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05

혁신 중소제조기업 사례연구
박명준 ․ 이상준 ․ 장홍근 ․ 김동배 ․ 노용진
이상민 ․ 임주환 ․ 정승일 ․ 조형제 ․ 황경진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박명준․이상준) ····· 1
제1절 문제의식 ············································································· 1
1. 연구의 배경과 취지 ··································································

1

2. 이론적 연계점 ···········································································

4

제2절 연구방식 ············································································

7

1. 분석틀 ························································································

7

2. 연구방법 ····················································································

9

3. 보고서의 구성 ··········································································· 11

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 (이상준․노용진․이상민) ····· 12

제1절 도 입 ·················································································· 12
제2절 A사 사례 ··········································································· 14
1. A사가 거둔 혁신 ······································································· 14
2. A사의 현황 개관 ······································································· 19
3. A사 혁신시도의 궤적 ······························································· 22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과 함의 ·················································· 24

제3절 B사 사례 ············································································ 25
1. 들어가는 말 ··············································································· 25
2. 회사의 일반 현황 ······································································ 27
3. 금형제품 혁신의 전개과정 개요 ·············································· 33

4. B사 혁신의 성공요인과 한계 ··················································· 41
5. 정책적 함의 ··············································································· 44

제4절 소 결 ·················································································· 46

제3장 기계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 (장홍근․김동배․정승일) ····· 49

제1절 도 입 ·················································································· 49
제2절 C사 사례 ············································································ 51
1. C사가 거둔 혁신 ······································································· 51
2. C사의 개관 ················································································ 52
3. 혁신의 궤적 ··············································································· 57
4. 혁신의 성공요인 ········································································ 64
5. C사 사례의 함의 ······································································· 68

제3절 D사 사례 ············································································ 69
1. D사가 거둔 혁신 ······································································· 69
2. D사의 현황 개관 ······································································· 70
3. D사의 혁신 시도의 궤적 ·························································· 72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 78
5. D사의 정책적 함의 ··································································· 79

제4절 소 결 ·················································································· 80

제4장 자동차부품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 (박명준․임주환․조형제․황경진) ····· 83

제1절 도 입 ·················································································· 83
제2절 E사 사례 ············································································ 84
1. E사가 거둔 혁신 ······································································· 84
2. E사의 현황 개관 ······································································· 85
3. E사 혁신시도의 궤적 ································································ 88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 92
5. E사의 함의 ················································································ 95

제3절 J사 사례 ············································································· 97
1. J사가 거둔 혁신 ········································································ 97
2. J사의 현황 개관 ········································································ 97
3. J사 혁신시도의 궤적 ································································· 98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 101
5. J사 사례의 함의 ········································································ 108

제4절 소 결 ·················································································· 109

제5장 결 론 ··································································· (박명준) ····· 111
참고문헌 ······························································································· 113

표목차

<표 1-1> 사례연구 방법 ····································································· 10
<표 2-1> A사 주요 기술혁신 실적 ···················································· 15
<표 2-2> A사 주요 특허 등록 및 출원 실적 ···································· 16
<표 2-3> B사의 재무현황 ··································································· 29
<표 3-1> C사의 연혁 ·········································································· 53
<표 3-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개요 ··················································· 59
<표 3-3> 기술개발과정 및 주요 실적 ················································ 60
<표 3-4> C사와 인근 대학과의 산학협력 연구 ································· 63
<표 3-5> D사 주요 주주 현황 ··························································· 71
<표 3-6> D사 연혁 ············································································ 71
<표 4-1> E사 연혁 ·············································································· 86
<표 4-2> 종업원 현황(2019년 11월 기준) ········································· 86
<표 4-3> J사 거래선별 납품 현황 ····················································· 98
<표 4-4> J사 연구소 현황 ·································································· 102

그림목차

[그림 1-1] 중소제조기업 혁신의 과정에 대한 가설적 분석틀 ···········

8

[그림 2-1] A사 사업장 현황 ································································ 20
[그림 2-2] A사의 주요 손익현황 ························································ 21
[그림 2-3] A사의 주요 재무상태 ························································ 22
[그림 3-1] C사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 ················································ 53
[그림 3-2] 로봇자동화 사업영역 ·························································· 55
[그림 3-3] 물류 자동화 사업영역 ························································ 56
[그림 3-4] C사의 매출액 추세 ···························································· 57
[그림 3-5] GPR 기술 적용분야 ··························································· 58
[그림 3-6] 멀티채널 GPR 개발과정 ···················································· 62
[그림 3-7] 학습시스템 개념도 ····························································· 65
[그림 3-8] D사 로봇 관련 부품 종류 ················································· 74
[그림 4-1] 매출액, 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추이 변화(2009～2018) ··· 87
[그림 4-2] 전자식(모터식) 조향장치 시스템의 전환 ·························· 89
[그림 4-3] 제품 공동개발 과정 ··························································· 90
[그림 4-4] E사형 스마트 팩토리 ························································· 93
[그림 4-5] E사 스마트 공장 추진 현황 ·············································· 95
[그림 4-6] J사 매출 현황 및 전망 ······················································ 101
[그림 4-7] 기술 발전 경로 ··································································· 103

요약

ⅰ

요 약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 수행되었다. 연구
는 크게 금형, 기계, 자동차부품산업의 세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산업별로 2개의 혁신기업 사례를 선정해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수행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해당 업종 내에서 그간 시
장다각화를 성공적으로 거두어 대기업 종속성을 탈피한 곳을 선정하
고자 하였고, 혁신의 비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을 다원적 인
식하에서 구성하여 분석틀로 삼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형산업을 다룬 제2장의 첫 번째 사례인 A사는 중소기업의 혁신
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곳이다. 무엇
보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업 종속성을 탈
피하여,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생산방식과 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것이 핵심적인 혁신
성과이자 다양한 혁신 성과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
술혁신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탁월한 혁신지향성
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였다.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나 대학,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기술혁신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정책이나 연
구개발정책을 탐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A사의 자체
설계능력 형성은 내부에서 자체적인 설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
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활용과 외부자원 탐색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은 자원 부족으로 경영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서비스를 받거나 우수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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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
하여 A사는 다양한 인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외부의
평판을 높이고 자체적인 경영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다
양한 인증시스템 획득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A사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강력한 혁신의지를 갖고서 경영인
증시스템에 투자를 결정하였고, 그 효용을 거듭 확인하면서 지속적
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지속적인 실패학습(learning
by failure)을 필요로 하는데, 자칫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채 비
율을 지나치게 높임으로써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
다. A사는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집착에 그치지 않고, 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경영관리 역량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잘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인 B사는 30명 정도의 사출 전문 금형회사로서 자동
차부품, 전자부품, 물류상자와 팔레트(pallet) 등의 제작용 금형을 생
산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 금형제품
생산에 주력한 결과,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
차부품 금형을 납품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국내용 제품으로 생산하
는 팔레트용 금형에서 몇 가지 혁신적 금형제품을 만드는 데에 성공
하였고, 최근에는 사출금형 기법을 이용해서 얼음컵 자판기를 개발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금형업체들은 주문생산에 기
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금형제품의 개발은 고객의 혁신요
구가 높은 데에서 출발하게 된다. 금형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형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B사와 같은 소기업의 경
우 신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이 내부화되어 있지 않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객사로부터의 주문 수주 후에는 금형설계
와 성형해석,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금형제품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형의 설계역량이다. B사에서는 오너(owner)
경영자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금형설계에서 대학교나 연구소 등 외
부의 연구개발 역량이 높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이 회사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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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성형해석의 경우
에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너 경영자가 필요한 바를 경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형가공에 있
어 B사는 생산직-기능직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공공정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서 제품 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는 않다. 이처럼 제품
혁신들이 대부분 이 회사 최고경영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B사는 중소 금형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혁신의 특징과 한계
를 다 같이 보여주고 있다.
기계산업에서 혁신을 거둔 두 기업을 다룬 제3장의 첫 번째 사례
인 C사는 다채널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거둔 곳이다. 이곳은 로봇이나 물류자동화와 같은 공장자동
화를 주력부문으로 성장한 직원 10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C사
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술, 인력,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
요한 CEO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사의 혁신을 위
해 지역의 대학이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C사는 지역의 대학을 통해 국책연구원이 개발 중이던 관련 기술을
소개받았고 6년간의 공동연구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았다. 중소기업
의 기술지식에 대한 갈망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C사는 상대적으로 조직몰입이 높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
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 기술혁신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인
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금 보여준다. 셋째, C사는 착실하게 성장한 공장자동화 사업부
문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15여 년간 꾸준하게 GPR 장비 국산화에
투자하였다. 자동화 사업부가 이른바 ‘캐시카우(cash cow)’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C사와 달리 기술혁신에
투자할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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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를 전제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사에서 CEO의 역할이 없었다면 혁신은 성공하지 못했
을 것이다.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 매출액의 5% 이상
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순이익의
3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CEO의 경영방식이 C사의 성공적인 혁
신을 낳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계산업의 두 번째 사례인 D사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1960년대
에 ○○사(현재 ○○전자)의 모터 사업부로 출발하여, ○○모터, ○
○중공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용 모터 생산에서 리딩 기업 역할
을 해왔다. 50여 년간 축적되어온 이러한 산업용 모터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산업용 모터만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모터의 개발
과 생산, 그리고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용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의 개발에 이어, 아예 산업용 로봇의 자체
개발과 출시에 이르는 방향으로 다각화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과감
한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는 기존의 산업용 모터 사업에서 발생하는
안정된 매출과 수익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D사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지난 10년간 전기차용 모터와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용 서
보모터 및 그 드라이버/NC,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용 로봇의 생산에
과감하게 투자해 왔다. D사의 이와 같은 혁신 경영은 성공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간 일본에서 거의 수입해온
로봇 및 공작기계용 서보모터와 드라이버/NC의 기술국산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즉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
계 등의 최종 수요 대기업들이 이들 핵심부품의 일부를 국내에서 조
달하는 경영전략을 일부 채택하면서 D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가능
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 두 곳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E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원․하청 구조의 수직종속성에
서 비롯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중소제조기업으로
서의 역량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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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 이 회사는 국내 대기업의 일방적인 CR관행에 따른 고충을 해
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섰는데, 당시 글로벌 기업
들이 동북아 등에서 진행한 글로벌 소싱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매출
액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으로 전환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존 주력 생산품인
랙 튜브의 수요가 감소하자, 전기차 등에서 사용되는 하이토크 인터
미디어트 샤프트 등의 부품으로 주력 생산품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
서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투자를 늘렸고, 원청과의 공동설계 작업을
통해 설계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E사는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부족한 현장 기술력 내지 암묵지를 극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동시
에 현장의 기초체력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종속적 원․하청 구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마트 공장
화를 추진했다. 즉, 스마트 공장을 통해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정
확하게 파악한 다음, 투명한 내부원가와 적정한 마진율 제시를 통해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의 두 번째 사례로 살펴본 곳은 알루미늄 자동차부
품 주조 및 가공업체인 J사이다. 이 회사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공동체 정신을 형성했는데, 이는 지속적 기술혁신과 거래 다
각화를 실현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공동체 정신은 J사
가 대기업이 아니라 인격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이기 때
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J사의 혁신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
능하다. 첫째, 초기부터 하나의 원청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선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J사는 현재 국내 24개, 해외 24개의 제조업체에 다양한 알루
미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키코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자교반고
압주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원청업체와
의 거래를 확대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J사의 거래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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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는 지속적 연구개발에 따른 제조기술 능력의 축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원․하청 관계의 제약 때문에 연구개
발 자금이 부족한 조건을 국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
해 극복했다. J사는 연구개발 제안서를 잘 준비하여 정부의 지원 자
금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선진적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금형, 기계, 자동차부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에
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해 왔다. 종속성의 문제와 불공정의 문제는 분명 제약이지만, 그
렇다고 그것이 전일적으로 기업의 혁신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외적, 환경적 요인들을 잘 활용하고 내적 자원
을 잘 가꾸고 동원함으로써 한국적 토양하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혁신
을 거둘 수 있음은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이 보여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의 과정은 기계적이지 않다. 그
것은 매우 우연적인 요소들도 같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혁신을 위
한 노력이나 자원투입은 하나를 투자하여 하나를 얻는 식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진득하게 노력한 시도가 어느 시점에서 도약의 계기
를 맞아 진가가 발휘되곤 하는 식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진득하게
버티는 뚝심이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적지 않은 기업들이 하나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것을
캐시카우로 쥐고 있으면서 다각화에 성공하곤 한다. 혁신은 대체적
(substitutive)이라기보다 축적적(accumulative)이고 그러면서도 일
정한 질적 도약을 요한다. 대체로 중소제조업의 혁신은 첫 번째 성공
적인 시장 진입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도모한 새로운 확장시도, 다각
화 시도가 성공을 거두어 새로운 제품의 양산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에 안정화를 거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현행 혁신지원시스템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
도 혁신을 거둔 적지 않은 기업들은 그에 대한 의존과 효과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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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지원체계의 보다 세심한 효율화나 정교화는 분명 필요할
것이나,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데에 현 정부의 지원이나 지역의 대학 등과의 연계는 나름 의
미 있게 활용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겠으나, 어찌되
었든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안
목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의 경
우 내부의 분업체계, 특히 혁신을 향한 역량의 세분화와 그들 간의
역동적 접합방식이 면밀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CEO 의존
적인 혁신의 경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CEO의 리더십도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에 대해 보다 세심한 분석과 진단을
요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식

1. 연구의 배경과 취지
한국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화두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질의 저하는 과거 한국의 성장모델
(growth model)의 오래된 부산물이자 부작용이다. 일자리 질서의 포용적
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양적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다. 대기업 신규 일자리 수의 감소와 공채기회의 점진적 소멸 속에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청년
들은 중소제조업체를 향해 눈을 돌리지는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중소기
업체들은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에 목을 매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양산과 더불어 경제적인 활
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그러
한 일자리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적지 않지만 괄목할 성과를 보
이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점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문제가 있다고 단지 노동시장만 다루
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자리의 양질화는 산업구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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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동전의 뒷면을 이루는 생산물 시장 내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동반함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기업의 지속과 도
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
고 또 양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기회의 획득과 확장을 이뤄야
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일자리 관련 정부지
원금을 지원해 주는 식은 미봉책일뿐더러 그것이 관성화되면 자칫 ‘밑 빠
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위험도 안고 있다. 대안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
경의 공정한 개선과 더불어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역량을 갖추면서 시장
의 제약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정부지원과 제도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과연 제대로 된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바야흐로 한국의 중소제조업은 마치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듯
하다. 적지 않은 하청 중소제조기업들은 수직적 원ㆍ하청 관계 속에서 사
업의 안정성을 누리지만, 그 대가(trade-off)로 대기업 원청이 요구하는
낮은 수익률 감수를 강요받아 왔다. 그러한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의 채
용, 숙련근로자 처우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혁신부재의 덫’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은 기존의 하청 중소기업들
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거
나 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들로부터 납품을 받는 ‘글로벌 소싱
(global sourcing)‘을 하는 경우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과거 하청 중소제
조기업들이 누렸던 거래관계의 안정성마저 점차 해체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의 혁신 및 그것을 유도해 내기
위한 공공정책을 어떻게 구축해 낼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
로 혁신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혁신은 다양하고 복
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이루어낸 결과이다. 혁신의 결과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 과정과 궤적도 다양하다. 혁신의 종류도 다양하다. 흔히들
생각하는 기술혁신만이 혁신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건 오산이다.
혁신은 단지 실험실 속에서, 어떤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을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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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혁신은 그야말로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다양하게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혁신의 입체성(multi-dimensionality)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단 혁신을 이룬 기업들에 대한 ‘열린 관찰(open observation)’이 필요하다.
귀납적으로(inductively) 그들의 궤적을 추적해서 그들이 거둔 성취를 이
론화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분히 경험사회학
(empirical sociology)적이면서도 질적(qualitative)인 접근을 요구하는 연
구주제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미흡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미흡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부재
를 연구하는 연구 자체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현
재의 제약조건하에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를 거두어낸 혁신사
례들을 발굴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깊고 면밀하게 탐구하는 작업에 착수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혁신경로들을 깊게 분석함으로써 두텁게 서술해
(thick description) 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구축된 논리의 가닥들이
향후 이론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기업들에게 교
훈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쇄신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청중소기업으로 출발했으나 내부의 역량증진, 기술축적과 다양한 혁
신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신제품 개발역량, 설계역량을 키워 스스
로 신제품을 만들거나 획기적인 품질 개선의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다.
이로써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에서 벗어나 거래처를 다양화해 수익성을
향상하고 마침내 독립적인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예외사례들
(outliers)이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도 꽤 존재한다. 독자적인 제품개발,
설계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이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어떠한 내부적 노력을 기울여 성공했는지는 별도의 탐구가 필요하다. 그
러나 그들의 혁신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알지 못한다. 기술 및 역량
을 어떻게 축적하고, 노동 및 인력 정책을 어떻게 폈는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서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거래처 다양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냈는지에 관해 여전히 연구는 공백 상
태에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 우리는 정작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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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과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사례들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
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중소기업 혁신행위의 패턴
과 궤적을 깊게 분석하여 현실에 타당한(plausible) 방식으로 형성되고 집
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혁신과 논리적으로 가설화된 혁신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기획
되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날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들의
혁신의 궤적를 찾아가는 사례연구이다. 혁신 중소제조기업 사례를 탐구
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기업들이 원ㆍ하청관
계의 수직종속성에서 오는 제약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
품개발(product innovation), 품질개선(quality improvement)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도약했는지 그 과정을 탐구해 본다. 그러
한 사례들을 발굴, 탐구함으로써 다른 하청기업들에게 발전과 변화의 가
능성을 제공할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그것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혁신
과정을 모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에서의 생존과 제품 다각화로 한 단계씩 자신을 업그레이드시켜
간 기업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연치
않게 주어진 외부의 환경적 측면들과 추진주체의 전략적 판단, 오판, 수
정 등이 어우러져 궁극적으로는 해당 회사를 혁신으로 이어지게 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단순히 연구를 넘어 향후 제조
기업 혁신 모델 발굴 및 타당한 정책개발이라는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 활
용도가 크다. 즉,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에서 벗어나
거래선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소제조기업들의 혁신능력 구축과 혁
신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정부가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효
과를 제고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2. 이론적 연계점
본고의 문제의식은 매우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기반으로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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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혁신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
만 본고의 핵심적인 취지는 기존연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작업을 사후에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날것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전개해 보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은 우리의 문제의식하에 일정하게 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
적인 것이 선진 산업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형화한 Hall and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기념비적 접근이다. 그들에 따
르면, 국가를 포함한 여러 경제 주체 간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시장이
움직이는 서유럽형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에선 주
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이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영미형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에선 주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 등의 분
야에서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주의
적 시각은 제도적 조건의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여러 나라의 역사적 궤적
을 추적한 결과에 토대를 두고 혁신경로의 다양성을 성공적으로 이론화
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한국식의 발전모델, 혁신모델을 정식화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경제는 개발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강력한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making) 속에서 재벌 그룹 위주로 성장과 혁
신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각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심원처
럼 중소기업 위성 집단(satellite group)이 형성되어 왔다. 김인수(Kim,
1997)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은 산업계로 하여금 기술 학습과
혁신 성취의 환경을 조성해왔고, 산업계를 이끌 디딤돌로 삼아 혁신에 성
공해왔다. 즉, 서구의 점진적, 급진적 혁신 등 기술 변화의 속도에 따른
분류보다는 기술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산업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한국 기업의 혁신이라는 쟁점을 좀 더 명확히 드러
낼 수 있는 것이다.
혁신은 시장(market)이 아니라 기업 조직(organization) 단위(unit)와
층위(level)에서 발현되는 것이다(Lazonick, 2011). 즉, 시장에서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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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혁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진화적 기능주의(evolutionary functionalism)식의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시장 속의 경쟁 그 자체는 기업 단위와 층위
의 혁신을 담보하지 못한다. 혁신은 기업과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변화의
결과물이다. 이는 곧 내부 구성원들이 물적, 인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전
략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발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연구 중 이탈리아의 기계산업 및 하이테크 산
업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살펴본 Ramella(2017) 등의 작업이 있다. 라멜
라는 이탈리아 기업 생태계 및 혁신 기업 연구 등을 통해 이탈리아 혁신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혁신적 파트너십’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외부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혁신을
추진함을 뜻한다. 그가 밝혀 낸바, 이탈리아 기업의 혁신은 해당 기업이
속한 협소한 지역(local)을 넘어 광역 단위의 지역(regional), 더 나아가
전국적인(extra-regional)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통해 일종의 혁신 파
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또 이러한 외부 자원 활용은 내부의 기업
조직과 문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멜라는 ‘협력
적 기업 문화’를 그 요소로 꼽으며, 연구 및 개발 등을 촉진하면서 업무
자율성, 유연성, 그리고 조직의 짜임새 등을 높이는 조직 문화가 기업 혁
신의 또 다른 한 축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외부 역량과 자원 활용은 곧 ‘혁신 자원에 배태된 보완성
(embedded complementarity of innovative resources)’을 뜻한다. 즉, 혁
신에 필요한 여러 자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맞물려 있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배태된 보
완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라멜라는 정부의 혁신 정책이 단순히
기업 하나 하나를 정책 지원 객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혁신 시
스템 전체를 강화하고 산학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이 기업이 속한 제도와 체제를 기본
으로 한 분석이라면, 혁신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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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과 관련된 연구도 있다. 그것은 혁신 활동의 구체적인 기제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
로 ‘활용(exploitation)’과 ‘탐험(exploration)’이다(March, 1991). 활용이라
함은 기존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여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탐험은 새로운 영역의 시장, 혹은 제품군에 진출하여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먹거리 산업과 제품을 개척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활용은 점진적 혁신, 탐험은 급진적 혁신의 기업 단위 전
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이라 함은 흔히 탐험에 초점을 맞추
는 도전적인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활용과 탐험
모두에 능한 양손잡이 능력(ambidexterity)이 핵심일 것이다.1)

제2절 연구방식

1. 분석틀
일반적으로 수직종속적인 원ㆍ하청관계에 편입된 종소제조기업들은
거래관계의 안정성과 낮은 수익률 때문에 내부 혁신을 위한 계기를 만들
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
치 로켓이 대기권 탈출에 필요한 추진력이 필요하듯- 상당한 수준의 질
적 도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혁신적 중소제조기업(제품개발
역량, 설계 역량, 품질관리 역량, 마케팅 역량 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역량의 측면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인 도약(제품기
획, 제품개발, 제품개선, 제품설계, 품질과 원가 관리, 가공과 보전, 물류
와 납기, 마케팅과 서비스 등 역량 구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가설적인 논리적 얼개를
구축, 이를 사례연구로써 검증해 들어가고자 한다.
1) 본고에서 다룰 혁신 중소제조기업들의 사례에 대한 탐구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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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소제조기업 혁신의 과정에 대한 가설적 분석틀

자료 : 저자 작성.

