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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현황

◦ (시장규모) 중국은 유럽과 더불어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지역, ‘21.11월 기준 연간 신에너지차 판매량 300만대,

전체 승용차중 비중 13.9% 차지

◦ (발전배경)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정책적

지원 강화 및 배터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 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주요 기업 및 인프라 현황

◦ (주요 기업)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한 ‘비야디’, 세계

1위 전기차기업 ‘테슬라’, 소형전기차 ’홍광MINI‘로 히트친 ’상하이

GM우링‘, ’SAIC‘ 순으로 中 시장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21.11월 기준)

-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신흥브랜드도 판매량 순위 10위권내 안착

◦ (배터리) 中 배터리제조사 CATL이 글로벌 신에너지자동차 배

터리 탑재량 전세계 1위, ’21.11월 시장 점유율 28.2% 기록

◦ (충전 인프라) ’21.11월기준, 中전기차충전기설치규모총 238.5만대,

세계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 中 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정책 동향

◦ (로드맵)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안(2021-2035)> 발표,

신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자동차 비중 ‘25년 20%, ’35년 50%까지

확대,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향후 발전 목표 수립

◦ (산업) 자동차 생산(수입) 기업 대상 내연기관 및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포인트 책정 및 에너지 절감 목표 부여,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요 약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발전 전망

◦ (SDV) 미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차량 내 전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전환중, 신에너지자동차는

이에 가장 유리한 모델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 (ICV) 5G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중 원활한 내외부 데이터 수집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Intelligent Connected

Vehicle)로 발전될 전망

◦ (빅테크 기업 진입)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빅테크기업은

완성차 기업과 합작해 전기차시장 진출, 자율주행 시스템 및 차량

OS 등 개발 추진

◦ (생산 효율 제고) 생산 기술 발전과 차량 구조가 단순한 특징

으로 생산 효율성 향상에 따른 제조 원가가 계속 하락할 전망

□ 시사점 및 진출전략

◦ (시장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정부지원정책,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2030년 중국은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이차 전지 및 충전 인프라 등 관련 시장 진출 기회 포착 필요

◦ (위기대응) 망간, 흑연 등 신에너지차 생산 관련 핵심 부품(배

터리, 모터)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 현상으로 해당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은 수급 동향 모니터링 및

선구매를 통한 재고 확보 등 대응체계 운영 필요

◦ (기회요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환되는 미래 자동차 시장
에서 고성능 프로세서, 센서, 렌즈 등 우리 기업 기술 경쟁력이 높은

모빌리티 혁신 기술 분야 진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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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현황 

가. 신에너지 자동차 정의 및 산업 분류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정의

ㅇ 에너지 절약, 친환경 목적 차량에 대해 신에너지 자동차(NEV :

New Energy Vehic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크게 1) 순수전기차

(BEV), 2) 하이브리드차(HEV),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4) 연료전지차(FCEV)로 구분할 수 있음

<신에너지자동차 구분>

-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순수전기차(BEV) 위주로, 하이브

리드차(HEV)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자동차 제조

선진국과 상이한 구조를 보이며, 2021년 순수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Marklines)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분류

ㅇ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상, 중, 하위 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구분 주요 특징

순수전기차

(纯电动汽车, BEV)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구동

하이브리드차

(混合动力汽车, HEV)
내연엔진과 동력모터로 구동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插电式混合动力汽车, PHEV)

HEV와 달리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가능한 동력 배터리 

탑재, 배터리와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연료전지차

(燃料电池汽车, FCEV)

수소와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

하는 연료 전지 기반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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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완성차 제조를 위한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리

튬, 코발트 등의 광산 자원을 포함하며 양극재, 음극재, 전해

액, 분리막 등이 칩과 배터리팩을 구성함
   * 동력 배터리, 모터, 전력제어장치는 완성차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임

- (중위) 신에너지자동차 완성차 제조 단계로 기능에 따라 승용차,

상용차, 특수 목적을 위한 차량으로 세분화됨

- (하위) 하위 시장은 충전 및 후시장 서비스이며, 충전서비스에는

충전 설비, 배터리 교체 장치, 배터리 회수, 후시장서비스에는 자

동차 금융, 보험, 대여, 중고차 매매 등이 포함됨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구조>

자료 : 화징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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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규모

□ 시장 규모

ㅇ 중국은 유럽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임

- 코로나19 발발 직후 생산, 수요측면에서 타격을 받은 ’20.1분기 대비

‘21.1분기 글로벌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국은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이며 유럽 판매량을 넘어섬

<글로벌 신에너지자동차 판매현황 (단위 : 천 대)>

자료 : EV Volumes

* 동 수치는 순수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판매량만을 집계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각국 정책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며,

중국과 유럽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양상 유지

- 현 정책 하에서 2025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중국 496만 대,

유럽 370만 대,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는 정책 하에서는

2025년 중국 827만 대, 유럽 568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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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성장 전망 (단위 : 백만 대)>

자료 : EV Volumes

 * 동 수치는 순수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판매량만을 집계

 ** 현 정책 유지 시나리오는 현재 각국 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및 관련 산업 정책에서 발표한 목표 반영, 

지속가능개발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대폭 감축, 파리협정 목표 이행 반영

□ 신에너지 차량 보유 및 판매량

ㅇ (신에너지차량 보유량)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보유량도 빠르게 증가

- ’21년 9월 기준 전체 자동차는 2억 9700만 대, 신에너지자동차는

678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2.28% 차지, 전체 자동차 증가율에 비해

신에너지자동차 증가율이 더 빠르게 늘어나며 비중이 점차 높아짐

- ‘21년 1~3분기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신규 등록은 187만 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9만 9000대 늘어나 178.5%의 증가율 기록, 3분기

신규 등록은 76만 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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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

자료 :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

ㅇ (신에너지차량 판매량) 판매량은 소비 진작 보조금 등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나, ’21년도 이전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여

11월 누계 기준 생산량 300만 대 초과

- 안정적으로 증가하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19년 보조금 취소 결정으로

인해 감소, ’20년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낮은 성장세를 보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동향>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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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지속 증가, 승용차 시장 내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은 ‘20년 5.8%에서 ‘21년 11월 누계 13.9%로 빠르게 증가

<중국 승용차 시장 내 신에너지 차량 시장 점유율> 

자료 : CPCA(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 월별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월 9.2%였으나 1년 만인 ‘21.11월 19.9%로 10.7% 증가하며

중국 승용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월별 중국 내연기관차량 및 신에너지차량 판매량 비중 변화>

자료 : CPCA(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1월 누계

신에너지자동차
NEV (a+b) 4.4% 4.9% 5.8% 13.9%

순수전동자동차
BEV (a) 3.3% 3.9% 4.7% 11.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b) 1.1% 1.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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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배경

□ 발전 배경

ㅇ 에너지 배경

-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원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자급

자족 수급 불가, 중국 원유 생산량에 비해 빠른 속도로 수입이 증가하여

원유 대외의존도는 70% 돌파

<중국 원유 생산량 및 수입량 동향>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국제 정세 혼란 시 원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발전 방향에 맞춰 산업구조

