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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더스트리 4.0 은 공장을 구성하는 사람, 사물 및 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생산 활동 전반이 자동화, 지능화 궁극적으로는
자율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조업 특성에 맞추어 스마트공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중인데
이는 개발 산업별로 디지털화 수준이 다르고 스마트공장의 구성요소들과
핵심이 되는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르기 때문이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에 관한 문헌 연구와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Industry 4.0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신규
공장이 아닌 기존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설비 예지보전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연속적인
프로세스 공정에서 신규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석유화학 공장에
일반적으로 설치된 기존 센서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공장 적용 개념, 핵심 요소 및 적용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스마트공장, 자동화,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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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 해졌고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하기 위한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기업은 짧아진 제
품의 생명주기 및 고객의 기호의 다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저비용 생산구조
의 확보 및 자동화 확대와 함께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를 통한 개인화된 제
품 생산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였다. 이런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타
개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은 공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자원들 즉, 사람, 사람 및 IT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생산활
동 전반이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되는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
에서도 대기업 집단은 개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주축으로 업종별, 수준별 다양한 모델 공장
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6년 2,800개로 2014년 277개보다 크게 늘었으나 질적인 측
면에서 보면 기초단계가 79.4%를 차지하고 있어 고도화 수준이 낮은 상태이
다.
구분

미적용

공장운영 수작업
자동화
설비

수작업

기초

중간1

중간2

고도화

생산이력,

실시간 생산정

실시간 공정

설비, 시스템의

불량관리

보 수집, 관리

자동제어

자율생산

바코드, RFID 센서 등 활용 PLC 통한 실시간 다기능 지능화 로봇
활용

설비 관리

시스템 연동

과 시스템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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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 공장 추진단)
표1. 스마트 공장 적용 수준

구분

ICT미적용

공급사슬관리(SCM)

기초

중간1
7

4

398

55

기타(ICT융합 선택분야 아님)

31

11

ERP(ICT융합 선택분야 아님)

7

MES(ICT융합 선택분야 아님)

5

SCM(ICT융합 선택분야 아님)

1

기업자원관리(ERP)

2

제품개발(PLM)
현장자동화·공장운영(MES)
합계
적용 수준별 비율

중간2
3

4

합계

주력분야별 비율

11

0.4%

458

17.5%

42

1.6%

7

0.3%

9

0.3%

1

0.0%

109

16

3

128

4.9%

1

1,521

401

38

1,961

74.9%

3

2,079

491

44

2,617

100.0%

79.4%

18.8%

1.7%

100.0%

0.1%

(출처 : 스마트공장 추진단 2015~2016년 추진실적 재구성)
표 2. 스마트 공장 추진 실적
한편 석유화학 산업은 1918년 Standard Oil에서 최초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
산한 이래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산업으로써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여 타 산업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산업분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에 있어서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 공정 특성
및 이미 자동화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센서 증설 등이 어려운 제약조건을 가지는 환경 하에 공장의 스마트화
를 추진하는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유사 산업 및 타 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
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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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 공장 정의
스마트 공장에 대해 국가, 기업,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사슬 중심으로 설계, 개발, 생산, 유통, 물류 등
생산과정을 IT 기술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개별요소의 스마트화 및
가치사슬 전체에 최적화,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

(출처 : ICT_기반의_스마트_팩토리_구현을_위한_정책연구)
표 3. 스마트 팩토리 정의
기업의 가치사슬은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수직적 통합은 가장 낮은 계층의 Field Level에서부터
Enterprise Level까지 수직계층으로 분류하는 함으로써 기업 내의 의사결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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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현장의 자동화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수평적 관점으
로 분석할 경우 제조기업의 가치사슬상에서 개별 시스템의 역할을 구분하여
설명이 가능하여 기업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툴로 적합하다. 이와 같이 스마트 공장을 정의할 때 수직, 수평적 관점
에서 정의를 함으로써 Filed Level의 개별 센서, 장치, 설비 등과 기업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교차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스마트 공장은 “공장 내 제조 가치사슬의 모든 구성요소들
이 실시간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 그리고 통신을 통하여 협업을 이루어 내
는 하나의 지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출처 : 스마트팩토리 제조공정 혁신에 관한 연구 재인용>
그림 1. Industry 4.0 Conce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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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화학 산업이해
2.1 석유화학 산업의 정의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를 정제하여 휘발유, 경유, 항공유, LPG, 중질유, 아스
팔트 등 수송용 연료 및 난방용 연료를 생산하는 석유산업과 납사(Naphta)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열 분해하여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
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과 합성수지(플라스
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원료,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과정을
총칭하여 석유화학 산업이라 한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은 석
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통칭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석유화학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플라스틱 가공업, 섬유산업, 고무산업 및 페인트, 화장품, 농
약, 의약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의류, 타이
어 신발, 휴대폰 부품 등에 이르는 생활 밀착형 산업이기도 하다.

(출처 : WEMAC 및 석유화학산업의 현황(한화토탈) 재편집)
그림 2. 석유화학산업 제품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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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
석유화학 산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섬유 등 주력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석유화학 제품은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장치위주의 산업이기도 하다. 석유화학 공장은 생산하는 제품의 물류효율
과 안정을 고려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단지화 초기 투
자비용이 1개 단지 건설에 40억불 정도 소요가 되며 규모의 경제가 동작
하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선점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술집약 산
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를 대부분은 선진국들
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이
용하여 정제하거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조 원가의 대부분이 원료비
용일 정도로 재료비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유가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
고 석화화학 제품을 소재로 사용하는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원료비가 차지하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납사(Naphtha) 0.18톤(125달러)를 투입하여 총 9천달러
의 최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약 70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고부
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2.3 제품 계통도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 정제에서 시작하여 분해, 합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계통도 형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괄
호안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에 위치한 기업명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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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제품 계통도를 참조하여 재편집)
그림 2.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및 제조업체 현황
국내 주요 석화화학 제조기업은 1970년에 조성된 울산 콤플렉스를 시작
으로 여수산업단지, 충남 대산 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원유 정제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SK에너지와 과거 경인에너지에서 시작하여 SK그룹
으로 인수된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하여,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

크 5개사이며 일일 원유 정제량 세계 순위는 6위 정도(2015년 기준)이
다. 원유 정제를 통해 추출된 납사를 원료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을 만드
는 Down Stream 영역의 경우 다수의 회사가 존재한다.
2.4 공정 계통도
본 사례 연구의 대상인 S사의 경우 원유 정제부터 화학제품까지 석유화
학 전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처리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로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이다. 사례기업과 같은 석유화학 산업은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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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생산시설, 저장설비와 배관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한 공정의 사고는 연관공정에 치명적인 생산
중단 또는 사고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출처 : http://www.oil-gasportal.com/downstream/fundamentals-2/)
그림 3. 원유정제 공정 개요도

2.5 산업 계통도
석유화학 산업은 크게 3가지 원료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을 하는 산업으
로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천연
가스가 풍부한 중동과 북미지역에서 천연가스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방식과 석탄을 원료로 하여 가스화 공정을 거쳐 유
분을 얻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가스와 물성이 동일한 셰일가
스는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shale층)에 함유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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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연속적인 형태로 분포되어 있어
추출이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으나, 1998년 그리스계 미국인 채굴
업자 조지 미첼이 수압 파쇄 공법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는 모래
와 화학 첨가물을 섞은 물을 시추관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바위 속에 갇
혀 있던 천연가스가 바위 틈새로 모이면 장비를 이용해 이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셰일가스의 확인된 매장량은 187조 5000억 입방미터로 이는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열량기준으로 환산시에 석
유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후에 수평시추 방식이 상용화 되어 현
재는 원유기반의 석유화학 산업의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석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화학산업은 석탄을 에너지로 태워 사용
하지 않고, 추출/가공하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화학제품이나 다른 형태의
고급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최초의 석탄화학산업은 1735
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석탄을 밀폐용기에 넣고 외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코크스 등을 추출하는 ‘석탄건류’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다양
한 석탄화학 공정들이 개발되면서 석탄에서 콜타르나 합성가스를 얻었고
조명용 가스, 염색약품 원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등 유기화학제품의 가
장 중요한 기초원료가 되었다. 석탄화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순한 공
정과 다양한 제품이 생산이 가능한 석유화학에 밀려 쇠퇴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자국의 부족한 납사(Naphta)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
구를 진행하여 과거 공정을 개량시킨 자체 공정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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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매장량을 보유한 중국으로서는 수입대체
효과 및 에너지 안보와 맞물려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포기
할 수 없는 생산방식이기도 하다.

(출처 :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한화토탈) 재편집)
그림 4. 석유화학 산업 계통도
2.6 석유화학산업의 역사
최초의 시작은 1735년 영국에서 석탄을 밀폐용기 넣고 외부에서 열을
가하여 코크스 등을 추출하는 ‘석탄건류’에서 시작되었다고 앞서 언급
한 바가 있다. 이후 1913년 납사를 분리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5년후
인 1918년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최초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 이
래 100년이 넘은 산업이다. 석유화학 산업 지각을 흔든 큰 사건 중하
나는 단연 셰일가스 채굴이 상용화된 1998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시대가 원유를 분해하는 Naphtha Cracker의 전성기였다면 1998년
이후는 천연가스, 석탄화학에서 사용하는 Ethane Cracker가 석유화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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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원료의 다변화는 원유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기는 하
나 그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대규모 플랜트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석유화학산업 역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1970년대 석유화학육성법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울산단지가 가동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전라남도 여천단지와
대산단지가 가동된 이후 1990년대부터는 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인해 산
업 내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양되어 이후 민간주도로 산업
이 발전하게 된다. 1990년말 말부터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석유화학 수출국으로 변모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규모와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 중국, 사우디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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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내 위치도 자동차, 기계, 반도체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한 국내 수출품의 수출액 기준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핵심산업
이기도 하다.

그림 6.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
2.7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 용이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성장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
고 세계 최고 수준의 Operation & Maintenance 기술력을 보유(‘16년,
산자부)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이 있었으며 잔사유를 재처리하여 납사
를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 시설 비율과 높은 설비 가동율 측면에서 비
교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세계 2위 셰일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00년 이후 셰일가스 채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단가를 빠
르게 개선하고 있고 2009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최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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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변신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
품을 생산하는 Down Stream Plant를 신설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이기도 했던 중국의 경우 석탄을 활용한 기초유분 및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매장
량 1위(19%), 석탄 매장량 3위(11%)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형
Plant 건설을 통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우리나
라 입장에서는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를 매장
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역시 천연가스에서 기초유분과 석유화학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Ethane Cracker의 대규모 증설에 나서고 있다.
미국
▪ 중국에 이어 셰일 가
스 매장량 세계 2위
▪ ’00년 이후 셰일 가스,
세일 오일 채굴기술
혁신 통한 생산단가
개선
▪ ’09년 세계 최대 천연
가스 수입국에서 최대

중국
▪ 셰일 가스 매장량 1위

중동
▪ 세계 최대 천연가스

(19%) 석탄 3위 (11%)
▪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매장량 (41%) 보유
▪ 천연가스를 활용한 에

시장 역할
▪ 석탄을 활용한 에틸렌

탄 크래거 대규모 증
설 및 세계 3위 석유

생산 및 대형 Plant

화학 생산 지역으로

건설 통한 자급률 향

부상

상

생산국(순수출국으로
변신)
▪ Down Stream Plant 건
설

표 4. 주요국가별 석유화학 산업 현황
석유화학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산되는 제품 자체의
품질 차별화는 높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조원가
15

16

의 60~80%를 차지하는 원료의 구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설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투입대비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이 경쟁력
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미국, 중국,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플랜
트가 신설되는 것은 단순히 공급량 증가에 따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신규 공장 증설을 하면서 스마트화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국내 기업
의 가져왔던 Operation & Maintenance 강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
성이 높아져 결국 Cost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
3.1 개요
석유화학 산업은 연속적인 공정이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특성과 안전상
의 이유로 건설 당시부터 자동화 설비가 포함된 상태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이 아니라

Deloitte 보고서 (Oil, Gas and Chemicals Industry Outlook, 2019)에 따르면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은 연속적인 공정이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특성과 안
전상의 이유로 건설 당시부터 자동화 설비가 포함된 상태로 공장을 건설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수년간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 기업인 S
사의 경우에도 1990년대부터 센서를 통합 정보수집을 지속해왔고 현재 공
장 전체를 자동화하여 공정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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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제조

석유/화학

사례기업

(Discrete, Assembly 공정)

(Continuous, Process 공정)

현황

▪ 제품이 단계별로 조립(완성)
산업
특성

운전
특성

되는 산업

▪ 제품을 배치(일괄)로 생산하는
산업

▪ 전자제품, 자동차 등

▪ 석유, 화학, 제약 등

▪ 공정 설비 자동화 및 (반송,

▪ 연속적인 공정의 흐름 속에서

창고) 설비 간 연동
▪ 개별 설비를 모니터링 및

계측기를 통해 공정의 상태를

석유, 종합화
학,
윤활유 등
CIM 시스템
구현

간접적으로 파악

제어가 가능함
▪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결과
물이 일정
제품
생산

▪ 제품은 개수로 측정되고 대
부분 표준화
▪ Lot, Serial 번호로 제품/부
품 구분
▪ 개별적인 Item들이 Tree 형

▪ 운전 모드에 따라 생산되는 제
품 종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고의 생산
수율

수율(Yield)에 많은 변화
▪ 제품 생산 후에 Blending 통해
혼합하는 경우 있어 Lot, Serial
No. 관리 어려움
▪ 원료들을 Formula를 기반으로

최적화 플랫

BOM
태로 계층화
▪ 개별적 Operation들의 순서
공정
특성

(Routing)대로 진행됨

한 Recipe 공정

폼 활용

▪ 열/압력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조직별 모니

원재료의 화학적 변화로 제품

터링 체계 기

생산이 되며 물류 흐름이 Loop

확보

를 구성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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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입출력
▪ Takt Time 감소 및 효율성

Data

약 16만개 센

온도, 압력, 유량, 액위, pH 센서

서 정보기반

증가를 위해 개체에 센서부

등으로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간

으로 APC,

착, 기계설비 내장 혹은 외

접 관찰

DCS 등 최고

수집

부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

관찰

▪ 측정된 센서 정보는 PLC 를

제어

▪ 아날로그 입출력이 많은 편이며

통해 제어
▪ 품질검사는 단위 공정이 완
료된 후에 수행

▪ HMI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DCS, PLC-SCADA로 제어 조정
▪ 다수의 공정에서 관찰해야하는

의 제어 수준
(‘90년대부터
정보수집)

변수/상태들이 복잡
▪ 공정 중간에 품질검사 시행하며
Online Analyzer 또는 시료채취

표 4.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및 사례기업 자동화 현황
1980년대 단위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SLC(Single Logic Control) 도입을
시작으로 분산제어를 위한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시스템 구축
을 진행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스
템들이다. 90년대 후반부터는 공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임계치를 기준
으로 자동제어를 위한 Advanced Process Control 시스템 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공정에서 수집된 물량 이동 정보를 회계적이 처리를 위한 시스
템들을 생산관리 시스템, 설비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공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Visual Management를 위한 시스템
(VOIS)가 도입되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0년이후
에는 설비 가동율 향상을 위해 설비점검 및 보전시점을 과학적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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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Risk Base Inspection, Turn-Around Planning System 및 원유가
격과 생산제품의 판매가를 고려하여 공정의 생산모드를 최적화는 최적화
시스템이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9. 사례기업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이력

3.2 사례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
S사의 경우 1980년대 자동화를 시작으로 2010년대부터는 원유 도입, 배
합, 생산계획 등 가치사슬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도입되기는 하였
으나 전사 최적화를 위한 모델이 완성되었다기 보다는 유기적인 연계를 시
도한 정도이며 현재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최적화 수준 제고에 많은 자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스마트 공장의 정점이 “자율생산, 지능화된
공장”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사례 기업도 아직은 Level 5 수준으로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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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고 Level3과 Leve 4 사이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스마트 공장의
수준 정의를 보았을 때 Level 3과 Level 4간의 간극보다는 Level 4와 Level 5
사이의 간극이 현격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례기업 역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10. 사례기업 스마트공장 적용수준
3.3 스마트 공장 추진 개요
사례 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지점은
“전통 산업에서 실효성 있는 스마트 공장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실효
성은 실행가능 여부와 효과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고려했다는 얘기일 것
이다. 해외 사례 중 항공기 엔진에 많은 센서를 설치하여 고장을 예측하여
단순히 설비보전을 예측 기반으로 변경했다는 것 이외에도 예측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지보수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혁신 사례는 본 사례
기업에는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사례 기업이 프로세스 산
업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비 중단이 불가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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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표 설비의 전, 후 연관공정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과 같은 접근 방식은 불가능하였기에 초기 검토시부터 제외되었다. 설
비 내부에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비 외부에 센서를 설치하여 설비의
비정상을 예측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공장내 이동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할 정도로 공장이 넓을 환경이어서 설비, 배관 등에 센서 설치 비용을 고려
하면 센서 설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이에 추진 팀은 1990년
대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된 16만개 센서에서 수집된 온도, 압력, 유속, 시험
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점도 등의 품질정보 그리고 오염 배출 감시장치에
서 수집된 정보 등을 조합하면 사고를 징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설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센서 없이도 목표 설비의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지를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림 7. 사례기업 Maintenance 현황 및 구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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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했으며 목표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도록 설정하
였다. 또한 전체 공장으로 확산을 염두에 두고 대표성이 있는 공정과 설비
를 대상으로 하였다. 핵심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
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출처 : How to Choose Your First AI Project 인용 및 편집)
표 5. AI 프로젝트 선택 기준
이런 가설 검증 자체를 목표를 삼는 방식은 사례 기업의 관행에 비추어 보
면 공식적인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흔치 않는 방식이었으나
Small Start, Move Fast를 위해 프로젝트 팀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 하였다. 또한 가설 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스템화
는 옳은 방법이고 수작업 잘못된 방법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
존의 혁신기업의 추진 사례를 통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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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행 경과
가설 검증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선별하는 단계,
비정상 상태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평가후에 최종
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한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12. 프로젝트 진행 단계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설비 고장시에 업무 영향도 높은 설비이거나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는 설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향후 기계
학습을 위해서 동일한 설비에서 2번 이상의 사고이력이 존재하는 설비를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림 13. 사고 Case 비교를 통한 목표설비 선정방법
사례 기업의 경우 현업 엔지니어 집단과 협의 결과 Gas Compressor와
Reactor를 비정상 사고를 예측할 목표 설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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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목표설비 및 Pain Point 분석
이후 사내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서 해당 설비의 상태를 직접, 간접적으
로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선정하였으며 대상 설비 전후 몇 단
계까지 공정의 센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하면서 물성이 현격하게
변경되는 공정이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전개하지 않고 중단한다.
그림 16.을 참조하면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에 존재하는 센서정보를 수집
하여 목표설비의 고장을 예측해보기로 하였다.

그림 15. 목표설비와 센서정보 선택 방법
24

25

목표설비와 센서 정보를 선별한 이후에는 탐색적 분석 단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가 아니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
해 별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사례 기업의 경우 계열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
석작업은 데이터 분석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 인
력을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에 초기부터 협업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림 16. 수작업과 플랫폼을 활용한 실행방법
다양한 종류의 센서 정보를 조합하여 설비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므로 예측모델에 참여한 센서 데이터를 1차원적으로 배열할 경우 유효성
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
여 변동폭을 Index화 하여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가시화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순히 센서 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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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목표설비와 연관 센서 개념도
확률을 표시하는 것은 담당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Go-Live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 표현방법이기 때문이다.
3.5 구축결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 사고 20일전부터 공
정운전 상태와 처리량이 불안정해지고 사고발생 5일전부터는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Index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
온도 요인을 조합하면 외부 온도가 하락시에 공전 운전상태와 처리량이
불안정해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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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반응기 사고예측 결과

4. 본 사례의 의미와 한계점
추가적인 센서 설치 없이 기존을 설치된 센서만으로도 Big Data 기반으로
공정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별 기업의
축적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예측모델 개발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문제
점 있을 수 있으며 공정 설비 종류별로 예측 모델이 상이할 수 있어 One
Model, Run Anywhere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런 한계로 인
해 동일 기업 내에서도 전사적 확산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번 구축하여 적용을 완료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적시성이 강조되는 산업현장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현장의 변화가 있을 경우 모델 설계자(데이터 분석가)의 통찰력, 직관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기업 내에서 확산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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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다면 확산이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미 공정기술이 개방되어
있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설비종류별 예측 모델을 공유자원으로 오픈하여
기업들 간에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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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next-generation model of
business incubation by analyzing and introducing the components of the successful
model through the case of the McGovern Center at Cornell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s McGovern Center was established to boost local economies with funding
from New York State and donations from the businessperson McGovern who
graduated from Cornell University.
Since Louis Walcer, director of McGovern Center, was invited, the McGovern Center
has been able to create a successful business incubation model through equity
partnerships, systematic business milestone checks, investor-focused incubation
processes, and internal partnerships with Cornell University. This case of the business
incubation of McGovern Center could be a role model to many incubators around the
world seeking a successful incubation model.
Keywords: Business Incubation Model, Business Incubation, Business Incubator,
McGovern Center, Cornel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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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은 기업가정신으로 촉발된 이노베이션의 핵심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생산되고 하나의 기술이 마치 생명력을 얻은 것처럼 고
용과 매출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며,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창업 성공률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뚜
렷한 성과 없이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
터 등의 창업 지원 조직은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등장하였고 꾸준히
발전해왔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창업 지원 조직은 창업보육센터이다. 창업보육 모델은
1950년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창업보
육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초기 창업 생태계에서부터 시작된 창업보
육센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보육
센터 매니저의 역할 및 기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있지만, 창업보육 모델 및 성공적인 프로그램 등 우수 창업보육 모델 (Best
Practice)에 관한 사례 조사는 오랜 기간의 역사와 수많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례에 비하면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
을 운영하고 있는 코넬대학교의 맥거번센터의 사례를 분석한다. 맥거번센터는
2015년 “North American Top 10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로 선정되었고 코넬대
학교의 공학 및 물리학 기반 신규 창업보육센터인 “Praxix Center”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만큼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창업
보육 우수 사례이다.
선진 성공 창업보육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학 및 정부출연연
구소에서 개발된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차세대 창업
보육 모델을 제안한다. 창업보육 모델의 개선 및 선진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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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려는 다수의 창업 지원 기관에게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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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 중요성 및 한계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에 의하면 이노베이션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이
나 서비스를 위해 변화를 기회로 삼는 수단이다. 이처럼 창업은 이노베이션의
중심이자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품
이 되고 연구개발 결과가 상용화될 수 있다. 특히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결과물은 기술 기반 창업을 통해 고용 및 매출을 창출함으로써 생명
력을 얻게 된다. 창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창
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림 1: 죽음의 계곡 및 다윈의 바다, 출처: Charles Wessner>

스타트업의 탄생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 및 다윈의 바다 (Darwinian Sea)가 자주 언급된다. 기초 연구 및 발명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제품이 되기까지 겪게 되는 절대적 자금 부족의 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 말하며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시장 진출을 하게 되더라도
타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 창출이 힘든 시기를 다윈의 바다라 표
현한다. 경우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단계에 이르는 죽음의
계곡 이전 단계를 악마의 강 (Devil’s River)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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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 수용 주기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출처: Medium - “Crossing the Chasm”
Summary and Review에서 재인용>

제프리 무어 (Geoffrey Moore)는 에버렛 로저스 (Everett Rogers)의 기술 수용 주
기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에서 초기 수용자 (Early Adopter)와 초기 다
수자 (Early Majority) 사이에 캐즘 (Chasm)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혁신 기술
및 제품이 혁신 소비자 (Innovator) 및 초기 수용자에게 판매된다 하더라도 초
기 일정한 임계치 달성을 의미하는 다수자에게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별
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신제품 개발이 완성된다 하더
라도 충분한 수익 창출 시점까지 스타트업이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 3,000 아이디어 = 1 기술사업화, 출처: G. A. Stevens & J. Burley, 3,000 Raw Ideas - 1
Commercial Success>
7

37

보편적 산업 성공 곡선 (Universal Industrial Success Curve)에 따르면 하나의 성
공적인 신제품 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NDP)은 초기 3,000개의 아이디
어로부터 시작된다. 3,00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 300개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되며 125개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이 중 9개의 프로젝트에서 유의미
한 개발이 이루어지며, 4개의 프로젝트에서 뚜렷한 실적이 나타난다. 결론적으
로 1.7개의 프로젝트만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 중 1개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다는 설명이다. 이는 아이디어가 사업화 되어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일임을 통계적으로 나타낸다.

2-2.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말할 수 있다. 미
국 창업보육협회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NBIA)에 따르면 창업
보육센터를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돕는 촉매의 역할이라고 정의한다.
셔먼 (Sherman)과 채펠 (Chappell)은 창업보육센터를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팀 빌딩, 자금 확보, 전문 서비스 연계 및 물리적 장소, 공용 기기, 행정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 및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조직으로 설명한다.

Author
Plosila and Allen
(1985)
Allen and Rahman
(1985)

Albert (1986)

Smilor and Gill (1986)

Definition
“A small business incubator is a facility which promotes the early stage
development of a for-profit enterprise.”
“A small business incubator is a facility that aids the early-stage growth of
companies by providing rental space, shared office services, and business
consulting assistance.”
“An enterprise incubator is a collective and temporary place for
accommodating companies which offer space, assistance and services
suited to the needs of companies being launched or recently founded.”
“The business incubator seeks to effectively link talent, technology, capital,
and know-how in order to leverage entrepreneurial talent an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new compan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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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and Bazan (1990)

“An incubator is a network or organization providing skills, knowledge
and motivation, real estate experience, provision of business and shared
services.”

Allen and McCluskey
(1990)

“An incubator is a facility that provides affordable space, shared office
services and business development assistance in an environment conducive
to new venture creation, survival and early stage growth.”

Hackett and Dilts
(2004)

“A business incubator is a shared office-space facility that seeks to provide
its incubatees (i.e. portfolio- or client or tenant companies) with a strategic
value-adding intervention system (i.e. business incubation) of monitoring
and business assistance.”

Hughes, Ireland and
Morgan (2007)
Eshun (2009)

UK Business
Incubation; UKBI
(2009)

“A business incubator is a facility that houses young, small firms to help
them develop quickly into competitive business.”
“A business incubator is an environment formally designed to stimula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new and early stage firms by improving their
opportunities for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aimed at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s, new technologies
and new business models. Business incubation is also a social and
managerial process aimed a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s, new technologies and new business
models.”
“Business incubation is a unique and highly flexible combination of
business development processes, infrastructure and people designed to
nurture new and small businesses by supporting them through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nd change”.

American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NBIA
(2010)

“A business incubator is a business support process that accelerates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start-up and fledgling companies by providing
entrepreneurs with an array of targeted resources and services. These
services are usually developed or orchestrated by incubator management
and offered both in the business incubator and through its network of
contacts. A business incubator’s main goal is to produce successful firms
that will leave the program financially viable and freestanding. These
incubator graduate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jobs, revitalize
neighborhoods, commercialize new technologies, and strengthen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Entrepreneur (2014)

“Business Incubator is an organization designed to accelerate the growth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companies through an array of business
support resources and services that could include physical space, capital,
coaching, common services, and networking connections.”

<표 1: 창업보육센터 정의, 출처: N. Theodorakopoulo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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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기업 니즈에 맞는 공간, 컨설팅,
인력, 기술, 자본,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업가정신, 동기
부여, 스킬 등을 교육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
다.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조직인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은 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기업이 창업기업 육성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만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2-3. 창업보육센터 역사 및 현황
세계 최초의 창업보육센터는 건물 임대를 주목적으로 1959년에 설립된 미국
뉴욕 주에 있는 바타비아 기술센터 (Batavia Industrial Center)이다. 창업기업에게
공간 제공 외에 기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격적인 창업보육 사업이 시작
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들이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지역에 위
치한 유니버시티 사이언스센터 (University Science Center)에 입주를 희망하면서
부터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미국 주요 연구 중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자금을 지
원하였고 창업보육의 개념이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전파되면서 이에 대한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의 필요성
이 증대되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 기술 분야별 특정 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리서치 파크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었다. 1984년
미국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회의,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창업보육의 개념을 확산시켰고 1985년 미국 창업보육협회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이 창설되면서 창업보육 사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Y. Junbo and Randall Wade) 2015년 기준 미국 내 창업보육센터는
72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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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내 창업보육센터 분포도, 출처: Y. Junbo and J. Randall Wade, 2015>

대한민국에 창업보육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1991년 (구)생산기술
연구원에서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 인큐베이터 사업을 시작한 시기로 보
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주)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 창업보육센터가 입주 방식
의 창업보육사업을 시작한 최초의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창업보육 사업에 대
한 정부의 노력은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 1986년 5월 재무부는 창업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비즈
니스 인큐베이터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다. 창업보육 사업의 법적 근거는 1990
년 12월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의 의결 및 1991년 11월 창
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 운용 준칙의 고시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후
1992년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최초로 창업기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창업기업보육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1996년 중소기업청의 출범 및 1997년 외환위기가 창업보육센
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다. 1997년 8월 벤처기업 지원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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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었다.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14개의 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매년 5,000여 개의 입주기
업을 돕는 창업지원 인프라로 성장하였다. 2016년 기준 총 267개의 창업보육센
터가 총 6,365개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창업보육센터 (개)

255

266

264

282

275

267

입주기업 (개)

4,764

5,145

5,646

6,333

6,655

6,365

지원 예산 (억원)

380

322

257

204

227

238

<표 2: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출처: 설명환, 최종인, 2017; 창업보육협회에서 수정 재인용>

2-4. 창업보육센터 유형 및 발전 모델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은 설립 및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주도형, 대학
연계형, 민간기업 주도형, 정부 주도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분

운영전략/목표

기준

유형

설립 및

공공기관 주도형

운영주체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 목적으로 작업실/설비 등 지원
지방소재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협력 공동 운영

대학 연계형

대학 및 주변 연구기관이 공동출자 운영
대학과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
대학과 기업간 기술 교류 및 정보 교환
연구개발물의 기업 이전

민간기업 주도형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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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보다 보육료가 고가
민간 경영기법 접목으로 높은 사업 성공률 제고
정부주도형

창업보육 지원전담기관 설립/운영으로 중소기업 육성
사업 실시 기관에 세제혜택 및 투자손실 보전 등 지원
전담기관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등 자금 지원

<표 3: 운영주체별 창업보육센터 유형, 출처: 황보윤, 김재형, 2016; 김경환, 2006에서 재인용>

스트로드트벡 (Strodtbeck)과 테리 (Terry)는 미국 창업보육협회의 예비회담
(Pre-conference)에서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단계를 총 5세대로 구분하였다.

발전단계

지원 기능

1세대

창업 공간 제공 및 요청에 의한 수동적 기업 지원

2세대

창업 공간 제공 및 기업가정신 훈련,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 적극
적 기업 지원

3세대

창업 공간 제공 및 기업가정신 훈련,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 적극
적 기업 지원, 전문 서비스 및 펀딩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4세대

창업 공간 제공 및 기업가정신 훈련,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 적극
적 기업 지원, 전문 서비스 및 펀딩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예
비 창업 및 미입주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5세대

창업 공간 제공 및 기업가정신 훈련,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 적극
적 기업 지원, 전문 서비스 및 펀딩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예
비 창업 및 미입주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기
반 창업기업 집중 육성

<표 4: 창업보육센터 발전 단계별 지원 기능, 출처: Strodtbeck and Terry, 2010에서 편집>

1세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공간 제공, 공유 서비스, 수동적 사업 지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수준의 모델이다. 2세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공간 제공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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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사업 지원을 주도적으로 하며 창업 훈련, 사업 지원 네
트워크, 마케팅 지원, 판매 영업 지원, 멘토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3세대 창업보육센터는 2세대 기능에 더불어 입주 회사 고객들을 위한 투자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4세대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3세대 모델에서 장소
제공 없이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제휴 서비스 및 기업
가정신 훈련 프로그램 등 사전 보육 기능 기능을 한다. 5세대 창업보육센터는
4세대 모델에 글로벌 진출 지원, 기술 창업 교육, 가상화 서비스, 특정 산업
특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2-5. 액셀러레이터와의 차이점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도 창업보육센터를 이어 스타트업을 단
기간 내에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포브스 (Forbes)가 선정한 대
표적인 액셀러레이터는 Y Combinator, 500 Startups, Techstars, Plug and Play와 같은
기관들이 있으며 와이컴비네이터의 경우 2010년까지 누적치 기준으로 총 207
개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엑셀러레이터별 스타트업 펀딩 성공 숫자 - 2010년까지, 출처: NEST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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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과를 자랑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최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스타트업에 의해 선호되고 있다. 다
만 양지할 점은 기술에 따라 적합한 창업 지원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다. 기술의 트렌드가 빠르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빠른
성공을 위한 최적의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생명공학이나 에너지기술 연구와
같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나 R&D 비용 및 시간 투자가 큰 창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다.

Category
Period

Business Incubator

Accelerator

Longer than 1 year

3 to 6 months

Providing funding opportunity by
connecting with investors

Mostly directly investing from its funds
taking small amount of equity (e.g. 5%)

Target

Various

Fast prototyping companies

Goal

Helping businesses grow and scale up

Polishing pitch decks and getting another
funding

Individual application

Group application (batch program)

Investment

Application
type

<표: 5: 창업보육센터와 엑셀러레이터 간 차이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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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넬대학교 맥거번센터 사례 분석
3-1. 코넬대학교 창업 생태계
코넬대학교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로 탁월한 학문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포브스 (Forbes)가 선정한 기업가적 대학 4위에 오르면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가렛
(Elizabeth Garrett) 총장 이후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며 캠퍼스 내 창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To Increase Funding and Faculty Leadership in Cornell’s Entrepreneurial Activities



To Achieve a Higher Rate of Commercialization for Cornell Research



To Increase Diversity in Entrepreneurship



To Increase Research About Entrepreneurship



To Encourage Business to Stay in Upstate Where Economic Development is Needed

또한 2008년에 Student Agencies Foundation과 Entrepreneurship at Cornell이 공동
설립한 eLab이라는 조직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짧은 운영 기간
에도 불구하고 400개의 일자리 창출, 50억 달러의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
하였다.

<그림 6: eLab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 출처: 코넬대학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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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맥거번센터 설립배경
뉴욕 주에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뉴욕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더불어 코넬 출신 사업가인 맥거번 (McGovern)이 750만 달러를 기부함으
로써 현재의 맥거번 (McGovern) 센터 (정식 명칭: Kevin M. McGovern Family
Center for Venture Development in Life Sciences)가 설립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
2008년 동안, 교수, 직원, 학생들이 교내 인큐베이터에 대한 “Best Practice” 모
델을 연구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창업보
육센터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디렉터를 선정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2011년 6월 클리브렌드 클리닉의 벤처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루이스 월셔
(Louis Walcer)를 디렉터로 초빙하였으며 현재 루이스 월셔의 지휘 하에 맥거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3-3. 맥거번센터 리더십 – 루이스 월셔 프로필
2011년 6월 맥거번센터의 디렉터로 초빙된 루이스 월셔는 코넬대학교 영문과
를 졸업한 뒤 뉴욕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미국의 대규모 제약 회사
인 와이어스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및 M&A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약 딜리
버리 관련 스타트업의 CEO를 역임하여 회사를 500억 원 가치로 매각한 경험
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다수의 스타트업에서 Business Officer로 수행하여 IPO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된다. 이후 Cleveland Clinic의 벤처 컨설턴트로 활동하였고
마침내 코넬대학교 맥거번센터 디렉터가 된다.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에
는 뉴욕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협회 부회장 및 회장을 역임한다.