여기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역량을 크게 4대 능력으로 설정한다.
그것은 각각 (i) 제품 개발․개선 능력, (ⅱ) 제품 생산 능력, (ⅲ) 신기술
채택과 활용 능력, 그리고 (ⅳ) 마케팅 능력 등이다. 4대 능력구축 내용과
중소기업 내부역량 증진 및 외부지원 양상을 구별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먼저 종속된 중소제조기업에서 혁신적 중소제조기업으로 질적 성장
과 전환을 거두기 위해 관련 분야의 내부 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
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적인 성장과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인적 역
량을 갖추고 키워왔는지 살펴본다. 중소제조기업의 혁신과정은 질적 도
약을 통한 긍정적 순환을 이루고 있어서, 이들이 혁신과 질적 도약의 선
순환 고리를 만들고 이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자립적인 중소제조업으
로 자리를 잡아나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신규 채용, 교육과 훈련, 이
직 방지, 지식과 능력 및 숙련 축적, 협동과 협업, 기술 유출 방지, 특허
출원 등, ② 기존 엔지니어, 현장 감독, 숙련기능공 및 마케팅 인력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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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통해 필요한 해당 인력을 역으로 확보, 유지한 방식(이는 상당한
정도의 교육, 훈련과 더불어 시행착오를 거친 숙련, 경험, 지식의 축적을
통해 가능), ③ 엔지니어, 현장감독자, 숙련기능공, 마케팅 인력의 경력 경
로(career path)를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처우 개선, 그리고 이
를 뒷받침하는 임금 지불능력 확보.
중소기업들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는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외부 전문가, 연구소, 학계, 원청
전문가, 공공․민간 컨설턴트 등 자문, 용역 발주, 기술료 제공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② 원청과의 관계에서 교육이나 기술지도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나 노하우(설계도 포함), 협회 주최의 교
육, 세미나, 해외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지식, 시
장정보, 노하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 활용, ③ 학계 및 공공 영역의 연
구원 용역 의뢰, 기술자문 등을 통한 제품개발, 제품개선, 품질관리, 기술
적 정보, 지식 및 노하우 획득 등.

2. 연구방법
가. 기본원리
이 연구의 접근은 방법론적으로 사회학적, 개방적, 그리고 귀납적 접근
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 중소제조업체들이 어떻게 그러한 길을 갈 수 있
었는지를 해당 기업에 길게 재직한 핵심 관계자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토대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다양한 요인들을 짚어 보되, 결국 그러한 것
들이 어떠한 시점에 어떻게 결합하고 상호작용해서 최종적으로 혁신으로
외화되었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했다. 이는 일종의 ‘혁신 경로(innovation
path)’의 블랙박스를 열어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파일럿 연구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를 계기로 향후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연구로 나아가고자 한다.
혁신적 중소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과정의 블랙박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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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례연구 방법
방법

세부내용

- 금형과 소성가공 업종은 뿌리산업으로서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금형은 상당한 숙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3개 업종에서 각각
단품생산업종인 반면 소성가공업은 대량생산업종임
2～3개의 기업사례를 - 기계업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아니라
선정하여 심층 분석
비교적 여러 품종의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함
- 자동차부품업종은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함
- 3가지 사례를 통해 같은 업종 내 혁신의 다양한 경로 확인
※ 시간과 비용, 연구 인력의 제약 속에서 혁신의 블랙박스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데 최적화
혁신 중소제조기업
간의 혁신유형과
혁신방식 비교

- 업종별 사례연구로 구축한 3×2 혹은 3×3의 사례
매트릭스(matrix)를 통해 혁신의 전략, 방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유형화

개별 사례연구

- 기업 소개
- 기업의 변화와 혁신 탐구
- 혁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혁신의 유형화

사례 간 비교

- 사례 간 혁신의 원천과 전략 비교 - 사례 유형 구분
-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 마케팅 인력 역량 구축의
비교 탐구
- 각 직종별 기업사례별 매트릭스 비교, 차이점과 유사점 및 그
원인 설명

주 : 3개 업종은 금형과 소성가공업종, 기계업종, 자동차부품업종을 말함.
자료 : 저자 작성.

사례연구가 가장 적절하다. 인력 확보, 유지 및 혁신능력 구축, 그리고 그
혁신과정을 경영자와 기업의 혁신 노력과 그 역사를 통해 접근하는 통시
적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나. 사례별 조사질문
사례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질적 도약)과정에서
제기된 5대 능력 구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질문 항목을 구성했다. 본 연
구의 탐색적,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질문 항목은
최소화하고 단순화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기본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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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질문을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① 연구개발설계능력
- 현재 귀사가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누
구입니까?
- 신제품 개발과 설계의 일반적인 과정은 어떠합니까?
② 제조능력
- 개발된 제품을 양산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제품을 양산하면서 생산성을 개선하며 안정화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어떠합니까?
③ 공정개선능력
- 운영시스템(ERP, MES, CAD)을 도입하거나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기
존의 안정화된 공정을 개선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
- 안정화된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에 일반적인 과정은 어떠합니까?
④ 마케팅능력
- 기존의 거래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 새로운 국내외 판로를 개척할 때에 대표적인 과정은 어떠합니까?
⑤ 자본조달능력
- 현재 설비를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때 주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 설비 투자를 위한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때에 일반적인 절차는 어떠합니까?

3. 보고서의 구성
본문의 제2, 3, 4장에서는 각각 금형, 기계, 자동차부품 등 3개 산업에서
각 2개씩 총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혁신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여
기업들이 혁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2～4장의 각 장별로는 통일된 항목들을 배치해 사례를 기술하고자 했
으며, 그 순서 및 내용은 (i) 해당 회사가 거둔 혁신(무슨 혁신을 했고 왜
A사가 그간 성취한 바에 주목하는가?, 그중에서도 어떻게 다각화에 안정
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가? (ii) 회사의 현황 개관 (iii) 혁신시도의 궤적
(iv)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v) 교훈과 함의 등이다. 끝으로 제5장(결론)에
서는 6개 사례가 주는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며 보고서를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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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제1절 도 입

금형은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금속 ‘틀’을 뜻한다. 금형
산업은 이러한 금형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뿌리산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르면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몰드베이스 및 기타 금형이 이
에 해당된다. 전방산업으로는 기계, 전기 및 전자, 광학정밀 산업 등이 있
으며, 후방산업으로는 소재 및 부품, 공작기계, 열처리 및 표면처리, 엔지
니어링 및 디자인 산업 등이 있다.
한국 금형산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 규모 약 10조 원으로 세계 금
형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19.5%), 일본(11.7%), 미국(6.4%),
독일(6.2%) 등 제조선진국에 이어 생산량 세계 5위에 해당한다(한국금형
공업협동조합, 2018). 같은 연도 기준으로 수출은 약 29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수출액 세계 2위에 해당한다(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2018).
이러한 한국 금형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다수 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금형 업체는 6,500개가량 존재
하는데(산업통상자원부, 2017), 그중에서 종업원 10인 이상 회사가 대략
1,600개이다(통계청, 2017). 즉, 전체 업체 중 75%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업체(micro-firm) 규모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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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머지 25%인 종업원 10인 이상 1,600여 개 사업장 중에서도 10～19
인 사업장이 900여 개, 20～49인 사업장이 570여 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생산이나 수출 규모는 이미 안정적으로 세계 5위권 이내에 진입했지
만, 업체별 고용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영세한 사업장이 대다수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산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은 금형산
업의 원․하청 구조, 거래관계의 특성, 고가의 금형장비 등이 필요한 산
업적 특수성 때문에 임가공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배규식
외 2016).
산업 정책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금형산업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부
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960～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하고 그 이
후 금형산업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나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관련 법제가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5년 ‘금형공업 육성지원 방안’,
1995년 ‘금형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울러 2012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
단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한국 정부는 금형산업 기술개발과 산업 고
도화, 경쟁력 강화 등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왔다.
그렇다면 금형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일본과 독일 등
제조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중국 및 동남
아 국가들의 추격으로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정태성, 2019).
아울러 청년 신규 인력의 진입 감소로 인해 금형산업 전체가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2018). 즉, 외부에선 산업
자체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내부에선 신규 인력 진입 및 양성 등
인적 자본의 경쟁력 제고가 바로 금형산업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는 곧
한국 제조업 전반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개
발 및 전환, 설계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개발, 제조 공정 스마트화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정태성, 2019). 아울러 금형산업의 수요 산업에 해
당하는 후방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기회 포착과 납품선 다
변화 등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중견 금형
업체(A사)와 영세 금형업체(B사)에 대한 사례탐구를 통해 혁신형 중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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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업의 성장 원동력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금형산업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A사 사례

1. A사가 거둔 혁신
A사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
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는 대기
업 종속성을 탈피하여,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생산방식과 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것이 핵심적인
혁신성과이자 다양한 혁신성과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소기업으로서 탁월한 혁신지향성
을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혁신성과를 창출하였다. 금형산업의 원․하청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는 원청기업이 금형
설계까지 마친 후에 하청기업에게 설계에 기초한 납품을 요청하는 유형
이다. 둘째는 원청기업으로부터 제품 도면 상태로 금형 주문을 받은 후에
하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성해 납품을 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원청기업의 1차 하청업체로부터 금형 주문을 받은 후에 2차 하청업체로
서 자체적으로 금형 설계를 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유형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 유형은 금형업체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원청기업에
대한 전속성과 종속성을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자체설계능력을 육성하여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자체설계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은 구체적인 기술혁신 실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A사는 자동차부품 및 사출금형 분야에서 약 20여 건의 기술혁신
실적을 갖고 있다. 기술혁신은 크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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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품혁신, 그리고 제품제조공정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완전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공정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사의 성과에서 공정개선은 공정혁신에 해당한다면, 신제품개발과 성능개
선은 제품혁신에 속한다. A사의 기술혁신은 공정을 개선하는 수준에 그
치지 않고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기술혁신 실적은 그 자체가 주요 혁신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혁신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역량은 지속적인 자체설계능력 개발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 실적은 핵심역량의 한 지표에 불과하다. 주
요 기술혁신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학
회 등과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정책이나 연구개발정책을 탐
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중소 금형업체인 A사의 자체설
계능력 형성은 내부에서 자체적인 설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활용과 외부자원 탐색을 통하여 이루어
<표 2-1> A사 주요 기술혁신 실적
개발기술명

적용
제품

성과

개발완료 개발비 기술 자금
연도
(억 원) 개발 조달

다색 동시사출(DOMCOST)공법
적용 친환경 크래쉬 패드 개발

자동차 공정
부품 개선

2011

2,660

공동 정부
연구 출연

보행자 보호용 경량 Active FEM
개발

자동차 성능
부품 개선

2012

4,173

공동 정부
연구 출연

유리섬유 고함유 자동차부품용 고경
사출
도(Hv), 저마찰(Hard Coating) 부여
금형
사출금형 개발

공정
개선

2012

1,950

공동 정부
연구 출연

자동차 부품용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 사출
라스틱 사출금형 수명 향상 기술 개발 금형

성능
개선

2010

603

공동 정부
연구 출연

자동차 신제품
부품 개발

2012

4,173

공동 정부
연구 출연

중소형 EV버스용 차체/플랫폼 설계 자동차 신제품
및 제작기술 개발
부품 개발

2012

52.7

공동 정부
연구 출연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중간재 및
복합재 차체부품 개발

자료 : A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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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포함하는 기술혁신은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하
는 기업 특수적 성격을 갖는다면, 특허 등록 및 출원은 해당 업종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업종 특수적 성격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술혁신이
해당 업종에서 새로운 혁신 성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게 새
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할 때 특허는 해당 업체 차원을 넘어서
소속 업종 차원에서의 새로운 기술성과를 의미한다. A사는 이러한 업종
차원의 신기술 개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하
여 27건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설계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은 기업혁신의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생산관리와 인적자원관리를 아우르는 경영관
리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없이는 기업혁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은 자원 부족 탓에 경영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들의 자문서비스를 받거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A사는 다양한 인증시스템을 활
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외부의 평판을 높이고 자체적인 경영능력을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시스템 획득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표 2-2> A사 주요 특허 등록 및 출원 실적
국가명

출원
등록일

비고

대면적 사출금형 표면처리 방법

대한민국

2012. 5. 30.

출원

복합소재를 이용한 차량용 차체

대한민국

2012. 2. 6.

출원

저비중속경화용 SMC성형방법

대한민국

2011. 6. 30.

출원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수지이송 성형방법 및 그
성형체

대한민국

2010. 6. 1.

출원

사출 성형 장치 및 사출 성형 방법

대한민국

2010. 12. 14.

등록

저비중, 고강도 및 속경화 복합소재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2009. 12. 17.

등록

인몰드 사출장치

대한민국

2008. 8. 13.

등록

슬라이드코어를 구비한 사출금형 및 그 제어방법

대한민국

2009. 3. 2.

등록

특허/프로그램명

자료 : A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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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인증시스템 획득 및 유지가 외부전문가 자
문에 비하여 금전적인 비용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다. A사의 경영진과 구
성원들은 강력한 혁신의지를 갖고서 경영인증시스템에 투자를 결정하였
고, 그 효용을 거듭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글로
벌 강소기업 지정,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신보 IPO 후보기업 선정,
KISTI 패밀리기업 지정, 생산성경영체제 확인, ISO 16949,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 SQ
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등이다. 다양한 인증시스템들이 서로 다
른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A사 경영관리의 혁신 성과는 특정한 분야
에 한정되지 않고 전 과정과 기능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
적 경영관리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촉진
과 모범적인 관행 보급을 위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및 다양한 학습지원책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인적자
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적자원개발의 토대는 정보 공유이다. A사는 월례회의에서 전 직원에
게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황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기업 홈페이지를
활용해 방대한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정보 공유는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특히 A사와
같이 기술혁신과 관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에게 내부
이해관계자인 구성원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인 투자자들과 거래처 및 거
래를 중개하는 에이전트들의 신뢰는 혁신의 결정적인 촉매 효과를 가져
다 줄 수 있다.
A사는 또한 분임조 활동으로 직급 및 직무 간에 품질 개선과 다양한
학습활동을 진행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생산과 관리
를 혁신하고자 하는 금형업체들은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
생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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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조와 전략 방침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자,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
인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업무수행자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모두 접하게
된다. 분임조 활동은 특히 중간관리자들과 업무수행자들의 문제해결능력
을 강화하여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고 문제 개선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업무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생산직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
도록 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팀별로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1인당 40시간의 교육시간을 책정하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
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A사는 ‘2019 글로
벌 강소기업’에 지정되어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4년간 2억 원과 기술개발
사업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청년 친화 강소기
업에 지정되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별도로 관리받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유
명 포털사이트에서 강소기업을 검색하면 기업정보와 선정 현황을 제공하
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가 사업장의 현장을 방문 취재하여 기업 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 등을 홈
페이지에 등재시켜주기도 한다.
신보 IPO 후보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IPO)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그리고 KISTI 패밀리기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과학기술기반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
하여 K-마루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기획과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 PMS)
는 기업 경영시스템의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기업의 현재 수준을 인증하
고, 문제점 도출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혁
신활동 및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산업발
전법 제30조에 근거를 둔 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인 PMS는 회사 경
영진과의 면접에서도 확인된바, 경영혁신의 핵심적인 성과이자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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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PMS에서 A사는 정량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경영수준을 등급(level)
별로 인증하는 등급인증형 인증을 받았다. 경영 수준은 최저 l등급에서
최고 10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사는 이 가운데 4등
급에 해당한다. 4등급은 중소 제조업체로서는 매우 뛰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PMS 4등급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서 A사에 부합하는 주요 특징은 다음
과 같다. 매출과 함께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
영진은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영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
론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또한 A사의
중장기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납기, 품질, 원가 등 생산 현장의 성과 지
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측정하여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생산 현장의 유지 및 개선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한편,
지식과 정보관리 차원에서 2002년 ERP를 도입하여 업무전산화를 시도하
였지만 ERP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게 되자, 금형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 RMS)을 개발하였다.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전
산시스템으로 전자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능과
함께 보유 기간이나 처분 지침 및 처분과 관련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김
초롱: 6～7). A사는 RMS 차원에서 K-system이라는 고유의 업무전산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

2. A사의 현황 개관
A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산업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뿌
리산업의 금형전문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자동차 내외장 부품에 사용
되는 사출성형제품, 복합소재 성형제품 및 기초소재 생산전문 제조기업이
다. 주요 사업분야는 사출금형, 특수금형, 사출부품, 복합재 부품 등이다.
창업 초기 금형기술에서 출발하여 이후에는 사출성형, 기초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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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다각화를 꾀하여 왔다. 수십여 종의 차량마다 다양한 자동차 내
부의 금형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존 금속 제품을 특수 플라스틱으로 대체
해서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내구성은 더 강화한 특허제품들을 주력
으로 삼아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A사는 H완성차업체 등 국내 자동차 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뛰어난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다. 2017년에 자동차부
품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었지만, A사는 인도와 러시아 등 새로운 해외 시
장을 뚫은 결과로 수출액이 1년에 두 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
근에는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무인
자동차 센서 개발 등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관련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A사는 자산
총계 475.4억 원(납입자본금 11억 원), 매출액 489.4억 원, 종업원 수 126
명인 중소기업이다. 안정성 분석을 위해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분
석하면, 자기자본비율은 24.75%이며, A사가 속한 산업(주형 및 금형 제
조업)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41.18%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그림 2-1] A사 사업장 현황

자료 : A사 내부자료.

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2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은 304.01%이며, 소속 산업의 부채비율 평
균은 142.84%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
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영업자본회전율, 유동비율을 분석했을 때, 순영
업자본회전율은 3.24회이고, A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평균 순영업자본회전
율은 4.01회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하다. 또 유동비율이 110.65%
인 데 반해 산업평균 유동비율은 111.30%이므로 이 또한 산업평균 대비 상
대적으로 열위한 상태이다.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자본순이익률과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총자본순이익률은 2.52%이
며, A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은 1.81%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이며,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은 1.52%, 산업평
균은 1.99%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이다.
기업영업규모의 신장세를 평가하는 매출액증가율은 57.02%이며, 기업
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평가하는 총자산증가율은 -7.52%으로 A사가 속
한 산업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산
업평균 총자산증가율은 0.17%로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태
이다. A사의 자본활용 효율성을 평가하는 매출채권회전율은 10.99회인데,
[그림 2-2] A사의 주요 손익현황

단위 : 십억 원

자료 : NICE 상세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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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사의 주요 재무상태

자료 : NICE 상세기업정보.

소속 산업의 평균 총자산회전율은 0.76회로 A사의 총자산회전율이 산업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산업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3.96회로 이
또한 A사가 산업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이다.