전환 및 세계 에너지 시장 경쟁력 강화 노력

- 또한, EU 및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2035년 이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 제정, 탄소배출량 제한,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전통에너지에서 신에너지로의 전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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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관련 법안*>

자료 : 정부 기관 및 언론 자료 종합

ㅇ 정책적 지원

- 중국은 ‘20.9월 제 75차 UN 기후회의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탄달봉(碳达峰) : 탄소배출량 정점 달성), 2060년까지

탄소 중립(탄중화(碳中和) : 탄소 중립 실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발표

- 신에너지 활용을 통한 제조산업의 가치사슬 전환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주요 목표는

1) 산업 수준 제고, 2) 소비 진작을 통한 사용자 규모 확대임

ㅇ 기술 발전 성숙도

- 신에너지자동차 기술의 3가지 축은 배터리, 모터, 전력제어장치로

중국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보유

-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기업인 CATL은 ’21.11월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

- 기술력이 제고됨에 따라 공신부에서 발표하는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 대상 차종 목록>*에 해당되는 항속거리, 배터리 용량

지속 향상

영국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연간 수요 230만 대)
기존 2035년에서 5년 조기 실행

프랑스 2040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중국 2035년부터 판매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신차판매 금지

독일 2030년부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 통과

일본 2030년 중반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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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신부는 구매세 면제 대상이 되는 신에너지자동차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신본은 ’21.12.8일 발표한 49차 목록으로 비야디(比亚迪) 탕(唐), 샤오펑(小鹏) P5, 

광치(广汽) AIONS, 상하이우링(上海五菱) 홍광 미니(宏光 MINI) 등이 포함됨

ㅇ 투자 환경 조성

- 2013년부터 신에너지 개념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투자 건수 및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정점 달성

- 2018, 2019년도 투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양질의 기업 대상 투자 집중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투자 현황>

자료 : IT쥐즈(桔子)

ㅇ 경제 성장

- 주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 및 통신 관련 평균 소비

지출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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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19년 기준 1000명 당 173대까지 증가했으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신규 차량 구입

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에너지자동차 선택 확률이 높음

<주요 국가별 인구 천 명 당 자동차 보유량(2019년)>

자료 : 세계은행, 화징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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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주요 기업 및 인프라 현황 

가. 신에너지자동차 주요 기업

□ 기존 완성차 업체, 신흥 브랜드, 외국 브랜드로 구분

ㅇ (기존 완성차 업체) 상하이우링(上海五菱), 상하이자동차(上汽), 창

청자동차(长城汽车), 광치(广汽) 등 기존 완성차 제조 기업이 신에

너지자동차 분야로 확장

ㅇ (신흥 브랜드) 샤오펑(小鹏), 니오(蔚来), 리오토(理想) 등 신에너지

및 스마트 미래자동차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 브랜드 등장

ㅇ (해외 브랜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대표적임

□ 기존 완성차 업체와 신흥 브랜드의 차이점

ㅇ (기존 완성차 업체) 내연기관 및 신에너지자동차 차체 하드웨어

제작에 초점을 두며, 전 종류의 차종을 생산, 기존 오프라인 매장

에서 차량 판매

ㅇ (신흥 브랜드) 고객이 원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기업의

제품으로 정의하며, 신에너지 및 스마트 자동차를 생산, 단순 차량

판매가 아니라 구입 이후 소비자 체험 전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기존 완성차 업체 및 신흥 신에너지자동차 기업 차별점>

기존 완성차 업체 구분 신흥 신에너지자동차 브랜드

성능 및 차체 하드웨어 제품 정의 고객의 수요에 맞는 차량 서비스

순수전기 및 하이브리드, 세단 및 
SUV 등 전 차종 포함

제품라인

A, B급 순수전기차 SUV 주요 모델, 
(*젊은 소비자가 주 타깃고객으로 
제품의 자동화 및 지능화, 빠른 
OTA 업그레이드 속도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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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브랜드

 비야디(BYD)

ㅇ 1995년 2월 설립되어 전통 내연기관차, 신에너지자동차, 2차 전지,

도시철도 등 다양한 분야를 영업 분야로 삼음

-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BEV, PHEV 생산 및 판매, 핵심 부품(배터리,

모터, 전력제어장치) 기술 및 전용 플랫폼 보유, ’21.11월 현재 중국

내 도매 판매량 점유율 1위 기업

- 완성차 판매량에서 신에너지자동차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비야디 월별 완성차 판매량 및 전동화 추이>

자료 : 비야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4S : sale, sparepart, service, survey)

판매 방식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체험관, 가
맹점 및 직영점 

표준화, 균일화된 서비스 제공
(차주 및 기업 간 상호작용이 적고, 
개별화된 수요 충족은 어려움)

고객서비스
차량 구입 이후 맞춤형 후속 서비
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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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자동차 모델을 왕조 시리즈로 세분화한 제품 라인 보유

<비야디 왕조 시리즈>

ㅇ ’21.3월말 블레이드 배터리 출시, 인산철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속

도를 높이고, 동력 배터리 안전 실험을 함께 통과한 침자기술 테

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림

<비야디 블레이드 배터리 특징>

자료 : 화징산업연구원

ㅇ “7+4” 전략을 통해 신에너지자동차의 전방위적 확장을 추진, 자

가용, 버스, 택시, 여객, 상품 물류, 건축 물류, 환경미화차량 등 7대

통상적인 분야와 창고, 공항, 광산, 항구를 포함한 4대 특화분야로

나누어 전 영역에 대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추진

컴팩트형 SUV 송(宋), 중형 SUV 당(唐), 중형 세단(汉), 컴팩트형 승용차(秦), 컴팩트

형 SUV 원(元) 등 다양한 가격대, 모델 출시, 사용자 수요 만족

실현방식
배터리의 너비를 늘리고 두께를 좁히면서 긴밀한 배열 및 

알루미늄판 설계로 구조적 강도 제고 

에너지 밀도

1세대 배터리 에너지 및 부피 에너지 밀도는 각각 140Wh/kg, 

230Wh/L에 도달했으며, ‘25년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밀도는 각각 

180Wh/kg, 160Wh/kg, 330Wh/L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피이용률 기존 대비 50% 이상 제고, 부피이용률 60%에 달함

제조가격 기존 인산철리튬 배터리 대비 30% 감축

안전성 연기 발생 및 발화 가능성이 낮으며, 전지 표면온도는 30~60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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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NIO, 蔚来)

ㅇ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인 BaaS (Battery as a Service) 제시

-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구매

가에서 제외(약 7만 위안 절감 효과), 배터리를 따로 구독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전기차 구입 시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내연기관 자동차 고객 유입, 시장 점유율 확장

- 교환형 배터리 전기차 사업에도 나서, 고객의 수요에 따라 다른

용량의 배터리를 빌릴 수 있도록 중국 및 전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과 배터리 합작사 우한 니오 에너지 배터리자산유한공사 설립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신흥 브랜드 3개사 : 니오, 샤오펑, 리오토 >

 - 신흥 브랜드 3개사는 1) 우수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전기차 모델 출시, 

2) 원활한 자금 조달(빅테크 기업이 주요 주주), 3) 배터리 조달 및 차량 양산 문제 

해결, 4)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경영방식(고객 중심의 경영이념,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력 제고 및 점유율 확보 

