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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요타, 탄소중립화 움직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전동화로 대응
글로벌 자동차산업계는 구미업체가 완전한 전

프트웨어 개발을 일체화해 온 방식에서 탈피함으

기차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있고, 구글, 애플, 홍

로써 도요타의 200여 종의 하드웨어에 대응 가능

하이 등 이업종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등 산업

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넷째, 고객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도

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라이프타임밸류 등 자

요타 웨이(way)에 대한 도요타의 제임스 카프너

동차의 장기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한다. 커넥티드

(Kaffner) CEO와의 인터뷰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차를 인테넷으로 연결), 자율주행, 공유화(셰어

자 한다.

링), 전동화 등의 신기술(CASE) 개발에 주력한다.
금년 7월에는 미국의 배차(配車)서비스회사 리프

새로운 에코시스템과 플랫폼 구축으로 효율

트 분야의 레벨5 자율주행 부문을 매수하여 300

성을 제고할 방침

명의 인력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도요타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8%로 동종 자동차업종의 유력 메

첫째, 세계적인 글로벌 톱 플레이가 탄소중립

이커보다는 높은 편이나 향후 수익성 제고에 더

화의 수단으로 향후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욱 매진할 방침이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도요

선언한 반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차(HV), 플로

타는 하드웨어용 차량업체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

그인하이브리드(PHV), 연료전지차(FCV), 순수

프트웨어업체로서의 위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전기차(BEV)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전동화(電動

예정이다.

化)를 제시하고 있다. 도요타는 탄소중립화 목표

요컨대, 도요타는 전술한 CASE와 스마트시티

달성을 위해서 순수전기차 생산만을 고집하지는

의 기술개발, 혁신적 차량전지의 개발, 하드웨어

않고 있다. 둘째, 도요타는 비용이 싸면서도 안전

와 소프트웨어의 동시 발전을 통한 에코시스템과

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혁신적인 차량용 전지개발

플랫폼 구축 등 종합적인 전동화기업을 추구함으

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향후 차량 1대

로써 글로벌 모빌러티(mobility)의 미래를 선도

당 전지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

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요타는 기

표한 바 있다. 셋째, 도요타는 향후 중고차를 포

술 자체보다는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인간이

함한 새로운 에코시스템이나 플랫폼의 구축을 위

더한층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기술개

한 차량탑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

발’을 지향할 방침이다.

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소프트웨어의 핵심연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21. 10. 9.

구거점(HD)을 설립하였다. 종래 하드웨어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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