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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즈끼자동차와 도요타의 자본제휴 성사
일본 도요타와 스즈끼는 금년 8월 28일 상호

상호출자를 통해서 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출자를 통한 자본제휴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

생존의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다. 도요타는 960억엔을 투입하여 스즈끼의 주식

스즈끼에 대한 20% 자본참여를 빌미로 폴크스바

4.94%를 취득하였고, 스즈끼도 480억엔 상당의

겐이 스즈끼를 자회사 취급하려 하자 스즈끼는 이

도요타 주식 0.2%를 취득하였다.

에 반발하여 폴크스바겐과의 자본제휴 관계를 해
소한 바 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89세의 스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대응과 인도시장에서의

즈끼사장의 영향력 감소도 한 요인이다. GM과 폴

협력 제고를 목표

크스바겐과의 자본제휴 관계를 해소한 스즈끼에
독립성을 보장한 도요타가 유력한 방패막이로 떠

2017년 양사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스

오른 것이다.

즈끼에 제공하는 대신 스즈끼가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인도시장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포괄적

도요타는 미국 등 IT 대기업의 자율주행 참여에

제휴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양사가 상

위기를 느끼고 저기술의 스즈끼와도 협력

호출자로까지 협력관계를 발전시킨 배경에는 최
근 격변하는 자동차산업계의 환경변화가 큰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등 IT 대기업의 자율주행차 분야 참
여에 위기의식을 느낀 도요타는 타사와의 제휴 확

최근 디지털 분야의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의

대를 통한 주도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물결은 자동차업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자

다. 도요타가 기술적으로 별로 얻을 것이 없는 스

율주행 분야와 커넥티드(connected: 연결) 기술

즈키에 대해 상호출자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제

분야가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경쟁자는 비단

공하는 것은 우군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관계

여타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우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등 미국 IT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율

나 자율주행 분야에서 폴크스바겐과 포드, 혼다

주행 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

와 GM의 제휴 등 글로벌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다. 그러나 2020년 3월기 동 분야에 대한 스즈

하에서 도요타가 스즈끼와의 제휴를 통해 주도권

끼의 연구개발 예산은 1,600억엔으로 도요타의

을 장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자료 : 「週刊 エコノミスト」, 2019.9.17.

기술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진 스즈끼가 도요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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