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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는 산업사회의 완성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산업기술을 총망라한 제품이며 늘 주변

산업을 견인해 왔다. 그리고 자동차와 더불어 해당 주변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를 마련해 

왔다.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자동차에 심을 기울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늘날 자동차의 IT화에 한 문제는 향후 세계자동차산업의 경쟁력우 확보를 한 요

한 과제라는 것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동차산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산업의 참입도 상되는 가운데 거래나 경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원래 자동차는 처음에는 풍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17세기 반에 들어서면서 증기기

이 실용화 다. 그 후 19세기 반에 기자동차가 발명되었으나 축 지가 무 무겁고 충

에 장시간을 요하는 반면 주행거리는 짧은 결 이 있었다. 이후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가볍고 

강력한 엔진이 개발 으며 1885년에 이것을 목제 2륜차에 탑재해서 사상 최 의 2륜차를 

탄생했다. 자동차의 역사는 이 게 시작 고 연료 산업 역시 자동차산업과 그 성장의 궤를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 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 학교 산학 력처 연구 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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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 다. 실제로 자동차가 처음 개발 을 당시 자동차에 가장 요한 부분은 연료 다.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일 것인가가 최  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발 한 산업은 화학 산업

이다.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를 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이 동반 발 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는 기계 련 산업 제품을 넘어서 IT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IT기술을 심으로 자동차산업

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달리는 가 이자 

달리는 컴퓨터로 달리는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하면서, 수백 개의 반도체가 자동차에 

탑재돼 최상의 운행 여건과 안  상태를 악하게 한 후 움직이게 하는 시 가 왔다. 이미 

그 자체로도 핵심 산업의 치를 지키고 있는 IT산업이지만 자동차산업이 동반 성장 트 로 

IT산업에 손을 내 면서 자동차용IT 산업은 새로운 변환을 맞고 있다. 세계 자동차용 IT부품 

시장 규모는 2007년에 11억5000만 달러이고 2008년에는 18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평

균 1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 IT제품 시장 비 자동차용 IT부품 시장의 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체 IT제품 시장의 약 7%를 차지하 다.

최근 자동차산업에서는 자동차제조회사와 공 업자 간에 기술개발 력체제가 더 한층 강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제조회사와 공 업자간의 한 조정을 동반한 개발 력경향

은 제품개발차원을 넘어서 상류의 선행개발 벨에 있어서도 그 력 인 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 환경 변화,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한 수요성장시장으로의 이동, 자동차의 IT화 그리고 자동차제조에 있어서의 모듈화의 진 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제조회사와 공 업자 모두에게 

큰 향을 미친다. 그것은 자동차제조회사의 개발에 따라 가 되는 부담과 공 업자의 제품개

발단계에서의 기술 수  혹은 신제품 제안 능력과 같은 역할증가가 그 표 인 것이다. 

일반 으로 상이한 사업 간에 필요한 경 자원이 같거나 보완 인 계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바로 범 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다각화의 유인이 되거나 수직통합의 유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개의 자동차제조회사가 엔진을 내제화하는 것은 엔진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자동차기

술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IT화에 따른 IT부품의 요성이  높아 가는데 IT부품과 자동차본체와의 보완

계가 최종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 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엔진과 마찬가지로 IT부

품역시 자동차제조회사가 내제화하는 것이 최 인가 그 지 않으면 내제화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공 업자와의 계를 어떻게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일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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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IT화에 한 응과 과제

2.1 자동차의 IT화 황

자동차의 IT화를 고찰하는 것은 먼  자동차의 자제어시스템의 발 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1947년에 벨연구소에서 John Bardeen(1908년∼1991년)과 Walter Houser 

Brattain(1902년∼1987년) 에 의해 형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1948년에 마찬가지로 벨

연구소의 William Bradford Shockley(1908년∼1991년)에 의해서 합형 트랜지스터가 발명되

었다. 그 10년 후인 1958년에 Texas Instruments사의 Jack ST. Clair Kilby(1923년∼2005년)에 

의해 IC(Integrated Circuit: 집작회로)가 발명되었는데 이러한 반도체 소자가 자동차를 움직이

는 부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 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1) 교류발 기(Alternator)

