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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목적 : CES를 주관하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2015년 부터 매년 6월 개최

• 행사 일정 : 2019년 6월 11일~13일

• 개최 장소 :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전시장, 면적 42,00m2),
Kerry Hotel(컨퍼런스)

• 4대 주제 : Vehicle Technology / 5G, AI, IoT, / AR, VR, Robotics / Startups 

• 기업규모 : 7개 국가 550여 기업(115개 스타트업 포함)

• 관 람 객 : 70여개 국 50,000명 규모

• 주최 : International CES (Shanghai) Exhibition Co, Ltd., Shanghai Intex Exhibition Co.

• 공동 개최 :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Import and Export of Machinery and 
Electronic Products (CCCME), China Electronic Chamber of Commerce (CECC)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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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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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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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대 전시 분야 및 주요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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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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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현대는 업계를 끊임없이 재정의하며 전 세계 소비자를 연결해 참여시키고, 

즐겁게 하는 아시아 혁신을 이끌어 온 거대 글로벌 브랜드”

CTA - Karen Chupka 총괄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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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 - Shao Yang 최고전략책임자(CSO)

“여전히 화웨이 임직원들은 늦은 밤까지 일하고 별다른 흔들림이 없다.

현재 상황(미중무역 분쟁)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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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AI 굴기 - AI 브랜드인 ‘HiAI’와 AI 전략 ‘1+8+N’ 소개

• 2018년 10월 개최된

Hauwei Connect 2018에서

본격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칩셋에서 서비스까지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선언

• 향후 AI 전략으로 AI연구 투자,

Full-Stack AI 포트폴리오 완성, 

개방형 생태계 마련과 인재 양성,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

• 사진촬영, 번역 등 스마트폰에서

자주 활용되는 기능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없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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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ces-asia-kicks-off-with-keynote-address-from-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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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HiAI 1.0에 이어 2018년 11월 HiAI 2.0 발표하고 자체

개발 AI chip들과 연동해 시스템 성능 향상과 HiAI 생태계를 확장 중

- 기업과 정부 기관을 위한 화웨이 AI 서비스 플랫폼 Hauwei Cloud EI와

스마트기기에 탑재 가능

• 2017년 발표한 AI chip Kirin 970과 연동해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번역을 위한 AI 기능을 강화

- HiAI 모바일 컴퓨팅 프레임을 지원하고 하드웨어 처리를 위한 내장NPU

를 활용해 AI 성능을 향상, CPU 처리 AI 연산과 비교해 약 50배 에너지

효율과 25배 성능을 향상

• 2018년 발표한 AI chip 하이키 970과 연동해 더 많은 개발자와 협력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

- Hikey 970은 화웨이의 HiAI 프레임과 주요 신경망네트워크 프레임을

결합해 CPU와 GPU 연산과 NPU 신경망네트워크 기반 연산 하드웨어

속도를 향상

• 시스템과 HiAI를 연결하는 HiLink 플랫폼에는 100여 개 제품들이 등록

(와이파이, 지그비, 블루투스 등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

• 스마트 폰을 허브로 연동되는 인공지능 및 IoT 하드웨어

생태계로 수 많은 사물과 주변기기들을 연동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 화웨이 AI 핵심 전략

- 1 : 모든 시스템 통제가 가능한 허브 시스템인 스마트폰

- 8 :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핵심 주변기기 8종

(TV, 컴퓨터, 스마트 글라스, 이어폰, 스마트 와치,

태블릿, 스피커 등)

- N : 네트워크와 IoT 장치들이 결집하는 계층으로 연결

가능한 주변 수많은(N개) 사물과 스마트폰 등을 의미

• 1+8+N을 통해 통일된 사용자 경험 제공이 목표

HiAI 1+8+N

12(참고) https://www.zdnet.co.kr/view/?no=201803220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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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for Growth 

- 지난 10년 간의 모바일 시장을 리뷰하면서 스마트폰 R&D는 소비자 의견 피드백 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이

