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www.deloittereview.com

16 SPECIAL REPORT

자율주행차와 전기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현황을 평가하기

대한 현실 점검
에 

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실 점검

즘의 자동차 산업 관련 출간물을 펼쳐보다 보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가 시장에 가져올 새로운 가

능성을 상세하게 다루는 기사들에 파묻히기가 십상이다.

     실제로, 제조사, 공급사,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규모

의 자금을 이들 기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중

이다. 이러한 R&D 추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율주

행차는 운전자의 실수를 제거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진다. 그리고 전기차는 운송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긍정

적인 목표지만, 이를 달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

울지도 모른다. 사실, 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재의 투자 

추세는 모든 참가자들이 올인한 상황인 거액의 판돈이 걸

린 포커 게임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

분 결정되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이득을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들 기술에 할당된 자본의 규모가  

급등하고 있다

     차량 혹은 브랜드 간의 차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업계에서, 자율주행과 전기화와 같은 선도적 첨단기술은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 성숙해온 초경쟁적인 경기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막대한 기회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전기화된 자율주행 차량이 미래의 어느 시

점에서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규모

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의

견이 분분하다. 낙관주의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펼쳐

질 준비가 된 혁명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믿

는다. 한편, 보다 보수적인 견해는 결합될 경우, 특히 전

통적인 자동차제조사를 위협하게 될 몇 가지 역풍을 고려

함으로써 이러한 열광을 누그러뜨린다.  

     이들 신기술에 쏟아 부어진 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

하기는 어렵지만,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의 최근 연구는 자율주행차 기술 생태계에 대한 투자규모

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8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한

다.1 비슷한 수준의 투자 계획이 최근 몇몇 자동차 업체

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이들은 자사의 글로벌 파워트레인 

전략을 전기화된 미래를 향해 밀어붙이려 한다. 예를 들

어, 폴크스바겐(Volkswagen)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총

투자가 2022년까지 86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말했다.2 

     표면적으로, 이들 투자는 근거가 충분해 보인다. 딜로

이트 2018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의 최근 발견 

사항은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환영할 가

능성이 크다고 시사한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미국 소비

자의 47%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 느끼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해의 74%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조사에서 다룬 모든 국가에 대해 같은 얘기가 가능한데, 

한국(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 느낀 사람들의 올

해 비율 54% vs. 작년 비율 81%), 독일(올해 45% vs. 

지난해 81%), 프랑스(37% vs. 65%)의 예를 들 수 있

다.3 하지만, 비록 설문조사 결과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의 흐름을 시사한다 해도, 이 기술의 안전

성을 의심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가 대부분의 시

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실세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함께 소비자들의 자율주행차 수용이 보다 호의적

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실히 예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 

신기술의 효과적인 상업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은 이

들 투자 의사결정이 앞으로 막대한 이익을 산출할 거라

는 조짐을 찾는 기업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게 걱정거

리가 될 것이다. 

     제조업체가 현재의 사업 모델을 이용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거두기 어려울 거

라고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데, 독일(50%), 미국(38%), 

일본(31%)과 같은 국가에서 상당한 수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어떤 추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기 때문이다.4 그리고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진 이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수용 가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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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한 금액은 이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에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5

     EV에 대한 결과도 비슷한데, 42%의 독일 소비자와 

1/3을 갓 넘는 비율의 일본 및 미국의 소비자들이 대안

적 파워트레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위해 어떤 추가 비용

도 치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6 이 모두가 강력히 시사

하는 바는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적절한 이익을 확

보하기 위해 더 본질적인 무언가-오늘날의 B2C 사업 모

델의 바로 핵심-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아래서 약술한, 시장 본질의 변화는 이 점을 더욱 강화하

기만 할 뿐이다.

시장의 본질이 변화해, 판돈을 높인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

는데, 이들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에 대한 수요와 투

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출렁이는 수요

     전 세계 몇몇 시장은 불경기로부터의 회복이 진행됨

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기록 수준의 차량 수요를 보고

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수요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미

국의 전년 대비 실적은 상당히 건실했었고, 시장이 여전

히 기록 수준 근처를 맴돌고 있긴 하지만, 성장은 이제 점

점 둔화되기 시작해, 많은 산업 분석가들로 하여금 얼마

나 시장 동력이 남아있는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유

럽의 수요는 지난 몇 년 동안 잠정적인 교두보를 발견했

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경제적 우려는 지역의 성장 전

망에 대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중국조차

도 몇 년간의 중산층 확대의 큰 물결을 탄 이후에, 수요 약

화가 지속되리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경차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급락하기 시작