3. A사 혁신시도의 궤적2)
A사의 창업주는 H완성차업체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개인회사를
창업한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창업 직후에 주로 금형기술을 바탕으
로 혁신을 이루었다. A사의 신기술 개발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창업주
는 지극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인물로, 직원들의 교육이나 인성을 중시
해 왔다. 지속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학습하며, 실패를 하더라
2) A사의 대표는 2012년에 ‘4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본 소절은 기능
한국인으로서 선정된 A사 대표를 소개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블로그 <숙련기술
인>의 ‘기술in이야기’ 코너의 글을 일부 활용하였다(해당 블로그의 웹사이트 주소:
https://blog.naver.com/skilledkorea/100188881843, 2019. 10. 3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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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끊임없이 다시 도전해 왔다. 영업 분야에서도 해외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계속해서 도전했다. 생산과 관리업무에서는 원칙대로 수행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A사의 대표는 중학교 졸업 1년 후 부산에서 소규모 목형업체에 취업하
였다. 3년간의 회사 생활과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H완성차업체에 입
사하여 시작차(prototype car, 試作車)를 만들었다. 차의 외관부터 성능,
인체공학, 생산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차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
차 부품과 제작에 대한 전문 기술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수입하던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의 국내 제작을 위한 사업부서가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파트에서 일하며 기술력과 리더
십을 인정받았다.
이 즈음에 그는 창업을 결심한다. 퇴직금을 받아 동료들과 함께 A사의
모체를 설립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대표의 기술력과 노하우
를 바탕으로 A사는 자동차 모형과 플라스틱 부품 제작 등에 매진했다. 10
년간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A사의 모체는 1995년 H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
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동료와 회사를 분리하여 A사로 상호
를 변경하고 플라스틱 사출금형 전문 제조업체로 회사를 탈바꿈해 갔다.
사업 초기에는 신생업체라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하기도 했
다. 그러나 H완성차업체 연구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난관을 극복해 갔
다. A사의 대표는 특히 R&D부터 품질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재교육이며, 직원들의 가치성장과 자아실
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 믿었다. 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해 매달 두 번
씩 전 직원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과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
였다. 회사의 수익과 매출도 월별로 직원들에게 모두 공개했다.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공유의 장을
만들었다. 직원 자녀 대학등록금 절반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
시스템도 갖추었다. 직원들 스스로도 실패 비용이 20만 원 이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려 했다. 공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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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6개월 간 6천만 원에 달했던 실패 비용이 공개 이후에는 6년간 8
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A사 직원들은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생각의 틀을 깨자는 신념을 함양
했다. 매년 매출의 2%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했으며, 그 결실로 필름 인
서트, 히든파팅, 텐덤몰드 등 신공법 20여 개가 ‘국내 최초, 최고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8년에는 필름 삽입식 금형공법과 금형 내부 코팅 공
법 개발로 A사의 대표가 ‘울산과학기술인상(기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
다.
한편, 2005년에 그는 복합소재 산업의 리더라는 비전을 품고 제2의 도
약에 나섰다. 전북 김제에 제2 공장을 열었으며, 탄소섬유를 이용한 카본
SMC 소재, 전기버스 복합재 차체 개발 및 제작에 착수하였다. 2002년부
터 개척에 나선 해외시장 역시 잠재력이 큰 캄보디아, 콜롬비아, 나이지
리아 등 제3국가로 다원화해 갔다.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과 함의
핵심적인 동력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주요 임원진들의 연구개발 지향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로서 탐구와 신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기술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에 A사의 혁
신 원동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은 연구개발 결과의 현실화와 연구개발관
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일정한 수준의 보완과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다행히도 A사는 연구개발과 상용화
생산 간에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연구개발 역량과 경영관리 역량 간의
대립적인 지향을 조화시켜 이러한 위험을 잘 극복하고 있다.
첫째로, 연구개발에서 형성된 개념기술 또는 설계기술이 생산설비 운
영으로 안정적 상용화와 지속적 개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몰입과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전산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A사는 이러한 측면을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 공유,
학습 촉진, 업무 전산화 참여 등으로 시스템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원동

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25

력을 상용화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은 지속적인 실패학습(learning by failure)을 필요로 하
는데 자칫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고 지나치게 부채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
영을 압박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A사는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고집하지 않고 이를 적절하게 제약할 수 있는 경
영관리 역량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이 잘 내재되어 있다. 비록 엔지니어
기질을 가진 연구개발 임원들과 경영관리 영역을 책임지는 임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신뢰에
기반을 두고 대립적 측면을 조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었다.

제3절 B사 사례

1. 들어가는 말
이 절에서는 소규모의 금형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품혁신 과정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금형회사들은 대부분 30인 이하의 중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과연
제품혁신이 얼마나 가능한지,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본 절의 주된 목적이
다. 이것을 위해 그나마 혁신적 제품을 많이 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일반적인 명성만을 찾아서 접근하면 사례조사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형공학과 교수에게 적절한 금형전문 기업
두 곳을 소개받았고, 그중 본 연구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곳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사례조사는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3)
3) 해외 영업 담당자, 기업 경영자, 혁신적인 제품 설계자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매우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준 B사의 최고경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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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연구자가 금형기술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
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형에 관한 사전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어 중
견기업(이하에서는 Q 중견기업이라 부르고자 한다)의 혁신과정을 조사하
였다.4) 당초 이 회사도 사례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
회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분사된 금형전문 중견기업으로서 대
기업 시절부터 혁신활동을 해왔고 조직 내에 대기업 DNA와 혁신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혁신에서 느끼는 고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Q사는 본 사례연구의 준거점으로만 사용
하고자 한다.5)
본 절의 사례연구 대상인 B기업은 설립 초기부터 경쟁기업들과 가격경
쟁을 피하면서 고부가가치 금형제품 생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부품
금형을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용으로 생산하는 팔레트용 금형에서는 몇
가지 혁신적 금형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형 중소기
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 결과 일본이나 태국, 미국, 호주, 인도, 인도
네시아 등 해외에서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출금형
기법을 이용해서 얼음컵 자판기를 개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이런 혁신성과들은 대부분 이 회사 최고경영자의 아이디어
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 금형기업 혁신의 특징과 한계를 보여주
고 있기도 하다.

4) Q 중견기업은 자동차부품과 전자부품 등을 위한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문업체로
서 화성, 천안, 장성, 광주, 태국 등에 공장을 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회
사는 금형 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부품을 양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 금형 개발에서 매출의 47%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매출액이 1,560억 원
정도이고, 근로자 수는 국내가 489명, 태국이 285명 등이다.
5) 이런 준거점을 가지고 있으면 금형업종에서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견주어서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
교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근로자들을 만나서 인
터뷰할 때 그들의 경영이나 기술이 지닌 특수한 사정을 일반화할 수도 있기 때문
에 Q중견기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B기업 최고경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걸러 듣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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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일반 현황
가. 회사 개요
B사는 인천에 있는 사출금형 전문회사이다. 여기서 사출 금형은 플라
스틱 수지와 같이 녹인 고분자 재료를 주입하여 냉각, 고화, 경화 등을 거
친 후 추출하여 필요한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금형의 한 종류이다.
사출 금형은 이처럼 복잡한 형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복적으로 대량생
산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어서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 등에 높은 산업
적 응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보면, 1989년 1인 기업으로 설립된 뒤
1991년부터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제조공장도 처음에는 부천에
있었으나 2001년에 현재의 소재지로 확장 이전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
는 태국에도 공장을 하나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태국법인은 금형설계나 제작에 관여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수출한 금형에
대해서 유지․보전(maintenance)하는 과업들을 맡고 있다. 조직규모가
인천공장이 30명, 태국공장이 27명 정도로서 전형적인 중소기업인데, 우
리나라의 금형회사들이 대부분 2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그래도 금형회사로서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면서 조직규모를 더 이상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
지 않다.
이 회사의 주된 제품은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물류상자와 팔레트
(pallet) 등의 제작을 위한 금형이다. 자동차부품용 금형은 램프 하우징,
도어 트림, 인 패널, 필러스, 범퍼, 도어 비저, 배터리 케이스 등을 의한 금
형들이고, 물류상자용 금형은 이색 물류상자, 접이형 빈, 네스팅 컨테이너
등을 위한 금형이고, 팔레트용 금형은 플라스틱 팔레트, 핸드카 타입 팔
레트, 투웨이 팔레트, 포웨이 팔레트, 압축형 목재 팔레트, 경량용 팔레트,
중량용 팔레트 등을 위한 금형이다. 이들 금형은 대부분 초대형 제품들이
어서 이 회사는 대형 금형 전문회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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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용량은 매월 2,000톤 이상 금형을 5세트, 1,000톤 이상 금형은 10세
트, 850톤 이상 금형은 15세트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 회사의 주된 매출처는 국내외에 퍼져 있다. 먼저 팔레트와 물류상자
등은 주로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팔레트 제품에 요구되는 형상이 복
잡해서 팔레트용 금형에서 이 회사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부품용 금형은 모두 수출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일본인데, 도요타나 닛산의 1차 벤더나 2～3차 벤더들이 주된 고객사들이
다. 그 밖에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이란 등의 고객사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
이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했고 경쟁이
심한 저부가가치 금형과는 거리를 두면서 고품질․고부가가치 금형을 중
시하였으며, 그만큼 금형제품 혁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표 2-3>에서 B사의 재무상황을 보면, 2017년 현재 매출액이 46.5억
원, 영업이익이 4.3억 원, 당기순이익이 3.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
년에서 2017년 사이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재무상황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음도 볼 수 있
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7～9% 정도로
서 다른 중소제조업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상의 재무상황이 중
소 금형업체이면서 혁신적인 이 회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의 매출액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환경이 좋지 않
아서 향후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지금 당장 가장 우려되
는 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금형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이 부상하면서 중국 금형업체들의 기술력이 급상승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어둡게 보고 있다. 금형
제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금형회사들이 중국 금형회사들에게 이미 따라
잡혔고, 설계 능력에서는 약간 앞서고 있으나 중국에 무궁무진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내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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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B사의 재무현황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당기순이익

2014

55.1

4.3

2.6

2015

68.8

5.6

3.8

2016

66.9

4.9

3.8

2017

46.5

4.3

3.2

자료 : 잡코리아 인터넷 자료.

여기에 최근 최저임금의 급등과 근로시간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외
국금형회사들과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받은 인증들은 2004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1996), 2005년 벤처기업 인증, 2005년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2000), 2007년 IBK 기업은행에 의한 유망 중소기업 선정, 2007
년 경영혁신(이노비즈) 인증, 2011년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등이다.
나. 조직구조와 근로자 현황
이 회사의 조직구조는 금형설계 1개, 금형생산 3개, 사무부서 1개 등 5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장장도 따로 두지 않고
최고경영자와 팀장의 보고라인만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영업부서나 영업직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경영자가 직
접 영업을 뛰고 있다. 앞으로도 조직 규모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할 생각
을 가지고 있다. 조직규모를 더 늘려봐야 관리 부담만 늘어나고 여기서
매출액이 더 늘어난다고 영업이익이 덩달아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
문에 현재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고경영자가 외근 중일 때가 많아서 팀장들에게 자
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참여하는 회의도 1주일 30분씩
1회만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팀장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금형 설계나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은 최고경영자가 한눈에 볼 수 있
기 때문에 가끔씩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한 번씩 둘러보는 정도의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시간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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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금형의 개
발은 여전히 최고경영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회사의 운영과 혁신에서 최고경영자가 절대적인 역할을 맡
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1970년대 말에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첫 입사한 기
업에서 금형부서로 배치되면서 금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서울
소재 한 4년제 대학의 금형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
재는 그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의 회사가 설립된 것은 최고경영자가 대학생
신분이었을 때였다. 이상의 경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회사 최고경
영자는 오랜 현장 경험과 이론적 학습을 통해서 금형가공과 금형설계에
모두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혁신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의 직종별 근로자 구성을 보면, 생산기능직 근로자 20명, 설계
직 근로자 7명, 사무실 근로자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기능직 근
로자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회사에서는 그래도 근속연수가
10년 넘은 생산기능직 근로자가 7명 정도 있으며, 이 회사 설립 때부터
참여한 근속 29년차 근로자도 1명 근무하고 있다. 참고로, 생산기능직 근
로자가 자신의 급여수준에 해당하는 몫을 하려면 2-3년의 경험이 필요한
데, 그 정도의 숙련을 습득하게 되면 이직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계직 근로자 7명 중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은 근로자는 1명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속연수도 무난한 편이다. 설계직 근로자도 자
기 급여 수준의 몫을 하려면 2-3년의 근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실 근로
자들은 외국어 담당 1명, 경리 1명, 일정관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 관리자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급여 수준은 최근의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산기능직과 설계직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신입사원의 초임이 3,300만～3,500만 원 수준이고,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5,000만 원을 받고 있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져 있고, 수당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금형시장의 특성이 급하게 들어오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로시

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31

간이 많아서 초과근로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 금형시장의 이런 특성
때문에 주 52시간 상한 규정이 적용될 때 금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납기를 잘 맞추
어준 것이 큰 강점이었는데, 이후에는 납기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형 설계와 금형 가공 등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다. 금형 설계에
서는 CAD(Computer-aided Design),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CAD는 효율적 설계를 위해서 3D 도면의 작성, 구조적 치수의 산
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CAM은 금형제품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조공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면의 경우 과거에
는 2D 도면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3D CAD와 2D 도면을 혼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2D 도면이 필요한 이유는 2D 도면이 수치 등을 더 엄격하
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2D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CAE는 성형분석 및 해석, 제조공정 시뮬
레이션, 검사 등 금형제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과업을 보조하는 프로그
램인데, 이 회사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금형이 아니면 이런 과업들을 수행
하지 않고 있다.
사출금형 제작은 여러 가지 금형부품들을 가공한 다음 그 부품들을 조
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형부품들은 가공도 MCT(Machining
Center)와 방전가공(EDM: Electric Discharge Machining)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기술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MCT는 기존의 선반이나 밀링이 하던 작업을 대신해주는 자동화기계로
서 범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방전가공은 방전 시 발생하는 열로 녹여서
제거하며 형상을 만드는 가공법인데, 미세한 코너 작업이나 특정 모양의
구멍을 낼 때, 구현하기 어려운 정밀 형상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법
이다. 이전에는 사람의 눈썰미를 이용해서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당
부분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다만, 조립공정은 미세한 공차를 감
안하여 금형 부품들을 조립하려면 작업자의 눈썰미와 손기술이 요구되는
터라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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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근로자들의 숙련형성은 전형적인 비공식학습 과정으로 이뤄진
다. 설계직 근로자나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공식훈련이 따로 제공
되지 않고, 선배들로부터 배우거나 작업경험을 통한 현장훈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형의 설계나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작업방식이 팀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숙련 전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공식학습을 통해서이지만, 이 회사에서 숙련습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파이낸스투데이 2014년 2월 24일자에
｢
최고의 금형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이 회사에 입사하라｣
는 기사가 등장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식훈련은 일학습병행제이다.
조만간 3～4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제에서 졸업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정부의 지원 정책 중 이 회사가 괜찮다고 하는 거의 유일
한 사업인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내 교사들을 육성해주는 프로그램
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작업자들의 다기능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
형 가공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가공 관련 숙련에만 한정되어 있고 설계
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설계 기능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가 늘어나더라도 가공과 설계 사이에 업무 전환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거래를 많이 해본 이 회사 최고경영자의 의견으로
는 바로 이 점에서 일본 금형회사들과 차이가 많다고 한다. 일본 금형회
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이 주임급 정도가 되면 가공
과 조립뿐 아니라 설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공․
조립과 설계 사이의 다기능화 정도가 낮아서 가공, 조립, 설계 등의 숙련
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형
기술의 장점은 금형 설계 근로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4년제 대학교 학과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4년제 대학에 금형공학
과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금형기술
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 회사 최고경영자는 보고 있
다. 참고로, 최근 중국에서도 대학교에 금형공학과를 두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금형제품의 혁신 아이디어가 주로 금형 설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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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이런 사정들과 관련이 있다.

3. 금형제품 혁신의 전개과정 개요
가. 제품 혁신의 역사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 달리 금형산업은 고객사의 주
문에 따라서 금형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혁신을 가르
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금형기업들은 우선 대부분 새로운 금형제품들
을 만들기 때문에 혁신이 항상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형의 개발이나 혁신은 학자들이 진행하는 연구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밟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제품을 반복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소
기업의 기준에서 보면, 금형제품이 계속 혁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금형제품의 혁신성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학자
들의 연구처럼 기존의 금형제품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금형제품을
개발해냈는가의 여부를 혁신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상
의 문제의식을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금형제품의 혁신성을 당시 금형제품
이나 기술에 비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수준의 금
형제품을 개발한 정도로 이해하면서 이 회사의 제품 혁신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 회사에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설립 초기부터이다. 최고경영자가
이미 저렴한 가격 기반의 시장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초를 둔 고부가가치 금형 시
장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이런 고부가가치 전략이 시장에 먹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2000년대
에 들어서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 회사의 설립 초기인 1990년대에는
금형제작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혁신이 나오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3D 모델링을 위한 CAM 시스템 2개 종류를 개발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회사의 한글 지원 금형제작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은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가령 이 회사가 국산화한 한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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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시스템이 연간 30억 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기
사(매일경제 1995년 6월 7일자)가 나올 정도였다.
2000년대에 이 회사의 금형제품 혁신은 크게 2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내수용 제품인 팔레트 제작을 위한 금형이었다. 이 제품에 혁신이
이루어진 계기는 어느 고객사가 팔레트를 들고 와서 립(rib)이 달린 팔레
트 제작용 금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었다. 여기서 립은 동물
의 갈비처럼 팔레트의 구조를 받쳐주며 안정감을 주는 보조물인데, 그 전
의 금형들은 립이 없는 팔레트만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 회사가 고객의
이런 주문을 듣고 립이 달린 팔레트용 금형을 만들어주면서 팔레트용 금
형 제품의 혁신이 시작되었다. 그런 혁신성과를 물려받아서 2004년을 전
후해서는 핸드카 타입 팔레트 제조용 금형을 구현해냈다고 한다. 핸드카
는 공구나 설비, 자재 등을 운반하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팔레트를 그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경사가 있어야 하고 구멍들도 요구되는
등 금형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그것을 이 회사가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팔레트의 경
량화를 위한 금형을 개발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아
서 공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팔레트의 경량화를 위한 금형은 특정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어서 이 회사가 그 팔레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상
태에 있다.
두 번째 혁신은 일본 고객사들에 대한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개발이다.
일본 고객사들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일본 금형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려 시도하고 있었던 차에 그 회사와 우
연히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회사의 첫 요청은 자동차 도어 손
잡이용 금형 제작이었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준 금형의 품질과 가격 등에
만족하면서 범퍼나 사이드 미러 램프 하우징, 도어 트림, 필러스 등 다양
한 자동차 부품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 수요가 이어져오고 있다.
지금도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명성을 듣고 일본의 새로운 고객사들로
부터 금형 개발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자동차부품용 금형들이 얼
마나 혁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이 품질 등

