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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자세 계산서(e-invoice)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내의 공 망을 분석하 다. 완성차에게 부품을 공 하는 모듈단  업체를 1차 업체라고 

정의하 으며 총 8가지 모듈 단  에서 제동장치의 서  모듈인 이크를 심으로 2차/3차 

공 망 분석을 실시하 다. 2차 이크 생산 업체는 3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토 로 각 업체의 3차 하청업체들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통합자와 할당자 그리고 

허 －이 규명되었다. 네트워크 수  분석에서는 이크 업계 유율 1 인 의 네트워크는 

다른 2개의 경쟁 업체보다 업체 수가 많고 권한이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크 

업계 사업유형별 거래  속도를 통해 거래  상 계를 분석하 는데 체 업체의 37%가 

계  거래 으며 사업유형 에서 도매업, 상품 개업 그리고 고무 제품  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거래 속도 값이 1일 정도로 계  거래 계인 사실을 입증했다.

ABSTRACT

Supply network of automobile part is addressed with the e-invoices generated at real 

time. Automobile is composed of 8 modules. Firms which produce these modules are defined 

as the first outsourcing firm. Brake is the part of power control module and so, brake 

manufacturing firm is called the second outsourcing firm. In this paper, the third supply 

networks of brake manufacturing firms is analyzed with e-invoices and social network 

method. At the node-level, the third outsourcing firms a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interator, allocator and hub with respect to their role at the ego-network of each brake 

manufacturing firm. At the network level, A2, one of 3 brake manufacturing firm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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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outsourcing firms and bigger centrality than the other brake manufacturing firms. 

Intre-firms trade patterns are, also, analyzed by using the degree of trade dedication with 

respect to the modes of business. It is shown that trade pattern of retail, commodity 

brokerage firm,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ing firm are hierarchical trade because their 

degree of trade dedication is almost near to 1.

키워드：자동차 부품, 이크, 사회연결망, 공 사슬

Automobile Part, Brake, Social Network, Supply-Chain

1. 서  론

국내 자동차 핵심 기업인 ․기아자동차

가 세계 메이  업체로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 과 규모 역시 성장하고 있

으며 자동차 부품 산업은 단순 부품을 공 하

는 방식에서 차 기능을 가진 부품의 집합체

인 자동차 모듈을 공 하는 형태로 바 어 가

고 있다[24]. 

공 사슬상의 계층화된 력업체를 통해 2～ 

3만 개의 부품이 조달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품 력업체간의 반응성이 

체 공 사슬의 수익성을 담보하게 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공  업체의 공 사

슬에서의 치와 역할에 한 이해가 요하다

[29].

재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 공 망에 한 

연구로는 모비스를 심으로 자동차

의 생산방식을 규명한 연구와[12, 24] 자동

차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산업 체의 하청 연

결망 특성을 분석한 연구[22], 공 사슬 리 

업 로세스 설계  구 에 한 연구[11] 그

리고 부품 특성과 품질 수 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10] 등이 있다. 

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상으로 사회 연

결망 분석을 용한 국외 연구는 크게 2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완성차를 상으로 

각각의 완성차의 부품 공 망의 구조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4, 15] 둘째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용

하여 부품 업체들이 공 망 내에서의 치와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한 후에, 이러한 공 망 

구조와 련 업체의 성과지표간의 계를 분

석한 연구가 있다[2, 13]. 

본 논문은 연구 상이 공 망 내 2차/3차 

하청업체인데, 3차 업체의 경우, 규모의 세성

으로 업체의 재무제표 등에 한 데이터를 확

보하기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데

이터의 수집 문제로 인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 설문조사  자동차공업 회의 자료만을 

토 로 분석한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제약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1차 하

청업체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

차/3차 하청업체를 심으로 거래 계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간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본 

논문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2차/3차 

업체 간의 공 망 형태  구조를 분석하는 첫 

번째 부류의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와 같이 자동차 부품 공 망

에서의 거래 계 유형을 시장 거래형, 계  

거래형, 네트워크 거래형으로 나 게 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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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망 형태로 보여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거래 계 유형이 서로 다른 상

(topology)을 갖는지에 한 연구 역시 제 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 들을 해결

하기 해 빅데이터 연구에서 이슈로 떠오르

고 있는 자세 계산서(e-invoice)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3차 업체에 한 분석을 진행하

고자 한다. 

