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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을 면치 못한 최근 실적(한국)

2015년한국자동차생산은 456만대로 2011년에비해 10만대정도감소하였고,

2016년은 422만대로 2015년에비해서도 34만대나감소, 2017년은 411만대를

생산하여 55만대나 들어서도감소하여지속적으로감소추세

12 12 (단위 : 대,%,억불)

증감률

구 분

2016년 2017년

비중 비중

판 매판 매 464,422 100.0 4,221,869 310,973 100.0 4,089,333 -17.2 -33.0 -3.1

내 수 165,918 35.7 1,600,154 133,076 42.8 1,560,180 -5.7 -19.8 -2.5

수 출 298,504 64.3 2,621,715 177,897 57.2 2,529,153 -24.2 -40.4 -3.5

(수출액) 45.2 401.6 29.8 417.1 -26.7 -34.2 3.9

434,850 4,228,509 287,311 4,114,913 -24.8 -33.9 -2.7

주: 수출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수출액 추정치(MTI 741)

1~12월 전월비 12월 1~12월12월12월 1~12월

생 산

구 분



2017년 자동차수급 전망(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 전망과 시사점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2012 2015 2016

국가 천대 % 국가 천대 % 국가 천대 %

1 중국 19,272 23.9 중국 24,503 26.7 중국 28,119 29.5

2 미국 10,332 12.8 미국 12,100 13.2 미국 12,198 12.82 미국 10,332 12.8 미국 12,100 13.2 미국 12,198 12.8

3 일본 9,943 12.3 일본 9,278 10.1 일본 9,025 9.5

4 독일 5,649 7.0 독일 6,186 6.7 독일 6,211 6.5

5 한국 4,558 5.7 한국 4,556 5.0 인도 4,489 4.7

6 인도 4,142 5.1 인도 4,126 4.5 한국 4,229 4.4

7 브라질 3,342 4.2 멕시코 3,565 3.9 멕시코 3,597 3.8

8 멕시코 3,002 3.7 스페인 2,734 3.0 스페인 2,889 3.0

9 캐나다 2,464 3.1 브라질 2,429 2.6 캐나다 2,370 2.5

10 태국 2,453 3.0 캐나다 2,283 2.5 브라질 2,157 2.3

세계전체 80,524 100.0 세계전체 91,903 100.0 세계전체 95,446 100.0



주요 자동차기업의 매출액 대비 급여액 비중 비교

한국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에기인하여국내생산기피한국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에기인하여국내생산기피

자료 : 각사 감사보고서 및 유가증권보고서



주요국의 대당 평균 자동차수출 가격(천 달러)

한국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에기인하여국내생산기피한국자동차산업의고비용구조에기인하여국내생산기피

우리의대당수출가격은 1만 5천달러(2016년 1.4만달러로하락)에불과

해미국의 ½ 수준에불과하고, 일본에비해서도크게낮으며, 독일에비해

서는 1/3 수준에불과

주요국의 대당 평균 자동차수출 가격(천 달러)

한국(2014) 일본(2014) 미국(2013) 독일(2013)

14.9 23.1 29.1 38.82



자동차산업 부문간 임금격차(2014)

고용부문의양극화심화고용부문의양극화심화

자동차및부품대기업의과도한고임금구조로고용기피, 부품중소기업

의저임금으로인한취업기피로국내자동차및부품생산한계존재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 선두그룹에서 VW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연비과장 문제로 타격

• 2015년 3개 업체의 판매대수가 모두 970만대에서 1천만대 사이
• VW의 점유율 2008년 9.3% → 2014년 11.3% → 2015년 10.9%

- 2014년 774만대로 상회 4위인 르노닛산/AvtoVAZ그룹에 육박

- 인도 및 중국의 자동차업체들도 세계시장에서 부상

• 현대자동차그룹의 세계시장점유율 2008년 6.7% → 2015년 8.6%로 상승

• 인도의 타타, 중국의 동펑, 창안, 지리 등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1%를 상회

-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자동차 생산국 및 생산업체에 주목할 필요 존재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판매대수(대, %)주요 자동차업체의 판매대수(대, %)