3-4. 맥거번센터 자문위원단
입주기업의 기업 가치 개발을 위한 중요 지원 인력이 바로 자문위원단과 멘토
이며 루이스 월셔가 초빙된 이후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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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적합한 위원 발굴 및 구성이었다. 자문위원단은 기업의 사업 영역 및
기술 영역에 대한 도움 외에도 기업 선정 평가 및 사업 계획의 수행에 대한
점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총 15명의 자문위원 중 부총장 등 내부위원은 8명,
외부위원은 7명이며 외부위원은 모두 투자 업계나 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
어 있다.

Division
Standing Members

Name and Title

Position

Emmanuel P. Giannelis, Vice Provost for Research/Vice President for
PhD, Advisory Council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Research Policy
Chair
William Sibert, CPA

Associate Vice President and University Controller

Matthew DeLisa, PhD, Professor, Director of the Biotechnology Institute,
Advisory Council Vice Director of NYSTAR Center for Advanced
Chair
Technology (CAT)
Lou Walcer, Advisory Director, The Kevin M. McGovern Family Center for
Council Secretary
Venture Development in the Life Sciences
Faculty & Staff
Representatives

External Members

Alice Li, PhD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Technology
Licensing (CTL)

Martin
Wiedmann,
DVM, PhD

Associate Professor, Food Science,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Zachary Shulman, JD

Director of Entrepreneurship at Cornell; Managing
Partner, Cayuga Venture Fund

David Putnam, PhD

Professor, Biomedical Engineering/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Kevin McGovern, JD

Chairman and CEO, McGovern Capital LLC

Andrew Firlik, MD

General Partner, Foundation Medical Partners

David R. Fischell, PhD

CEO, Angel Medical Systems, Inc.

Gene Resnick, MD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Medical Officer,
Aptiv Solutions Inc.

Beckie Robertson

Managing Director, Versant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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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E. Rhodes

Former Senior Vice President, Corporate Strategy &
Development, Becton, Dickinson & Co.; Worldwide
President, BD Biosciences

Anupendra Sharma

Former Global VP of Growth and BD, Siemens
Healthineers

<표 6: 맥거번센터 자문위원단 목록, 출처: 맥거번센터 웹사이트>

3-5. 맥거번센터 조직도
연구부총장 산하에 맥거번 센터가 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해 자문위원단을 운
영하고 있다. 행정 운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조직으로 학생 봉
사자, 학생 인턴, 학생 행정요원, 상시 지원 위원 (Executives in Residence), 봉사
멘토단 및 컨설턴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7: 맥거번센터 조직도, 출처: Louis Walcer, 2019>

3-6. 맥거번센터 목표
맥거번센터는 성공 잠재력이 높은 기술 스타트업이 연구실에서 벗어나 시장으
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 및 세금 확보를 통해
뉴욕 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넬대학교 내부 조직으로서 기
술 라이선싱을 통한 로열티 수입 및 지분 처분을 통한 수익을 통해 코넬대학
교의 연구 예산 확보에 기여하며 코넬대학교의 교수,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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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ove high potential technology startups out of the lab and into the marketplace



Secure licensing royalty, monetized equity and sponsored research revenue for Cornell



Build sustainable technology-based businesses, employment, and tax revenue in New
York State



Serve Cornell faculty, students, and post-doc entrepreneurs

3-7. 맥거번센터 예산
맥거번센터는 2019년 기준 총 500,000달러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 예산의 출처
는 코넬대학교로부터 55%, 뉴욕 주로부터 30%, 입주기업으로부터 10%, 기부
금에서 5%로 이루어졌다. 예산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파트타임 직원 인건비
40%, 자문비 20%, 시설 유지비 20%, 프로그램 운영 10%, 기타 10%이다. 주요
수입원은 코넬대학교이며 주요 지출처는 직원 인건비이다. 프로그램에 사용되
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 사업 진척도 점검 회의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3-8. 연구자 협력 생태계
연구자들은 연구비 획득과 논문 게재 등에만 관심을 두고 새로운 영역인 사업
화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사
업화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예산집행 문제, 규제 위반 등의 문제로 자신의 학
계에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사업
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안심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코넬대학교는 연구자가 사업을 하게 되
는 경우 Grant에 의한 연구와 사업화를 위한 연구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연구
장소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루이스 월셔에 의하면 연구자가 사업
에 참여하여 성공한 첫 번째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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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연구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3-9. 입주기업 선정 및 기업가치 개발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 293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누적치로
22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총 7개의 기업이 졸업에 성공
하였으며 졸업까지 평균 5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본격적인 입주신청서 작성 및 심사 전 단계로 “Pre-Admission Consulting”이 진
행된다. 사전 입주 상담을 통해 창업기업은 기술창업 시장 검증 프로그램인
“I-Corps”, 시장성 검증 워크숍 “Pre-Seed Workshop” 혹은 비즈니스 모델 검증
도구 “GrowthWheel”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법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회사 설립에 대
한 무료 법률 자문, 기술 라이선싱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 지원, 팀
빌딩에 대한 지원 및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 지원 등 R&D 펀딩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Company

Entry
Date

Description

Status

arcscan

September An ultra-high resolution ultrasound ophthalmic diagnostic Graduated
2013
instrument that maps a patient’s eye in comprehensive threedimensional images

adapt-N

January
2014

Previously Agronomic Technology, since acquired by Yara Graduated
International, adapt-N is a professional software tool for
agronomists to help deliver exceptional in-field performance to
growers

Ionica

February
2014

Non-Cornell technology, combining DNA aptamers with
Raman spectroscopy for a rapid point of use DX test platform

Zymtronix

March
2014

A Cornell enzyme stabilization platform that improves enzyme Current
utility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agriculture,
chemistry, drug development, etc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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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fre

August
2014

A proprietary low cost “plug-and-play” technology platform to Graduated
offer a suite of innovative, modular point-of-care applications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Repairogen

April
2015

Weill Cornell protein inhibition technology that enhances skin Current
DNA repair

Lionano

June 2015

A next-generation battery technology company dedicated to Graduated
rapid 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battery materials

Conamix

August
2015

Advanced battery material that adds power and life for lithium Graduated
batteries at lower costs

Ecolectro

January
2016

Cornell alkaline exchange materials platform achieving >40% Current
CAPEX cost reduction, 3x durability and better safety, in
addition to precious metal free

Embark

March
2016

A dog DNA testing service that offers pet wellness advice with Graduated
comprehensive ancestry, morphological trait and genetic disease
information for dog owners

VitaScan

October
2016

Cornell point-of-care vitamin/micronutrient rapid diagnostic Current
platform

Bactana

April
2017

Microbiome discovery platform enables development of Graduated
products and therapeutics through the use of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and DNA sequencing methods used to study
microbial ecology

Esper

August
2017

Cornell nanopore-integrated nanotube sensors for better, Current
smaller, faster, DNA sequencing

ORLink

August
2017

Non-cornell healthcare IT that improves operating room Current
workflow, profitability, and best practices

Dimensional
Energy

May 2018

Cornell photosynthesis biomimicry platform technology for Current
sunlight powered production of energy materials

Dynamic
Boundaries

May 2018

Cornell biomimetic boundary lubricants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scribe

January
2019

A Cornell/BTI startup mining the soil microbiome to develop Current
novel small molecule products for crop protection

Sonder
Research X

July 2019

Weill Cornell advanced imaging technology to develop Current
diagnostic and therapeutic solutions for ophthalmic diseases and
cancer

Renerva

November

Renerva is an innovative medical device company founded in Curren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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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7 based on a Cornell-Pittsburgh technology. The main focus
i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implantable technologies to
improve the outcome of peripheral nerve repair procedures.

<표 7: 맥거번센터 입주기업 목록, 출처: 맥거번센터 웹사이트>

맥거번센터는 총 3가지의 측면에서 기업 가치 개발을 돕는다.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개념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기술 및 상세 스펙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기술 및 제
품이 시장성을 가진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고객 발굴을 돕고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도록 조언한다. 또한 현실과 목표 사이의 갭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즉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에 대한 하나의 마일스톤을 정립하고 주요 연구와 부차 연구를 구분
한 상태로 각 연구별 중점사항의 유효성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지막으로 창업기업의 현재 경영진의 능력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충분하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는 멤버를 찾고 팀빌딩함으로
써 기업의 가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맥거번센터가 창업기업을 위해 경영진
을 발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코넬 졸업생 네트워크 활용: 코넬 졸업생들 중 투자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
들 및 사업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드는 노력을 했으며 이들에게 연락함으로
써 경영진 발굴



자문위원단 (Advisory Council) 활용: 이들은 입주기업을 심사하며 해당 기업
의 아이템 및 구조,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경영진에 적
합한 인물을 추천함

Agronomics Tech는 코넬의 연구자에 의한 토양 분석 기반 비료 결정 소프트웨
어

기술을

가진

기업이었다.

초기에는

연구자가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McGovern Center와 연결된 후 새로운 CEO를 찾아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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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구자는 기술 고문으로서 창업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3-10. 창업보육 모델
코넬대학교 맥거번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코넬대학교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은 경우이다. 이 경
우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 시 지분 및 로열티 납부 조건이 있으므로 맥거번센
터와 별도의 지분 계약은 하지 않고 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로 코넬대학교 기술이 아닌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입주하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기업은 맥거번센터에 Series A 투자 시까지 희석 불가능한 지분 5%
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맥거번센터는 창업기업 지원시설을 출자하
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한다.

입주기업은 1주일, 한 달, 분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맥거번센터와 공유하게
된다. 1주일에 한 번씩 맥거번센터 디렉터와 미팅을 통해 사업 진행 현황을 체
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다. 한 달에 한 번은 All Hands Meeting이
라는 모든 입주기업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여 전체 공지사항 및 사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며 기업-기업 간, 기업-센터 간 유대감을 쌓는다.
분기별 Advisory Council에게 점검을 받는 일도 규칙적으로 진행되며 투자 모집
시점 등 합의된 계획안의 변경은 Advisory Council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입주
기업은 합의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Advisory Council의 1차 경고를 받게
되고 2차 경고 이후엔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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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맥거번센터 창업보육 모델, 직접 작성>

3-11. 성공 요인 분석
맥거번센터는 2015년 “North American Top 10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로 선정
되었고 코넬대학교 내부에서는 공학 및 물리학 기술 기반 창업보육센터인
“Praxis Center”를 설립하는데 맥거번센터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창업보육의 성공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Over 300 PI’s / entrepreneurial teams assisted



Over 90 new companies formed



21 companies admitted to resident incubation (“Clients”)



7 client “Graduates”



$23M SBIR/STTR and other grants awarded to Clients



$30M product and services in Client sales



Over $100M equity raised by Clients



Named among “North American Top 10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 by UBI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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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거번센터가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로 정립되기까지는 주식 계약을 통한 기
업과 센터 간 공동 성장 환경, 리더십에 의한 철저한 마일스톤 점검 및 지원,
선정 및 기업 보육에 있어 투자자 및 기업가적 관점의 강력한 적용, 코넬대
내부 협력 시스템이 있었다.

코넬대학교의 기술을 상용화하는 경우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창업기업은 주
식과 로열티를 코넬대학교에 납부하며, 코넬대학교의 기술이 아닌 자체 기술
로 창업하여 맥거번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코넬대학교가 시설 및 입주
공간을 출자하게 되며 창업기업의 5%의 주식을 받게 된다. 이때 주식은 시리
즈 A 펀딩을 받는 시점까지 희석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통해
스타트업과 맥거번센터 간 상호 협력 환경이 조성되며 두 당사자 모두 창업기
업의 성장에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Weekly, Monthly, Quarterly Meeting을 통해 창업기업은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시
장 진출, 펀딩 계획을 점검받는다. 매주 디렉터는 입주기업을 만나 한 주간의
활동을 체크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매월 모든 입주
기업 구성원과 맥거번센터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All-Hands
Meeting”을 갖는다. 새로 입사한 구성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인사 및 소
개를 하게 된다. 맥거번센터 디렉터는 월별 공통 공지사항을 안내하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주기업에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분
기별로 자문위원단과의 미팅을 통해 입주기업별 사업 마일스톤을 점검의 시간
을 가짐으로써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며 마일스
톤의 변경이 필요하면 상호 이해 하에 진행한다. 이는 주식으로 인한 공동 성
장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

자문위원단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원이 투자자이거나 기업가이다. 이들
은 입주기업의 선정, 컨설팅,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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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마일스톤 점검 등의 맥거번센터의 창업보육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모
든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가 창업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에 가장
많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거번센터의 자문위원단의 다수
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입주기업 심사, 입주 승인, 마일스톤 대비 사업 진척 상
황 점검, 투자자 발굴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기업 선발 및 기업
지원의 핵심이 된다.

마지막으로 코넬대학교 내부의 협력 시스템이 맥거번센터가 지속 가능한 모델
로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코넬대학교의 리더십 중
한 명인 연구부총장이 참여하며 공과대학장, 기업가정신센터장 및 기술라이선
싱 부서장이 동참한다. 이는 어떤 사안에 있어 하나의 부서가 아닌 다수의 부
서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에게 이전할 기술을
찾거나 창업팀의 갭 (Gap)을 채울 뛰어난 학생 기업가를 발굴할 때 맥거번센
터는 기술 라이선싱 부서 및 기업가정신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코넬대
학교의 교수 등 연구자들이 사업화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자문위원단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도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부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지원은 맥거번센터가 더 넓은 시야로 운영되며 입주기업을 폭넓게 지
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7

57

4. 결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원동력으로 스타트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3,000개의 아이디어 중 사업화에 성공하는 건 수는 오직 1개에 불과하며 연구
개발의 결과가 제품이 되고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까지 죽음의 계곡과 다원의
바다라는 험난한 경로를 헤쳐가야 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공간 지원, 회계 및 법률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업가정신 교육, 투자 유
치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과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 상관관계, 창업
보육센터 매니저 역량과 기업 성과 간 관계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코넬대학교 맥거번센터는 주식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성장 환경 조성, 체계적
인 비즈니스 마일스톤 점검 활동, 투자자 중심의 보육 프로세스 운영 및 코넬
대학교 내부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공적인 창업보육 모델을 찾는 다수의 국내외 창업보육센터에
Role Model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맥거번센터

일반적인 대한민국 창업보육센터

주식

기술 출자

기술 출자

파트너십

Facility 출자를 통한 계약

발전기금 제도를 통한 주식 기부

사업

Director 및 Advisory Board에 의한

상위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료 조사

진척도 점검

적극적 점검 및 협업

차원 점검
외부 컨설팅을 통한 자문 지원 중심

투자자 중심

자문위원단의 절반을 투자자로 구성

운영위원회에 소수 투자자 구성

프로세스

입주-지원-졸업의 일련의 모든 과정

외부자로서 소극적 지원 및 개입

에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
내부

학과/ 라이선싱 부서와 긴밀한 협력

부서간 커뮤니케이션 장벽 존재

협력시스템

연구자의 창업 생태계 유입 노력

연구자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며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족

<맥거번센터와 일반적인 대한민국 창업보육센터와의 차이점, 출처: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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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나의 사례가 모든 경우에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맥거번센터가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보육센터로서 창업보육 모델의 “Best Practice”로서의 훌륭
한 사례이지만 추후 더 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창업보육 모델에 대한 일반화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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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 활동만으로는
시장에서 차별성 및 수익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드오션 시장에서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 (Product + Service)
함으로써 새로운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개념 및 제품의
서비스화의 유형분류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하나인 세계 조선업
1 위 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산업혁명과 같은 서비스 산업화의
시류에 어떻게 대처하고, 제품의 서비스 산업(Servicizing)을 통한
현대글로벌서비스社 (HGS)의 신사업 진출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Keywords : 서비스화, 현대글로벌서비스, PSS, 친환경선박, Retrofit, IMO, 선급

CASE STUDY • I&TM KAIST

현대글로벌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New Business through the Servicizing
of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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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제조업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
고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제조업경쟁력지수는 2010년 3위에
서 16년 5위로 하락, 20년에는 6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기술혁신 미흡 등 제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치화가 부진하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1.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사업을 육성, 기술혁신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현 글로벌 선도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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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애플
전자 제록스
필립스
자동차 GM
중공업 캐터필러
건설
빈치


내용
아이튠즈, 앱스토어를 통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
복사기 제조업체에서 문서 관리시스템 회사로 변화
의료서비스 사업을 위해 헬스와치 (2006년) 등을 인수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온스타에 550만명의 가입자 확보
GPS 를 통한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굴삭기의 상태와 이력을 분석하고 부품교체, 연비향상, 불법사용감시등의 서비스를 제공
전체 매출의 14% 에 불과한 공항, 도록, 주차장, 운영 서비스 사업이 영업이익의 58% 차지
출처 : SERI 2010 신형원
[표 1. 주요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결합]

아키텍쳐 관점으로 살펴 보았을 때에도 역시 현재 많은 제조업체는 표
준화, 모듈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간의 품질의 차이가 줄어들
었다. 이에 따라 표 1. 에서와 같이 서비스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기업이
후발 기업을 따돌리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대명
사인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적용하였는지 또 제조
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신사업을 진출하게 된 배경 및 전략을 살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2 이론적 배경
1.2.1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과 성공사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서비스화 (Product Servicizing) 이라는 개념에 대
해서 Vandermerwe & Rada (1988) 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에
가치를 부가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지원, 셀프 서비스 및 지식
의 통합적 패키지의 제공”으로 정의하였다. 제조업의 가치사슬 단
계별로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확대되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다. 이 같은 제품기반 서비스(Product based Services) 외
에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여 제품을 활용하는 형
태인 비즈니스 모델 기반 서비스도 있다. 기존의 기업들이 서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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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융합된 제품 혁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제조업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과
달리 해외 제조기업들은 제품의 판매와 사용단계뿐만 아니라 연
구개발과생산, 판매 및 구매, 사용, 폐기단계 등에서 서비스화를
적극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조업의 가
치사슬에서 제품 제조와 조립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얻었는데
최근에는 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서비
스 등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독일의 지멘스와 미국
의 GE, 보잉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수명주기 전체의
생산공정 과정에서 ICT를 적극 활용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
한 제품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16)
[그림 2. 스마일 커브 개념도]

특히 조선 부문에서 또한 4차 산업의 핵심기술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딩, 모바일기술) 의 활용도 증가가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예상되어 이러한 서비스 시장을 타깃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
다. 특히 조선업에서 유망서비스는 주로 제작하는 제작품과 관련
된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은 선박관리서비스 (엔진,
보기류 등) 에서 2020년 스마트 선박 Maintenance, 2025년 원격
제어서비스. 2030년은 Auto / Remote Pilot 서비스등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즉 선박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선박 원격 모니터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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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보수하는 제품과 서비스 융합분야는 선박 전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홍성인 2017,
45~46)
1.2.2 제품의 서비스화 유형 분류
제품의 서비스화는 ‘서비스화의 목적’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화의 목적은 ‘제품 판매 증대’ 와
‘ 서비스 수익 증대’로 구분이 된다. ‘제품 판매 증대’란 서비스화
를 통해 제품의 구매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제품판매를 증진하는
것이며, ‘서비스 수익 증대’란 추가한 서비스 자체가 수익원 역할
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는 ‘부가 서비스’ 와 ‘파생
서비스’로 구분이 된다. ‘부가 서비스’ 란 제품 본연의, 기능과 직
접 관련은 없으나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향상 시키는 서비스이며,
‘파생 서비스’란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사용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서비스 이다.



출처 : SERI 2010.6.3
[그림 3. 제품의 서비스화 유형]

첫째, 신서비스 추가형 (제품판매 + 부가) 은 소비자들이 과거 경
험하지 못한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여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는 유
형이다. 이 유형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창의적인 서비스 홍보 방안이 필요
하다.
둘째, 서비스 강화형 (제품판매+파생) 은 제품 사용의 효율을 높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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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유형이다.
제품의 지능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서비스 우
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렌털, 리스서비스형 (서비스 수익+부가) 은 단순히 고객의
초기 비용을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여기간에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지, 보수에 편리하도
록 제품 개발을 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서비스 사업형 (서비스 수익 + 파생) 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
형이다. 이 유형은 서비스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고 서비스 사업
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SERI 2010 신형원)
본 사례 연구에 해당되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넷째 서비스 사업
형에 속한다.

2. 현대중공업 신사업 진출 사례 연구
2.1 조선산업의 소개
2.1.1 조선산업에 대한 이해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크게 2가지 이다.
첫째, 조선산업은 단일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가 매
우 큰 산업이다. 전방산업인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
업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며, 특히 해운업은 세계
경기 및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조선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이다. 따라서 조선산업 역시 국제경기, 교역량 변
동,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다. 이뿐 아니라 후방 산업인 철
강산업, 비철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화학산업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그 중에서는 철강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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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 조선산업은 철강산업의 제품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
며, 또한 철판 가격 등락에 따라 조선산업도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최근 조선산업은 장비들의 자동화로 인해 전자장비들의 수
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전자산업에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산업은 비단 자체적인 부가가치 및 고
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 간 연관 효과로 인해 후방산업들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집약적’ 산업이
다. 선박 건조 공정은 매우 많은 건조공정들을 거치고 있으며, 각
각의 건조공정들은 복잡하다. 또한 주문생산의 특성 및 초대형구
조물 제작이라는 점에서 자동화된 기술의 도입이 극히 제한적이
다. 이러한 점에서 숙련된 노동력 및 기술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선박건조에 필요한 대
형도크 및 초대형 크레인, 각종 중장비 등 대규모 설비투자 자본
이 필요하고, 선박건조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선박인도 시 대
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동원 능력도 필요 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인 특성도 강하다.

2.1.2 조선산업의 규제 및 관련 기구
조선산업과 관련된 국제 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격화 및 선박
안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 및 표준에 대한 요구를 관장하는 IMO
(국제해사기구), IACS(국제선급협회연합), ISO (국제표준화기구) 등
이 있다. 선박을 건조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규제나 표준화된 규
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첫째로 국제해사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는 선박의 해상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등 기술적 사항의 해운 문
제에 관하여 다국간 국제협약 제정을 전담하는 유엔(UN) 산하기
관이다. 대표적인 선박 관련 규제로는 선박온실가스 규제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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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탄소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여야
하며, 질소산화물 (NOX) 배출량을 20%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국제선급협회연합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은 총 12개 국가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선
급협회이다. IACS 는 해양 환경 및 해사 안전기술확보를 위해 선
박에 대한 공통 구조 규칙을 적용한다. 예시로 06년부터 모든 유
조선은 이중 선체 (Double Hull) 에 대한 공통 구조 규칙을 적용
하여 건조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와 같은 조선산업 내에 관련 기구 등에서 친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화, 청정연료
및 청정 화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신사업 진출 사례 (현대글로벌서비스)
2.2.1 제조업 기반을 둔 기업들 중 서비스 분야 진출 성공 기업 소개
더 이상 제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확장을 통해서 생산과정 전후
의 제품개발과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제품 생산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다. 또
한 제조업의 가치 창출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에서 발생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제조업의 중요한 흐름
으로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보완

(Complement) 효과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한 제조업 기반을 둔 서비스 사업에
진출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 보면, 지멘스 및 GE 등의 제조업 서
비스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멘스의 서비스는 단순한 기계뿐만 아니라 제품 수명주기 전체
의 생산 공정전체에서 고객맞춤형(Customize) 솔루션을 제공하고
8

124

있으며, 다양한 산업의 제조 기업들에 대한 지멘스의 제조업 서
비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멘스는 상업용 가스터빈, 스팀 터빈 등의 기자재를 제조
하고 있다. 터빈의 제조 후 발전소 등과 같은 곳에서는 공정과
기계의 유지보수 직접 수행함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감축
하기 위해 지멘스는 유지보수관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멘스는 표준화된 유지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자체적
으로 유지보수를 실행할 때와 달리 명확하게 정의된 KPI 를 바탕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 수준과 예상 비용에 대한 불
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멘스 홈페이지)
GE 제조업의 특징은 사업다각화(Diversification)이다. 오랜 역사만
큼이나 GE의사업부문은 가전 기구, 전구부터 발전용 터빈, 항공
기 엔진, 금융,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GE의 서비스화 전략은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의 시스템으
로 묶는 제품 통합 형 비즈니스의 성격을 가진다. 주요 핵심 부
품들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연결하는 통합 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발전 사업부문의 경우 핵심부품인 발전 터빈을
중심으로 전후방으로 연료공급장치와 발전기, 변전 시설 등 관련
GE의 제품들과 이를 제어하는 통합 시스 템으로 구성된 하나의
서비스패키지를 제공하였다. GE의 이러한 통합 형 서비스의 성공
은 기존 기술의 새로운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이러한 새로운 부가가
치 창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2.2.2 글로벌 선박 After Service 시장 및 선도사 분석
2.2.2.1 글로벌 선박 After Service 시장 현황 분석
세계 선박 수리 (AS, After Service) 시장은 운항되고 있는 선박
(선복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선복량은 오일쇼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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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큰 변화가 없다가 조선산업의 초 호황기와 해운사의 치
킨게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7년 10억톤 (DWT)
규모에서 불과 10년만에 18억톤 (DWT) 이상이 됐다. 신조 시
장이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동안 수리 (AS) 를 필요로 하는
선박은 급격히 증가했다.



출처 :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2018.06 자료 산업연구원 정리
[표 2. 주요 선종별 세계 선박수리 시장 규모]

Clarkson에 의하면 전 세계 선박 수리 (AS) 시장은 2016년 기
준 77억 달러 규모로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7억 달러
성장했다. 2016년에는 5만 3,000척의 선박 기준이므로 평균 1
척당 14만5,000달러를 수리비용으로 지출했다.
국제해사기구 (IMO) 의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개조 (Retrofit)
시작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시장이다.
2017년 9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면서, 해운사는
2019년 9월 이후부터 도래하는 정기검사일까지 BWTS를 장착
해야 한다. 선박의 크기와 선종에 따라 BWTS 설치비 용이 차
이가 있겠으나, BWTS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비용과 조선소 공
임은 10억~2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6조원의 BWTS 개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
정된다. 배기가스에 대한 규정도 2020년 이후 강화된다. 연료
에 포함된 황산화물 규제로 인해 선사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
거나, Scrubber의 장착이 필요하다. Clarkson은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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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기준으로

Scrubber가232척에

장착됐으나,

2025년에는

약

4,500척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Clarkson Research (2017),
“SOx 2020: Effects On the Oil Products Markets”.)
개조시장에는 선박에 친환경설비를 장착하거나 사용 연료를
바꾸기 위한 기관부 개조 외에도 유조선을 FPSO로, LNG운반
선을 FLNG(LNG-FPSO) 또는 FSRU 등으로 바꾸는 시장도 있
다. 싱가포르 조선사가 주로 수행하는 해양플랜트 개조 시장
은 프로젝트별로 규모가 매우 크고 수년 동안의 수행 기간을
필요로 한다. FPSO를 예를 들면, 개조 FPSO는 신조에 비해
50~80% 수준의 비용이 소요 된다. FPSO시장의 척수 기준으로
약 60%, 금액 기준으로 약 50%가 개조 수요로 추정된다. 향
후 연간 10~15기, 약 100억~120억 달러의 FPSO 시장 이 있
다고 전망한다면 6~9기, 50억~60억 달러의 개조 시장을 기대
할 수 있다.



출처: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정리 (2018.08)
[표 3. 주요 품목별 세계 선박 개조 시장 규모]

2.2.2.2

선박 After Service 시장 선도사 분석

V. Group 은 선박 서비스 선도 업체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47,000명 (3,000 ashore/44,000 at sea) 의 직원을 두고
있다. 순수 Engineering 업체로서 매출은 약 2000억원 수준이나,
15%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아래의 표는 2009년 기준 세계 5대 선박관리회사 (After Service)
규모별 순위를 나타낸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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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국적

AS 선박 (척)

선원 (명)

직원 (명)

V.SHIPS

Isle of Man

1,000

24,000

1,600

Germany

590

15,000

1,000

Anglo Eastern

Hong Kong

370

11,000

600

Wallem

Hong Kong

340

7,800

700

Columbia

Cyprus

330

(V.Group)
Berhad
Schulte

8,500

Ship
Management



출처: The Study on R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Ship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2010)
[표 4. 세계 주요 선박관리업체의 현황]

세계 5대 선박관리회사들은 기술적 관리를 기본으로 선원 훈련,
재무 및 보험, 선박의 매매 등 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2.2.3 HHI Group 의 선박 서비스 시장 진출 배경
2.2.3.1

내부적 요인

현대중공업그룹이 선박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내부
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내부
적 요인으로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선박이나 엔진 등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 이지만 서비스로 발생되는 매출은 선박 AS
선도사들에 비하면 1/8 수준이다.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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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청, Media Research, 사내내부자료 편집
[그림 4. HHI 건조 선박 운항 현황]

아래의 표 5) 와 같이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말 기준, 수주잔
량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larkson Research, 2018) 뿐만
아니라 2018년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사에서 3,725척 선박을 인도
하였다.
순위



업체

수주잔량 (CGT)

1

현대중공업그룹

2

대우조선해양

584만

3

일본이마바리

525만

4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518만

5

삼성중공업

472만

1,145만

출처: Clarkson Research (2018)
[표 5. 글로벌 조선사 수주잔량]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한 엔진 또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이다. 2015 기준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한 엔진을 장착한 선박은
Large-Sized 기준 시장 점유율 36% 차지하고, Mid-sized 는 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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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및 엔진 등의 단순 제품 제조
및 납품 이후의 서비스 영역으로의 사업을 본격 육성 추진할 필
요가 있다.
2.2.3.2

외부적 요인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건조한 선박 및 제작한 엔진 등에 대한 유무
상 After Service Needs 가 발생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기준, 선박
의 연료비 등을 포함한 선박 유지비용이 선박 건조 가격의 약 10
배에 달하기 때문에 선박의 성능 향상을 통한 유지비 절감을 위
한 선박 개조 및 엔진 성능 향상에 대한 After Service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MO 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선박 개
조 (Retrofit) 시장의 급격한 성장 또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신사
업 진출 기회 요소가 되었다. 특히 자체 기술로 SOx Scrubber 제
작 기술 및 선박 평형수 규제에 적용되는 BWTS Retrofit 기술도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친환경
Retrofit 시장은 2021년까지 약 3배규모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출처: Clarkson Research
[그림 5. Scrubber 장착 선박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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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대글로벌서비스 소개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동안 조선 호황에 가려져 있었던 선박 유지
보수 AS 마켓 연계사업을 다년간의 준비 후 현대글로벌서비스를
2016년에 출범하였다. 선박 AS 분야와 친환경 부품 사업의 미래
를 밝게 전망하고 AS전문 기업 설립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6년 11월 옛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의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부의 AS사업을 분할해 설립됐
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관련 보증서비
스 대행, 선박 AS부품 공급 및 보증기간 후 선박관리 서비스 사
업 등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첫째 박
용부품서비스 부문이다. 원활한 선박 성능 유지 및 운항에 필요
한 각종 부품의 유지/보수 서비스이다. 두번째로 기술서비스 부문
이다.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필요한 정비, 수리 개조 및 친환경
Retrofit 등에 기술지원 서비스이다. 세번째로는 육상발전서비스
이다.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서 힘센 엔진을 적용하여 건설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품조달, 기술지원 및 O&M
Service 를 포함한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보증 대행 서비스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건조한 선박들에 대해 선박 인도 후 보증기
간 동안 조선소를 대신하여 하자 처리 및 기술지원을 하는 서비
스이다.
2018년 기준 사원수는 301명이며, 매출액은 약 4,100억원을 달성
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림 6) 과 같이 현대글로벌서비스
의 경영실적은 매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창사
이래 평균 19.6%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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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4분기 경영실적 현대중공업지주
[그림 6. 현대글로벌서비스 경영실적]

2018년 기준 사원수는 301명이며, 매출액은 약 4,100억원을 달성
하였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그림 6) 과 같이 현대글로벌서비스
의 경영실적은 매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율은 창사
이래 평균 19.6%을 달성하였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러한 성공적인 신사업 시장의 연착륙을 바
탕으로 2022년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Digital Transformation 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영역의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GE, Siemens 및 Wartsila 등과 같은 제품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사업으로 부가 가치를 생산해 내는 서비스 선도 기업들처럼 선박
의 전체 기자재를 연계한 선박 플랫폼 (ISS, Integrated Smartship
Solution) 을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건조하는 선박에 기본 탑재하여
선주에게 선박의 운항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항 최적화 알
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서비스 상용화에
노력 중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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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사례연구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신사업 진출 사례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 제조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서비스 신사업 진출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제조기업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의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제조 영역으로 진출하거
나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
는 것이 추세였으나, 최근의 글로벌 선진업체들은 고객의 Needs를 만족시키기 위
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의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혁신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박의 유지보수 After Service 시장은 그동안 조선업의 호황에 가려져 조선소에서
외면하였던 시장이다. 조선소는 선박을 수주하고 건조하여 인도하는 것 까지가 조
선소의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25~30년 동안 운항하는 선박의 유지
보수 시장 규모는 선박 신조 시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영국 선급 (LLOYD’S
REGISTER) 전 CEO 인 Mr. Richard 의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보듯이 이러한 신 사
업에 현대중공업그룹이 보유한 기회 요소 및 사업 전략으로 서비스 사업에 2016
년에 진출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8년말 기준 3번째로 높은 현대중공업그룹내
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의 신사업 진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조선 산업이 2000년대 초반 호황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조선업은 많이 위축되
었지만 국제해사기구 (IMO) 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선박 신조
혹은 개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부의 요인에 의한 조선산업에 호재로 다가올
때 기술을 전제로 한 한국 조선업에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장이 되고 있다. 현대글
로벌서비스가 한국 조선소 중에서 선박 개조 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 든 만큼 현
대중공업그룹의 축적한 기술력과 영업 전략을 바탕으로 신사업 시장에서 좋은 실
적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박의 전주기 Total Solution 을 책임지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본 사례 연구를 위하여 국내 조선산업의 정부정책 심의위원이신 산업연구원의 홍
성인 연구위원 및 이은창 연구위원님을 만나고 조언을 들었을 때 현대글로벌서비
스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 것을 적고 본
사례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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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OCEAN TOTAL SOLUTION PROVIDER, HYUNDAY GLOB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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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매 유통 시장은 크게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쇼핑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의 실적이 크게 성장한 결과이며 오프라인 쇼핑의 경우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오프라인 쇼핑은 백화점 업계가 주도하여
아울렛과 쇼핑몰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업태 간에 차별성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온라인 쇼핑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 수의 확대로
앞으로도 성장세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사례를

분석하여

오프라인 쇼핑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백화점의
사례에서 오프라인 쇼핑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프라인 쇼핑의 강점인 공간에 대한 재정의를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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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체 상품, 편집샵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한 머천다이징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파트너와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개인화 마케팅과 같은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으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현대백화점의 사례를 대형마트, 전문점으로 업계를 확장하여
분석하면, 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디지털 전환, 기술경영, 오프라인 쇼핑, 유통, 디지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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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 년 10 월 미국의 거대한 유통업체 시어스(Sears)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시어스는 세계
최초로 카탈로그를 통해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던 유통업계의 혁신적인
회사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20 세기의

아마존이라

부를

수

있는

혁신적이고도

거대한

기업이었다. 시어스의 점포수는 회사의 매출이 고공 신장을 하던 1980 년대 미국 전역에
3,800 여개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680 여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직원수도 30 만명에서
3 만명으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다. 시어스는 1990 년도에 상시
저가격(Everyday Low Price)을 내세운 월마트(Walmart)와 특정 상품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홈디포(Homedepo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었고, 2000 년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아마존(Amazon)과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체들이 등장했을 때에야 멤버십 서비스를 런칭하는 등 혁신과 변화와는 다르게 한 걸음
늦은 영업정책을 내놓으며 고객들을 점차 잃게 되었다.