했다. 최근 전망은 다음 10년의 중반까지 계속해서 연간 

성장률이 1.5에서 2.5% 사이로 제한될 거라고 예상한

다.7 이러한 우려의 최전선은 미국인데, 대부분의 애널

리스트가 순환적 경기하강을 예상 중이다. 2017년 10

월 기준으로 차량당 평균 $3,472에 도달한 보조금 수준

의 상당한 상승은, 이미 시장이 인위적으로 떠받쳐지고 

있음을 시사한다.8 산업이 2009-2010년의 경제적 붕괴

를 뒤로 떨쳐 내긴 했지만, 대중시장을 상대하는 기존 업

체의 여전히 막대한 고정비가 이들을 물량 변동에 민감

하게 만들-특히 경기 하강기에-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십 

년 전처럼 말이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동차제조사가 운영 투자를 우선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

게 되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정당화하

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이들 기술에 

대한 전반적 투자의 막대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전통적

인 제조업체와 공급자들 간에 발전 중인 많은 전략적 파

트너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주문형 운송이라는 미지의 요인

     전 세계 차량 수요는 또한 주문형 운송 서비스 모델이 

더 큰 탄력을 받음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을지도 모른

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사랑하

는 국가조차도, 딜로이트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23%가 

1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승차호출 혹은 승차공유 서비스

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추가로 22%가 이들 서비스를 가

끔 사용한다고 언급했다.9 매우 흥미롭게도, 이 둘을 합

친 52%의 사용자 집단은 앞으로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

다. 인도에서는, 이 상황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소비

자의 85%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해왔다고 밝

혔고, 이들 사용자의 61%는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에 관

해 의문을 제기했다.11 이러한 통계는 많은 국가에서 벌어

지는 대규모 도시화의 증가 추세와 공유 모빌리티 선단에 

대한 선호로 인해 개인 차량의 소유가 급격히 줄어들 잠

재적 미래를 가리킨다-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체,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움을 깨달을 수도 

있는 상당히 달라진 글로벌 시장의 현실이다. 

     그렇긴 해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산업 격변

자 모두가 개발 중인 승차공유 선단의 다음 성장 단계를 

대비하는 전략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과 함께 점점 더 

얽혀가고 있다.12 그러나 전 세계 일부 시장에서, 승차공

유 서비스는 규제의 역풍에 맞닥뜨려 왔다. 우리는 이들 

규제로 인한 차질이 새로운 유형의 운송방식의 성장을 방

해하는 과속방지턱에 불과할 거라고 예상하긴 하지만, 만

약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가 공유 모빌리

티 모델을 통해 기술을 확장하는 데 달려 있다면 규제환

경의 불확실성은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격

변자가 분명한 우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자본 및 자산 

규모가 작은 그들의 일반적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막대한 기존 자산 기반과 광범위한 일련의 자본

그림 1 |  완전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 (%)

출처: 2017 및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일본        한국       벨기에       영국         미국         인도         독일      캐나다      남아공     동남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브라질     멕시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들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기술에 대한 수요와 

투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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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 인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가격적절성

     또한 가격적절성 문제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커지는 중인데, 미국의 신차 평균 거래가격은 

계속해서 기록적 영역 근처를 맴돌고, 2017년 10월에

는 $35,428에 도달해, 전년 대비 1.5% 증가를 나타

냈다.13 이에 대응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월간 차량대

금을 가능한 한도 내에 묶어 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리

스와 장기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활용을 강구하고 있

다. 에드먼즈(Edmunds)에 따르면 리스는 거의 기록적

인 수준을 유지해, 올해 상반기 동안 신차 거래의 거의 

1/3(31.1%)을 차지했다.14 대출기간에 있어, 미국 시장

의 평균기간은 2017년 6월 기준 69.3개월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5

     그 결과,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혹은 전기 파워트레

인을 장착한 차량의 구매를 점점 더 주저할 가능성이 큰

데, 이들 자동차는 더 전통적인 차량과 비교해 일반적으

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이 가격

적절성 문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 소유에 관해 완

전히 재고하도록 촉발해, 공유 운송이 제시하는 보다 저

렴한, 사용량 기반의 비용 모델을 선택하게 만들지도 모

른다. 최소한, 이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도

록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다음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숫자

의 리스 기간 종료 차량이 시장에 풀리는 상황에서, 중고

차 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상당수의 소비

자들로 하여금 '재래식' 차량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지속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그림 2)가 다음번 차량에서 대안

적 파워트레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12개

월 동안 중국, 인도, 일본, 독일과 같은 핵심 글로벌 시장

에서 늘어났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미국 및 일본 양국의 

소비자들은 완전 전기차량 구매를 고려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로서 높은 가격을 들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의 