- 연비과장 문제로 타격을 받았던 VW이 다시 1위로 복귀

• GM은 오펠의 물량을 제외할 경우 886만대로 4위로 추락
• 현대자동차그룹이 2016년 3.4% 성장했지만 미쓰비시를 인수한 4위 르노닛산그룹과 격차 확대

주요 자동차업체의 판매대수(대, %)주요 자동차업체의 판매대수(대, %)

순위 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

가율

세계시장

점유율

1 도요타 8,219,438 7,746,216 9,474,916 9,862,520 10,117,629 10,018,063 10,028,724 0.1 10.7

2 GM 8,016,924 8,730,816 9,045,245 9,616,678 9,847,349 9,923,158 10,033,402 1.1 10.7

3 VW 7,251,576 8,324,790 9,018,504 9,400,448 9,913,463 9,785,245 10,087,998 3.1 10.8

4 르노닛산/AvtoVAZ 6,719,187 7,382,853 8,427,582 8,722,391 9,077,166 9,168,250 9,605,391 4.8 10.3

5 현대기아 5,937,209 6,684,256 6,880,801 7,193,389 7,633,671 7,736,254 7,998,917 3.4 8.5

6 포드 5,002,966 5,333,055 5,372,297 5,891,358 5,959,666 6,190,916 6,297,850 1.7 6.7

7 혼다 3,557,530 3,094,387 3,831,102 4,283,399 4,462,360 4,642,225 4,935,518 6.3 5.3

8 FCA 3,750,769 3,986,838 4,153,499 4,251,976 4,590,156 4,550,709 4,641,684 2.0 5.0

9 PSA 3,569,307 3,478,943 3,021,949 3,014,882 3,290,314 3,151,619 3,004,334 -4.7 3.2

10 스즈키 2,531,113 2,464,667 2,616,743 2,636,225 2,809,258 2,782,846 2,781,901 0.0 3.0

11 다임러 1,699,768 1,883,111 1,963,408 2,149,498 2,265,056 2,521,637 2,688,353 6.6 2.9

12 BMW 1,334,144 1,518,933 1,645,752 1,737,095 1,904,457 2,050,932 2,136,174 4.2 2.3

13 장안 1,522,097 1,199,148 1,174,255 1,264,083 1,478,237 1,626,003 1,813,882 11.6 1.9

세계전체 74,094,153 77,306,539 81,399,331 85,155,904 88,049,890 89,477,811 93,686,032 4.7 100.0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률( %)주요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률( %)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현대기아의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현대기아의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R&D 지표 비교주요 자동차업체의 R&D 지표 비교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의 R&D 지표 비교주요 자동차부품업체의 R&D 지표 비교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초기품질지수(미국시장)주요 자동차업체의 초기품질지수(미국시장)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내구성지수(미국시장)주요 자동차업체의 내구성지수(미국시장)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주요 자동차그룹의 생산능력 변화추이주요 자동차그룹의 생산능력 변화추이

자동차그룹 2016생산 2016능력 가동률 2017능력 증가율 2021능력 증가율

VW 10,250,867 12,388,000 82.7 13,328,000 7.6 14,872,000 20.1

GM 10,088,101 12,388,360 78.3 11,740,360 -8.9 13,121,360 1.8

르노/닛산 9,776,549 14,383,500 68.0 14,926,500 3.8 15,923,500 10.7

도요타 10,520,471 12,190,883 86.3 12,040,833 -1.2 12,063,833 -1.0

현대 8,320,819 9,739,000 85.4 10,138,000 4.1 11,087,000 13.8

포드 6,373,078 8,762,000 72.7 8,802,000 0.5 9,176,000 4.7

피아트/크라이슬러 4,756,012 7,062,500 67.3 7,062,500 0.0 7,392,500 4.7

혼다 4,992,515 5,929,000 84.2 6,039,000 1.0 6,179,000 4.2

PSA 3,179,696 4,520,400 70.3 6,094,400 34.8 6,396,400 41.5

스즈끼 2,966,879 4,177,200 71.0 4,527,200 8.4 5,286,000 26.5

다임러 2,951,463 3,850,500 76.7 3,964,500 3.0 4,403500 14.4

BMW 2,397,208 2,354,500 101.8 2,557,500 8.6 2,737,500 16.3

마쯔다 1,627,235 1,841,000 88.4 1,841,000 0.0 1,881,000 2.2

합계 79,235,917 101,135,793 78.3 104,142,793 3.0 111,678.593 10.4



업체
2014 2015

생산실적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실적 생산능력 가동률

업체간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인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실적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실적 생산능력 가동률