<신흥 브랜드 3개사의 주요 특징 비교> 

자료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니오 샤오펑 리오토

창업자 Li Bin (李斌) He Xiaopeng (何小鹏) Li Xiang (李想)

과거 경력 Yiche의 창업자/CEO UC Browser 공동창업자 AutoHome 창업자/CEO

투자 빅테크기업 Tencent Alibaba, Xiaomi Meituan, Bytedance

OEM 파트너 JAC Haima Motor Chongqing Lifan

차별점
프리미엄 브랜드, 서비스 

생태계, BaaS, ADaS

매스마켓, 자율주행, 

NGP
EREV, 비용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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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의 BaaS (Battery as a Service) 서비스>

자료 : 아이리서치, KOTRA 선전무역관 재구성

- 3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스테이션(주유소처럼 오프

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방전된 배터리 팩을 충전된 배터리팩으로 통째로 교체),

10분 충전 시 100km 주행이 가능한 이동식 차량 충전 서비스 등

언제든 배터리 교체 혹은 충전 가능

 <니오 2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자료 : 니오 

- 차량 손해보험, 타이어 교체 출장 서비스, 차량 수리 배송, 정기

검사, 데이터 제공 등 차량 유지 서비스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

택할 수 있는 서비스 생태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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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콕핏(Smart Cockpit) 기술 강화

- NIO OS 스마트 시스템 탑재 및 차량용 인공지능 NOMI 도입을

통해 음성 명령 시스템 탑재, 인포테인먼트* 제공

  *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오락, 인간친화적인 기능을 차량 내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 무선으로 차량 기능 및 소프트웨어 수시 업데이트, 기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OTA(Over The Air) 기술을 탑재

ㅇ 자율주행 : Nio Autonomous Driving(NAD)

- 1) 고해상도 카메라, 2) 라이다, 3) 엔비디아(NVIDIA) Orin SoC

(시스템온칩)을 탑재한 아담(Adam) 슈퍼컴퓨터로 구성, 라이다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포함한 센싱 시스템인 아퀼라(Aquila) 도입

ㅇ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

- SNS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 전개, NIO Day 개최를 통한 제품 홍보

및 고객과의 네트워킹, 니오 체험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사용자 생태계

형성 등을 통한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 추진

ㅇ Power North 전략

- ‘21.7월부터 ’24.12월까지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내몽고, 간쑤,

칭하이, 신장 등 동북과 서부에 100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

120개의 이동 충전 차량, 500개의 급속 충전시설, 급속 및 완속

충전기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설치 계획 발표

- 중국 북방 및 서부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 확충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신에너지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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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펑(XPENG, 小鹏)

ㅇ 자율주행 시스템 XPILOT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2022년 Xpilot 3.5 → 2023년 Xpilot 4.0

출시 약속, 현재 제공하는 Xpilot 3.0은 31개의 센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수준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차선을 바꾸거나 가감속 등의 주행 가능

- ‘21.10월 말 개최된 Tech Day에서 차량공유 플랫폼(온라인)과

Robotization(오프라인)의 융합을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 모빌리티와

로봇으로의 확장

ㅇ LiDAR 장착 글로벌 최초 양산 차량 P5 출시

- 글로벌 최대 드론업체인 DJI가 투자한 리복스(Livox) 제품으로 3

차원 이미지 구현, 150m 밖의 보행자, 운전자도 야간에 구분 가능

 리오토(Li Auto, 理想)

ㅇ 대표 모델 Li ONE

- 내부발전기를탑재하여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도 배터리를 자체 충전할

수 있는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주행거리 연장전기차) SUV

-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장거리 운전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 전기

차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ㅇ 자율주행 모델 개발

- 현재 자율주행 레벨 2.5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출시할 신차에

레벨 4 적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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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 동향

ㅇ 중국 승용차 시장은 중국산 브랜드가 약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에도 마찬가지임

- ‘21.11월 누계 신에너지자동차 도매 판매량 1위 기업은 비야디이며

테슬라가 점유율 3.3%p 차이로 그 뒤를 이음

<신에너지차량 도매 판매량 기업 순위 (2021년 11월 누계)> 

자료 : CPCA(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 합리적인 가격,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며 ’21년 11월 누계 판매 1위를 자랑한

소형 EV인 훙광 미니(宏光MINI) 모델 생산기업인 상하이GM우링이 3위에

등극했으며, 신흥 3개 브랜드인 샤오펑, 니오, 리샹도 10위권에 안착

순번 기업명 판매량(단위 : 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신에너지차량 

내 점유율

1 비야디(比亚迪汽车)   505,190      225.6% 18.0%

2 테슬라(特斯拉中国)   413,283 242.5% 14.7%

3 상하이GM우링(上汽通用五菱)   391,898 214.7% 14.0%

4 SAIC Motor(上汽乘用车)   148,394 153.0% 5.3%

5 창청자동차(长城汽车)   114,102 162.2% 4.1%

6 광치 AION(广汽埃安)   105,655 99.3% 3.8%

7 샤오펑(小鹏汽车)     82,155 301.6% 2.9%

8 니오(蔚来汽车)     80,940 120.4% 2.9%

9 Chery(奇瑞汽车)     77,671 121.6% 2.8%

10 리샹(理想汽车)     76,404 188.3% 2.7%

11 창안자동차(长安汽车)     66,119 385.8% 2.4%

12 지리자동차(吉利汽车)     65,317 168.1% 2.3%

13 Hozon Auto(合众汽车)     59,547 393.1% 2.1%

14 이치-폭스바겐(一汽大众)     57,692 92.1% 2.1%

15 상하이폭스바겐(上汽大众)     48,894 84.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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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 모델 순위 (2021년 11월 누계)>

순번 모델명 모델 사진 브랜드명 판매량(단위 : 대)

1 훙광미니(宏光MINI) 상하이GM우링
(上汽通用五菱) 344,890 

2 비야디 진(比亚迪秦) 비야디 
(比亚迪汽车) 161,287 

3 테슬라 Model Y 테슬라
(特斯拉中国) 129,353 

4 테슬라 Model 3 테슬라 
(特斯拉中国) 120,788 

5 비야디 한(比亚迪汉) 비야디 
(比亚迪汽车) 103,622 

6 비야디 송(比亚迪宋) 비야디 
(比亚迪汽车) 85,102 

7 리샹(理想) ONE 리샹 
(理想汽车) 76,404 

8 Chery(奇瑞) eQ Chery 
(奇瑞汽车) 66,846 

9 Aion S 광치 AION 
(广汽埃安) 66,046 

10 번번(奔奔) EV 창청자동차 
(长城汽车) 65,977 

11 오라헤이마오
(欧拉黑猫)

창청자동차 
(长城汽车) 55,436 

12 샤오펑(小鹏) P7 샤오펑 
(小鹏汽车) 53,110 

13 나타(哪吒) V Hozon Auto 
(合众汽车) 4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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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PCA(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나.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및 인프라 구축 현황

□ 배터리

ㅇ (구분) 이차전지*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원가의 40% 가량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며, 양극재