제2장 금형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35

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으
면서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혁신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회사 대표의 얘기로는, 일본 기업에게 나름의 경쟁력을 가
질 수 있었던 것은 금형 기술력과 품질 외에도 정확한 납기 준수, 상대적
으로 낮은 가격 등의 요인이 있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 주
된 이유는 단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간에 금형 설계 변경이 요
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고객사들은 설계 변경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이나 외국의 고객사
들은 설계 변경 요청 시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우
리나라 고객사들의 경우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구매 담당자의 잘못으로
간주해서 담당자들이 상부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일본의 고객사들은 설계 변경을 불가피한 개선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구매담당자들이 그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를
처리하기가 용이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회사는 우리나라 자동차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뛸 생각
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고객사들로부터 일정 수준
의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부품용 금형 제작으로 눈을 돌릴
동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서 얼음컵 자판기를 소개하
고자 한다. 이 회사 최고경영자가 태국의 어느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식당
직원이 맥주컵에 얼음을 계속 가져다주는 것을 보면서 금형기술을 이용
해서 얼음컵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이 회사가 플라스틱 사출 금
형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금형에 플라스틱 대신 물을 넣어서 얼음컵을
만드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한다.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1회용 얼음컵
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맥주나 냉음료 컵으로 사용해보자는 아이디어였다.
다른 방법으로 얼음컵을 만들려면 얼음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이 어렵지만, 이 경우에는 금형 틀에 물을 부어 얼려서 컵을 만들기 때문
에 바로바로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경재성이 현저하게 올라
갈 수 있게 된다. 이 아이디어는 주문형 생산에 그치고 있는 금형업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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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벗어나서 대량생산 기반 기업으로 전환해보고 싶은 니즈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아직 그 혁신 제품이 상품화되지는 못하
고 있는데, 이 회사의 조직규모나 경영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그런 사업 영역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30건 정도
에 이르고 있다. 그중 팔레트용 금형에 대해서 5～6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얼음컵에 대해서도 1건을 가지고 있다.
나. 금형제품의 개발․제조 과정과 혁신의 과정․체계
금형제품의 혁신은 금형제품의 개발․제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형제품의 개발과 제조과정을 따라가면서 그것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금형제품은 고객사의
주문에서 출발한다. 고객사 주문이 발생한 후 고객사로부터 성형제품(지
금부터는 금형제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형을 통해서 가공하는 제품을
성형제품이라 부르고자 한다)의 도면 접수, 도면의 검토 및 작업성 검토,
3D 설계, 성형해석, 가공, 사상 및 조립, 시험사출, 출하 등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금형제품의 개발은 고객사의 주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금형제품의 혁
신이 있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성형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먼저 존재
해야 한다. 이후 고객으로부터 혁신적인 금형제품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금형회사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설계 및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객사와 금형기
업 사이의 정보 공유가 요구되고 있고, 그것을 촉진하는 활동 중 하나가
금형회사의 영업활동이다. 그런데 B기업은 전문 영업직을 두지 않고 대
부분 최고경영자에 의해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이 회
사의 금형제품이나 기술력에 대한 소개 자료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
지만,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이 회사의 홈페이지도 구축 중
인 상태에 있어서 회사의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간히 나오는 신문기사들 정도가 효과적으로 홍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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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경영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
존의 고객사들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해오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고 고객
사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혁신적인 제품 주문을 계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 고객뿐 아니라 사전 거래가 없었던
외국 기업들도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명성을 듣고 거래를 새롭게 트기
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의 영업은 기술력이지 영업활동 자체가 아니라
는 것이 이 회사 최고경영자의 강한 주장이다. 중소 금형회사에서는 조
직규모를 늘리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
영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객사가 금형을 주문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성형제품의 시장성 검토나 기술적 측면에 관한 것
들은 고객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성형제품 규격이 금형
회사에 주어진 후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구조의 금형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객사의 니
즈가 얼마나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금형제품의 혁신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형제품의 혁신
에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금형을 구현해내는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복잡할 경우에는 기존의 설계방식이나 사
고방법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상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형
제품의 개발에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동반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을 모방해서 유사한 금형을 만들기란 어
렵지 않은 까닭에 혁신성과를 오랫동안 전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금형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최신 기술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성형제품의 도면이 들어온 후 과정은 크게 금형제품 설계, 성형해석,
제조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금형제품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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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형제품 설계 과정이다. 금형설계가 그것의 제조 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객사의 주문 규격을 맞추는 금
형 형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B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금형
에 대해서는 금형설계 담당자들이 설계하고 특별히 구현하기가 어려운
금형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금형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직접 설계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금형설계와 금형제조 과정을 모두 이
해하고 있고, 혁신적인 금형제품들을 만들어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혁신과정은 최고경영자에 의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 금형회사의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
고 있는 근로자들을 붙잡을 정도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주기 어렵고 그런
근로자들에게는 창업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혁신적인 제
품은 최고경영자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
할 수 있는데, B 회시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적인 금형제품을 설계할 때 대학교나 국책연구소의 연구역량들을
활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을
들었다. 주된 이유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너무 낮은 데서 찾고
있다. 그나마 국책연구원은 제품개발 능력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시급을
다투는 금형 개발에서 시간을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 힘들
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금형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책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 내용이 아주 일반
적인 내용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제품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고 있다. 혁신적인 금형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
지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보다 중요하게는, 혁신적인 제품
들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중요한데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쪽에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회사는 금형제품의 혁신에
서 외부의 연구개발 역량과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형설계와 제조 사이에 절삭성, 연마성, 내마모성, 열팽창계수 등을 감
안하면서 사출 금형의 성형가능성과 구조, 생산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은 통상 성형해석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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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공학 지식이 요구되는 과정으로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정
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 금형회사의 제품혁신에 대한 준거점을 잡기 위해
서 진행한 중견 금형기업에서는 성형해석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두고
내구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금형제품 개선 방안들을 고객사에게
역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B 회사의 경우에는 성형
해석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금형의 경우에는 성
형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예측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금형에 대
해서만 성형해석을 하고 있다. 일반 금형은 여러 번 경험해본 것들이어서
설계담당 인력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형해석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서 금형 형상을 개발했지만, 그것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거나 납기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
안은 없는지 등에 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금형 제조 전문가들이 금형
설계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로, 이 사례연구의 준거회사인 Q
중견기업에서는 성형해석 후 공정설계 과정을 두고 거기에 금형제조 담
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반면에 B 회사는 특별히 구조가 복
잡한 제품이 아니면 금형제조 전문 근로자들이 금형설계에 참여하고 있
지 않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금형설계 담당 근로자와 금형 제조 담당 근
로자 사이에 공동작업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금형설계 담당자들은 금
형생산 능력이 없고 금형제조 담당 근로자는 금형설계 능력이 없는 점에
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형설계 담당자들이 대학졸업자나 전문대졸업자
등으로 구성되면서 별도의 경력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제조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기업 내에서 양 과업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과업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의견으로는 이처럼 금형설계 인력들을 대학교부터
육성한 점이 우리나라 금형기술이 일본을 따라잡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
지만, 그 이상 발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금형
제조 담당 근로자들이 금형설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제
조과정에서 금형설계상의 문제가 발견되어서 보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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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다. 그렇긴 하지만 보정의 정도가 원점에서 재생
산해야 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 연구의 준거점인 Q 중견기업에서는 리드타임을 줄이는 것도 중요
한 혁신 내용 중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형제품마다 다르지만,
납기는 대형 금형의 경우 통상 3개월 정도 부여되고 있는데, 그 중견기업
은 2개월 정도의 납기를 약속하고 있으며, 실제 금형제품 생산까지 걸리
는 기간은 그 납기보다 훨씬 짧다고 한다. 리드타임을 이렇게 줄이는 묘
책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알려주기 어렵
다는 얘기만 들었다. 어쨌든 리드타임을 줄이게 되면, 시작금형을 따로
만들지 않고 본 금형에서 바로 시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더욱
줄여주고, 동시에 이중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형제작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이점도 추가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B회사의 금형제품들에 대한 납기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대형
금형제품은 통상 3개월 정도가 주어지고 있다. B 회사도 고객사와의 신
뢰를 쌓기 위해서 납기 준수를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어
떤 일이 있더라도 납기를 맞춰주었다. 이런 점들이 일본 고객사들과 오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B회사에서 납기를 맞추는 데 기여한 상당
히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장시간 근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에서는 초과근로가 근로자들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불규칙한 주문과 공정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
자들의 초과근로로 그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규제가 나오게 되자 납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
답해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다른 중소금형회사
들처럼 근로자들의 다기능화 정도가 약해서 업무가 근로자들마다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납기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형전문기업들에게는 주문에 따른 금형제품 혁신을 넘어
자체 제작한 금형을 통해서 만드는 성형제품 상용화의 길이 열려 있다.
금형의 산업적 응용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혁신적인 금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금형회사라면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금형을 이용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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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성형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다. 제2절에서 조사된 A 기업이 김제공장에 자동차부품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경우나 준거점인 Q 중견기업이 천안에 자동차부
품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사례들에 해당된다. B 기업도 자
체적으로 개발한 금형을 통해서 만든 경량화된 팔레트나 얼음컵 등을 자
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영업력이나 관리능력 등 또 다른 조직역량
이 필요한데, B 회사는 최고경영자 1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조직역량을 보강한 이후에야 그런 신사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B사 혁신의 성공요인과 한계
금형은 동일한 금형제품을 반복적으로 양산하기보다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혁신 자체가 내재화되기
쉬운 업종이다. 이처럼 혁신에 우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금
형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 길을 걸을 것인가는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선
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 금형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는
가가 그 기업이 혁신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프로그래밍화하는 셈이어서
저가의 일반 금형을 개발하는 조직모형으로 한번 구조화하면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금형개발 기업으로 거듭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 지향 여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최고경영자의 믿음이나 가치
관 등 철학적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형
제품 개발역량과 영업능력 등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적 요소와 주
체역량에 대한 판단이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에서는 서로 긴밀
하게 영향을 주면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B사 최고경영자가 왜 설립
초기부터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혁신적 금형회사를 지향했는지는 명시
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철학적 요인과 자신의 혁신역량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부가가치 금형제품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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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점, 그리고 본인이 금형설계 실무경험과 함께 대학교 금형학과 졸
업자로서 이론역량을 겸비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금형제품을 만들어본 경
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형제품의 개발이 고객의 주문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금형
제품의 혁신에서 고객사의 혁신적 금형제품 니즈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금형회사가 새로운 혁신적인 금형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역으로 혁신적인 고객을 만나
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고객으로부터 금형제품 혁신역량을 인정받아야 한
다. 이처럼 돌고 도는 구조 때문에 제품혁신을 지향하지 않는 기업은 혁
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게 된다. 이처럼 고객사로부터
혁신적인 금형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형회사의 혁신역량에 대한
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형회사의 역량 구축과 그에 대한 홍보가 중요
하다. 이런 점에서 B사가 제품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후에는 꾸준하게 혁
신적인 고객을 만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그런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
켜 준 점이 B사의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소금형기업에서는 오너 경영자의 제품혁신 역량이 절대적이다. 금형
직종의 특성상 혁신적인 금형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창
업기회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숙련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오너 경
영자가 혁신적인 금형제품 개발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런 고숙련
근로자를 고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금형회사의 규모가 중견기업 수
준이 아니면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은 이유도 이런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소금형회사의 혁신 성공 여부는 오너 경영자의 제
품개발 능력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사에서 혁신적인
금형제품은 대부분 오너 경영자에 의해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이런 점에서 B사의 혁신이 성공적인 배경에는 오너 경영자의 혁
신의지와 혁신 역량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활동에 근로자들을 동원해서 혁신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다음의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데, 중소금형회사들이 그것을 잘
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가 영업, 혁신제품 개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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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조직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확
대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너 경영자의 독주를 벗어나서 혁신을 구
조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모가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
에 필요한 경영능력과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
답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직역량과 경영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객의 주문에 따른 금형제
품의 개발에 머물 뿐,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금형제품을 개발 및 양
산하여 영업을 하는 구조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본 절의 사례연
구에서 준거점이 되고 있는 중견기업은 고객의 주문없이 자신의 독자적
인 금형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양산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가지거나 금형기술을 응용하여 자율자동차 부속품으로 진입을 시도한다
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달리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B사의 경우에도 얼음
컵이나 경량화된 팔레트를 독자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싶은 니즈를 가지
고 있지만, 사업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혁신적 금형제품의 개발에서 금형제조 담당 근로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금형의 경우 구현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형제조 역량이 새로운 금형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했으나, 최근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설계 금형제품 중 제조할 수
없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때문에 혁신적인 금형
제품의 개발에서 금형제조 담당 근로자의 역할은 설계된 금형제품의 생
산가능성이나 효율적 생산 방안 등에 대해 제안을 하는 보조적인 지위로
떨어지고 있다. B사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제품 등 까다로운 경우에만 금
형제조 담당 근로자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
형설계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가끔은 금형제조 과
정에서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금형제품 개발 능력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B사의 최고경영자는 금형의 혁
신은 많은 부분에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문제풀이에 가깝다고 주장하
고 있다. 혁신의 출발점으로서 문제 소재의 확인이 중요한데, 그것이 고
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형전문가들의 역할은 그렇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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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문제 푸는
과정을 많이 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혁신적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
는 설계 경험과 설계이론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상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본 경험의 누적이 중요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5. 정책적 함의
금형제품의 혁신은 금형업종의 혁신일 뿐 아니라 그 금형을 사용하는
제조업의 혁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성장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금형회사들은 지나
치게 오너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혁신역량의 체계화와 조직
역량의 발전에 큰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오너 경영자의 강력한 동인에
기초한 혁신이 동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더구나 금형산업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도 악화되고 있어서 금형산업의
발전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금형산업
의 발전에 필수적인 고객기업의 수가 줄어들면서 주문이 줄어드는 추세
에 있다. 이렇게 줄어든 제품시장에 최근 금형수요 기업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국 제조업의 부상을 등에 업은 중국 금형회사들의 기술
력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점도 위협적이다. 중국 금형회사들이 우리
나라 금형회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상태에서 최근에는 기술력마
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금형회사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
국 금형회사들이 좋은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제조업을 이용
해서 우리나라의 금형기술을 많이 배워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금형회사
들이 조금 앞서고 있는 설계 기술능력도 조만간 추격당할 것 같다는 우려
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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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형회사들을 어렵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최저임금의 급등과
주 52시간 상한 규제이다. 금형산업 근로자들은 많은 경우 고숙련 근로자
들로서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하위층 근로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금
형산업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영향은 주 52시간 상한 규정이다. 금
형에 대한 급주문이 많고 중간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몰아치기 노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금형시장의 특성이 납기 맞추기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중소금형회사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제품혁신뿐 아니라 조
직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중소금형기업 중 조직규모 확대를 통해서 조직
역량을 키우는 곳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금형전문
중소기업들이 조직규모를 확대해서 조직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으로 존재하면서 경쟁력
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소규모 금형회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마케팅 지원이다. 금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정보를 고객사들이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금형회사들과 고객사들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
형시장 플랫폼 형성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형시장 플랫
폼은 금형회사와 고객의 만남뿐 아니라 금형회사 간 접촉면적도 넓혀서
금형제품의 혁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혁신적 금형제품이 고객사의 주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금
형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혁신적 금형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길도 열
어줄 필요가 있다. 중소금형회사들이 혁신적인 금형제품을 개발해서 고
객사에게 팔거나 그 금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파는 사
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형제품은 대량생산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동안 절삭가공 방식으
로 소량씩 생산하던 제품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바, 노동생산성을 대폭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방법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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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있다. 이처럼 금형전문가들은 금형설계․제작을 넘어서 일반 제
조업의 기술혁신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이 일반 제조업의 작업공정에서 기계나 설비 등을 혁신할 수 있도록 매칭
해주는 것도 금형산업 시장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고 일반 기업에게는 기
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금형산업도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금형산업이
제조업의 토대로서 아주 중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형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층 근로자들에게 지원
금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다.

제4절 소 결

금형산업은 이른바 뿌리산업으로 다른 산업에서 활용되는 제조 틀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형 분야 혁신
이라 함은 최종 금형 품질 향상을 넘어서서 금형 자체를 설계하는 능력,
더 나은 금형 제작 방법을 연구 및 개발하는 능력, 최종 금형 완성을 위한
숙련공 능력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 현장 숙련 관리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현될 때 금
형업체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본 소결에서는 사례로 소개된 A사와 B사의
경우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사례 기업들의 혁신 도약 계기와 과정을 정리
하고자 한다.
첫째, A사와 B사 모두 창업자가 기술자 출신으로서 금형 공학 및 현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안목을 갖추고 창업을 하였다. A사 창
업주는 ○○자동차 시작(prototype) 차 제작 부서에서 경험을 쌓아 각종
금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B사 창
업주 또한 기계공고 졸업 후 첫 직장에서 금형 부서에 배치되어 경력을
쌓기 시작해 금형 가공과 설계에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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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였다. A사와 B사 모두 창업주가 투자 혹은 마케팅 담당 출
신이 아니라 기술자 출신으로 금형에 대한 지식, 노하우, 그리고 기술 혁
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시작한 회사로 볼 수 있다. 한국 제조업 고도화 과
정에서 비슷한 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금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시
장에서 경쟁이 치열했고 현재도 기술력이 대동소이한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기술자 출신이 주축이 된 창업은 혁신기업 출현의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필요조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A사와 B사 모두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에 나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성공적으로 공략했다. A와 B 양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국 금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 금형산업에 비해 금형 정밀도와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력이 떨어지지만, 중상급의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중상급
품질의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서 매력있는 구매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중상급에 해당
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몇몇 제품에서 특화된 첨단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
로 최상급의 기술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갖춤으로써 일본 금형산업과 경
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납기 경쟁력을 바탕
으로 국내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 수출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금형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B사가 대부분의 영세한 금형업체 중 혁신에 성공한 소기업 사례
를 대표한다면, A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를 달성한 중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B사의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중소 금형회사에서 조직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B사에서는 현재 규모의 소기업을 최적화된 상태로 보고 기존 거
래처와 쌓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신뢰, 아울러 기존 거래처를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A사는 기술자 출신 창업주
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연구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에서 B사와 같은 경
로로 혁신을 해왔지만, B사와는 다르게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키운 중기
업에 해당한다. A사는 어떻게 하여 소기업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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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의 원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주요 금형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B사 창업주의 이
야기를 종합하면 B사에선 금형 설계와 제조 혁신 모두 창업주이자 최고
경영자인 본인이 대부분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혁신이 작업장
전체의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작동하지 않고 창업주 개인의 기술 이해도,
숙련도, 혁신 창안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A사에선 창업주의
열정적인 연구 개발 의지와 노력도 있었지만, 개인기보다는 유기적, 조직
적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과 전략 수립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금형이라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가지치기해서 진출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고 규모를 키
워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즉, 사업적으로 기존의 강점을 살
리는 활용(exploitation)과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탐험(exploration)을
적절히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유기적, 조직적 자원 동원이 선순환 구조
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 전략을 세운 점이 그 성공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A사와 B사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금형산업 혁신
과 발전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인력 수급 문제이다. 금형산업에서 성장
할 신규 인력 채용, 이러한 신규 인력의 교육과 양성, 더 나아가 숙련 인
력의 유지와 확보는 금형업체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금형산업에서 보기 드물게 중기업으로 성장한 A사의 어느 임원
은 이러한 고급 숙련 인력 확보 문제가 A사의 미래 사업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금형산업의 향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인력 확보와 양성에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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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 입6)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분야인 일반기계공업
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조업 업종이다. 이 분야는 일본과 독일 등으
로부터의 기계․장비 수입으로 막대한 무역적자를 지속해 오다 2004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그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
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공작기계와 건설기계, 금형 등에서 세계 수위
의 수출국으로 성장해 있다. 선반과 밀링머신, 머시닝센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위아는 세계 10대 생산업체로 성장했고, 화천기공, 한국공작기계 등
의 중견 대기업도 성장하게 되었으며, 굴삭기와 불도저 등을 생산하는 건
설기계 분야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이 세계 20대 업체로 성장
했다. 금형의 경우, 2014년 이후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의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2015년부터 수출 감소와 함께 생산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2～2016년간 생산액은 연평균 마이너스 0.02% 성장, 수출 액수 역시
연평균 마이너스 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금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기계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부진의
6) 이 절의 내용 일부는 본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정승일(2019: 90～96)에 실려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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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의 하나로 중국 일반기계 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든다. 한국산
일반기계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이 독자적인 건설기계, 공작기계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워짐
에 따라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쉽지 않게 된 것도 성장부진의 또 다
른 원인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및 미국 시장 등에서
선전하는 독일산 기계를 고려할 때,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일반기계가 향
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기술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
한국산 일반기계의 품질과 기술의 한계에는 암묵지와 융복합, 장주기
등 일반기계 부문 특유의 산업기술적 특징도 존재한다. 일반기계공업은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선․후진국 간 기술력 격차가 크고 기술
력 진입장벽이 높아 단기간에 산업 추격 및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나, 일
반 기술력 등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인 안정적 고객관계가 형성되
며, 또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위한 추가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
다. 일반기계 공업에서는 급진적 기술혁신(radical innovation)보다는 점
진적 기술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이 주로 일어난다. 이는 이 업종에
서의 기술력 진보가 누진적, 누적적 축적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이
다(이근 외, 2008; Tylecote and Visintin, 2008). 일반기계 공업분야의 기
술혁신은 암묵지(경험지)의 축적이라는 형태로 일어난다. 기술혁신에 있
어 제조공정 및 설계, 기술영업 등을 담당하는 기술․기능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Pavitt, 1984). 기술혁신의 결과는 문서(특허) 등 형식지 형
태로 제시․전유되지 않고 인간(기술․기능 인력) 및 그 조직의 다양한 관
행(organizational routines)으로 축적되어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s)으로 전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 회사 또는 타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후발국의 기술추격도 어려운 편이다. 끝으로 기계
와 장비 등 일반기계의 경우, 산업현장에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그 내구
성과 정밀도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계 및
장비가 고장날 경우 조업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까닭에 고장
염려가 적고, 설령 고장의 경우에도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AS가 중요하
다. 수요자들(주로 산업기업들)은 신뢰성과 평판이 입증되지 않은 후발업
체 또는 후발국 제품을 외면하게 마련이며, 자국산 일반기계조차 외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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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실이다.
일반기계공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R&D와 함께 설계 및 제조공정, 그리
고 고수급 인재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일반기계공
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입)는 이미 세계 톱 수
준이다. 우리나라 일반기계공업의 기술력과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라는 개념 범주에 포착되지 않은 영역, 특히 설계와 제조공정
을 연구개발만큼 중시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연구개발 인력
만 아니라 설계현장 + 제조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숙련된 기술․기
능 인력 역시 중시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기계제
작(금형 포함) 산업이 발전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연구소에서의 R&D만
이 아니라 제조현장 및 설계현장을 중시하며 또한 숙련된 기술․기능 인
력을 중시한다.