현대 1,876 1,907 98.4 1,858 1,907 97.4

기아 1,712 1,770 96.7 1,718 1,770 97.1

한국 GM 629 910 69.1 615 910 67.6

르노삼성 152 300 50.7 205 300 68.3

쌍용 140 250 56.0 146 250 58.4

대우버스 3 10 30.0 3 10 30.0

타타대우 11 20 55.0 11 20 55.0

전체 4,525 5,167 87.6 4,556 5,167 88.2



중국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중국 20대자동차브랜드의생산능력만하더라도 2020년 2014년보다

2,143만대증가한 5,824만대로전망(업계계획)

중국계가 1,220만대늘어가장많지만, 증가율기준으로는유럽계가 81.3%로최고

한국계는 103만대가늘어나지만증가규모나증가율이높지않은수준

중국 상위 20개 브랜드 국가별 자동차생산능력 전망중국 상위 20개 브랜드 국가별 자동차생산능력 전망중국 상위 20개 브랜드 국가별 자동차생산능력 전망중국 상위 20개 브랜드 국가별 자동차생산능력 전망

2013 2014 2015 2018 2020
2014대비 증

가분
증가율

중국계 2,137 2,273 2,448 3,293 3,493 1,220 53.7

일본계 388 417 435 574 624 207 49.6

유럽계 486 525 613 870 952 427 81.3

미국계 214 280 369 441 466 186 66.4

한국계 137 186 196 274 289 103 55.4

합계 3,362 3,681 4,061 5,452 5,824 2,143 58.2



중국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77

85

중국 자동차기업의 가동률 추이중국 자동차기업의 가동률 추이

66

59

66 64 66 64 63

5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중국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중국 승용차브랜드의 국가별 판매비중(%) 변화 추이중국 승용차브랜드의 국가별 판매비중(%) 변화 추이



중국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최근 월별 중국 승용차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판매비중(%)최근 월별 중국 승용차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판매비중(%)



중국에서의 경쟁관계 심화

중국시장에서로컬브랜드와외자계브랜드의품질격차는 2012년당시는

매우컸지만최근크게축소

2012년중국로컬브랜드의 IQS는평균 212로 117인외자계브랜드와 95나차이를

보였지만, 2015년그격차가 22로크게축소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초기품질지수(IQS) 변화추이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초기품질지수(IQS) 변화추이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초기품질지수(IQS) 변화추이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별 초기품질지수(IQS) 변화추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추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추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추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 추이

구분 모델명
2016 2017

생산 내수 수출 생산 내수 수출

현대차

IONIQ EV 6,324 3,749 1,901 17,180 7,932 9,454

LF SONATA PHEV 896 117 899 1,230 53 1,232

KONA(OS) EV - - - 37 - -

TUCSON ix FCEV 233 80 178 232 61 157TUCSON ix FCEV 233 80 178 232 61 157

FE FCEV - - - 164 - -

기아차

RAY EV 82 81 - 35 47 -

K5(JF) 2.0 PHEV - - - 11 8 -

SOUL(PS) EV 729 729 - 2,139 2,051 -

NIRO PHEV - - - 256 225 -

한국GM SPARK EV 2,315 100 - - 5 -

르노삼성 SM3 EV 744 623 - 1,918 2,014 -

EV소계 10,194 5,282 1,901 21,309 12,049 9,456

PHEV소계 896 117 899 1,497 286 1,232

FCEV소계 233 80 178 396 61 157

합계 11,323 5,479 2,978 23,202 12,396 10,845



환경규제의 강화와 자동차기업들의 대응

미국시장에서의 브랜드별 FCEV 판매 동향(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현대자동차가세계최초로상용화했지만

미국시장에서도요타에추월당함

미국시장에서의 브랜드별 FCEV 판매 동향(대)

2015 2016 2016년비중

도요타Mirai 72 1,034 96.3

현대Tucson 38 40 3.7

혼다Clarity 2 - -

합계 112 1,074 100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 과제

전기자동차가미래고용및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신산업인가?

