계 30 100.0%
주 : 미응답 1건 제외

<표 4-25> 구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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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품질 확보(29.0%)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며, 전문인력 부재, 비용부담, 언어/문화 차이가 두 번째(19.4%)를 차지

- 도내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주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품질 확보

(29.0%)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품질 확보 외에는 비용 부담(19.4%), 전문인력 부재(19.4%), 언어/문화 차이(19.4%)

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구분 응답 수 비중

현지정보 부족 4 12.9%

전문인력 부재 6 19.4%

품질 확보 9 29.0%

비용 부담 6 19.4%

언어/문화 차이 6 19.4%

합 계 31 100.0%

<표 4-26>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 분포

5)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는 4.52점, 만족도는 2.99점으로 중요도 대

비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의 중요도는 다양한 제품군 확립(4.65), 해외시장 정보 제

공(4.61), 공동물류·유통 지원(4.5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의 만족도는 공동물류·유통 지원(2.61), 해외시장 정보 제

공(2.90), 홍보/마케팅 지원(3.06)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해외시장 진출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공동물류·유통 지원(1.90), 해외시

장 정보 제공(1.71), 다양한 제품군 확립(1.48)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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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요도

(A)
만족도

(B)
차이

(A-B)
다양한 

제품군 확립
4.65 3.16 1.48 

해외시장 정보 
제공

4.61 2.90 1.71 

공동물류/
유통 지원

4.52 2.61 1.90 

홍보/마케팅 지원 4.48 3.06 1.42 

품질관리 지원 4.35 3.19 1.16 

전체 4.52 2.99 1.54 

<표 4-27>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라. 기타 의견

❍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은 크게 생산 지원, 해외 진

출 지원, 제도 개선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됨

- (생산 지원) 다양한 제품군 확보를 위한 생산 기술 확보, 지속적인 개발 지원정책 추

진, 역설계 인력 지원, 부품군의 다각화, 공동물류·유통 체계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 (해외 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모범 사례 공유, 공동 마케팅, 주요 수출 타겟이 될 

미국 CAPA 인증 기준 정보 확보 등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제안

- (제도 개선)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디자인 협약 사항 개선 또는 「디자인 보호법」 의 

개정을 통한 대체부품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기타) 기업의 대체부품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 확대, 안정성 등을 확

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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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본 장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 기업의 의견을 품질, 가격, 수출 여건의 측면

에서 검토하기 위해 정책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 대상은 (사)글로벌대체부품산업협의회 회원사로, 기업 일반현황, 품질 여건, 가

격 여건, 수출 여건 등 4개 부문 총 23개 문항을 비대면으로 조사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도내 31개 기업이며, 주로 자동차 산업이 분포한 전북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품질 여건 조사 결과, 전북 대체부품은 품질경쟁력이 있지만, 국산차 위주이며, 

기업 집적화, 품질인증 활성화, 대체부품 맞춤형 인력수급이 요구됨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은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전담 인력 부족과 인증 기

관 및 절차 등의 복잡성 문제로 인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구 조직을 갖춘 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학사 위주의 인력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중심의 수급 체계 개선이 요구됨

- 자동차 대체부품의 육성을 위해 국산차/해외차 모두 외장부품류를 중심으로 육성해

야하며, 현재 생산되는 부품은 OEM 및 경쟁국 대비 품질 수준이 약간 높다고 평가

- 국내 대체부품 품질 여건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

관기업 유치, 품질인증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 가격 여건 조사 결과, 전북 대체부품은 가격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유통체계 효율화와 설비투자비 지원이 요구됨

-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가격수준을 OEM 대비 68.3%, 경

쟁국 대비 86.0% 수준으로 인식(단, 해외 유통물류비용에 대한 추가 고려 필요)

-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지만, 국산차 및 해외차의 종류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가격의 설정이 필요함 

- 국내 대체부품 해외시장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유통비 저감, 설비투자비 지

원, 인건비 지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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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여건 조사 결과, 수출기업 비중은 낮은 상황이나 북미시장 중심의 진출이 

필요하며, 공동물류·유통 지원, 해외시장 정보, 다양한 품목 확보가 요구됨

-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13.3%에 불과하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타겟국가로 북미지역(70.0%)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

며, 바이어, 시장, 인허가와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됨

-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차종 확보에 대한 응답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국내 대체부품 수출 정책 역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 

물류-유통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

❍ 정책 수요조사 결과, 품질, 가격, 수출 측면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요구됨

- 품질 측면에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장부품을 중심으로 품질인증 

지원체계 구축과 대체부품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지원이 필요함

- 가격 및 수출 측면에서 해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비 지원과 북미시

장을 중심으로 하여 제품 커버리지 확보, 공동물류/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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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방안

1. 개요

2. 여건 종합

3. 기본구상

4. 분야별 추진계획





- 91 -

제 5 장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1. 개요

❍ 본 장에서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동향과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의 여건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수립

