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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akiuchi(2014), AT Kearney(2016)  

 자동차 산업이 ICT화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될 수록 완성차 업체가 주도권을 독점하는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다수업체에 주도권이

분산되는 다이아몬드형 또는 네트워크형으로 변화

 Value chain이 피라미드(Pyramid) 구조에서 허브앤 스포크(hub and spoke) 구조로 변화



 자동차산업 새 패러다임(CASE : Connected-Autonomous-Sharing-Electrical) 등장으로 인한 SW 중요성 증가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증가하는 대신 차량의 배선 및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영역기반 아키텍처(Zonal architecture) 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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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의 흐름 및 소유권 문제의 정리가 혁신 프레임워크의 시작

 여러 회사의 SW가 섞일 경우 수익 발생 시 수익배분 문제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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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d open정보의 흐름 및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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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기반의 비즈니스 확대 및 글로벌 협업 확대를 위해 개발 결과물을 BIP, FIP, SIP, PIP, OIP로 개념화하여 관리·운영 필요

 고객사와 계약 시 IP개념을 명확히 명기하여 계약 진행 필요

구분 정의

Background IP 협업계약이시작되기전각파트너사가

개발한기존보유 IP

Foreground IP 협력파트너가협업계약범위내에서생성한 IP

Sideground IP 공동작업을수행하는동안개발되었으나, 

공동작업범위에속하지않는,공동작업과관련된 IP

Postground IP 공동작업의종료후공동작업파트너가각자

개발한,공동작업과관련된 IP

OSS IP 개인또는그룹이자유롭게사용, 수정및공유할

목적으로만든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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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ranstrand, O., & Holgersson, M, 2014, 본인수정
출처 : Holgersson, M., 2018, 본인 수정



 A社소유 : Background IP from A, Postground IP developed by A

 B社소유 : Background IP from B, Postground IP developed by B

 AB社공동소유 : Foreground IP developed in collaboration 

 AB社무상실시권 : Sideground IP developed by A, OSS IP(라이선스에 따라 판단해야 함)

Ti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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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IP  New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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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Component - Stack - Module - Unit) 아키텍처 구조로 SW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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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원가 산정을 위해 Component – Stack –Module - Unit 단위의 기술자산 관리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SW자산 파악, 모듈 별 개발원가 관리가 중요, 오픈소스 자산구분

Product Portfolio Component BIP FIP SIP PIP OIP 총합계

mobilgene ***

A***** 3 7 2 12

A***** 37 37

M***** 72 72

M***** 22 1 23

Product Portfolio Component Stack Module 장부가치

mobilgene *****

A*****

C***** C***** x.xx억원

D***** D***** x.xx억원

D***** D***** x.xx억원

E***** E***** x.xx억원

M*****

R***** R***** x.xx억원

O***** O***** x.xx억원

M***** B***** x.xx억원

M***** L** L*** 0 원

Component

Stack

Module

Unit

SW관리시스템



 고객사는 시장가를 기반으로 비교하여 공급 요청, 이에 유연하게 대응 위한 SW 가격 구조 및 견적 전략 필요

-고객사요구사항에맞춰구성요소를조합해공급할 SW 제품을구성하고, IP별로부여된가치를합산해공급가격으로산정

SW제품
(Black Box化)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0.5억 미만

(現) 소프트웨어공급가

BIP

FIP SIP

PIP

BIP

BIP

BIP

BIP

FIPFIP

가격 (단위: KRW)

소프트웨어
기능/모듈별분류

소프트웨어
기능/모듈별가격산정

BIP

BIP

BIP

FIP SIP

PIP

FIPFIP

OIP OIP



 HW-SW분리 조달 대응 및 HMG SW Cloud체계 확립을 위한 SW 가치 산정 기준 수립

-기업별 SW자산등재및 SW사용현황검출(BIP식별, 라이선스코드부여, 가치산정, 라이브러리화, 오픈소스사용고지)

HMG SW Cloud

SW식별(회사별 Background IP)

SW기준가치평가

ESIR(기술사양시험확인보고서) / 
코드품질점검

ISIR(초도품검사보고서) /
시스템품질점검

SOP / 오픈SR / RFP컨셉설계 / 개발
품의

1차
검증성적서제출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 시장대체원가모델
• S/W가치평가모델

2차
검증성적서제출

A사

B사

A사

B사

A사

B사

BIP

BIP

BIP BIP

BIP

BIP BIP

개발라이선스체결

(Development License Fee)

양산라이선스체결

(Production License Fee)