자세 계산서 제도는 2010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2014년도에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직 연도 공 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 으로 자세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

게 함에 따라 국내 7백여만 사업자들의 B2B 

거래 계 데이터의 양이 매년 페타 (6억 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세 계산서는 

세 계산서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우

편으로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자서명이 된 디지털 문서형태의 

세 계산서를 말하며 공 자 정보, 공  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공 가액, 품목 등 기업 간 

실시간 거래 황을 담고 있는 표 화 데이터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세 계산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공 망 분

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1차/2차/3차 하

청업체의 식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된 연구

상이다. 최종 완성품의 1차/2차/3차 하청 업

체의 정의는 완성품의 제조 공정에 따라 달리 

정의된다[21, 25]. 자동차의 경우 한 부품의 제

조 공정이 끝난 후, 그 부품을 포함한 부품의 

제조 공정이 시작되는 선행 공학 방식이다. 따

라서 자동차 제품을 분해하면, 완성차-모듈-

부품-구성품의 형태를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하는 이크 부품을 로 들

면, 완성차-제동 장치 모듈- 이크 부품-

이크 패드 구성품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모듈 생산업체

를 1차, 부품 생산업체를 2차 그리고 구성품 생

산업체를 3차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크 업체를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공시시스템의 업

체별 매출 액 양이 자세 계산서 상의 매

출 액과 90% 이상 일치 하 다. 자세 계

산서 데이터는 기업 간의 거래내역 데이터로

서 수출  자세 계산서로 거래하지 않은 

품목에 해 락 될 수 있는 한계 이 있기에 

실제 공시 연간 매출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이크 업체를 선정하 다. 둘째, 실거래 데이

터 특성상 품목명으로 기술된 내용이 일반

으로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않기 때

문이다. 를 들어, 베어링 부품의 경우 자세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Bearing”, 

“베어링”, “모델명”, “물품 ” 등 다양하게 

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품

목이 1～2개로 제한할 수 있는 문 부품업종

의 분석이 필요하 으며, 이에 따라 이크 

업종을 선정하여 업체 단  분석이나 품목 단

 분석의 차이가 없게 하 다. 

이러한 이크 업계 자세 계산서 데이

터를 이용하여 부품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도구일 뿐만 아니라[7, 

15, 20, 26]. 공 망에서의 행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3].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연결망 분석도구

는  세계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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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에 하나인 넷마이 (Netminer)

를 활용하 다. 넷마이 는 사회연결망 특성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공 망 특성에 따른 연결 

특징을 다양한 분석지표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는 고객사의 정보가 들

어있는 자세 계산서의 기업 정보를 비식별

화 하기 하여 업체 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 를 2차 업체라고 서술할 것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2차/3차 공 망을 분석하

게 된 연구 배경이 기술된다. 제3장에서는 사

회연결망 분석 지표  공 망 분석 지표들이 

제시된다. 제4장에서는 분석 데이터  2차/3

차 업체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지표에 의한 분

석, 공 망 분석지표에 의한 분석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추

후 연구방향이 기술된다.

2. 선행 연구

자동차 부품 산업에 한 연구는 크게 2가지

로 나  수 있다. 즉, 자동차부품산업과 타 산

업과의 연 성을 다루는 연구와 부품산업 내

에서의 공 망 특성을 악하는 연구들이 그 

것이다.

첫째, 자동차 부품 산업과 타산업과의 연

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소재공업, 기ㆍ 자 공업, 석유화학공업  

기계 공업 등의 련 산업과 긴 한 계를 가

지는 조립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발 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요한 역할을 하는 기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23]. 자동차 부품 산업은 

방에서의 기계, 자, 화학, 속 등 다양한 

산업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산업 방에 치

한 자동차 부품의 각종 소재가격이 상승하면 

부품의 가격 경쟁력에 큰 요소가 되며, 원

유가격의 상승도 화학제품의 상승과 속 소

재의 가격의 상승을 래하여 자동차 부품제

조업에 큰 향을 다[30]. 

둘째, 자동차 부품 산업 내에서 공 망 특성

을 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완성차 심의 자

동차 산업구조에서 부품기업은 완성차 업체인 

기업에 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23].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한 자동차 그룹의 시장지배력은 곧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은 체 으로 부품 공  구조에서 상  단계

에 있는 기업들이 하  업체들보다 기술연구

와 설비투자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 집

약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 

실 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여부가 매우 

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17]. 이런 측면을 고

려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부품 공  구조를 규

명하고자 시장분산도와 부품 수 에서 나타나

는 거래 계 유형의 차이 분석을 통해 하청연

결망에 한 특성을 설명하 다[22]. 

국내 부품 기업들의 경우, 2012년 기 으로 

완성차 업체 납품사 총 887개사  특정 1개 

완성차업체에 속 으로 납품하는 기업은 424

개사(47.8%)이지만, 국내 1～2 의 완성차업

체인 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같은 계열로 

실질 으로 하나의 기업이라는 을 감안하여 

확 할 경우 655개사(73.8%)로 증가되어 완성

차업체에 한 속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는 게 실이다[8]. 기존 연구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고객과 공 자라는 거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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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련 기술 개발이 완성차업체 주도 하에

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완성차 업체가 부품 업

체 비해서 우월한 사업지 를 보유하게 되

며, 차량개발  기술 련 기  사항에 한 

유출 험을 고려해 완성차업체가 부품업체에

게 다른 경쟁기업으로의 납품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에는 

속 인 거래 계가 나타나게 된다[22]. 자동

차 부품 산업의 공 망 속성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모두 완성차와 하청업체 체와의 계