- 여건 종합 단계에서는 해외 애프터마켓 및 대체부품 산업 동향과 전북 대체부품 산업

의 여건 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 도출

-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도출된 정책요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

-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과제별 실행방안을 구체화

❍ 전북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방안은 품질, 가격, 수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요인과 정책과제 도출, 구체화를 통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

 

구분 분류 내용

여건
종합

전북 대체부품 산업
여건 종합

 자동차 AM 및 대체부품 산업 여건 종합
 전북 대체부품 산업 여건 종합 및 정책요인 도출

⇩
기본
구상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북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비전
 전북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목표

⇩
전략
수립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과제 도출

 부문별(품질/가격/수출) 추진과제 도출
 추진과제별 사업내용 구체화

<그림 5-1>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수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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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 종합

❍ 전북 대체부품 산업은 품질, 가격, 수출 측면에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 구상이 요구됨

- 품질 측면에서 전북 대체부품 산업은 경쟁국 대비 품질, 전문인력 양성기반, 뿌리기

업 기반의 장점이 있으나, 인증기업 부족, 전문인력 부족, 제품군 협소 약점 보유

- 가격 측면에서 전북은 대만 독과점 심화 및 가격담합, 경쟁품 대비 낮은 가격의 기회

요인이 있지만, 기업 집적화 기반 부족 및 원가경쟁력 약화는 약점으로 작용

- 수출 측면에서 전북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온라인시장 성장, 협의회 보유의 장점이 

있지만, 공동물류 기반 부재, 온라인 진출역량 부족, 네트워크 취약의 약점 보유

❍ 전북 대체부품 산업 여건을 종합하여 품질기준 확보 및 품목 확대(품질), 집적경

제 및 원가경쟁력 확보(가격), 물류·유통체계 효율화(수출)의 정책요인 도출

- 품질 측면에서 품질기준 확보 및 품목 확대를 위해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 대체부품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수급 지원,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보급이 필요함

- 가격 측면에서 대체부품 제조업체의 집적경제 및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규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및 공정개선 지원과 집적화 기반 조성이 요구됨

- 수출 측면에서 해외시장 물류·유통효율화를 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물류·유통 통합

단지 조성,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요구됨

구분
전북 여건 종합

정책요인 도출
강점 및 기회요인 약점 및 제약요인

품질

 경쟁국 대비 높은 품질  CAPA 인증 기업 부재

⇨
 품질기준 확보 및 품목 확대
-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
- 대체부품 맞춤형 인력수급 지원
-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보급

 전북 인력양성기반 보유  맞춤형 인력수급 한계

 뿌리기업 집적화기반 보유  맞춤형 기술보급/진출 미흡

가격
 대만 독과점 심화(담합)  원가경쟁력 약화(설비·장비) ⇨  집적경제 및 원가경쟁력 확보

- 설비투자/공정개선 지원
- 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OEM 대비 낮은 가격  기업 집적화 기반 부족

수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예정  공동물류·유통기반 부재

⇨
 물류·유통체계 효율화
- 물류·유통단지 조성
-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북미 온라인 시장 성장  온라인시장 진출역량 부족

 대체부품협의회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 취약

<표 5-1>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여건 종합 및 정책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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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가. 비전과 목표

❍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의 부문별 정책요인과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해외시장 진

출 활성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정책의 주요 대상은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생산 및 유통 관련 기업으로서 후방산업인 뿌리 기업을 포함함

- 부문별 도출된 정책요인은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보급(품질), 대체부품 산업 규모

화 및 집적화 기반 조성(가격), 물류·유통체계 효율화(수출)임

-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타겟시장인 북미 시장

의 여건과 전북의 대체부품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

❍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비전은 “대체부품 산업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선도기지 도약”으로 수립

- 대체부품 산업은 신차용 OEM 부품과 기술 수준, 유통구조, 주력 품목 등이 차이를 

보이므로 대체부품 및 애프터마켓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전북 대체부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품질, 가격, 수출 측면의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산업 육성이 요구됨

❍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비전 달성을 위하여 품질, 가격, 수출 

측면의 추진 목표를 도출하였음

- 품질 측면에서는 인증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생산 품목 부족에 대응하여 ‘글로벌 대

체부품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 지원’을 목표로 설정

- 가격 측면에서는 대체부품 기업의 집적경제를 도모하고 설비투자비 부담 경감을 도

모하기 위하여 ‘집적화 기반조성 및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을 목표로 설정

- 수출 측면에서는 물류·유통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북미 애프터마켓 여건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물류·유통기지 조성 및 북미 시장 맞춤형 밀착지원’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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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과제 도출

1)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 지원(품질)

❍ 품질 측면에서 전북 대체부품의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를 지

원하기 위하여 3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과제 1-1)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 전북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대체부품에 특화된 금형 및 공정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업체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체부품 차원의 QCD 확보를 위

한 금형, 성형,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도내 뿌리기업에 보급

- 도내 뿌리기업과 연계하여 대체부품 맞춤형 공정기술 보급 확산을 통해 대체부품 품

질 및 품목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을 구축하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