물질에 따라 크게 LFP, 삼원계 배터리로 나뉨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신에너지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충전 시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모이고, 방전시 양극으로 이동하는 방식

<배터리 종류 및 특징>

ㅇ (시장 규모)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

시장의 성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는 추세로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년 461억 달러에서 ’30년 3,517억 달러로 10년간 8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LFP 삼원계(NCM)

원자재 리튬인산철 니켈, 코발트, 망간(혹은 알루미늄)

가격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저렴 원가가 높은 편

무게 무거움 가벼움

안전성 높음 LFP 대비 다소 낮음

에너지 
밀도

낮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코발트가 

포함되어 성능이 우월

14 클레버(科莱威)CLEV
ER

SAIC Motor 
(上汽乘用车) 43,758 

15 비야디 당 
(比亚迪唐)

비야디 
(比亚迪汽车) 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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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20년 304억 달러에서 ’30년 3,047억

달러 규모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 전망

ㅇ (주요 기업)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 2개사가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들어

점유율 격차는 다소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

- ’20년 배터리 제조사별 시장 점유율 1,2위는 중국의 CATL(24%),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23.5%)이 차지

- ‘21.10월 기준 CATL의 누적점유율은 28.2%, LG에너지솔루션은

23%로 격차가 지난해 0.5%p에서 5.2%p까지 벌어졌으며, 중국 신

에너지자동차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인 비야디는 ’20년 점유율

6.7%에서 8.5%까지 상승

<배터리 제조사별 전 세계 신에너지자동차 탑재량>

자료 : SNE리서치

주 : 세계 80개국 전기차 판매 집계, 해당 기간 등록된 전기 승용차에 장착된 배터리 기준

순번 제조사명
2021.10월 누계  

배터리사용량(GWh)

시장

점유율
증가율

2020년 누계  

배터리사용량(GWh)

시장

점유율

1 CATL 56.2 28.2% 244.5% 34.3 24.0%

2
LG에너지
솔루션

45.7 23.0% 100.1% 33.5 23.5%

3 파나소닉 28.5 14.3% 38.9% 26.5 18.5%

4 BYD 17.0 8.5% 245.9% 9.6 6.7%

5 SK on 11.3 5.7% 124.7% 7.7 5.4%

6 삼성SDI 9.9 5.0% 65.5% 8.2 5.8%

7 CALB 6.0 3.0% 177.7% 3.4 2.4%

8 Guoxuan 3.7 1.9% 209.7% 2.5 1.7%

9 AESC 3.2 1.6% 8.3% 3.8 2.7%

10 PEVE 2.1 1.1% 27.0%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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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동향) CTP(Cell to Pack) 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LFP 배터리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시장은

원가 절감, 에너지 효율 제고 경쟁 추세

- LFP 배터리는 ’18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많이 사용됐지만,

‘19년 NCM23, ’20년 NCM622에 밀리다가 ‘21년 다시 1위 차지

- ’20년 10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LFP 배터리 확대 채용

발표 및 폭스바겐, 다임러, 포드, 애플 등도 확대 채용 언급

- 한편, 삼원계 배터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70%에서

80~90%로 크게 높이는 동시에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는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로 원가 절감, 안정성 제고 시도
   * 현재 NCM622 배터리의 양극재 가격은 LFP 배터리의 약 2.3배

<중국 및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 CATL(宁德时代)>

ㅇ 휴대폰 배터리 업체인 ATL을 시작으로 2011년 신에너지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 CATL 설립, 삼성 및 애플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ATL의 
배터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노하우 축적

ㅇ 중국 정부는 <2017년 리튬 배터리 가이드라인>의 화이트 리스트를 정해 51개의 
중국 기업의 배터리만 전기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 이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생산 (*해당 제도는 2019년 폐지하여 현재는 EV 배터리 시장 개방)

ㅇ 주요 사업은 리튬이온 동력 배터리(78.4%), 폐배터리 재활용(6.8%), 에너지 저장 
시스템(3.9%)이며, ‘20년 기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 
49%로 1위 차지, 테슬라 LFP 배터리 수요 증가를 모멘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

<CTP(Cell to Pack) 기술> 

- CATL과 비야디(BYD)가 도입한 CTP는 배터리 셀에서 모듈을 거쳐 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듈을 생략한 기술로, 모듈이 사라진 공간에 배터리 셀을 추가해 팩당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비야디(BYD)에 따르면 CTP 기술로 만들어진 LFP 배터리는 배터리 셀 적용 효율을 
기존 40%에서 60%로 개선, CATL은 CTP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인 CTC(Cell 
to Chassis) 기술도 오는 2025년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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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인프라

ㅇ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 공급은 배터리 충전과 교체의 두 가지 방식

으로 나뉨

- (충전) 교류식과 직류식으로 나뉘며 교류식은 차량용 충전기를 변압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출력은 7kW, 직류식은 직접 변압,

정류하기 떄문에 출력이 60~120kW이며 충전속도가 빠른 편임

<충전방식 유형별 특징>

- (교체) 전기가 부족한 동력배터리를 직접 교체, 배터리 수명 연장에

유리하나 운영회사가 배터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업체별 기준이

달라 단기간 내 통일시키기는 어려움

ㅇ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21년 11월까지 중국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238.5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 ‘21년 1~11월 신설한 공공 충전기는 28.4만 대, 누적 109.2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7.1% 증가, 1~11월 신설한 개인 충전기는 42만 대,

누적 12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

- ’21년 9월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은 678만 대, 충전기

수량은 222.3만 대로 차량 대 충전기 비율은 3.05:1, 신에너지 차량

보유량 증가 추세에 따라 충전 인프라 건설 및 서비스 수준 제고

노력 중임

유형 전압 전력 충전시간 기술장벽 적용차종 설치지점 장점

교류식 220V 7KW 8-10시간 하 승용차
아파트  
주차장

성숙된 기술 , 
낮은 원가

직류식 380V 60KW 20-90분 중 전 차종
집중식  
충전소

높은 충전 전력, 
짧은 충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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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형별 충전기 보유현황>

자료 : 중국전동차충전인프라설치촉진연맹 (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

ㅇ 상위 10개 지역이 전국 공공 충전 인프라 비율의 71.7%를 차지하며

이 중 광둥성의 비중이 가장 큼

<중국 지역별 공공 충전기 보유현황>

자료 : 중국전동차충전인프라설치촉진연맹 (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

ㅇ (교체 인프라 구축 현황) 전기 배터리 교체소 보유량은 총 1,192개로

100개가넘는지역은베이징시(245개), 광둥성(164개), 저장성(112개)가있음

지역명 보유량 (단위 : 대) 비중

광둥성   169,348 15.5%

상하이   100,464 9.2%

베이징     95,301 8.7%

장쑤성     93,769 8.6%

저장성     79,907 7.3%

산둥성     56,727 5.2%

후베이성     55,930 5.1%

안휘성     52,397 4.8%

허난성     41,250 3.8%

푸젠성     37,4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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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교체소 보유현황>

자료 : 중국전동차충전인프라설치촉진연맹 (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

ㅇ (주요 기업의 충전 인프라 구축)