를 다루고 있다[19]. 따라서, 완성차의 특정 모

듈이나 부품의 공 망을 미시 으로 다룬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

는 사회연결망 분석과 자동차 부품산업 공

망과의 연 성을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우

선 국내 논문으로는 공 망 분석 시 사회연결

망 분석을 활용하여 방법론 인 근을 취한 

연구도 있고[5]. 기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공 망 분석[16]에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노

드 수 과 네트워크 수 에서의 역할과 특성

을 분석하 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연

구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 온라인 게임 생태계의 

특성과 구조, 퍼블리셔-개발사 간의 상호 계

에 해 분석[9]과 태양  산업에서 기업 집단

별 특성과 수요․공  계를 이해하기 한 

연구로 활용[21]되었으며, 공 망을 통한 험

모형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18].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련 공 망 연구로

는 단순 매입․매출 여부 정도를 활용한 거시

인 생태계 분석[14]에 그쳤다. 한, 실제 데

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자동차 부품 산업에

서의 기업 사례를 든 연구[12]외에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의 업체 간 실거

래 데이터를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용하여 2차․3차 공 망 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연구개념

3.1 사회연결망 분석 지표

사회연결망 분석 지표는 노드 수 에서 정의

되는 지표와 네트워크 수 에서 정의되는 지표

로 나 어진다[16].

3.1.1 노드 수 (Node-Level)
노드 상의 핵심 주체를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심성(Centrality) 지표가 리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 어진다. 

(1) 내향 심성(In-Degree Centrality)
내향 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매입이 집

으로 발생하여 부품 산업에서 통합(Integra-

tor) 역할을 하며 물자 리  부가가치(value 

added) 제품 매 가능성이 높은 성향을 보인다. 

내향 심성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노드 의 내향 심성이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업체 를 나타내는 노드의 

수이다.   는 업체 와 내  방향으로 

연결된 링크 수 그리고 은 체 노드 수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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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향 심성(Out-Degree Centrality) 
외향 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매출이 집

으로 발생하여 부품 산업에서 할당(Allocator) 

역할을 하며 제한된 자원을 여러 고객사에게 

집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 할 

필요성이 있다. 외향 심성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2)

여기서 
 는 노드 의 외향 심성이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노드인 업체 를 나타내는 

노드의 수이다.  는 업체 와 외  방

향으로 연결된 링크 수이다.

(3)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

들 사이에 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매개자 혹은 개(Hub) 역할을 하게 된다. 최

종 조립 부품 업자에게 높은 수 의 제품 품질

을 제공해야 하며 체 인 부품 공 흐름을 

담당하게 된다. 

  


  

 

     ( 3) 

여기서 는 노드 의 매개 심성이고 

노드인 업체 를 나타내는 노드의 수이며 방

향이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값이다. 는 

노드인 업체 로부터 업체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수,   업체 와 업체 를 연결하

는 최단 경로 에 업체 를 포함하는 최단 경

로의 수이다.

3.1.2 네트워크 수 (Network-Level)
네트워크 상의 구조  특징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집 화, 네트워크 도 지표가 활

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집 화

(Network Centralization)
네트워크 집 화가 높으면 권한이 몇 개의 

업체에 집 되기 때문에 소수의 업체에 의해 

결정이 진행된다. 그 기 때문에 공 사슬상에

서의 부품 계획에 따른 지배권이 높을 수 있다.

 


  

   

     (4) 

는 노드인 업체 를 나타내고  는 노

드 의 연결 심성(degree-centrality)이며  

방향이 없는 연결 링크 수를 고려한다. 

는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 링크 수가 가장 많은 

노드의 연결 심성이며 각각 노드 연결 심성 

수 차이의 합을 통해 네트워크 집 화 수를 

구한다. 만약, 모든 노드들의 연결 심성이 같

을 경우 네트워크 집 화 수 C는 0으로 최소

값을 가지게 된다.

(2) 네트워크 도(network density)
부품 수 에서의 네트워크 도는 공 사슬 

측면에서 시장분산도라 한다. 시장분산도는 해

당 부품의 거래에 참여하는 상  업체와 하청

업체간의 하청 계를 의미하며 부품별로 실제 

존재하는 하청 계수를 가능한 최  하청 계

수로 나  값이다. 즉, 네트워크 도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거래 행 자들 간에 뚜렷한 장벽 



 자동차 부품산업의 자세 계산서 기반 2차․3차 공 망 분석  85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0에 

가까울수록 그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들이 

특정 상  업체에 거래를 집 하고 있다는 뜻

이다. 네트워크 도가 높을수록 많은 회사들

이 공  흐름에 참여하게 되며 제품 공 에 있

어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므로 리드타임이 

길어진다.

  = 


         (5) 

k는 방향이 없는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총 연결 링크 수이며, 는 네트

워크에서 연결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링크 

수를 의미한다.