성공적인 생산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며 성장을 위한 디자인을 강조

• Going beyond 5G

- 사람들은 5 세대를 바라보지만, 화웨이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HiLink와 높은 성능의 IoT, 보안,

프라이버시 컨트롤은 화웨이에게 달려있다고 언급

• 화웨이는 현재 하루에 50~60만대 규모의 스마트폰을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4/4분기 세계 시장 1위를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외 발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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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외부의 혁신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혁신을 이룰 수 있다”

현대자동차 - 윤경림 미래전략본부 부사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3대 핵심 모빌리티 전략인 Clean Mobility, Freedom in Mobility, Connected Mobility,

오픈 이노베이션 핵심 조직 크래들(CRADLE) 중심의 글로벌/중국 투자 및 협력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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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모빌리티 관련 핵심 협력 기업으로 유비아이(Ubiai), 이모토
(Immortor), 퀀등(Kuandeng) 3개 기업으로 해당 기업 CEO가 직접 소개

기업명 협력분야 보유기술

유비아이(Ubiai) Connected Mobility

(커넥티드카)

• 운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동차

네트워크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기업으로 자동차 보험을 혁신, 중고차 및

자동차 금융 서비스도 제공

• 현대차는 유비아이와 함께 커넥티드카를 위한 운영시스템과 오픈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으로 2022년 1천만 명 커넥티드카 사용자 확보가 목표

이모토(Immortor) Freedom in Mobility 

(자율주행차)

• 실시간 지도와 차량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자율주행차를 위한 고정밀 지도 개발

• 최근 공유서비스로 관심을 받고 있는 킥보드도 생산

• 현대차, 기아차는 2021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시티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위해 구글 자율주행차 개발 책임자 Chris Urmson이 창업한 Aurora 

Innovation을 투자를 발표(2019. 6. 13)

퀀등(Kuandeng) Clean Mobility

(전기차)

• 전기구동 모빌리티 시스템들의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들에게 전기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는 Total Battery Platform 기업

• 현대차와 함께 인도, 동남아 등의 이륜구동차를 전기 기반으로 교체를 위한

상호 협력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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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3개 핵심 중국 협력기업 이외에도
바이두 (자율주행차), 텐센트(자율주행차), Deepclint(vision 개발),
JIMU(robo startup), Fun Shape(game)와도 협력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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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벤처기업들과 협력을 진행

(핵심 조직은 Hyundai CRADLE로 2019년 중국에도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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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 Thomas Owsianski Audi China 대표

AI:ME

“차세대 Audi는 오픈플랫폼이 견인한다.

창조적인 사람은 누구나 아우디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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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Experience à Digital Adventure로 전환

평균 주행시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2배 수준인(2시간) 중국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Digital Adventure의 4개 축(Four Pillars of Digital Adventure)을 발표

Pillar 1 :  Audi Connect 

• 차세대 Audi Connect는 자동차에서 활용하기 위해

앱과 자동차에서 유류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

Pillar 2 :  Vehicle-to-Everything 

• 신호등 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해 운전자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교통

흐름과 안전을 향상

Pillar 3 :  Holoride 

• 이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데이터와

XR을 결합해 안전하고, 재미있고, 적응형 초몰입

경험(Hyber-Immersive Experience)을 제공

Pillar 4 :  Adui AI-ME

• 멋진 디자인과 혁신을 결합해 시각적으로 즐거운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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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자회사 Holoride를 설립(2019. 1) 

- 자회사 Audi Electronics Venture를 통해 소수 지분을 보유

- VR 콘텐츠를 자동차 데이터(가속, 조향 등 물리적 피드백, 교통데이터, 이동경로 및 시간)

포인트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해 Holoride를 라이센싱하고 완성차 업체와 스타트업 협력을 추진

2019년 말까지 콘텐츠와 게임 개발자가 공유할 수 있는 SDK를 제공 예정

- 2019년 6월 17일 중국에서 浩乐行 (HAO LE XING, Amazingly Happy Journey)라는

타이틀의 콘텐츠를 출시하는 등 멀미를 줄이고 게임, 교육, 여행 등 새로운 몰입과 경험을

제공

특히 Holoride 기능과 전략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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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여 업체