- (테슬라) ’21년 6월 기준 테슬라는 중국에 슈퍼충전소 870개, 주차식

충전소 700개, 슈퍼충전기 6,700개 보유, 전국 320개 도시에서 충전

서비스 제공 가능
  * ’20.8월 테슬라는 4,200만 위안을 투자해 상하이에 충전시설 공장을 설립, 

’21.2월부터 정식 생산 가동해 연 생산량은 최소 1만 개 이상 달할 전망

- (샤오펑) ‘21.7월 기준 샤오펑 자동차는 중국에서 자사 충전소 237개

보유, ’21년 전국 모든 지급시(地级市), 몇 십개의 현급시(县级市)에

자사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임
  * ’21.1월 기준 샤오펑은 터라이텐(特来电), NIO Power, 싱싱충전(星星充电) 등 

기업과 충전기를 공유하기로 협약

- (BMW) ‘20.6월 중국 전망전동차유한공사와 협력해 중국 국내 충전기

보유량을 27만 개로 확대, 2019년 대비 13만 개 증설, 107.7% 증가 예정
  * ’21.6월 중국 BMW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21년 기준 충전기 36만 개, 2022년까지 

충전소 100개 구축할 계획이며, ’23년까지 신규 전기차 모델 12개를 출시, 

전기차 매출이 전체의 25% 달성 목표

순번 지역명 보유량(단위 : 개) 비중

1 베이징 245 20.6%

2 광둥성 164 13.8%

3 저장성 112 9.4%

4 상하이 87 7.3%

5 장쑤성 84 7.0%

6 쓰촨성 44 3.7%

7 푸젠성 42 3.5%

8 산둥성 41 3.4%

9 허베이성 39 3.3%

10 충칭 36 3.0%

총합 11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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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정책 동향

가. 중국 신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 방향

□ 지원 목적 및 방향

ㅇ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산업 지원의 목적은 크게 1) 신에너지 활용을

통한 제조산업 사슬의 전환, 2)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통한 대외 원유

수입 의존도 해소, 3) 탄소중립 달성, 4) 국내 소비 촉진임

ㅇ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산업 수준을 고도화하는 것과 사용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뉨

- (산업 고도화) 기술 혁신 강화, 산업 가치사슬 보완, 순수 전기자

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산업화 수준 제고

- (사용자 규모 확장) 구매 장려, 사용 단계의 지원책 체계 정비,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 비율 제고

<중국 탄소중립 목표>

ㅇ (현황) 중국의 현재 탄소배출량은 미국의 2배이상, EU 3배 이상 규모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전력 발전 및 산업 추진 과정에서 탄소배출 

저감 수요가 시급

ㅇ (목표 제시) 

 - ’20.9월 제75차 UN기후회의에서 2030년 기점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

 - ‘20.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배출 감축 이행 및 

탄소중립 업무를 2021년 국가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여 추진 본격화 

 -  ’21.3월 양회에서 탄소중립 관련 산업구조,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 제고, 

에너지구조 최적화를 통한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 등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중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했으며, 친환경 차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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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보조금 정책은 구매 장려 위주에서 제조사에 의무 생산 비율을

강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전환되는 추세

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정책

□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계획안(2021-2035)

ㅇ ‘20.10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계획안(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2021-2035)>, 15년간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기초를 닦음

- 신차 소매 판매량에서 신에너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 30%, 2035년 50%까지 확대해 2035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가 신차 판매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전기모터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75%, 2035년 100%로 높여

2035년에는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20년 기준 신차 판매량에서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은 95%

<신에너차 산업 발전 계획안에 따른 신차 판매량 중 유형별 자동차 비중*>

  * 전체 신차 판매 대비 비율(%)

- 2021년부터 국가생태문명시험구(国家生态文明试验区) 및 대기오염

방치주요지역(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에 신규 추가된 버스, 택시,

물류 배송 차량 중 신에너지 차량은 80% 이상 차지할 전망

유형 2020 2025 2030 2035

내연기관차 (ICE)
95%

40% 15% Exit

하이브리드차 (HEV) 40% 45% 50%

신에너지차 (NEV) 5% 2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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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관련 정책

ㅇ 더블 포인트 제도

- ‘20.6월 공신부, 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자동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 발표, 자동차

생산(수입) 기업에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에 대한 포인트 부여, 모든 차량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일

정한 에너지 절감 기준에 도달해야 함

- 에너지 소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신에너지자동차를

생산하여 생겨난 플러스 포인트로 평균 연료 소모량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상쇄해야 함

- ’21.1월부터 ‘23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의무 생산 비율을 각각

14%, 16%, 18%로 제시하며, ’20년 기준 평균 연비는

5.0L/100km였으나, ‘25년까지 4.0L/100km로 제한

- 순수전기차에 대한 포인트가 50% 이상 낮아지는 한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포인트는 기존 대비 20% 낮아진 1.6점으로 조정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발전 지원 시사

<더블 포인트 제도 개정안>

자료 : 중국 공신부

  * R은 1회 충전 후 연속주행거리(km), P는 연료전지 정격출력(kW)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신에너지차(NEV) 포인트
의무 충족 비율

2018 :  8%
2019 : 10%
2020 : 12%

2021 : 14%
2022 : 16%
2023 : 18%

포인트 
계산식

순수전기차(BEV)
0.012*R + 0.8

(최대 5)
0.006*R +0.4

(최대 1.6)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2 1.6

수소연료전지차(FCEV) 0.16*P (최대 5) 0.08*P (최대 6)



- 29 -

ㅇ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충전소 지원을 포함하는 1.4조 달러 규모의 신인프라 계획을 발표,

10개 이상 도시에서 ’25년까지 120만 개의 전기충전소 설립 목표 설정

- 광둥성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운영할 책임이 있

으며, 신규 건설 주택은 주차장의 100% 비율로 급/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후에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충전 인프라

확대 노력

□ 소비 진작 정책

ㅇ 보조금 지급

- 보조금 폐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신에너지자동차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해 구입 보조금을 기존 2020년까지에서 2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

<신에너지 자동차 확산 응용 재정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통지 주요 내용>

자료 :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에너지자동차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등 한 단계 높은 기술 수준 요구

목적 보조금 삭감 및 코로나19로 위축된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및 소비 촉진

발표일 2020.4.23

적용대상 30만 위안 미만의 전기자동차

주요내용

- 2020년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전년 대비 10%, 

20%, 30%씩 삭감

-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PHEV)의 경우 3년간 전년 동기 대비 15%, 

20%, 30% 삭감

- 택시, 버스, 우편, 택배 등 공공 목적의 NEV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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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대상 지급 보조금 (단위 : 만 위안)>

자료 : 중국 재정부 등 발표,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또한, 농촌 지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

저가 신에너지자동차 판매 시 보조금 지급, 노후차량 교체 보조금

및 자동차 구매제한 일부 완화 (‘20.7/11월)

- ’21.9월 발표한 <2016-2020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지급 청산검토 현황에

따른 공시>에 따르면 5년간 중국 정부는 완성차 업체별로 약 110만 대의

신에너지자동차 대상 총 329억 4600만 위안 규모의 보조금 지급

<2016~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청산 현황*(‘21.9.6 공시 기준 금액)>