에 정류용 다이오드의 이용이 자동차의 IT화의 시 라고 하겠다. 그 후 화장치(Igniter)의 

기 에 power transistor가 채용되고 starter나 distributer2) 등의 자장비부품에 반도체소자

를 이용한 것에서 자동차의 IT화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의 IT화가 큰 폭의 진 을 보인 것은 1970년 부터 시작된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강

화가 실시되고 부터이다. 미국의회에서 1970년 12월에 개정된 기오염방지를 한 법률인 

Muskie법이 그 표 인 사례인데 이 법은1975년 이후 제조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1970년형이나 1971년형의 십분의 일로 여야 하며,  

1976년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는 배기가스 증의 질소탄화물의 배출량을 1970년형이나 1971

년형의 십분의 일 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 법률에 응하기 해 

개발된 것이 MCU(Micro-controller Unit)를 이용한 ECU이다. 배출가스를 세정하면서 엔진출력

과 연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화사기, 연료분사 그리고 엔진회 속도 등의 

MCU에 의한 디지털 제어가 필요해진 것이다.3) 

199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는 VVTS, ABS, ESC, DVD navigation, VICS용FM수신기내장내

비게이션 등 새로운 기술들이 차례로 개발되면서 자동차부품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자제

어 하는 상도 증가하고 제어 그 자체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1) 반도체 소자의 기발명에 해서는 아이다 요우, NHK 자입국 일본의 자서 (상), 일본방송출 회, 
1991년(일본어).를 참조바람. 

 2) distributer란 multi-cylinder gasoline engine에서 고압실린더 류를 각 실린더의 화 러그에 배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1차회로의 류단속기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3) http://www.designnewsjapan.com/issue/2007/09_60aniv/u3eqp3000001abp4.html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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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동차의 IT화는 1990년  후반부터 고 승용차를 심으로 시작된 긴 사태 응, 

경로유도, 도로 교통정보 실시간서비스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채용되게 되었다. 이후 

자동차제조회사는 기능의 고도화, 다각화, CI강화 등을 목 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 내비게이션과 HMI를 사용한 휴 단말기와 연동시킬 수 있는 시 로 들어섰다.

재 자동차에 IT가 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CES4)와 같은 IT가 시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생활이나 직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휴 단말기와의 속과 같은 

IT화가 차안에서도 실 되게 되면서 차안 밖이 균일한(seamless) 환경에서 IT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 지구 환경에 한 의식의 고양, 음주 운 에 한 벌칙 강화 등으로 기존의 자동차산업

에 있어서 새롭게 고려해야할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  IT기술을 자동차제조에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기 되는 까닭이다. 반도체기업 역시 호성 을 나타내는 자동

차산업에 참입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성장 략이라

는 에서 자동차의 IT화는 큰 기 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환경, 안 , 정보에 

한 당면과제가  고조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IT화 문제는  더 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되며 그 규모도 확 될 걸로 상된다. (그림1을 참조바람.)

출처 : 기아자동차홈페이지에서 퍼옴.

<그림 1> 재 개발 인 자동차의 IT부품 기술

 4) Consumer Electronics Show: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  규모의 IT  가 시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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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클라우드 컴퓨 과 연동하여 정보처리능력이 더한층 향상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기능을 높여서 일상생활과 자동차를 연결하여 자동차의 새로운 가치나 이동을 실 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혹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센서로 인식하여 자동차에서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시장을 기 할 수도 있겠다. 