(과제 1-2)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 전북 대체부품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품질인증 측면에서 인력확보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전북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미 애프터마켓 수출 및 유통과 

관련 전문인력과 대체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술 인력 공급이 필요함

- 수출 및 유통 전문인력의 경우 대체부품 관련 해외시장 분석, 전략차종 및 부품 선정, 

해외인증 지원, 마케팅 등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에 초점

- 제조기술인력의 경우 대체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기술 개발, 금형 설계, 품질

관리, 현장 기술직 등의 제조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둠

(과제 1-3) 글로벌 대체부품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조성

- 전북 대체부품은 국내 완성차종 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시

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재한 상황임

- 미국 자동차인증부품협회(CAPA)는 정비소, 유통사,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가 구축되

어 있고 인증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 참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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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APA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 대부분은 대만업체이며, 해외 완성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의 대체부품까지 대만기업를 중심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10)

- 국내 대체부품 기업의 CAPA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 프로그램 신청에서부터 

품질인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집적화 기반조성 및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가격)

(과제 2-1)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 국내 대체부품은 북미 대체부품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중국 대비 원가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장비 관련 지원이 요구됨

- 수요조사 결과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정책으로 설비투자 부담 완화(35.5%)가 물류·유

통 효율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설비투자의 경우 대체부품 제조기업이 대체부품 생산에 요구되는 설비와 장비를 도

입할 경우 투자 비용의 일부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

-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공정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을 촉진함

(과제 2-2)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

- 전라북도의 대체부품 관련 기업 및 기관은 도내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자동차 대체부

품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이 부재하여 혁신역량 강화에 한계

-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의 집적경제 확보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집적

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요구됨

- 전라북도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을 중심으로 대체부품 

특성화 전문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된 지원시설을 조성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함

10)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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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유통기지 조성 및 북미시장 맞춤형 밀착지원(수출)

(과제 3-1) 애프터마켓 물류·유통단지 조성(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연계)

- 물류·유통체계 효율화는 전라북도 대체부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가

장 시급히 요구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음

- 전라북도 대체부품의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도내 제조 및 유통업체가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기능이 포함된 물류 시설 확충이 요구됨

- 물류 시설의 경우 민간 수요가 확보되어야 추진 가능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군산 중

고차 수출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고려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다품종 대체부품의 보관과 분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자

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대체부품 유통·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함

(과제 3-2) 대체부품 기업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 북미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온라인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북미시장 진출 활성

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진출 방안이 요구됨

-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송 시간 절감과 

구매자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업체 교육과 현지 마케팅,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된 기업 공동 지원사업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현지에 전북 대체부품 물류 지원창고를 개설하여 북미 온라인

시장 진출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과제 3-3)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대체부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생산설비에서부터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주체와 지속적인 신뢰구축 필요

- 북미 애프터마켓 변화로 CAPA, 경쟁사, 해외 유통사, 소매업체, 정비업체, 소비자 

등 대체부품 관련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음

- 전북 대체부품 관련 주체들과 북미 시장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현지에 연락사무

소를 개설하여 현지 정보를 상시로 수집하고, 네트워크 구축 행사 개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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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구상

비전 대체부품 산업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선도기지 도약

추진
목표

 ▸(품질)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 지원
 ▸(가격) 집적화 기반조성 및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
 ▸(수출) 물류·유통기지 조성 및 북미 시장 맞춤형 수출 밀착지원

8대
추진
과제

  1.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 지원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대체부품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조성

  2. 집적화 기반조성 및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전북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

  3. 물류·유통기지 조성 및 북미시장 진출 밀착지원
    애프터마켓 물류·유통단지 조성(중고차-대체부품 연계)
    대체부품 기업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지원(협의회 연계)

<그림 5-2> 전북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기본구상

<표 5-2>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연구내용
기간

단기(`22~`24) 중기(`25~`27) 장기(`28~)

기술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가격
설비투자 및 공정스마트화 지원

집적화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수출

AM 통합물류·유통기지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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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추진계획

가. 글로벌 품질기준 확보 및 생산 품목 확대 지원

1)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보급을 통한 생산 품목 확대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생산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특화된 기

술을 개발하여 도내 제조기업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대체부품의 경우 신차의 양산형 부품 생산과 요구되는 가격, 품질, 단기성형 등에 차

이를 보이며, 대체 부품에 특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함

- 전북 대체부품 생산 품목 확대를 위해서 대체부품에 적합한 금형 및 공정기술을 개발

하고, 뿌리기업 및 제조기업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전북에서 시행 중인 대체부품 시금형 개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시금형 및 공정기술이 도내 제조업체에 보급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 현재 전북에서는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대체부품 시금형(제품) 개발

을 위한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대체부품 생산을 위한 시금형 및 공정

기술개발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단위에서 대체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 및 공정기술 확보가 가능