자료 : 공신부, KOTRA 해외시장뉴스

  * 소비자 대상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가 신에너지자동차를 판매할 때 보조금 공제

가격으로 판매, 이후 정부에서 제조사가 선 집행한 보조금 결산

- 정부의 정책 발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활발한 정책 활동으로 인해

신에너지차(NEV)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일부 기

여한 것으로 파악

연도 확정 보급 대수(단위 : 대) 청산보조금 (단위 : 만 위안)
2016 7,278 86,396.91

2017 103,658 589,032.67
2018 124,686 607,581.26
2019 276,833 957,897.99
2020 584,973 1,053,715.25
총계 1,097,428 3,294,621.08

구분
전기 주행 
가능거리(R)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순수
전기차
(BEV)

150≤R〈200 1.5 0 0 0 0

200≤R〈250 2.4 0 0 0 0

250≤R〈300 3.4 1.8 0 0 0

300≤R〈400 4.5 1.8 1.62 1.296 0.9072

400≤R 5 2.5 2.25 1.8 1.26

하이브리드차
(PHEV)

50≤R 2 1 0.85 0.68 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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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용 차량 번호판 부여

- (광둥성) 일반 자동차 구입 시 차량 번호판 발급에 제한이 있지만

신에너지자동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 제도를 통해 발급 제한을 없애

보급 확대 유도

- (상하이) ’21.3월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및 사용 장려에 관한 실시방법>

발표, 순수전기자동차 대상 전용 번호판 무료 지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용 번호판 무료 지급

<최근 발표 주요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시기 정책명 주요내용

2020.12
신에너지자동차 확산 응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통지

2021년 차량 구입 보조금 정책 기술지표 
체계 및 진입장벽 유지, 보조금 감소폭 비
공공영역 20%, 공공영역 10% 감소
차량 품질 관리에 대한 조사 및 자발적 리콜 
적극 장려 

2020.7
공신부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 규정>에 대
한 수정 결정

생산기업 “개발 능력 설계”에 대한 요구 삭제
생산 중단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
관련 신에너지차량 생산기업 신청 임시기간 조항 삭제

2020.6
<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누계 병행 
관리 방법> 수정에 대한 결정

누적 포인트 불균형 리스크를 줄이고 누적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한 신에너지 차량 
누적 마일리지 정책 개선

2020.5
전기차 강제성 국가 표준 실시에 
대한 통지

<전기차 안전 요구>, <전동 버스 안전요구>, 
<전기차용 동력 축전지 안전 요규> 3개 항목 
국가 표준 강제화

2020.4
신에너지 자동차 확산 응용 재
정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통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 연장
‘22년 말까지 재정 보조금 정책 시행 연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전년대비 10%, 20%, 30% 하향 조정

2020.2 스마트 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
2025년까지 자율주행 스마트 자동차 규모화 
생산에 대한 목표 제시

2020.1.
신에너지자동차 폐기 동력 축전
지 종합 이용 산업 규범 조건

기술, 장비 및 공예 전체에 대한 요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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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정부 지원 정책 사례

ㅇ 중앙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지원 및 소비 진작 정책 발표

이후 각 지역별로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 발표

<주요 지역별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정책> 

ㅇ 1선 도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을 위해 번호판 발급, 충전 인프라

건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보급률이 기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명 정책명 주요내용

베이징
<신에너지자동차 번호판 배정 

일회적 증가에 대한 통고>

신에너지승용차 대상 번호판 2만 개를 

일회적으로 추가 발행,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가구에 배정

스촨성

<스촨성 신에너지 및 지능형 

자동차 산업 발전 지원 약간

의 정책 조치(의견)> 

새로 비준된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건설 자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특별 장려 보조금을 지급

톈진
<톈진시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 

베이징, 허베이 호적을 가진 사람이 

본시 호적이 아닌 승용차의 개인 증량 

지표 가격 경쟁에 참여하는 조건을 완

화하고, 신에너지 승용차 대상 충전 

보조금을 지급

상하이
<소비자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충전 보조금 실행 명세세칙>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에게 일

인당 500위안의 충전 보조금을 지급

장시성
<장시성 신에너지 공공버스 

보급응용 실시방안(2020-2022년)>

2022년 말까지, 전 성의 신규 및 교체 

버스 중 신에너지 공공버스 비중 92% 달성

하이난성
<하이난성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급 2020년 운행 계획>

올해 성 내 각급 정부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신규 및 교체 신에너지 자동

차비중 100% 달성(공무용 특수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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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하이

- <2020-2022년 상하이 신형 기초 인프라 건설 행동방안>에 따르면

2022년 내 전기차 충전기 10만 개 이상, 택시 시범 충전소 45개,

수소 충전소 20개를 구축할 계획임

- 2020년 4월 1일 충전기 지원금 정책을 발표, 아파트 내 개인 충전기

설치 시 200위안/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공유 충전기 건설 시

500위안/개, 전기차 충전 시범 아파트 단지로 구축 시 최대 8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가능

ㅇ 광둥성

- 2020년 11월 5일 광둥성 정부는<2020-2022년 광둥성 신형 기초

인프라 건설 3년간 행동방안>를 통해 2022년까지 전 성(省)에 충

전기 18만 개, 수소 충전소 200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발표

- 광둥성 내 주요 도시도 전기차 관련 지원 정책 발표, 광둥성의 성

도인 광저우시는 2020-2023년 기간 내 직류 충전기 및 무선 충전

시설을 구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300위안/kW의 지원금 지급,

AC 충전기 및 전기 배터리 교체시설은 각각 60위안/kW, 2000위

안/kW의 지원금 지급

- 선전시는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0년

2월 발표한 <2019-2020년 선전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 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직류 충전기를 건설할 경우 400위안/kW의 보조금

지급, 40kW 이상의 AC 충전기는 200위안/kW, 40kW 이하는 100

위안/kW 기준으로 지급 예정, 2025년까지 공용 및 전용 쾌속 충

전기 4.3만 개, 완속충전기 79만 개를 구축하여 평균 충전 서비스

간 거리 0.9km 실현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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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이징

- 2020년 6월 10일 베이징은 향후 3년간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충전기 5만 개 이상, 전기 배터리 교체소 100개를

구축할 계획임

ㅇ 산둥성

- 2020년 기준 산둥성 전기차 보유량은 40.5만 대로 중국 전국에서

3위 차지, 충전 인프라 보급 수준도 기타 성, 시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까지 산둥성은 충전 인프라 보유량이 10만 개 이상 달할

예정이며 공공 주차장의 충전시설 보급률 15%, 4A급 이상 관광지

충전시설 보급률 100% 목표를 정함

- 충전시설 추가 보급을 위한 지원 정책 발표, 고속 충전기 설치 기

400위안/kW, 최대 4.8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교류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300-400위안/kW, 최대 4,000위안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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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동향

가. 신에너지자동차 발전 트렌드

□ SDV(Software 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능이 통제, 제어되는

자동차)로의 전환

ㅇ 기계와 전기 프레임이 자동차를 정의했던 100년 간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

- 자동차가 차량의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통합제어할 수 있는

SDV로 전환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구

- OTA(Over The Air Technology : 무선으로 각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 운전 경험, 서비스 제공

