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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e-커머스, 3D 프린팅이

글로벌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성장 기회 이끌어

-  모빌리티 관리 플랫폼 통합과 데이터 수익 창출이 미래 성공에 핵심

OEM사들이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단일 디지털 플랫

폼으로 통합시키려 하는 것과 더불어 텔레매틱스와 e-

커머스, 3D 프린팅이 OEM 애프터 채널 발전에 핵심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일부 선진 시장에서는 애프터마

켓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지만,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2018년 글로벌 자동차 애프터마켓 수요가 4.4% 늘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객 접근성 개선과 B2B 네트워크 및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로 최적화를 가능 하게 하고, 잠재적 

데이터 수익 창출 기회를 지닌 OEM 애프터마켓 업체

들이 부가가치 기회를 활용해 시장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심진한 팀장은 “이러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유지보수 솔루션 

제공에 힘쓰는 서비스 제공사들과 함께 도로 위의 차량

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스트 앤 설리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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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으로 데이터 수익 창출에 관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최근에 발표한 ‘2018 글로벌 자동

차 애프터마켓 전망(Global Automotive Aftermarket 

Outlook, 2018)’ 보고서는 2018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애프터마켓 규모와 성장 기회를 짚어보고 있

다. 또한 미국과 유럽, 중국, 남미, 인도 전역에 운행 중

인 자동차와 대체율, 산업 동향, 과제, 시장 규모 가능

성, 메가트렌드 영향, 그리고 주요 벤치마크 등을 분석

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은 글로벌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

문의 성장 기회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새롭게 부상하는 고성장 시장에 현지화된 수리 및 

유지보수 솔루션 제공

2.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개발해 

오리지널 장비 서비스 채널 도입

3.  데이터 수익 창출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 구축

4.  대체 파워트레인 차량의 인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새로운 교체 부품 제조에 투자

5.  글로벌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 체인 

관리 

심진한 팀장은 “미국과 서유럽 등 몇몇 선진 시장에

서 교체 수요가 둔화된 것이 애프터마켓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자동차 애프터마켓이 중국이

나 인도, 동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려 확장될 것

이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miok.

lee@frost.com)로 문의 바란다.

지속 가능성과 정부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바이오 화학 및 소재산업 가치가

2024년 2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완벽한 밸류체인과 성공적인 성장에 파트너십 및 인수합병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최근에 발표한 ‘유럽

과 북미 바이오 화학 및 소재산업의 성장 기회(Growth 

Opportunities for Bio-based Chemicals and 

Material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이니셔티브와 환경 친화 제품 개발을 위

한 시장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환경 친화적

이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에 힘

입어 유럽과 북미 지역의 바이오 화학 및 소재산업 크

기가 2024년까지 25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관성 보장과 더불어 생물 분해성과 지속 가능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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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제품에 대한 시장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규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보고서는 와해성 트렌드와 시장 성장 요인과 저해

요인, 시장 점유, 단위 선적, 매출 전망에 대한 평가와 

화학, 경쟁 환경, 그리고 페인트, 코팅, 접착제, 실란

트, 플라스틱 등 주요 바이오 기반 부문에 관한 가격 트

렌드에 관해 분석해 놓았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박세준 이사는 “유럽 및 북미 정

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과 프로세스를 장려하고 있다. 

이들은 인센티브와 세액 공제, 보조금을 비롯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유럽은 여

러 엔드 마켓(end markets)에서도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산업에 성공과 성장을 위한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평균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조달 및 생산 

공정 능률화, 물류 및 자재 운송 관리에 관한 최적화 

전략 구현

• 제형 및 생산 활동에 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

• 바이오 소재 도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능과 

성능, 가격, 생산 공정 친숙도 면에서 합성 제품과 동

등한 수준의 바이오 기반 제품 구현

• 바이오 제품 평균가를 대폭 낮추도록 생산 규모를 확

대시켜, 고객 선택률 상승

박세준 이사는 “파트너십과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 통

합이 완벽한 밸류체인과 소재 가용성,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