하며, 향후 개발된 기술이 도내 대체부품 제조 및 뿌리기업에 확산이 필요함

❍ 시행 중인 기업 대상 대체부품 금형/공정 기술개발을 공동수요기술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전문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도내 대체부품 관련 기업들의 공동 수요기술

을 중심으로 대체부품 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

-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에 대하여 도내 대체부품 및 뿌리기업에 확산하기 위

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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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력수요 비고
목적 대체부품 생산 집적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
대상 도내 자동차 부품사 등 관련 기업

지원규모 32.5억 원 이월예산 합계
지원기간 2021년
지원금액 사업비의 80%(최대 2억원) 군산/김제/익산 외 1억원

지원내용
 대체부품 개발을 위한 시금형(제품) 제작 지원
 대체부품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패키지 지원

<표 5-3> 전북 일감참출형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R&D 부문) 주요 내용

자료: 자동차융합기술원 내부자료(2021)

2)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부품 제조와 유통별 산업수요에 맞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함

- 뿌리기업을 포함한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인력수급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부품 기술 수준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수급 지원이 필요

- 대체부품 유통기업의 경우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분석과 전략 부품 선정, 

해외시장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이 필요함

구분 인력수요 비고

제조기업
 설계인력 : 도면 제작, 금형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인력 : 금형 제작 및 제품 생산

 (현장) 기술직
 기능직 등

유통기업
 시장분석 : 해외시장 조사, 전략품목 선정 등
 마케팅 :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인력(외국어 능통자)

 연구직
 사무직 등

<표 5-4>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 방향

❍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도내 전문기관 및 대학,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대체부품에 

특화된 설계인력 양성과 생산기능직 인력공급체계를 마련

- 설계인력은 대체부품에 적합한 기술 수준의 제품을 설계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현장)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도내 특성화고/전문대와 대체부품 제조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의 양성 및 매칭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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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업의 경우 북미시장 애프터마켓 진출을 위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인력으

로 구분되며, 협의회 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지원

- 시장분석 인력의 경우 북미시장을 포함한 애프터마켓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품목 선

정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공급에 초점을 둠

- 마케팅 인력의 경우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능

력을 겸비한 홍보, 마케팅 관련 인력공급에 초점을 둠

- 해외시장 유통과 관련된 인력의 경우에는 개별기업보다는 협의회 또는 자동차융합기

술원을 중심으로 공급을 지원하고, 개별기업에 컨설팅 형태로 지원을 고려함

3) 글로벌 대체부품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조성

❍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유통되는 대체부품은 인증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북 대체부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필요

- 북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TYC사의 대체부품은 CAPA 인증여부를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순정품과 동일한 기능과 낮은 가격으로 순정품과 경쟁

- 해당 제품의 경우 순정품($196.2) 대비 저렴한 가격($36.4)과 함께 CAPA 인증품의 

특성을 제품정보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료: 아마존 사이트(Amazone.com)

<그림 5-1> TYC사의 인증 대체부품(좌)와 순정품(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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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인증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인증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북에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2018년 국내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기능

성, 소모성 부품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기능을 도내 기업 수요와 트렌

드 변화에 맞게 외장부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 필요

- 도내 대체부품의 CAPA 인증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하여 

복잡한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대체부품 개발 공동활용 장비구축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프레스, 사출성형기(650t·2,500t·3,500t), 롤러 해밍 시스템, 레이저가공기, 3D역설

계시스템, 플라스틱 개공 및 융착시스템, 호이스트크레인, 공기압축기 등 8종 구축 

- 시금형(제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약 35여건의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

- 이 외에도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약 

7건의 역설계, 시험평가, 시금형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약 4건의 설계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 

연번 장비명 용도 비고

1
사출성형기

(650t·2,500t·3,500t)
 가열해 녹인 재료(플라스틱)를 사출 

금형에 넣어 제품 제작(범퍼 등)

구축 완료

2 롤러 해밍 시스템  제품 끝부분을 접어 마무리하는 장비

3 3D 역설계 시스템  제품 형상을 3D CAD 데이터화

4 플라스틱 개공 및 융착시스템  플라스틱 제품의 천공, 부품 융착

5 천장형 호이스트 크레인 (30t/10t)  제품 제작틀 이송, 장착

6 공기압축기  장비구동을 위한 압축 공기 생성

7 설계테이터 통합관리시스템  2D/3D 설계 데이터 관리 구축 완료 
(군산시)8 설계프로그램(CATIA)  2D/3D 제품 설계

9 프레스  강철 제품 생산(휀더, 본네트 등) ’21년도 
구축예정10 레이저가공기  레이저를 이용한 3D형상 제품 생산

<표 5-5>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장비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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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부품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도내에 부재한 외장

부품 시험 관련 인프라 확충과 인증 프로그램 참여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기술센터가 충남에 조성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대체부품

의 품질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품질인증센터의 추가건립은 현실성이 떨어짐

- 전북의 경우 기능/소모성 부품에 한정된 시험기능을 외장부품으로 확대하여 관련 정

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의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인증 참여 기반을 조성함