ㅇ 전기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

능이 통제되는 차량) 보급에 가장 유리한 모델

- 엔진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량의 중앙 컴퓨터가 모든 기능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완

전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발전이 가장 용이함

- 미래자동차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연결성이 강화된 SDV를 보급하여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방향으

로 발전해나갈 것

□ 스마트 커넥티드 카*(ICV :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로의 발전

  * 첨단 차량용 센서, 컨트롤러를 탑재한 차량에 5G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 차

량과 운전자, 도로 및 외부환경을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

터에 대한 분석, 시너지 제어 등의 기능을 가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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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커넥티드 카 작동 방식>

ㅇ 5G 자동차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 강화

- 4G에 비해 연결밀도가 높고, 지연시간은 낮은 등 능력 대폭 제고,

사용자 체감 속도는 모바일 가상현실 실현 가능, 차량 네트워크

설비의 통신요구 충족

- 5G의 3대 응용분야(uRLLC, eMBB, mMTC)는 자율주행과 자동차

도로를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센서

 · 인간-차, 인간-도로간의 상호작용 가장 말단에 있는 센서로 명령을 받고

  차량 내외부 정보를 수집
 · 차량용 단말기, 모바일 기기, 센서

↓

네트워크
 · 무선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송출하여 다방면으로 연결되는 망 구축

 · 4/5G인터넷, GPS, LTE-V2X

↓

클라우드
 · 데이터 수집, 계산, 조정,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정보 플랫폼

 ·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저장, 정보 보안

고신뢰-초저지연 통신

(uRLLC :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자동차 통신 및 자율주행 시 정확한 제어, 피드백 명령에 적용 가능 

차량이 극한상황에서도 대처, 제동, 차선 변경, 커브 등의 운

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지연시간이 1초로 운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향상된 모바일 광대역

(eMMB : Enhanced 

Mobile Broadband)

5G에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보다 빠름, 다운로드 속도 최대 1초당 

10G바이트로 고속주행 시에도 각종 설비의 네트워크 전송 

속도 요구를 만족하며, 차량 및 외부 간 데이터 교환 촉진

대규모 사물 통신

(mMTC :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5G에서 대규모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

가로등, 장애물, 다리 및 다른 차량을 감지하고, 도로 및 차량의 

협동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통신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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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V2X*(차량 간 무선통신기술)을 통한 차량 외부환경 데이터 수집

  *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차량이 클라우드로 외부의 차량, 도로 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의미

- 신에너지자동차와 함께 스마트 커넥티드 카가 스마트 도시 교통의

핵심으로 부상, 스마트 커넥티드 카 주행시간 및 경로에 따라 충전

설비 설치 계획 등 실시간 상호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 교통 시스템 구축 가능 (상하이 전기과학연구소)

ㅇ 스마트 콕핏

- 스마트 커넥티드 카에 적용할 수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

In-Vehicle Infotainment),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 Head-Up Display), 어라

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VM : Around View Monitor) 등을포함하는개념

- 인공기능 기반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 음성지원, 전자상거래

매장 운영 및 결제 서비스 포함

- 니오 e8 모델에 적용된 NIO OS 스마트 시스템, NOMI 차량용 인공

지능 시스템 탑재를 통한 음성인식, 음향 위치추적 등이 대표 사례

ㅇ 최종 자율주행으로 발전

- 스마트 커넥티드 카의 최종단계는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등에 대한 조작없이 차량이 도로의 상황

판단, 자동 주행하는 것

자동차-클라우드 간 통신

V2N (Vehicle to Network) 

자동차-도로 간 통신

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자동차

자동차-자동차 간 통신

V2V (Vehicle to Vehicle) 

자동차-사람 간 통신

V2P (Vehicle to 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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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자동차공학회(SEA)에 따르면 시스템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 수준을 L0~L5로 나누고, 이중 L1~L3는 주로

보조 운전 기능을 수행하며 L4급부터는 차량 통제권이 시스템에

전적으로 넘어감

<자율주행 단계>

- 자율주행차량 양산은 L2에서 L3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수준

이며, L4등급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테스트 중으로 디디추싱, 바이두

등 여러 업체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 진행 중임

□ 빅테크 기업과의 합작

ㅇ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도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기기로 인식되면서 빅테크 기업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 자동차 기업과의 합작사를 통해 전기차 설계와 제조에 참여 :

알리바바, 바이두

- 전기차 설계, 개발 및 브랜딩은 자체적으로 주도, 생산은 위탁:

샤오미

- 전기차 제조가 아닌 관련 부품과 시스템 공급 : 화웨이, ZTE

L0

비자동화

L1

보조주행

L2

부분 자동화

L3

조건부 자동화

L4

높은 자동화

L5

완전 자동화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통제, 

경호 혹은 보호 

시스템의 보

조를 받음

기본적인 조작

에 대해 운전 

지원

여러 가지 운전 

조작에 대해 지원 

제공, 시스템 

일부가 주행 

결정에 참여

시스템은 조건

부로 운전시 

의 사 결 정 에 

참여, 운전자

가 응답 제공

시스템을 통해 

운전의 모든 

의사결정 완료, 

운전자는 선택

적으로 응답

시스템이 자율적

으로 운전에 대

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전자는 

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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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IT 기업 신에너지 및 스마트 자동차 산업 진입 방식>

자료 : 미래에셋,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연번 기업명 진입 방식

1 알리바바

-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을 통해 ‘즈지자동차(智己汽车)’ 설립

- 중국 자율주행 생태계의 선두주자인 자율주행 플랫폼(AliOS), 

인터넷 연계 자동차 스타트업(BanMa Network), 반도체 설계회사

(PinTouGe), 정밀지도 서비스(Amap), 빅데이터 분석(Damo 

Academy) 등 첨단 기술 보유 

- 대형 세단형 전기차 L7에 대한 예약 판매를 상해모터쇼 기간 진행

2 바이두

- 지리자동차와 합작하여 지두자동차(集度汽车) 설립

- 국내 1위 자율주행 플랫폼(Apollo) 기반으로 70개 이상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협력, 600여개 모델에 장착

- 2022년 4월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첫 전기차 모델 공개 예정

3 텐센트

- 투자 혹은 파트너십 형태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

-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집중, 자동자 직접 제조 계획은 없다고 밝힘

- 20개 이상의 자동차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카인터넷, 자동차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 제공

4 샤오미

- 완성차 업체와 합작사 설립 없이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모델 기획

- 자동차 설계, 개발, 브랜딩은 샤오미가 주도, 생산만 외부 위탁

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5 화웨이

- 베이징자동차(BAIC) 계열사 Blue Park와 합작하여 자율주행 전

기차 ‘Arcfox AlphaS HBT’ 공개 

- 직접 제작이 아닌 화웨이 인사이드 모델로 부품과 시스템 등을 

공급할 전망

6 ZTE

- 스마트카 전자 상품 유닛 출범, 관련 연구 개발 및 사업 조직을 계획

- 직접 제작이 아닌 화웨이와 유사한 형태로 부품과 시스템 등을 

공급할 전망

7 디디추싱 - 비야디와 함께 호출 서비스 전용 전기차 D1 개발

8 360 - Nezha Auto와 협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사업 추진

9 징둥 - 전기차 업체 Enovate에 자사 음성 인식과 온보드 결제 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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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과 자동차 기업 간 협업 사례> 