보상 보상

License Fee 최소화 제품개당 0.5% ~ 5.5%수준으로결정
(타사 BIP비중파악후수준결정)

SW 자산화

Inner Source

OIP OIP

OSSL

OSS 사용고지



No. 라이선스
무료

이용가능
배포

허용가능
소스코드
취득가능

소스코드
수정가능

2차적 저작물
재공개의무

독점SW와
결합가능

1 1단계 O O O O X O

2 2단계 O O O O O O

3 3단계 O △ △ △ O △

4 4단계 X △ △ △ O X

5 그룹사라이선스 X X X X X O

+ 오토에버 변경수정

+ 고객사 코드

•오픈소스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외부 배포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의무만 있는 오픈소스 사용의 경우

•복제/수정/통신방식 등 사용된 오픈소스의 결합형태에 따라 수정된 코드 공개

•고객사 코드 공개가 발생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금지, 설치정보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코드
공개

 고객사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오픈소스 정책 4단계로 분류, 그룹사라이선스 정책 수립(4단계 수준)





 특허 관리 업무(OIN)와의 접점과 경쟁사 모니터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도입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ISO/IEC 5230), 그룹사 확장 등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추진

OSS TFT 운영

OSPO 구성

2020년 2018년 2017년

2021년 2022년 2022년~



IP 조직

정책 배포 / 승인 OSS 정보

OSPO OSS
Manual

배포 / 고지

법률 대응

문의

 공급망간 오픈소스 기준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OSS 정보 수집하고 승인하는 방식

 승인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 시 법률자문을 받는 구조와 승인이 완료된 오픈소스는 배포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프로세스 구성



3000개 이상

300개 이상

Case 1. OSS 원본
소스코드 공개 + 고지

Case 2. OSS 원본 소스코드

+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 부분
공개 + 고지

심플한 기준수립

Case 3. OSS 원본 소스코드

+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 부분

+ OSS와 링크된 사용자 소스코드
공개 + 고지

업무협약 체결

 단일 제품군에 포함된 많은 부품수와 이에 따른 복잡한 공급망의 이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오픈소스 검증과 오픈소스 교육 지원



 현대자동차 4개 그룹사 (현대, 기아, 모비스, 오토에버) 오픈소스 국제표준 인증 공동 획득 (’22.8/17)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징, 양산 등의 전반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프로세스 구축 (+ 담당자간 자연스런 채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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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Central
Brain(s)

Cloud

Case 1. OSS 원본
소스코드 공개 + 고지

Case 2. OSS 원본 소스코드

+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 부분
공개 + 고지

Case 3. OSS 원본 소스코드

+ 소스코드 추가 및 수정 부분

+ OSS와 링크된 사용자 소스코드
공개 + 고지

업무협약 체결

 공급망을 구성하는 어느 한곳이라도 라이선스 의무준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배포되는 최종 제품의 컴플라이언스 달성에 실패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워 공급망의 복잡한 정도와 포함된 기업들의 오픈소스 인식 수준에 따라 신뢰성의 여부가 결정됨

심플한 기준수립



맞춤형 구축 지원
(’22.2 ~ 9)

지원 대상 / 방식 확정
(’21.12~’22.1)

그룹사별 합리적인 목표 설정

 그룹사 니즈 및 법률 리스크 고려

 구축모델 (담당자, 시스템 등) 설정

그룹사 SW 개발현황 파악

 인터뷰 및 설문 실시

 SW 비중, 자체개발 여부, 조직규모 및 인식

현대차,모비스 / 오토에버 R&R

 현대차/모비스 : 정책/기준 등 프로세스

 오토에버 : 도구 등 인프라 구축

그룹사별 구축 지원

 설정된 구축모델별 지원실시

 조직, 정책/기준, 인프라 영역 등

 그룹사 내 오픈소스 오픈소스 관리역량을 보유한 3개사가 그룹사 내 공유 및 교육지원을 통해 확장 추진

 각 그룹사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개발 방식, SW 비중, 조직규모 등)를 진행 →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구축 지원



 중장기적으로 그룹사 현황 및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반영

 자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검증 서비스 및 외주 용역 활용 병행





기여 문화

-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

- 기술 플랫폼 및 표준화

공급망

- 상생협력의 가치 실현

-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제거

- 관리 영역에서 문화 영역

- 활용ㆍ기여ㆍ보안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문화

그룹사 영역을 넘어서 자동차 공급망 속에서 올바른 오픈소스
문화를 정착하여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에 이바지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백송하 책임 : rubby777@Hyundai.com
현대오토에버 류창한 책임 : changhan.ryu@Hyundai-autoe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