80%가 다음번 차량에서 가솔린 혹은 디젤 엔진을 여전

히 더 선호했다(이는 작년 조사에서의 76%보다 실제로 

높아진 수치다)-이는 미국의 낮은 연료비 환경에 기인한 

듯한데, 가솔린 가격은 갤런 당 $2.5 달러 수준을 계속해

서 맴돌고 있다.16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는 막대한 정

부 보조금의 사용을 통해 유도되어 왔는데, 보조금 규모

는 모델에 따라, 최대 $7,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17 하

지만, 이러한 연방 세금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 전기차 시장은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고전해 왔으며, 연

간 차량 판매량에서 단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에 의해 주도되는 전기차화

     다양한 전 세계 사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공격적으로 

차세대 도시 환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깨끗하고, 효

율적이고, 안전하며, 연결된 운송 시스템을 포함한다. 실

제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다음 20에서 30년 안에 전통적인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했

다. 중국 또한 전통적인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한 시간표를 연구 중인데, 많은 부분이 주

요 도시를 질식시키고 있는 해로운 배기가스를 막고 수입 

석유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자 하는 정부

의 욕구에 기인한다.18 인도 또한 2030년까지 완전 전기

차 선단의 보유를 목표해, 현대 및 스즈키(Suzuki)와 같

은 자동차 제조사가 인도 시장에서 다양한 전기차를 도입

하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촉진했다.19 이 모

든 정부 선언이 조합되어 대부분의 시장에서 전기화를 향

한 추진을 필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자율주

행차에게는 아직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적 지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저어하는 태

도를 유지할 터인데 가차없는 기대치를 따라잡기 위한 기

술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독일 소비자들이 배

터리 전기차에 거리를 두는 주요 이유는 한 번의 충전으

로 얼마나 멀리 운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다. 비

슷하게, 인도와 한국 소비자들은 자국에서의 차량 충전 

인프라 부재에 대해 가장 우려한다. 

그림 2 | 다음 차량에서의 엔진 유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2018)

참고: ‘기타’ 범주는 에탄올, 압축 천연가스, 수소 연료전지를 포함

출처: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가솔린/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기타

     전 세계 몇몇 국가에서, 전기충전소와 스마트 센서와 

같은 첨단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쇠약한 상태인 인

프라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

도로 크다. 전통적인 투자 모델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에 

직면해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는 전

기차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을 포함한다. 대규

모 정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한 유류세 수익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모빌리티 시스템의 현대화에 필요한 공공-민

간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20 유럽에서는, BMW, 다임러

(Daimler), 폴크스바겐, 포드(Ford)와 같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아이오니티(Ionity)라 불리는 합작투자법인을 

세워, 2020년까지 대륙 전반에 걸쳐 시설 한곳마다 약 

$233,000의 비용이 소요되는, 400여 곳의 고성능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의 설립을 목표한다. 

소비자들을 탑승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안전성, 브랜드 신뢰도, 비용 모두가 이들 두 기술, 특

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예를 들어, 작년 조사에서 미국 소비자의 

54%가 자신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만약 자율주행차

를 제공한다면 이에 탑승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 수치

는 63%로 늘어났다.

     흥미롭게도, 중국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에 가장 긍

정적이었는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

한 사람들의 비율은 작년 62%에서 올해 조사에서는 단

지 26%로 급감했다. 이러한 차이의 한가지 이유는 중국 

소비자들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있어 자국의 순위

가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23 몇

남아공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동남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멕시코       한국        일본      이탈리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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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글로벌 시장의 젊은 소비자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Y/Z 세대 인구 집단

의 70%는 신뢰받는 브랜드가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경

우 자신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 말했

다. 이는 X세대의 62%와 베이비부머/부머 이전 세대 소

비자들의 56%와 대조적이다. 

     그렇긴 하지만, 브랜드 신뢰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소

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의 유형은 작년과 비교해 변

하지 않았다(그림 3). 일본, 독일,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

전히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를 신뢰한다. 이는 한국, 인

도, 중국의 소비자들과 대조적인데, 이들 국가는 신규 자

율주행차 제조사 혹은 기존 기술 기업을 가장 선호한다.24 

이런 차이점의 한가지 이유는 보다 성숙한 시장에서 자동

차 브랜드들의 상대적인 강세와 관계 있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기술이 실세계

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증명하

는 일이다. 자율주행 기능의 사용과 연결된 심각한 사고

건 혹은 라스베가스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관

계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이건 간에, 결과는 비슷

하다. 소비자들은 기술의 준비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

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의 71%가 만약 자

율주행차가 안전성 기록을 확립한다면 자신들이 이에 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말했다(작년의 68%에서 상승). 