제2절 C사 사례

1. C사가 거둔 혁신
C사는 주로 자동차 2차 벤더를 주요 고객으로 공장자동화 즉, 로봇 및
물류자동화를 주력사업으로 착실하게 성장한 중소기업이다. 당사는 자동
화 사업이 본 궤도에 막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의 진출을 목적으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10년 이상의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 결과 2015년 최초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다채널 GPR 탐사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를 서울시에
납품했다.
자금과 인력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 주력사업을 영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한국 기업계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일찍부
터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국내 최초로 다채널 GPR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었을까? C사가 GPR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요인과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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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딪힌 장애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3
회에 걸쳐 C사의 사장과 연구소장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회사
의 개요, 혁신의 궤적, 성공요인에 대한 고찰, 정책적 함의의 순서로 구성
된다.

2. C사의 개관
가. 회사의 개요
C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직원 100명의 중소기
업으로서 공장 자동화, GPR, IT 사업군을 갖고 있다. 당사는 1994년 사장
이 1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1997년에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으며
2012년에 C사로 변경하였다. <표 3-1>는 회사의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
한 것이다.
1994년 1인 창업을 할 당시 ○○○사장은 ○○중공업에서 로봇개발팀
장을 하고 있었다.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공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병역특
례를 위해 ○○중공업에 입사한 후 근무하다가 1994년에 1인 창업을 하
게 된 것이다. 창업 배경에 대해서 ○○○ 사장은 20대에 일본 유학을 떠
나 여러 아이템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
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기 사업을 해보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한다.
당시 ○○중공업이 로봇개발에 대한 품의를 무시하거나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실망했고 회사 생활이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창업을
부추긴 요인이었다. 처음에는 ○○중공업 근무시절 일본어 통역을 하면
서 인맥을 쌓았던 ○○○○중공업에서 로봇부품 관련 도면을 받아 한국
에서 제작하고 검수하여 수출하는 것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렀
다.
현재 C사는 자동화, GPR IT의 3개 사업군을 갖고 있고 전체 직원은
100명이다(그림 3-2 참조). 자동화 사업이 현재 수익을 내는 캐시카우 사
업이라면 나머지 두 사업은 미래에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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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사의 연혁
1994.
1995.
1995.
1997.
1998.
1998.
1999.
.
2000.
2003.
.
.
2004.
2005.
.
2006.
2012.
2015.
2016.

10.
3.
7.
12.
7.
10.
11.
12.
1.
4.
11.
12.
6.
5.
6.
7.
9.
12.
2.

회사 설립
일본기업에 로봇 부품 수출
물류자동화 사업 착수
법인전환
로봇 사업 착수
일본 H기업과 기술제휴
기술우량기업 선정(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 선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신축공장 이전(시화공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선정(중소기업청)
이노비즈(INNO-BIZ) 기업 선정
신축 공장 이전(시화공단)
ISO 9001, 14001 취득
ERP 시스템 도입
소프트웨어(SI) 사업자 신고
C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다채널 GPR 탐사장비 서울시 납품
중국법인 설립

자료 : 회사 제공자료.

[그림 3-1] C사의 조직도 및 인원현황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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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GPR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의 발효에 따라 조만간 수익이 예상된다.
사업도 ｢
사업군별 인원 구성은 자동화 53명, IT 25명, GPR 15명이며 관리본부인
경영지원이 7명이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6,127백만 원에 당기순이익
5,630백만 원이다.
나. C사의 성장 과정
회사의 성장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는 1994～1999년 말까지
기반 확립 시기로서 1인 창업기업으로 시작해서 물류 및 로봇사업에 착
수한 시기이다. 2단계는 2000～2003년 말까지 사업성숙기로서 물류 및 로
봇사업이 성장하고 GPR 사업에 착수한 시기이다. 3단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의 사업 안정화 시기이자 신산업으로의 다각화 시기로서 물류
및 로봇사업은 안정화되고 GPR 사업과 IT 사업이 미래 수익사업으로 제
품개발에 성공한 시기이다.7)
1994년 1인 창업으로 시작해서 ○○○○중공업에 가공 납품하면서 사
업을 시작했다. 당시 국내의 가공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마진율이 30% 정
도로 높았기 때문에 조금씩 인원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충했고 물류와 로
봇 자동화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창업은 공고 출신으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저가로 납품하는 거래처를 확보한 후 창
업하는 경우와 대졸 엔지니어들이 창업하는 경우로 대별되는데, 후자의
경우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졸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
업하는 경우 자본이나 인맥 특히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의
리스크가 앞서 설명한 현장 출신의 창업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C사는
○○○ 사장이 일본에서 유학한 배경과 ○○중공업에서 ○○○○중공업
과 쌓은 인맥이 창업에 큰 힘이 되었던 경우이다.
외환위기는 C사가 성장하게 된 우연한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중
공업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젊은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게 된 것이다. 한꺼
번에 영입한 것은 아니고 모두 합해서 총 15명 정도의 기술 인력을 ○○
7) 3단계 사업 구분은 회사 측의 구분을 따르되 연구진의 해석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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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으로부터 영입했는데 창업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 역
량을 확보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당시의 신문기사들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탄탄한 맨파워가 강점인 C사는 물류자동화와 로봇 시스템 사업이 주력분
야(중소기업뉴스, 2005. 12. 18.)’, ‘○○중공업 출신의 패기로 똘똘 뭉친 젊
은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거침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뉴스앤뉴스,
2007. 9. 14)’.

로봇자동화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고객이었고 필요한 로봇은 ○○
○○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였다. 로봇자동화 사업영역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로서 [그림 3-2]과 같은데, Spot 용접과 Arc 용접, 고속 피킹 로봇
Y시리즈를 이용한 제품 이송인 Pick & place, 주단조 다이캐스팅, 비전
및 핸들링, 그라인딩 마모량 측정에 따른 자동위치보상 제어시스템인 가
공기/사상/폴링이 있다.
로봇자동화와 함께 물류자동화도 C사의 성장을 이끈 주력 사업영역이
[그림 3-2] 로봇자동화 사업영역
Spot 용접

Arc 용접

Pick & place

주․단조 다이캐스팅

비전 및 핸들링

가공기/사상/폴링

자료 : C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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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물류자동화는 [그림 3-3]과 같은 사업들로 구성되는데, 엘리베이터
처럼 왕복으로 물건을 반송하는 수직반송기 시스템, 에스컬레이터와 컨
베이어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송능력이 크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
한 수직연속반송기 시스템, 분류반송 시스템(Sorting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팔레트(Pallet)나 지정된 장소에 패턴을 적
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하고 안전하게 적재 이동하는 팔레타이징
(Palletizing) 시스템, 자동창고 시스템이 그것들이다.
C사는 물류와 로봇자동화 사업을 중심으로 착실한 성장을 달성하였고,
이는 [그림 3-4]의 매출액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 대비 지
난 10여 년간 매출액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은 2012
년 380억 원을 최고점으로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해서 2018년 261억 원 수
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매출액의 감소에 대해서 회사 측은 국
산차 내수시장의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당사 자동화 사업의 주요 고
객은 2차 협력업체들인데, 2차 벤더들은 내수시장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가 생산되면 소요 부품도 줄어들기
[그림 3-3] 물류 자동화 사업영역
수직반송기 시스템

수직연속반송기 시스템

소팅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Palletizing 시스템

자동창고 시스템

자료 :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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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C사의 매출액 추세
(단위 : 10억 원)

자료 : C사 감사보고서 각 연도.

때문에 2차 이하 협력업체들의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시흥공단 자동차 부품업체들 간에는 기업의 수명을 5년으로 두고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C사의 자동화 사업부문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던 GPR이나 IT 부문으로의 사업 다각화라는 대비책
을 미리 세워두고 있다.

3. 혁신의 궤적
가. GPR 기술의 개요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은 전자파펄스를 지하로 방사하여 돌
아오는 신호로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나 공동과 같은 표적을 영상화하
는 시스템이다. 땅속이나 벽속에 매설된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가시화
하기 때문에 토목건설 분야와 같은 산업분야 및 범죄수사, 유물탐사와 같
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GPR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체 내부를 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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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음파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인체와 지하공간 그리고 초음파 기술과
GPR을 대응시키면 GPR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GPR 기술의 특징
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서 위험 등에 대처하는 것이다. GPR
장비는 차량에 탑재하는 차량형,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그리고 시추공
영상 촬영기로 구분된다.
GPR 기술의 적용분야는 [그림 3-5]와 같은데,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시
공검사와 같은 안전진단 분야, 오염지역 조사나 매립지 조사와 같은 환경
분야, 지뢰 탐지나 터널 탐지와 같은 군용, 문화재 발굴이나 건축물 안전
진단과 같은 고고학, 수도관 탐사나 통신선로 조사 등의 매설물 탐지, 지
층구조 탐사나 자원 탐사와 같은 지질 및 자원탐사 영역이 있다. 우리나
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GPR 탐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공사 시행
전후 또는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3-2>인데,
[그림 3-5] GPR 기술 적용분야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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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개요
지하안전
영향평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대상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10～20m 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터널공사, 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시기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 우려가
적시 시기
있을 시

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대행자

전문기관

협의/제출 국토부장관 및
기관
승인기관의 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
장

자료 : 공간정보산업학회(2019), 2019년 GPR 기술세미나.

개발사업자나 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GPR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향후 GPR 기술 시장을 형성하는 중
요한 법제도 변화이다.
나. 기술개발 과정
당사가 GPR에 투자하게 된 계기도 우연한 사건이었다. ○○○ 사장은
인근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다가 주임교수로부터 GPR 투자를
권유받고 2002년에 ○○○○○○연구원을 방문해서 GPR 담당 분야 박사
를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 사장은 GPR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
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의 결정에 대해서 ○○○ 사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감으로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 3-3>은 당사가 GPR 기술을 개발한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
에서 GPR 기술개발이란 GPR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모두 자체적으로 설
계해서 개발한 것을 의미한다. GPR 시스템에는 신호발생기, 안테나,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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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샘플러, 제어기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성요소들
은 모두 모듈 단위로 외부 구매할 수도 있지만 당사는 100%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제작했다.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크기나 사양들을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없어 적용성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자체 제작
하는 경우 원하는 크기, 장소, 스펙을 다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스템 구성요소들의 자체 설계 및 개발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소장은 다음
과 같이 말했다.
구성요소 중에서 핵심파트는 PCB까지 저희 회사에서 설계해서 나가요. 제
조공정에 필요한 것들만 외주를 줘서 받아오지. 그래서 다들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
들이 지식이 없어요. 몇 번 컨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예 만들자고
작정한 거죠. (2019년 11월 면담)
<표 3-3> 기술개발과정 및 주요 실적
기간

과제/사업명

주관부처

2002～04 상수도관 누수탐사를 위한 초고주파 영상화 시스템 개발 산자부

역할
주관

2003～08 지하공동 탐지용 분석기법 개발

과기/산자부 참여

2007～08 PEMSS-IV 체계 개발

육군본부

주관

2009～11 UWB기술을 이용한 지하매설물 탐지기 개발

중기청

주관

2009～11

도로 및 활주로 안전진단용 차량장착형 GPR시스템
개발

경기도

주관

2011

지뢰탐지용 지능형 금속탐지 센서 개발

지경부

참여

2010～12 모바일 혼합현실 기반 체험투어기술 개발

문광부

참여

2011～16 무인감시정찰 실험 플랫폼 시제 제작

방위사업청

참여

2012～13 GPR/MD 복합센서를 내장한 위험물 탐지기 제품화

경기도

주관

2014

전자파 및 탄성파 땅굴 탐사장비 제조

육군본부

주관

2015～17

도심지 지하공동 탐지 다중채널 3차원 GPR 시스템
개발

지질자원
연구소

참여

2016～19

복합재난에 투입되는 인명구조․진압 대원의
인명보조를 위한 안전로봇시스템 개발

한국산업기술
참여
평가원

2017～19 고속 다채널 UWB 레이더 제어 모듈 개발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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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GPR 기술개발은 ○○○○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서 시작된다.
<표 3-3>의 ‘지하공동 탐지용 분석기법 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연
구기관과 C사가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연구
소장은 당시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GPR 기술개발을 위해
C사로 자리를 옮겼고 2004년에는 GPR 사업부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현
연구소장으로서 GPR 기술개발의 주역을 담당해왔다. 당시 연구인력도
해당 연구원의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용해서 조달했다. 즉 박사과정 학생
들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C사의 GPR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
도록 했다. 연구소장의 말에 의하면 당시 학생연구원들이 현재 대학이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연구
원과의 6년간 공동연구가 끝나고 2009년에는 당시 연구원으로부터 GPR
관련 특허를 당시 가격으로 2억 원 정도에 모두 C사가 구입하였다. GPR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해당 연구원과의 6년간의 공동연구인 ‘지하공동 탐지용 분석기법 개발’
은 민군(民軍)겸용기술개발사업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군대의 땅굴탐지
장비 개발로 최초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후 군수용의 땅굴탐지장비의
민수용 적용을 고민하다가 경기도 자유공모 과제에 지원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후 <표 3-3>에서와 같이
여러 과제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나가면서 점차
기술력이 안정되고 수요처들과 접목이 이루어져 갔다. 당사의 GPR 기술
개발에서 중대한 계기는 2014년 석촌호수의 싱크홀 즉 지반침하 사건이
었다. 서울시는 당초 일본 업체에 맡길 계획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C사
가 3년 과정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3년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동안 관련기술 역량을 축적했던 C사는 1년 만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5년 12월에 다채널 GPR 차량을 납품했다. 이것이 다채널 GPR 시스템
최초 양산제품이었다. 게다가 외국 장비를 도입해서 탐사를 실시하는 용
역사들도 대부분 C사가 제공한 GPR 해독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GPR 관
련 C사의 축적된 기술력이 빛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2
년 동안 지원을 이어갔고 C사는 계속 개발에 투자해서 2017년에는 부산
시의 탐사 차량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림 3-6]은 그 과정을 간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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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시한 것이다.
C사의 GPR 기술개발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학연 협력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
구원으로부터 기술과 사람을 모두 지원받았다. 어떻게 보면 C사의 GPR
사업부는 연구원의 기술이 민간으로 이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원 못지않게 C사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준 것은 인근 대학이다. 애초
○○○ 사장에게 GPR 기술 투자를 권유한 사람도 해당 대학의 교수였다.
C사는 해당 대학과 공동연구, 연구공간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대학
출신 인력들이 GPR 기술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표 3-4>은 인근 대학과 C사의 공동연구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
고 아래 인용문은 해당 대학 출신 인력이 어떻게 GPR 기술개발에 도움
이 되었는지에 대한 ○○○ 연구소장의 진술이다.
전기전자를 전공한 대학의 인력이 우리가 GPR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림 3-6] 멀티채널 GPR 개발과정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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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C사와 인근 대학과의 산학협력 연구
기간

과제/사업명

2002～04

상수도관 누수탐사를 위한 초고주파 영상화 시스템 개발

2009～11

도로 및 활주로 안전진단용 차량장착형 GPR 시스템 개발

2011～12

산학협동형 중소기업 인력사업

201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융합관 입주

2014

UAW 레이더를 이용한 심박수 모니터링 시스템

2015

UAW 레이더를 이용한 실내용 이동물체 위치추적 기술 개발

2015

GPR 카트 제작

2017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자료 : 회사 제공자료.

든든하고 변함없는 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
고가 없었어요. 저 인원들이 오래된 친구는 10년 정도 같이 있었고 최소한
5년은 같이 했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가 여기에 쌓여있어요. 한 친구가 나
가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여기 친구들도 수준이 늘
어나고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게 되더라구요. 제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C사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연구용역으로 GPR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나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소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
요구사항이 많은데다,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보다 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연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표 3-5> 및 [그림 3-7]에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시, 육군본부 등이 그 사례들
이다. 공사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고 매출실적도 발생
하는 것이 이점이다. 다만 공공기관 대상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 결과물들
이 해당 공기관의 소유가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수요
를 파악할 수 있고,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자체 기술역량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장비는 공공기관
이 아니라 C사에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이다.
셋째, 국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해당 연구원과 2003～
2008년간 수행한 공동연구는 앞서 설명하였다. 당사는 2016～2017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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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전자통신연구원의 UGS사업단과 함께 80Km/h에서 측정 가능한 24채
널 GPR 신호고속처리기 제작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축적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는 2015～2017년간 도심지 지하공동 탐지
다중 채널 3차원 GPR 탐사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를 통해 GPR 하드웨어 모듈 설계, 제작 및 시스템 성능 검증 기초실험,
차량탑재형 다중 채널 3차원 GPR 탐사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진
행했다.

4. 혁신의 성공요인
C사가 최초로 다채널 GPR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일
까? 조직의 학습 또는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CEO의 역할이
다. [그림 3-8]에서와 같이 흡수능력에 대한 투자, 학습성향, 학습계기는
모두 CEO가 좌우하는 변수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CEO의 학습성향이란 단순모방에 머무를 것인가, 창조적 모방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혁신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가르는 CEO의 학습 성향을
의미한다. ○○○사장은 동경대학교 공대 석사과정 출신의 엔지니어이다.
앞서 회사의 개요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사장은 유학 당
시부터 창업 의지가 강했다. 홀랜드의 이론에 의하면 기업가적인 경력닻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사장의 특징은 위험감수 성향도 높아
혁신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이나 기업가적 특성 중에서 도
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감수 성향은 매우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사장은 처음 GPR 기술을 소개받고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될 것
같다’는 감을 믿고 ‘왜 우리가 애써 번 돈을 엉뚱한 데 투자하느냐’는 자
동화 사업부 직원들의 불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군말 없이
GPR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음의 진술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저는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전할 때 계획도 잡고
하잖아요. 저는 일단 도전을 해보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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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이나 혁신에 있어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도 중요한
요인이다. 흡수능력이란 기존 지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 학습능력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문제해결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그리고 흡수능력은 기존의 지식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서 노력은 연구개발 투자가 대표적이다. ○○○사장은 최소한 매출
의 5% 정도는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갖고 15년간 끈기 있게
GPR 기술에 투자해왔다. 한국의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투자는 거의 불
가능한 일이지만, C사의 경우 기존 수익 사업인 자동화 사업부문에서 번
돈을 신규 사업 영역인 GPR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직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용(exploitation)
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기술의 모색이라는 탐험(exploration) 전략이 적
절하게 잘 배합된 경우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소의 자구 노력도 큰 역
할을 수행했다. GPR 연구소는 기술개발 자금을 외부 연구용역으로 최대
한 조달하고 회사는 가능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자
구노력을 경주했었다.
[그림 3-7] 학습시스템 개념도

자료 : 김인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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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존재하는 이전지식(migratory knowledge)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술원의 기술이전이었다. 사실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모두
전수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GPR 기술개발 과정에서 국책연
구원의 역할은 컸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책연구기관과의 기
술협력을 통한 이전지식의 흡수도 있었고, 인근 대학과의 협업도 외부 이
전지식이 C사로 흡수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C사의 경우 GPR 시스템 구
성요소들은 모두 자체 설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명시지로 존재하던
관련 기술들이 암묵지로 전환되고 다시 암묵지는 기계장비나 소프트웨어
의 형태로 형식지화되는(노나카 교수가 말하는) 지식변환이 활발하게 이
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암묵지는 앞서 언급한 연구소
장의 진술처럼 인근 대학 출신의 GPR 연구소 인력의 안정성 덕분에 조
직의 지식역량으로 축적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사장의 독특한 인사철학도 기술개발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
다.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가는’ ‘배려’를 강조했다. 1인 창업으로 시작해
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회사는 혼자서 키운 것이 아니고 어려
운 시기 땀 흘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공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관리 방
침을 가능한 파이를 키워서 함께 나누는 것에 둔다. ○○○ 사장의 이런
생각은 기업(company)의 어원이 빵(panis)을 함께 나누다(cum)에서 유
래했다는 일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기업은 함께 더 큰 파이를 만들고 이
를 나누는 협력적 생산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이런 철학에 따라 ○○○
사장은 일찍부터 지분의 51%를 직원들에게 배분했고 연간매출액의 최소
5%는 반드시 연구개발에 투자했다.8) 이러한 사장의 인사철학은 성과배
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에도 성과배분을 실시하다가 ERP가 도입되
면서 제도화되었는데, 세후 순이익의 30%는 직원들에게 배분해왔다. 성
과배분은 1월과 7월로 2회에 걸쳐 지급되고, 개인별 인사평가 점수에 따
라 평가 등급이 최고인 S등급인 경우 최고 140%, 평가점수가 최저인 D
등급인 경우 최저 40%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지
급률을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업관 및 인사철
학과 도전의식이 기술혁신을 성공시킨 경영자 특성으로 판단된다.
8) 뉴스앤뉴스, 2007년 9월 14일자 및 중소기업뉴스 2005년 12월 18일자 기사.