환경을목표로전기자동차의의무보급비율을설정하고, 특혜(보조금및

평균온실가스배출규제상혜택)를주는것이바람직한가?

자동차에대한환경규제는평균온실가스배출규제만으로부족한가(저탄

소협력금제도, 친환경자동차의무보급등)?소협력금제도, 친환경자동차의무보급등)?

전기자동차가얼마나친환경적인가?

친환경자동차보급이업체탓인가?

현대자동차가과연친환경자동차에있어낙후된업체인가?

친환경자동차정책은어디에집중해야하나?(보급이냐개발이냐?)

친환경자동차개발에있어어느부분이중요한가?

수요연료자동차, 전기자동차등과우리나라에너지구조문제?



주요 한국 자동차업체의 스마트카 부품 장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를목표로주요자동차업체들은첨단운전자지원

시스템을적용하고기술개발을추진

자동차업체의 스마트카 부품 적용 및 기술개발자동차업체의 스마트카 부품 적용 및 기술개발

사업내용

현대자동차 •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차선유지지원시스템(LKAS), 후측방 경보시스
템 (BSD),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자동긴급제동시스템
(AEB) 등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관련 핵심기술을 주요 양산차량에
적용

• 자율주행기술은 양산화를 염두에 두고 차량 성능, 내구성, 생산공정, 가격, 디
자인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중

르노삼성 • 사각지대 감지 경보시스템(BSW), 적응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CC) 등
ADAS의 다양한 주요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 로드맵에 따라 양산차에 적용하
고 있으며 자율주행 및 스마트 서비스 기술에 연계하여 개발 진행

• 판매 가능한 자율주행 및 운전자 지원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성능, 가격 및 신뢰
성이 확보된 기술개발을 추진



스마트자동차 분야의 융합사례



스마트자동차 분야의 융합사례



2017 CES와 자동차산업



2018 CES와 자동차산업



2018 CES와 자동차산업



자동차용 IT분야 취약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태환경 변화와 발전방향

자동차의 패션화 및
고급화

자동차의 패션화 및
고급화

디자인 능력 향상
감성소재의 적용
디자인 능력 향상
감성소재의 적용

IT 융합을 통한
고기능·스마트화
(안전 및 편의 추구)

IT 융합을 통한
고기능·스마트화
(안전 및 편의 추구)

신기능을 통한
고부가치화

신기능을 통한
고부가치화

환경규제의 강화환경규제의 강화

에너지 문제에너지 문제

신흥시장, FTA 활용신흥시장, FTA 활용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의 변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의 변화

거래관계거래관계

친환경 자동차친환경 자동차

파워트레인 효율화
차량의 경량화

파워트레인 효율화
차량의 경량화

신 시장 전략신 시장 전략

새로운 생산방식
및 생산전략

새로운 생산방식
및 생산전략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 강조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 강조



한국 자동차의 고급화 추진

뿌리산업 기반의 확충, 첨단 감성소재의 적용 확대

고효율 엔진 및 변속기 채용, 하이브리드 자동차기술 활용,고효율 엔진 및 변속기 채용, 하이브리드 자동차기술 활용,
경량신소재 사용확대, 친환경자동차 생산 확대

획기적인 안전시스템 적용, 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의 편리함 제공,
외부와의 연계성 강화, 차량의 오피스화·문화공간화 구현

스포츠카에 준하는 구동, 조향, 주행 성능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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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단과 처방>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한국GM 사태를 통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적자금 투입여부 등 정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고
  > 한국GM을 통한 일자리 유지 활성화 방안 마련
  > 문제가 큰 노사관계 재정립 및 강성노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회 제공
  > 노사의 양보를 통한 새로운 시금석