최근 들어 자동차에 IT 기술 용이 증가하여 IT 업계와 자동차제조회사간의 기술 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애 과 제휴하여 iPod와 차량내의 정보기기를 연결시

킨 ‘iPod 통합차’를 발표했고, MS사는 6억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여 내비게이션용 

운용체제인 Windows Automotive를 출시하 다. 이 게 자동차제조업체와 IT 업체 간의 력

은 세계 인 트 드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의 IT화는 이제 막 태동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로벌표 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이다. 조기 투자로 기술을 선 하면 자동차와 IT 분야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표 1> 자동차제조회사와 IT업체와의 기술 력부문

IT업체
자동차

제조회사
자동차의 IT화에 한 력부문

MS(차
량, OS, 
단말)

기아차
음성 인식하는 차세  오디오 시스템, 차량용 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 텔 메틱스 개발

Fiat 블루&미(블루투스를 활용해 차량과 휴 폰간 연동)
에코드라이 (운 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경제운  유도)

Ford

Sync(Context Oriented Convergence: 자동차와 모바일 기능의 통합)
‒ 블루투스를 통한 차량과 휴 폰간 연동과 텔 메틱스 서비스

‒ Media Player: iPod/June, 음성명령으로 으악재생, 오디오북 재생

‒ Phone: 음성인식 핸즈 리 통화, 화번호부 연동, 문자메세지 음성인

식 발송, 차량에서 휴 폰 상태, 발신자 표시, 부재  화 등 확인

Google(
Map, 
Navi)

폭스바겐
3D 맵 내비게이션(3차원 내비게이션으로 Google Earth의 성사진을 

바탕으로 3D지도를 운 자에게 제공)

BMW 커넥티드 드라이 (내비게이션에 구  검색 기능 도입)

벤츠 Search & Send

혼다 Google Earth의 성지도기술을 혼다의 내비게이션에 재공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8년 5월 8일자 기사내용에서 퍼옴.

IT 업체들도 자동차 맞춤형 IT 개발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자동차산업에 극 진출하

고 있다. 애 은 GM, 마쓰시타와 iPod 내장형 차량을 개발했다. 노키아는 차량으로 휴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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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야후는 유무선 으로 내비게이션에 야후 맵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5)

<표 1>과 같이 주요 자동차제조업체들이 IT 업체들과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IT가 수익성과 

품질을 높이는 사실상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조 원가에서 IT부품의 비 이  확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 

<표 2> 자동차제조회사와 소 트웨어업체와의 제휴 황 

출처 : 황수, 허필선, 임명환. ‘자동차-IT융합’, ETRI, 2008년 12월, p.164에서 인용.

최근에는 IT부품이 자동차 체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어느 

시장조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은 엔진제어장치(ECU)인 IT부픔과 네트워크가 

각각 25%씩 차지해 체 결함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업체와 자동차제조회사간의 력은 자동차제조업체는 물론 IT 업계도 상호성장으로 서

로 상생(win-win) 할 수 기회를  수 있다.

이 게 자동차의 IT화는 여러 가지 편익을 기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IT화는 운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 제어 등을 지원해왔던 것이 비해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의 IT화는 운 자의 의지로 IT를 차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많은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휴 단말기(Computer Literacy)를 보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과 자동차나 자 거를 운

하면서 휴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월치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의 IT화는 단순

히 Driving Technology와 Information Technology와의 결합이 아니라 운 자의 Driving 

Technique와 휴 단말기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IT화에 의해 다른 사람의 운 경험을 자신의 

 5) 동아일보 2008년 6월 12일자 기사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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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가 IT화 되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운 자의 

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가가 자동차의 IT화의 과제이자 성공의 열쇠이다. 한 

자동차제조회사가 안 에 투입해온 노력은 IT기업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동차의 진화

는 운  작업의 경감과 운 기술의 변화를 래하 다. 재의 자동차의 IT화란 IT기업도 

자동차제조회사와 함께 운 자의 능력향상에 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IT화와 함께 동화의 진 과 더불어 IT기업과 지 제조회사와 같은 이업존기업의 

존재감이 더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자동차제조회사들도 자동차제조회사끼리의 경합과 력

계뿐만이 아니라 이업종기업과의 계도 보다 략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2 자동차의 IT화 문제에 한 도요타의 응

도요타생산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로세스 신뿐만이 아니라 제품개발력, 차세  기술 

개발력도 도요타의  하나의 강 이다. 특히 재생  순환사회를 추구하는 환경기술은 1997

년에 세계최 로 하이 리드자동차인 리우스(PRIUS)를 상품화하는 등 세계 자동차 제조 

회사 에서도 가장 앞서있다. 도요타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7000억 엔을 넘어선다. 1980년

에 일본자동차산업이 세계를 석권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연비효율성이 높고, 고품질이면서도 

렴한 가격에 더해서 시장니즈의 변화에 응하여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제품개발력의 

덕택이다. 신차발매까지 6년 이상을 소요하는 구미의 자동차제조회사와는 달리 일본의 자동

차제조회사들은 4년 이내에 신차개발을 실 하 던 것이다.