- 장기적으로 도내 대체부품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에는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집적화하는 방향을 고려

자료: 더 드라이브(thedrive.co.kr)

<그림 5-2> 충남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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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1]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품질)

1. 사업명 : 대체부품 맞춤형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대체부품이 해외시장에서 대만·중국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생산 품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술개발/보급 필요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수요 : 다양한 차종 확보(29.0%, 1위)

❍ 본 사업은 대체부품 금형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기업에 보급을 촉진

하여 생산품목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5년간)

❍ 사업예산(안) : 200억원

❍ 사업대상 : 자동차융합기술원, 도내 대체부품·뿌리기업 등

4. 사업내용

❍ (기술개발) 전북 대체부품 생산 확대를 위한 금형/공정기술 개발지원(150억)

- (기업) 대체부품에 특화된 시금형 제작 및 공정기술 개발지원(시행 중/건당 2억)

- (전문기관)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공동 수요기술 개발 및 확보(확대)

❍ (확산) 대체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 및 공정기술 보급·확산 지원(50억)

- (기술이전) 시금형/공정기술 및 공동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

- (사업화) 대체부품 제조 및 뿌리기업의 대체부품 사업화 지원

5. 기대효과

❍ 전라북도 대체부품 제품군의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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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2]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품질)

1. 사업명 : 대체부품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공급체계 구축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관련 산업수요에 맞는 원활한 인력수급이 필요

 ※ 제조기업: 중소기업으로 설계 및 현장기술인력 수급에 어려움 발생

 ※ 유통기업: 해외시장 분석 및 전략부품 선정, 홍보 등에 대한 인력수요 발생

❍ 본 사업은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별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지원체계를 구축하

여 품질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6(5년간)

❍ 사업예산(안) : 45억원

❍ 사업대상 : 도내 대학/특성화고, 대체부품 제조/유통기업, 자동차융합기술원

4. 사업내용

❍ (제조) 도내 대체부품 제조기업 맞춤형 인력확보 지원

- (설계) 대체부품 설계인력 공동활용체계 구축(설계인력센터/전문기관 파견)

- (제조) 전문대/특성화고 연계 대체부품 제조 현장기술인력 양성/매칭

❍ (유통) 자동차 대체부품 북미시장 진출 전문인력 수급 지원

- (시장분석) 북미 애프터마켓 분석 및 전략품목 선정 관련 조사 및 분석 업무

- (마케팅) 북미 시장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인력수급 지원

5. 기대효과

❍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수요에 맞는 제조 및 유통 관련 인력공급을 통해 

대체부품 품질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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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3] 글로벌 대체부품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조성 (품질)

1. 사업명 : 글로벌 대체부품 품질인증 지원 플랫폼 조성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 품질인증이 필수적이지만, 

CAPA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

- CAPA는 미국 인증 대체부품 관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통에도 중요한 영향력

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증 프로그램 참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소

  ※ CAPA 인증 프로그램 참여기업 부재(주된 애로사항은 인증 지원체계 부족)

❍ 전북 대체부품의 글로벌 인증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에 

대한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도내 기업의 인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3. 사업개요

❍ 위치 : 새만금 산업단지(집적화단지 및 물류·유통기지 연계 추진)

❍ 사업기간 : 2023~2027년(5년간)

❍ 사업예산(안) : 150억원

❍ 사업대상 : 자동차융합기술원, 글로벌대체부품협의회

4. 사업내용

❍ (인프라 구축) 전북 글로벌 대체부품 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 (단기) 대체부품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장비 확충

- (장기) 글로벌 외장부품 시험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 (기업지원) 글로벌 품질인증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원

- (전담 인력) 도내 대체부품의 CAPA 인증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확보 지원

- (인증 지원) 도내 대체부품의 품질인증 절차 밀착지원(컨설팅/일부 대행)

5. 기대효과

❍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CAPA 인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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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적화 기반조성 및 원가경쟁력 확보 지원

1)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 도내 대체부품의 생산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이 요구됨

-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설비투자 부담 경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물류·유통 효율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

-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투자보조 사업을 통해 특정 분야 

산업 및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에 따라 직·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고용부는 고용 확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건립/매입/임차/개보수, 전환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최대 50억)

- 고용부 사업의 경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의 경우 500인 이

하의 제조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1%의 이율이 적용됨

- 진안군에서는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라 홍삼제조 및 가공업체의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

-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홍삼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노후장비 교체, 소규모 

HACCP시설 지원, 신규 가공시설 지원 등 개별기업의 설비투자를 직접 지원

구분 내용 비고

설비투자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사무기구/안전설비 투자비용 휴게/복지시설(10%한도)

시설건립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신축, 증축 및 개축 비용 토지매입비 제외

시설매입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토지매입비 제외

시설임차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개보수 노후된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전환 소유, 매입, 임차건물의 시설구조 변경 또는 확충/이전 비용