22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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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과 제품 없는 전시장

• 플래그십 모델인 P30 시리즈, 노바4 시리즈, 메이트20 시리즈 등 시판 중인 스마트폰,

메이트북(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 액세서리들을 전시

• 화웨이 핵심 네트워크 플랫폼인 HiLink 설명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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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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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

• 세계 최초 미래 도시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는 컨셉카로 여유로운 공간과 미래지향적

인테리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기능을 제공하며 통신, 엔터테인먼트, 휴식을 위한 첨단

기능을 탑재

26



Holoride 경험을 위한 시험 트랙 운영

• 전시장 실외 공간에서 Audi A8L 모델을 활용한 Hololride 경험을 제공

• 자체제작 Drive Dive(탑승자가 잠수함 캡슐을 착용하고 돌고래, 푸른고래 등을 만나
생태 정보를 스터디), Cosmic Chase (우주 비행사가 되어 적의 통신 네트워크 파괴
임무를 맡는 게임) 등의 활용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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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haptic feedback of the real drive, 
the virtual experience feels incredibly realistic and more intense than ever before”

(SOURCE) https://www.audi.com/en/experience-audi/mobility-and-trends/digitalization/holoride-virtual-reality-meets-the-real-world.html



(Source) holoride: Virtual Reality meets the real worldReality meets the real world, Audi website, 
https://www.audi.com/en/experience-audi/mobility-and-trends/digitalization/holoride-virtual-reality-meets-the-
real-world.html, 2019. 1. 7.  

4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holoride 사용 전 18% 피험자가 보통 motion sickness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holoride 사용후에는 53%가 motion sickness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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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 Kia | MO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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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 자동차 기반 스마트 그리드와 Elevate Concept 

• 수소 전기차 NEXO – 충전 à 운행 à 귀가 후 운행 중 발전 전기를 다시 가정에 공급하는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컨셉을 제시

• Elevate Concept Car – 걸어 다니는 자동차 개념으로 자동차와 4족 보행 로봇 장점을 결합해
기존 자동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동 가능한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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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Concept Car READ ME 

• READ ME – 자율주행차로 기존 조작기 없이 카메라가 동작 인식을 통한 조작과

탑승자 안면인식 기술로 감성을 인식해 적절한 차량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제공

• 전시장 전면에 참가자 안면인식을 통한 연령과 감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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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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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세상을 융합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은 것을 시각화’ 시키는 미래기술

• 차량 센서 수집 정보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차 주변 상황 파악, 전방 상황 예측, 건물 뒤, 커브 구간 등 상황을 전달

- Nissan Omni-Sensing 기술을 활용해 주행 환경, 차량 주변, 실내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 허브 역할을 수행, SAM(Seamless 

Autonomous Mobility) 기술을 통해 도로환경 분석, ProPILOT 부분주행 운전자 지원시스템으로 자동차 주변 정보를 제공

• 운전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한 3차원 증강현실 아바타를 제공해 사람과의 상호작용 같은 Natural Interaction을 제공

Invisible-to-Visible(I2V)

34

https://newsroom.nissan-global.com/releases/nissan-unveils-invisible-to-visible-technology-concept-at-ces?lang=en-US&rss


(Source) NISSAN Pressroom, https://newsroom.nissan-global.com/releases/nissan-unveils-invisible-to-visible-technology-concept-at-ces?lang=en-US&rss

Invisible-to-Visible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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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to VEHICLE Technology 

• 운전자 뇌파를 실시간으로 감지, 분석, 대응해 운전자 행동을 예측하는 두뇌 디코딩 기술을 적용

• 운전자 성능을 향상시켜 운전을 위한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며 조향 등 의도된 조작(Intentional Movement), Movement-Related 

Cortical Potential (MRCP), Error-related Potentials (ErrP)에 대해 인간 반응속도보다 평균 0.2~0.5초 단축