자동차에 있어서 IT화의 비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생산비용 유율에서 차지하는 IT부품의 

비율은 도요타의 를 보면 1980년경까지는 3%정도 지만, 2005년경에는 거의 20%를 육박하

고, 2015년경에는 40%로 배증할 것으로 상된다. 소형차에서 10에서 15%정도, 고 승용차에

서 20-3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요타 리우스의 경우를 보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50%가까이 된다고 한다. 최신형의 하이 리드자동차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6)

하이 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기모터를 탑재하여 제동 때의 에 지를 회생하여 연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CO2)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1991년에 도요타의 계열회사인 히노(日野)자동타가 형버스용으로 HIMR(Hybrid Inverter 

Controlled Motor & Retarder System)을 개발하여 실용화에 성공하 는데 승용차용으로 보 한 

 6) 오가와 이스  기술 포트(2007) ｢큐슈자동차성장 포럼, 큐슈지구의 차량생산을 강화하여 지조달율

도 늘리자.｣NIKKEI Automobile Technology(NIKKEI BP사) 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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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도요타자동차가 1997년에 발매하여 하이 리드자동차의 명사가 된 리우스가 처음

이다7).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의 안 성, 쾌속성, 환경 책, 에 지 약, 그리고 IT화에 

응하기 해 자동차의 IT화는 탄력을 받게 된다. 도요타의 계열사인 코이토(小絲)제작소가 

세계최 로 양산화에 성공한 AF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배 가변형 조등시스템)

가 2003년에 풀 모델 체인지한 도요타의 해리어(Harrier)에 채택되고 나서 재에는 다른 회사

의 하이 리드자동차에서도 사용되기에 이르 다. 한걸음 나아가서 코이토제작소는 백색

LED를 채용한 LED Head Lamp를 개발하여 2007년에 매개시한 도요타의 하이 리드자동차

인 서스 LS600h에 탑재되었다8). 

한정된 자원으로 자동차의 IT화에 응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제화하는 것이 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를 들면 도요타에서  리우스의 

개발에 임하 을 때 보 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벨까지는 도요타 자체개발과 제조를 하고나

서 탁하는 경우에도 기술지식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요타그룹에 이 할 

에도 기술개발 등을 확보해두는 것으로 기술의 공동화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비해 닛산의 경우는 외주 화의 경향이 강하다. 

도요타의 R&D체계를 살펴보면 한 사람의 개발주사(開發主査)에게 큰 권한을 임하고 

소수정 의 제로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시키는 개발주사제도는 강한 권한을 가진 주사 에 

새시, 보디, 엔진구동부문 등의 개발섹션이 수평 인 연계를 꾀하면서 가능한 한 동시 병행

으로 오버랩하는 형태로 설계개발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덧붙여서 부품메이커를 개발의 이른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킴으로써 리드타임을 단축시켜서 개발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체제의 구축으로 1980년  후반에는 시장니즈의 변화를 상회하는 속도로 신차개

발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 의 불황속에서 감산을 해야 했던 시기에 도요타를 포함

한 일본자동차산업은 제품개발체제의 신도 수행해야만 했었다.  그  하나가 무 많아진 

부품수의 삭감과 plat home과 component의 공유화  공통화이다. 동시에 그 때까지 7, 80  

만들어 놓았던 시작차(試作車)의 폭 으로 삭감해야만 했었다. 도요타는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차종삭감을 20%, 부품수의 삭감을 30% 실 하여 2600억 엔의 경비 삭감을 실 하 다. 