제3장 기계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67

외롭게 한길만 고수한 ○○○ 연구소장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 소장은 GPR 개발과정에 처음부터 관
여했고 지난 15년 동안 연구소를 책임지고 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KIST를 나와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이 전자파이며 개
인적으로는 의료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GPR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분야를 평생 연구해온 집념의 연구자와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15년
간 묵묵히 투자하면서 지켜봐 주었던 ○○○ 사장의 만남은 우리나라 중
소기업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당사 기술개발에서 애로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기술개발의 애로요인
은 크게 인력의 문제와 시장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GPR 사업부는 인근 대학으로부터 연구인력을 공급받았고 이 인력들
의 안정적인 근무로 인해 기술역량을 누적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
데 문제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은 고급
소트프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노동시장이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자는 중소기업인 C사로 오지 않으려 한다. 이들
은 내부에서 육성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준거집단이 외부 소트프웨어 노
동시장이어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되면 이직한다는 것이다. 결국 ○○
○ 연구소장이 거의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기에는 기술전
수의 문제나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뾰족한 해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 사장도
비슷하게 애로점을 토로한다. C사의 경우 시화공단에서 임금수준이 중상
위인데도 인력수급이 어렵다. 특히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영업직 인
력을 구하기는 몹시 힘들고, 내부에서 육성해 놓으면 외부에서 밀렵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다음으로 GPR 장비 매출과 관련된 시장도 문제이다. 2003년부터 투자
한 GPR 기술이지만 지금까지 매출은 2대분뿐이다. 시장 개척을 위해
GPR 사업부에 영업팀을 신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지하안전
특별법에 따른 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기대요인은 크다. C사의 경우
GPR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시중에서 외국 장비를 활용하는 용역업체
들의 판독 기술도 C사가 모두 제공하고 있다. 현재 C사는 시장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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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신성장사업 분야로 GPR과 함께
투자했던 IT는 당장 내년부터 일본 수출을 포함해서 상당한 매출실적이
예상되고, 그 뒤를 이어 GPR의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C사 사례의 함의
이상 C사의 다채널 GPR 장비 국산화의 사례가 갖는 함의를 그 성공요
인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와 기초연구 수행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공급을 연계시키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연결(connect) 기능을 지역 대학들 및 국책연구기관들의 기본
적인 역할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사는 인근 대학과 같은 연결자
를 통해 국책연구 기관의 기초기술에 접할 수 있었고 6년간의 공동연구
이후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현재는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로서 기
술지식의 수요․공급 연계 기능의 강화야말로 한국 제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 인력과 관련된 것이다. C사는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부터 인
력을 공급받아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고급 소프트
웨어 기술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 문제
는 개별 중소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인문계와 이공계 인력
의 비중 조정 문제, 석사급 수준의 학사 연구인력 양성, 석사급 이상 외국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중소기업 기술연구소 경력 비전의 형성 등 다각
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물론 이 문제의 근저에 대
-중소기업 간 격차의 확대 즉 양극화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은 쉽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 실용적인 관
점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의 문제인데 C사의 경우 자동화 사업부가 수익 사업(캐시카
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기술개발 투자 자금을 조달한 경우이다. 그러
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자금은 기본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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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맞지만,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지위의 문
제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과 모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인력, 자금을 넘어 CEO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C사의 사장은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며 순이익의 30%는 직
원들에게 배분해왔다. 이러한 경영철학은 기업이 함께 파이를 만들고 나
누는 협력적 생산공동체임을 직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해서 직원들
이 오너십을 갖고 혁신에 참여하며 기술혁신에 성공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이나 혁신과 관련해서 오너들의 마인드
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적이 아니지
만, 기술․사람․자금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은 CEO일지도 모른다.
CEO의 바람직한 역할과 관련해서 교육기관, 협회 등의 중간조직,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D사 사례

1. D사가 거둔 혁신
1960년대에 ○○사(현재 ○○전자)의 모터 사업부로 출발한 D사는 ○
○모터, ○○중공업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용 모터 생산에서 리딩 기업
역할을 해왔다. D사는 50여 년간 축적되어온 이러한 산업용 모터 관련 기
술력을 밑바탕으로 오늘날 새로운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 ○
○○로부터 기존 회사를 인수하여 D사로 사명을 바꾼 현재 대표이사의
전략적 결단으로 사업/기술 다각화를 진행하는 중이다. 즉 산업용 모터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모터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로봇/자동화기기/공작
기계용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의 기술개발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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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매로 사업을 고도화, 다각화하는 중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감한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는 기존의 산업용 모터
사업에서 발생하는 안정된 매출과 수익이 바탕이 되고 있다. 여전히 산업
용 전기 모터 분야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
는데, 그것을 지지대로, 지난 10년간 앞서 말한 신기술, 신제품 분야 즉
전기자동차용 모터와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용 서보모터 및 그 드라
이버/NC의 개발과 생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D사의 이와 같은 혁신 경영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의 최
근 수출규제가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의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드라
이버/NC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바,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 등
의 최종 수요기업인 ○○/○○자동차와 ○○전자 등이 이들 핵심 부품의
일부를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방향 선회가 현실화될 경우, 그간 우리나라
의 기계공업 중 가장 취약했던 분야인 로봇/자동화기기/공작기계 영역에
서 기술혁신의 획기적 성과와 함께 기술의 국산화가 달성될 전망이다.

2. D사의 현황 개관
경남 창원공단에 소재한 D사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로 성장해왔
다. 2018년 현재 종업원 수는 240명이며 매출액은 922억 원이다. 1963년
에 ○○사의 모터 사업부로 출범하여 그 이후 LG전자에 이어 LG산전
모터 사업부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7년 외환금융위기 과정에서 LG산전
이 구조조정을 겪는 와중에 다국적기업인 ○○○ 엘리베이터와 ○○산전
이 합작한 한국 ○○○ 엘리베이터로 바뀌었다. 그런데 ○○○ 측이 중국
사업에 집중하면서 2007년 이 회사를 현 김○○ 대표이사가 이끄는 대주
주 블록에 매각하면서 D사로 새로이 출발하였다. D사는 2007년 9월 27일
자로 산업용 전동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표 3-5>과 같다.
○○○오티스는 2007년에 한국의 엘리베이터 사업을 모두 매각하고 중
국으로 공장과 연구소를 모두 이전했다. 그때 ○○○로부터 이 회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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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D사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 수

지분율(%)

○○방직㈜

1,328,000

22.5

㈜○○○○

800,000

13.6

㈜○○인터내셔널

338,000

5.7

2,875,400

48.7

기타 개인주주

558,600

9.5

합계

5,900,000

100.0

D사

비고

자기주식

자료: D사 내부자료.

수한 이가 현재 대표이사 사장,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 인물이다. 현재
D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30%를 소유한 곳이다. 현재 D사는 비상장인데
앞으로 상장할 생각이 없다. 최근 ○○방직이라는 회사가 지분의 15%를
추가로 매입했다. 대표이사 사장의 친인척이 오너인 ○○방직이 경영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 즉 지분구조 안정화 차원에
서 매입한 것이다.
<표 3-6> D사 연혁
1963 - ㈜○○사 모터 생산 개시
1987 - ㈜○○기전 DC 서보 생산 개시
1995 - ○○전자로 회사명 변경
1998 - ○○산전으로 법인 변경
2000 - ○○ ○○○○로 회사명 변경
2001 - PM동기 모터 생산
2004 - 전동기 생산 500만 대 돌파
2007 - 프리미엄급 고효율 모터 개발
2008 - D사로 회사명 변경
2009 - 조달청 업체 등록, 한전 고압전동기 공급자 등록, ATEX 내압방폭형 서보
개발
2010 - 저압모터 ATEX 취득,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수상, 무대기계 수주
2012 - 국내 최초 EtherCAT 인증 취득
2013 - 무대기계 수주(국립극장)
2014 - 고성능 서보드라이브 개발(SDA7000시리즈)
2015 - PLC Open Korea 창립, 국내 최초 3kW 방폭서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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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의 계속
2016 - 전시회 참가(독일 AUTOMATICA, 로보월드), 방폭 서보 라인업 확대 및
출시,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수상
2017 - 한국동서발전 당진 고압 수주, 한국경영인증원 품질경영부문 최우수기업
선정
2018 - 로봇SI 사업부 출범 및 양산 판매 실시, 방폭 서보 라인업 확대 출시
2019 - 경남 마산 로봇랜드 제조 로봇관 수주
자료: D사 내부자료.

현재 이 회사의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은 40%가량으로 재무적
으로 안정되어 있다. 주요 제품은 산업용 모터와 발전기, 그리고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브이다. 2018년
로봇제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로봇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3. D사의 혁신 시도의 궤적9)
D사는 1963년에 출범된 ○○○(현 ○○전자)의 사업부를 모태로 하는
기업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된 산업용 전기모터 관련 기술력
을 확보한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왔다. 1998년의 외환금융위기에 이은 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산전으로부터 ○○○로 해당 사업부가 통
째로 매각되었다.
회사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2007년 ○○○ 측이 이 회사를 매
각하면서 김○○ 대표이사 및 그를 둘러싼 대주주 블록이 회사를 인수한
일이다.10) 김○○ 대표이사 체제하의 D사는 산업용 모터로부터 사업을
9) 이 절의 내용은 상당부분 D사의 혁신경험을 소개한 로봇신문 2019. 8. 8자 관련 기
사를 참조하여 구성한 것임을 밝힌다(해당 온라인 기사의 웹사이트 주소: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33, 2019. 11. 12 접속).
10) 2007년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D사로 바꾸고 오너의 길을 걷고 있는 김○○
대표이사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 UC 버
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통 엔지니어 출신이다. 박사 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에서 종합기획실장(상무), 기술본부장(전
무), 세계은행 워싱턴본부 및 중국/몽고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 PM, 포스코건설
해외사업본부장(부사장), 한국중공업 수석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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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하여 로봇/자동화설비/공작기계용 핵심부품(서보모터 및 서보드라
이버 등)과 전기자동차용 모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중이다. 전기승
용차에 장착되는 모터는 ○○차 등 완성차업체 스스로 조달하거나 ○○
전자 등 대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D사와 같은 회사는
초소형 전기차(마이크로 모빌리티) 또는 전기버스와 전기특장차 등에 사
용되는 전기모터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산
자부의 국책 기술개발 과제가 추진하는 한국형 표준 플랫폼의 구동장치
를 D사가 맡아서 개발 중이다.
‘인수 전에는 비교적 소형의 산업용 모터가 주력제품이었지만, 인수 후에
는 기술의 폭과 질을 넓히고 높이는 데 성공하여 산업용, 제어용(로봇용
서보모터), 전기자동차용 모터까지 만들어내는 유일한 모터 전문-모터제
어기술 전문기업이 되었습니다. … 12년 동안 회사 규모에 비해 R&D 자
금도 많이 투자했고 국책지원도 받는 등 지금까지 기술에 투자하고 숙성
시키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제품화‧상품화의 시기에 들어섰습니
다.’ (D사 대표이사, 로봇신문, 2019. 8. 8 기사)

2018년 D사는 로봇 사업부를 출범시키면서 로봇의 핵심부품만 아니라
로봇 그 자체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2016년 D사는 산업용
모터에서 다각화한 로봇/자동화기기용 서보모터 생산에 나섰다. 서보모
터의 제어에 필요한 서보드라이버 그리고 로봇 전체의 제어에 필요한
controller의 개발과 생산에 돌입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아예 로봇의 팔
과 관절 등을 포함하는 로봇 그 자체의 개발과 생산을 도모했다. 과거 로
봇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머물렀다면, 근래에 들어 D사는 스카라 로
봇, 델타 로봇, 직교좌표 로봇, 다관절 로봇을 시스템화하여 일괄 공급하
는 국내 유수의 로봇제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그림 3-9 참조).
우리나라 로봇산업에서 D사는 유별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제품
로봇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정작 로봇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
품인 서보모터와 서보드라이버를 전량 일본산 제품을 납품받아온 데 반
하여, D사는 서보모터와 서보드라이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 사장 겸 중공업 PG장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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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D사 로봇 관련 부품 종류

자료 : 로봇신문 2019. 8. 8자 기사.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서보모터와 서보드라이버는 로봇 대당 가
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으로, 이것을 국산화 또
는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로봇산업은 저부가가치 생산에 머
물러왔다고 할 수 있다.
정밀제어로 대변되는 전형적인 로봇-자동화기기 및 공작기계 산업에
서 대기업들은 예외 없이 서보모터와 NC(서보드라이버), 모션제어 시스
템 등을 일본산 제품으로 충당하고 국산제품은 일부 외형/주물 및 주변적
기계부품 등에 국한하여 왔다. 이에 반해 D사는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
버의 개발-생산에서 시작하여 로봇-자동화기기의 완제품 생산으로 다각
화하고 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 관련 기술에서 로봇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로봇/자동화기기와 공작기계 산업은 정밀제어로 대변된다. 그만큼 핵
심 기술이 중요하며, 그 기술력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로봇/자
동화기기와 공작기계 등 정밀제어 분야에 진출하는 많은 국내 회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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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쉬운 길을 택해왔다. 예를 들면 주물과 배선, 기계장치 부분은 국산
화하지만 가장 기술 획득이 어려운 CNC(서보드라이버)나 모션제어(서보
모터 등) 시스템은 일본산 등 해외 부품을 도입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
하는 것이다.
D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했다. 정밀제어에 필요한 서보모터와 드라이
버 등은 자체 개발하여 생산하고, 주물과 배선, 기계장치 부분은 외부(중
국)에서 조달한다. D사가 이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동안
모터 및 모터 제어와 관련하여 50여 년간 축적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D사의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는 수요자/구매
처를 찾지 못하여 큰 애로를 겪어왔다. 로봇 핵심부품의 수요기업인 로봇
제작업체(○○로보틱스 등) 및 최종 수요업체(○○자동차 등)에서 로봇자동화 기기의 품질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드라이
버에서 품질과 내구성 등이 과거 실적(track record)상 이미 증명된 일본
산 제품을 채용한다는 경영방침을 수십 년간 관행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로봇 분야 역시 비슷합니다. ○○로보틱스가 매년 3천 대의 로봇을 생산
하며 여기에 장착되는 모터와 드라이버가 1만 8천 대예요. 여기에 들어가
는 모터와 드라이버를 전량 일본의 ○○○○에서 수입하여 조립해 납품합
니다. 그 연유가 있습니다. ○○로보틱스가 처음 로봇을 개발할 때 일본 ○
○○○중공업의 기술에 의존했고, 그 핵심부품 역시 일본의 ○○○○에서
조달했지요. 지금도 ○○로보틱스가 만드는 산업용 로봇 (용접 로봇 등)은
사실상 주물과 전기배선만 자체 제작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모터
와 드라이버는 일본산입니다.” (D사 기술연구소장 인터뷰, 2019. 10. 30)
‘처음에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나서 몇 년간 로봇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부품을 써봐 달라고 했는데, 사주지도 않고 샘플 가져가면 시비나 거
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네도 사실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재로 부품
이나 완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니까요. 일본 로봇회사들도 부품에서부터 로
봇 완제품까지 자기네들이 만드는 회사가 많은데,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곳이 D사밖에 없습니다.’ (대표이
사 발언, 로봇신문, 2019. 8. 8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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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부품이 있고, 이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로봇 등
자동화 관련] 설비가 있으면, 설비에서 우리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과
기술적인 중요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 약 40%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봇에 사용되는 또 다른 핵심부품인]
감속기는 어차피 시장에서 구매해서 쓰면 되고, 전체를 합하면 [원가 비중
의] 60～70% 되니까 ... 결국 [○○로보틱스 등] 로봇 메이커들도 동력과
인터페이스를 생산-장착하는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은 우리
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도전했습니다. (대표이사 발언,
로봇신문, 2019. 8. 8자 기사)
’제가 왜 자신감을 가졌냐 하면… 중국의 로봇 공장을 갔다 와서 크게 충
격과 감명을 받고 로봇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로봇을] 젊은 박사 7명이 만드는 것을 보고, 그 공장에 비하면 저는 몇 백
명을 데리고 있고 박사도 몇 십 명을 두고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
다. 델타 로봇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4축 제어로 끝
나는데 우리는 5축 제어까지 가능할 만큼 독보적입니다. 6축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앞선 기업보다 조금 밀리지만 기죽지 않습
니다. 아직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었으니 당연히 로우 앤드라고 불리는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증명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발언, 로봇신문, 2019. 8. 8자 기사)

최근 D사는 종래의 고질적 애로를 타개할 기회를 맞이했다. 일본의 수
출규제로 최종 수요기업의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로봇/자
동화기기/공작기계 최종 수요기업이 그 기기에 장착되는 핵심부품인 서
보모터와 드라이버/NC 등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선회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에 서보 모터
와 그 드라이버가 있지요. 드라이버는 서보모터의 위치, 속도, 동작 등을
제어합니다. 일종의 CNC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 제작 방법도 비슷합니
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서보모터와 드라이브와
비슷한 기술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비행기, 잠수함 등에 쓰였고 그
래서 일본과 독일이 지금도 세계 최고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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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우리는 축적된 기술력이 약해요. 현재 세계 20대 서보드라이버 업체
들 중 10개가 일본업체입니다.” (D사 기술연구소장 인터뷰, 2019. 10. 30)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차 경영진이 국산화 검토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차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자동
화 라인에 장착되는 구동 모터와 드라이버를 D사가 수주했습니다. 본래
스위스 회사 제품을 그간 써왔는데, 이번에 국산인 D사 제품으로 교체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우 모험적인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산라인의 핵심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경우 막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30분 내에 원상 복구
가 가능하여야 하고 신속한 AS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기존의
스위스 제품과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 수리와 함
께 pilot plant에서 시험 생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D사가
컨베이어 벨트용 소형/대형 모터를 일괄 공급하며 그 제어시스템(드라이
버)도 제공하지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 트랙레코드(track
record)로 삼아 다음 고객의 주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정
부의 이런 정책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다시 평상대로 해외 수입품을 쓰
는 분위기가 복구되는 것입니다.” (D사 기술연구소장 인터뷰, 2019. 10. 30)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
황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D사의 대표는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영향을 받으면 빨리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영향은 받겠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제
품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부품을 갖고 있어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공급하고 일본이 완제
품을 판매하는데 부품을 안 사주겠다고 하면 어디다 팔겠습니까. 이번에
대기업들, 완성품 기업들이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죽으나 사나 국산품 개발
해서 써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허접한 시설에서 로봇을 만들어도 구매
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일본, 독일 등 선진 로봇회사 시장
비중이 90%이고 중국제 로봇의 시장점유율이 10%가 안 되었는데, 5년 사
이에 90%가 60%로 줄고 10%가 40%로 늘었습니다. 10에서 40으로 늘면

78

혁신 중소제조기업 사례연구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4배가 성장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
다. 중국은 중앙정부부터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당이 주도하
는 경제라 국산 제품 쓰라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용하면서 문제
점도 찾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그런 역할이 없어
답답합니다.’ (대표이사 발언, 로봇신문, 2019. 8. 8자 기사)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D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신의 성공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되어온 산업용 모터 관련 기술력이다. 즉 D
사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모터 생산에서 리딩 기업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산업용 모터 및 그 통제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다.
둘째, 2007년 ○○○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여 D사를 창립한 신임 대표
이사의 전략적 결단이 중요했다. 즉 산업용 모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용 모터와 그 통제기술, 그리고 로봇/자동화
기기/공작기계용 모터(서보모터) 및 그 통제기술(서보드라이버/NC)의 기
술개발과 생산-판매로 다각화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산업용 모터 사업에서 발생하는 안정된 매출과 수익이 과
감한 사업 다각화를 지탱하는 여전히 굳건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재무적 안전판이 없었다면 D사의 사업 고도화와 다각화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의 산업정책 및 공공 R&D 지원이 중요하였다. D사는 지난
10년간 신제품 개발 R&D에 약 3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 상당액이 정
부 R&D 자금이었다.
다섯째,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D사의 로봇 및 자동화기기
관련 사업에 커다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D사와 같
은 회사들이 그간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이 최종 수요기업의 거절이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직면하여 로봇 및 자동화기기 등의 최
종 수요기업인 완성차기업과 ○○전자 등이 로봇 및 자동화기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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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일부를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등장하였으며, 실제
로 현실화되는 사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R&D에 약 30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받았지만 적어도 반 이상은 회사 자금입니다. 내실 있게 만드느라 그동안
바빴습니다. 이제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에 들어가는 부
품도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구매해줄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로봇
시장이 별로 크지 않고, ○○로보틱스는 주로 ○○자동차에 판매를 하고,
제일 큰 고객이 ○○전자인데 대부분 일본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니까, 생
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자도 나름 고민이 있고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10%라도 국산화를 시작하고 서로 지도해 주고 risk taking을 했으면 ○○
전자 혼자만 잘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대표이
사 발언, 로봇신문, 2019. 8. 8자)

