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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동차산업 트렌드 전망 - 시장 

고객 니즈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자동차 규제 강화로 페널티 부과가 증가하고,  

자동차와 ICT 간 융합이 확대되면서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ICT업체의 자동차 산업 진출  

    

 유럽/북미 안전관련 법규 지속강화 

    

 소비자의 니즈 다양화 

 
  

 주요 국가 연비 규제 강화 

    

 실용성 및 개인화 중시 성향 

    

 저성장, 저물가의 뉴 노멀 지속 

    

<기업평균연비_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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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언론사 종합, 글로벌경영연구소 

27%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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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규제 강화로 완성차업체는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 

ICT기술의 발전으로 커넥티비티를 활용한 편의기술 및 안전기술 개발  

 커넥티비티 기술로 무한 연결성 제공 

    

  파워트레인 고효율화 및 경량화 

    

 친환경차 성능향상 및 저가화 추진 

    

  심플하고 직관적인 HMI 

    

<폰 연동기술> <스마트홈-카 연계> 

<입체 클러스터> 

<CFRP 구조> <고효율 디젤엔진> 

<투싼 FCEV> <아이오닉 EV> 

 안전 기술의 보편 적용 

 자율주행차 양산화 기대 

    

<AEB> <증강현실 윈드실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집-자동차 도킹 컨셉카> 

I. 자동차산업 트렌드 전망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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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과 융합 

I. 자동차산업 트렌드 전망 – ICT 기술 융합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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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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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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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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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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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 

ICT 기본 요소기술들의 진화 및 상호 연동으로 인해, 다양한 융합기술 태동 

•처리속도 증가  
•고용량화, 저가화  

•전송속도 증가  
•전송 데이터량 증가   

• OS/플랫폼 진화 
•알고리즘 향상 

•고성능/소형화/다양화 

프로세서, 메모리 

통신 기술  

SW 

센서 

고용량/고속송수신 
고속처리를 통한 로봇제어 

의료센서, IT기기 의료센터,의료인 
의료 

홈 

<원격 시스템> 

IT기기 가전/전열기기 

<웨어러블> <Holography> 

<5G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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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동차산업 트렌드 전망 – 밸류체인 디지털화 

IoT, 3D프린팅, AR/VR, 빅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으로 제조과정의 디지털화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  <공장 스마트화> <Personalization> <AI, 빅데이터 기반 고객 서비스> 

오픈 플랫폼 

OEM 

Tier1 서비스업체 

조립 

제품 운송 

포장 기술 관리 

온라인주문 

•  외부 역량 활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위해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AR/VR) 활용 

    

• IoT, 3D 프린팅 기술 적용  

-생산 유연성·효율성 강화 

-부품 금형/시제품의 3D 프린팅 

제작    

•고객 최적화  

-가상현실 기술 활용 맞춤형 

  고객 니즈 대응    

•고객 분석·예측   

-  차량이 가상 비서 역할 수행    



II. 현대자동차 미래 기술 개발 방향 - 친환경 

’20년대 중반 연비규제 대응을 위한 연비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 추진 

클린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동력 활용 
연비효율성 증대 

연비 향상 기술 

연비향상 기술적용  
 탄소배출 저감 

다운사이징  

고효율 엔진개발 

 

신개념 변속기 개발 

 

경량화 소재 적용 

주행거리 확대 목표로 

배터리 밀도 개선 

전용 시스템의 

저가화, 소형화 개발 

연비 성능 극대화  

신시스템 방식 개발 

             2015                                    2020                                  2025                            2030 

연비규제 
(CO2/km, EU) 

27%↓ 130 
80 95 

16%↓ 16%↓ 
70 130 

검토중 



II. 현대자동차 미래 기술 방향성 - 안전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15) 양산을 시작으로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완전자율주행차 개발 지속  

Automation Level 2 Automation Level 3 Automation Level 4 

ADAS1) 

주행지원 

 능동안전 

주차지원 

                          고속도로/도심부분  
Aut                                       자율주행                     

       고속도로 경로추종 / 정체구간 주행지원 고속도로 주행지원 

                          전방위 통합 충돌 회피 지원         Cross Traffic Assist  AEB2) / Active BSD3) 

                          발렛 파킹  원격 전자동 주차지원 

완전자율주행 

   1)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2) 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3) BSD: Blind Spot Detection 



II. 현대자동차 미래 기술 방향성 – 편의 

GPS 

UX 

IoT 

Health 
care 

ICT 

차량 내/외부와의 유/무선 무한 연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III. 융합 인재 발굴 – 프로그램 

 대학생 또는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프로그램 운영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16.7 해커톤 대회, 

  ‘세상을 연결하라’ 

    커넥티드카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      



III. 융합 인재 발굴 – 인재상 

해당 분야 전문가이면서 ICT, 디자인,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이해하고 협업하는 인재  

융합형 인재 

자동차 

디자인 소프트웨어/서비스 

설계, 평가, 파워트레인, 소재  센서,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IoT, UX, 
컨텐츠, 모빌리티 서비스 

미래형 감성제품 디자인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Lifetime partner in automobiles and beyond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