<표 5-6> 고용부 설비투자 융자지원 항목

자료: 기업마당 홈페이지(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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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공정개선 및 스마트화를 위해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과 연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전북은 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스마트화를 위한 뿌리산업 생태계 혁

신성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부품과 연계하여 규모 확대 검토 필요

-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사업은 공정개선과 스마트 공정자동화(컨설팅/구축)로 구

성되며, 공정개선은 연간 7건, 공정자동화 구축은 연간 4건 수준임

-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공정개선과 스마트 공정구축을 위해서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

장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목적 내용 규모 비고

공정개선
뿌리기업의 생산공정 개선/자동화를 

통해 품질,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도모
뿌리기업 공정개선 

개선 지원
2.05억
(7건)

총사업비 80%,
업체당 3천만원

스마트 
공정자동화 

컨설팅

뿌리기업에 스마트공정 및 생산라인 
고도화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 제공

스마트 공정 
고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8백만원
(2건)

총사업비 80%,
업체당 4백만원

스마트 
공정자동화 

구축

뿌리기업에 스마트공정 자동화 도입으로
스마트생산기술 및 공정혁신 도모

공정라인 재배치,
자동화로봇 등

공정자동화 지원

1.7억
(4건)

총사업비 80%
업체당 4~5천만원

<표 5-7>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사업 주요내용

자료: 자동차융합기술원 내부자료(2021)

2)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

❍ 전북 대체부품 산업은 육성 초기 단계로서 집적경제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기업들의 집적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체부품 제조기업은 전북에 다수가 위치하지만, 기업의 수와 생산되는 대체부품의 

품목 수는 부족한 상황이며, 대체부품 생산에 맞는 기업지원기능은 부재한 상황임

- 대체부품 기업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화하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집적경제를 도모하

고, 대체부품에 특화된 지원기능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 김제 백구농공단지는 특장차 산업에 특화된 농공단지로서, 기업들의 집적화와 

특장차에 특화된 기업지원기능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백구농공단지는 특장차 관련 업종에 특화된 농공단지로 28개 특장차 기업(근로자 

251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제2단지 조성이 추진 중(10개 기업 MOA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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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농공단지에 위치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5,418㎡)는 연간 2,700대의 특장차 검

사와 인증이 가능한 시설로서 특장차 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기여하고 있음

- 백구농공단지 일대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특장차에 특화된 종합지원센터가 건

립될 예정이며, 근로자들의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상생거점센터 구축이 추진 중

❍ 전북 대체부품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대체부품 특성화 단지 또는 구역을 지정

하고, 대체부품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 확충이 필요

- 전북 및 전국에 산재된 대체부품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 단지를 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성화 단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

- 특성화 단지 내부에 기업지원(R&D, 품질인증, 기업입주, 전시·홍보, 수출지원 등) 및 

근로자 지원(휴게실, 식당 등)이 복합된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구분 내용 비고
위치 김제 백구면 백구농공단지 일대 697천㎡

지정목적 특장·기계업종 성장기반 구축 및 정주여건 향상
사업기간 2020~2024년 4년

사업내용
 종합지원센터(234억): 튜닝검사소, 성능인증센터, 비즈센터, 기업지원시설
 지역상생거점센터(216억): 행복주택(100호), 정주시설(연결도로, 산책로 등)

연계시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5,418㎡)

<표 5-8> 김제 백구농공단지 일대 투자선도지구 주요내용

자료: 김제시 내부자료(2020)

자료: 김제시 내부자료(2021)

<그림 5-3> 백구농공단지 일대 투자선도지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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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1]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가격)

1. 사업명 : 대체부품 제조기업 설비투자 및 공정 스마트화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대체부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요구되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한계

 ※ 도내 대체부품기업의 설비투자비 지원수요는 35.5% 차지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및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5(4년간)

❍ 사업예산(안) : 20억원

❍ 사업대상 : 도내 대체부품 중소기업, 자동차융합기술원

4. 사업내용

❍ 도내 대체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상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비 융자지원(최대 50억)

❍ 도내 대체부품 제조기업 공정개선/스마트화 지원(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연계)

- (공정개선) 대체부품 제조 중소기업 대상 공정개선 지원(업체당 3천만원)

- (스마트화) 도내 대체부품 중소기업 스마트 공정 컨설팅 및 보급(업체당 4천만원)

5. 기대효과

❍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중소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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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2] 전북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가격)

1. 사업명 : 전북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대체부품 산업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의 집적화 

기반 및 기업지원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집적경제 확보 필요

 ※ 전북은 대체부품 제조거점이나, 기업 수는 7개에 불과, 기업지원시설 부재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기업 전문화 단지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을 통

해 제조기업의 집적화 및 대체부품 산업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사업개요

❍ 위치 :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물류·유통기지/품질인증지원센터 연계 추진)

❍ 사업기간 : 2025~2029(5년간)