1990년  반의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설계개발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설계품질 

향상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하 다. 이를 계기로 개발주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FR, 

 7) NIKKEI Automobile Technology/NIKKEI Eletronics 편(2008) Car Electronics의 모든 것 NIKKEI BP사, 
p.264

 8) 토오  리서치센터조사연구부(2009) 자동차 Electronics의 신 개- 방안 기술, 네트워크화, 정보통신

기술의 동향-,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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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다목 RV 그리고 요소기술개발의 4개의 개발센터에 재량권을 주는 체제 구축으로 부문 

간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비 해진 조직개편에 착수하 다.  2003년에는 본부제도의 도입으로 

4개의 개발센터조직을 상품개발본부, 차량기술본부, 워 트 인 본부로 정리 통합하 다. 

상품개발본부에서 차량설계를 행하고 그에 맞춰 랫 홈은 차량기술본부에서 엔진은 워 

트 인 본부에서 골라오는 신차개발 로세스로 바꾼 것이다.

1993년 도요타는 천연자원과 환경을 주제로 21세기 신차의 제조방법과 개발방법을 개발하

는 로벌21 로젝트를 시작하 다. 그 성과가 하이 리드자동차 다. 가솔린 엔진과 기 

모터를 조합하여 달리는 복합형구동엔진장치를 가진 하이 리드자동차는 주행성능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02년에 발매된 두 번째 리우스에서는 동 차종에 비해 가격이 수십

만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성능과 연비효율의 우수성으로 속히 시장을 확 해갔다. 

마찬가지로 도요타는 연료 지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199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연료 지자

동차는 2002년에 실용단계에 어들었고 2003년에는 도 버스9) 에 FCHV버스로 운행개시

하고 있다. 연료 지자동차는 아직 세계표 이 확립되어있지 않고 있는 분야이며 그 안 성을 

100%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에서 양산화에는 시간이 걸릴 걸로 상된다.10)  한편 

도요타는 ITS사회, 유비쿼터스사회의 도래에 응한 련 사업에도 극 으로 임하고 있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nd services)란 Electronics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도의 

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교통이 래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국가 인 

과제이다. ITS의 실 을 해서는 자동차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인 라의 정비가 불가결한 

요소이며 장기 인 시야에서 자동차사회 본연의 모습을 생각해야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도요

타는 car intelligence를 심축으로 car multimedia와 facilities, logistics 그리고 transport의 5가지 

분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종합mobility기업으로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비쿼

터스사회에 응한 기술개발로서는 2002년에 안심, 안  그리고 쾌 을 테마로 한 G-BOOK으

로 정보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자동차와 사회의 공생을 실 하기 하

여 안   안심, driving intelligence 그리고 amusement로 집약하여 G-BOOK ALPHA로 진화시

켰다. 한 신차정보나 고차정보를 리얼 타임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견 이나 

상담 약기능 그리고 인터넷쇼핑 등의 정보네트서비스를 제공하는 GAZOO사업에도 극

으로 임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산하의 히로세(広瀬) 반도체 공장에서 매월 6만 개가량의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도요타의 경쟁력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 부단한 원가 감 노력을 

 9) 도쿄토(東京都)당국이 운 하는 공 버스를 말한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계자는 2020년에 도요타의 자동차생산 수 총1100만  에서 하이 리드자

동차가 200만 , 연료 지자동차가 100만 를 차지할 걸로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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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생각하겠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수 을 자랑하는 력업체(계열사)와의 트 십이 1980

년 의 생산성 기 을 가능하게 하 다. 도요타는 로벌 규모로 부품의 아웃소싱을 추진하면

서도 력업체와의 소  ‘계열 계’는 지 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돼도 자동차는 멈추고, 그 많은 부품을 도요타

가 모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품업체와의 력이 요하다. 원가 감 작업엔 도요타의 

설계 생산 조달부문 외에 력업체도 트 로 참여하는데, 170개 품목별로 력업체 기술진

이 들어간 연구 을 구성했는데 원가 감은 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력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도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렴한 가격으로 