- 자동차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사관계 재확립
  > 임단협 등 항상 문제 시 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한 선진형 구축의 기회
  > 강성노조, 귀족노조, 노노갈등 등 부정적인 자동차 노조에 대한 시작점
  > 현대차 그룹 노조 등 국내 자동차 노조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조
  > 해외 선진 자동차 노조의 움직임 및 기준에 대한 비교 등 우리의 위치 재
    확인 기회
  > 양보와 상생의 개념을 강조하는 노조의 유연성 확보
  > 고착되어 가는 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지양  
  > 한국GM의 새로운 노조 노력을 통한 상생 노력을 보여주는 기회
 
-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 군산공장 전 세계 150개 공장 중 경쟁력 130위의 한계   
  > 국내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 하락 및 한계점 확인
  > 해외 이전 등 국내의 어려운 기업 환경에 대한 재정립 기회
  >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차종 국내 생산의 시작점
  > 단기적인 타협점을 통한 기존 임단협의 관행과 습관을 개선하는 기회
  > 생산의 유연성을 통한 효율적 생산과 연착륙 기대
  > 선진국 대비 높은 임금 등 긴축 정책을 통한 현실화
  
- 정부의 컨트롤 타워 내지는 코디네이터 역할 기대
  > 관련 부서의 경쟁이 아닌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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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한 코디네이터를 통한 중복 투자 내지는 경쟁 관계 지양
  > 중요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과 자문 중요
  >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조치
  >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 등 실질적인 조치 필수
  > 기존의 제조자,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가 함께하는 상생 개념으로 확대
  > 정치적인 논리보다 미래를 보는 정책적 배려 중요

- 사측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한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 노력
  > 지배 구조개선 등 안정적 시스템 구축
  > 미래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정신 문화 필요
  > 전형적인 수직 하청구조에서 진정한 수평 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상생 구
    조 정립
  > 수퍼 ‘갑’ 보다 함께하는 ‘을’이 되도록 노력 배가
  > 자동차 메이커라는 단순 주식회사가 아닌 국민기업이라는 인식 제고
  > 연구개발 비율 증대 등을 통한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 격차 해소 노력
  > 해외 시장 개척 등 아직 미개척지에 대한 선행적 노력 및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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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GM 사태와 협력업체의 동반 추락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어느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샌드위치로 큰 ‘위
기론’에 빠져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반면 생산성
이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이다. 한국GM도 고비용 저효율의 생
산구조에 빠져서 수출과 내수판매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드디어 수년 
전에 예견된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였다. 

-  이에 납품 물량이 급감한 부품 협력업체들은 매출액의 감소, 가동률의 저
하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있다. 1차 협력업체들은 2월 기
준 공장가동률이 50~70%대로 급락하였다. 매출액(1~2월)도 전년대비 
20~30% 가량 급감하였다. 한국GM의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와 판매 
실적의 부진에 따른 위험이 협력업체들에 전가되는 악순환 과정이고, 결
국에는 동반해 추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경쟁국보다 높은 인건비 비
중, 경직된 노동구조, 낮은 생산성, 품질경쟁력의 저하 등에 의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다. 

○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를 정점에 두고 1~3차 협력업체 등이 긴밀하게 
연계된 산업생태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가지는 글로벌 
경쟁력은 협력업체를 생존시킬 것인지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 지난 2016년말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는 총 318개사이다. 이 중
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타이어 등 비전문업체 17개사(5.3%)를 
제외하면, 순수 자동차부품의 협력업체는 301개사(94.7%, 9만 3,713명)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301개사 중 한국GM에 100% 
단독 거래업체는 86개사(28.6%, 1만 713명)이며, 납품액의 50% 이상 거
래업체도 154개사(51.2%, 1만 7.271명), 나머지가 61개사(20.6%, 6만 
4,876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2차 협력업체 1,000개사 종업원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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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력업체 1,700개사의 종업원 1만 7,000여명을 포함하면 무려 
3,000개사의 종업원 14만여 명에 달한다. 나아가,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한국GM과의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들의 고용인원은 30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표 1> 참조)

 - 완성차업체의 실적 부진으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다른 완성차업체와도 
거래하더라도 2차 이상 협력업체들은 견디기가 어렵고, 그 곳의 일자리를 
감원할 수밖에 없다.