❍ 사업예산(안) : 300억원

❍ 사업대상 : 전라북도, 군산시, 글로벌대체부품협의회 등

4. 사업내용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특성화 단지 지정

- (지정) 애프터마켓 통합물류·유통기지 연계 대체부품 특성화 단지/구역 지정

- (인센티브) 대체부품 관련 기업입주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확보(세제 감면 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

- (기업지원) 수출지원, 화상회의실, 기술개발, 행정, 법률지원, 전시실 등

- (근로자지원) 휴게시설, 식당, 동아리실 등 복합 체육·문화시설

5. 기대효과

❍ 전북 대체부품 산업 집적화 및 지원기능 복합화를 통한 집적경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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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류·유통기지 조성 및 북미시장 진출 밀착지원(수출)

1) 자동차 애프터마켓 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물류체계 

확보가 필요하지만, 적정수준의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전북 대체부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관련 공동물류/유통 지원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

는 가장 낮으며, 가격 측면에서도 물류·유통 효율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대체부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체부품 등을 보관하고 효율

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 확보가 필요함

- 전북의 대체부품의 경우 물동량 확보에 한계로 인해 대체부품 전용 물류·유통 단지

를 별도로 조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유통단지는 추진 중인 군

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와 연계한 추진방안 모색 필요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50억 원(민간 551억 원)을 투

입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 약 20만 ㎡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내수 및 수출용 중고차(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 상사

와 함께 정비, 튜닝,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임

-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에는 중고차 수출 상사뿐만 아니라 정비 및 AS 부품 관련

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부품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모색 필요

구분 내용 비고
사업기간 2021~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조성방향 비대면 매매 기반 선진국형 중고차 복합 유통·물류기지 디지털, 친환경, 복합화
사업 규모 6만 평

위치 새만금 산업단지 6만 평 규모
사업비 1,050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112억, 민간 551억)

조성내용
 중고차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물류 인프라 구축
 수출 비즈니스센터(경매/인증), 업체 입주 공간
 정비/튜닝/부품 시설, 전시/판매, 문화복합시설, 마케팅 등

매집, 검사, 정비, 출고, 
수배송, 재고관리 등

<표 5-9>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개요

자료: 전북도민일보(2021) 등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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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수출복합단지에 대체부품 관련 기능 연계를 중고차 품질인증 및 정비 과

정에서의 원활한 부품 조달과 대체부품의 물류·유통체계 효율화를 도모함

- 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 내부에서 중고차의 경매 전에 성능검사와 정비가 이루어지

며, 이 과정에서 대체부품의 원활한 조달은 단지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 내부의 시설을 활용하여 대체부품 관련 업체의 

입주와 창고 등의 물류·유통 관련 기능 도입을 추진

- 장기적으로 대체부품 유통 수요가 증가한 이후에는 일대에 별도의 대체부품 국내외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군산시(2020), 군산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그림 5-4>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의 수출 프로세스

2) 대체부품 기업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 북미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온라인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대체부

품이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북미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온라인시장의 판매 비율은 2035년까지 3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시장 영향력은 더욱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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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애프터마켓 온라인시장은 유통단계 감소로 국내 대체부품 업체들의 수익 확

보 측면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물류, 사후관리, 

홍보, 수출역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온라인 직접수출 지원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온라인 수출과 

관련된 컨설팅을 통해 기업 자체적인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

- 온라인수출공동물류사업은 물류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류비를 할인

하거나 국내외 물류거점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를 지원

- 이 외에도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사후관리 대응 지원을 위한 온라

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 중임

❍ 도내 대체부품 기업의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 강화와 현지 물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전북 대체부품 관련 기업들의 경우 기업 풀이 작고 해외 온라인 진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수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 교육, 수출지원이 필요함

- 대체부품의 온라인수출의 경우 배송기간과 비용 감축을 위한 물류 현지화, 사후관리,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역량 확보가 필요함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산재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의 
집적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수출 촉진

 (물류비 할인) 중소기업-물류사 중개를 통
한 물류비 할인(미국 1kg 기준 19,132원)

 (물류거점) 국내·외 물류거점를 활용한 물
류서비스 및 비용지원

온라인구매오
퍼 사후관리

해외 바이어의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전문가 업무지원

 온라인수출 사후관리 지원
 무역멘토링, 바이어 발굴, 홍보 등

온라인전시회 
사업

중소기업 수출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품목·테마별 온라인전시관 운영 및 

바이어 매칭

 콘텐츠 제작(SNS, 광고,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전시관 임점, 바이어 상담 지원 등

온라인 
직접수출 

지원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실행력 강화 및 

수출기업 육성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중소기업 매칭을 통
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및 판매 관련 교
육,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표 5-10> 중진공의 온라인 수출 관련 지원사업

자료: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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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제조 및 유통기업과 

현지의 관련 주체들(유통사, 경쟁사, 인증 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이 필요

- 북미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유통업체 통합, OEM 업체의 진출, 온라인시장 확대 등 