가장 훌륭한 품질의 부품을 조달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도요타는 3단계에 걸쳐 장부품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도요타 그룹 내 

부품회사인 덴소(電送)와 아이신덴키(愛新電機)를 비롯하여 그룹 외부의 기 자 업체인 

히타치(日立), 나소닉(PANASONIC, 松下電気의 새로운 사명) 등과도 기술 력을 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력을 통해 개발한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의 

특허권을 취득한 후 도요타 생산방식(TPS)을 용해 양산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높은 신뢰성, 높은 품질과 보다 강한 랜드력을 기반으로 도요타의 하드웨어, 소 트

웨어 장 부품군을 완성하고 련요소 기술을 기존의 기 자 업체에 공 한다.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자동차메이커와 공 업자 간에 기술개발 력체제가 더 한층 강화되

고 있다. 자동차메이커와 공 업자간의 한 조정을 동반한 개발 력경향은 제품개발국면

을 넘어서 상류의 선행개발국면에 있어서도 그 력 인 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

임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 환경 변화,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한 수요성장시장으로의 이동,  자동차의 IT화 그리고 자동차제조에 있어서의 모듈화

의 진 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는 자동차제조회사와 공 업자 

모두에게 큰 향을 미친다. 그것은 자동차제조회사의 개발에 따라 가 되는 부담과 공 업자

의 제품개발단계에서의 기술력 혹은 신제품 제안능력과 같은 역할증가가 그 표 인 것이다. 

3. 수직통합에 한 이론 고찰

자동차 제조회사가 IT부품을 내제 화할 것인가 외주 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에 고려할 

이론이 수직통합과 계열화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수직통합을 통해 생기는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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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때에는 어떤 경우일까? 거래당사자의 소수성과 한정 인 합리성 등에서 생기는 시장거래

보다는 내부화하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요인만으로 경제에서 측되는 내부화의 패턴

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수직통합의 원인으로는 기술의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수직통합의 가장 단순한 설명은 생산과정에 있어서 기술 상호의존성이 기업을 

수직통합으로 즉 내제화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형 인 로 철강생산을 들 

수 있다. 철강생산에는 코크스생산, 제철, 제선  제강 등의 다수의 생산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히 근 시키는 것으로 취 비용  가열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상호의존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경제성으로 해서 

철강생산은 단일설비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 철강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속산업

에 있어서도 열에 지의 경제성은 요하다. 더구나 석유정제업과 같은 많은 화학 산업에서의 

통합은 취 비용과 기타 비용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산업은 흐름을 동반한 처리과

정이 있어서 통합의 기술 경제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수직통합의 이 을 다른 에서 설명한다면 투입요소공 을 확보하는 것과 산출물에 

한 시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통 인 가정 하에서는 모든 투입요소  

산출이 시장가격에서 자유롭게 구입되기 때문에 비용 약이 없는 경쟁시장에서는 수직통합

의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수직  

통합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상류 생산자와 하류 생산자간에는 정보의 

비 칭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두 단계에서 자원배분을 개선하기 해 수직  통합으로 이끌 

수 있다. 일반 으로 상류의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 하류의 기업은 

원재료가격에 한 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류의 기업이 상류의 기업을 후방 통합하여 

원재료가격에 한 측력을 향상시켜서 생산에 이용하는 투입요소의 비율에 하여 효율

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유인을 가진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불확실한 투입요

소공 을 확보하기 해 하류의 기업은 후방 통합한다는 것이다. 먼  수요가 불확실한 시장

을 가정한다. 통 인 가정 하에서는 가가의 시기에서 시장수 을 일치시키기 해 시장가격

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 이외의 에서 경쟁  조건을 채우고 있는 많은 시장에서도 가격조정

은 real time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가격하에서는 생산을 순간 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시장기간에서 수요에 한 과소생산 혹은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 기 때문에 고객은 기간을 계속해서 재화를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생긴다. 다른 한 편에서

는 는 측은 과잉생산과 재화의 재고 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일반 으로 시장의 

수요 공 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 의 신뢰성에 해서도 경쟁해야

만 한다. 사는 측의 에서는 효용은 시장가격 p  그 기업의 재화를 얻을 확률 (1-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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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있다.(그림2를 참조바람.) 그 기 때문에 고객의 무차별곡선을 (p, 1-λ)공간에 그릴 

수 있다.  이들 무차별곡선은 우상향곡선이며 수요를 채워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에

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한다.