자료 : 삼성증권,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나.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전망

□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최대 시장으로 성장 전망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은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1.11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 내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은 19.9%로

’25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가 신차 판매량의 20% 차지한다는 목표

조기 달성 전망

-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 주요 자동차 기업의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 비중 확대 등 기본 환경 조성으로 인해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 지원 방향 전환,

스마트 교통과의 연계 추진



- 41 -

ㅇ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공급사슬 내 핵심 소재, 부품, 완성차 기업,

충전 시설 등 각 측면에서 중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내 자국

브랜드 강세 및 주요 원자재 생산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관련 산업 가치사슬 안정적 성장 전망

□ 순수전기자동차 위주의 발전

ㅇ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단기적으로 순수전기차 위주의 발전

방향 견지

-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 중 순수전기차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80% 육박
<신에너지자동차 유형별 판매량 비중>

자료 : CPCA(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 국가 신에너지자동차 혁신공정 프로젝트팀 (国家新能源汽车 创新

工程项目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에너지 절약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각각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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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이

가장 용이한 순수전기자동차의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 발표

<주요 글로벌 완성차기업 신에너지자동차 발전 계획>

자료 : Marklines, 평안증권

지역 브랜드 신에너지자동차 판매 계획 신에너지자동차 차종 계획

유럽

폭스바겐

‘25년까지 연간 200~300만 

대의 전기자동차 판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25% 차지)

‘25년까지 전 세계 누적 100종
의 신에너지 모델 출시 (79종 
BEV, 30종 PHEV)

BMW
‘25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의 15~25% 차지
‘25년까지 전기차 25종 모델
(BEV 12개 포함) 출시

DAIMLER
‘25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5~25% 차지
‘25년까지 전기차 35종, 
’30년까지 전기차 40종 출시

VOLVO

‘25년 BEV가  전체 판매량

의 50% 차지, 전기차 누적 

판매 100만 대 이상

‘19년 전 차종에 전동기를 장
착해 첫 BEV 발표, ’21년 BEV 
모델 5개 출시

미국

GM
‘26년 전세계 BEV 판매량 

100만 대
‘23년까지 20종의 BEV 혹은 
연료전지차 출시

Ford

‘20년 신에너지자동차(HV 

포함) 판매량이 전체 판매

량의 10~25% 차지

‘20년까지 신에너지차 40종 
출시, 그중 BEV 차종 16개 

일본

TOYOTA

‘30년 신에너지자동차(HV 포

함) 연간 판매량 총 550만 대 

(BEV 및 FCEV는 100만 대)

‘20년까지 BEV 10종 이상 출
시, ’25년 연료차 모델 모두 
전동어화

HONDA

‘30년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 

및 탄소배출 제로 차량이 전

체 자동차 판매량의 2/3 차지 

(BEV/FCEV 비중 15%, 하이브

리드 계열 비중 50%)

‘19.7월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 
출시 발표, ’25년까지 유럽 전 
차종 전동화 계획(HEV가 대부
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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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절감 추세 → 원자재 수급 불안정

ㅇ 생산 기술 향상을 통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 평균 원가 및 배터리

원가에서 30~40%를 차지하는 양극재 가격 절감 및 배터리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발생

<중국 배터리 양극재 재료 원가 변화>

자료 : GGII

- ‘16~’19년 4년간 중국 내 배터리 평균 생산 원가는 원자재 단가

하락, 기술 향상 등으로 인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중국 배터리 평균 원가(단위 : 위안/Wh)>

자료 : Wind, 아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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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차전지 주 원료인 흑연, 리튬, 코발트 등 수요가 급증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추세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기업의 가격

및 생산 경쟁력을 좌우할 것

- 신에너지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기업인 비야디(BYD)는 ‘21.11월 신에너지

자동차 수요 급증과 원자재 가격 지속 상승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인상을 발표했으며, 다른 중국 배터리업체도 유사한 가격 정책 발표

-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 부족 현황 관련 중국의 CATL 등

배터리 업체는 외국 리튬 업체 인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

ㅇ 신에너지자동차 업체는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제고 필요

- 원자재 수급 안정화 시기에 대한 예측이 분분해 증가하는 신에너

지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선 안정화 시급

- NCM 배터리가 우위를 점하던 이전과 달리 LFP 배터리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에 따라 배터리 시장은 원가 절감, 에너지 효율 제고
경쟁 돌입

- 원자재 대체품을 통한 차세대 배터리 생산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기업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내 주

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

□ 5G 적용을 통한 스마트 카로의 발전 속도 가속화

ㅇ 5G는 4G에 비해 효과적으로 데이터 송수신 가능

- 1㎢ 면적당 높은 신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최대 100만 개,

지연 시간 1초, 데이터 처리 속도 1초당 20기가 바이트 등 4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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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핵심 기능 대폭 향상

<5G – 4G 기술력 비교>

자료 : 아이미디어,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간 유기적 연결을 바탕으로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간 무선통신기술)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모빌리터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 시티 교통 시스템 구축 가능

ㅇ 미래 자동차의 잠재력을 확인한 IT기업이 동 산업 진출 증가세

-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전 기능을 통제하는 스마트

커넥티드 카의 보급에 가장 유리한 모델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IT 빅테크 기업은 기존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5G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기술 개발 및 차량 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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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 신에너지자동차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현황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

ㅇ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환되는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이차 전지 및 관련 분야 내 진입장벽 완화,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 모색 필요

□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한 주요 원자재 등

공급 불안정성에 적극 대응 필요

ㅇ 내연기관차에서 신에너지자동차로 자동차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차전지,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 원자재에 대한 수요 폭증

- 리튬, 흑연,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핵심 원재료

생산 국가의 수출 제한, 통제 조치 가능성이 있음

ㅇ 한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급 동향 모니터링, 품목별 국가별 수입 비중 분산, 선구매를

통한 재고 확보 등 대응체계 운영, 수급 안정성 확보 필요

ㅇ 원자재 수급, 가격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 국내 이차전지 기업은 가격이 비싼 코발트 대신하여 망간을 사용

하거나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공정 구축 등으로 원

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안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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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자동차 발전 방향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 가능

ㅇ 미래 자동차는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모빌리티 서

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하드웨어로서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 발전 진행 중임

- 자동차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조

및 동력 시스템이 전기, 전자 제어와 맞아야하며 구조적 특성, 양산,

가격 면에서 이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은 신에너지 혹은 전기자동차임

ㅇ 신에너지자동차 시장 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반도체, 부품 등 수요에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발굴

- 현재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시장 내 한국 기업의 분야별 점유율은

1~2%에 불과하고 개별 사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시장 진입이 어려움

- 스마트 커넥티드 카로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업은

자체 OS를 개발하며 이에 맞는 새로운 ECU(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개발 중으로 글로벌 기업 OS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제어용 고성능 프로세서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필요

- 또한 차량 탑재용 카메라, 센서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

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관련 공급사슬에

편입될 가능성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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