결국 시어스는 매출의 감소와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반면, 같은 해 10 월에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은 3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566 억달러(약 64 조 4 천억원)를 기록했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2018 년 10 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대표 유통기업들의 상반된 실적 발표는 유통업계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내의 소매 유통 시장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매 유통 시장의 대표적인 업체인
백화점의 경우 구매 고객수의 감소로 성장이 정체 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중심
사회로 진화할수록 재고 관리 등 물류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은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쇼핑은 변화와 혁신 없이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오프라인 쇼핑 업태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바로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IKEA)이다. 이케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거대한 파란색 창고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스스로 가구를 조립하는 ‘DIY’이다. 직접 가구를 고르고 설치하는 컨셉은
온라인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케아보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배송서비스를
경쟁력으로 하는 아마존의 등장에 따라 이케아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모바일 앱에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고 DIY 에서 가구 조립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결과 2014 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국내의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도 이러한
디지털 혁신전략을 추진하여 침체 되어있는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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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매 유통 산업의 동향
2.1 국내외 유통 산업 동향(韓, 美, 日)
소매 유통 시장의 성장률은 GDP 성장률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즉, 소매 유통 시장은
국가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래 그림 1 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소매 유통 시장은 세계 경기침체가 있었던 ‘08 년~’09 년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향후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소매 유통시장은 1~2%대로 저성장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한국, 미국, 일본의 GDP 성장률과 소매유통시장 성장률 (각국 통계청)

소매 유통 시장의 규모 측면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한국과 이민자의 유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소매 유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2010 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92 년 이후 장기 불황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총인구의
감소(’10 년)에 따라서 소매 유통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소매유통시장의 성장률은 ’12 년 이후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소매 유통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각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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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오프라인 소매업태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새롭게 오픈하는 점포의 형태와 입지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70~80 년대에는 도심 외각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교외 인구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서 교외형 상업시설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는
생산가능 인구 및 다인가구가 확대되는 시기로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One-Stop 쇼핑이 가능하게 설계된 복합쇼핑몰이 등장하였다. 미국에서는 Mall of
America, South Coast Plaza, 일본에서는 라라포트, 야마다 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2000 년도 이후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면서 도심에 거점을 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구도심 개발,
뉴타운 등 정부가 주도하여 도심의 공동화에 대응하였고, 산업시설이 없는 교외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 및 슬럼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인
대형 쇼핑시설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업태들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노드스트롬 랙(Nordstrom Rack)과 같은 도심형
할인점이 생겨났고, 일본에서는 이세탄 플라자, 이세탄 미러 등 중소형 편집매장 및 전문점과
시부야 히카리에, 옛 동경우체국을 쇼핑몰로 단장한 킷테 등 구도심 개발에 따른 도심내에서의
중대형 쇼핑몰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 3. 미국, 일본의 오프라인 소매업태의 입지 변화
현재 일본과 미국의 백화점에서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운영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중소형 형태의 전문관을 개발하고 기존 점포의 쇼핑몰 전환, 다른 업태와의 결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테스트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백화점 업계의 약점이었던 고비용 운영
구조를 직매입과 PB(Private Label)상품을 통해 고수익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저비용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이익률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 채널을 확장하고 O2O(Online to
Offline) 전략으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전문관을 도입하여 백화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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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견인하는 강점 상품군(Merchandising)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이며,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의 라스트 콜 스튜디오(Last Call Studio) 등 도심형 아울렛을 확대하여
백화점 매출을 보완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림 4. 해외 백화점 동향

2.2 국내 유통 산업 동향
국내 소매유통시장의 매출 성장률은 2~3%대로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 소매시장의
성장은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매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는 2013 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의
스마트폰 보급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한 점, 그리고 간편결제서비스 개발 등으로
온라인 결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모바일 쇼핑이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그림 6. 참조)

반면에 소매·유통시장에서는 백화점의 시장 규모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은 2014 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오프라인 시장 중에서는
쇼핑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업태인

편의점과

드럭

스토어(Drug

store)라고

불리는

H&B(Health&Beauty) 분야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과 H&B 스토어는 고령화와
1 인가구 증가와 같이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과 전문점은 온라인 쇼핑의 확대에 따라 매출 증가세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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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 매출 성장률 (단위 : % / 통계청)

그림 6. 온라인 쇼핑 내 모바일 매출액 (단위 억원 / 통계청)
편의점, H&B 스토어를 제외한 국내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 정체는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군과 그 품목들이 유사한 것도 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백화점 업계가 주도하여 아울렛과 쇼핑몰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 채널
안에서도 다루고 있는 상품간에 중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쇼핑 업태 간에 차별성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홈쇼핑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에서도 패션 상품군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 취급하며, 다루고 있는 품목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백화점, 아울렛, 전문
소매점, 온라인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비슷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로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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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프라인 쇼핑 업태별 매출 성장률 (단위 : % / 통계청)

그림 8. 패션 MD(Merchandising) 기준 업태별 포지셔닝

한편,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 정체는 국내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1.6 만명의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한국은행, 2018).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프라인 업태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은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점포의 면적을 확장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테넌트를 유치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점 내부에 팝업 스토어를
유치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PB(Private Brand)상품의 확대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과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 소매점은 글로벌 상품의 소싱
확대를 통해 상품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업체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점포를 확장하고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따른 투자비용이 크고, 오프라인 업체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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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저성장을 반등할 만한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프라인 쇼핑 업체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쇼핑 컨셉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고객들의 쇼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진화할수록 재고관리와 같은 물류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현재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소매·유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Ⅲ. 이론적 고찰
3.1 쇼핑 채널의 진화 과정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은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소비자들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하나의 오프라인에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채널이 등장한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의사
결정 여행(Customer decision journey)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멀티 채널(Multi-Channel) 쇼핑
컨셉이 등장하였다(Mckinsey, 2012)

멀티채널 쇼핑 컨셉 이후 다양한 채널들의 통합과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와 만족을 확대한 서비스로 진화가 필요하다는 옴니채널(Omni-Channel)
컨셉이 대두되었다.

옴니채널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지금도 많은 유통기업들이 옴니채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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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쇼핑채널의 진화(HUGO BOSS Annual Report 2017)
옴니채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소개되는 운영전략으로 O2O(Online to Offline)가 있다. O2O
전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접목하고 있으나, 광고 수익 및
수수료만으로는 서비스 유지가 어렵고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 사업을 통해 쌓은 DB 와 기술을 실제 고객의 접점인 오프라인에 접목시키는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이 대두되고 있고,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전략을

통해

온라인의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고객의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O4O 의 사례들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미래 기술들이 현실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수퍼에 들어서서 장바구니를 들고 사고자 하는 상품을 담아서 집으로
가고 상품은 이미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있다. ” 바로 2016 년 12 월에 첫 선을 보인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고(Amazon go)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다. 아마존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딥러닝(Deep Learning), 센서 퓨전(Sensor Fusion) 기술 같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 기술(Just Walk Out technology)을 매장에 적용하였다. 또한,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자율주행 센서가 부착된 원형 카메라가 쇼핑고객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구매목록을
확인하고 고객이 제품을 진열대에 들어올리는 순간 가상의 장바구니에 등록이 되고 내려놓으면
다시 지워지게 된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고객이 진열대에 제품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인식하고,
쇼핑을 마친 고객이 매장을 나가면 앱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구매결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객의 아마존 계정에 영수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아마존은 앞으로 아마존고와 같은 무인
수퍼를 3,000 여개를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은 사업 초기라 한꺼번에 아마존고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100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무인 매장도
점점 완전한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거대한 온라인 쇼핑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통합된 형태의 식품관 허마셴셩(盒马鲜生)을 2016 년 1 월에
런칭하였다. 이 매장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하면 5km 범위 안에서 30 분내로
배달함과 동시에 매장은 전시판매, 창고저장

및

온라인

주문의

물품

선별을

하고

있다.

매장내에는 자동 전송 시스템이 설치되어 소비자들에게 배송 시 10 분 이내에 출고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전자 가격표를 사용해서 상품의 가격 변경이 간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온라인 업체들의 오프라인 진출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체험해보는 쇼핑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과의 시너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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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마존 고(Amazon Go)와 허마센셩 매장 전경

3.2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Digital Business Strategy)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랫동안 성공을
달리던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산업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한다.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이 화두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을 기반으로 기업의 핵심 사업 운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제품과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구조와 경영 컨셉의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총체적 디지털
변환과정을 일컫는다(Matt, Hess, & Benlian, 2015).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 자체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 전환은 본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업 초기단계부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 보다는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기술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90 년대 초기부터
2000 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3 단계에 걸쳐서 발전해오고 있다(IBM, 2011). 1 단계는 ‘디지털 제품
출시 및 인프라 구축 단계’이다.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와
전자기기 분야에 한정해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업체는 재무,
공급망 관리 등 특정 분야에 걸쳐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 단계는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단계’이다. 2000 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고객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웹사이트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마케팅 및 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3 단계는
‘디지털 전환 단계’이다. 2000 년대 후반부터 클라우드, IoT, 소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기업의 프로세스, 조직, 전략 등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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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MIT Sloan 에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Knowledge of end consumer)와 사업 프로세스(Business design)를 축으로 옴니채널 전략,
에코시스템 강화, 공급 및 모듈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Peter & Stephanie, 2015).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고객 관계 강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및 통합된 밸류 체인을
통해 고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지향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0.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3.3 백화점의 상품 매입방식
현재 국내 백화점 업계의 침체는 과거 일본 백화점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백화점 경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본 백화점이 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坪井晋也, 2009). 먼저, 소유권과 재고부담을 백화점이
책임을 지는 직매입 방식이다. 직매입 방식은 미국과 유럽의 백화점이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성(Merchandising)과

연출(Visual

Merchandising), 상품 가격 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바이어(Buyer)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반면, 매입한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등 백화점이 상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다음으로

국내와

일본백화점의

주요

매입방식인

위탁매입(특정매입) 방식이 있다. 위탁매입은 상품의 소유권과 재고부담, 상품에 대한 반품과정
모두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책임을 진다. 대신 백화점은 협력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고 매장
환경 관리와 협력사의 상품 홍보, 매출금 관리 등 결제 편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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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매입(임대을) 방식이 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백화점이 책임지고 그외 상품에 대한 재고 및 반품은 협력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소화매입
방식은 주로 식당가 입점 계약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세가지 매입 방식 중에 백화점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위탁매입의 큰 의존도를 일본 백화점의 경영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직매입

위탁매입

소화매입(임대을)

소유권

백화점

협력사

판매분만 백화점

재고부담

백화점

협력사

협력사

반품

불가

가능

가능

그림 11. 일본 백화점의 상품 매입 방식
위탁매입의 시초는 1950 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인적 및 자본적인 경영자원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어패럴사 ‘온와도 카시야마’의 당시 경영자가 백화점에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직매입 중심이던 일본의 백화점에 상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협력사가 재고
부담과

판매사원의

고용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위탁매입

방식은

일본의

경제

성장기(1960 년~1970 년)에는 백화점 매출의 신장을 견인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위탁매입과
직매입을 병행하여 상품의 회전율이 감소하고, 고객의 트렌드를 테스트하는 차원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군의 위탁매입을 통해 다른 업태와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 년부터
2010 년의 일본의 경기 침체 시기에는 위탁매입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서 상품의 회전율이
높아지고 백화점의 중요한 요소인 상품구색(Merchandising) 기능이 협력사로 이전되면서 상품
계획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위탁매입은 협력사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파견
직원과 반품 등의 비용이 상품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품
가격의

적정성이

위탁매입의

역행하는

역기능보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위탁매입을

되었다.

효율적으로

따라서

구사하지

일본

못하는

백화점의

부진

일본백화점

원인은

경영조직의

문제이며, ‘일본 백화점 경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화점의 기업문화 변혁,
백화점이 주도한 전략적인 MD 구축, IT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위탁매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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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백화점 사례 분석
본 사례연구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존의 활동들을 강화해 우수한 케이스로 선정된 현대백화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백화점 부문 1 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백화점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4.1 현대백화점 개요
현대백화점그룹은 2018 년말 기준 약 16 조원의 매출액과 8 천 3 백억원의 경상이익, 국내 재계
20 위의 그룹이다. 주력 사업은 백화점을 필두로 한 유통사업이며 그외에도 미디어, 종합식품,
패션, 가구 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경영 실적은 아래 그림 11 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15~’18 년 연평균 성장률 0.4%), 백화점의 신규점포 출점 및
주요 계열사(온라인 쇼핑, 가구)의 성장와 패션사업에서의 M&A 로 그룹 전체의 매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3. 현대백화점 그룹 경영 실적
현대백화점 그룹의 주력 사업부문인 현대백화점은 1971 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국에 백화점,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점포수는 ‘18 년 기준 아울렛을 포함하여
19 개이며 임직원수 2 천여명, 약 6 조원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국내 최초로
백화점내에

문화센터를

도입하고

문화홀을

만들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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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2 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쇼핑 시장의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한
이익률 개선 및 그룹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준비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4.2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전환 전략
4.2.1 고객과의 관계망 설정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유통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앞서, 미래의 고객, 즉 디지털 원주민인 Z세
대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프라인 쇼핑이 강점인 공간을 재정의하여 디지털 전환
전략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고객의 소비패턴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앞서 살펴본 쇼핑채널의 진화 과정에서 언급했
듯이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합하는 형태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품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더 중시하며 가족 중심의 대량구매 및 상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
지만 현재의 소비패턴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1994년 출생)와 Z세대(1995년~2010년 출생)의 사
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의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의 성향을 보이며, 여행과 축제를 즐기고 윤리적인
소비를 축구하는 등 가치소비에 더 중점을 두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는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브랜드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여 상품을 중시하는 패턴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4. 미래 고객의 소비패턴 도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고객은 쇼핑을 ‘상품의 구매’가 아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과정’
으로 인식하며, 온라인을 단순한 쇼핑 채널이 아니라 생활의 주요 공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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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미래고객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오프라인 쇼
핑의 강점인 공간에 대한 정의를 ‘기존 거래의 장’에서 ‘고객과의 관계형성의 장’으로 컨셉의 변화
를 줌과 동시에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 연관 산업과의 인프라 구축, 디지털과 컨텐츠 기반의
마케팅,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의 변화로 디지털 전환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15. 현대백화점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4.2.2 공간과 컨텐츠의 차별화
현대백화점은 현재의 공간 운영 방식을 협력사(상품 공급업체)와 시스템 중심에서 미래 고객
중심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공간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컨셉(Concept)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복합 디벨로퍼(Developer)와
연계하여 점포별 상권, 고객의 특성에 맞춰 컨셉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을 이슈화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공유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 1 공간을 구성하여 고객들이 백화점에 지속적으로 내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간 컨텐츠 개발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유연성을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를

1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의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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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할 만한 사례로는 2016 년에 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들 수 있는데, 판교점의 공간을
구성할 때 기존의 백화점의 상품 구성방식을 탈피하고 백화점과 서점, 영화관 그리고 어린이책
미술관을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쇼핑 이외에 문화 공간의 장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식품관의
고급화와 층마다 카페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의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데에 집중했다(이승연, 2016).
특히 식품관은 전세계의 모든 맛을 경험한다는 컨셉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슈퍼마켓은 기존 백화점의 직사각형 구조에서 탈피한 프랑스 봉마르쉐 백화점
식품관의 유선형 구조를 채택하여 고객에게 재미있는 쇼핑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다. 나아가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비밀스러운 컨셉에서 탈피하여 캐릭터, 소셜 마켓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쇼핑 이벤트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소비자들을 자주
방문하게 함으로써 매출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 년에는 연매출 8,770 억원, 전년대비

12%의 신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고 프랑스의 선진 유통업체 갤러리 라파예트사(Galeries
Lafayette)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오프라인 쇼핑에서 공간의 혁신과 고객들이 점포를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치하는 것이 향후 오프라인 쇼핑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그림 16.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부 전경 및 어린이책 미술관

4.2.3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전략인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은 백화점의 상품 전개
방식에서의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유통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은 시스템 구축,
직원 역량 강화, 머천다이징을 담당하는 조직 구성의 변화를 키워드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시스템 구축에서는 머천다이징 컨텐츠 발굴과 매입 등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백화점 부문의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탁매입을
직매입과 병행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효한데 이를 위해 판매 기회 및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상품 예측과 적정재고관리 및 정교한 상품판매가 관리를 위한 상품 손익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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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화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머천다이징 프로세스와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리테일 테크를 결합하여 보다 매력적인 상품 구성과 공간을 구축하여 컨텐츠의 진가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유통 매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7. 백화점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개선 방향성

두번째로는 머천다이징 담당 부서의 직원 역량 강화이다. 머천다이징을 담당하는 바이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백화점 머천다이징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백화점의 여성패션팀, 남성패션팀과 같이 개별팀 지향의 조직문화를 사업소 임원의 문화 조성자
역할 강화를 통해 팀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과 공동의 지향점, 헌신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백화점 외부의 상품 전문가와 협업 프로젝트, 트렌드 및 컨텐츠 전문 학습조직을
운영하여 백화점내 팝업 스토어(Pop-up store) 공간을 활용하여 현대백화점만의 특색 있는
머천다이징을 전개, 고객들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PB, 직매입, 자주편집샵, 컨셉 공간 등 백화점 단독 컨텐츠를 통한 상품 경쟁력 및
공간

경쟁력

강화라는

현대백화점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현하여

백화점

내에서

브랜드보다 개별 상품의 차별화와 공간의 매력도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는
백화점의 차별화 포인트가 백화점 내에 입점한 브랜드로 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백화점 운영
조직 또한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한 여성, 남성, 잡화와 같은 상품군 단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백화점 내의 개별 상품의 차별화와 공간 매력도가 경쟁력인 시기가 도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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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품군 단위와 함께 상품 개발, 소싱, 재고 물류와 같은 머천다이징 기능
단위의 복합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준비 중에 있다.

그림 18. 머천다이징 조직의 변화

4.2.4 연관 산업 인프라 구축
현대백화점은 앞서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상품 단위의 관리를 실현하고 이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한 신선식품 새벽배송, 가정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제휴, M&A 를 통해 물류와
컨텐츠, 배송 부문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편의점과의 제휴 및 미국, 일본의 선진
사례에서

보이고

있는

소규모

출점을

벤치마킹하여

소비자들과의

접점

및

데이터

접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는 백화점의 공간을 활용하여 물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 년까지 백화점 외부 물류센터 신설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유통, 물류를 결합하는 형태를 최종 목표로 연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4.2.5 디지털 마케팅 전환
마케팅에서는 고객들의 트렌드 변화를 수용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백화점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에는 컨텐츠 제작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디지털에 최적화된 업체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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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존에 지류로 진행하던 DM(Direct Mail)을 모바일 형태로 전환하고, 백화점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은행사를 점포의 상황에 맞게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상쇄하고 최적화된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19 년에는 유투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런칭하여
디지털 채널에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사 통합 멤버십 ‘h.point’를
신설하여

기존에

현대백화점

이용고객

중심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사

고객으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넓고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h.point 멤버십은
‘25 년까지 1,000 만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포인트 적립과 사용 프로모션으로
데이터에 의한 고객 인사이트 도출과 고객 밀착 관리 및 향후 백화점의 고정고객이 될 만한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와 동영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와의 연결고리 형성 및 보다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비주얼 캐릭터(Visual Character)를 개발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주얼 캐릭터를 활용하여 포장지, 쇼핑백, 사은품 제작 뿐 아니라 웹툰 및
애니메이션과 소셜 미디어용 이모티콘을 만드는 한편, 생활소품 · 장난감 · 의류 등의 상품도
판매할 예정으로 라이선스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VIP 라운지 안면인식 시스템, AI
스피커존, 챗봇 시스템 등 백화점내 서비스 접점에서 보다 향상된 디지털 경험을 통해 쇼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9. 현대백화점 유투브(Youtub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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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현대백화점 비주얼 캐릭터 ‘흰디’

4.2.6 서비스 역량 강화
현재 백화점 업계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매출실적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무인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인 물품 보관소, 안내데스크 폐지 및 안내
키오스크 전환, 무인 주차정산 제도가 현재 백화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인 서비스
사례이다. 또한,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소매업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쇼핑 채널이
생겨남에 따라 협력사원들의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협력사원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서
신입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A/R) 채용이 확대되어 백화점의 인적 서비스 품질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백화점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사원들의 고객 응대를 돕는
협력사원용 챗봇 시스템(Chatbot System)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협력사원용 챗봇 시스템은
결제 오류, 카드 무이자 행사 안내, 사은행사 여부, h.point 신규 가입 방법 등 고객 응대시에
긴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챗봇으로 구성하여 백화점 근무에 미숙한 신규 직원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들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매월 초 협력사원 조회시간을 활용해서 백화점의
고객 동향과 트렌드 레포트를 공유하여 서비스 공감대 형성 및 판매력 향상을 지원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협력사원들을 위한 백화점 고객 동향 레포트는 점내 각 층과 상품군단위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고도화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툴을 도입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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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캠페인 시스템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 연관 산업과의 인프라 구축,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의 키워드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여 2030 년까지 재무적인 성과로
현재 약 8 조원의 매출실적에서 4 조를 더한 12 조의 매출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전략은 오프라인 쇼핑사업의 침체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였고,
백화점 공간을 ‘고객관계의 場’ 형성이라는 컨셉으로 구성하여 미래 고객을 대상으로 관계 강화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Ⅴ. 시사점

유통산업은 점점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고객들이 쇼핑을 하는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오프라인 쇼핑 기업들의 매출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기업들보다 고객의 쇼핑 경험에 있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쇼핑 기업들도 제조업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기술개발과 제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 생산/재고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수수료 방식의 특약매입 구조로 인해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 및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과정이 없었다. 최근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타깃, 노드스트롬, 월마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후방(Backend)에서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 예로 미국의 백화점 노드스트롬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에 전년대비 7% 신장했는데 이는 납품업체와의 재고 데이터 통합으로 온라인
결제, 배송 부분에서 효율을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쇼룸형(Show-room) 매장 구성을 확대,
오프라인 매장의 평 효율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메이시스 백화점은 상품 생산 시에
RFID 를 도입해 재고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프라인 기업들은 후방에서의 최적화
작업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성과를 내고 온라인에서의 성과가 오프라인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온/오프라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점이 오프라인 업체 부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인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사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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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천다이징

프로세스 혁신, 연관 산업과의 인프라 구축,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역량 강화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로 특정되는 미래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전략이며, 향후
현대백점의 사례를 대형마트, 전문점, 편의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면, 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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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es up, the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from time to enter a period of very rapid change. This change reflects the
real-time changes in the market where the product consumes value and the needs of
consumers and faced a situation in which the company's response to this change
would be disrupted by the market if it fails to adapt. Since the car was first born more
than 130 years ago,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has changed little by little over the
years, but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based driving method using gasoline and
diesel has not changed much. However, they are faced to ahead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automotive industry, Robert Bosch the global leader in the automotive parts
industry, is actively using in-house startups to respond to these changes.
This case stud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Bosch's in-house startups as
follows. First, Bosch's in-house startup derived business idea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company. Second, in organizing the team, in addition to the idea
drafters, by joining the group's senior management team, the successful DNA is
transplanted into the new organization.
Keywords: Robert Bosch, In-house Startup, Corporate internal startup, Bosch eBike
Systems, BEG, Bosch Sensortec, New business, Diversification, Lean-stra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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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현재, 기업의 경영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아주 빠른 변화의 시기에 접어 들었다. ‘도입-성장-성숙
-쇠퇴’의 네 단계의 제품생명주기(Product-life-cycle) 상 제품의 최대 매출이 발생하
는 ‘성숙-쇠퇴’ 주기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짧아짐으로써,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의 쇠퇴에 앞서 다음 제품을 준비할 시간 또한 과거에 비해 상적으로 짧아지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이 가치가 소모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가 실시간
(Real-time)으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기업의 대응도 더
욱 민첩한(Agile)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상황에 직
면하였다. 반면에 제품 생산, 판매 전반에 대한 환경과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되
어 제품 개발과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이
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공룡인 현대자동차도 36개월 이상
이 소요되던 신차 개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이
감지되었다.

그림1. 제품수명주기(PLC)

130여년 전 칼 벤츠 등에 의해 자동차가 첫 탄생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
동차라는 제품의 외관은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가솔린과 디젤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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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기반의 구동방식(Powertrain, 파워트레인)은 큰 변화가 없었
다. 그러나 에너지 고갈, 환경 문제의 대두와 같은 외부요인과 기술의 발전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 전기구동(전기차, 수소연료전지 등) 방식으로의 대 변혁의 길
목에 놓여 있다. 2019년에 발표된 Bloomberg의 EV(내연기관 단독 구동 방식을 제
외한 모든 전기차)의 판매 비중 예측은 2040년에 이르러 50%를 넘어설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 세계 도로에서 운행 중인 약 8천만대의 자동차 중
에서 오직 10% 수준인 약 80만대의 자동차만이 내연기관 이외의 파워트레인(EV,
FCEV, Hybrid 모두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내연기관/전기차 파워트레인
(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폭스바겐 홈페이지)

그림3. EV 판매 비중 예측
(출처 : Electric Vehicle Outlook 2019”, BloombergNEF,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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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추세는 분명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세부 기술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규모의 경제 비활성화, 상대적으로 느린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 한다. 자동
차 산업과 같이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필요한 비즈니스에서 섣부른 기업 전략
의 변화는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변화와 그 속의 기회는 시장의 빠른 트렌드 변화, 구
체적인고 즉각적인 소비자의 요구와 같은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필요해진 경영
환경의 변화와, 내연기관 중심의 파워트레인에서 전동화로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
에 따른 제품의 특성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기차 비중이 낮음에도 신기술 확산 속도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자
동차 산업과 같은 기간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회비용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의 표준 정립, 인프라 구
축과 같은 외부 요인과 결부되어 있다.

그림4. 연구 배경 모형

이처럼 시장 성숙기에 접어 들기 전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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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방법은 ‘사내벤처’ 혹은 ‘사내스타트업’을 통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신
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Block(1982)[1]과
Roberts(1980)[2]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사업은 기업이 기
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적고, 성공한다 하더
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사내 스타트업을 제도화하고 육성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데 있어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동차 부품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은 로버트보쉬 그룹(Robert Bosch Gmbh,
이하 보쉬)은 사내 스타트업을 어떻게 운용해 왔으며, 어떻게 성공 시켰는지 구체
적 사례를 분석하여 아래의 연구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서 사내 스타트업을 취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보쉬의 사내스타트업 Spin-off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보쉬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보쉬의 사례를 통해 사내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공통적인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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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신규사업의 정의와 유형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지게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
적은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Igor Ansoff(1918~2002)
는 신규 사업을 시장(Market)과 상품(Product)을 기준으로 각각의 교차에 준거하여
확장 전략을 ‘시장침투(Market penentration), 시장개발(Market Development), 상품개
발(Product Development), 다각화(Diversification)’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이중 다각화(Diversification)는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관련 다각
화와 관련 다각화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3].

그림5. Ansoff Matrix

본 사례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전략을 Ansoff matrix를 통해 정의된
네 가지 전략 중 다각화(Diversification)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내
스타트업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목적과도 연관되지 때문이며, 신
규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통해 시장 진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에서
시장을 확장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통해 라인업을 확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리스크 동반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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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취함에 있어, 시장의 성숙도에 이르지 못한 신규 사업 영역에는 비교적 적
은 재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관찰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로부터 다각화를 통한 시장 진입 시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며, 과도한 재원의 투입이 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유도하기 때문에 보다 안
정적인 진입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내외 스타트업을 통해 한정된 자
원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경우, 기업은 실패했을 경우 안게 될 리스크가 제한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림6.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예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모집공고, 2019.01)

2.2.사내스타트업의 정의와 기존 연구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Dollinger(1995)[4]는 “소수의 핵
심 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
로써 벤처 기업을 정의하였으며, 본 사례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기본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벤처 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광의의 의미로써 Dollinger
의 정의를 따랐다[7]. 사내 스타트업(Corporate in-house start-up)은 기업 내 소수의
창업자가 기존 사업과는 다른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하여 상업화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기업의 사내 스타트업 육성
활동은 Ansoff matrix 상 다각화(Diversification)에 위치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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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벤처에 대한 기존 연구는 Robert(1980), Block(1982)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해되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장우(1997)[5], 정승화(1999)[6], 박용기(2001)[7]
등에 의해 국내 기업의 사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표 1).

표1. 사내벤처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정의[8]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개 2000년대에 이르러 지속되지 않고, 관련된 주제도
대두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1990년 대 후반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0년 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를 거치며 유동성 부족 기업들의 경영 악화와 부실 등이
기업 인수합병이 신규 사업 진출의 방법으로 선호되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이 몰고온 변화는 기업의 다각화 전략에 있어서
사내벤처 혹은 사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Dollinger(1995)의 모형에 근간을 둔 백현기(1998)[9]의 4단
계 사내벤처 모형을 바탕으로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 사례에서 특장점을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혁신 모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사내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발굴→
팀(조직) 구성→스타트업 활동→스타트업 결과 활용’의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과정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에서 사례 기업의 모 그룹인 보쉬의 특징
을 분석하여 공통 분모를 추출하여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 운영 방식에 있어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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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선별하여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특히 스타트업의 구성 단계 중 ‘아이디
어 발굴’과 ‘팀(조직) 구성’과 같은 초기의 과정에서 그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
상하였다.

그림7. 사내 스타트업의 과정모형

3. 보쉬 그룹의 사내 스타트업 사례 연구

3.1.보쉬그룹의 소개와 배경
1986년 ‘로베르토 보쉬’의 기계공작소 개소 이후, 가솔린 엔진의 마그네틱 점화
장치를 개량, 생산하여 납품함으로써 보쉬의 사업 활동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보쉬는 창업
초기부터 혁신적인 고품질 부품의 개발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산업에 뿌
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소비재, 에너지 및 건축물 관련
부문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창업 초창기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785억유로(한화 기준 약 10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현대
자동차의 2018년 매출 93조원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10년 이상 연구개발
투자에 매출의 10%를 꾸준히 투입해 오고 있는 기술 혁신 기업이기도 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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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보쉬 그룹의 매출 추이
(출처 : Bosch annual report, 1992-2019)

그림9. 보쉬의 주요 사업 영역과 지표
(출처 : Bosch annual report, 2019)

특히 1960년대 전자식 엔진 제어관리 시스템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써 전자 제
어 방식의 내연기관 시대를 열었다. 내연기관의 전자제어화는 기존 기계식 시스템
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각종 전자 센서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용
센서 산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동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정밀기계
기술 산업에서 전자제어기술 산업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보쉬도 전자제어기술
기업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후 1990년대 CAN 통신의 발명, MEMS 센서,
Common rail system과 같은 기존 자동차 부품사업의 강화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사업(무선 전동 드릴 출시 등), Rexroth Gmbh. 인수를 통한 공장자동화 사업
확장 등 사세를 확장하는 시기를 거쳐 2010년 대 이르러 M, E, C, A(Mobility,
Electricity, Connected, Autonomous)로 대변되는 미래 이동수단 패러다임 변화에 대
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기를 거치는 중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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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보쉬 그룹의 최근 20년간 주요 연혁

보쉬는 ‘Invented for life(생활속의 발명)’라는 기치 아래, 창업부터 혁신적인 고품
질 부품의 개발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보쉬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B2B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Tier-1의 역할
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창업 후 130여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보쉬의 사업 영역
에서 대부분에 걸쳐 유효한 특징이다. 제조산업에 있어서 Tier-1은 시스템 공급 피
라미드 상 OEM(완성제조기업)의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며, 개별 부품의 부속과
완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연구용역)와 생산을 모두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
다. 특히 내연기관의 연료 분사 장치, 엔진 컨트롤 유닛과 같은 핵심 부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그림11, 12).

그림11. 제조산업에서의 공급 피라미드와 보쉬의 위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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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제조산업에서의 부가가치 곡선

보쉬의 주요 제품은 내연 기관용 연료 분사 기술과 파워트레인 주변장치, 파워
트레인 전동화, 스티어링 시스템, 안전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용자 친화적 인
포테인먼트 기술, 차량 간 인프라 및 통신, 수리소 등이며, 가술린과 디젤 직분사
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갖춘 전기식 파워트레인까지 파워트레인 기술을 위한 종합
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연료전지 기술도 제공할 예정에 있다.

그림13. 보쉬 주요 제품(Power train solution, PS)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아키텍쳐 관점에서 인테그럴 아키텍쳐 경향이 큰 산
업군이지만, 보쉬는 제품 자체는 호환성이 높은 모듈 아키텍쳐를 유지하면서 이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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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고 운용하기 위한 제어로직과 등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로 고객
기업에 따라 인테그럴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 왔다(Modular-inside Integral-outside).
주요 핵심 부품 각각은 특정 OEM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
듈로써 패키지로 제공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어로직과 용역 개발을 통해
OEM과 제품의 특징에 따른 캘리브레이션을 추가로 진행한다.

그림14. 연료분사계 시스템 – 제품아키텍쳐(Product Architecture)

이러한 주요 사업에서의 모습 외에 보쉬 그룹의 경영진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
신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교육,
전파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는 ‘린 경영(Lean management)’와 ‘오
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다[10].
첫 번째 키워드인 ‘린 경영’은 Osterwalder의 lean canvas와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중심으로 보쉬의 경영진은 비즈니스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설정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을 통한 반복적인 ‘구축(build)-측정(Measure)-학습(Learn)’ 단계
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보쉬의 주요 사업부문에도 인적 구성, 포트폴리
오의 다변화에 있어 초기부터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주요 측정 인자이기도 하다. 린 스타트업 개념을 통해 보쉬의 경
영진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은 ‘사용자 중심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키워드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은 보쉬가 기업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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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는 접근방식으로써, 아이디어를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보쉬 내부 뿐 아니
라, 외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이며, 2008년 벤처 캐피탈 조직을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보쉬 내부 기업연구소 내에서 발생하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인프
라와 지침을 제공하는 “Bosch Start-up Flatform”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아이디어
가 상업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Bosch Connect”라는 사내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직원간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개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녹아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림15. 보쉬그룹의 경영이념으로부터 도출한 공통 키워드 모형

이상의 보쉬의 역사와 핵심 사업 운영 방식으로부터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 사
례의 공통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130여년 간 이어온
기술력과 제조 능력과 같은 기반 사업의 노하우, 최고 경영자 그룹의 비즈니스 모
델 이노베이션을 통해 전파된 린 스타트업 개념을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리
하면 보쉬의 사업 연혁과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보쉬 비즈니스의
핵심 기반은 ‘고객의 지식’이며, 고객의 노하우에 가치를 더해 그 밸류 체인에 올
라탐으로써 경험한 비즈니스 성과와 발전 경험은 이후 채택된 사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들의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이디어 발굴 – 팀(조직) 구성 – 스타트업 활동 – 결과 활용’의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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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과정 모형으로부터 앞서 살펴본 보쉬 그룹의 핵심 가치를 통해 아래
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의 특징으로써 정의하였다.