5. D사의 정책적 함의
D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보여준다. 첫째, 경영진의 전
략적 결단이 중요하다. 로봇 관련 핵심 부품의 개발과 생산은 향후 5년
이상 매출이 제로일 것을 각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결단하였다. 실제로 D사는
전기차 및 로봇 관련 기술 개발에 지난 10년간 300억 원의 막대한 기술개
발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매출 및 수익의 창
출은 없었다.
둘째, 기술개발 과정에서 정부 R&D 자금의 공급이 중요했다. D사의
전기차 모터 및 로봇 관련 기술 획득에 있어 공공 R&D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로봇과 자동화기기, 공작기계
등의 분야의 경우, 양산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로봇 관련 기술개발에 막대한 액수의 공공 R&D를
퍼부어왔는데, 하지만 중요한 핵심부품인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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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에는 실패하였다.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NC 등의 샘플까지는
개발하였지만 그 양산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 대량생산의 대전제인 최종 수요기업의 수용이 미미했기 때
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로 로봇/자동화기기/공작
기계에 채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및 양산화가 중
요한 국책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최종 수요기업들 역시 이들 핵심부품
의 국산화에 동참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제4절 소 결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C사는 로봇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공장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맞춤형 로봇 제작 및 설치 전문 기업이며, D사는 산업용 모터
생산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본 소결에서는 사례로 소개된 C사와 D사의
경우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사례 기업들의 혁신 도약 계기와 과정을 정리
하고자 한다.
첫째, C사와 D사의 경우 모두 기존 사업 경쟁력의 안정적 활용(exploitation)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군 개발이라는 탐험(exploration)
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사업 다각화로 나아가고 있는 성공적인 중소기
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C사의 경우 현장 자동화에 필요한 맞춤형 로
봇 제작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여 성장한 기업이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다각화 탐색 과정에서 기술 이전으로 지하 탐색 레이더
(GPR) 사업에 진출한 사업 발전 및 확장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D사는
산업용 모터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전기차용 모터, 로봇/자동화기기/공
작기계용 서보모터 및 서보드라이버의 기술 개발과 생산-판매로 다각화
를 추구하고 있다. 즉, 두 회사 모두 활용(exploitation)을 기반으로 안정
적인 현금 흐름(cash flow)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험(exploration)
에 나서 도전하는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2장에서 언급한 대로

제3장 기계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81

활용과 탐험이라는 두 전략의 적절한 조화, 이른바 양손잡이 능력
(ambidexterity)이 C사와 D사 혁신 성장의 공통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C사와 D사 모두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공공 영역(public sector)의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C사
의 경우, 창업주의 적극적인 의지로 매출의 최소 5%는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해왔다. 또한 신사업인 GPR 기술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상당 부분 전
수받는 등 국책연구기관, 대학과의 협업으로 외부 이전 지식(migratory
knowledge)을 성공적으로 흡수 및 소화해냄으로써 신사업 진출의 교두
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마찬가지로, D사 또한 연구 및 개발에 지난
10년간 약 300억 원가량 투자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R&D 자금 지원
이 있었다. 또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서 정부의 핵심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수요 기업들이 핵심 부
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D사처럼 서보모터, 서보드라이버 등에 도전적
으로 진출해온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요약하면, C사와 D
사 모두 연구 및 개발에 열정적으로 임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공 영역의 지
원, 정부 정책의 전략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
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두 기업 모두 지배구조에서 대다수의 중소기업과는 다른 독특함
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원의 지분 참여이다. C사의 경우 창업
주가 본인의 기업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분의 51%를 직원들에게 배분
했고, 세후 순이익의 30%를 직원들에게 배분해왔다. D사의 경우엔 원회
사의 여러 인수 및 매각 과정을 거쳐 현재 최대 주주가 지분 30%를 소유
한 우리사주조합이다. 즉, 두 회사 모두 지배구조에서 창업주의 지분이
압도적인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과는 다른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배구조의 일터 동기 부여 및 혁신 장려 효과에 대해
선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으나, 현장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조직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혁신 성장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인력 수급 문제이
다. 금형산업과 마찬가지로 기계산업 중소기업 또한 이른바 양질의 인력
(decent workforce) 확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사의 경우, 시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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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임금 수준은 중상위임에도 인력 수급이 쉽지 않으며, 기술 인력,
영업 인력을 길러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계산업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신규 인력 진입 지원, 중소기업 숙련 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
도적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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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 입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부품산업을 포함하여
수출 규모, 고용 규모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관련 산업분야에 파
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산업의 총체적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산
업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 영향력이 크며,
소재, 전기, 전자 등 유관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선진국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기계나 소재산업에서 먼저 발달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산업의 기반이 약한 가운데 발전하면서 완성차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직계열화 정책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은 소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부품업체들
의 성장이 빨라졌다(조성재, 2014: 30).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들과 함께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업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동차부품 성능에 있어 안전성이 요구되고, 업체
에 대한 신뢰성이 필수이기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범준, 2017). 그간 지속되어 온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는 급변하
는 자동차기술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기술적 변화 양상의 사례로 모듈화를 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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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동차부품 모듈화는 부품 조립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
동화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 모듈형태로 여러 부품을 조립한 다음
조립라인에 투입하므로 완성차 내부의 공정 과정 일부가 모듈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이다(김철식, 2010: 235～273).

제2절 E사 사례

1. E사가 거둔 혁신
주지하듯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수직 종
속적 관계였지만, 대기업과 안정적인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오다
가, 최근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네시
아 등의 업체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쟁
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국내 완성차 대기업
납품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설계, 생산기술, 마케팅 등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확립
하고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E사는 하청 중소제조업체가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설계, 개발하고 거
래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켜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
한 혁신 중소제조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자적인 제품개발, 설계능
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수요업체가 제공한 설계도면
이나 제품에 대한 역설계를 통해 수요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전형적인
임가공 생산방식의 제조업체였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의 기
술변화로 인해 기존의 유압식 조향장치 시스템이 전자식(모터식) 조향장
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E사는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
에서 E사는 제품개발과 설계능력을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기술
경쟁력으로 만회했다.

제4장 자동차부품제조부문 중소기업 혁신사례

85

2. E사의 현황 개관
가. 회사의 개요
E사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10
월 현재 기준, 종업원 수는 130명이고,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설계, 생
산하여 ZF, Bosch, 만도 등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
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11) 창업자인 오○○ 사장은 대기업을 퇴사하고
스포츠 용품 사업을 하다가 주물공장을 매입하여 1986년 창업을 했다. 창
업 업종은 오토바이 부품제조업으로 쇼바 등 부품을 오토바이 제조회사
에 납품했고, 창업 당시 종업원은 3∼4명에 불과했다. 스포츠 용품 사업
에서 제조업으로 전향한 배경에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을 했던 선친의 영
향이 컸다고 한다. 1995년 7월 주식회사로 법인전환을 했는데, 회사의 연
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E사는 본사인 창원공장 이외에도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자동차 부
품, 정밀 EWR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장가항 1공장, 장가항 2공장 및 자
동차 부품의 열간단조 공장을 포함하여 3개의 자회사가 있다. 현재는 자
동차부품[조향장치 부품인 스티어링 인터미디어트 샤프트(Steering
Intermediate Shaft), 스티어링 인풋/아웃풋 샤프트(Steering Input/output
shaft), 스티어링 실린더 튜브(Steering Cylinder tube) 등], 열간단조(자동
차 조향장치용 단조 가공품 및 기타 열간 단조 단품), 정밀강관(ERW
pipe), 제조서비스(린 매니지먼트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 팩토리 오
토메이션) 등 4개 분야의 사업군을 갖고 있다. E사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
차 조향장치(Steering Gear Assembly)의 부분품인 유압용 랙 튜브(Rack
Tube)는 세계 시장점유율 9%로 단일품목 생산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
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모터식 조향장치인 스티어링 인터미
디어트 샤프트의 성공적인 개발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11) E사는 지난 2019년 4월 중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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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E사 연혁
1986
1997
2001
2004
2005
2006
2008
2010
2011
2015

E사 설립
폴란드 기업 수출
북미, 중남미 수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천만불수출탑 수상, ISO/TS 16949 획득
중국 진출
ZF, BOSCH사 수출(북미, 유럽)
전자식 조향장치용 정밀 가공 부품 수출(북미, 유럽)
전자식/유압식 I-Shaft 수주
이천만불수출탑 수상,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차세대 전자식 I-Shaft 개발, 중국 업체 설립
중국 내 조인트벤처 설립,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 확인
2019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고용우수기업 인증,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수상
자료 : 회사 제공자료.

2019년 10월 말 현재, 종업원은 관리직 30명, 생산기능직 90명, 연구개
발직 10명 총 130명이고, 이 중에는 베트남 근로자 20명, 병역특례요원 17
명이 포함되어 있다(표 4-2 참조). 주요 주주 세 명이 전체 주식의
77.65%, 11.20%, 11.15%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가족회사이다.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259억 7,4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9억 9,800
만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는 15.2%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
발비는 2.2%이다(그림 4-1 참조).
<표 4-2> 종업원 현황(2019년 11월 기준)
직종별 인원 수(명)

고용형태별 인원 수(명)

사무관리직

30

정규직

생산기능직

90

비정규직

연구개발직

10

합계

130

130

합계

주 : 외국인 근로자 20명(베트남), 병역특례요인 17명 포함.
자료 : 회사 제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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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매출액, 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추이 변화(2009～2018)

자료 : 회사 제공자료.

나. 회사의 성장
E사의 성장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동차 부
품기업으로 기반을 확립하게 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시기이다. 조
향장치는 자동차의 방향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압실린더인 랙 튜브
(Rack Tube)를 사용한다. 파이프 성형과 용접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E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랙 튜브 생산에 뒤늦게 뛰어들게 되고, 1997년부터는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한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에 랙 튜브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와 견고한 파트너십 관계를 확
립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이다. 수요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
하 요구를 거절한 E사는 이른바 원청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
론이거니와 시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
작했다. 그러다가 2000년 동북아 시장에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 ○○○사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
○○사가 생산하던 모든 종류의 랙 튜브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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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는 ○○○사와 하이토크 인터미디어트 사프트(High torque
Intermediate Shaft)를 공동개발하면서 설계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2016년
이후의 시기이다. ○○○사는 글로벌 소싱을 통해 세계 각지의 로컬 부품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오던 하이토크 인터미디어트 샤프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오던 E사와 제품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E사는 제품의 개념설계 단계부터 ○○○사와 공동개발
을 하게 되고, 제품 양산뿐만 아니라 설계능력까지 갖추면서 혁신기업으
로 질적 도약을 하게 된다.

3. E사 혁신시도의 궤적
가. 기술혁신의 개요
E사는 자동차 동력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유압실린더인 랙 튜브를 생산
하여 연간 매출액 350억 원에 이르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
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서 자동차 조향장치 시스템도 기존의 유압식에서 전자식 조향장치 시스
템으로 기술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E사의 주력 제
품이었던 유압실린더의 수요가 급감하게 되었고, 350억 원에 이르던 매출
액은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240억 원까지 떨어졌다. 자동
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E사는 전자식 조향장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늘
려나갔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E사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유압식 랙 튜브에 들어가는 샤프트를 생산하여 공급하던
○○○사로부터 모터식(전자식) 랙 튜브의 공동개발 제안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E사는 설계도면과 재료를 수요업체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임가공 하청업체에서 설계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그동안의 수직적인
원․하청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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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자식(모터식) 조향장치 시스템의 전환
HPS : 기계식(유압식) 아날로그방식

EPS : 전자식(속도감응형) 디지털방식

⇨

자료 : 회사 제공자료.

나. 제품의 개발과정
2015년 ○○○사가 하이토크 인터미디어트 샤프트의 공동개발을 제안
하면서 제품개발이 시작된다. ○○○사는 E사에게 공동개발을 제안하기
전에 독일과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조향장치 부분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는 공급업체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구매원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품을 받아오던 □□□사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사와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는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면서도 기술력이
우수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E사는 2001년부터 ○○
○사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보유한 능
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가령, ○○○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능력
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
고, E사는 뛰어난 생산능력과 제품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
가 E사에게 공동개발을 제안한 또 다른 이유는 ○○○사의 경쟁업체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방식이 아닌 인하우스(in house) 방식으로 조향장치 부
분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 생산전략에 두려움
을 느끼기 시작한 ○○○사가 인하우스 생산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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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기는 브라질 시장 때문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하우스 생산방식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
을 수입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는 E사와의 공동개
발과정에서 제품개발, 디자인, 노하우 등을 습득한 후, 브라질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사는 ○○○사의 이러한
전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랙 튜브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던 터라 공동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공동개발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교환하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
고, 특히, E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업체인 ○○
○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사 입
장에서는 공동개발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
었기 때문에 히든 코스트의 발견이 용이해졌고, 이 과정에서 원가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와 E사 모두 공동개
발을 통해 Win-Win할 수 있는 거래였기에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을 결정
하게 되었고, 제품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협업을 시
작했다.
[그림 4-3] 제품 공동개발 과정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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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과정 초기인 제품에 대한 Concept validation, Design validation
단계였던 2016년에는 오○○부사장이 독일의 ○○○사에 6개월간 파견근
무를 했고, Production validation 단계였던 2017년, 2018년에는 독일 엔지
니어들이 E사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공동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부사장이
코디네이션을 했고, 중간 단계에서는 E사 엔지니어들이 코디네이터 역할
을 했다.
다. 공동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E사는 ○○○사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 공
차(Tolerance)를 정하고, 공차에 맞는 공정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이
론적인 설계과정을 따른다. 반면, E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독일과 같은 이론적인 설계과정을 거쳐 제품을 개발, 생산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원본 데이터 없이 이미 제작되어 있는 제품의
부품을 분해하여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 즉, 공정과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제조 도면을
나중에 정한다. 이러한 역설계 생산방식은 근본적으로 도면과 제품이 맞
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도면 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도면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노하우가 생기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
E사가 제시한 완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은 ○○○사로부터 100% 동의를
얻어 냈다. 그다음 과정으로 설계도면대로 제조하기 위한 각각의 단품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E사는 ○○○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
E사가 제시한 Best practice는 역설계 방식으로 습득한 정보이고, 그것을
E사가 실제로 생산했을 때 불량률도 낮고 제품의 성능도 우수할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성이 높은 정보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는 암묵지 형태이기 때문에 부품 도면으로 표
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E사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E사가 진다는 약속 말고는 설득할 만한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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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사는 E사가 제시한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
고, E사의 경험은 본인들이 겪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보니 E사가 제시한
Best practice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를 설득하는 데에는 결국 실
패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E사는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는지 어디서 막혀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가. 설계능력 향상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체들은 성장 초기 단순한 조립 또는 임가공 방
식으로 성장해 왔다. 대기업이나 독일, 일본 등 글로벌 업체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고, 설계능력도 없기
때문에 최종재의 순부가가치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제품생산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학습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제조
능력과 설계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공정혁신을 거쳐 세계시장에서 경
쟁력을 키워나갔다.
E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E사가 설계능력을 갖춘 것은 2015년 무렵이
다. 그 이전에는 자동차 부품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서 제품을 제조
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기본 설계능력에서 나온
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수요
업체는 설계도면을 공개하고 이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공급
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건비
가 저렴한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의 공급업체와 경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설계능
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능력을 갖추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
다. 즉, 설계능력이 있으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군을 변경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경한 소재에 대한 가격을 수요업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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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마진율을 조정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체형이 아닌 조립형 부품이 많기 때문에 공
급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요업체로부터 공차를 요구받는다.
설계능력을 갖추면 공차를 줄일 수 있어 가공비가 절감되고, 이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 스마트 공장을 활용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E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수한 연구
개발 인재를 확보하여 설계능력을 갖춘 것 이외에도 스마트 공장을 계기
로 한 기술능력 향상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제품가격은 재료비,
공정비, 관리비, 이윤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관행적으로 업계 평균이나 15% 정도의 관리비를 책정하여
암묵적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E사는 이러한 암묵적인 비용들을 스마트 공장을 활용한 과학적 계산에
[그림 4-4] E사형 스마트 팩토리

자료 : 회사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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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비용 산정을 함으로써 개선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으로 경험적 비용
이나 업계 평균 비용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설비의 비가동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회사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있다. E사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관점은 명확하다. 공정의 자동화
나 전산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
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E사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고용이 40명 정도 더 늘어났다.
E사는 본사인 창원공장에 생산 1, 2, 3과를 두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도입은 생산시설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했다. 즉, 생산 1과는 도입 포
기, 생산 2과는 기초단계 구축, 생산 3과는 중간 2단계 구축을 목표로 설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형 및 용접을 하는 생산 1과는 사업의 지
속 가능성 여부, 과도한 공정의 복잡성, 기초단계 달성 후 중간 단계로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공장 도입을 포기했다. 반면, 정밀 가공
을 하는 생산 2과는 사업의 성장성,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핵심 사업으로
의 대표성, 향후 모델라인으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단계 수준으
로 도입했고, 중간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립 및 시험을 하는 생산 3
과는 제품의 기술적 목표, 고객의 수요, 향후 중간 2단계에서 예상되는 가
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 2단계 수준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
할 계획이다.12)
E사는 생산3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생산 3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현재까지 12
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 지원금이 없이 모두 E사가 부담했다. 생산 3과의
스마트 시스템은 2015년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
졌다. 2018년 2,900억 원의 물량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기존 10년 치 물량
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문 확보는 고용 증대로 이어졌다. E사는 창원공장
에 100명이 조금 넘는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데, 2019년 40명, 2020년 30명
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E사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12) 경남도민일보(2019. 3. 6), ｢
[스마트공장을 가다](5) E사｣
(http://www.idomin.com/
news/articleView.html?idxno=591665, 2019. 12.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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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사 스마트 공장 추진 현황

자료 : 회사 제공자료.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수주 증가
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5. E사의 함의
E사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원․하청 구조의 수직종속성에서 비롯된 문
제들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제조업 기업으로서 역량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사는 2000년
대 초 국내의 일방적인 CR 관행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섰는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이 동북아 등에서 진행한
글로벌 소싱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또한 내
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존 주력 생산품인 랙 튜브의 수요가 감소하자, 전기차 등
에서 사용되는 하이토크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등의 부품으로 주력 생산
품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투자를 늘렸고, 원청과의 공동설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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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설계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E사는 제조업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숙련기능인력들이 기업의
문제대응능력(환경변화에 응전하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핵심적인 자산임
을 확인시켜주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E사의 핵심 제조능력은 인발성형→
용접→소성가공 등으로 변화 내지 진화해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온 기능인력들 중 일부가 연구소 R&D 인력, 생산부문 관리자 등으로 성
장했다. E사가 지금의 설계능력 내지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엔
지니어들의 설계를 현장에 적용한 뒤 개선점을 피드백하고, 단가 하락이
가능하도록 공정단계 감축 방법을 찾아내는 등 현장라인 생산부문 출신
직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E사는 과감한 설비투자로 부족한 현장 기술력 내지 암묵지를 극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기초체력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게
을리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사는 종전 주력 생산품이었던 랙 튜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매우 고가였던 로봇용접기를 도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스
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면서도 E사의 경영진은 3정5S, 현장의 가시화, 작업일보 작성관행 정
착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스마트 공장 역시 린 프로덕션, 도요
타 생산시스템, 6시그마 같은 전통적인 경영기법을 보다 쉽게 현장에 착
근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편, E사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종속적 원․하청 구조에서 좀 더 자유
로워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설
비의 비가동 원인을 찾아내 낭비를 최소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
라, 자사의 생산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E사의 경영진은 스마트 공장으로 히든 코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투명한 내부원가와 적정한 마진율 제시로써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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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J사 사례

1. J사가 거둔 혁신
J사는 알루미늄 부품을 주조, 가공하여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1987년 설립됐다. J사는 지속적인 제조기술 혁
신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업체와의 거래선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으
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1～2개 자동차업체
와의 거래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의 생존은
원청업체와의 거래 조건과 지속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J사의 거래선 다각화는 주목할 만한 예외적 성공 사례가 아닐 수 없다.
J사의 거래선 다각화는 뛰어난 제조기술 능력에 기초한 마케팅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J사의 알루미늄 주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J사는 제조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주거래 업체인 ○○자동차(이
하 ○○차)를 비롯하여 국내 24개, 해외 24개의 제조업체에 파워트레인,
섀시 등 다양한 분야의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J사의 이러한 제조기술 혁신이 어떻게 가능했고, 이에 바
탕한 거래선 다각화는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J사의 현황 개관
현재 J사의 지분구조는 오너 일가 33%, 일본 도요타 그룹 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주식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J사는 현재 종업원이 269명(사무관리직 115명, 생산직 154명)이고. 외
국인 노동자 357명을 고용한 사내 하청업체의 종업원까지 포함하면 626
명이다. 최근 경영 호전으로 임금, 복지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면서 이
직률은 6.3%로 낮은 편이다.
J사의 연혁을 보면, 1987년 회사 설립 및 ○○차에 공급을 시작했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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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J사 거래선별 납품 현황
매출액(2018년) 1,687억 원
국내 1,176억 원
○○차 그룹(51%)
흡기다기관, Bracket, Water/Air Pipe
알루미늄 너클․캐리어,
파워트레인 부품 40여 종
르노삼성차(39%)
휠 90%,
파워트레인 부품 20여 종

해외 511억 원
르노닛산(44%)
르노 파워트레인 부품 10여 종,
닛산 파워트레인 부품 20여 종
지엠(31%)
디젤 엔진 부품
머큐리 마린(11%)
해상기 부품
포드(7%)
엔진 오일 펌프 부품

자료 : J사(2019) 내부자료.