3.2 부품산업의 공 망 분석 지표

3.2.1 거래 계 유형

경제 행 자들 간의 거래 유형을 구분한 기

존의 논의에 따르면, 거래 유형은 거래의 조건, 

거래의 지속기간, 거래의 반복 여부에 따라 크

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2].

(1) 시장 거래형

다수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에 참여하고, 거

래의 지속기간이 비교  짧으면서, 거래 형성 

여부가 가격에 따라 정해지고, 거래 당사자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2) 계  거래형

소수의 완성업체와 다수의 하청업체가 거래

하며, 하청업체들은 주로 정해진 완성업체와 

집 으로 거래한다. 하청업체 입장에서 자유

롭게 완성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는 거래하는 완성업체를 바꾸기 어렵다.

(3) 네트워크 거래형

거래 당사자들이 한 번 거래하면 지속 으

로 반복 거래하면서 거래 조건에서 가격 보다

는 장기 인 동과 그 결과를 목 으로 하고 

있다. 결과 으로 거래 당사자 간 지속 인 네

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3.2.2 공 망 종속 계 분석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지배 인 거래 유형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거래 속도(degree of 

trade dedication)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22].

거래 속도는 Uzzi[28]가 기업의 사회  자

본(Corporate social capital)을 측정하는 개념

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하청업체의 경우 상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량을 얼마나 집  

혹은 분산하는가를 나타낸다. 

를 들어 한 부품업체가 세 개의 상  거래 

업체와 거래할 경우 이들 상 거래 업체가 부품

업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0%, 

30%, 20%라면 이 부품업체의 거래 속도는

    로 계산된다. 거래 

속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

울수록 특정 상  업체와 집 으로 거래하는 

것을 나타내며 반 로 0에 가까울수록 거래 업

체들 간에 고르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22]. 

자세 계산서 데이터를 통해 연결된 공

망으로 부터 노드 수 , 네트워크 수 , 거래 

속도를 통해 거래 계 유형을 분석할 것이다. 

거래 속도가 높거나 1에 가깝다는 것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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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Components

car body panel, door, bumper, frame

power unit engine body, cooling system, fuel supply system, automatic lubricators, exhaust system

driveline clutch, transmission, bearings, gear

suspension shock-absorber, spring, stabilizer

steering steering wheel, steering column, steering gear

brake brake system, disk, drum

electronics battery, wiring, motor, switch, sensor, lamp, ECU

etc. car seat, audio/video devices, A/C, air bag, wiper, tire, wheel

<Table 1>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Automobile Parts

<Figure 1> Electronic Invoice

업체의 업체간 사회  자본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 즉, 이는 거래하는 상 기업들로부터 높

은 신뢰 혹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악된다. 한편으로는 거래하는 업체로 

부터의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존 험으

로 직결되기도 한다.

4. 데이터 기반 2차․3차 공 망 분석

4.1 분석 상 데이터 정렬

서론에서 1차 업체는 <Table 1>에 자동차 

부품 기능별 분류를 참고하여 기능 구분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모듈 단  업체이며 

2차/3차 업체는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 단

 업체라고 정의하 다. 모듈인 제동장치, 부품 

단 인 이크 업체를 분석하고자 완성차 2

차 하청 업체인 이크 3개 업체 (  )

를 선정하 다. 이크 3개 업체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이크 업계 유율 90%를 

유지해왔으며 완성차에게 부품을 공 하는 핵

심 2차 업체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 부품 산업 공 망 분석에 

있어 시간에 따른 동태  분석보다는 특정 기

간에 한 횡단 분석의 을 갖고 있다. 자동

차 부품 산업의 계 인 특성을 고려하여 1년 

동안의 분석 기간을 고려하 으며, 그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거래되어 생성된 자동차 부품 산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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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ategory of Firms Frequency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1 manufacturing 82 32.9% 32.9%

2 service 50 20.1% 53.0%

3 manufacturing wholesale 33 13.3% 66.3%

4 wholesale and retail 23 9.2% 75.6%

5 wholesale 11 4.4% 80.0%

6 wholesale and retail service 11 4.4% 84.4%

7 transportation services 11 4.4% 88.8%

8 wholesale and retail production 8 3.2% 92.0%

9 construction 4 1.6% 93.6%

10 healthcare services 3 1.2% 94.8%

11 manufacturing services 3 1.2% 96.0%

12 wholesale construction 2 0.8% 96.8%

13 retail 2 0.8% 97.6%

14 manufacturing construction 2 0.8% 98.4%

15 manufacturing real estate 2 0.8% 99.2%

0.4% 99.6%1research and development16

0.4% 100%1manufacturing trade17

<Table 2> Frequency of the Various Business Firms Which Trade to the Brake 

Manufacturing Firms

세 계산서 데이터를 활용하 고 데이터는 

(사)한국 자세제 회로부터 수집하 다. <Figure 

1>의 자세 계산서 명세서를 보면 ❶ 공

자 정보( 표자, 사업자 번호, 업종, 업태) ❷공

받는 자 정보( 표자, 사업자 번호, 업종, 업

태), ❸작성일자, ❹공 가액, ❹세액, ❺품목

정보, ❻지불 방법, ❼ 수/청구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  세액, 지불 방

법 그리고 수/청구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정보들을 활용하 다.