첫째, 아이디어의 시작은 기존 사업 또는 핵심 제품으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팀과 조직 구성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하고, 보쉬의 핵심 비즈니스 모
델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의 활동은 “Lean start-up”의 방식으로 Lean canvas를 통해 계획될
것이며, MVP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 측정, 검증될 것이다.

그림16. 사내스타트업 과정모형의 보쉬 사내 스타트업 키워드 적용

3.2 사례분석 :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Bosch eBike Systems)는 2009년 자동차 부품 사업부에
재직 중인 두 명의 엔지니어의 아이디어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어 10주년을 맞이한
현재 59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보쉬 그룹의 분리 법인이다. 핵심 비즈니
스 아이디어는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Li-ion)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부품 사업부의 제품인 파워스티어링에 사용되는 소형 모터 기술을 조합하여 전기
자전거 중 하나인 페델릭(Pedelec) 타입의 구동시스템을 완성 자전거 기업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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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제공하는 것이다. 창업 초기 보쉬 그룹 차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금과 운
영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발전시켰으며, 기존 자동차 사업부 임원인 그룹의
고위 경영진을 멘토로 영입(Claus Fleischer)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그림17. 보쉬이바이크 시스템즈 제품과 아이디어

그림18. Pedelec 전기 자전거 구성품과 보쉬이바이크 시스템즈의 제품

페델렉(Pedelec)이란 페달구동 전기 자전거(Pedal electric bicycles, 또는 Pedal-assist
electric bicycles)의 앞 글자들을 딴 약자로써, 구동에 필요한 배터리와 소형 모터를
기존 자전거 페달에 접목하여 운전자의 페달 답력을 배가하여 자전거 운행에 출
력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써, 기존 자전거 대비 더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기존 자전거 대비 가치가 부가된(Value-added) 전기 자전거의 한 종류
이다. 페델렉(Pedelec)이 전기자전거와 구분되는 기준이 바로 기존 자전거의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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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고, 구동이 전기모터만을 이용하는 가이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
는 국내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전기모터로만 구동되는 순수 전기 자전거는 자
전거 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등 여러 규제가 존재하며, 자전거로 규정하지 않고
eScuter와 같은 별도 분류로써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자전거와 동일한 규
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페델렉(Pedelec) 방식은 순수 전기 구동 방식 대비
각종 법적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페델렉(Pedelec)의 주요 핵심 부품은 기존 자전거의 프레
임, 조향장치, 제동장치, 바퀴(wheel) 외에 페달 동력을 전기 모터로 보조해주는
‘모터동력장치’와 ‘배터리’, 자전거 운행 현황 정보 등을 담은 ‘온보드 컴퓨터’이
며, 보쉬이바이크 시스템즈는 이 세가지 핵심 부품을 모듈화하여 완성 자전거 제
조 회사에 제공하여 매출을 발생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림19. 기존 자전거 구성품과 보쉬이바이크시스템즈 제품 적용 모습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 아이템으로 전기 자전거가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이동
수단의 전동화 측면에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라는 다각화이라는 측면과,
전기 자전거의 사업이 스타트업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자전거가
레저 활동 목적은 물론 출퇴근과 같은 일상 용도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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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Li-ion) 배터리 가격 하락 등과 같은 제품 원가 경쟁력 증가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긍정적 흐름이 선정된 일차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기간 사업에서의 전동화 추구와 전기 자전거 시장의 진출이 투입되는 자금과 기
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전기 자전거의 경우 스타트업을
통한 다각화 전략이 더욱 적합하다. 특히 전동화에 따른 ‘자전거’와 ‘자동차’의 가
치 부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제품 수명 주기(Product-life-cycle) 상 시장 성
숙이 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자동차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이 접근할 수 있
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20. 전동화에 따른 제품 개념 간 차이

그림21. 자전거와 Pedelec 전기자전거의 시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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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이바이크(eBike)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있어 보쉬
그룹의 일부는 전기 모터와 같은 핵심역량을 자동차 이외의 전기 이동수단에 전
파하여 육성하는 개념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는 전기 자전거 시장은
단지 매우 제한된 틈새 시장일 뿐이라고 가정했다.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의 창
업 초기 타겟 고객군(End-user 기준)은 자전거 운행이 힘에 겨운 50대 이상의 노인
을 가정하고 시장을 분석했으며, 실제 첫번째 출시된 제품도 이러한 니치 마켓
(Niche market)을 공략하기 위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
자전거 시장은 평균 10%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전기 자전거가 창업 초기
대상이었던 노인 뿐 아니라, 재미와 동력성능, 장거리 투어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
로 확대됨에 따라 제품의 라인업도 이에 맞춰 확장되어 현재 전 연령대를 아우르
는 고객군(End-user 기준)이 형성되었다.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는 유럽자전거협회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자전거 시장은 현재 연 1억 4천만대 수준이 유지될
것이지만, 페델렉(Pedelec) 시장은 현 연 3백만 대 수준에서 연 6백만대 수준으로
약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22. 타겟 고객군의 변화(가설검증)
(출처 : Bosch eBik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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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는 2017년 누적 3백만 대 출하를 이뤘으며, 전체 페델렉
(Pedelec)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발전하여 Spin-off 함으로써 보쉬 그룹의 사내 스타
트업 성공 사례로 첫 손에 꼽힐 수 있다.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의 성공 요인으
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보쉬그룹의 기반 핵심 제품의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한 관련 다각화 신사
업이었다는 점.
둘재,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을 자전거 산업에서의 고객인 OEM의 지식과 노하
우에 기반했다는 점
셋째, 사업의 초기 아이디어 도출 시 사업 전망에 대한 비관적 의견에도 불구하
고 보쉬 그룹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 → 이는 운영위원회와 멘토의 역할
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MVP를 통해 타겟 end-user가 적절하게 변화, 검증되었음.

즉, 기존 핵심 역량을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지원을 적절히 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 초기 겪을 수 있는 운영
상 Try-and-error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23. 보쉬이바이크시스템즈 제품 출하량 추이
(출처 : Bosch eBik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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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쉬그룹의 다른 사내 스타트업 성공 사례
보쉬 그룹은 매년 사내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통해 전 세계 보쉬 임직원으로부
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최종 두 개 팀을 일년에 걸쳐 선별하여 사업화
하여 육성하고 있다. 보쉬 이바이크 시스템즈 외에도 보쉬 엔지니어링 그룹(Bosch
Engineering Gmbh., 이하 ‘BEG’), 보쉬 센서텍(Bosch Sensortec) 등이 Spin-off에 성공
해 분리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EG는 차량 및 엔진 제조업체의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차용하고 있으며, 주로 제품 물량(Product mass)가 적은 사업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 트럭 등과 같은 상용 차량, 굴삭기,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 기계, 모
터스포츠, 수퍼카, 하이퍼카와 같은 기존 승용 자동차 산업의 틈새 시장을 타겟으
로 삼고 있다. 이러한 Niche market은 기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
우를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 부문이 진행하기에는 운용비용은 크고 기
대되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던 비즈니스를 사내 스타트업을 통해 핵심 역
량을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이다.
보쉬 센서텍(Bosch Sensortec)은 MEMS 센서를 생산하는 사내 스타트업이며, 자
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쉬 센서텍(Bosch Sensortec)의 핵심 기술은 ABS(Anti-breaking-system) 등 자동차
전장 부품의 제어를 위한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전 세계 MEMS 센서
생산 1위(연간 15억개 이상 생산)의 기업이다. 특정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적용하여 Spin-off에 성공한 사례이며, 앞선 두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쉬의 핵심 역량(Core-competency)를 기반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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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동차 부품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중심의 사
업 부분에서 점진적인 전동화 중심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아
직 성장기에 이르지 못한 전동화 중심 사업 모델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할 것
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 이처럼 시장 성
숙기에 접어 들기 전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사
내벤처 혹은 사내 스타트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쉬의 경우,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듈성 제품을 기반으로 솔루션
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인터크럴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이를 사
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 시부터 주요 관심 사항으로 취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내 스타트업의 경영은 모그룹과는 분리하는 단독 경영권을 보장하
며, Lean canvas, MVP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확장
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앞선 세 가지 사례에서 소개한 보쉬의 사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공통점
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쉬 그룹의 성공한 사내 스타트업의 주목할 만한 특
징으로 앞서 설명한 모델이 적합함을 역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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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크라우드 펀딩에서 같은 아이템 군에 속하는 프로젝트라도 어떠한 프로
젝트는 펀딩을 성공하는 반면 어떠한 프로젝트는 펀딩에 실패한다. 기술경
영 분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해당 아이템이 포함하고 있는 혁신의 차이
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
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은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개발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전
략에 대하여 밝혀낼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업체
인 WADIZ의 리워드 펀딩이 종료된 프로젝트 438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하
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혁신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하여 350명 가량의 대중
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급진적 혁신성은 펀딩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점진적 혁신성은 프로젝트는 펀딩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
을 성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국
내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크라우드 펀딩, 급진적 혁신성, 점진적 혁신성,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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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크리우드 펀딩의 역사
밴처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보면, 자금조달 운용 등 자금 관리 74.6%, 필요인력
의 확모 및 유지관리 63.1%, 기술의 사업화 51.8%, 국내 판로 개척 51.8%로 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밴처기업부 2018). 중소기
업의 신규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정부정책지원금 60.5%, 일반금융 23.3%, 캐피탈
엔젤투자 0.1%, 회사채발행 0.1%, 기업공개 0.0%로 대부분의 신규 자금 조달이
정부정책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중소밴처기업부 2018).

<그림 1> 2017년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우)
2017년 밴처기업 신규자금 조달현황(좌)

중소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이 대부분 정부정책지원금에 의존하는 이유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다. 초기단계기업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없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사적 금융 또는 정책
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에 의존 경향이 커지며 이때에도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금
리등 대출 조건이 좋지 않은 경향이 생긴다(Yun&Hwangbo 2014; Lee 2013). 신생
기업에 있어서 전통적 투자 방식의 문제점인 정보 비대칭성과 투자자의 위험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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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팅이 탄생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한 소
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정보비대칭성의 완화해주며, 소액 투자로 투자자의
위험성 역시 감소시킨다(유영글 2014).

1.2.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투자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KB Research Institute 2012).

<표 1> 크라우드 펀딩의 4가지 유형
유형

설명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분투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

자형

으로 투자금액에 비래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이 목적

특징 및 국내사례
소규모 창업 또는 아이디어
투자
사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소
대출형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액 대출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이자 수취가 목적

사례: 오퍼튠, 머니옥션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
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인 보상 창조적인 프로젝트에 소규모
후원형

이외의형태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유 후원
형으로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등의 사례: 텀블벅, 유캔펀딩
분야에서 주로 활용
원형식의 크라우드펀등과 유사하지만 후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

기부형

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 순기부
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

사례: 해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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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형은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
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래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특징
은 소규모 창업 또는 아이디어 투자를 진행하며,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와디즈,
오마이컴퍼니가 있다. 대출형은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이자 수취가 목적이다. 특징
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소액대출을 진행하며,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오
퍼튠, 머니옥션등이 있다. 후원형은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
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인 보상 이외의형태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유형
으로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징은 주로 창조
적인 프로젝트에 소규모 후원을 진행하며, 국내 사례로는 텀블벅, 유캔펀딩등이
있다. 기부형은 후원형식의 크라우드펀등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국내 사례로는 해
피빈이 있다.

제 2 장 연구 주제
2.1. 국내 크라우드펀딩업체 와디즈 소개
와디즈(Wadiz)는 2012년 5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이
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16년
1월 정식 인가를 받았다. 와디즈는 지분투자형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하
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문화 콘텐츠를 시작으로 식품, 여행 등 펀딩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500건, 총 300억원 규모의 펀딩을 주관하였다.
와디즈의 투자방식은 크게 와디즈 리워드와 와디즈 투자 2가지로 나누워 진다.
와디즈 리워드는 미출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금을 조
달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존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래 먹거리와 얼리어답터를 타겟으로 한 혁신 상품류, 라이프 스타일 침튜형 여
행 상품등을 리워드 방식으로 제공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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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투자형은 대중이 스타트업이나 문화 콘텐츠에 투자해 채권 또는 주식을
대가로 받는 프로젝트이다. 기존 투자 형태와 달리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은 4차 산업 관련 기업
이 대부분으로, 시장성 검증이 어려워 기존 금융시장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
업들에게 집단 지성으로 기술력을 검증해 투자를 결정한다. 그밖에도 영화, 뮤지
컬, 공연 등의 문화 콘텐츠 투자 상품 제공을 통해 대중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있
다.
와디즈에서 잠재적 투자자와 기업들의 소통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페이지
를 제공한다. 해당 페이지는 스토리, 펀딩안내, 새소식, 커뮤니티, 서포터 텝으로
나누어진다. 스토리 텝은 제품에 대한 소개, 리워드 방식, 팀 소개로 구성이 된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텝으로 글, 사진, 동영상등으로 구성된
다. 펀딩안내 텝은 펀딩시 주의사항을 표시한 텝으로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
하다. 새소식 텝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팀의 이전 프로젝트들을 볼 수 있
다. 커뮤니티는 잠재적 추자자와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창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된다. 서포터 텝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표시한 텝이다.

<그림 2> 와디즈의 투자 프로젝트 페이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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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컨텐츠의 구성에 대하여 연
구가 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스토리 내용 글자수가 많을수록, 어
휘의 구성이 수준이 높을 수록, 가독성이 높을수록 펀딩금액을 높인다(W.Wang
2017). 프로젝트의 제안자가 제공하는 동영상과 시각적 이미지, 프로젝트를 설명
하는 텍스트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프로젝트의 펀딩금액 높아진다(Lee&Shin
2014).

투자자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수록

펀딩금액이

높아진다

(Koturm&Lerner 2000). 평균 펀딩의 규모가 커질수록 펀딩금액은 낮아진다. 라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혁신의 종
류에 따른 펀딩금액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가설
해당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2 지이다.
가설 1.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에서 급진적 혁신성은 펀딩성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가설 2. 크라우드 펀딩의 프로젝트에서 점진적 혁신성은 펀딩성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제 3장 연구 방법
3.1. 샘플 및 데이터 수집
본 케이스에서는 프로젝트의 혁신도의 따른 자금 조달 규모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한다. 와디즈에는 투자형과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중견기업이상의 기업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
외하였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테크/가전분야에 대하여 최초의 438개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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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혁신성을 조사한 후 통해 해당 평균 및 분산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중 음향기기에 속하는 제품에 속하는 총 40개의 프로젝트가 점진적이고 급진적인
수준이 다른 혁신적인 제품들을 제공하였다. 그렇기에 연구목적에 맞는 40개의
제품들에 대하여 연구를 진해하였다. <그림 3>참고
<그림 3> 프로젝트 선택 방식

40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림 4>과 같은 평균펀딩규모, 프로젝트의 새로운
소식 수, 프로젝트에 포함된 글자 수, 코맨트 수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와디즈에
서 크롤링을 하였다. 게재된 프로젝트는 wadiz.kr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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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집한 데이터 샘플
①평균펀딩금액
②프로젝트의 새로운 소식 수
③프로젝트의 코맨트 수
④프로젝트에 포함된 글자 수

3.2. 변수의 설정
3.2.1. 종속변수
본 케이스에서는 펀딩모금액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결과를 측정하였다.<그림4>
높은 펀딩모금액은 개인 자금 지원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느끼는 매력 수준을 추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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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종속변수의 예시

3.2.2. 설명변수
본 케이스에는 두가지 혁신을 측정하는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2>를 사
용하였다. (Madjar et al., 2011) 위의 설문은 31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들
의 인구통계학적으로 남성 77.5% 여성 22.5%였으며 연령의 평균은 33.54세 표준
편차 10.02 최소값 26 최대값 64세이다. 31명의 설문대상자들이 40개의 프로젝트
에 대하여 평가하여 440개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설문대상 1명당 평
가한 프로젝트의 수는 평균 8개 표준편차 2.58 최대값 12 최소값 5이다. <수식
1>은 이와 같이 수집된 설문 데이터의 샘플과 점진적혁신도와 급진적혁신도를
계산한 방법이다.

<표 2> 혁신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
평가항목
I1.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에 있던 것을 변형하여 쉽게 진행 가능하다.
점진적

I2.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의 있던 아이디어나 광고와 잘 맞아 떨어진다.

혁신도

I3.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에 사용하였다.

파악 항목

I4.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에 있는 물건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I5.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의 물건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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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해당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R2. 해당 프로젝트가 원조이다.
급진적
혁신도
파악 항목

R3.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해결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R4. 해당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해결하는데 원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R5.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시장에 없던 것이다.
R6.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수식 1> 설문데이터 샘플 및 분석방법

3.2.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크라우드 펀딩의 펀딩모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요청된 펀딩규모, 새로운 소식 수, 프로
젝트에 포함된 글자 수, 코맨트 수로 설정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표 4>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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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표준편차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펀딩액의 평균,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글자 수, 프로젝트의 서포터 수, 프
로젝트의 코멘트 수 의경우 천원, 천개 단위로 조정하였다.

<표 4>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결과

<표 5>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계수와 p-value를 표시한 것이다. 모
델 1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변수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다. 프로젝
트의 평균 펀딩금액이 높을수록 펀딩금액은 낮아지며, 프로젝트의 새 소식 수 프
로젝트의 글자 수, 프로젝트의 코맨트 수가 높을수록 펀딩금액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글자 수 변수에
서는 p-value가 0.1509로 다소 높게 나왔다. 이는 프로젝트의 글자 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설명의 가독성, 어휘구성등에 대하여 고려가 안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모델 2는 점진적 혁신도가 프로젝트의 펀딩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점진적 혁신도가 높을수록(p<0.0985) 프로젝트의 펀딩액이 높아진다는 것
을 나타낸다. 모델 3의 경우 프로젝트의 펀딩액이 급진적 현신도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급진적 혁신도가 높아질수록(p<0.1387) 프로젝트의 펀딩액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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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결과 p-value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wadiz의 대
부분의 프로젝트는 혁신성이 없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급진적 혁신도의 경우에는 p-value가 0.138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확보한 데이터에서도 대부분 점진적 혁신성을 강
조한 제품이었기(82.5%) 때문에 급진적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프로젝트(17.5%)는
더욱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 혁신이 프로젝트 펀딩액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계수
(p-value)
형태로 결과값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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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바이오

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과, 이전기술의 상용화 성공 사례의 정성적
접근을 통하여, 기술 인큐베이팅의 필요성과 역할을 도출해보았다. 그 결과, 기존
기술에 대비한 우수한 기술의 이전과, 기술적 준비과정 및 기업간 상호 긴밀한
협력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의 Value-up 은 공공기술의
조기 사업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충분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량 분석을 통해 정성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및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Keywords : 기술이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사업화, 기술 인큐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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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비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과학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년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
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전반이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 촉
진법”)을 개정 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 확산에 힘써 왔다. 정부는 출연(연)의
기술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출연(연)을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1 및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2을 통해 출연(연)이 중소·중
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1. 출연(연)의 역할>

자료 : 정부자료를 바탕으로 재 편집
1

출연(연)의 개방형협력 생태계 조성,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2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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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으로부터 기술획득을 통하여 기업은 기초·원천연구 및 응용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R&D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큰 매력요인을 제공하나, 출연(연)
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은 기업이 시장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 존재한다. 아직 기술성숙도가 낮거나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후속R&D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출연(연)은 개발된 기술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기업이 이전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성이 증가되는 등의 상용화 성공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 상용화이며 국가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이 이전되어도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
술이전은 무의미하다 3 .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기술 이해 및 사업화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이전을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이
다시 이전한 기관으로 돌아가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1.2.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
OECD는 The Bioeconomy to 2030(2009년)에서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의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바이오 경제가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위한 “제3차 생명
공학육성기본계획” 4 에 따르면, 바이오경제는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대비, 질병
극복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여 인류의 복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
3

김순선 외 1명, 공공 R&D 기관의 기술 상용화 과정에 관한 시스템 사고 분석, 2008년, 한국 시스템 다이내

믹스 연구,v.8no.2,pp.191-207
4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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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는 건강(Red, 제약·의료기기), 식량(Green, 농축수산
식품), 환경·에너지(White, 바이오소재·에너지) 문제 해결 가능하게 하여 경제·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경제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 바이오의 중요성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 추구 및 의료비 증가 등 미래의 소비 측면에서 건강‧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된다. 바이오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로 바이오 육성은 기술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연결되어 기술 창업, 연구개발 서비스, 융합 서비스
新산업, 의약품 생산 등 고학력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Red·Green·White BT의 정의>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 바이오산업의 특성
바이오는 우수한 R&D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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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 산업으로 R&D가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R&D 승자는
시장독식(High risk High Return’의 선도적/선점자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형적인
‘Winner-Take-all’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R&D 과정 전체에서 경제효과가 창출
되어 고용, Output, 부가가치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루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다.

<그림3. R&D단계별 산업화 성과창출>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 바이오산업 투자 변화
2017년 1년간 바이오산업 업체의 총 투자비는 6조 2,957억 원이며, 이 중 바이
오산업 부문 총 투자비는 2조 2,162억 원으로 총 투자비의 35.2% 수준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 개발비는 1조 4,973억 원으로 업체 총 연구개발비의 29.1% 수준
이었으며, 바이오산업부문 시설투자비는 7,189억 원으로 업체 총 시설투자비의
62.4%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바이오R&D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투자확대로 ’15년~’17년 투자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바이오산업부문의 연구
개발비는 7.%, 시설투자비는 32.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210

<그림4. 2015년~2017년 바이오산업 투자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

자료 : “2017년 기준 국내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생산성5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첨단 생명과학기술분야 원천기술 개발·
보급 및 바이오

경제 견인을 위하여 국내외·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정부 바이오 핵심 연구기관으로, 1985년 KIST 부설 유전
공학센터 설립 이후 별도로 독립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관
내에 속해 있다.
상기 바이오 경제 시대에 따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명(연)에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을 투입하여 ‘18년도의 R&D예산은 1,726
억원 수준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25개 기업 중 7위이나, 기술료
수입은 12위에 머물러 있어 타 기관의 유사한 R&D예산의 출연(연) 대비 기술료

5

직접연구비 ÷ 기술료 수입액 = 연구생산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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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연구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별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술 인큐베이팅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림5. 생명(연) 및 타 출연(연) R&D 및 기술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11~'18년 R&D 평균예산 100~160억원 기준(10개 기관)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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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정의
2.1.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이론
기술사업화의 대표적 이론인 졸리(VijayK.Jolly)의 이론을 살펴보면, 졸리는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단계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5단계(subprocess)
4전이(bridge)’이론을 제시하였다. 5단계는 착상․보육․시연․촉진 및 지속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신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5단계 활동은 기술적 측면과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4개 전이활동은 현 단계에서 후행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는 것과 후행단계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리의 기술사업화 이론은 기술사업화의 단계별 전문화 추세를 잘 기술해
주고 있고, 이해관계자 등이 인식하는 사업화 가치에 기반한 전이 활동을 강조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애기간의 기술사업화 유형을 동일한 틀에서 분석할 수
있고, 단계별로 투자 결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6.
<표1. 졸리(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
단계
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

6

주요내용
▶기술적 성과를 시장기회와 접목시키는 단계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 측면과 시장수요 측면
에서 구체화시키는 단계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제품 또는 공정으로 구현
하는 단계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단계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공정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존속
하며, 발생하는 가치의 상당 부분을 전유하는 단계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2008년,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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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2008년, 산업연구원

<그림6. 졸리(Jolly)의 기술사업화 이론의 도해>

※ R = 연구, D = 개발, E = 엔지니어링, MF = 제조, MA = 마케팅
자료 :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2008년, 산업연구원

2.1.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념
일반적인 기술이전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 배치 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보유자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기술이전 유형으로는
매매, 라이센스, OEM, 기술제휴 등이 있다. 기술사업화란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개발,
사업개발, 시장개발을 융합시킴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화 성공률을 제고 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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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사업화는 정부 R&D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특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민간(기업)
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전, 거래, 확산하거나 제조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상품·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는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
으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판매하기까지의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일부 또는 전체의 과정을 말한다.

<그림7.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7>

자료 : Siegel 외(2004)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재편집

2.1.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유형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개념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만큼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유형도 다양하다. 기술이전의 유형은 이전되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이전, 노하우(Know-How)기술이전, 산업재산권과 노하우(Know-How)

7

Siegel, D. S., Waldman, D. A., Atwater, L. E., & Link, A. N., 2004년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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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구분될 수 있고, 소유권의 이전여부 등에 따라
양도, 양수, 라이센스 실시권 허여로 구분된다. 라이센스 실시권 허여는실시권의
유형에 따라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상호실시권, 재실시권으로도 세분될 수 있다.
아래 표는 기술이전 유형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유형8>
유형
양도
실시권
허락
(licensing)

주요 내용

구분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도입자(민간

기술이전,

기업 등)에게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함

기술거래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
(licensing)을 허락함

기술거래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적용을
기술지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짐

공동연구
기술창업
(spin-off)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도입자에게
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함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함
▶기술보유자와

합작투자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공공연구기관인

경우는

보유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참여함

8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2008년, 산업연구원

10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이전

기술이전

제3의

기업을 설립 하고 사업화를 추진함
▶기술보유자가

기술이전,

기술(출자)
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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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회사 설립

▶기술보유자(공공연구기관 등)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보유기술을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하여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운영함

▶기술도입자(민간기업 등)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인수․합병

필요한 기술과 경영인프라를 보유한 기술보유자
(민간기업 등)를 인수,합병함

크로스
라이선스

기술(출자)
이전

기술(기업)
거래

▶특허실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가진 특허권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실시권을 상호 부여하는

기술거래

것으로서 특허상호실시허락이라고 함
▶복수의 기술(특허권)보유자 간에 결성된 복수의

특허풀

기술 (특허권)을 상호 간에 혹은 제3자에게 라
이선스하기 위한 계약 또는 그 대상이 되는 특

기술거래

허권의 집합체로 정의됨
자료 : 박종복,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2008년, 산업연구원

2.2. 기술 인큐베이팅의 정의
2.2.1. 기술 인큐베이팅의 개념
OECD는 기술인큐베이션을 기술기반 기업화 단계 진화를 위한 모델로 정의하
고 있으며, 연구실 또는 연구자의 초기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 가능한 숙
성

기술로

전환하는

일련의

기술

밸류업(Value-up)의

과정을

말한다.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관점에서 본다면, 1~3단계가 실험실 중심의 초기
기술의 개념검증이고, 7~9단계가 현장 중심의 생산을 위한 기술보완이라면, 4~6
단계가 생산에 적용 가능한 기술 수준 확인 및 보완이 진행 되는 기술 인큐
베이션 집중 단계 실험실의 기술과 시장의 기술 니즈 매칭을 통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문제를 보완하여 기술의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하는 과정 즉, 기술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기술성과
시장성 제고를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자본투자위험성(risk)을 낮추기 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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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9.
<표3. 기술인큐베이션의 개념>
연구자

개념
▶기술의 단계 진화간의 격차를 이어주고 좁히기 위한

Brooks(1996)

기능으로 명시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술 또는 기업
의 성숙 지원을 위해 설계됨
▶혁신 기반 인큐베이션은 혁신활동과 기업가정신간의

EU(2010)

교집합

부분이며, 고도의 전문성, 시장수요, 기술격

차를 좁히기 위한 재원, 관련 파트너십 등이 요구됨
Zott &
Amit(2010)

▶기술기반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전반의 경로임
▶경영관련 기본 환경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마케팅,

Willson(2012)

인터넷망, 회계 및 재무 관리지원, 외부 펀딩 조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자원들과의 연계를 돕는 역할임

Peters, et
al.(2004)

▶창업기업 및 미성숙 기업들을 위해 제공되는 포괄
적인 환경들로 명시함

Aerts,
Mathyssens,
Vandenbempt

▶미흡한 기술기반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들의 큰 틀을 인큐베이션으로 해석함

(2007)
Soetanto &
Jack(2016)

9

▶기술기반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자본, 노하우 등을 연계하는 메커
니즘으로 해석함

조황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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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조황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2. 기술인큐베이션의 기능 및 성공요인
기술 인큐베이션의 최선의 모델은 유·무형의 구축된 자원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자원 기반 유기적인 상호연계 과정, 전문적인 실행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스핀오프/창업, 일자리 창출, 기업 생존율 확대, 신기술 기업의 성장,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재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Mian(2011)는 전형적
인 기술 인큐베이션은 대학 및 공공, 그리고 민간 조직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이러한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과학기술단지, 연구단지, 혁신센터 등에서 기술 인큐
베이션 수행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며, Pauwels(2016)은 대학 인큐베이션 센터는
대학 기술의 사업화, 연구조직 인큐베이션 센터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확인 및
활용, 독립형 인큐베이션 센터는 높은 잠재력을 갖는 벤처의 선정 및 지원이라는
고위험 고 수익형 모델에 초점을 둔다고 제시하였다.
기술인큐베이션의 성공요인은 이용자 필요에 대한 이해와 대응, R&D와 시장
니즈간의 효과적인 조화, 과학기술 전문성, 기업가정신 등에 의존한다. 특히,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투입되는 자본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전문 투자자본이 중요하다. 인큐베이션 성공을 결정짓는 한가지
요인은 없으며, 관련된 여러 실행요인들이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를 내면서 성공에
영향을 주며, DoC(2011)는 6개월간의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인큐베이션 성공요인
분석 결과, 가장 강조되는 결과는 인큐베이션의 성공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인은
없으며,

여러

실행

요인들의

시너지효과가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ian.(2016)은 기술비즈니스 인큐베이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형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Peters, et al.(2004)는 인큐베이션 성
공요인으로 명확한 기획, 기업가정신, 적정 서비스, 합리적인 선발과정, 인력 및
금융자본으로의 접근성 등을 제시하였다10.
10

조황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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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인큐베이션 단계 및 범위>

자료 : 조황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201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3. 기술의 성숙도의 정의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 Level)란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
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기술 성숙도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측정 수단으로 1989년 미국 NASA에서 개발되었으며, 이후 미 국방부
등에서 추진 사업의 위험도 관리의 한 방안으로서 적용하게 되었다 11 .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2009)은 NASA에서 정의한 기술성숙도를 민간 R&D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하여 새롭게 정의하였다. 즉, 연구
개발 단계를 기초, 실험, 시작품, 실용화, 사업화의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단계를 기술성숙도의 정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기술성숙도는 R&D 단계별로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와 이에 따른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성과
등의 관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되며, 개발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Level 1부터
Level 9로 정의된다. 이러한 성숙도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구원
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54462&cid=50307&categoryId=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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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의 관점에서 개발된 정도를 판단하는데 시장에서 기술의 활용 가능성
정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9.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능정립12>

자료 : “산업원천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일부 재편집

12

“산업원천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2009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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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본론
1.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1.1.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2011~2012년도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지원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 및 애로요인에 대한 설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는 사업화 기술개발 유형관측치가 가장 많았고,
사업화 전담 조직 역량 강화지원(23건), 사업화 기술 기획(13건) 순으로 나타났다
13.

<표4.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Ⅰ>
유형분류

N

%

사업화 기술기획

13

3.2

기술사업화

사업화 기술개발

345

86.0

프로세스

사업화 시제품 제작

1

0.2

단계

성능과 기능점검·TEST

6

1.5

사업화 제품생산(양산)

1

0.2

R&BD 기획 지원

8

2.0

기술컨설팅 지원

1

0.2

기술정보 DB구축 관리제공지원

1

0.2

기술거래 지원

1

0.2

사업화 전담주직 역량강화 지원

23

5.7

마케팅영업 컨설팅 지원

1

0.2

401

100

기술사업화
지원활동
단계

총합

자료 : 김주희, “기술사업화 특성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안”,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김주희, “기술사업화 특성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안”,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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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한 2016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 조사에
서도 기술사업화 성과의 영향요인로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및 지속적
기술 업그레이드를 핵심요소로 꼽을 정도로 기술의 완성도는 기술의 조기 사업화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10.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Ⅱ14>

자료 : “2016년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2017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2.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현황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기술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향상 및 신시장 개척과 기반·핵심 기술확보를
통해 보호장벽을 구축하고 제품·공정혁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과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미비 등의 자체 개발 능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술
개발 실패의 위험성이 높으며, 기업생존을 위한 성장기 기술에 주력하기 때문에
비교적 기술개발이 용이하고 제품화가 쉬운 성장 기술에 치중 하다 보니, 사업·
기술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4

“2016년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2017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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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Ⅲ15>

자료 :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수요현황 및 촉진과제(중소제조업체 335社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14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1.3. 출연(연) 기술사업화 한계
연구기관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수요기술과 공급기술의 Gap 발생으로 수요·
공급간에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다.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물을 활용할 의지를 항상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나 특허와 같이 1차 성과를 통해 평가 받고 연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연구 성과에 탐색 및 거래
비용의 부담 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잇는 역량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에 운영에 따른 안정 예산의 감소로 세부과제
중심의 단기적·양적 수주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시장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수요 기업과 연구자 간 미스매치로 R&D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저하시켰다16.

15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수요현황 및 촉진과제(중소제조업체 335社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14년, 전경련중

소기업협력센터
16

경광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효율성 제고방안, 2008년,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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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출연(연) 기술사업화 저해요인>

자료 : 본인 작성

2. 기술 인큐베이팅 활성화 방안
2.1. 국내·외 사례
2.1.1 해외사례
Oxford 대학교의 ‘Oxford University Innovation’(구, Isis)은 운영 갭펀드형 유효
성 검증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 중에 있으며, Stanford 대학교의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이 ’97년 부터 SIP라는 PoC 및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단에서 기술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17.