년대에 들어 1996년 본사공장 설립, 1997년 일본 중앙전기와 기술원조 계
약을 체결하고, 1998년에는 자본을 유치했다. 2003년에 기술연구소 및 2
공장을 신축하고, 2006년 미국 및 일본기업들과 거래를 시작, 2009년 미
국지사를 설립한 후, 2012년에는 서한산업 자본을 유치, 2015년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2017년 펀드회사 투자를 유치하고, 2018년에는 월드
클래스300에 선정되기도 했다.
J사의 거래선별 납품 현황을 보면, 2018년 매출액 1,687억 원 중에서 국
내가 1,176억 원(69.7%), 해외가 511억 원(30.3%)을 차지하고 있다(표 4-3
참조). 국내에서는 ○○차 그룹에 흡기다기관(intake manifold), 파워트레
인 부품 40여 종, 알루미늄 너클․캐리어 등을 납품(51%)하고 있으며, 르
노삼성차에 알루미늄 휠, 파워트레인 부품 20여 종을 납품(39%)하고 있
다. 해외 기업들에도 엔진 등 파워트레인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1
년까지 해외 매출의 비중을 전체의 절반 정도로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3. J사 혁신시도의 궤적
J사의 혁신은 J사가 성장 과정에서 직면했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달리 말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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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J
사는 두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
가. IMF 위기
1987년 ○○차의 흡기다기관(intake manifold) 주조 라인을 외주
(outsourcing)로 이관받아 회사를 설립했던 J사는 설립 초기부터 거래선
다변화에 적극적이었다.13) ○○차의 노조 설립과 파업 사태를 지켜본 창
업자는 하나의 원청업체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거래선 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J사는 1990년대 중반 국내의 또 다른
자동차업체뿐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에도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J사는 IMF 때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J사는 1995년 르노삼성차
에 알루미늄 휠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IMF 위기로 해
당 자동차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J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J사의 임직원들은 작고한 창업자를
승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신임 회장(창업자 부인)을 중심으로 단결하
여 월급을 반납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J사의 끈끈한 ‘공
동체’ 정신은 이를 기점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J사의 임원
9명 중 르노닛산에서 온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내부 승진자이다.14)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요타에 알루미늄 휠을 납품하던 일본 부품업체
인 중앙전기가 ‘백기사’가 되어 J사에 3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19%를 소
유하고 도요타에 납품을 주선하는 등 J사 회생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다. 중앙전기는 간반방식, 3정5S 등 일본적 관리기법을 전수하여 J사의

13) 창업자는 ○○차에 납품하던 동국제강의 자회사인 부산주공의 영업 사원 출신으
로 창업자를 포함한 주주 5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창업자를 제외한 나
머지 주주들의 지분은 IMF 위기 후 정리됐다.
14) J사의 회장은 중소기업의 여성 최고경영자로서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임
원뿐 아니라 모든 사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회사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관리
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에 채소를 길러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직하려던
사원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여 회사에 잔류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일화가 있다.

100

혁신 중소제조기업 사례연구

제조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일 자동차업체 간의 ‘윈윈’ 사례로서
중앙전기와의 협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15)
나. 글로벌 금융위기
J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 약세 정책에 따라 키코 사태가
발생하면서 1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사는 임직원
이 단결하여 부도 등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후, 이를 전화위복을 위한 혁
신의 계기로 삼는다. J사는 2009년부터 국책 과제(지경부 구매조건부 과
제)를 따서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재도
약의 발판을 마련했다.16) 이 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원천
기술 특허를 이전받아 J사가 자동차부품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11년 국책 과제 종료에 이어 2012년부터 ○○차와 계열 부품업체들이
함께 알루미늄 캐리어 양산 부품 개발을 추진했고 2016년부터 양산 개발
에 성공, ○○차에 납품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기술 개발을 계기로 하여 J사는 알루미늄 캐리어, 이어서 알루미늄
너클 등 알루미늄 고급 부품을 ○○차에 납품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은 개발을 시작한 때부터
양산, 납품까지 7～8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오너가 개발 담당자를
믿고 지원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2015년부터 ○○차의 생산 및 판
매 감소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J사는 지난 5년간 매출 증가와 흑자를

15) 도요타 그룹의 계열사인 일본 중앙전기와의 협력은 중앙전기의 주력 제품이 J사
와 동일한 알루미늄 휠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당시에는 한일 간의 임금
격차가 컸기 때문에 중앙전기가 J사의 알루미늄 휠을 공급받아 도요타에 납품을
해도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윈윈 관계가 한일 간의 임금
격차가 축소된 현재에도 어떻게 지속되는지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16)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은 원래 미국 MIT가 개발하여 NASA에서 우주항공 부품
에 적용하던 기술이라고 한다. J사는 이 기술을 적용하여 주조 부품을 상대적으로
저온(650도)에서 고체로 변환시키는 데도 물성치가 단조의 90% 수준으로 유지하
고 가격은 30% 싸게 제조하여 단조 부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J사는 이
부품의 양산 시 6개 공정을 1개 공정으로 단축하는 신제조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
발하여, ○○차의 고급 차종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섀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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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J사 매출 현황 및 전망

자료 : J사(2019) 내부자료.

기록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J사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IMF 이전부터 지속
적으로 공정 혁신과 거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 위
기를 계기로 하여 최신 제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획기적인 성장의 모멘
텀을 마련한 것이다.

4. 혁신의 성공요인 진단
J사의 성공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과 현장 제조기술 능력에
기반한 지속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장의 리더십이 ‘어머니’ 리
더십이라고 한다면, 이와 함께 친아들인 사장은 미국 MBA 출신으로서
차세대 리더십을 조화롭게 발휘하고 있다.17) 여기서는 J사 혁신의 성공
요인을 가치사슬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하자.

17) 사장은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수주하거나 스마트 공장,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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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 설계능력
J사는 제조기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속적으
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풍부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J사는 DFMEA
(Design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를 통한 디자인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PFME(Process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로 공정을 검증,
제조방법을 제안하여 원청업체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즉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 견적요청서
(RFQ)를 받으면 풍부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도면을 최적화, 모델링 등을
개선하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등 제조기술상의 건설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J사의 창사 초기에는 제조기술의 단순한 제안 차원에 머물렀다. 예컨
대, 설립 초기 흡기다기관 관련 두 개 부품을 일체형으로 붙여 개발함으
로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설계 변경을 ○○차에 제안하
여 반영한 적이 있다.
그러나 J사는 2002년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연구 인력의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연구소
현황은 <표 4-4>와 같다. 연구개발비는 2018년 매출액의 1.2%를 차지하
고 있다.
J사는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품 종류를 다양화, 고급화하는 방식으
로 제품개발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J사의 기술 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다
음의 2가지 혁신 유형이 동시 병행되다가, 최근에는 후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는 양상을 보인다.
<표 4-4> J사 연구소 현황
연구개발 내용

인원 수

선행연구팀

중장기 아이템 개발, 도면 최적화

양산기술팀

가공 개발, 양산 개발

9명

가공기술팀

CNC 등 주조가공 기술

5명

합계
자료 : J사(2019) 내부자료.

10명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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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제품과 같으나 품질과 성능이 나은 제품으로 개량 :
흡기다기관 EGR(배기가스 리턴), 터보 충전기 System, 압축기 하우징,
EGR 하우징, 오일펌프 하우징, 모터 하우징
② 기존 제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유사한 제품 개발 :
제너레이터 하우징, 서브 프레임 등 하이브리드 디스크, 전자교반 너
클․캐리어, 배터리 케이스
J사는 향후에는 자동차의 경량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 고강도 엔진 브
래킷, 너클․캐리어 등 하부 섀시 알루미늄 부품을 국내 고객사뿐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도 납품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모터 하우징 등 알루미늄 부품의 납품
비중을 높여갈 예정이다.18) 이 외에 전파 중계기의 히트 싱크(방열판) 부
품 등 전자 부품의 납품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J사는 최신 기술을 활
용한 고급 알루미늄 부품의 납품 비중 증가와 거래선 다각화로 지속적인
[그림 4-7] 기술 발전 경로

자료 : J사(2019) 내부자료.

18) 2023년에는 전기차 50만 대분의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여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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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전망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J사가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대부
분의 부품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비용절감(Cost Reduction) 요구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의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원청업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J사도 원청업체로부터 비용절감을 요구받는 것은 동일하다. 연
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J사의 기술 능력 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책 연구
개발 과제의 적극적 활용이다. J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생산기술연구원, 테
크노파크 등이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3～5년
단위의 연구과제 지원을 받음으로써, 상당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또한 J사의 연구개발은 대부분 생산 공정과 밀접히 관련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국책 연구개발의 부산물로서 생산설비가 확충되는
성과로도 연결됐다.
이러한 제안서 준비의 노하우 축적은 2018년 정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프로젝트인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는 성과로 나타난다. 이 프로
젝트는 R&D 자금을 4～5년간 36억 원, 마케팅 5년간 7.5억 원, 금융 100
억 원 이상을 융자해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J사는 향후에는 보다 적
극적으로 국책 과제에 지원,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중장기 계획을 세우
고 있다.19)
나. 제조능력, 공정개선능력
J사가 제품 가공으로 생산해 내는 제품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컨대, 알루미늄 부품의 납품 기준인 고강도 지수는 항복 강도가 220, 인
장 강도가 290 MPa(메가파스칼)이다.
J사의 ‘현장’ 경쟁력의 원천은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와 조반장급의
19) 이 외에도 J사는 같은 해에 연 7,5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받는 ‘글로벌 IP(특허)
스타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J사 연구팀장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안전하게 기업 경영하기 라는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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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노동자들에 있다. 달리 말하면, 대졸 엔지니어와 상위 10%의 생산직
이 J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업무는 주조 공정의 특성상 상당한 숙련이 요구된다. 고온의
용탕, 고압 프레스, 로봇 등의 위험한 공정에는 상당한 적응 기간이 필요
하다. 신입 사원의 교육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소 2～3개월간
의 OJT(On the Job)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반장급의 숙련 노동자와 대부분 외국인인 노동자 간에는 뚜
렷한 구분이 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조반장이 응급 처치
를 한 후 보전팀이 와서 문제해결을 한다.20)
J사는 정보화에도 적극적이다. 주조 공장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문서 없이
경영 분석, 전자 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원들은 연간 3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부서별로 사내에서 교육을 받
거나 중소기업 연수원, 대학, SW 판매회사 등에서 외부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부서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총무처에서 교육
계획을 조정한다. 2018년에는 10월까지 60명(기사, 대리, 과장, 차장)이 총
1,737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J사는 제조의 전 분야에서 전 사원이 개선․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378건을 접수하여 그중 329건을 실
행했다. 품질경영팀에서 이 제안들을 6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7,086만 원
을 포상했다. 개인별로는 몇 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포상을 받기도 한
다. 회사는 개선․제안 활동을 통해 24.8억 원의 효과를 보았다.
J사 종업원의 초봉은 높은 편이지만, 완만하게 상승한다. 연봉은 기본
급 외에 상여금 600%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평균 재직연수 8년)가 많은 이유는 가족
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 90%의 생산직 현장 업무는 사내하청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J사의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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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는 종업원의 업무 실적과 근태를 상급자가 평가하여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하여 연봉에 차등적으로 반영한다. 하위 5%는 승진에서
도태시킨다.
J사에는 노조가 없다. 사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임금 협상을 한다. 본부별로 3명씩 모두 9명씩 선출된 사원 대표와 본부
장, 지원본부장으로 구성되는 사측 대표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회장은
사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다. 마케팅능력
1) 국내 거래
J사는 국내에서는 정부의 품질경영시스템(KFG) 인증을 받은 후 ○○
차, 르노삼성차 등 원청업체의 협력업체 집단에 등록을 하여 납품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원청업체로부터 특정 부품의 도면을 받으면 개발비,
금형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견적요청서(RFQ)를 제출한다. 특정 부품의 납
품이 결정되면 해당 모델의 양산이 지속되는 5년 동안 계속 납품을 하게
된다.21)
2) 해외 거래
J사의 해외 거래는 국제 또는 해당 국가 인증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특정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세부적 기준을 충족시켜
야 납품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지엠은 BIQS, 르노는 RNPO 등의 품질경
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J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때는 대여도업체의 성격을 벗어나기

21) ○○차의 협력업체는 세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챔피언(champion)은 전략
적 파트너로서 다음 모델의 부품을 ○○차와 공동 개발할 정도로 지속적 거래가
보장된다. 두 번째 유형인 챌린저(challenger)는 ○○차로부터 도면을 받으면 복
수의 협력업체들이 견적요청서(RFQ)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납품이 결정된다. J사
는 이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인 후보자(candidate)는 잠재적인 납품 후보자
로서 ○○차에 자료요청서(RFI)를 제출하여 경쟁적 방식에 따라 납품업체로 결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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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해외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때는 승인도업체로서 상세 설계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적용한 부품의 경우에
는 J사가 개발한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업체에 능동적으로 부품 아이
템을 제안하기도 한다. J사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향후에는
해외 거래관계의 교섭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거래에서 2016년 닛산에 알루미늄 엔진 부품인 제너레이터 하우
징(generator housing)을 납품하는 데 성공한 일화는 J사의 기술력과 마
케팅 능력을 잘 보여준다. 닛산은 전기차 엔진 부품 개발 과정에서 르노
삼성차에 동종 주조업체 5개의 리스트를 요청하여 J사의 제안서를 채택
했다. 당시에는 히타치 금속이 제너레이터 하우징의 부품업체로 선정되
어 시작 금형,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상태였다.
닛산 측 연구소의 설계 엔지니어 20명이 J사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
해 J사 출장자들을 면담했는데, 이들이 저압주조 공법과 관련된 질문 200
여 개에 모두 완벽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J사와 제너레이터 하우징 납품
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J사는 시작 금형의 초도 샘플을 4
개월 만에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히타치 금속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이 입증되면서 닛산 납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22)
라. 자본조달능력
앞서 논의한 것처럼, J사의 자본금은 오너 일가 33% 외에 일본 중앙전
기, 서한산업, 그리고 유암코 등 기타 펀드회사로 구성돼 있다. 아직 회사
를 주식시장에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오너 일가는 현재 회장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J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일본 중앙전기는 1998년 IMF 위기 때 J사를 살리기
위한 ‘백기사’로서 지분 참여(19%)를 한 것이고, J사의 상급 거래선인 서
한산업은 2012년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서 지분 참여(14%)를 했다. 유암코 등 펀드회사는 2017년 J사의 성장
22) 당시 닛산 측의 구매 담당자였던 S 상무는 J사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나
중에 J사 마케팅 담당자로 회사를 옮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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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높게 보고 지분 참여(19%)를 했다. J사의 경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2021년 주식시장 상장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J사 사례의 함의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주조, 가공업체인 J사의 혁신 사례를 요약하자면,
첫째로 J사는 IMF 위기 때 원청업체인 삼성차의 부도로 인해 최대 위기
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원이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회
사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로, J사는 초기부터 하나의 원청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부
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선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차뿐 아니라 국내 삼성차, 미국의 머큐리 마린에도 알루
미늄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현재 J사는 주거래 업체인 ○○차를 비
롯하여 국내 24개, 해외 24개의 제조업체에 다양한 알루미늄 부품들을 납
품하고 있다.
셋째로 J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키코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원청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J사의 거래선 다각화는 지속적 연구개발에 따른
제조기술 능력의 축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넷째로 J사는 원․하청 관계의 제약 때문에 연구개발 자금이 부족한
조건을 국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극복했다. 연구개발 제
안서를 잘 준비하여 정부의 지원 자금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선진적 제조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
다.
이상에서 우리는 J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형성된 공동
체 정신이 이후 지속적 기술 혁신과 거래 다각화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으
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
태에서 회장의 헌신적 리더십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회생,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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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J사
가 대기업이 아니라 인격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오너 일
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삶의 터전이
라는 일체감이 형성됐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임직원들의 희생
과 협조를 이끌어내며 회사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으로 발휘됐다.
J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자동차산업의 기술 변화에도 성공
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다. 현재의 대응 현황을 평가할 때 J사의 전자교반
고압주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알루미늄 부품의 기술 능력은 내연기관차
의 고급화뿐 아니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4장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두 곳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E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원․하청 구조의 수직종속성에서 비
롯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중소제조기업으로서 역량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 이 회사는 국내 대기
업의 일방적인 CR관행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진출
에 적극 나섰는데, 당시 글로벌 기업들이 동북아 등에서 진행한 글로벌소
싱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내연기관에서 전
기차․수소차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기존 주력 생산품인 랙 튜브의 수요가 감소하자, 전기차 등에서 사용되는
하이토크 인터미디어트 샤프트 등의 부품으로 주력 생산품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투자를 늘렸고, 원청과의 공동설계 작
업으로 설계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E사는 과감한 설비투자로 부족한
현장 기술력 내지 암묵지를 극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기
초체력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종속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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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구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했다. 즉,
스마트 공장을 활용해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투명한 내부원가와 적정한 마진율 제시로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후발주
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살펴본 J사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을 형성했는데, 이는 지속적 기술혁신과 거래 다각화를 실현하는 데
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공동체 정신은 J사가 대기업이 아니라 인격
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J사의 혁신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첫째, 초기부터 하나의 원
청업체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선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J사는 현재 국내 24개, 해외 24개
의 제조업체에 다양한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금
융위기 때 키코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
용하여 전자교반고압주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함으로
써 원청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J사의 거
래선 다각화는 지속적 연구개발에 따른 제조기술 능력의 축적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원․하청 관계의 제약 때문에 연구
개발 자금이 부족한 조건을 국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극복
했다. J사는 연구개발 제안서를 잘 준비하여 정부의 지원 자금을 대거 확
보하여 선진적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
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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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금형, 기계, 자동차부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해 왔다. 종속성의 문제와 불공정의 문제는 분명 제약이지만, 그렇다
고 그것이 전일적으로 기업의 혁신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외적, 환경적 요인들을 잘 활용하고 내적 자원을 잘 가꾸고
동원함으로써 한국적 토양하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거둘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은 보여준다.
이 연구로써 우리는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현재적 조건하에서 혁신을
향한 진득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실제로 기업들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혁신의 과정은 기계적이지 않다. 그것은 매우 우연적인 요소들도
같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혁신을 위한 노력이나 자원투입은 하나를 투
자하여 하나를 얻는 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진득하게 노력한 시도
가 어느 시점에서 도약의 계기를 맞아 진가가 발휘되곤 하는 식이다. 따
라서 기업 스스로 진득하게 버티는 뚝심이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시스템을 잘 고안해 낼 필요가 있다.
둘째, 적지 않은 기업들이 하나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그것을 캐시
카우로 쥐고 있으면서 다각화에 성공하곤 한다. 혁신은 대체적(substitutive)이라기보다 축적적(accumulative)이고 그러면서도 일정한 질적 도약
을 요한다. 대체로 중소제조업의 혁신은 첫 번째 성공적인 시장 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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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것을 토대로 도모한 새로운 확장 시도, 다각화 시도가 성공을 거
두어 새로운 제품의 양산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안정화를 거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현행 혁신지원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혁
신을 거둔 적지 않은 기업들은 그에 대한 의존과 효과인정을 하고 있다.
지원체계의 보다 세심한 효율화나 정교화는 분명 필요할 것이나, 현재 한
국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데에 지금의 정부
지원이나 지역 대학 등과의 연계는 나름 의미 있게 활용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한계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거두기 위해서는 CEO의 안목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내부의 분업체계, 특히 혁신을 향한
역량의 세분화와 그들 간의 역동적 접합방식이 면밀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CEO 의존적인 혁신의 경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CEO의 리더십도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에 대해 보다 세심한 분
석과 진단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단지 한국 제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혁
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그것이 가능한 몇 가지 요인들을 제공
해 주는 것으로 의미가 끝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혁신은 중소기
업의 인적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안배라고 하는 본 연구의 궁극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혁신역량의 강화 내지 혁신공간
의 확장이라고 하는 가치와 일자리의 양질화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의 교
량구축(bridging)과 관련한 쟁점으로까지 더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는
후속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혁신공간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열려 있고 또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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