최종 으로 분석에 활용된 업체는 이크 

3개 업체(  )와 3개 업체의 하청 업체 

 연간 공 액이 일천만 원 이상인 246개 업체

로 한정하 으며 약 14만 건의 거래 트랜잭션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크 업계 249

개 업체에 한 업태 빈도를 <Table 2>에 나타

냈다. 제조업(32.9%), 서비스(20.1%), 제조도매

(13.3%) 등이 상  3개 업태에 속하 다. 

이크 업계의 공 망을 보면 다양한 업태의 업

체가 존재하 으며 주로 제조와 련된 업태가 

빈도 비율 상 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는 이크 업계 공 망이고 노

드는 업체를 나타내며 노드의 모양은 특정 업

태를 지칭한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는 두 노드간 연간 거래 액으로 설정하여 일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생성되게 하 다. 그

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하트 모양 노드는 제

조업이며, 오각형 모양 노드는 서비스업이다. 

이크 업계 공 망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

비스, 도매 등 다양한 업태가 존재하 으며 

심에 치하고 있는 하트 모양 3개의 업체를 

심으로 뻗어나간걸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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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 10million Won)          

<Figure 2> Ego Network of Brake Manufacturing Firms

이크 업계 공 망을 세부 으로 분석하

기 해 연간 거래 액이 1억 원 이상인 70개 

업체를 다시 추출하 다. 1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억, 10억의 각각 임계값을 기 으로 공

망을 그려보았다. 문가 의견에 따라 

이크 산업의 구조  특징을 밝히는데 연간 거

래 액 1억 이상이 유의미하다 단하 으

며 최종 으로 1억 이상인 업체 70개를 추출

하 다.

국내 이크 업계 주요 70개 업체에 한 

사업유형별 정보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내

었다. 사업유형은 표 산업분류코드에 의거하

여 <비 속 물제품제조업>을 포함한 15개의 

사업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  <비 속 물

제품제조업> (25.7%), <도매  상품 개업> 

(15.7%),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12.9%), 

< 속가공제품 제조업> (12.9%), <1차 속 제

조업> (5.7%) 등이 상  5개 사업유형이었으며 

이크 제조 공정과 련 있는 사업유형들이 

속하 다. 70개 업체에 한 공 망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의 공 망의 노드 

모양은 <Table 3>에서 분류한 사업유형으로 

나타내었으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는 

두 노드간 연간 거래 액으로 설정하여 일억 

이상인 경우에만 생성되게 하 으며 링크의 두

께가 클수록 거래 액이 크다.

<Figure 3>의 이크 업계 공 망 그림

에서 <비 속 물제품제조업>은 오각형 모양

의 노드로 나타내었으며 심에 치하여 핵

심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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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shold : 100million Won)          

<Figure 3> Ego Network of Brake Manufacturing Firms

Rank Category Details Frequency Percentage

1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rake pad, brake lining 18 25.7%

2
wholesale and commodity 
brokerage

synthetic rubber, chemicals, raw 
materials, antimony, refurbished

11 15.7%

3
metalworking products 
manufacturing

spring, metal powder, metal wire, heat 
treatment of metals

9 12.9%

4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fine blanking, foundry, casting 
materials

9 12.9%

5 primary metal manufacturing iron, cold-rolling 4 5.7%

6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for drugs

silicon, industrial adhesives, synthetic 
resins, petroleum resins

4 5.7%

7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calorimetry, automated industrial 
measurement, technology services

3 4.3%

8
rubber and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rubber mats, rubber block 2 2.9%

9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transformers, headlights 2 2.9%

10
electric circuit switching, protection 
and connec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ical wiring and electrical work 2 2.9%

11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onic components 2 2.9%

12 car and trailer manufacturing brake manifold 1 1.4%

13
coke, briquettes and petroleum 
products manufacturing

grease, lubricants 1 1.4%

14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corrugated cardboard and boxes 1 1.4%

15
sewerage and waste handling, 
material regeneration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waste treatment 1 1.4%

<Table 3> Business Category of Domestic Leading 70 Brake Manufactur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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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go-Network of    and 

Firm
Integrator Allocator Hub

In-Centrality Out-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0.05), (0.05), 

(0.05), (0.05)

(0.13), 

(0.05)

(0.03), (0.017), 

(0.016)



(0.07), (0.07), 

(0.07)

(0.21), (0.14), (0.07), 

(0.07)
(0.005)



(0.14), (0.07),

(0.07), (0.07)
(0.14), (0.14), 　

<Table 4> Node Level Indicators for 3 Brake Manufacturing Firms

4.2 사회연결망 분석 지표에 의한 분석 

4.2.1 노드 수  분석

70개 업체를 심으로   를 심으

로 연결된 각각의 에고네크워크를 <Figure 4> 

에 나타내었으며 핵심 역할을 하는 노드를 추

출하기 해 역할별 상  20% 안에서 결과를 

도출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심으로 연결된 업체들의 노

드 수 을 보았을 때 는 의 부품 통합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는 네트워

크 상에서 내  방향으로 연결된 링크 수는 3

이며 와 연결된 업체 수는 59이기에 내향 

심성 값은  


≃로 계산되었다. 