한국(83% 대 70%), 독일(63% 대 47%)에서도 이야

기는 비슷하다. 이에 응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대기

업 중 일부를 포함한 몇몇 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문제만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해 왔

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 R&D 실험을 중심으로 구축된 대

부분의 호의, 믿음, 흥미를 파괴하는 데는 한 번의 부정

적 사고로 족하다.

     추가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차량의 높은 가격은 배터

리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2013

년 이후 배터리 가격은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kwh 당 $599에서 2016년 kwh 당 $273로 떨어졌다. 

그림 3 |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가져다줄 거라고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 2018)

출처: 2018 딜로이트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설문조사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 새로운 자율주행차 기업/기타 기존 기술 기업

가격은 심지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까지 

kwh 당 $100에 도달할 잠재 가능성이 있어,27 배터리 전

기차를 전통적인 차량과 비교해 더 가격 경쟁력 있고, 궁

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이

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근거하

는데, 이 배터리는 사고로 구멍이 날 경우 발화할 위험이 

있다. 고체상태 물질의 사용과 같은 배터리 기술의 새로

운 발전은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용되는 배터리의 전반적 

안정성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들은 또한 더 비쌀 가능성

이 크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작동 중 연결된 차량의 수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소비자들은 또한 차량이 악의를 가진 해커에 의

해 침입 받을까 두려워한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에 의해 수행된 최근

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75%가 차량 해킹을 걱

정스러운 문제로 꼽았다.28 그 결과, 딜로이트의 설문조

사가 보여 주듯이 미국 소비자의 54%는 만약 정부가 제

조사들이 사이버보안 문제를 가능한 심각하게 받아들이

도록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과 규제를 제정한

다면 보다 편안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전 세계 몇몇 주요 자동차 시장의 탈선을 위협하는 수

요 둔화와 냉각 중인 글로벌 환경의 역풍을 고려할 때, 자

동차 제조사, 공급자, 기술기업들이 자율주행 및 전기차 

파워트레인 개발에 현재 흘러 들어가는 자본 할당의 광적

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시장 합리화, 

브랜드 분사, 혹은 운영비 절감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 수

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기업

조차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일부 기업은 장기적 기술 투자전략보다 우선하는 더 

시급한 운영 문제에 고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빠르게 깨

달을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기술을 주류로 

이끄는 데 필요한 투자 과정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

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무인 차량은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

선하기 위해 설계된 고체상태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발전

은 그저 손에 닿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투자의 창이 

더욱 확대될수록, 대부분의 참여자가 개발에 대한 지출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이유 하나만

으로도, 기업은 어떤 기술투자에 판돈을 걸 수 있는지 그

리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몇몇 힘겨운 

선택을 내려야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모빌리티 서비스, 첨단 

소재, 연결성, 고객 경험의 디지털 변환과 같은 다수의 다

른 영역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에 의해 가중

된다. 짧게 말해, 자동차 산업 분야의 자본 투자에 대한 누

적적 수요는 믿기 힘들 지경이라는 표현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고무적이긴 해도, 이들 중 무엇에 대해 비용을 치르

겠다는 그들의 욕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앞으로, 다음 3가지 시사점이 업계 관계자의 마음속 

최상단에 자리할 것이다.

� ·�새로운 사업 모델이 수익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

이다. 지배적인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소

유하기 위한 골드러시에 참여 중인 수십 곳의 기업

을 고려하라. 이 기술에 투자하는 모두가 승리하지

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오로지 현재의  

‘소비자 판매’ 사업 모델을 사용하는 확실한 기술에 

대해서만 값을 치를 의향이 있다. 최소한, 자율주행

기술 투자는 그 투자를 현금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

업 모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격변자

가 기존 기업의 투자를 활용할 기회의 문을 더욱 크

게 열어줄지도 모른다. 만약 총괄적인 사업 모델 해

법이 기술 투자에 대한 적절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

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창조

하기 위한 헤라클레스의 과업에 대비하라. 아무리 첨

단이고 복잡하다 해도, 기술은 실질적으로 가장 쉬

운 부분이다.

� �·�규제 당국과 정책입안자를 주의 깊게 지켜봐라. 조

만간 이 모든 신기술에 표준이 강제될 것이다. 역사

는 여러 시장에 걸친 규제의 파편적 속성이 여기서

일본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미국       남아공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인도        중국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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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the door for disrup tors to capitalize on 
your investment. If a com prehensive business 
model solution is needed to generate an appro-
priate return on the technol ogy investment, be 
prepared for the Herculean challenge of creating 
new successful business models. As advanced 
and complicated as it is, the technology is actu-
ally the easy part.