<그림 2>에서는 그러한 소비자수요를 채우고자 재화를 더 많이 재고로 차별곡선이 I1과 

I2로 표시되어있다. 공 측은 소비자수요를 채우고자 재화를 가능한 한 더 많이 재고로 두고자 

하나 그 게 하면 팔고남은 재고를 안아야 하는 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 설정하

는 가격p는 험증  분을 충당하기 하여 상승하게 되고 해당기업에 한 등이윤곡선을 

(p, 1-λ)공간에  그릴 수 있다. 이 곡선도 당면 계하는 역에서 우상향이 된다.  그 이유는 

상이윤을 불변으로 유지하면서 소비자수요를 충족하는 높은 확률(1-λ)을 상쇄하려면 높은 

가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림 2> 가격과 수요충족 확률과의 계 

이러한 분석을 수직통합에 용시킬 수 있다. 당  상류의 기업은 생산하는 투입요소A, 

B, C 등을 사용하여 하류의 기업이 산출X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X의 수요는 불확실하고 

그 기 때문에 투입요소에 한 생수요도 불확실하다. 투입요소A에 주목해 보면 A의 생산

자는 당  A를 과잉생산할 험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 기 때문에 A의 가격은 단 당비용

을 상회하는 수 이 되는 것이다. (p1≻e0) 

그러면 하류의 생산자가 투입요소A의 생산을 후방 통합하는 편이 얼핏 바람직스러운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유인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통합은 하류의 기업이 그 투입요소를 

시장가격 p1을 도는 생산비 c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하류의 기업에게 

A를 과잉생산하는 험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X의 생산자는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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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평균  결정보다는 오히려 한계 (marginal) 결정을 행하기 때문에 

어도 약간은 후방통합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그 생산자는 당  최 로 

획득한 고객에게 투입요소 A를 공 한다는 가정에 의거하여 산출 1단 에 응한 투입요소A

를 생산할 에 상된 약과 그 비용라고 생각한다.

수직통합의 장 과 단 을 지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수직통합의 강 으로는 

자동차의 IT화가 진 되면서 IT부품자체의 우열과 다른 부품과의 련이 제품자체의 우열을 

가리게 된다. 이처럼 부품끼리의 보완성이 큰 경우에는 범 의 경제로 릴 수 있는 이 이 

많고 수직통합에 의한 내제화가 바람직하다. 한 자동차제조회사와 공 업자 간에는 투입요

소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리라는 에서 수직통합의 이익은 크다. 

단 자부품의 경우에는 고도의 제품을 공 할 수 있는 상류의 기업이 어서 상류의 기업보

다 하류의 기업수가 많아져서 수직통합에 의한 비효율성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그림 3> Agency효과와 기술효율의 trade-off 계

강 으로는 먼  기업문화의 충돌이라는 을 들 수 있다. 자동차제조회사와 일 트로닉스

제조회사와 같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과 발상 등의 경 자원이 사당부분 다른 사업을 통합하

는 경우는 이질의 경 자원을 하나의 조직내부로 끌어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경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 시장경쟁에 의한 압력이 하하여 효율성 추구라는 인센티 가 

하될 가능성도 크다. 내부거래는 품질향상과 비용 삭감이라는 노력의 하를 래할 가능성

이 높다. 한 조직의 비 화는 개별 종업원의 노력 의지와 도산 기감을 희박하게 하여 

노력에의 인센티 가 하한다. 이러한 규모의 블경제를 지 까지는 계열거래를 통하여 해소

하 는데 이것을 신하는 새로운 방책은 일석일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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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늘날 자동차산업에 수직통합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 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 자산의 특수성의 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IT화와 모듈화의 진 으로 향후 

자동차부품에 있어서 자산의 특수성은 틀림없이 하한다. (그림3을 참조바람.)