특히 는 의 자회사이기에 로부터 직

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와 연결된 업체들 안에서 는 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철강 업체로

서 원재료를 공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는 수지를 공 하는 업체로 로부터 매입

이 자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심으로 연결된 업체들 에 

는 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통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통합 역할

뿐만 아니라 할당, 개를 모두 하고 있어 

와 속 인 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는 주물을 하는 업체로 뿐만 아니

라 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안에서 이

크 부품 공 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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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tails
In

Centrality

Out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primary metal manufacturing iron, cold-rolling 0.011 0.018 0.009

rubber and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rubber mats, rubber block 0.007 0.014 0

metalworking products 

manufacturing

spring, metal powder, metal wire, 

heat treatment of metals
0.013 0.019 0.001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fine blanking, foundry, casting 

materials
0.013 0.038 0.002

wholesale and commodity 

brokerage

synthetic rubber, chemicals, raw 

materials, antimony, refurbished
0.004 0.019 0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rake pad, brake lining 0.084 0.036 0.018

car and trailer manufacturing brake manifold 0 0.014 0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transformers, headlights 0 0.022 0

electric circuit switching, 

protection and connec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ical wiring and electrical 

work
0 0.014 0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calorimetry, automated 

industrial measurement, 

technology services

0.005 0.033 0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onic components 0.007 0.014 0

coke, briquettes and petroleum 

products manufacturing
grease, lubricants 0 0.014 0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corrugated cardboard and boxes 0.014 0.014 0

sewerage and waste handling, 

material regeneration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waste treatment 0 0.029 0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for drugs

silicon, industrial adhesives, 

synthetic resins, petroleum 

resins

0.014 0.043 0.007

<Table 5> Centrality of Various Outsourcing Firms of Brake Manufacturing Firms

마지막으로   심으로 연결된 업체  

, 는 각각 주물, 스 링을 주된 사업으로 

운 하는 업체로 통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는 뿐만 아니라 에서도 할당 

역할을 하고 있어 이크 산업에서 경쟁  

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드 수 에서 더 나아가 사업유형별 사회

연결망 분석 지표에 따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냈다.

내향 심성이 높은 사업유형은 <비 속

물제품제조업>과 <펄  종이  종이제품 제

조업>, <화학 물질  화학 제품제조업>, <

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

업>으로 직 으로 이크와 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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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Level Indicators
 Brake Manufacturing Firms

  

number of connected nodes 59 15 15

number of links 166 34 32

network centralization 0.985 0.967 0.978

network density 0.049 0.162 0.152

<Table 6> Network Level Indicators of 3 Brake Manufacturing Firms

사업이 상 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 심성이 높은 사업유형은 <화학 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

조업>으로 부가 가치(value-added) 원료로부

터 반제품 는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실 하

는 제조업이 심성이 높았다.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경

우 <비 속 물제품제조업>으로서 즉 이

크를 직 으로 생산하는 사업유형을 가진 

업체가 높았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서 타 산업

과의 연결에 있어 통합 역할 뿐만 아니라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2 네트워크 수  분석

이크는 자동차의 수많은 안 장치  사

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높은 안정성

과 기술력의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신차조립용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납

품을 해서는 신규차량의 기 설계단계부터 

완성차 업체와 공동으로 많은 시험단계  실차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납품승인 기간이 최소한 

10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 기 때문에 재 이크 업계는   

의 과  형태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크 3개 업체의 공 망 특성을 분석하기 해 

<Figure 4> 각각의   의 네트워크 수

으로 분석하여 <Table 6>에 나타냈다.

<Table 6>을 보면 의 연결 노드 수와 연결 

링크수는 경쟁 업체  에 비해 높았다. 

이크 업계는 신차조립용 OEM(Original Equip-

ment Manufacturing)․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 이상 OE 시장과 일반 보수용 RE(Re-

placement Equipment)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의 경우 OE 시장에만 집  하고 있지만, 

는 OE 시장뿐만 아니라 RE 시장까지 집  

하고 있어 총 공 처가 439개로 (5개), (35

개) 에 비해 매우 많다. 완성차 부품 는 순정품

을 공 하는 OE 시장만 본다면 가 보다 

시장 유율에 앞선다. 특히나 OE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OE 시장에

만 집 하고 있는 의 2014년 업이익률은 

13.2%로 의 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E 시장은 형딜러에 의한 유통이 RE 

시장의 60∼70%를 차지함으로서 제조업체의 

매망을 이용하여 카센터에 공 하기 때문에 

높은 매망 유지비용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다. 