<표5. Oxford 대학교 인큐베이팅 지원사례>
년도

1998

17

프로그램 및 재원

투자 항목

비 고
Oxford

Isis Seed Fund

UCSF에

▸대학 £1백만(15억원)

통합(1999)

대학·공공(연) 한국형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사업, 2018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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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UCSF (University
·Chalenge Sed Fund)
1999 ▸정부 £3백만(45억원)
▸대학 £1백만(15억원)

·PoC, 선행기술조사, 실험용
모형, 상업시연, 시제품,사
업계획 지원, 창업기업투자
·건당 최대 £25만(3.8억원)

현재
운영 중

※누적 £1천만(150억원)이상
투자
펀드

2003

·Isis University Inovation Fund
▸대학 £1백만(약 15억원)

·Oxford UCSF와 동일

소진
OIF에
통합

2004

·PoC Fund
▸정부 £45만(약 6.8억원)

2년간
·PoC

(2006)

·OIF(Oxford Invention Fund)
2011 ▸산업·금융·개인 £1.4백만

·Oxford UCSF와 동일

(약 21억원)
2014

운영

현재
운영 중

·UOIF1 (University of Oxford
Inovation Fund

2015 ·UOIF2

·기술이전기업(지분투자)

2016 ·UOIF3
자료 : 대학·공공(연) 한국형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사업, 2018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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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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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Stanford 대학교 인큐베이팅 지원사례>
년도

1997

프로그램 및 재원

·Birdsed Fund(푼돈 펀드)
▸15만 달러

투자 항목

비 고

·PoC, 시제품 개발, 실험용

SIP

모형
·건당 최대 2.5만 달러

funding으로
계승(2013)

ㆍ1년간
2000

·Gap Fund

·PoC

▸120만 달러

·건당 최대 25만 달러

시범운영
ㆍ연이자
8%

·SIP(Stanford

Inovation

2013 Project)
▸교무처장 겸 연구처장 후원

시제품, 검사, 스케일업 연
구장비

현재
운영 중

자료 : 대학·공공(연) 한국형 특허갭펀드 조성 지원사업, 2018년, 특허청

2.1.2. 국내사례
ETRI는 “기술사업화 플랫폼”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연구현장과
기업현장간의 정보간격을 줄이는 “Gap-Brid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관심 있는 특정기술 분야의 수요 발굴을 통해, ETRI 전문인력이 최신 기술동향
등에 대해 찾아가는 기술세미나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소수의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행하며 연 10회 내외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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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TRI 기술사업화 플랫폼>

자료 : https://techbiz.etri.re.kr/korcon/sub3/sub3.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서도 특허청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기술간극(Gap)을
좁힘으로서 특허이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특허 갭 펀드 조성 사업 운영하고
있다. 갭 펀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gap)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 공공(연)의 지식 재산 전담부서가 운영하고
있으며, 갭펀드를 지원받은 대학·공공(연)은 기관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에 대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비용으로 갭 펀드
자금을 사용하여 재투자를 통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2 생명(연) 기술성숙도 현황
의약품 기술의 특성상 임상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 규범)단계 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실제 사업화 및 상용화가

진행되는 TRL9 단계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수요기업이 가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술성숙도를 기준으로 의약품 기술성숙도를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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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의약품 기술성숙도 구분표>
구분
TRL 1
TRL 2

의약품(신약)
(과학적발견) 기술개발 초기단계,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
(개념설정/정립) 가설 설정, 연구계획‧방법수립, 동료전문가 검토
(개념검증; POC) 기초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 신약개발 기술성

TRL 3

평가,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

TRL 4

(in vivo 검증) Non-GLP 생체내(in vivo) 안전성, 유효성 확보

TRL 5

(GLP 검증) ‧GLP 비임상연구, 임상용 GMP 공정 확립

TRL 6

(임상1상) 임상1상 진행‧완료

TRL 7

(임상2상) 임상2상 진행‧완료

TRL 8

(임상3상) 임상3상 진행‧완료

TRL 9

(임상4상) 시판, 시판 후 연구

자료 :“보건의료 R&D 기술성숙도”, 2017년, http://charlesworldblog.com/221116309666, 재 편집

상기 내용을 통해 볼 때, 생명(연)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은 자금부족과 출연(연)
정책적 한계로 아직TRL2~4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기 사업화를 위해 의약품 기술
인큐베이팅을 통한 기술 Value-up으로 수요기업과의 기술 간극(Gap)을 줄여 위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출연(연) 의약품 기술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기술간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
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검증, 후속연구 지원, 기술컨셉 증명, 시작품
시장 검증 등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생명(연)은 스스로 새로운
유망기술을 이전·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만드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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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큐베이팅 활성화 방안
2.3.1. 보유기술 분석·진단 및 후보 Pool 구축
먼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갭의 파악을 위해 생명(연) 보유기술에 대한 질적 수준 분석 및 활용도
를 진단해야 한다. 보유기술의 IP를 중심으로 기술적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기관 보유 기술의 질적 수준 진단 및 등급화함으로써 보유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기술별 추가 개발 니즈의 파악을 통해 기술 인큐베이팅 지원 대상 후보
를 도출하고 전략 마케팅 활동에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연) 연구분야 특성 기반 테크-트리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관 중점 연구
분야 (역점분야, 기관내 사업단 등), 바이오 기술 특성, 특허문헌 특성, TRL 단계
등을 고려하여 Tech-Tree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허의 기술적 우수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분야별 분석․진단 지표 마련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8. 분야별 분석·진단 지표>
구분
기술적 우수성
분석

지표내용
·특허품질지표 분석, 온라인 자동평가(SMART, K-PEG
등), 전문가 등급평가 등을 통해 개별 특허의 기술적
우수성 분석
·기술개발 현황(TRL), 기술분야별 특허 이전율, 특허 출

활용가능성 분석

원점유율, 기업의 실제 수요기술 여부, 기술수명주기,
사업화 관점의 기술성과 시장성 접근 가능성 등을 분
석

기타

·국가․사회 현안 대응 가능 기술 여부 등 판단

자료 :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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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술 분석․진단을 통해 도출된 Tech-up 지원 후보기술 Pool을 구축하여
분석․진단된 우수 보유 기술 및 개발현황에 대한 Data Base화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사회현안 해결 기술 등 기관 보유 우수 기술, 기술군, 유망기
술의 개발현황 파악으로 추가 기술개발 지원 및 전략 마케팅을 위한 체계적
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

특히 국가․사회적 중요 이슈를 선정하

거나 핵심 바이오 산업 기술 수요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관 보유기술 매칭하
고, 선정 기술의 기술 분야 및 속성을 고려한 연관기술 패키징 및 이를 통한

지

원 내용 파악하여 기술개발 공백 부분 파악 및 이와 관련된 세부 지원 사항

도

출해 낼 수 있다.

2.3.2. 지원대상기술 선정
이전기술 후속개발을 위한 R&BD 과제 연계를 위해 지원 후보 기술 중에서
지원 대상 기술 선정해야 하는데 지원요건 타당성, 추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
성,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 대상 선정 및 전략적인
지원 내용 결정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술선정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성숙도(TRL)과 시장성이다. 우선적으로 상기 생명 (연)의 의약품 기술
성숙도를 참고해 후속연구개발 및 수익성 고려하여 TRL 3-4단계의 기술에 대한
시장성 여부를 고려한 기술선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14. 인큐베이팅 대상기술 선별 기준>

자료 :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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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 선별기술은 기술성숙도 TRL 3~4를 기준으로, 시장성이 높은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바이오 기술의 특성상 기술의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체와 관련된 제품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비임상, 임상 등의 테스트와 인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각의 시장 환경 및 특성에 따른 규제, 인증 또한 고려
해야 함에 따라 이는 빠른 사업화 추진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화
추진에 예상외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기업의 예상 수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기술평가 담당자에 인터뷰에 따르면, 사업화 계획이 정확하지 않은
기술은 가치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시장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시장을 타켓팅하고 business Model을 수립하기 위해
Osterwalder와 A. and Pigneur, Y가 제시한 9-Block Business Model Canvas 프레임
18을

사용하여 개별기술에 대한 더 정확한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9. 9-Block Business Model Canvas 프레임>
항목

Customer
Segment

고객은 누구인가?

Value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이

Proposition

나 서비스의 조합은 무엇인가?

Channels

어ᄄᅠᇂ게 이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하고 전달 할 것인가?

Customer
Relation

18

내용

고객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Osterwalder, A. and Pigneur, Y. Clarifying busines models : Origins,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cept”, 2005년,

Communications of the A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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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Streams 수익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Key Resource

가지고 있는 핵심자원은 무엇인가?

Key activity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

Key partnership

Cost Structure

아웃소싱 포함, 기업은 어떤 파트너쉽을 가져야 하는
가?
이모든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구조는 어떠한가?

자료 : Osterwalder, A. and Pigneur, Y. Clarifying busines models : Origins,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cept”, 2005년, Communications of the A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재편집

2.3.3.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비교분석
현재 생명(연)은, 기업수요 맞춤형 R&BD 지원을 위하여 1센터 1중소기업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후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바이오 기업은
생명(연)으로부터 패밀리기업 中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며 이전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지원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R&BD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기술사업화 성공한 사례 및 각 기업 담당자 인터
뷰를 통하여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알아보면, 각 기업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생명(연)에서 이전된 기술이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두 기업의 경우 모두 기존 기술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술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 또한,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정과 지속적인 기술개량으로 조기 사업
화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생명(연)이 보유한 기술의 인큐베이팅은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올려 향후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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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TRL 분석 및 이전기술 성공 사례를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공연구
성과 활용 촉진 및 기술료 증대를 위하여 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
및 이에 대한 후속연구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코자 하였다. 연구결
과로 우수기술 Pool 구축 방안과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비교를 통해 생명(연)이 요
구되는 역할과 필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보유기술 분석 진단을 통하여 도출된 Tech-up 지원 후보기술 Pool을 구
축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사회현안 해결 기술 등 기관 보유 우수 기술,
기술군, 유망기술의 개발현황 파악으로 추가 기술개발 지원 및 전략 마케팅을
위한 체계적 통합 관리체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해 기업 수요 맞춤형 후속기술 개발 및 기술성숙도
(TR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생명(연)의 경우에는 의약
품을 기준으로 후속연구개발 및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TRL 3~4단계의 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연)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은 TRL 2~4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전 인큐베이팅을 통해 수요기업과의
기술 간극(Gap)을 줄여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출연(연) 의약품 기술의 진입장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선별기술과의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의 매칭을 위
해서는 시장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9-Block Business Model Canvas”
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를 통하여 기술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확인해보
았다.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으로 시장 수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창출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인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요인 비교19”
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게 성패가
19

김찬호,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요인 비교 연구”, 201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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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린다고 볼 수 있듯이,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면 사업화 성공 기간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10.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요인>
구분

내용

성공요인

‧ 핵심기술 보유 및 기업 네트워크 확보 등

실패요인

‧ 기술구성 및 이해부족, 기술경험과 무관한 경험 등

자료 : 김찬호,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요인 비교 연구”, 201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 편집

또한,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기술적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외적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긴밀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고려하여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발굴하고 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기술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실패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및 기업 니즈를 반영한 후속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공공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실험실 기반 창출된 기술과
시장 중심의 활용되는 기술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우수 R&D 성과물의 기술완성도 향상을 통해서 기술사
업화의 실질적 촉진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술 인큐베이팅
에 필요한 요인 및 사업화 성공모델 분석을 통해 이전기술의 상용화율을 증대
시키기 위한 출연

(연)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출연(연)의 역할이 기술개발 및 지원에 큰 역할임을 감안할 때, 연구결
과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선행 연구결과 및 인터뷰 등 정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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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집중 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 조사 및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례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등 폭넓게 조사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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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mory semiconductor powerhouse, but it is
impossible for smaller countries in the non-memory semiconductor field, which takes
up a larger por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 memory fluctuates depending on
market conditions, there is an industry characteristic that can be moved downward at
any time. Therefore, increasing the influence in the non-memory industry that can
create more value-added and more jobs remains a challenge i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causes of the
change in earnings that appeared in DB HiTek, a pioneer of the Korean foundry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strategy, so that Korea can leap from the
foundry industry, one of the non-memory semiconductor industries, into a strong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Korean foundry industry by analyzing which managerial strategies have influenced
earnings.
Keywords: DB HiTek, Midsize Foundry Company, Management Strategy,
Korea Found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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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 장 연구배경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약소국에

불가한

현실이다.

메모리는 시황에 따라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는
산업 특성이 있기에 더욱 큰 부가가치를 꾸준하게 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메모리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의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나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9 년 4 월, 삼성전자는 정부와 협력하여 2030 년까지 133 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분야의
하나인 파운드리 산업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 파운드리 산업의
선구 기업이자 중견 Foundry 기업인 DB 하이텍에 나타난 실적변화에 대한 원인을
경영전략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보고, Value Chain 등의 산업 특성에 비추어
어떠한 경영적 전략들이 실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봄으로써 한국
파운드리 산업의 육성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본 서의 연구배경이다.

제 1 장 개요

1.1 반도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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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정보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처리나

연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메모리로 분류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간단하며, 소품종
대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복잡한 편이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진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는 DRAM 과 Flash 반도체로 나뉘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분류를 하면 하기와 같다.

< 그림 1 > 반도체의 분류

1.2 반도체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1947 년 겨울, 미국 벨 연구소 소속의 William Shockly, John Bardeen, Walter Brattain 이
반도체를 이용한 Transistor 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기존의 진공관을
이용한 Transistor 에 비해 성능은 떨어졌지만, 내구성, 비용 및 관리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명이었으며, 급속도로 Transistor 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Transistor 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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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던 주요 멤버였던 Shockly 는 1955 년에 Beckmann Instrument 에 입사 한 후
Moore’s Law 으로 유명한 Gordon Moore 등 8 명의 연구원을 채용했다. 이 8 명의
연구원은 인간적으로서 성격이 좋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던 Shockly 와 갈등 끝에
2 년 뒤인 1957 년에 페어차일드로 입사하게 되고, 같은 해에 상업용 트렌지스터가
페어차일드로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 1958 년에는 4 개의 Transistor 를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에 집적한 세계 최초의 집적회로(IC)가 탄생하였다.
10 년 뒤인 1968 에는, Gordon Moore 와 Robert Noyce 가 Intel(Integrated Circuit)을
창업하며 시스템 반도체의 상업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같은 해에 한국에서는
아남반도체 등 파운드리 기업이 설립되는데 이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974 년에는 삼성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금성그룹과 현대반도체도 연달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9 년 뒤인 1983 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K DRAM 개발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1992 년에
DRAM 세계시장 1 위에 오르게 되고 1 년 뒤에는 메모리 반도체 종합 1 위에
오르게 된다. 이 기간동안 오랜 기간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 일본 등 강자들은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된다. 2012 년에는 한국에 또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둥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7 년에는 전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종합 세계 1 위에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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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독무대였던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단한 기업’,
‘대단한 한국’ 등의 환호에 가득한 기사들이 나왔다. 하지만 1 년 뒤 상황은 다시
변하였다.

1.3 산업동향과 한국의 동향
2018 년 3 분기를 정점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은 정확히 OECD 세계 경기 선행지수(CLI)의 하락 시기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세계 경기가 악화되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강력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인텔의 18 년 3Q 부터 19 년 3Q 까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은 55.1%에서 19.9%의 큰 낙폭을 보인 반면, 인텔은
33.3%에서 31.3%로 근소한 하락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경기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세계 경기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인텔이 더욱 비 경쟁적인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르게 이야기 하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더욱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위처럼 메모리 반도체 만으로는 시황에 따라 강력한 불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비메모리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의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산업 규모 차이 측면에서도 한국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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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야만 한다.
Gartner 의 2014 년 자료를 보면 1983 년부터의 장기 Trend 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 4 분의 1 정도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강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필연인 것이다.
조금 더 제세한 데이터를 통해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래 < 그림 2 >에서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Market Share 는 DRAM

74.4%, NAND 45.3%로 거의 과점의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메모리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6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2 >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Market Shar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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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2019 년 반도체 시장 Market Size, IHS 2019 3Q
하지만, < 그림 3 >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26.7%만을
점유하고 있어, 62.5%의 과점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전제 시장에서 16.5%의
영향력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영향력은 더욱 저조하다. 비메모리 시장에서 4.1%, 전체
시장에서는 3.0%만을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나,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시장 대비 작은 Share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9 년
4 월, 2030 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 조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비메모리 산업 Drive 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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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133 조원의 투자 중
81.2%인 108 조원을 Foundry 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비메모리
분야 중에서도 Foundry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처럼 Foundry 산업에서는 대만의 TSMC 가 51%
가량의 점유율을 점하며 과점 구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2 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갔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TSMC 의 50% 벽은 깨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기업은 현대 Foundry 산업에서의 양대 산맥으로써 공정 미세화
경쟁과 투자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 그림 4> 삼성전자와 TSMC 의 Foundry 공정 미세화 경쟁 Trend
두 기업은 현재 10nm 아래의 공정 단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7nm 이하의
공정을 위해서는 네덜란드 기업 ASML 의 EUV(Extreme Ultraviolet)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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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기 때문의 장비의 대당 가격이 약 2000 억원에 달함에도 앞다투어 설비를
구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번에 15 대(3 조원)를 구매했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추가적인 투자 발표도 앞다투어 하고 있다. TSMC 는
2022 년까지 3nm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26 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 년까지 Foundry 에
대한 108 조원(생산시설에 58 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삼성과 같은 규모의 기업들은 100 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로 인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한국 파운드리 산업의
선구 기업인 DB 하이텍에 나타난 실적변화에 대한 원인을 경영전략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보고,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중견 파운드리 기업에는 어떠한
전략들이 유효한지를 도출해냄으로써 한국 파운드리 산업의 육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 2 장 본론

2.1 파운드리 산업특성 및 시장동향
1) 산업 Value Chain
반도체 산업의 벨류체인은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전방산업, 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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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반도체산업,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케미컬, 소재 등을
제공하는 후방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산업은 전방산업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칩 설계를 하는
Fabless와, Fabless에서 설계한대로 칩을 생산하는 Foundry, 생산된 칩을 조립 및
검사하는 Packaging & Test 분야로 나뉘어지며, Fabless, Foundry, Packaging & Test
를 모두 하는 기업을 IDM(종합반도체회사)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IDM에 속하며, 이번 연구대상인 DB하이텍은 Foundry
분야에 속한다.

< 그림 5 > 반도체 산업 Value Chain

2) Foundry 산업특성
Foundry 산업은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ㄱ. 다품종 소량생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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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Coverage
ㄴ. 규모의 경쟁 (원가경쟁)
ㄷ. 미세화 경쟁 (원가/기술 경쟁)
ㄹ. 수율의 경쟁 (원가경쟁)
ㅁ. 자본 및 노동집약형 산업 (초기 진입시 대규모의 투자 필요)
위의 Foundry 특성과 더불어 다른 반도체 산업 영역인 Memory, Fabless, S.LSI 를
아키텍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그림 6 > 반도체 산업 각 영역들의 아키텍처 분류
Foundry 는 고객마다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들에게 납품된 제품이 다른
고객들에게 범용으로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Integral Inside-Integral Outside
영역에 속하는데, 이 분야는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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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성으로 들어가는 공수 및 기술력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3) Foundry 시장동향
전문 조사기관 IHS 의 2019 년 3Q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Foundry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2017 년의 $63B 대비 다소 감소한 $61B 를 기록했지만,
2023 년까지 꾸준한 성장세(CAGR 7.2%)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전체산업 Size 대비 Foundry 산업의 Size 를 앞서 언급했던 2019 년 반도체
시장 Market Size 도식화 자료에 대입해보면 < 그림 7 >과 같이 14.3%를
점유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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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2019 년 반도체 시장 Market Size, IHS 2019 3Q
이 Foundry 산업 안의 Player 들을 보면< 그림 8 >, 주로 아시아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그림 9 >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Analog IC 기업
순위에 미국과 유럽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Foundry 산업은 자본 및 노동집약 생산이 중점인 분야인 반면, Analog IC 산업은
창조성 기반의 지식집약 생산이 중점인 분야로,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 지식집약
산물이 생산되며,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자본 및 노동집약
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9

년

3Q

기준으로

Foundry

시장

순위권에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의 두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는 Global 2 위에, DB 하이텍은 Global 10 위에
위치하고 있다. 2010 년 이후로 삼성전자는 10 위에서 2 위까지 올랐고 DB 하이텍은
꾸준히 10 위권 안에 위치하고 있다.

< 그림 8 > ‘19 3Q Foundry Market Share, 2019 Sep Trend For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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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2018 년 Analog IC 기업 순위, 2018 IC Insights

2.2 연구대상기업 소개
1) 사명 및 사업영역
연구 대상 기업은 한국의 DB하이텍으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과 자사 제
품을 설계 및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기업 역사
기업의 역사를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는 아남반도체 역사)
*1968.03. 아남반도체 설립(비메모리 파운드리)
1997. 동부전자 설립, 부천 Fab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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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 워크아웃 신청(IMF여파)
*2000.07. 워크아웃 해제
*2002.11. 동부그룹 편입
2006.03. 동부일렉트로닉스로 사명변경
*2007.05. 동부한농화학에 흡수합병 후 동부하이텍으로 사명변경
2008. 업계최초 0.18미크론 BCDMOS공정개발 및 양산, LCD구동칩 개발 및 양산
2010. 업계최초 0.11미크론 Mixed-Signal 공정개발
2012. LCD구동칩 매출 2억 달러 달성
2013. 그룹 유동성 위기에 따른 매각의사 발표
2014. 매각무산, 0.11미크론 Low Noise CMOS 공정개발
2016. Analog & Power 웨이퍼 출하량 100만장 달성
2017. SJ MOSFET, MEMS Microphone, RF HRS CMOS 공정개발
DB하이텍으로 사명 변경

3) 주요사업 및 제품
DB하이텍은 8인치 Wafer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류인 12인치 Wafer 산
업과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8인치 시장은 특화반도체 등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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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고사양, 초미세 공정 및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12인치 시장과 차이를 보인다.

① 파운드리 (Analog 주력 : Analog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
파운드리 사업 분야는 일반 파운드리와 특화 파운드리로 나뉘는데, 특화 파운드리
가 일반 파운드리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편에 속하며, DB하이텍은 특화 파운드리
인 Analog, Power, Mixed-Signal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 파운드리에서는 PMIC(Power Management IC), Driver IC, BCDMOS(복합고전압
소자), CIS(CMOS Image Sensor) 등의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제품의 난이도가 높
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 대비 비교적 낮은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영역이
나, 이익률이 아주 낮은 순수 파운드리만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으로, 일
부 또는 전체의 설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의 경우를 차지하여 경우에 따라 높
은 이익률을 가져가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역량도 고객사에게 어필하는 주요요소로 작용하며, Fabless 없이 Set
Maker와 Directly Biz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설계를 맡게 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이익률도 높아지게 된다.

② 브랜드 (자체 제품개발 및 판매하는 영역)
브랜드 사업부를 2008년에 신설하였으며, LDI(LCD Driver IC), DDIC(Display Driver I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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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LDI는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DB하이텍이 초기 브랜드 시장 진입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제품이었으며,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LG, 및 삼성 TV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DDIC는
LCD용보다는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으로 UHD, OLED TV용에 사용되는 구
동칩이다. 적정 수준 이상의 DDIC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는 상황에 자
체개발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어 DB하이텍 내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과 가장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제품이다.

2.3 기업실적 변화분석
DB하이텍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며 이후부터는 연속 흑자를 기록해가고 있다.
실적변화의 원인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구간에 나
타났던 변화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분석해보고, 큰 변화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한 단계 깊은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
타났다.
① 자본 : 2,909 -> 5,584억원 (+2,675, +92%)
② 부채 : 8,669 -> 5,081억원 (-3,588, -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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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산 : 11,578 -> 10,665억원 (-912, -8%)
④ 매출 : 5,908 -> 6,693억원 (+785, +13%)
⑤ 매출원가 : 4,940 -> 4,539억원 (-401, -8%)
⑥ 영업이익 : -156 -> 1,130억원 (+1,286, +)
⑦ 당기순이익 : -313 -> 868억원 (+1,182, +)
위에서 나타난 변화를 관찰해보면, 1)자본증가 및 부채감소에 따른 재무 건전성
증가, 2)매출증가 및 원가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났다. 1)은 2)에 대한
후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매출증가 및 원가감소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매출증가 및 원가감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업황 변화, 2)매출구조
변화, 3) 제품 변화, 4) 원가 변화, 5) 기업 내부 시스템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4 기업실적 변화요인 분석
1) 업황 변화
2012 년부터 2018 년의 기간동안 Foundry 시장이 연평균 7.2% 성장한데 반해
DB 하이텍의 매출은 연평균 2.4% 성장하는데 그쳤다.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로
기간을

좁히면

16.7%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지만,

같은

기간동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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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은 260.8%나 상승하게 된다. 이는 시장규모 성장에 따른 이익증대보다는
효율성 개선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황의 변화는 실적
변화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10 > Foundry 시장규모 변화 Trend

< 그림 11> DB 하이텍 매출변화 Tre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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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DB 하이텍의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2) 매출구조 변화
매출구조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내수 중심 기업에서 수출 중심 기업으로
점차 변모했으며, 수출국가 비중은 중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과 대만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특히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영업이익률 변화 시점과
수출량 및 중국향 매출변화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DB 하이텍은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일정
시점 이후로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는데, 기저에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2013

년

이전까지

DB

하이텍

브랜드

사업부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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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였다. 하지만 2014 년, LG 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Fabless 기업인
실리콘웍스를 인수하며 DDIC 나 PMIC 등을 자체개발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자체 Foundry 및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DB 하이텍
입장에서는 자체 제품의 판매 및 Foundry 수주가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흘러간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13 > DB 하이텍의 내수 및 수출 매출비중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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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 DB 하이텍의 수출국가 매출변화 추이

3) 제품 변화
파운드리에서 다루는 제품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다소 증가하였다.
브랜드에서는 2012 년에 UHD 용 DDIC 제품이 출시되었고 2014 년부터 이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3 년부터 전세계적으로 UHD TV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UHD TV
시장의 성장과 UHD 용 DDIC 제품의 출시가 기업의 실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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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세계 UHD TV 시장규모 변화 추이, 디스플레이 리서치 2018
앞서 살펴봤던 중국향 매출의 증가와 연관 지었을 때 중국의 UHD TV 시장 또한
증가했고, DB 하이텍이 이 중국 시장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TV 시장에서 UHD 해상도의 제품 비중은
2014 년 16.8%를 시작으로, 2015 년에는 37.1%, 2016 년에는 57.1%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IHS 의 자료에 따르면 < 그림 16 >과 같이 중국 기업들의 UHD TV
생산량도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UHD TV 의 수요 및 생산이 증가했고,
DB 하이텍은 2013 년부터 UHD 용 DDIC 제품으로 중국시장 공략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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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의 UHD TV 출하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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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중국 기업들의 UHD TV 출하량 변화 추이, IHS 2017 1Q

4) 원가 변화
앞서 살펴본 Foundry 산업의 특성 중에 원가 경쟁에 대한 특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ㄴ. 규모의 경쟁, ㄷ. 미세화 경쟁, ㄹ. 수율의 경쟁)
이번 항목에서는 원가와 관련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고,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ㄴ. 규모의 경쟁
신규공장을 설립하거나, 장비를 늘려주어 생산 Capa 를 증가시키는 전략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원가를 낮춰주게 되어 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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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하이텍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TSMC 나 삼성전자처럼 신규 공장을
설립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매하는 투자는 감행할 수 없었다. 대신 한정된 Fab
공간 안에서 Capa 를 늘리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생략할 수 있는
공정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스트림 라인’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공정 수를 감축함(400 여개)과 동시에 공정 소요시간을 꾸준히 단축하였고, Fab
내부의 빈 공간들을 꾸준히 찾아내어 중고 설비를 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8 년에는 2012 년 대비 25.9%의 생산 Capa 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얻어냈다.

ㄷ. 미세화 경쟁
8 인치 Wafer 시장은 초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시장이다. 8 인치 Wafer 라도 미세화가 높아지면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장비 시장의 주류가 12 인치 Wafer 로 옮겨 갔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되는 8 인치용 설비가 없는 상태로 공정수준 역시 마지막 8 인치용 생산 설비
수준에 멈춰져 있다. 즉, 8 인치 시장은 미세화 수준이 장비 발전의 제한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태로 DB 하이텍 역시 이부분을 강화하지는 못하였다. 현재
DB 하이텍이 구사할 수 있는 최대 공정 수준은 90nm 이다.

ㄹ. 수율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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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은 Wafer 한 장에서 몇 퍼센트의 양품이 생산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양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가
경쟁력이 증대되는 것이다.
DB 하이텍에는 ‘Segit’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Fab 에 있는 전 직원이 자기
분야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활동이다. 이 활동이 10 년 이상
이어지며 장비 고장율이 90% 이상 감소했으며, 수율은 99%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Wafer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양품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참고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수율은 80~90%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수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원재료의 가격변동 또한 원가 변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원재료 품목은 Wafer, Chemical, Gas 의 세가지 품목이다.
2012 년부터 2018 년의 기간동안 원재료 가격의 변화는 Wafer +1.04%, Chemical 16.41%, Gas -2.51%로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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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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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DB 하이텍의 원재료 가격 변화 추이

5) 기업 내부 시스템 변화
DB 하이텍의 내부 시스템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은 영업 조직의
변화이다. 크게 두 가지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중국 영업 강화와
다른 한가지는 본사 이전이다.

ㄱ. 중국 영업력 강화
2012 년의 DB 하이텍 영업 조직은 국내 10 팀, 동남아 4 팀, 일본 2 팀, 미국 3 팀,
유럽 1 팀으로 중국 시장을 위한 영업팀은 없었다가, 2013 년에 ‘해외영업’이라는
명칭으로 신규 10 팀이 신설되었는데, 다른 팀 이름에 국내, 동남아, 일본, 미국,
유럽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중화 지역을 위한 신규 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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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14 년에는 ‘중국대만지사’라는 명칭으로 9 팀이 정식
출범하였다. 2019 년 현재는 국내영업 5 팀, 해외영업 11 팀, 중국지사 8 팀,
대만지사 4 팀, 미국법인 5 팀, 일본지사 3 팀으로 꾸준히 중국 영업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본사 이전
DB 하이텍은 2012 년에 영업부서와 기획부서가 있는 대치동 본사를 공장이 있는
부천 바로 옆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최창식 CEO 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고객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Fab 과 제품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앞서 Foundry 산업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했던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Coverage 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DB 하이텍은 실제로 고객에게 빠른 대응을 회사의 강점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제 3 장 결론
17 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DB 하이텍은 2014 년에 첫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영업이익률 15~20%대를 유지하며 꾸준히 1000 억원 가량의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하였으며, 2018 년에는 역사적인 첫 배당을 실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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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대형 투자가 어려운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가도를 달리게 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어떠한 노력과 변화들이 있었는지 산업의 특성 파악부터
기업의 실적분석까지 깊게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며 올바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기업의 실적 반등을 이끌었던 강력한 요소로는 실적 반등과 변화 요소의
발현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체 브랜드 사업 운영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라고 할 수 있다.
UHD 용 DDIC 등과 같은 브랜드 제품의 확보는 반도체 산업 Value Chain 에서의
영역을 Pure Foundry 에서 전공정 영역으로 넓혀주었으며, 기존 파운드리 산업의
단점인 낮은 이익률을 극복한 좋은 경영전략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DDIC 분야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LDI(LCD
Driver IC) 분야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개발 노하우를 쌓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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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DB 하이텍의 확장된 Value Chain
다음으로 올바른 시장환경 변화 파악 및 시장예측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은 위기극복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시장환경 파악 및 시장예측에 대한 리서치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도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스트림 라인’ 운영을 통한 Capa 증대 및
‘Segit’ 활동을 통한 수율 증대와 같은 지속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중견 또는 소형 파운드리 기업이 원가관리 측면에서
구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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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산업 혁명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환경속
에서 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위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의 제품들은
종래의 기능적 측면을 성실히 수행하는 단순기기에서, 제품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탑재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끊임없이 인터랙션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양산하며 고객맞춤형으로 진화 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LG 시
네빔 사례를 바탕으로, VUCA의 시대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제조업
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고찰해본다.

Keyword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조업. Data,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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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한민국 제조 산업사를 함께한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를 설립하여 한국 전자
산업의 시작이 되었다. 1959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1966
년 국내 최초 흑백 TV를 생산하여 음성과 영상 컨텐츠를 소비 할 수 있는 미디어
를 대중에게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그 밖에도 사람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켰던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의 생활 가전을 국내 최초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1990년대 생활 가전
뿐만 아니라 모바일 통신기기 등 IT 제품군을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
로봇, 에너지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 하며 기술 혁신
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대표 제조 기업으로 시대의 고객 가치를 선도해온 LG전자는 새로운
시대에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고객에
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에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점진적 기술
혁신을 진행해 왔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미래는 한치 앞
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의 속도(Volatility)가 빨라졌고, 복잡성(Complexity)
이 높아졌으며, 불확실성(Uncertainty/Ambiguity)이 증폭되었다. VUCA의 시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과 파괴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어 더 이상 대량생산
으로 시장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제조업은 가치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디지털 기술이 제품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제품의 확장된 기능과 제품에서 생
성되는 정보가 새로운 경쟁의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소비
자는 점점 더 개인화 맞춤화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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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VUCA의 시대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제조업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에 따라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상품, 서비스 및 절차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비즈니스 변혁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윤기
영, 2019) 다양한 조직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
고 하기 표와 같이 여러 관점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하고 있는
데(디지털 리테일 그룹, 2019),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단순히 IT 신기술
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
된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에 있다.(Forbes, 2016)
[표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

출처 :디지털리테일 그룹(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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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핵심 요소는 1)각종 센서 및 디바이스 등을 통
해 수집 분석되는 디지털 데이터, 2)인공 지능, 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3)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향상된 연결성 4) 인터넷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
접근성 확대로 추동 되며(Roland Berger 2015),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하여 현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고객과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제품 서비스 혁신을 통해 변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Mckinsey 2013)

[그림1] 디지털 전환 동인과 기반 기술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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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디지털로 인한 현대 기업의 변화 모습

출저: Finding your digital sweet spot.(Mckinsey &Company 2013)

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구성 요소와 중요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성공한 기업(디지털 마스터)는 두 가지 핵심 차원에
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기술의 무엇에 해당하는 1)디지털 역량과 어떻게 변화
를 이끌어 나가는가에 해당하는 2)리더십 역량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가지 차원
의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마스터리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초보자
(Beginners)는 이제 막 디지털 여정의 도입부에 서 있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관망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변화를 이끌어낼 리더십이 부족하고 기초적인 디지털 역량
만 갖게 되어 경쟁 기업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2)두번째 그룹은 패셔니스타
(Fashionistas)로, 과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확보해 가지만, 디지털 리더십과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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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활동에 들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게
된다. 3)세번째 그룹은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리더
십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탓에 강력한 디지털 역량을 구축하지
못한다. 4)네번째 그룹은 디지털 마스터(Digital Master)로 강력한 리더십 역량과 우
수한 디지털 역량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올린다.