자산의 특수성이 하하면 외부에 그 부품의 큰 거래시장이 존재하기 쉽게 되는데 이때에는 

규모의 경제와 범 의 경제에 의한 수직 분리가 바람직스럽다. 한 자산의 특수성의 하는 

계 특수  투자의 필요성이 어들기 때문에 수직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게 어든다.

4. 결론

자동차의 IT화 문제는 술한 것처럼 복잡다기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얽 있는 난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제조회사와 계열의 계나 한 나라의 산업이

나 국경을 월하여 로벌규모의 산 학 력을 가능  하는 global networking innovation 

institution이 필요한 시 이다. 

자동차업계는 IT  서비스 활용에 한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마찬가지로  IT 업계는 

자동차 시스템에 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 자동차-IT 융합에 해 IT 업계는 자동차에서 

IT 기술 용이 증 되고 있어 융합으로 간주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

고, 필요한 IT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는 사고가 강하다. 따라서 자동차와 IT가 융합하기 해서

는 서로간의 역에 한 이해가 우선 으로 필요하다. 융합 련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 

것도 단기 으로 시 하고 필요하지만 자동차  IT 문가들이 서로 교류를 확 하여 융합기

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장기 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게 자동차와 IT 업체가 연합해 

새로운 기술  콘텐츠 등 부가가치를 개발할 수 있으며 각 업체들 경쟁력과 연결돼 산업간 

시 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첨단기술의 집 체인 자동차는 IT업계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 인 시장이자 

IT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그러나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동차제조회사가 그리고 있는 ‘차세  자동차’는 이제 IT부품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자동차제조회사는 IT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한 실이다. 

바로 이 이 IT업계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로는 자동차제조회사가 IT부문을 수직 통합하 다는 사례는 많아도 아직까지 IT기업

이나 지 제조화사 등이 자동차산업으로 진출하 다는 사례는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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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의 노하우와 같은 문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규제 등의 

인 으로 만들어진 높은 장벽이라면 로벌화라는 시 의 거 한 물결 속에 언젠가는 무

질 장벽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로벌의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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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자동차 - IT 융합의 과제

‒ 도요타자동차를 사례로‒
오늘날 자동차와 IT와의 융합이라는 문제는 향후 세계자동차산업의 경쟁력우 확보를 한 요한 과제라는 것에 
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는 기계 련 산업 제품을 넘어서 IT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그리고 21세기에는 IT기술을 심으로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달리는 가 이자 달리는 컴퓨터로 변모하는 시 가 왔다. 

일반 으로 상이한 사업 간에 필요한 경 자원이 같거나 보완 인 계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바로 범 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다각화의 유인이 되거나 수직통합의 유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IT화에 따른 IT부품의 요성이  높아 가는데 IT부품과 자동차본체와의 보완 계가 최종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 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엔진과 마찬가지로 IT부품역시 자동차제조회사가 내제화하는 것이 최 인가 
그 지 않으면 내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 업자와의 계를 어떻게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일까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과제이다. 

첨단기술의 집 체인 자동차는 IT업계에 있어서도 매우 매력 인 시장이자 IT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그러나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이 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동차제조회사는 IT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한 실이다. 바로 이 이 IT업계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A study of the problem of automobile-IT convergence 

‒ Case of TOYOTA ‒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that the problem of automobile-IT convergenc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tomorrow's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world automobile company.
And in the 21th century, the changes of automobile market increase speed taken by the lead of IT industry. 
Generally speaking, if different business have common management resources, It is more efficient to perform in one company 

because of the law of the economy of scope.
It is the theme of the study in this paper as the importance of IT parts is higher the automobile company must decide they 

do outsource or internal trade.
Now, the automobile, the pile of high technology, is also a very attractive and potential  market which gives the chance 

of new taken off to IT business.  
But it is the hard realities that the barrier of entrance of the automobile industry. However it is also realities that automobile 

company does not know well IT technology than  IT business. This may be give chance to IT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