  의 주력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

크 수 으로 분석하 을 때 는  보다 상

으로 하청 업체의 수가 4배 가까이 많았으며 

네트워크 도도 낮아 하청 업체와 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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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도

가 낮기 때문에 제품 공 에 있어 리드타임이 

경쟁업체에 비해 짧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 집

화는  에 비해 높다. 는 국내에 총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와 같은 지역 내에 

치하여 빠른 공 을 가능  한다. 그 기 때문에 

는  보다 이크 산업에서 제품 계획

에 따른 지배권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4.3 공 망 분석 지표에 의한 분석

4.3.1 사업유형별 거래 속도

<Figure 5> Histogram for Degree of 

Trade Dedication at Brake 

Manufacturing Firms

이크 업계 거래 속도 히스토그램을 

 <Figure 5>에 나타냈다. 일반 으로 상  

25%를 계  거래, 25%에서 75%까지를 네

트워크 거래, 나머지 75%에서 하  100%까지

를 시장 거래형으로 구분한다[22].

의 자회사인 는 2014년 1년 동안에 총 

6개 업체에게 부품을 공 했으며, 체 매출의 

94%가 에게 일어났다. 의 거래  속도는 

(0.94)2 + (0.04)2 + (0.02)2 + … + (0.00)2 ≃ 0.89

로 계산되어졌으며 계  거래 유형에 해당되

는 것으로 확인하 다. 사업 유형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분석 상 70개 업체  26개 업체

(37%)가 계  거래형태로 가장 비 이 많았

으며 25개 업체(36%)는 자유로운 경쟁인 시장 

거래 형태, 19개 업체(27%)는 간 형태인 네트

워크 거래 형태를 보 다. 이와 같은 거래 속

도  이의 앙값을 표시한 <Table 7>을 고려

하면, 반 으로 세 유형 에 계  거래형

에 가까운 사업유형이 많았으며 부품 공   

개발의 상당 부분을 상  거래업체와 속 으

로 거래 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크 업계에서 유율 1 인 에게 부품 공

하는 하청 업체들  다수인 26개 업체(44%)

는 매출 의존도의 90%이상을 보 다. 

<Table 7>에 이크 업계 사업 유형별 거

래 속도 앙값을 나타냈다. 거래 속도 

앙값 상  5개 사업 유형은 <도매  상품 개

업: 1.00>, <고무 제품  라스틱 제품 제조

업:1.00>, <자동차  트 일러제조업: 0.95>, 

< 자부품, 컴퓨터, 상  통신장비제조업: 

0.82>,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1.00>

이다. 이 5개의 사업유형은 계  거래형에 

해당되며 이크 업계에서 가장 심이 되

는 <비 속 물제품제조업: 0.60>의 경우 거

래 속도가 0.60으로 체 사업유형의 앙값

이 0.42보다 0.18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  

거래 업체에 속  계를 보 다. 특히 <도

매  상품 개업: 1.00>의 경우 체 70개 업

체 에서 2번째로 많은 사업유형으로써 거래 

속도의 앙값이 1로 나왔다. 거래 속도가 

1인 <도매  상품 개업>의 6개 업체(55%)

는 1년 매출 평균(2.26억)이 나머지 5개 업체 

평균(4,000억)에 비하면 매우 작았다.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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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ategory Category Details Frequency Median

wholesale

and retail

wholesale and commodity 

brokerage

synthetic rubber, chemicals, raw 

materials, antimony, refurbished
11 1.00

sewerage

and waste

handling

sewerage and waste handling, 

material regeneration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waste treatment 1 0.14

manufacturing

primary metal manufacturing iron, cold-rolling 4 0.80

rubber and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rubber mats, rubber block 2 1.00

metalworking products 

manufacturing

spring, metal powder, metal wire, 

heat treatment of metals
9 0.43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fine blanking, foundry, casting 

materials
9 0.41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rake pad, brake lining 18 0.60

car and trailer manufacturing brake manifold 1 0.95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transformers, headlights 2 0.05

electric circuit switching, 

protection and connec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ical wiring and electrical 

work
2 0.45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calorimetry, automated industrial 

measurement, technology 

services

3 0.20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electronic components 2 0.82

coke, briquettes and petroleum 

products manufacturing
grease, lubricants 1 0.57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corrugated cardboard and boxes 1 1.00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for drugs

silicon, industrial adhesives, 

synthetic resins, petroleum resins
4 0.04

<Table 7> Median of the Degree of Trade Dedication at the Various Outsourcing 

Firms of Brake Manufacturing Firms

상품 개업> 안에서도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

우 상  거래업체와 속  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크에 고무매트와 고무 블

럭을 공 하는 2개 업체는 거래 속도가 모두 

1로 나와 속  거래 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0.14>, < 기장비제조업: 0.05>, 