• 차량 센서 수집 정보와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합해 자동차 주변 상황 파악, 전방 상황 예측, 건물 뒤, 커브 구간 등 상황을 전달

- (예측) 수동 운전모드에서 운전자의 차량조작(방향전환, 가감속 등) 징후를 파악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전자를 지원하고 자동차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속도를 높이면 운전자 특성에 맞게 속도를 높이면서 전방 자동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 (감지)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 불편을 감지, 평가해 인공지능이 운전자가 편해지도록 운전 구성과 스타일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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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셔틀 CUbE (Continental Urban Mobility Experienc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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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메이커인 Continental은 자율주행셔틀 CUbE를 전시

- 2025년 아우토반에서 완전자율주행 실현이 목표로 자체 개발 센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브레이크 시스템 등 부품과 모듈

• CES 2019에서 배송로봇이 자율주행셔틀에서 주문자까지 배달하는 컨셉을 제출해 관심을 받았으며,

타이어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기업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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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오픈 플랫폼 Apollo와 AI 듀어(Duer)를 결합한 Baidu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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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아폴로 플랫폼을 소개하고 2017년 7월 1.0을
최초로 발표 (http://apollo.auto)

• 2021년 고속도로와 도시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실현이 목표

•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율바이두 레벨4 자율주행차는 중
국 13개 도시에서 총 300대 차량이 200만km 실제 도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셔틀은 여러 도시에서 10,000km 
이상 시험 운행 중

• 제일자동차(FAW)와 훙치(Hongqi) 브랜드 레벨4 자율주행차
양산을 시작했으며, 2019년 말 5G와 HD 지도를 활용해
후난성 창사시에서 레벨4 로보택시 서비스인 아폴로 고
(apollo Go) 출시 예정

• 현재 150여개 기업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요타
e-Palette)도 아폴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짐

• 바이두 스마트라이프사업그룹에서 담당하는 인공지능 IoT 

운영시스템 (https://dueros.baidu.com/en/index.html)

• 2017년 11월 인공지능 스피커를 시작으로 현재 냉장고,

헤드셋, 로봇, 스마트폰 등에 이어 자율주행차와 결합

•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개인 디지털 비서와 음성 인식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듀어OS 생태계 확산에 주력

• 창청기차(Great Wall Motors), 상하이 폭스바겐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으며, 지리자동차(Geely), 하만(Harman)과 영문화

작업도 진행 중

2019년 7월 개최된 바이두 AI 개발자 대회(Baidu Create 2019)에서 아폴로 5.0과 듀어 OS 5.0을 발표하는
등 바이두는 직접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보다는 리소스 공유와 생태계 구축이 인공지능 혁신과 상용화

가속화에 최선의 방법이란 인식 하에 apollo와 DUER OS 생태계 구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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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llo Partners 

Duer OS Partners 

(SOURCE) http://apollo.auto (SOURCE) https://dueros.baidu.com/en/index.html) 42

http://apollo.auto/
http://apollo.auto/
https://dueros.baidu.com/en/index.html


43

Hongqi

• 경로 수정이 자유로운 5G 자율주행셔틀(레벨4)

• 탑승자들은 내부에 설치된 인공지능 로봇에게 뉴스, 날씨, 차량 상태 등에 대한 대화 가능



• 타이어 메이커인 Continental은 자율주행셔틀 CUbE를 전시

- 2025년 아우토반에서 완전자율주행 실현이 목표로 자체 개발 센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브레이크 시스템 등 부품과 모듈

• CES 2019에서 배송로봇이 자율주행셔틀에서 주문자까지 배달하는 컨셉을 제출해 관심을 받았으며,

타이어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기업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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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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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da-Multi Mobility Sharing Service

• 2019년 2월 중국 상하이 기반 Neusoft Reach Automotive Technology와 함께 Multi-Mobility Sharing Service를 시작,

Li Nian VE-1 전기차를 처음으로 플랫폼에 투입

• 2017년 Neusoft Reach Automotive Technology가 운영하는 car-sharing 서비스인 Reachda에 960만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10%을 확보했으며, 향후 Neusoft Reach Automotive Technology와 전기차 핵심부품 협력 예정