[그림3]디지털 마스터리의 4단계

출처: Capgemini & MIT(2012)

디지털 우위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30개국 39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고 매출액 5억 달러 이상인 184개의 상장 기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 했
을 때 디지털 마스터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이익이 26% 더 높으며,
기존 물리적 자산으로도 9% 더 높은 매출을 올린다.(Capgemini & MI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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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디지털 마스터리와 성과

출처: Capgemini & MIT(2012)

업계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 속도는 각각 상이하다. 하이테크 업계에 속
한 많은 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마스터가 많은 반면 제약 업계나 제조업계는 아직
초보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업계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업계별 디지털 마스터리를 구축한 기업들은 존재하고, 평균적
디지털 마스터리가 부족한 제조업에서도 디지털 시대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추
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5]업계별 디지털 마스터리

출처: Capgemini & MI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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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David Rogers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존 전략에서 오늘날 기업이 디지털 시
대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1)고객, 2)경쟁, 3)데이터, 4)혁신, 5)가치
의 다섯 가지 전략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1)고객 도메인 전략은 고객 네트워크를 이끄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
와 달리 고객들은 동떨어진 개인보다는 밀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의 모습으로 변
해가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 네트워크의 위력과 가능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익혀
야 한다. 두 번째 2)경쟁 도메인 전략은 제품이 아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일컫
는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을 이끌어가려면 기업은 경쟁 구도를 뒤엎고 다른 모든
업계의 협력을 끌어가는 비대칭 도전자를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하고, 플랫폼 비즈
니스 모델과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가치이다. 세 번째 3)데이터 도메인
전략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업은 데이터를 진정한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적합한 데이터를 잘 조합하는 기술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두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네 번째 4)혁신 도메인 전
략은 빠른 실험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말미암아 기업은
쉽고 빠르고 값싸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아이디어를 검증
하고 혁신하는 방식이 빠르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린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5)가치 도메인은 새로운 가치 명제로 적응하는 것을
제시한다.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너머를 주목하면서 신기술이 기회와 수요를 바꾸
어가는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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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디지털 혁신 가이드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대중시장 패러다임을 바탕에 두고 소비자를 수동적인 군
집으로 인식했다. 이 모델에서 소비자의 가장 큰 특징적인 행동은 구매인지, 아닌
지의 두가지 선택뿐이며, 기업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대중 미디어를
통해 일방향적인 구매 설득을 주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네트워크 모델이라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객은 인터넷망을 통해 그들간의 동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었
고, 고객과 고객간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구매
아니면 비구매의 이분법적인 역할 구도에 머물지 않으며, 고객 네트워크 모델에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고, 콘텐츠를 발행하며 방송하고, 혁
신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기업은 고객 네트워크 안에서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방향 소통에 주력해야하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지지할 수 있도록 신뢰

를 키워야한다.
고객의 디지털 경험과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행동은 1)접근(Access), 2)
관여(Engage), 3)맞춤화(Customize), 4)연결(Connect), 5)협력(Collaborate)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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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있다. 다섯 가지 소비자의 핵심 행동 패턴을 중심에 두고 고객 네트워크
전략으로 활용하여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다.
[그림7] 고객 네트워크 모델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그림8] 고객 네트워크 행동 패턴과 소비자 네트워크 전략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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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생성된다. 이제 기업의 생
존은 이러한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Insight)로 변환시켜 고객에게
더나은 가치(Value)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
고 고객에게 더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로부터 고객 간의 관계, 패
턴, 영향을 도출(Insight), 고객을 구체화(Target), 고객의 상황 기반에 대한 참조모
델을 제공(Context),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개인화 서비스 제공(Personalization)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9] 데이터 가치 생성기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2.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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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추진 경로 및 패턴을 포함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프레임워크
를 소개하고 있다.
MIT와 Capgemini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1)고객경험, 2)운영관리 프로
세스, 3)비즈니스 모델 세가지 관점에서 제시 했다. 고객 경험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전략은 기업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고객 중심의 경험을 강
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구현 하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
객접점 채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행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 등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해야 하
며 기업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관리 프로세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기업 내 조직, 프로세스, 커
뮤니케이션 등의 거버넌스 체계의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IT 인프라를 적
극 활용하는 것이다.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운영 관리 프
로세스에 모바일,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결
합되어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운영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
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
하는 것이다. 기업의 핵심 경쟁 우위를 파악하여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도입, 기존 프로세스의 재설계,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통한 신규 비
즈니스 모델을 발굴 해야 한다.

285

[그림1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빌딩 블록

출처: Digital transformation : A road map for Billion Dollar Organization(Capgemini 2011)

McKinsey는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디지털화가 이끌어내는 변화를 주목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는 고객의 행동과 요구를 말하며, 공급은 기업 관점에서 제품
이나 서비스,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측면을 말한다. 프레임워크의 상단은
시장 수요 및 공급의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하단부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생태계 창출의 극단적 변화를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은 새롭게 노출된 공급을
왜곡되지 않은 새로운 수요와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완만한 변
화를 이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고객을 위한 새롭고 향상된 가치를 제안하거나
비즈니스 시스템을 재창조 또는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시장의 극단적인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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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디지털 전략 프레임워크

출처: McKinsey(2016)

Accenture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두가지 전략적 옵션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기
존 가치 사슬의 부분적 디지털화이고, 두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다.
전략적 옵션 중 부분적 디지털화는 디지털 가치의 잠재력을 창출하고 포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1)고객 경험적 측면의 디지털화이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정교한 방법으
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2)기업
운영 측면의 디지털화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내부 비용을 최적화하고 비즈
니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가지 차원의 디지털화를 바탕
으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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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디지털 전략 프레임워크

1) Business as Usual

2) Partail Digitization

3) New Business Model

1) Digital Customer

2) Digital Enterprise

3) Digital Business

출처: Accenture(2016)

IBM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1)고객 가치 제안을 재구성하는
측면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2) 운영 모델을 재편성하는 측면을 두번째 축
으로 하여 세가지 경로를 제시하였다. 기업은 고객 경험 가치를 향상, 확장,
재정의함으로써 고객 가치 제안을 재구성 할 수 있고, 비즈니스 운영 모델
에 대해 디지털화를 시작하고, 극대화하고, 통합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
을 확보 할 수 있다. 제공 방식과 전달 대상이라는 두 가지 영역 중 무엇
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세가지 경로가 존재
한다. 첫 번째 경로는 먼저 디지털 운영을 창출하고 통합한 후, 고객 가치
제안 측면에서 충실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디지털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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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통찰력 및 고객 참여를 통해 고객 가치 제안을 강화, 확장 또는 재구성
에 먼저 매진한 후 비즈니스 운영 측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경로는 고객 가치 제안과 운영 모델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완
전히 새로운 단계의 역량을 구축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
을 말한다.

[그림13]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로

출처: IBM(2011)

여러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는데, 공통으로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영역은 기업 운영 측면과 고객의 가치 창출 측면으로
정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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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업 운영 측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방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내부 기업 운영 측면에서 전략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비전 수립, 2)조직 정비 및 인재확보, 3)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진
에게서 시작되어 조직 전체로 전파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
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명확한 디지털 비전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에 적합한 조직체계로 분산(Decentralized)모델, 공유
모델(Shared Services), CoE(Center of Excellence) 모델, 집중화(Centralized) 모델을
들 수 있다. 분산(Decentralized)모델은 각 개별 사업부서에 디지털 전략 및 추진
팀을 구성하는 모델이다. 공유모델(Shared Services)은 각 개별 사업부서가 디지털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마케팅,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모델이다. CoE모델(Center
of Excellence)은 디지털 전담조직에서 디지털 전략, 서비스를 사업부서에 제공하
는 모델이다. 집중화 모델(Centralized Model)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합 운
영하는 모델이다.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운영, 관리, 조정, 평가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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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조직운영 측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방안

‘출처 :디지털리테일 그룹(2017)

[그림1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운영 모델

자료: Accentur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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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 패러디임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즈니스 모델 접근은 1)산업의 재창조
(Reinventing Industries), 2)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Substituting Products or
Service), 3)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의 창출(Creating New Digital Business), 4)가치전
달 모델의 재구성(Reconfiguring Value), 5)가치제안의 재정의(Rethinking Value
Proposition) 의 5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4가지 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디지털 기술 및
변화에 따른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역량을 분석하여 사업의 전략 방향성을 정의
하고, 2단계) 디지털 비즈니스 변화를 촉진하는 변화의 영향력 및 변화 속도를 고
려하여 디지털 비즈니스 변화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3단계) 핵심적인 디지털 비즈
니스 변화 우선순위와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결합한 신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다. 4단계)미래기회 선점 및 잠재적 위협 방어를 위한 최적의 디지
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림16]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영역(CCDIV)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자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링_윤기영,김숙경,박가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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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LG전자 시네빔 혁신 사례 연구
3.1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디지털 시대 이전 종래의 제조업은 시장의 필요성을 예측하여 다수의 대중 소비
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일방향적으로 구매를 설득 하는
형태였다. NPI(New Product Introduction) 시스템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상품 기획, 제품설계, 공정설계, 생산, 품질, 영업/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각의 공정 내에서 개별적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프로세스였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각종 센서 및 디바이스 등을 통해 수집 분석되
는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 지능, 로봇 등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적 제조 시스템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디
지털 시대 제조업은 생산 시스템 관점에서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비약적인 생산
효율성 제고를 이끌었으며, 개발 프로세스 Value Chain 관점에서는 수평적 통합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생산을 지향 하고 있다.

[그림17] 제조업 제품 생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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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데이터 기반 통합적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제조업의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 첫 번째는 생산 시스템의 수직적 통합이다.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는 사이버물리통합 시스템으로 각종 센
서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 운영 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무겁고 경직된 소품종 대량 생
산 시스템에서 가볍고 유연한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림19]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 모델

출처: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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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공장의 효율적 공정 시스템의 가치를 더해 줄 스마트팩토리 통합 솔루션
FACTOVA를 구축하였다.

FACTOVA는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정보화, 지능화 3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제조 영역에 지능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제어 계층에는 각종 설비와 센서로부터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한

산업용

IoT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둘째

정보화

계층에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중심으로 계획부터 관리까지 제조의 전
라이프 사이크을 정보화 해서 관리한다. 셋째 지능화 계층은 빅데이터, AI가 적용
되어 단순 정보를 넘어서 판단까지 제공한다.

FACTOVA는 R&D와 제품 기획, 생

산 등 전 제조 영역에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R&D와 제품 기획은 AI 빅
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시장조사에서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
리던 기획기간을 2~3개월로 단축 했다. 생산 영역은 산업 IoT를 적용해 하루 이
상 걸리던 데이터 수집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서 품질 불량을 빠르게 감지하
고 그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다. 비전 검사 기술을 도입하여 불량 판정 정확도를
99.7%까지 끌어올림으로써 품질 검사의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림20] LG 제조ICT 플랫폼 FACTOVA

자료: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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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 전략 두 번째로, 고객의 경험 데이터 기반 고객 라
이프 스타일 혁신 프로세스 도입이 있다.

LG전자는 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운영

함으로써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
를 도출하여 전사적으로 고객의 경험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림21] 제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제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 전략 세 번째로, 제품의 고객 맞춤형 진화가 있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제
품은 사용자에게 맞게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진화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네빔 AI ThinQ 프로젝터는 스스로 영상을 분석해 영상 및 사운드를 고객
에게 최적화 변환하여 제공하고, 인공지능 정보 검색을 통해 고객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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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디지털 제품의 맞춤형 진화

3.2 빠른 실험을 통한 혁신
아날로그 시대에 직관과 감각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해왔다면, 디지털 시대는
빠른 실험과 검증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게 혁신한다. 종래에 초기 시
장 조사 및 고객 리서치를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최종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는 프로세스라면, 나선형 고객 검증 피드백루프 도입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고객 니즈를 발굴하여 가설 검증을 통해 조기에 사업기회를 포착하
고 혁신적 제품 컨샙 도출하게 된다. 확정된 컨샙에 기반하여 제품을 개발 진행
중에도 발생하는 환경적, 고객의 니즈 변화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반복적으로
고객 검증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그림23] 나선형 고객 검증 피드백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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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뉴컨샙 4K 시네빔 모델은 홈시네마 제품이 공간 제약사항이 많고 제품이
크고 무거워서 설치가 난이하다는 고객의 Pain 포인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
착하였고,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나만의 영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고객의 니즈
를 반영하여 이동성과 설치성이 용이한 컴팩트 4K 프로젝터라는 차별화된 핵심
컨샙을 도출하였다.

[그림24] 경쟁사 홈시네마 프로젝터와 LG전자 뉴 컨샙 4K 시네빔 비교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명제를 빠르게 형상화하여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통해 제품화 검증을 하였다. 이러
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구현된 제품 디자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로 수
용되는지를 개발 진행 과정에서도 고객 검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제조
업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Lean Manufacturing 개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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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핵심 고객 가치의 디지털 제조를 통한 형상화 검증

[그림26] 빠른 실험의 금전적 효과

출저: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3.3 고객 네트워크 모델
아날로그 시대에는 대중시장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고객 소통 방식의
마케팅을 해왔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동적인 네트워크 고객과 양방향 소통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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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다. 고객 구매 흐름(Funnel) 과정에서 고객과 연결, 협력, 맞춤화 등을
통해 고객 네트워크 전략을 생성 할 수 있다.
LG 시네빔이 고객과 동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첫 번째 전략 생성은 연결
(Connect)이다. 과거에는 TV, 라디오, 신문 지면등의 대중 매체(Mass Media)를 통
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함으로써 고객이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를 고민하였다
면,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가 개인화 되면서 개별적 1인 미디어들은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업과 고객과의 장벽
은 매우 낮아졌으며, 접점도 보다 밀접하고 구체적이며 다각화 되었다. LG 시네빔
은 IRM(Influenc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해 제품 컨샙과 연관된 고객의
관심사에 기반하여 무비/테크/인테리어 인풀루언스를 통해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전
달하고 공유 하였다. 제품과 연관된 영화나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과
좀더 순도 높게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전환률을 높이고, 관련 분야
의 고객들간 네트워킹 효과로 강력한 바이럴이 전파 될 수 있었다.
[그림27]고객 네트워크 전략 생성기

출저: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_ David Roger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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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IRM(Influenc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통한 고객 네트워크 생성

LG 시네빔이 고객과 동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두번째 전략은 고객 참여(Engage)
이다. 온라인 소셜 SNS를 중심으로 ‘공간, 시네마가 되다’라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간/인테리어 관련 고객의 인스타그램 후기 콘
테스트를 실시 하였고 고객의 자발적 컨텐츠 생성과 빔테리어(빔+인테리어) 신조
어를 만들어 제품의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림29] ‘빔테리어’ 인스타그램 후기 콘테스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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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Engage)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하여
고객 네트워크 친밀도를 높였다. 영상컨텐츠 플렛폼인 Tving과 함께 ‘100인치 대
화면으로 보고 싶은 Tving 프로그램’ 댓글 달기 이벤트를 통해 잠재적 고객인
OTT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고화질 대화면과 Web OS 사용 편의성이라는 특장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시네빔 야외 단체 관람 이벤트와 미디어 아트

협업 전시를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함께 모여서 영상을
즐길수 있는 제품의 모빌리티적 가치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자사 제품을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미디어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 활동을 하였다. 고객
들은 시네빔과 함께한 관련 경험을 SNS를 통해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잠재 고객과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림30] LG 시네빔 x Tving 프로그램 댓글 달기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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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시네빔 오프라인 단체 관람 이벤트

[그림32] 미디어 아티스트 협업 전시

LG 시네빔이 고객과 동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세번째 전략은 접근(Access)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나 더 쉽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
과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LG 시네빔이 고객에게 다가간 새로운 접근은 A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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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Smart Show Room’ 이다. 페이스북 기반 AR 필터를 제공하여,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는 수고로움과 제약을 넘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본
인의 거실에 시네빔을 가상으로 설치하고 사용해 보는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고
객 접근성을 강화 하였다.

[그림33] AR 기반 소비자 제품 체험

Ⅳ. 결론
LG전자는 전통 제조 기업으로서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 마스터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들이 제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전략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LG시네빔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1)기업 운영 측면의 디지털화는 첫째, 데이터 기반의 스마
트 팩토리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둘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반복적인 린 제조개발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 수용성 검증
하였다. 셋째, 제품 고객 생활 데이터를 기반하여 고객 혁신 가치 창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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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2) 고객 가치 제안적 측면으로는 제품의 스마트화 및 지능화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화 하여 진화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 하였고, 기존의 영상 콘
텐츠 소비 매체에 더하여 인테리어 공간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LG 시네빔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 정도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추진 경로 및 패턴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지는 못하였고, 기업 운영적 측면의 부분적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
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추진 경로는 먼저 디지털 운영을 창출하고 통합한 후, 고객 가치 제
안 측면에서 충실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운
영 측면에서 디지털화 정도는 1)Create, 2)Leverage, 3)Integrate 3단계로 구분할 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적용 사례들을 생성해가는 1.5단계 수준이라고 평
가 할 수 있다. 고객 가치 제공 측면에서는 1) Enhance, 2)Extend, 3)Redefine 3단계
로 구분할 때 1단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기존 제품 중심의 서비스 강화 측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고객 가치 제공 측면에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기존의 보수적 제품 가치를 뛰어 넘는 강력한 서비
스화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결국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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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G시네빔의 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
구분

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
• IRM 마케팅을 통한 고객 연결 강화(’19.8~)

마케팅 관련

• SNS 이벤트를 통한 디지털 참여 증대(’19.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한 바이럴 효과(’19.6~)

Operation

• AR 기술을 활용한 고객 접근성 강화(’19.9~)

측면
기업 운영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Value
Creation
측면

•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16’~)
• 제품 고객 생활 데이터 기반 고객 혁신 가치 창출시스템 구축(19’~)
•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린 제조 개발(15’~)

제품 관련

• 제품의 스마트화/ 지능화(AI TinkQ) (1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그림*] LG시네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로 및 정도

Digitize Customer Experience(X축)
Lev1. Enhance (증대)
Lev2. Extend (확장)
Lev3. Redefine (재정의)

Digitize Operations(Y축)
Lev1. Create (생성)
Lev2. Leverage (확대)
Lev3. Integrate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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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Rogers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존 전략에서 제시한 1)고객, 2)경쟁, 3)
데이터, 4)혁신, 5)가치의 다섯 가지 전략 영역에서 LG 시네빔이 진행한 디지털 혁
신 활동을 살펴 보았다.
첫 번째 1)고객 도메인 전략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연결(Connect), 참여
(Engage), 접근(Access) 전략으로 고객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유튜브 채널에서
IRM, 인스타그램에서 ‘빔테리어’참여 이벤트, Facebook에서 오프라인 단체 야외 영
화 관람 등

기존의 대중 매체를 기반으로한 일방향 홍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다

양한 매체에서 영화와 인테리어 디자인 이라는 특정 관심 분야의 고객층을 대상
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동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두 번째 2)경쟁

도메인 제조업의 플랫폼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의 물리적 가치에 정보적
가치를 더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시네빔은 프로젝터 제품의
물리적 가치에 더하여 영화 소비 플랫폼이자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의 서비스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다. 세 번째 3)데이터 도메인 전략은 데이터를 자
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생산 시스템의 데이터 기반 수직적 통합과
고객 경험 데이터에 기반한 신규 제품 인사이트 도출, 시네빔 사용자의 생활 데이
터 기반의 제품의 진화는 제조업의 데이터 자산화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
째 4)혁신 도메인 전략은 빠른 실험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다. 디지털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시네빔 제품 개발시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고, 반
복적인 고객 검증으로 혁신 실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5)가치 도메인
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미디어로서 새로운 가치 명제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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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네빔의 디지털 혁신 활동

[그림*]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미디어로서 가치 명제

LG 시네빔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활동은 생산성을 향
상 시키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 핵심 포인트는 디지털 기술로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귀결한다.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새로운 경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구해야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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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포
인트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산업의 생태계와 경계를 파괴하
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신기술이 아닌 바로 고객이다. 따라서 제조업 또
한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시장을 재조명해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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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innovation is an innovation process that utilizes external ideas as well as internal
ideas across organizational boundaries to help enhance the development productivity
while reducing the cost of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Since its init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automotive batteries in 2000, LG Chem has adopted
open innovation and gradually developed its open innovation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erform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pen innovation at LG
Chem automotive battery division, and to analyze how the innovation strategies of the
battery technologies are being shifted as the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next
generation batteries begin to arise. The rationale for the active integration of open
innovation will be provided by analyzing the technical breakthroughs that can be
achieved via effective open innovation. Lastly, innovation of the operating process of
open innovation will be analyzed and how the operating and execution methodology
of open innovation has changed was be explained.
Keywords: LG Chem, Automotive Battery, Open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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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표 및 이론적 배경
1.1 연구 목표
본 연구를 통해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발전
연혁 및 사례를 분석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 설립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
션 조직 및 운영 프로세스의 혁신과 운영 체제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2016년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게 된 전략적 의도를 배터리 기
술 혁신 전략 관점에서 분석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혁신 이론에 대입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
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 설립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사례 연구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운영 체제 와 방법 및 툴을 체계화하고, 더 나아가 LG
화학 배터리 사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에 있
어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혁신 전략을 의미한다. 2003년 그의 저서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한 U.C. Berkeley 대학의 Chesbrough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은 ‘기업이 안으로의 지식 흐름(inflow)과 밖으로의 지식 흐름(outflow)을 적절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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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외부 활용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Chesbrough, 2006a). 그림1.1과 같이, 기존의 기업들이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
이 단일 기업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형식의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의
형태로 연구 및 개발의 전 과정을 기업 내부의 자체 기술에만 의지했다면, 개방형
혁신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한 기업은 연구, 개발, 상업화의 각 단계마다
기업 내부와 외부 사이의 지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
율한다. 예를 들어, 타사의 기술을 구매하여 내부 기술과 접목하여 기술 상업화를
앞당기는 데 활용하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의 외부 라이선싱 허여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및 수출의 방법
으로 기업의 혁신 전략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그림1.1).

그림1.1. 폐쇄형 혁신과 개방형 혁신의 정의 (Chesb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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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2.1.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2.1.1.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가치 사슬 분석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의
가치 사슬 및 가치 사슬 내 LG화학의 사업 영역을 분석하여 그림2.1과 같이 나타
내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의 가치 사슬은 원료, 가공 원재료, 배터리 셀과 팩,
소비자 제품, 폐 전지 및 원재료 재활용 단계를 포함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Finnish Minerals Group, 2018). 배터리는 4대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
리막으로 구성된다. 핵심 소재를 제조하기 위해 광물 또는 원소 단의 원료를 채굴
하여 가공 단계를 거쳐 4대 원재료에 해당하는 가공 원재료를 제조하고, 이를 조
립 및 생산하여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셀을 제조한다. 이후 소비자 제품에 따라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배터리 셀을 조립하여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배터리 운용
시스템(BMS)과 함께 소비자 제품에 탑재된다. 소비자 제품은 크게 IT기기, 전기자
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품 종류에 따라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배터리셀이 모듈과 팩 단위로 구성되어 탑재된다. 배터
리는 소비자 제품 유형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되는데,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원료 별로 재활용하여 원재료 가격의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추출하거나, 1차 제품에서 폐배터리를 분리하여 2차
수명으로써 ESS에 탑재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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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 가치 사슬 및 LG화학 사업 영역
LG화학은 리튬 이온 배터리 산업의 가치 사슬 전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구
성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부서에서는 핵심 광물
에 대해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출하 물량에 대비하고, 리튬 등 미래 희소 전망 금속 또는 코발트,
망간 등 가격 변동에 민감한 금속 원재료를 부족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업체로부터 원재료 공급망을 확보한다. 또한, 배터리 R&D 부
서에서는 배터리 설계의 핵심 역량인 4대 소재의 가공과 제조, 배터리 셀과 팩,
BMS를 구성하는 제조 기술에 R&D 기술 역량을 투자하고 있다. 배터리의 성능은
원재료의 가공 및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재료의 조합 및 설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서 소재 연구 및 설계, 생산, 공정 등에
걸친 배터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다
양한 소비자 제품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고객 확보 및 지속적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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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더불어 효율적인 원재료 재활용 기술 도입을 통한 원재료 순환 구조 기여
등, 리튬 이온 배터리 가치 사슬 전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구성하고 있음을 살
펴보았다.

2.1.2. 전기자동차 시장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미래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시장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 비중은 1%에 불과했으나, 친
환경 자동차 및 지속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2040년에는 연간
신차 판매량의 54%를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누적치로
환산 한다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운용되는 차량의 1/3 비중을 전기자동차가 차지
하게 되는 수준이며, 해당 수치는 그림2.2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판
매의 확대에 따라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이며, 2016년
출하된 리튬 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21GWh 수준이었던 것에 대비하여, 2030년 기
준 리튬 이온 배터리 출하량 수요는 8,000% 이상 증가한 수치인 1,748GWh 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 전망 그래프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BNEF 2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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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글로벌 전기차 연간 신차 비중 및 누적치 비중 전망

그림2.3. 전기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 전망

2.1.3.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 현황
LG화학은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로 설립된 이래,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
하라”는 故구인회 창업회장의 지휘 아래 합성수지 및 석유화학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전시켰다(LG화학 역사관, 2019). 199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故구본무 회
장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방문한 영국 원자력연구원에서 2차 전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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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이 2차 전지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1996년 리튬 이
온 전지 사업 착수를 지시하여 활발한 연구, 개발 및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고,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소형 리튬 이온 전지 양산에 성공했다. 2000년에는 미래
배터리 시장의 기회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에 중대형
배터리 연구 전담 법인을 설립하여 연구 개발에 매진하였다. 이에 따른 성과로서
2011년 세계 최초로 GM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모델인 쉐보레 볼트(Volt)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다(디지털 타임스, 2018).
2011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첫 양산을 시작으로, 포드, 다임러, 르노, 도요타
를 비롯한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OEM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사업
초반에는 막대한 설비 및 R&D 투자 비용, 그리고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어
려움 등의 사업적 요인과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부진 등의 외부적 요인으
로 인해 중대형 배터리 사업의 흑자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
발 역량 및 생산 역량을 발전시켰고, 글로벌 고객으로부터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 4분기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첫 흑자
달성을 이루었으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그림2.5에 나타내었다(이
투데이, 2018). 그림2.4와 같이, CATL, 파나소닉, BYD에 이어 2019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업계 4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전
기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출하량 증가로 인한 배터리
사업에서의 지속적인 이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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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2019년 상반기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출하량

그림2.5. LG화학 전지부분 매출 및 영업이익 (2018년, 추정치)

2.2.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사 사업 현황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도입이 필요한 전략
적 의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LG화학과 경쟁 구도에 있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6
곳의 사업 현황을 비교하여 표2.1과 같이 나타내었다(아시아경제, 2019). SNE 리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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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2.8%로서, 업계 4위를 달성하였다. 업계 1위를 차지한 중국의 CATL사
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독점적 공급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제조 OEM들과 전략적 협업 체제를 구
축하며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Green Car Congress, 2018). 업계 2위는 Tesla
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일본 Panasonic사가 차지했고,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트럭 등의 완성차 제조업도 겸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전
기차 출하량을 보유한 중국 BYD사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점유율 3위를 기록했
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 업체 간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선도 기업들은 많은 R&D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LG화학은 19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업계 4위, 국내 업
계 1위의 배터리 제조사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2.8%를 기록하였으나, 그림
2.6의 점유율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3위 제조사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65%
에 달하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아시
아경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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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사업 현황 비교 (2018, 2019上)

그림2.6.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

3.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연구
3.1. 오픈 이노베이션 도입의 필요성
3.1.1. 배터리 기술 혁신 전략 방향의 이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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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배터리 기술 혁신 전략을 아키텍처 혁신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
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리튬 이온 배터리(Lithium Ion
Battery, LIB)는 양극과 음극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시킨다. 충전 시 양극에 리튬산화물로 존재하던 리튬이 이온화 되어 음
극으로 이동 및 삽입되고, 방전 시 음극에 삽입되었던 리튬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리튬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하면
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다(박정은, 2018).
현행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예시로는 3성분계 구조의
NCM(Nickel-Cobalt-Manganese) 양극재와 흑연(Graphite) 음극재를 조합한 배터리
설계 기술이 있다. 3성분계 NCM 양극재의 경우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고용량 설
계가 가능하지만, 구조 불안정에 의해 배터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NCM의 적절한 비율 및 양극재의 코팅, 도핑 등의 가공을 통한 설계 최적화가 필
요하다.

NCM

양극재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NCM(1:1:1)

조성을

시작으로

NCM(5:2:3) 조성과 NCM(6:2:2) 조성의 기술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거쳐 현재
NCM(8:1:1)까지 니켈 함량을 높이는데 성공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양극 활물질의 함량 변경을 통한 기술 혁신은 아키텍처 혁신 관점에서 점진
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컴포넌트 혁신(Component Innovation)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LIB 기술의 점진적 혁신과 컴포넌트 혁신만으로는 구현의 한계가 존
재했던 주행거리 향상, 안전성 개선, 희귀 원재료 대체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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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지의 연구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배터리의
예시로서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에어 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등이 있다. 차세대 전지는 활물질 뿐만 아니라, 배터리 내부 구조 및 화학
반응식 등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다. 또한, 리튬 이온의 이동이라는 리튬 이
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 마저 탈바꿈 시키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세
대전지로의

기술

혁신은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과

아키텍처

혁신

(Architectural Innovation)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차세대전지의 아키텍처 혁신은 화
학반응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다는 배터리 고유의 특성은
유지하지만, 내부 구조,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현
행 LIB 기술의 컴포넌트 혁신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차세대전지 기술의 혁신은 배
터리 기술 혁신 전략의 방향이 Shift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배터리 기술
혁신 전략 방향의 이동을 그림3.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3.2의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시장 전망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 및 선진 LIB 기술은 2025년까
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현행 LIB 기술의 한계를
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의 상용화가 전망되는 만큼, 그 성장과 기술 혁신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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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배터리 기술 혁신 전량 방향의 이동

그림3.2.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시장 전망

3.1.2.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기대 성과
앞 장에서 차세대전지로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점진적 혁신과 컴포넌
트 혁신에서 더 나아가 급진적 혁신과 아키텍처 혁신이 요구된다는 혁신 전략의
이동을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차세대전지의 기술 상용화로 진입하기 위해서 요
구되는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도입의 필요성을 Technology S-curve 관점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Technology S-curve 모델에 따르면, 기술의 성능을 노력과 시
15

325

간의 함수로 나타낼 때 기술의 성능 곡선은 S자 곡선 형태를 이룬다. 기술의 도입
부에서 시간과 노력 투자 대비 초기 성능 향상 속도는 느리고, 이후 성능 향상이
가속화되며, 기술의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성능 향상의 속도가 감소한다. 이를 배
터리 기술에 적용하였을 때, 현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Old technology,”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New technology” 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기술 Scurve 의 이동을 그림3.3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3.3. O.I 의 도입을 통한 Technology S-curve의 이동
현행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3성분계 구조의 NCM(NickelCobalt-Manganese) 양극재와 흑연 음극재를 조합한 배터리 설계 기술이 있다. 3
성분계 NCM 양극재의 경우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고용량 설계가 가능하지만, 구
조 불안정에 의한 배터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NCM의 적절한 비율
및 양극재의 코팅, 도핑 등의 가공을 통한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다. NCM 양극재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NCM(1:1:1)를 시작으로 현재 NCM(8:1:1)까지 니켈 함량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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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성공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NCM 양극재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 흑연 음극재 또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고용량 성능과 급속충전 성능을 극대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올려 고용량 전지를 구현하는 LIB 기술이 연구되고 있
으나, 니켈 함량만을 높이는 NCM 양극재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 흑연 음극재
또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고용량 성능과
급속충전 성능을 극대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미래 배터리 기술에서 기대되는 고에너지 밀도, 장주행거리, 급
속충전 성능 등을 만족하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
술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LG화학 내부 연구팀의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LG화학 내부 R&D 를 통한 차세대 전지 기술을 “New
technology” 의 점선 곡선으로 나타내었을 때, 내부 R&D를 통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곡선과 현행 배터리 기술 곡선 사이에는 시간적, 성능적 “Discontinuity” 가
존재한다. 즉, 내부 R&D에만 의존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차
세대 배터리 기술 곡선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 차세대전지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내부 R&D 역량
과 결합한다면, 개발중인 차세대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새로운 S-curve 로의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오픈 이
노베이션을 통해 우수한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내부 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고, 막대한 R&D 투자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 차세
대전지의 선발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활발하고 효율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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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3.2. 오픈 이노베이션 발전 사례 연구
3.2.1. 오픈 이노베이션 발전 역사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발전 과정을 중대
형 전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그림3.4과 같이 나타내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GM의 PHEV 전기차 쉐보레 볼트 모델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
사례에서, 해당 배터리 모델 개발에 있어 미국 국립 ANL 연구소의 양극재 제조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양극재 제조에 사용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3M의 양
극재 특허를 라이선스 받아 다양한 상용화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LG화학만의 독자적인 분리막 코팅 기술을 분리막 제조 업체에 라이
선스 허여하면서 특허 무단 침해를 막고 부가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2000년
부터 중대형 배터리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후 2015년까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
을 요약하자면, 외부 기술의 license-in 사례의 경우 상용화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즉시 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sourcing에 집중된 형태 또는 타사의 특허 침해 방지
를 위한 license-out 의 형태였다. 이 외 연구소에서 진행한 대학교 협력 연구과제
또한 연구팀 중심의 기술 용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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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발전
2016년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담으로 수
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가 설립되면서, 즉시 적용 필요한 기술에 대한 라이
선스 중심이 아닌, 미래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기술 발굴 활동 및 다양한 형태의
기술 공동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고에너지 밀도, 장주행거리, 급속충전 성능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의 전
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일환으로 Battery Innovation Contest, Global Innovation Contest, The Battery
Challenge 등의 기술 공모 활동을 통한 신기술 발굴에 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신규 기술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한 기술 권리 확보 또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R&D 역량 강화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전지 기
술을 적극 탐색하여 효율적인 R&D 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2.2. 오픈 이노베이션의 발전과 Business Model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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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brough 집필의 Open Business Models 에서, 혁신 활동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6가지의 단계로 구분하고, 시장 경쟁, 혁신 조직, IP 관리 등에 대해 각 비
즈니스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Chesbrough, 2006b). 6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종류는 Undifferenciated, Differentiated, Segmented, Externally aware, Integrated,

Adaptive 로 구성되는데, 이 중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
션 활동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과정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입하여 각 단
계를 분석하고 이를 표3.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3.1. 혁신 활동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구분 (Chesbrough)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 설립 이전의 오픈 이노베이션 초기 활동 기간 동안 LG화
학의 비즈니스 모델은 Type4:

Externally aware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hesbrough의 설명에 따르면, Type4 모델의 경우 혁신 활동은 외부 아이디어를
도입, 활용하며 자사 기술의 외부 라이선스를 통한 수익 창출이 있다. 시장 경쟁
의 범위는 인접 시장과 신시장 진출 중심이며, R&D, 마케팅, 재무 부서가 동등한
비중으로 혁신에 참여한다. LG화학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 설립 이전의 오픈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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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션 활동은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의 도입 위주로 발생하였으며, 자사 기술 외
부 라이선스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였다.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 설립 이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대한 LG화학의 비
즈니스 모델은 Type5: Integrated 모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hesbrough의 설명에
따르면, Type5 모델의 경우 혁신 활동은 내부 및 외부 R&D 활동을 통합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R&D/재무/마케팅의 다기능을 수행하는 팀이 혁신을 주도하며,
IP 는 재무 자산으로서 전략적으로 관리된다. LG화학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 설립
이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은 차세대, 미래 기술 발굴에 집중하여 기술을 발굴
하고, 외부 기술을 내부 R&D와 통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Chesbrough 의 Type6: Adaptive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활동으
로 구성되며, 다양한 신 BM을 추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기존 시장을 지배함과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장 경쟁 활동이 일어나며, 특정 팀이 아닌 모든 사업
부서에서 혁신에 참여하는 조직 혁신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LG화학이 오픈
이노베이션 및 추가 혁신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비즈니
스 모델의 Type6 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3.3.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의 혁신
3.3.1.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조직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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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정
표가 된 시점을 2016년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의 설립으로 보았다. 오픈 이노베이
션 부서가 설립됨에 따라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및 추진 형태에 있어서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났다고 보았으며, 설립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및 추진 형태를 비교하여 표3.2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3.2.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체제의 변화