<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0.20>,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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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etails Frequency In-Centrality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brake pad, brake lining 18 -0.41

wholesale and commodity 

brokerage

synthetic rubber, chemicals, raw 

materials, antimony, refurbished
11 0.08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fine blanking, foundry, casting 

materials
9 0.19

metalworking products 

manufacturing

spring, metal powder, metal wire, 

heat treatment of metals
9 -0.69

<Table 8>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Trade Dedication and In-Centrality 

at the Various Outsourcing Firms

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0.04> 등의 4개 사업

유형의 10개 업체(14%)는 거래 속도가 0.2 

보다 작고 사업유형 특성상 주로 여러 업체에

게 서비스와 공정 련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

로서 시장거래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3.2 거래 속도와 내향 심성과의 계

<Table 8>에는 사업유형별 거래 속도와 

매입과 련 있는 내향 심성과의 상 계

를 나타냈다. 상 계수는 일반 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피어슨 상 계수(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으며 련성을 

통해 사업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

아보았다. < 속가공제품제조업>에서는 내향

심성과의 상 계수 값이 –0.69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게 분산되어 매출이 일어날 경우 매입

집 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도매  상품 개업>과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은 내향 심성과의 상 계수 값이 각

각 0.08, 0.19로 매출이 분산되어 일어나는 것

과 매입과의 상 성이 없다고 나타났다. 

내향 심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부품  자

원을 구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제

조하여 상 의 업체에게 제공하는 모듈형 업

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업체

의 경우 제품의 경쟁력에 향이 있는 부품일

수록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채택하려는 경

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이름 감안하

여 거래 속도와 내향 심성의 상 계수를 

해석하면, 이크 업계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속가공 부분의 부분품의 거래 속

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당 부품은 

기술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필요하기에 속

인 거래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다소 비싸더라

도 경쟁력있는 제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도매  상품 개업, 기타기계  장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내향 심성과 거래 속

도의 상 계가 약하거나 있더라도 양의 상

계여서 핵심 부품에 비해서는 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즉, 모듈화해서 

상  업체에 납품하는 내향 심성 성향이 강한 

회사의 경우에는 핵심 부품은 경쟁  방식으로 

조달하지만, 그 지 못한 부품의 경우에는 

속  거래에 의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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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추후 연구 방향

5.1 결  론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자세 계

산서(e-invoice)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

품 산업 내의 2차/3차 공 망을 가시 인 형태

로 나타내어 구조  형태를 분석하는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연결망 분석지표

와 공 망 분석지표를 통해 부품 업계 특성을 

도출 하 다.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크 업계를 선정하여 2차/3차 공

망을 사회연결망 분석 도구인 넷마이 로 

나타내었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는 

두 노드간 연간 거래 액으로 설정하여 일천

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임계값을 조 하여 시행

하 으며 임계값이 1억 원 일 때 주요 핵심

인 업체 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핵심

인 업체는 총 70개이며 <비 속 물제품제조

업>, <도매  상품 개업>, < 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1차 

속 제조업> 순으로 상  5개 사업유형에 속

하 다. 

둘째, 사회연결망의 노드 수  분석에서는 

각각 주물, 이크 패드. 스 링 업체가 통합

자(Integrator), 이크 패드, 주물 업체는 할

당자(Allocator) 그리고 철강 업체가 개자

(Hub)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

크 수  분석에서는 이크 업계 유율 1

인 는 OE 시장뿐만 아니라 RE 시장 까지 

하고 있어  보다 공 처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가 많은 걸 확인하 다. 네트워크 도가 

낮아 부품 조달에 있어 빠른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 으며 주요 납품업체간 지리

 근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크 업계 사업유형별 거래 속

도를 통해 거래  상 계를 분석하 다. 

이크 업계 내에서 체 업체의 37%가 계

 거래 으며 사업 유형에서 <도매  상품

개업: 1.00>, <고무 제품  라스틱 제품 

제조업: 1.00>,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

업: 1.00>의 거래 속도의 앙값이 1일 정도

로 속  거래 계인 사실을 밝 냈다.

넷째, < 속가공제품제조업>의 경우 내향

심성과 거래 속도가 음의 상 계를 나

타내어 특정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게 분산

되어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 경우 매입

집 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해

당 업체의 경우 속가공업체가 핵심 부품 등

을 납품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부품을 공 받

기 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5.2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 을 지니며, 이

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제데이터 특성상 품목 내용이 명확하지 않

아 부품 단 에서 업체 단 로 근하 는데 

추후 품목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부품 단 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기타 거래 

등 자세 계산서를 통해 거래되지 않은 경

우가 분석에 반 되지 못하 다. 셋째, 자동차 

부품 산업만으로 한정되어서 분석을 수행 하

는데 타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산업별 특성

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특정 기간에 

한 횡단 분석으로 진행하 는데 시간 단

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내의 시간에 

따른 구조변화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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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서울 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사)

1985년 서울 학교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1988년 서울 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1989년～ 재 서울과학기술 학교 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

심분야 신제품 확산  수요 측, 데이터마이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