• 2025년까지 20종 이상의 전동 모델을 중국에 소개한다는 Honda Mobility Vision 완성을 위해 Transcooter와 VGO 개발

완료 후 출시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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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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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기술

• CCD 카메라를 활용해 군중들의 안면 인식기술을 행사장에서 시연

• 영상 정보에서 관절 개수와 위치를 활용해 사람 여부 판별 à 고유 ID 부여 à 성별과 연령대 판별 후 행사장 내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tracking 가능

•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국의 경범죄와 범법자 확인 및 검거 뿐만 아니라, 쇼핑몰, 상권분석 등 다양한 곳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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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SoC과 분석 시스템을 구매 고객 목적에 따라 개발 공급 가능

• 개인식별정보(얼굴)은 삭제가 가능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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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 Silicon 등 유사한 기능과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기업도 참가해 높은 안면인식 기술 관심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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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성차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

상해자동차, 창청자동차, 홍치자동차 등이 참가 전기차 및 자율주행 컨셉 등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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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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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5개 전시장 가운데 N4/N5 두 개 전시장을 자동차와 모빌리티 업체에 배정해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 참여한 주요 완성차 브랜드는 Audi, Benz, Honda, Nissan, Hyundai, KIA 등 해외 업체와 중국의 상해자동차, 창청자동차, 홍치자동차 등 16개

- 한국 기업들은 과거 CES 등에 전시한 제품들로 전시했으나, 중국에서 인기 높은 유럽 브랜드들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전시

- 중국은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차 컨셉, 전기차 등을 전시

•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 센서, AI, 빅데이터, 차량용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해
기존 완성차 업계 중심에서 전자 업계로의 자동차와 모빌리티 산업 확대 개편을 확인

-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기존 완성차들만의 리그가 아닌, Tech Giant(waymo, Hauwei, Uber 등)들과 전자업계(LG전자, 삼성전자,

huawei 등)의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했음을 의미

•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운전자 기능의 감소로 자동차는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으로 등장

- 인텔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 〈Accelerating the Future: The Economic Impact of the Emerging Passenger Economy>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50대 도시에서 연간 2억 5,000만 시간의 통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자동차 자동화 발전에

따라 새롭게 탄생하는 시공간 활용을 위한 Business Model 가운데 하나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의 꾸준한 증가

• Tier 1과 메이져 부품업체들의 자율주행셔틀에 대한 관심 증가

- 기존 완성차 업체와의 갈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려해 자율주행 모듈 개발과 개발 모듈을 활용한 niche market인 자율주행셔틀에 관심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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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현대와 아우디의 Open Innovation 전략은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추진 중

- A(Autonomous), C(Connected), E(Electric), S(Sharing)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및 사용자 생태계가 진화

- 기계 à 전자 à 서비스로 자동차 산업 중심이 이동하며 다양한 산업 군과의 연계 필요성이 증가

•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관련 스타트업, 기존 업체들과의 투자, M&A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

및 서비스를 획득하고 하고

- 시장 변화가 빠르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및 자율주행기술 개발은 수직적이고 의사

결정이 기존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가시화

- 하지만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Open Innovation은 해외업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기반 구축에 대한 우려

확대되는 자동차 업계 Open Innovation 전략

55



56



Ford AV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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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bey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 자회사 및 조인트 벤처

GM

Toyota

Ford

Jaguar-
Landrover

Volvo + Autoliv

Wolkswagen Toyota+Softbank BMW+Daimlar



현대차의 모빌리티 분야 지분 투자 현황

(Source) 인베스트조선(http://www.investchosun.com/2019/05/17/3237544),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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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CRADLE Portfolio

(Source) Hyundai CRADEL Website, https://www.cradle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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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transformation process가 빠른 국가

• 2017년 자동차 생산량은 2,902만 대로 세계 시장의 29.8%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판매량도 2,912만 대로