2016년 이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은 명확한 운영 주체 없이 연구팀, 재무팀
등 각각의 독립된 부서에서 필요에 맞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진행하였다. 투
자 비용은 연구소의 과제비를 사용하였으며, 기술 발굴 대상은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 실시하는 형태였다. 발굴 활동은 top-down 방식 또는 연구
팀이 산학 또는 업체와 직접 교류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그림3.5(a)와 같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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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또는 업체가 연구팀에 직접 연락하여 기술 소개 및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
구팀의 적극적인 기술 발굴 활동은 주어진 업무 영역 외 추가적인 업무로 간주되
었다.
2016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주체는 오픈 이노베이
션 전담 부서이며, 연구 과제비와는 별도로 구성된 1,000억원 규모의 오픈 이노베
이션 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집중한다. 기술 발굴 대상은
차세대전지 및 미래 기술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산학 과제 또는 스타트업 공모전
을 통해 외부와의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 또한, 최근 미래 유망 배터리 기술 확보
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까지 단행하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늘고 있고, 완성차 업체
는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 배터리 기술을 검증하
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3.5(b)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
담 부서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중심이 되어 외부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된 연구팀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운영 체계를 중앙화하여 과제 및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3.5.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혁신 (a)부서 설립 이전, (b)부서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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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세스의 혁신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를 설립함으로
써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세스의 혁신을 주도했다. 본 장에서는 프로세스 혁
신을 통해 구축한 LG화학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시스템의 진행 체제와 방법에 대
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세스를 4가지 단계로 구
분하였다(그림3.6): (1) 신규 기술 발굴, (2) 기술 분석 및 선정, (3) 기술 확보 및 투
자, (4) 기술 양산화 적용. 이 중, (1)-(3) 단계에 대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세
스를 세분화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3.6.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구축
(1) 신규 기술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프로세스 중 첫 번째 단계인 신규 기술 발굴을 통해 신
규 기술을 가진 업체 및 연구기관 pool 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기술 문
헌 조사 또는 글로벌 학회, 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통해 배터리 기술 동향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LG 그룹의 해외 테크 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주재원
으로부터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 받을 수 있다. LG 그룹은 미국, 독일, 러시아, 이스
라엘 등에 소재한 테크 센터와 중국, 일본 등에 소재한 연구소 운영을 통해 글로
벌 혁신 센터를 구축하고 테크 센터 교류를 통한 기술 발굴 활동을 권장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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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이노베이션 부서가 설립된 이래 매년 개최된 글로벌 기술 혁신 공모전은
Battery Innovation Contest, Global Innovation Contest, The Battery Challenge 등이
있다. 글로벌 공모전을 통해 해외 대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자사의
연구원 파견을 통해 연구 과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며, 유망 기술을 가진 신규
스타트업을 초기에 발굴하여 지분 투자를 통한 기술 권리 확보 및 공동 연구개발
을 통한 R&D 역량 증진 등, 신규 기술 발굴 활동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초 활
동이다.
LG화학의 신규 기술 발굴 활동을 타 제조업과 비교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였다(복득규, 2008). 연구 내용에 따르면, 신규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원천의 유형은 13가지로 분류되며, 이를 국내, 해외 원천으로
구분하여 총 26개의 정보 원천 유형이 있다. 정보 원천 유형에 따른 탐색 범위를
표3.3과 같이 나타내었다. 26개의 정보 원천 유형 가운데 국내 대기업 제조업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원천 유형은 10.4개에 해당하는데, LG화학 전기차용 배
터리 사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에서 활용하는 정보 원천의 유형은 19개로, 신
규 기술 활동을 위해 국내 대기업 제조업 평균 대비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하
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그림3.7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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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탐색) 정보 원천 유형

그림3.7. 정보 원천 개수 비교

(2) 기술 분석 및 선정
신규 기술 발굴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 원천을 이용하여 기술 및 업체를 수집하
고, 기술 분석 및 선정 단계에서는 발굴한 기술을 분석하여 최종 기술을 선정하는
활동을 한다. 기술 분석 및 선정 단계는 기술 카테고리 분류, 기술 및 특허 분석
을 통한 기술 검증, 기술의 내/외부 역량 분석, 기술 선정을 포함한 4단계의 활동
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카테고리 분류는 해당 기술의 근본적인 성질을
mapping 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계이다. 배터리 기술은 크게 소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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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Pack/BMS, Post-LIB 로 대분류되며, 이후 각 분류에 따른 중분류, 소분류를 통
해 50가지가 넘는 기술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배터리 기술의 카테고리 분류를 표
3.4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3.4. 배터리 기술 카테고리 분류

두 번째 단계인 기술 검증 단계에서는 분류 기술 카테고리 별 전문가 선정, 해
당 업체 사업 이력 및 기술자 점검, 논문 및 특허 유효성 검증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검증 활동을 통해 기술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핵심
역량의 지표가 되는 항목들로는 해당 기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에너지밀도, 수
명, 급속충전, 가격 등이 있으며, 향후 기술의 내재화 및 도입을 통한 양산 및 시
장 적용 가능성 또한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배터리 기술 검증을 통한 기술 핵심
역량 파악 단계의 세부 내역을 표3.5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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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배터리 기술 검증을 통한 기술 핵심 역량 파악

기술 검증을 통해 기술의 핵심 역량을 파악한 이후, 해당 기술에 대한 내부/외
부 역량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외부 기술의 핵심 역량이 낮다고 판단한 기술에 대
해서, 내부 R&D 역량 또한 낮다면, 신규 기술 발굴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외부 기술 활용을 통한 내부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외부 기술의 핵심
역량이 낮지만 내부 역량이 높다고 판단된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 기술 발굴 보다
는 내부 R&D 역량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외부 기술의 핵심
역량이 높다고 판단한 기술인 경우, 외부 기술 대비 내부 역량이 낮다면 외부 기
술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내부 역량 또한 높다면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
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양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업 체제를 갖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의 외부 기술 선정 프로
세스에서, 외부 역량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술 확보 및 투자가 필요
하다.
(3) 기술 확보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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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내부/외부 역량 분석을 통해, 외부 역량이 높은 기술에 대해 전략적인
기술 확보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 확보 및 투자의 종류에는
JDA, JV, 지분 투자, M&A, License-in 등이 있다. JDA(Joint Development Agreement)
는 양 사가 기술 및 리소스를 공동 투입하여 기술 개발하는 방식이다. JV(Joint
Venture)는 양 사가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제품 상업화를 목적으로 공동 연
구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는 seed 단계의 유망한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투
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간주된다. M&A(Mergers & Acquisition)는 상대 기업을 인
수 합병하여 외부 기술을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License-in 은 외부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외부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와 외부 기술의 완성도를 척도로 하여 기술 확보 및
투자 실행을 위한 툴을 개발하고, 이를 그림3.8과 같이 나타내었다. 외부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지만 상업화 단계까지의 기술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JDA
를 통한 기술 공동개발, JV를 통한 기술 상업화 법인 설립, 지분 투자를 통한 향후
기술 권리 확보 등의 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 외부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기술의 개발 수준도 상업화 단계에 가깝다면,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을 내재화하는
방안이 기술 독점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외부 기술의
전략적 중요도가 낮으며 상업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OI
shopping list 에 보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술
의 전략적 중요도가 낮지만 상업화 단계에 가까운 기술에 대해서는, 라이선싱을
통해 기술 사용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해당 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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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중 외부 기술의 도입(In-bound)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전략
실행 툴로서, 내부 기술을 외부에 활용(Out-bound)에 해당하는 Licensing-Out에
대한 실행 전략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3.8. 기술 확보 전략 실행 툴

4. 결론
4.1.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배터리 기술 혁신 전략 방향의 이동을 아키텍처 혁신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차세대 배터리로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오픈 이노
베이션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 설립을 통
한 운영 체제의 혁신이 있었고, 운영 체제 체계화 및 프로세스화를 구축하여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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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강화 방안 제언
본 연구를 통해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 오픈 이노베이션 발전 사례 연구와 조직
및 운영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 기술의 활발한 도입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원들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역량에

집중해

왔던

연구

집단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며, 외부 기술의 도입과 활용하는
혁신 전략에 대해 낮은 지지율을 보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는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역사가 길지
않고, 재무적 성과로 연결된 성공 사례가 아직은 부족하여, 내부 구성원들에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혁신의 장점 및 효율성이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바탕으로
상업화까지

연결되는

재무적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부서의 운영 영향력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 역량인
외부 기술 분석 및 선정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운영 프로세스
혁신을 계속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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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여 LG 화학 배터리 사업부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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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글로벌 AI 음성비서 시장은 인공지능스피커를 앞세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아마존, 구글, 애플의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의 중국
기업으로 양분된다. 양적 측면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스피커를 출시함에 따라 AI 음성비서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보급량 확대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사용자들의 호기심과 기업들의 공격적인 단말할인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다.
2017년과 2018년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를 살펴보면 시장 초기 저조했던 서비스
만족도 수준이 일년 후 시점에서도 여전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연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스피커를 위시한 AI 음성비서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을 상대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인공지능스피커를 둘러싸고 있는 제약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첨단 기술을 통해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저해하는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음성처리
정확도’, ‘결과 신뢰성’, ‘보안성’ 이슈로 정리된다. 각 이슈를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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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처리 정확도’의 경우 음성 관련 기술력, 한국어 고유 특성, 한국어 말뭉치 부족을,
‘결과 신뢰성’의 경우 대화 맥락 불이해, 지식베이스 기초 데이터 오류, 알고리즘 중립성
미확보를, ‘보안성’의 경우 해킹 가능성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를 들 수 있다.
2단계는 기업들의 기술역량확보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제약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기술역량확보
활동은 ‘M&A/지분투자’, ‘연구소/인력’, ‘특허’라는 3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각
지표 별 활동 정도에 따라 기업들을 ‘Radical Change(급진적 변화)’, ‘Gradual Change(점진적
변화)’, ‘Status Quo(현상유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Radical
Change’ 그룹에, 카카오, LG 전자, SK 텔레콤이 ‘Gradual Change’ 그룹에, KT 가 ‘Status Quo’
그룹으로 나타났다. LGU+는 네이버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단계는 각 기업들의 플랫폼사업화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오픈형
플랫폼 비즈니스이므로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 및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오픈소스 개발지원’, ‘앱 콘텐츠’, ‘IoT 콘텐츠’라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지표 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네이버가 ‘Radical Change’ 그룹에, 삼성전자, SK 텔레콤,
KT 가 ‘Gradual Change’ 그룹에, 카카오와 LG 전자(스마트싱큐 限)는 ‘Status Quo’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플랫폼을 차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5가지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 추진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음성 기반 오픈형 플랫폼 서비스이므로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합성, 머신러닝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지금도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며 꾸준히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체계 고도화이다.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에는 ‘결과 신뢰성’과 ‘보안성’ 이슈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 역량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공급자 위치가 아닌 사용자 위치에서 고객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기업이 공급자
위치에서 고객을 생각하면 서비스가 자사 콘텐츠 중심으로 제한된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를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고객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핵심 콘텐츠
발굴이다. 시장 초기에는 단순히 많은 양의 콘텐츠보다 단 하나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츠는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플랫폼 사업자 간 파트너십
확대이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독과점 구조로 점차 재편되고 있다. 모두가
승자를 원하지만 결국 소수만이 남게 될 현실에서 기업들은 보다 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별화 된 특화 전략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면 타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여 빠르게 시장을 키우는
전략도 고려할 때다.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Business Activitie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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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인공지능스피커 시장 현황
1.1. 글로벌 시장 현황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CES)에서는 가전박람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IoT,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첨단 기술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 방점을 찍는 사건은 CES 2016에서 숨은 주인공으로
활약한 아마존 알렉사(Alexa)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존은
2014년 AI 음성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인공지능스피커 에코(Echo)를 출시했다.
이후 아마존은 인공지능스피커 에코를 앞세우며 AI 음성비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 세계 무수한 단말들이 알렉사 생태계로 들어가기 위해
앞다투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스피커(AI Speaker or Smart Speaker) 시장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전문 조사기관인 Statista는 인공지능스피커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7년
32.5백 만대 수준에서 2018년도에는 82.7백 만대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년
새 무려 266%가 증가한 것이다. 그 상승세는 2019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져
2분기 출하량의 경우 전년도 2분기 대비 223% 성장폭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플레이어도

다변화되고

있다.

초기

아마존

에코

일색이던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은 이제 구글의 구글홈이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였고
시장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애플 홈팟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바야흐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있다.1

1

Shanghong Liu. (2019. 8. 19). Global smart speaker unit shipment 2016-2019, by vendor.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792598/worldwide-smart-speaker-unit-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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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지능스피커 글로벌 출하량 및 시장점유율

1.2. 국내 시장 현황
글로벌 시장이라는 조류에 따라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도 움트고 있다.
2016년 9월 SK텔레콤이 누구(NUGU)를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의 문을 열였고,
이듬해 1월 KT가 기가지니(GiGA Genie)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을 야기시켰다.
통신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시장은 네이버에서 2017년 9월 웨이브(Wave)와 10월
프렌즈(Friends)를 출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카카오가 카카오미니(Kakaomini),
LG전자와 LGU+가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탑재한 씽큐허브(ThinQ Hub)와
우리집AI를 각각 내놓으며 본격적인 경쟁 국면으로 돌입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에는 글로벌 리딩 기업 구글이 구글홈(Google Home)과 구글홈미니(Google
Home Mini)를 국내 출시함으로써 비로소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경쟁으로
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11월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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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홈(Galaxy Home)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품으로 출시되지는 않았고 2019년
9월에 갤럭시홈 미니(Galaxy Home Mini)에 대해서만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019년 1월에는 LG전자가 구글의 음성비서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탑재한 ‘엑스붐AI씽큐’를 출시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AI 음성비서
시장은 더 이상 국내 시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9년 9월 현재
국내

시장은

국내외

8개

기업들에서

총

24종의

인공지능스피커

단말을

출시하였으며 단종 2종, 베타테스트 1종을 제외한 21종이 판매되고 있다.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인 나스미디어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보급량이
2017년에 누적 100만 대, 2018년에 누적 300만 대를 달성하였고 2019년에는 8백
만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지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3월 기준 누적 412만대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2> 인공지능스피커 국내 출시 현황 (2019. 9 기준)

* 기업 별 보도자료 저자 정리
2

나스미디어. (2018. 7). 2018 상반기 미디어 트렌드 보고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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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공지능스피커의 경우 단말기 보급량 확대 만으로 해당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보급량 확대는 인공지능
용어가 주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격적인 단말 할인 정책을 펼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 상
인공지능스피커 보급 확대를 통해 우선 사용자 기반을 넓혀 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3rd party 콘텐츠 공급 활동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시장이 확대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여러 단계와 가정이 존재하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순수한 시장 확대라고 인식하기 보다 잠재적 시장에 대한 기업 간
선점 경쟁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 인공지능스피커 구매 동기 및 단말할인 정책

1.3. 인공지능스피커란?
기술 용어 개념을 정의하는 웹사이트인 Whatis.com에서는 스마트스피커(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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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3를 ‘a Wireless and Smart Audio Playback Device that uses several types of
connectivity for additional functions’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본래 목적은
사용자의 미디어 저장소나 온라인 음악서비스에서 무선으로 오디오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나, 일부는 음성으로 동작하는 디지털 비서 기능과 홈오토메이션
허브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 내에서 일부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스피커 기능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아마존 에코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스피커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 사용자는
에코를 통해서 쇼핑, 음악 등 아마존 자체 서비스 외에도 우버, 피자 등 3rd party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스피커 에코가 AI 음성비서 플랫폼
알렉사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AI 음성비서 플랫폼 알렉사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 모두에게 개방하는 오픈 플랫폼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3rd party 콘텐츠 제공자들은 소프트웨어 콘텐츠인 앱(아마존 스킬)과
하드웨어 콘텐츠인 IoT 디바이스를 알렉사 플랫폼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3rd party

콘텐츠가

알렉사

플랫폼에

연결되고 이

4

콘텐츠들은

인공지능스피커 에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음성 형태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결국
인공지능스피커는 '오픈형 AI 음성비서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스피커를 ‘단말(스피커) + AI 음성비서 플랫폼 +
콘텐츠(앱/디바이스)’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AI

음성비서

플랫폼은

단순하게

‘플랫폼’으로 기재하며 의미가 다른 경우에만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겠다.

3

인공지능스피커를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Smart Speaker라고 함,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통용 용어 적용

4

shsenior. (2017. 2. 26). Alexa: From Smart Assistant to Smart Platform. Harvard Business School Digital Initiative.
https://digital.hbs.edu/platform-digit/submission/alexa-from-smart-assistant-to-smart-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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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공지능스피커 구성 요소

1.4. 오픈형 플랫폼 시장 경쟁 사례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 상황을 보면 2010년 앱마켓 플랫폼 시장 경쟁 및
2016년 스마트홈 플랫폼 시장 경쟁 당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시장들은 모두 글로벌 리딩 기업에 의해 창출되었고 국내 기업들은 경쟁 대응을
위해 시장에 진출한 모습으로 요약된다. 오픈형 플랫폼 서비스는 플랫폼, 매개체,
콘텐츠로 나눠 볼 수 있다. 앱마켓 플랫폼 서비스 경우 플랫폼은 앱스토어(애플),
구글플레이(구글), T스토어(SK텔레콤), 올레마켓(KT) 등이고 사용자와 플랫폼 간
매개체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이며 콘텐츠는 각 플랫폼에 등록된 앱들이다.
스마트홈 플랫폼 서비스에서 플랫폼은 씽플러그(SK텔레콤), 기가IoT메이커스(KT),
스마트씽스(삼성전자), 홈IoT솔루션(코맥스) 등이고 매개체는 IoT 허브 기능을 하는
홈허브,

TV,

냉장고,

월패드

등이며

콘텐츠는

IoT

디바이스들이다.

끝으로

인공지능스피커 플랫폼 서비스에서 플랫폼은 알렉사(아마존), 어시스턴트(구글),
빅스비(삼성전자), 클로바(네이버) 등이고 매개체는 인공지능스피커이며 콘텐츠는
플랫폼에 등록된 앱과 플랫폼에 연결된 IoT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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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플랫폼 시장은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3GS 출시와 함께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창출되었다. 같은 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2012년
3월 구글플레이로 변경)을 출시하며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 시장의 양대 축이
형성되었다. 2009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되면서 국내
앱마켓 플랫폼 시장도 자연스럽게 열렸다. 국내 시장은 2009년 9월 SK텔레콤
T스토어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삼성전자 갤럭시앱스, 8월 LGU+ U+스토어, 9월 KT
올레마켓 그리고 네이버 소셜앱스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2016년 5월에 SK텔레콤, LGU+, KT, 네이버가 각자의 앱마켓을 원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국내 사업자는 삼성전자 갤럭시앱스와 함께 두 곳만 남게
되었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기준 15%를 넘지 못하였다.
스마트홈 플랫폼 시장은 CES 2016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대두되고 아마존 알렉사가 스마트홈 플랫폼으로서 수 많은 제품들과 연결되는
모습을 구현해 보여주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알렉사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급 효과를 미쳐 통신사들을 필두로 국내 스마트홈 시장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통신사는 홈허브라는 단말을 허브로 하여 2015년 5월 SK텔레콤 스마트홈, 7월
LGU+ IoT@home, 9월 KT GiGA IoT Home을 출시하였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IT 제조사는 TV와 냉장고 등을 허브로 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건설사는 코맥스, 코콤, 현대통신 등 홈네트워크 업체와 협력하여 월패드를
허브로 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추진하며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한계, 경쟁우위 플레이어 부재,
네트워크 효과 미비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결국 시장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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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은 스마트홈 플랫폼의 퇴장과 함께 등장하였는데 그
경쟁 양상을 보면 지난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통신사(SK텔레콤
/KT/LGU+), IT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그리고 IT서비스사(네이버, 카카오)가 모두
이 시장에 미래 비전을 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던 중 글로벌 리딩 기업인 구글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였다.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듯 아직은 조용한 모습이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답게 내부적으로 시장 장악을
위한 채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아마존 에코와 애플 홈팟 역시 머지않아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칫하면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도 국내 사업자간 경쟁에 몰입한
나머지 차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외 사업자에 순순히
시장을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림 5> 국내 오픈 플랫폼 시장 경쟁 사례

* 기업 별 보도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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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픈 플랫폼 시장 경쟁 구조 비교

* 기업 별 보도자료 저자 정리

1.5.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사용자 만족도
2017년 7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들의 구매 동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이 1위(67.7%), ‘지인의 소개’가 2위(20.0%)로 나타나 인공지능스피커
시장 초기 고객들 대부분은 필요성 보다 호기심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전 기대 사항을 보면 ‘쉽고 편한 음성인식’이 1위(46.3%), ‘일상 대화’가
2위(23.0%)로 응답되었으나 사용 후 불만족 사항 답변 역시 ‘일상 사용환경에서
음성인식 미흡’, ‘기기와 자연스러운 연결형 대화 곤란’, ‘외부 소음을 음성명령으로
오인’ 등으로 나타나 당시로서는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수준이 고객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5

5

한국소비자원. (2017. 7). 인공지능(AI) 가전제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음성인식 스피커를 중심으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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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용자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동통신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자체 실시한 ‘2018년 상반기(27차) 이동통신
기획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사용자 중 ‘만족’한다고 답한
고객이 각 브랜드별로 평균 50%를 넘지 못하였다. 불만족 사유들로는 ‘음성
명령이 잘 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곤란하다’, ‘외부 소음을 음성 명령으로
오인한다’ 등으로 나타나 2017년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주로 활용되는
기능도 음악선곡검색, 날씨정보안내, 블루투스스피커 등으로 일년 전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사용자 활용도 측면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컨슈머인사이트는 “시장 선점을 위해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밀어낸 결과”로 평하고 있다.6
<그림 7> 한국소비자원(2017) 및 컨슈머인사이트(2018) 소비자 만족도 조사

6

컨슈머인사이트. (2018. 7. 9). 뜨거운 AI 스피커 시장, 차가운 소비자 평가. https://www.consumer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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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글로벌 AI 음성비서 시장은 인공지능스피커를 앞세워 크게 성장하는 추세다. 매
분기 출하량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전년도 동일 기간 실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은 아마존, 구글, 애플의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의 중국 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다. 양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그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일례로 아마존은 2019년 9월에 자사가
주최하는 ‘Amazon Devices Events 2019’를 통해 새로운 디바이스 14종을 발표했다.
이전 행보와 같이 금번 제품들도 안경테, 반지, 오븐, 가정용 오븐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라인업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아마존의 AI 음성비서 플랫폼,
알렉사에 연결되어 인공지능스피커 에코와 연합군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아마존이 AI 음성비서에 대한 형태적 관점에서 고객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구글은 내용적 측면에 보다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매년 개최되는 구글 I/O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는
듀플렉스(Duplex) 시연을 통해 AI 음성비서가 매장 상담원과 통화하며 직접
예약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019년에는 듀플렉스 서비스를 자사의 픽셀
스마트폰에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였고, 나아가 음성비서의 반응 속도를 10배나
빠르게 하면서도 한층 더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스피커를 출시하면서 국내
AI 음성비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 누적 300만대를 달성하였고 2019년 3월 기준 누적 412만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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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AI 음성비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양적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보급량 확대는 인공지능 용어가 주는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격적인 단말 할인 정책을 펼친 결과다.
인공지능스피커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초기 시장과 비교할
때 2018년에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여러
전문 웹사이트에서 각 사별 인공지능스피커 IQ 테스트, 기능 비교, 해킹 및
개인정보 등 각종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을 활발히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가격, 신규 런칭 서비스, 장밋빛 전망과 같은 일반적 수준의
정보만 공급되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은 아직 얼리어덥터(Early Adaptor) 사용자에
머물러 있고 질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나 이를 타개하고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잘 엿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 구글이 국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갑작스레 글로벌 경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
에코, 애플 홈팟 등 업계 거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스피커를 필두로 한 AI 음성비서 플랫폼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을 상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의 경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2. 연구 방법
이를 위한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인공지능스피커를 둘러싼 여러
제약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AI 음성비서 플랫폼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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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로서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제약이 상당수 존재한다.
2단계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역량확보 활동 분석이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제약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확보 및 축적이 필수적이다.
3단계는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사업화 활동 분석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오픈형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장 성장 및 양질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Eco-system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각 단계별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8 AI Index’를 참조하여 단계별 지표를 도출하였다. ‘AI Index’는
스탠포드대학교가 주도하는 ‘100년간의 인공지능 연구(The One Hundred Year
Study on Arificial Intelligence, AI1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프로젝트다.
AI Index 연구팀은 2017년부터 매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양적, 기술적 발전
상황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세부 지표를 매년 수정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는
‘2018 AI Index’이며 홈페이지(aiindex.org)에 한국어 보고서도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AI Index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지표를 도출하는 것은
객관성과 정교성을 상당 부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AI Index는 인공지능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본 연구는 AI 음성비서만을 다루고 있어 원 지표를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 AI Index 내에서 적합한 지표들은 그대로 차용하였고
일부 지표들은 그 행간을 해석하여 적합한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2단계

기술역량확보

지표들

중

‘M&A/지분투자’와

‘특허’는

AI

Index의

‘Startups/Investment’, ‘Patents’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인력/연구소’는 AI Inde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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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와 ‘Jobs’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지표이다.7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지표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제약 요인
관점에서는 ①음성처리 정확도, ②결과의 신뢰성, ③보안성 지표이다. 2단계 기술
역량 확보 관점에서는 ④M&A/지분투자 활동, ⑤인력/연구소 확보 활동, ⑥특허
확보 활동 지표이다. 3단계 플랫폼 사업화 관점에서는 ⑦오픈소스 개발지원 활동,
⑧ 앱 콘텐츠 현황, ⑨ IoT 콘텐츠 현황이다.
<그림 8> 연구 Index 도출

2.3. 연구 Framework
1단계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제약 요인 검토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7

황현주. (2019. 4. 23). 스탠포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변화 방향 및 지표 분석 <2017 , 2018 AI Index 지표 비교>. 한국정보화진흥원,

스페셜 19-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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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장벽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2단계 기업들의 기술역량확보 활동을
통해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준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3단계
기업들의 플랫폼사업화 활동을 통해 오픈 플랫폼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각
기업들의 Eco-system 구축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간
상대적 경쟁력 비교가 가능한 Map을 그릴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그림 9> 연구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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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내용
3.1. 인공지능스피커 제약 요인
어떠한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해당 서비스 품질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은 꽤나 의미있는 작업이다.
인공지능스피커

요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술,

언어,

철학,

보안

그리고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기된 다양한 관점들을 음성처리 정확도, 결과
신뢰성, 보안성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외에도 또 다른 제약 요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3.1.1. 음성처리 정확도
◇ 음성처리 기술 = 음성인식 기술 + 음성합성 기술
인공지능스피커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바로 음성처리
정확도라고 할 수 있다. 음성처리 기술은 음성인식 기술(STT, Speech to Text)과
음성합성 기술(TTS, Text to Speech)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자연어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같이 보다 더 복잡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사용자에 좋은 경험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양질의 대화로 나아가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 정의에 따르면 음성인식 기술이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해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하고, 음성합성
기술은

말소리의

음파를

기계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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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기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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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스피커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음성처리 기술에서 단연코
앞서고 있다. 인터넷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미커(Mary Meeker)는 ‘인터넷
트랜드 2017’ 보고서에서 “Voice can Replacing Typing”이라고 언급했다. 자판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을

터치해

검색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이미지와

음성으로 검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그 이유로는 2016년 미국 내
구글 모바일 검색의 20%가 음성으로 발생했고 2017년에는 영어의 음성인식
정확도가 95%에 달하였음을 들었다.8
<그림 10> Voice can replace typing

그리고 알파고로 유명세를 탄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Deepmind)는 2016년
‘WaveNet’ 논문을 통해 구글이 보유한 기존 음성합성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8명 평가자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100개 문장을 듣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도를 1~5점 척도로 점수를 메기는 MOS(Mean Opinion Scores) 평가
결과, 영어의 경우 실제 사람의 말이 4.55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기존 기술들은
3.86점과 3.67점을 받은 반면 WaveNet은 4.21점을 받았고, 중국어의 경우에도
실제 사람의 말이 4.21점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기술은 3.47점과 3.79점이었으나

8

Mary Meeker. (2017. 5. 31). Internet Trends 2017, KLINER PERKINS,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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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Net은 4.08점을 기록하였다. 즉, 실제 사람의 음성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음성합성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9

이렇게 발달한 음성인식 기술과 음성합성

기술은 구글 I/O 2018에서 공개되었던 듀플렉스 시연을 통해 그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구글의 AI 음성비서가 상담사와 통화를 하며 예약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 상담원은 조금도 어색해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 과정에는
자연어처리 등 다른 주요 기술들도 적용되었지만 음성인식 기술과 음성합성 기술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더라면 성공적인 듀플렉스 시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림 11> 딥마인드 WaveNet 논문 실험 결과

◇ 한국어 고유 특성 및 한국어 말뭉치 부족
음성처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모든 언어들에 대해서 곧바로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해당 언어를 충분히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성인식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언어에

대한

말뭉치(Corpus)를 필요로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어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 비하여 구축된 말뭉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말뭉치는 텍스트

9

A. Oord, et al. (2016). WaveNet: A Generative Model for Raw Audio,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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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나, 언어 분석 및 인공지능 등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디지털화 한 뒤 해당 문서에 사용된 모든
어휘를 문장, 어절, 형태소 별로 추려내고 각각에 특성을 부여하여 구성하는
것이다.10
영어권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와

대학,

민간연구소 및 기업이 손을 잡고 영어 말뭉치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000억개 어절 이상의 말뭉치를 구축한 상태다. 심지어 구글은 이미 10년전에
자사의 검색 인프라를 활용해 1,900억개의 영어 말뭉치를 구축해 놓았다고 한다.
일본도 2006년부터 정부, 대학이 공동으로 ‘고토노하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약
40억개의 말뭉치를

확보한

상태이며

일본국립국어연구소는

100억개

말뭉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 역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만과 함께 중국어
말뭉치 구축을 추진하여 현재 800억개 어절 이상의 말뭉치가 구축된 상태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에 ‘21세기 세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0명의
학자가 10년 동안 데이터 작업을 추진하여 2007년에 한국어 2억 어절 말뭉치를
구축하였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활용이 어렵다는 당시 감리보고서 의견에
따라 2008년부터 ‘21세기 세종계획’은 중단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알파고 인공지능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정부는 2017년 말뭉치 사업
재개를 발표하였고 현재 ‘제2차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정보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154억 7천 만개의 말뭉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더욱이 한국어는 자연어처리가 어려운 고유 특성으로 인해 음성인식 고도화가

10

이성규, (2016. 7. 27). 인공지능 씨앗 한글 말뭉치, 2007년 멈춰선 까닭.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

11

이기범. (2017. 12. 5). 인공지능 비서가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블로터. https://www.bloter.net/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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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예를 들면, ‘달나라↔달라라’, ‘끝이↔끄치/끗치’, '삶↔삼' 등과 같이
발음규칙이 복잡하다는 점,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어디야?↔어디세요?'와 같이 청자와 화자 간 관계에 따라서 높임법이 적용된다는
점, ‘안녕’처럼 말의 높낮이, 길이, 세기 등 운율적 요소에 따라서 의미가 변한다는
점, '밥 먹었어?'와 같이 대화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이 빈번하게 생략된다는
점, 한국어 말뭉치 내 띄어쓰기 오류 및 무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2

<그림 12> AI 음성비서의 말뭉치 학습

3.1.2. 결과의 신뢰성
◇ 인공지능스피커 IQ 테스트
미국 벤처캐피탈 루프 벤처스(Loup Ventures)는 2018년 12월 ‘Annual Smart
Speaker IQ Test’를 발표했다.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4종에 Local(장소), Commerce(주문), Navigation(교통),
Information(정보), Command(명령수행)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800개 동일한
질문을 하여 ‘질문 이해도’와 ‘답변 정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였다. 테스트 결과

12

이선희, 이석희. (2018. 7. 13). AI용 어휘 `말뭉치` 태부족…영어 2000억개 vs 한국어 2억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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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해도’는 구글 100.0%, 애플 99.6%, 아마존 99.0%, M/S 99.4%로 나타났고
‘답변 정확도’는 구글 87.9%, 애플 74.6%, 아마존 72.5%, M/S 63.4%로 나타났다.13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구글이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변도 잘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답변 부정확도 관점에서 보면 구글 12.1%, 애플 25.4%, 아마존
27.5%, M/S 36.6% 비중으로 틀린 답변을 말했다. 이는 인공지능스피커가 질문을
잘 이해했더라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반증이다.
<그림 13> Annual Smart Speaker IQ Test by Loup Ventures (2018. 12)

그렇다면 결과의 신뢰도는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것일까?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업체인 스톤 템플(Stone Temple)이 2018년 4월
발표한 ‘Rating the Smarts of the Digital Personal Assistants in 2018’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테스트는

13

아마존

알렉사,

코타나

인보크,

구글

어시스턴트(구글홈),

구글

Gene Munster, Will Thompson. (2018. 12. 20). Annual Smart Speaker IQ Test. Loup Ventures. https://loupventures.com/annual-smart-

speaker-iq-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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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스마트폰), 애플 시리 5종을 대상으로 각각 5,000개의 동일한 질문을
하여 ‘답변 시도 여부’, ‘답변의 완전성’, ‘답변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앞선
루프 벤처스 테스트와의 차이는 주문, 명령수행 등 행동을 요하는 질문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결과는 구글(스마트폰)이 ‘답변 시도 여부’, ‘답변
완전성’ 및 ‘답변 정확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 카테고리 별 2017년과 2018년 간 결과 비교이다.
‘답변 시도 여부’는 모든 인공지능스피커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향상되었다.
반면 ‘답변 완전성’과 ‘답변 정확성’은 코타나 인보크와 2017년 비교 대상이 없는
구글(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틀린 응답을 한 횟수도 2018년에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4 즉, 시간이 흘러 인공지능스피커 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도
결과의 신뢰성 향상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Rating the Smarts of the Digital Assistants in 2018 by STONE TEMPLE

◇ 인공지능스피커 작동 원리
이러한 결과의 오류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14

Eric Enge. (2018. 5. 1). Rating the Smarts of the Digital Personal Assistants in 2018. Stone Temple.
https://blogs.perficientdigital.com/2018/05/01/2018-digital-personal-assistant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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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스피커