<표 1> 협력부품업체의 근로자수

구분 1차 2차 3차 합  계(단독거래)
업체수 301 (86) 1,000여개사 1,700여개사 3,001

근로자수 93,015 (10,713) 30,000 17,000 140,015

* 비전문업체(17개사) 제외, 2~3차 협력부품업체의 근로자는 추정

○ 이와 같이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GM의 사태로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될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
고, 납품 가격의 인상을 유발한다. 이는 완성차업체의 차량 가격을 상승
시키고, 소비자의 반발로 연계된다.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우
선 완성차업체에 부품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한국자동차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이로써 자동차산업 전체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
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는 외국의 경험과 같이 한번 붕괴되면 재
차 회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복원하려면 엄청난 비용
과 노력과 땀이 요구된다.

○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한국GM 사태가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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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요타
(일본)

VW
(독일)

GM
(미국)

르노
(스페인공장)

피아트
(이탈리아) 한국

임

금

임금
체계

직능 및 
성과급 직무급 직무 및 

성과급
생산성 
연계

생산성 
연계 연공급

시간외
임금

가산률

연장/야간 
25%,

휴일 35%

가산X
(근로시간
계좌제)

50%
(주 40시간 

초과시)

15%, 휴일 
25%

(중복X)

15%, 휴일 
50%

(중복X)

연장·휴일·야간
50% 

(중복△)

교섭
주기

1년
(조정수월)

1년
(조정수월) 4년 3년 4년 1년

(단협2년)

근
로

유
연
성

근로
시간

연 360시간 
내 탄력 운영

연 400시간
계좌제

유동적 
사용

연 55일내 
탄력 운영

연 
250시간내 
탄력운영

1주 
12시간내
초과근로 

가능
전환
배치

자유롭게 
가능

자유롭게 
가능

자유롭게 
가능

자유롭게 
가능

자유롭게 
가능

노조와 
사전합의

파견
근로 ○ ○ ○ ○ ○ ×

해고 정당한 
사유 가능

정당한 
사유 가능

비교적 
자유로움

정당한 
사유 가능

정당한 
사유 가능

규정·적용 
엄격해 

활용 미미

노
사

교
섭
력

파업
찬성률

조합원 1/2 
찬성

IG Metal
(조합원 3/4 

찬성)

UAW
(조합원 2/3 

찬성)
- - 조합원 1/2 

찬성

파업시
대체
근로

○ ○ ○ - - ×

위원장
임기

일신상 변화 
없으면 연임
(평균 8년 

수행)

4년
(작업장
평의회)

4년 4년 3년
2∼3년

(노조법상 
3년 이내)

(1) 주요 자동차 업체의 생산성 비교(2016년)
한국(5사 평균) 도요타 폴크스바겐

임금수준 9213만 9104만 8040만원

대당 생산투입시간 26.4 24.1
-

*미국(포드) 21.3, 
미국(GM) 23.4

대당 수출단가 14,300 23,000 40,700달러

(2) 주요 자동차업체의 노사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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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본가치)

노동조합
(노동가치)

인건비 경쟁력
→통합형 임금협상, 3-4년 임단협, 고용 유지

근로형태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배치전환 유연성 근로시간 단축

고용형태 다양성
→아웃소싱 탄력화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임금인상, 할증율인하 통상임금, 최저임금

경영권
→대체근로, 단체교섭대상 명확화, 

쟁의절차의 엄격화
파업권(쟁의행위)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을 고려한 조화와 균형

 (3)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대응책

⇕

○ 정부는 노사간 빅딜을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국정과제
로서 강한 리더쉽을 발휘해 선진국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
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동차산업이 국내생산을 유지·확대하려면 국내생
산 여건이 노동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