• Keep a watchful eye on regulators and 
policymakers. Sooner or later, standards 
will be imposed on all of this new technology. 
History suggests the fragmented nature of regu-
lation across markets will play out here as well. 
Standards represent both an opportunity to 
moder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vest-
ment toward clearer targets, as well as a threat to 
undermine any competitive advantage for first 
movers. Early, active, and consistent involve-
ment with regulators in tandem with ecosystem 
partners is essential to best inform investment 
decisions and market plans. Environmental 
policy pressure around the world is likely to 

grow, suggesting EV and similar alternative 
powertrain technologies are perhaps a safer 
bet, while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utonomous technology are more varied and 
may need a different mindset to calibrate the 
timing and level of investments.

• Don’t lose sight of the present while 
chasing the future. Finally, there are more 
than 325 million vehicles in operation in North 
America, with a further 390 million in Europe, 
and 165 million in China alone.29 Given the sheer 
size of the global vehicle parc, or total vehicle 
population, and the fact that each one now lasts 
for 10–15 years or more, the kind of transfor-
mational change that comes with autonomous 
driving and electric powertrains will likely take 
several decades to reach a tipping point in an 
industry that has been maturing for well over 
a century. Players that forget this reality in the 
frenzy of making big bets on the future may not 
survive long enough to see that future eventually 
unfold.•

At the end of  the day, it can be 
argued that the investment process 
required to bring fully autonomous 
and electrified vehicle technology 
into the mainstream is not yet 
mature enough.

SPECIAL REPORT24 첨단 차량기술에 대한 현실 점검

도 또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표준은 보다 명확

해진 목표를 향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조정할 기회, 

뿐만 아니라 선도자에게는 경쟁적 우위를 약화시키

는 위협 둘 다를 제기한다. 생태계 파트너들과 협력

해 규제 당국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

계하는 작업은 투자 의사결정과 시장 계획에 최선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인 환경

적 정책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차 및 유사한 대안적 파워트레인 기술은 아마도 안전

한 도박이겠지만, 한편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

회와 도전과제는 보다 다양하고 어쩌면 투자 시점과 

수준을 미세 보정하기 위한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 ·�미래를 쫓으면서 현재에 대한 시야를 잃지 말라. 마

지막으로, 북미에는 3억2,500만 대 이상, 유럽에는 

그 보다 더 많은 3억9,000만 대, 그리고 중국에서만 

1억6,500만 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다.29 전 세계 등

록 차량의 막대한 규모, 혹은 전체 차량 집단, 그리고 

각각이 지금부터 10-15년 혹은 그 이상 존속할 거라

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자율주행과 전기 파워트레인과 

함께 올 격변적 변화와 같은 일은 1세기가 넘는 기

간 동안 성숙해 온 산업 내에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 대한 큰 도박의 광란 속에서 이런 현실을 망

각한 참가자는 결과적으로 펼쳐질 미래를 목격하기

에 충분할 만큼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지 모른다. 

크레이그 기피(Craig Giffi)는 부의장이자 딜로이트 USA의 자동차산업 리더, 딜로이트 리서치 & 인사이츠의 매니징 

프린시펄이다. 그는 클리브랜드에 거주한다.

조셉 비탈 주니어(Joseph Vitale JR)는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프린시펄이자 글로벌 자동차산업 사업부의 리더다. 

그는 디트로이트에 거주한다.

토마스 쉴러(Thomas Schiller)는 딜로이트 독일의 파트너이자 자동차 사업부 리더다. 그는 뮌헨에 거주한다.

라이언 로빈슨(Ryan Robinson)은 딜로이트 캐나다의 자동차산업 연구 리더다. 그는 토론토에 거주한다.

딜로이트 서포트 서비스 인디아 Pvt. Ltd.의 어시스턴트 매니저 스리니바사 레디(Srinivasa Reddy Tummalapalli),  

시니어 애널리스트 안킷 미탈(Ankit Mittal)을 포함해 본 연구와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준 굉장한 팀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딜로이트 서포트 서비스 인디아 Pvt. Ltd. 소속의 스리니바사라오 오구리(Srinivasarao Oguri), 바입하브 코브라게이드

(Vaibhav Khobragade), 산켓서브(Sanket Surve), 크루티카 드위베디(Kruttika Dwivedi)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감사를 표한다.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기술을 주류로 이끄는 데 

필요한 투자 과정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