세계 시장의 30.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 자동차 수출은 전체 생산량 3.7% 수준인 106만 대, 수입은 전체 판매량의 4.2% 122만 대로 고급차를 중심으로 증가

• 2017년 중국의 1일 평균 자동차 판매 대수는 79,000대로 미국의 48,000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

•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6대(2006년 대비3.2배 증가)로 미국의 840대, 한국 416대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도 무려 2억 명으로 자동차 구매 잠재력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 PwC에 따르면 2030년 공유 자율주행차 수요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완성체 기업들의 중국 시

장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시장 잠재력 - 유럽, 일본 모빌리티 업계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

(Source) 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중국의 2018년 차량 판매

전기차 ↑ 61.7%

전체 자동차 판매량 ↓ 2.8%  

(Source) Felix Kuhnert, Christoph Stürmer and Alex Koster, Five Trends 
Transforming the Automotive Industry, PriceWaterhouseCoopers, 2017-2018.

2030년 신차(공유 자율주행차) 판매량(2017년 대비)

China     ↑ 34 million

Europe ↑ 18~24 million

U.S. ↑ 22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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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들의 높아지는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확인

•특히 Baidu 자율주행 플랫폼 apollo를 탑재한 다양한 중국 브랜드

자동차들이 다수 전시

•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Baidu가 운영 중인 오픈 자율주행 플랫폼인

apollo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Baidu 행보를 주목할 필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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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을 전시하지 않은 화웨이도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

- 2018년 11월 7개 주요 자율 주행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5 가지 주요 자동화 기능을

분석하여 자율 주행 네트워크 고려사항을 포함한 <Key Scenarios of Autonomous Driving Mobile Network>를 발간

- 2018년 11월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차가 4가지 특정 시나리오(차선변경 혹은 사각지대

에서 추월 시 경고, 비상제동 혹은 고장 차량 접근 경고, 속도 제한 경고, T-형 교차로 경고 등) 에서 자동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MAE(Mobile Automation Engine)를 활용한 자율주행기술을 시연

- Audi-GAC Group과 함께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25개 파트너와 함께 NetCity 혁신

프로젝트를 출범해 중국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

- 2019년 1월 창안자동차와 ‘5G 카네트워크 공동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레벨4, 5G 카네트워크, C-V2X(Cellular V2X) 

10개 기술을 공동개발해 전기차, 공유차, 자율주행차를 공동 개발을 추진

• 화웨이는 모바일, 스마트홈,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등을 대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중국 기업들도 화웨이와의 연결을 강조

하는 등 현재 중국 인터넷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Hauwei 모빌리티 전략

62



63

(SOURCE)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
insights/how-china-will-help-fuel-the-revolution-in-autonomous-
vehicles?fbclid=IwAR0VCO_QhpLTTxYYTWlP-
11ydP8QoG94rC1kMHXnbpoS8ZGtskDvxCo2J5I

(DOWNLOAD) https://www.huawei.com/en/press-
events/news/2018/11/huawei-key-scenarios-auto-driving-
mobile-network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how-china-will-help-fuel-the-revolution-in-autonomous-vehicles?fbclid=IwAR0VCO_QhpLTTxYYTWlP-11ydP8QoG94rC1kMHXnbpoS8ZGtskDvxCo2J5I
https://www.huawei.com/en/press-events/news/2018/11/huawei-key-scenarios-auto-driving-mobile-network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참 기업들 증가

• 미국 주요 ICT 및 기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참가신청을 했던

LG 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도

전시 부츠를 설치하지 않음

• 기조연설을 한 현대차, 그룹사인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새로운 기술

없이 과거 공개했던 제품들을

전시

• 기대를 했던 Hauwei는 새로운 제품

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Shao Yang

CSO 기조연설은 원래 Richard Yu 

Huawei Consumer Business Group 

CEO에서 미중무역분쟁 영향이라는

관측

[ CES Asia 2019 website에 개제된 참석 기업과 부스 목록 ]

64



기타 참고 자료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Doo Won Cha

Research Advisor |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S&T Innovation 

a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wcha7342@gmail.com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