다변화되고 있으며, 현지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도가 지속해서 증가

- 해외 주체들과의 협력 및 신뢰 관계 구축은 현지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도내 

대체부품 홍보를 통한 수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의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 해당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업체들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현지 주체들과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단계에 따라 기초조사 및 교류 지원에서부터 수출 및 

현지화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업부담금음 지역에 따라 50만원~1,015만원까지 차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 주체들의 북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 설립과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검토

- 전북 대체부품 관련 기업과 협의회의 현지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현지 애프터마켓 주

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

- 전북 대체부품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사무소 개설을 지원하여 현지 네트워크 거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지원기관과 매칭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

구분 지원내용 비고 수행기관 비고

진입 기초마케팅
 기초 시장조사 및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홍보자료 번역, 시판매 등

OKTA 6개월

발전 마케팅/수출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출장지원
 물류통관 자문, 현지 유통망 입점/거래선 관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KOTRA,
중진공,
OKTA

1년

확장 수출/현지화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중진공, 
OKTA

1년

<표 5-11> 해외지사화(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 사업

자료: 한국기술벤처재단(ktv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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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1] 자동차 애프터마켓 통합 물류·유통기지 조성 (수출)

1. 사업명 : 자동차 애프터마켓 통합 물류·유통기지 조성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유통거점이 필

요하며,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추진 필요

 ※ 자동차수출복합단지(`23, 19만㎡) : 성능검사, 정비·튜닝·부품 시설 집적(1,050억)

 ※ 해외시장 진출 정책 중요도 대비 만족도: 공동물류/유통(2.61점)으로 가장 낮음

❍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와 연계하여 대체부품을 포함한 애프터마켓 통합  

물류·유통기지를 조성하여 대체부품 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

3. 사업개요

❍ 위치 : 군산 중고차수출복합단지(새만금산단 5공구)

❍ 사업예산(안) : 22억 (군산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비 제외)

❍ 사업기간 : 2022~2024년(3년간)

❍ 사업대상 : 군산시, 민간사업자, 도내 대체부품 관련 기업(유통 등)

4. 사업내용

❍ 대체부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 (단기) 중고차수출복합단지에 대체부품 기업입주 및 공동물류·유통 시설 도입

- (장기)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일대에 대체부품 전용 물류·유통단지 조성

❍ 디지털 기반 대체부품 분류 및 입출고 시스템 구축

- (스마트 물류) 대체부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디지털 기반 물류시스템 구축

5. 기대효과

❍ 전북 자동차 애프터마켓 통합 물류·유통기지 조성을 통해 대체부품의 물류·

유통 효율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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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2] 대체부품 기업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수출)

1. 사업명 : 대체부품 기업 북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북미 애프터마켓의 온라인시장 성장으로 대체부품 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됨

에 따라 도내 대체부품업체의 온라인 시장진출 활성화 방안 필요

- 온라인시장 판매 비중 `35년 30% 전망, 온라인시장 성장은 유통단계 감소를 통해 

대체부품 제조업체의 수익증대의 효과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방안 필요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북미시

장 진출 활성화 및 대체부품 제조기업의 수익증대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5(3년간)

❍ 사업예산(안) : 18억원

❍ 사업대상 : 글로벌대체부품협의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 사업내용

❍ (기업지원)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3억원)

-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온라인시장 관련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 온라인수출 판로지원(현지 바이어 연결,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 (공동물류/마케팅) 대체부품 온라인시장 공동물류/마케팅 지원(15억원)

- 대체부품 해외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체계 마련(패키징, 발송, 반품 등)

- 대체부품 해외 온라인 공동홍보/마케팅 지원(온라인전시관, 홍보자료 제작 등)

5. 기대효과

❍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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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3]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지원 (수출)

1. 사업명 : 글로벌 대체부품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목적 및 필요성

❍ 전북 자동차 대체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APA, 경쟁사, 해외 유

통사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 애프터마켓 유통구조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미국 내 

CAPA, 제조기업, 유통사, 소매상 등 주체와의 파트너십 중요성 증가

❍ 전북 글로벌대체부품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체부품 관련 주체들과의 파

트너십 활동을 지원하여 인지도 개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5년(3년간)

❍ 사업예산(안) : 10억원

❍ 사업대상 : 글로벌대체부품협의회, 자동차융합기술원, KOTRA 등

4. 사업내용

❍ 전북 대체부품 기업의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네트워크 교류 활동 지원(전시상담회, 매칭행사, 기술세미나, 초청연수 등)

❍ 전북 대체부품 기업의 해외지사화 및 현지 비즈니스 지원기관 매칭 지원

- 현지사무소 및 법인 설립 지원을 통한 정보수집, 네트워킹, 마케팅 거점화

- 현지 수출 비즈니스 지원기관 매칭 지원(인허가, 물류/통관, 투자, 법률 등)

5. 기대효과

❍ 전북 대체부품기업 – 북미 애프터마켓 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인

지도 개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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