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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부릉부릉.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소리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는 어쩌면 내연기관 자동차 고유의 소리를 모르고 살거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
라는 유물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갈지도 모른다. 도로에 하루하루 늘어나는 전기차와 주차
장에 빼곡히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보고 있으면, 앞선 예상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의 이동을 책임질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
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자동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출고 적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다. 독일의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올해 새
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거나 기존 모델의 신규 트림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대자동차와 기
아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1) 발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자동차 구매라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이해관계자에게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여 개 부품 중 약 37%는 전기차에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

1) 매일경제,「 하반기 출시 기대작 … “현대차 아이오닉6(35.2%), 기아 EV6 GT(24.8%)」,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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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따른 전장화·디지털화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소멸, 일자리 이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변화 유형에 맞춰 미래를 준비
해야 한다.2)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 노동자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의 82%가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공감했고, 2030년 또는 그 이전 판
매 금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64%로 나타났다. 전기차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고용
불안 위기를 느끼는 완성차업체 노동자마저도 탄소중립을 위해 전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
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3)
그동안 자동차 산업 변화와 노동전환의 해외 사례로 미국과 독일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
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일례로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3월호에서 “기술진보와 자
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국·독일·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
았고,4) 여러 매체에서도 미국과 독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5) 테슬라를 필두
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그동안 쌓아둔 브랜드 명성을 이용해 발 빠르게 고급 전
기차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독일에 집중하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주요 자동차
제조국인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경우는 대중매체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국내 소비자의 인
식에서도 멀어져 이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실제로 수입차 판매량을 살펴보
면,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는 판매량 최상위권에 위치하지만,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DS와 이탈리아의 피아트·마세라티·페라리·람보르기니는 판매량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6) 더 나아가 북경은상이나 동풍소콘 펜곤과 같은 중국 브랜드가 국내에서 판

2) 이상호(2022),「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동N이슈』, 제202202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하바라·오민규(2021),『 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4) 한국노동연구원(2021),「 기획특집: 기술진보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3월호.
5) 월간노동법률,「 미래차로 향하는 자동차 산업 …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2022.11.1.
6) 한국수입자동차협회(2022),「 통계센터」, https://www.kai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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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가별로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대한 계획이 다르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곳이 중국이라
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 변화와 그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중국·이탈리아의 자동차 산
업과 노동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특집이 자동차 산업의 노동전환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유익하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_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