답변

도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스피커에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 우선 음성인식 과정을 통해 ‘음성’이
‘텍스트’로 바뀐다. 텍스트로 변형된 음성은 자연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도’가 파악되고 결과값 검색 대상이 되는 ‘객체’를 분류하게 된다. 이후
‘지식베이스(Knowledge

Databas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음성합성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즉, 사용자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식베이스라고 하는 기초 데이터 집합이 필요하며 이
데이터의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다양한 명령에 대응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5
구글은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방식을 사용하여 지식베이스를 관리한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지식그래프를 다양한 소스로부터 축적한 시멘틱 검색(검색어
의미를 파악하여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 정보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지식그래프

정보는

CIA

월드

팩트북,

프리베이스(Freebase), 위키피디아 등 다양한 소스에서 채워지는데 2012년 기준
약 5억 7천만개의 객체(인물, 장소, 사물 등)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되어
180억 개 정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지식그래프를 쉽게 이해하려면 구글
검색창에 어떤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전에는 관련된 검색 결과를 단순
나열하여 보여주었으나 지금은 나열된 검색 결과 오른편에 해당 검색어와 연관된
정보들을

모아서

한

눈에

보여준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들이

지식그래프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그래프에서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의도’와 ‘객체’를 파악하는데

15

강맹수. (2018. 11). 스마트 스피커 시장 동향과 전망. 산은조사월보, 제756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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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비정형화 될수록 처리방식이 복잡해 진다. 예를 들어 “아이유 소속사의
위치가 어디야?”라는 질문에서는 의도가 정보검색이고 객체가 아이유, 소속사,
위치이며 구문분석을 통해 의존 관계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즉, 아이유→소속사=카카오M→위치=강남구 테헤란로라고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는?” 이라는 질문에서는 의도가
위치비교인데 이는 정보검색처럼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 별 인구를 검색해서 수치를 비교한 후 세 번째 순위를
탐색해서 찾게 된다. 이렇게 처리 방법이 다른 문장들은 개별적으로 의도를
분류해서 개발자가 각각 코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스피커가
사용자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람이 카테고리나 속성을 지정해서
지식그래프를 생성해 놓아야 하고 또한 각각의 질문 의도에 맞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구현해 놓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16
◇ 결과의 신뢰성 저해 요인
이러한 구조 하에서 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스피커가 사용자 질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상황이라는 시공간을 공유하며 맥락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인공지능스피커는 맥락에 대한 공유 없이 곧바로 질문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17 둘째, 지식베이스 내 기초
데이터들 중 오류 및 결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사용자 질의에 대한 결과값은
지식베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되어 도출되는데, 그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16

깊은바다. (2018. 11. 10). NUGU Knowledge Database – 지식베이스. 인공지능개발자모임. http://aidev.co.kr/nlp/6287

17

이명호. (2018. 10. 5). AI 스피커가 넘어야 할 다음 단계 ‘지식기지’. 재단법인 여시재. https://www.yeosijae.org/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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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수록 결과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오류 및 결함 데이터 비중도
비례하여 늘어날 수 있다. 셋째, 알고리즘 내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질의에 따라 답변이 도출되는 것은 개발자가 사전에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알고리즘들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도록 설계 되었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된다. 사람은 개인적 철학,
신념, 사상 등으로 인해 중립적 위치에 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알고리즘 설계 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사회적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18
3.1.3. 보안성
음성처리 정확도와 결과의 신뢰성은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구현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보안성은 사후적 요인이다. 우선순위에 밀려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사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해킹 가능성
2018년 10월 전자신문에서는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4종의 인공지능스피커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모든 인공지능스피커에서
공식적으로
보완되지

알려진
않은

취약점(CVE,

상태였고,

특히

Common
심각한

Vulnerabilities
보안

and

취약점으로

Exposures)이

분류된

블루본

(BlueBorne)과 크랙(KRACK)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별로 발견된
취약점은 아마존 에코 324개, 구글 홈 454개, 네이버 프렌즈 272개, 카카오 미니

18

서동철. (2018. 4. 9). AI에 인간 편견 담기면 위험…윤리적 가이드라인 필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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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해커는

인공지능스피커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데이터를 탈취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스피커 소스코드는 4년 전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최신 버전 펌웨어에서 조차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단, 취약점 개수의 경우 아마존과 구글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넓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고 SK텔레콤 누구와 KT
기가지니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취약점
개수만으로 상대적 불안정성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19
<그림 15> 각 사별 인공지능스피커 보안 취약점

◇ 음성데이터 보관 정책
인공지능스피커는 사용자의 음성령을 바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음성데이터를
획득, 저장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먼저 해외 기업의 음성데이터 보관 현황을

19

김인순. (2018. 10. 3). AI 스피커 보안 취약점 평균 350개?... 내 사생활 괜찮나. 전자신문. http://m.etnews.com/20181002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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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아마존 에코, 구글 홈, 애플 홈팟은 모두 호출(Wake Word, ‘Alexa’, ‘OK
Google’, ‘Hey Siri’ 등 인공지능스피커 작동 명령어) 전 음성데이터를 항상
청취하고 있으며 로컬 환경에서 일정시간 보관하다가 자동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ke Word 후에는 각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존과 구글의 경우는 음성데이터를 암호화 후 개인 ID와
연동하여 자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삭제 요청이 없는 한 음성데이터를
영구히 보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음성데이터 일괄 삭제를 원하는
경우 PC를 통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애플은
음성데이터를 암호화 후 익명의 ID와 연동하여 자사 서버에 저장하다가 6개월이
경과되면 ID 정보를 삭제하고 향후 2년 동안 음성데이터만을 저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해 보다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

21

22

최근

아마존은 ‘Amazon Devices Event 2019’에서 신제품 14종을 선보이면서 ‘Home
Mode’라는 기능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음성명령을 통해 사용자 대화
청취를 멈추게 하거나 저장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음성데이터
저장 후 3~8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사용자가 셋팅할 수 있게 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음성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미니, SK텔레콤 누구, KT 기가지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모든

인공지능스피커들이

호출

전에도

음성을

인식하다가

호출

후부터

음성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한다. 이후 관리 정책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네이버와 KT는 즉시 음성데이터 비식별화가 이루어지나 SK텔레콤은 저장 한달 후

20

Alfred NG. (2017. 6. 8). HomePod, Echo, Google Home: How secure are your speakers?. cnet. https://www.cnet.com/news/

21

Sharon Gaudin. (2016. 10. 6). “How Google Home's 'always on' will affect privacy”. Computerworld. https://www.computerworld.com/article/

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4). 인공지능스피커 출시 주요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대응 동향, 2018년 4월 2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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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고 카카오는 비식별화 조치 대신 암호화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수사기관 요청 시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특정인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하며 암호화 조치를 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는 서비스를 탈퇴할 때까지 음성데이터를 보관하는 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저장 후 2년 동안만 보관하게 된다.23
<그림 16>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개인정보 관리 현황 (2018 기준)

23

한진주, 조한울. (2018. 7. 3). 당신의 음성은 지금도 녹음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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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성데이터 보관 정책은 서비스 기능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음성인식 향상 및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므로 가능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스피커와

나눈

대화나

인공지능스피커 근방에서 말한 내용이 어디에 얼마만큼 저장되고 이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음성데이터에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규제 범위를 벗어나 제3의
외부업체에 제공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라 할
지라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이 다시 특정되는 재식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단체 간 끊임없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24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행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 파기 등 단계별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처리방법 등 세부 행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이슈 및 단계별 보안 위협 가능성까지
심층 분석할 목적임을 밝혔다.25 연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이러한 정부의 개인정보 실태 조사의 배경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을 시행하였다. 이 법령 시행 이전에는 EU 지침

24

안선희. (2018. 4. 10). 더 똑똑해진 ‘AI스피커’ 내 정보도 마구 가져가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

25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및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행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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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권고 차원의 규정이었지만 GDPR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2,000만
유로(한화 약 264억원) 혹은 글로벌 포함 기업 전체 매출의 4%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는 현재 미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저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IT 기술을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마련함으로써 EU
기업들의 규제 대응 비용을 경감하고 EU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26

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역시 GDPR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구글 역시 홈페이지 상에서 ‘GDPR 준수를 위한 노력’을
명시해 놓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7
그러나 2018년 5월 25일 GDPR 발효 첫 날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WhatsApp) 등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일괄 제소를
당했다. 제소를 추진한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의 맥스 슈렘스 의장은 “GDPR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등은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28

이에 2019년 1월 21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26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사업>개인정보보호>GDPR 안내. https://www.kisa.or.kr/business/gdpr/gdpr_tab1.jsp

27

Google. Business and Data>Compliance>GDPR. https://privacy.google.com/intl/ko_ALL/businesses/compliance/#?modal_active=none

28

김덕식. (2018. 5. 27). EU GDPR 발효…페북·구글 첫날부터 피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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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개인정보 동의 정책과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데이터 통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EU의 GDPR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29 물론 구글은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후속 재판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유럽의회의

시민자유ㆍ사법ㆍ내무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방문하여 GDPR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30 이와 같은 EU의 GDPR 시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노력을
해야한다. 인공지능스피커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음성데이터는 서비스 품질과
Trade-off 관계에 있다. 이제는 음성데이터와 서비스 품질과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림 17> 구글 GDPR 준수 규정

29

이기범. (2019. 1. 22). 구글, GDPR 위반으로 프랑스서 5천만유로 벌금.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

30

차현아. (2018. 11. 2). 유럽, 삼성ㆍ네이버에 GDPR 빗장 내릴까. IT조선. http://it.chosun.com/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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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연구 Framework - 1단계 정리
원활한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구현을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을 8가지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음성처리 정확도 문제, 한국어 특성 상 자연어처리가 어려운 점,
한국어 말뭉치 부족 문제, 지식베이스 내 기초 데이터 오류 및 결함 문제,
알고리즘 중립성 훼손 이슈, 인공지능스피커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보안 취약점에 따른 해킹 가능성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이슈다.
<그림 18> 연구 Framework - 1단계 정리

3.2. 기술역량확보 활동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한 제약 요인들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확보된 기술 역량은
추후 서비스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기술역량확보 활동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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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1. M&A / 지분투자
기업이 단기에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M&A나 지분투자를 통하여 기술 내재화 또는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스피커 기술에 대한 각 기업들의 M&A
및 지분투자 건수는 2019년 6월 18일 기준 누적 총 50건(M&A 11건, 지분투자
39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준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관련 투자활동들을
수집한 결과로써 개별 기업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
총 투자건수와 투자금액 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네이버로 나타났다. 그 중 삼성전자는 투자 활동 기간이
8년으로 가장 길었고 투자 성격이 가장 Radical한 M&A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 금액 면에서도 비교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

투자

규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4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비등한 투자 활동 건수를 보여주어
최근 가장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임을 알 수 있었다. 두 기업 간
지역별 투자 건수와 투자 기술 분야 비교를 통해 각 사의 지향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삼성전자 투자 활동 총 20건은 미국 10건(50%, M&A5, 지분5), 기타
해외 8건(40%, M&A3, 지분5), 국내 2건(10%, M&A1, 지분1)으로 이루어졌고, 투자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기술 13건(65%), 응용기술 4건(20%), 단말기술 3건(15%)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원천 기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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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확보해 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네이버 투자 활동 20건은 국내 10건(50%,
M&A1, 지분9), 미국 6건(30%, 지분6), 기타 해외 4건(20%, M&A1, 지분3)으로
이루어졌고, 투자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기술 5건(25%), 응용기술 9건(45%),
단말기술 6건(30%)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네이버의 경우 국내 IT서비스 리더답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빠르게 확보하여 우선 국내 시장을 키우고
선점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LG전자와 카카오의 경우 동종 업계 경쟁자인
삼성전자, 네이버와 비교할 때 투자 활동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을 선도하였던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도
외부 투자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기업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M&A 및 지분투자 현황 (2019. 6. 18 기준)

참고로 인공지능스피커 관련 M&A, 지분투자 현황 데이터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39 / 76

383

조사 범위

언론에 공개된 각 기업별 M&A 및 지분투자 활동

조사 방식

구글 크롬 기반 키워드 검색

검색 내용

각 기업별 동일한 문장 형태로 검색
- ‘(기업명) 인공지능 인수 합병 투자’, ‘(기업명) AI 인수 합병 투자’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Crunchbase(해외) 및 The VC(국내)를 통해

자료 보완

각 업체 별 인력, 투자 금액, 기업 설명 및 사업 범위(카테고리) 등
세부 내용 취득 후 각 업체별 홈페이지에서 최종 내용 보완

또한, 업체 리스트 구성 및 세부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지분투자 이후 다른 제 3의 기업에 매각된 업체도 리스트에 포함
- 해당 업체에 지분투자 기간 동안 기술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이후 사업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고려
리스트

• 스마트씽스(Smartthings), 넥스프레스(Nexpress) 등 IoT 기술 업체 및

포함

하만카돈(Harman Kardon), 드비알레(Devialet) 등 오디오 기술 업체 포함
-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와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고려
• 자회사 및 계열사(네이버라인, SK C&C 등), 투자회사(삼성벤처투자,
카카오벤처 등)을 통한 투자건도 포함
• 지보(Jibo), 트리포(Trifo) 등 완제품 로봇 업체 및 YG, 로엔 등 음원
업체는 제외
-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와의 연관성 보다는 독립적 시장 성격이 강함
• 네이버의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 인수 건 제외

리스트
제외

- 연구소 현황에서 별도 고려
• 인공지능스피커 사업자 중 LGU+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인공지능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클로바 플랫폼 기반으로 인공지능스피커 사업을 진행 중
- LG전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화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스피커에 네이버
클로바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차용하고 있으나, 플랫폼 기술 관점에서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
• M&A 및 투자 금액 산정 기준
- 단위는 원화로 통일, 달러화 표기 시 투자 시점의 월평균 환율 적용

데이터
정리

- 전체 금액을 공개한 경우는 언론보도 상 공통되는 수치로 반영
- 공동 투자 경우 총 투자금액을 투자사 수로 나눈 산술평균 금액 적용
- 투자금 비공개인 경우는 비공개 건수를 별도 표기
• 리스트 내 업체들을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Crunchbase, The VC) 내
기재된 업체 별 카테고리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 분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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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기술: 자연어처리, 음성변환, 머신러닝, IoT 플랫폼, 클라우드 등
원천기술 업체
- 응용기술: 기초기술을 응용한 서비스 업체
- 단말기술: 반도체칩, 오디오 관련 업체

3.2.2. 연구소 / 핵심 인력
M&A와 지분투자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단기 전략이라면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두드러지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우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거점 별로 AI센터를
설립하고 각 연구소 마다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다소 열세인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최강자들과 경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삼성전자는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글로벌 Top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세계 4대 인공지능 연구소라 불리는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최근 인수하여 우수 해외 연구 인력을 대거
확보하였고 국내에서도 별도 인공지능 연구소를 두고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등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LG전자도 국내외에
AI Lab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나, 인력 확보 방안으로 내부 연구 인력들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관련 해외
우수 대학에 연수를 보내 자체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 SK텔레콤, 카카오, KT는 국내에만 인공지능 전문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애플,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등에서 핵심 인력 영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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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반면, 카카오와 KT는 내부 연구개발
인력을 AI 전문 연구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연구소
및 인력 확보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소 및 인력 확보 현황 (2019. 6. 18 기준)
구분

삼성전자

연구소

인력

컨퍼런스

ㆍ 글로벌 7개 AI센터 운영

ㆍ연구소 별 해외 인공지능 석학 영입

- (’17.11) 한국 삼성리서치 AI센터

- (’18.1) M/S 코타나 래리 핵 전무

- (’18.1) 미국 실리콘벨리 AI센터

- (’18.5) M/S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

- (’18.5) 캐나다 토론토 AI센터

- (’18.5) 고등경제대 드미트리 교수

- (’18.5) 러시아 모스크바 AI센터

- (‘18.6) 프린스턴대 세바스찬 승 교수

- (’18.5) 영국 케임브리지 AI센터

- (‘18.6) 펜실베니아대 다니엘 리 교수

- (’18.9) 미국 뉴욕 AI센터

- (’19.3) 하버드대 위구연 교수

- (’18.10) 캐나다 몬트리올 AI센터

- (’19.5) 몬트리올대 줄리앙 교수 등

- [국내] 2회 삼성 AI
포럼(’18.9)
-

[미국]

2회

실리콘

벨리테크포럼(’18.11)

ㆍ2020년, AI 연구/개발 인력 1,000명
(국내600, 해외400) 확보 목표
ㆍ 글로벌 2개 AI Lab 운영
- (’17.1) 네이버랩스 자회사 분사

네이버

- (’17.6)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 인수
* 네이버랩스유럽 설립

ㆍ해외 석학 클로바 AI팀 총괄 영입
- (’18.4)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
ㆍ유럽 최대 및 세계 4대 인공지능
연구소 제록스리서치유럽 인수
- 우수 연구인력 80명 확보

ㆍ 글로벌 3개 AI Lab 운영
- (’17.6) CTO부문 산하 소프트웨어

LG전자

센터 내 인공지능연구소
- (’18.1) 미국 실리콘벨리 랩 산하
어드벤스드 AI 전담조직

컨퍼런스 ‘데뷰 2018’
(’18.10)
- [프랑스] AI 학술대회
‘PAISS 2018’(’18.7)

ㆍ2020년, AI 연구인력 현재 대비 2배
확대 목표

- [국내] 8회 LG 테크
컨퍼런스(’19.2)

- 사내 AI개발인력 12명 해외 명문대
16주간

- [국내] 11회 IT기술

위탁

교육(미국

- [미국] 8회 LG 테크
컨퍼런스(’19.4)

카네기멜런대, 캐나다 토론토대)

- (’18.08) 캐나다 토론토 AI Lab
ㆍ 국내 1개 AI Lab 운영
- (’17.12) AI 리서치센터 구축

ㆍ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 영입
- (’18.2) Apple HomePod 김윤 센터장

컨퍼런스 'ai.x 2018

- (’18.2) 삼성전자 김지원 상무

(’18.9)

- (’18.7) 빅데이터 진요한 박사

SK텔레콤

- [국내] 2회 AI

- (’18.7) 자연어처리 장유성 박사

- [국내] 1회 NUGU
컨퍼런스 (’18.10)

ㆍ AI 연구인력 현 30명, 2배 확대 목표
- (’17.7) 서울대 AI 커리큘럼 개설
ㆍ 국내 2개 AI Lab 운영

카카오

- [국내] 1회 if kakao

- (’17.2) 카카오브레인 자회사 설립

-

- (’19.5) 카카오 사내 AI Lab CIC

2018 (’18.9)

조직으로 개편
ㆍ 국내 1개 AI Lab 운영

KT

- (’17.7) 융합기술원 산하

ㆍ 사내외 AI 인력 양성
- (’17.10) AI 교육센터 개소(무상 교육)

AI 테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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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구소 및 우수 인력 확보 현황 데이터 구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조사 범위

언론 상에 공개된 각 기업별 연구소 설립 및 인력 확보 활동

조사 방식

구글 크롬을 통한 키워드 검색

검색 내용

각 기업별 동일한 문장 형태로 검색
- ‘(기업명) 인공지능 연구소 인력’, ‘(기업명) AI 연구소 인력’
각 기업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 포럼 등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자료 보완

교류 및 스킨십 활동이므로 주요 참고 활동으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구분하였음

3.2.3. 특허
2018년 2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
대상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수준향상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5대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중분류 27개, 소분류 136개 기술로
세부 분류한 후 각 기술 별로 논문, 특허 등 객관적 지표 분석과 전문가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수준 현황을 평가하였다. 31 이 기술 정의를 바탕으로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공개 및
등록된 특허를 각 기업별로 도출해 놓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기업별
특허 현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허출원 건수는 삼성전자가 588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았고 글로벌에서도
IBM에 이어 두 번째로 상위에 있었다. 이외 기업에는 LG전자가 84건으로 국내
3위, SK텔레콤이 54건으로 국내 6위에 해당하였으며 다른 기업들은 국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들의 특허출원 분야를 보면 시각지능 분야에서
삼성전자 306건(52.0%), LG전자 60건(71.4%), SK텔레콤 31건(5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각지능 기술은 사물의 위치, 종류, 움직임, 주변과의

3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8.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 대상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수준향상방안,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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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 시각 이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글로벌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의 전체 특허출원
3,553건

중

시각지능이

1,456건(40.9%)에

해당했다.

이렇게

시각지능

관련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자율주행 산업 성장에 기인한다.
인공지능스피커와 관련이 깊은 기술 분야는 청각지능과 지능형에이전트다. 두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기준 청각지능 433건(12.2%),
지능형에이전트 247건(6.9%)으로 이들을 합하면 시각지능 다음으로 많다. 국내
기업들의 청각지능/지능형에이전트 건수는 각각 삼성전자 70건(11.9%)/19건(3.2%),
LG전자 16건(19.0%)/2건(2.4%), SK텔레콤 1건(1.8%)/0건(0.0%)으로 글로벌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조사 범위가 2011~16년에 출원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17년부터 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한 국내 기업들 현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 세계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관 (2011~16)
추론

지식표현

No.

기관명

소계

1

IBM

613

45

178

48

131

2

삼성전자

588

27

24

70

3

Google

392

42

62

4

Qualcomm

374

22

5

Cannon

308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Microsoft

청각지능 시각지능 복합지능

지능형

인간-기계 AI 기반

에이전트

협업

HW

46

57

47

61

306

49

19

27

66

61

129

26

54

15

3

3

43

234

32

10

3

27

2

12

59

223

2

3

3

4

306

10

61

39

133

25

13

18

7

(+MS Tech. Licensing)

259
(495)

27
(52)

47
(81)

27
(50)

66
(121)

26
(46)

32
(70)

20
(38)

14
(37)

8

Toshiba

241

0

31

40

80

1

2

2

85

9

MS Tech. Licensing

236

25

34

23

55

20

38

18

23

10

Intel

236

11

6

23

99

33

19

25

20

3,553

211

458

433

1,456

260

247

178

310

소계

기계학습 언어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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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관 (2011~16)
추론

지식표현

No.

기관명

소계

1

삼성전자

588

27

24

70

306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06

10

61

39

3

LG전자

84

0

0

4

현대자동차

82

1

5

한국과학기술원

58

6

SK텔레콤

7

청각지능 시각지능 복합지능

지능형

인간-기계 AI 기반

에이전트

협업

HW

49

19

27

66

133

25

13

18

7

16

60

5

2

0

1

1

26

35

16

1

2

0

4

4

6

21

7

7

7

2

54

0

9

1

31

13

0

0

0

서울대학교

47

6

1

3

13

3

2

12

7

8

한화테크윈

41

0

0

0

41

0

0

0

0

9

포항공과대학교

42

1

13

4

18

1

0

1

4

10

성균관대학교

38

6

3

3

16

4

4

2

0

1,340

55

116

168

674

123

48

69

87

소계

기계학습 언어지능

참고로 보고서에서는 청각지능 기술을 음성분석, 음성인식, 화자인식/적응,
음성합성, 오디오 색인 및 검색, 잡음처리 및 음원분리, 음향인식의 7개 소분류
기술로 나누고 있으며 지능형에이전트 기술은 지능형 개인비서, 소셜지능 및
협업지능,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기술, 게임 지능, 창작 지능의 6개 소분류
기술로 나누고 있다.
3.2.4. 기술역량확보 활동 상대 비교
이상에서 (1) M&A/지분투자, (2) 연구소/인력, (3) 특허 현황이라는 3가지 지표
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역량확보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 활동
분석 결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표별로 각 기업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기업들 간 활동 정도
차이를 판단하여 ‘Radical Change(급진적 변화)’, ‘Gradual Change(점진적 변화)’,
‘Status Quo(현상유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업이 본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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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세우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몸에 베어있는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 일단 체질이 개선되면 이후 선순환 활동이 이루어져 목표한 비전을 이루어
가는 추진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Radical Change’ 그룹은 다른 그룹 내
기업들에 비해 장단기 투자 및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과감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tatus Quo’ 그룹은 타 그룹들에 비해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이 적으므로 체질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룹
분류 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가능한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차이가
두드러지는 경계를 찾아 구분하였다.

정리된 현황은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기업별 기술역량확보 활동 상대 비교

3.2.5. 연구 Framework - 2단계 정리
인공지능스피커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업들은
기술역량 확보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질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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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Radical Change(급직적 변화)’, ‘Gradual Change(점진적 변화)’, ‘Status
Quo(현상 유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Radical Change’
그룹으로, 카카오와 LG전자 그리고 SK텔레콤은 ‘Gradual Change’ 그룹으로, KT는
‘Status Quo’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LGU+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룹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0> 연구 Framework - 2단계 정리

3.3. 플랫폼사업화 활동
앞에서 인공지능스피커를 오픈형 AI 음성비서 플랫폼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아마존이 사업 초기 자사 음성비서 플랫폼 알렉사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3rd
party 모두에 개방한 이유도 인공지능스피커가 갖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특성, 즉
에코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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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Technology Adoption Lifecycle) 32 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이 성숙한 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Innovator와 Early Adopter 계층
고객들을 넘어서 Early Majority 계층에 까지 다가가야 한다. 이는 최종 사용자인
1차 고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3rd party, 즉 2차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업
활동을 플랫폼 사업화 활동이라고 하겠다.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화 활동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오픈소스 개발지원 관점으로써 각 사가 공개한
플랫폼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외부 개발자들이 얼마나 활발한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느냐이다. 둘째는 앱 콘텐츠 관점으로써 각 기업이 소프트웨어 3rd
party들과 얼마나 폭넓게 협력하고 있느냐이다. 셋째는 IoT 콘텐츠 관점으로써 각
기업이 얼마나 다양한 하드웨어 3rd party들과 협력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3.3.1. 오픈소스 개발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는 자사 플랫폼 개발 소스를 외부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플랫폼 내 콘텐츠를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며 시장을 확장시키고
선점하려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테슬라 경우와 같이 이제는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픈 플랫폼 서비스인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각 기업들이 오픈소스 기반 개발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32

Rogers, Everett M. (1962). Diffusion of Innovations, 1st ed.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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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 개발 협력 및 지원 현황,
깃허브(Github)33 내 등재된 프로젝트 개수를 살펴 보았다.
우선, 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 여부, 개발 Guide 제공
여부, 개발 Tool 제공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 별로 제공 시점,
내용 구성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상 기업들 모두 통합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현재 AI 개발자센터인 ‘카카오 i 디벨로퍼스
(Kakao I developers)’를 오픈베타테스트(OBT)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제휴 신청 후
승인된 파트너들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의 경우 인공지능스피커에는
자사의 음성비서 플랫폼이 아닌 타사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자사 플랫폼 스마트씽큐에 대한 개발 인프라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LG전자와 사전 협의 후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에만 개발 Tool을
제공하며 개인 개발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제한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LGU+는 별도로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통해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로 개발 협력 및 지원 현황은 개발자 대상 교육, 개발 공모전 등 개최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 관련하여 네이버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2회를 진행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KT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9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다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기업들 중
유일하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Basic 코스와 Advanced

33

깃허브(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 저장소 관리 및 공유 웹서비스 (https://gith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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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를 진행 중이다. 개발 공모전은 각 사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삼성전자, KT, SK텔레콤은 개발자 교육과 개발 공모전 개최를 모두 추진한
반면 LG전자의 경우 개발 공모전은 개최하였으나 별도로 개발자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고 카카오의 경우는 개발자 교육과 개발 공모전 모두 시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끝으로 깃허브 내 프로젝트 개수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오픈소스 기반 개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깃허브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저장소 관리 및 공유 웹서비스로 2019년 11월 9일 기준, 알렉사를 검색
시 28,621건의 프로젝트 개수가 도출되었으며 구글의 경우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홈을 합하여 19,517건, 애플 시리를 검색 시 5,117건이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수를 동일 시점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네이버 클로바 282건, 삼성전자 빅스비 409건, SK텔레콤 누구 125건, KT
기가지니 37건, LG전자 스마트씽큐 17건으로 검색되었다. 카카오아이의 경우는
챗봇(Chatbot)이 151건이나 음성비서와 관련한 보이스봇(Voicebot)은 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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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픈소스 개발지원 현황 (2019. 6. 18 기준 / Github 프로젝트는 11. 9 기준)
개발 인프라
전용 홈페이지

개발Guide

개발 협력/지원
개발 Tool (정식오픈시점)

개발 교육/대회

Clova Interface Connect (CIC) ('18.2~)
Naver Developers
네이버

(https://developers.naver.co

Clova dev days /

- 하드웨어 제조사와 IoT 업체들이 자사 디바이스를
Clova 플랫폼에 연결하도록 지원

제공

m/products/clova/cic/)

Clova tech summit

비고

기간

12회

'18.2~'19.6
ㆍ검색어: clova, 클로바

Clova Extension Kit β (CEK) ('18.2~)
- 3rd Party 콘텐츠 및 서비스 업체들이 Clova
플랫폼에 음성기반 서비스(Skill) 구현하도록 지원

Github※ 프로젝트 수
('19.11.9 기준)

ㆍ결과: 282 repository results
클로바인공지능 아이디어 첼린지

1회

'18.7~8

Bixby Developer Day

1회

'18.11

Bixby Casule Challenge 2019

1회

'19.4~7

Bixby Developer Office Hour

1회

'19.6

※ Skill: 클로바 플랫폼 내 서비스 단위

빅스비 개발자 스튜디오 ('18.11~)

Bixby Developer Cenetr
삼성전자

(https://bixbydevelopers.com

제공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 빅스비 서비스(캡슐)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
※ 캡슐: 빅스비 플랫폼 내 서비스 단위

Bixby Capsule Online Course
KT API Service
KT

(https://apilink.kt.co.kr/api/m
enu/apiSvcDetail.do?sysId=GI

GiGA Genie AI kit ('17.7~)
제공

NUGU play kit ('18.10~)

NUGU developers
(https://developers.nugu.co.k

제공

r/#/)

(http://thinq.developer.lge.co

kakao i Developers
(https://i.kakao.com/login)

기가지니 데브 챌린지

1회

'18.5~7

ㆍ검색어: gigagenie, giga genie,
기가지니

'18.8~'19.5 ㆍ결과: 37 repository results

기가지니 개발자 정기 교육

9회

NUGU Play 개발공모전

2회

NUGU Dev Days

2회

'19.2~3

스마트씽큐 앱/서비스 공모전

1회

17.9~11

18.10~12
'19.2~4

ㆍ검색어: nugu
ㆍ결과: 125 repository results

ㆍ검색어: smartthinq, smart thinq

※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파트너사만 대상으로 개
발 관련 정보 제공(개인 개발자의 경우 권한 미승인)

스마트씽큐
ㆍ결과: 17 repository results
ㆍ검색어: kakao chatbot, 카카오챗봇

오픈빌더 ('18.12~ / 오픈베타테스트)
제공

ㆍ결과: 409 repository results

'19.6~

미확인 ('17.10~)
미확인

m/ko)

카카오

- 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손쉽게 Play를 제작하고
NUGU 디바이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play: NUGU 플랫폼 내 서비스 단위

SmartThinQ Developer
LG전자

GiGA Genie AI APIs ('18.5~)
- 3rd party 단말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GAGENIE)

SKT

- 기가지니 단말을 통해 3rd party 서비스 구현

Basic /
Advanced

ㆍ검색어: bixby, 빅스비

-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챗봇 및 카카오미니
보이스봇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ㆍ결과: 151 repository result

※ kakao voicebot : 0 results

※ [예시 / '19.11.9 기준] alexa (28,621 repository results) / google assistant+google home (19,517 repository results) / siri (5,117 repositor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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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앱 콘텐츠 구성 및 차별성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는

앱

콘텐츠와

IoT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앱

콘텐츠는 검색, 어학, 쇼핑, 도서, 음악 등과 같이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IoT 콘텐츠는 음성비서 플랫폼(혹은
음성비서 플랫폼과 연동된 IoT 플랫폼)에 연결된 단말, 센서 등 사용자가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서 동작시킬 수 있는 IoT 기기들이다. 먼저 각 기업들의
앱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붉게 표시된 곳은 각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 기업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이다.
‘검색/생활정보’에서는

네이버

그룹(네이버/LG전자/LGU+)이

22개

콘텐츠로

40.7%를 차지한다. 콘텐츠 제공자는 총 17곳으로 개인, 대학교, 스타트업, 대기업
등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3rd party 개발자
참여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임/재미’에서도
네이버가 47.9%(23개 콘텐츠)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총
8곳에 불과하다. 차이점은 네이버가 직접 개발 및 제공한 콘텐츠가 6개로 그 외
업체 7곳에서 17개 콘텐츠를 공급한 상황에 비해 단일 제공자가 많은 콘텐츠를
공급했다는 점이다. 즉, ‘게임/재미’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네이버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어학’에서도 네이버가 65.2%(15개 콘텐츠)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4곳의 제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네이버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는
LGU+다. LGU+가 별도로 어학원들과 제휴를 체결하여 9개의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자 간 파트너십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52 / 76

396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핵심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
‘팟캐스트/방송’

카테고리에서도

네이버가

가장

많은

7개

콘텐츠(58.3%)를

제공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점은 네이버가 ‘오디오클립’,
‘유인나의 연예상담’이라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스피커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양질의 오디오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핵심 콘텐츠를 내재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교통/내비/맵’과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서는 삼성전자가 각각 40.9%(9개
콘텐츠)와 69.2% (9개 콘텐츠)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삼성전자 외 다른 기업들의 경우 카테고리 관련
자사 콘텐츠 운영에 따라서 타사 콘텐츠는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내비/맵’
카테고리의 경우 네이버는 네이버지도, KT는 원내비, SK텔레콤은 T맵, 카카오는
카카오내비와 같이 자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한 반면 자사 콘텐츠가 없는
삼성전자는 카카오내비, T맵, 네이버지도를 제공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삼성전자는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외 여러 SNS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인 카카오톡만을 제공하였고 국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열세인 네이버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KT와 SK텔레콤은 문자와
통화 기능만 제공하였다. 내부 이해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픈 플랫폼
사업자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자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여러 사업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IoT 콘텐츠 구성 시 자사 단말
외 경쟁사 및 타사 단말을 얼마나 포함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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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앱 콘텐츠 현황 (2019. 6.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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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콘텐츠 카테고리 중 편의기능(리마인더/알람/ 캘린더/시간 등), 날씨, 라디오,
뉴스 4개 항목은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카테고리별 앱 콘텐츠 수는 사업자별로 기재한 계위가 달라서 동일 콘텐츠이나
상위 개념을 기재한 경우 하위 개념으로 기재한 경우보다 수가 적게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KT는 ‘불경’과 ‘성경’으로 각각 나누었으나 카카오는 ‘종교’로 기재했고
네이버는 ‘모닥불소리’, ‘아기웃음소리’, ‘빗소리’, 등으로 세분화했으나 카카오는
‘힐링사운드’로 통합해서 기재하였다. ‘각종 사운드’ 카테고리에서 네이버 비중이
71.4%를 차지했지만 이런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홈이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웹(홈페이지)
상에서도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스마트폰 빅스비 기능들로 대체하였다.
또한 LG전자와 LGU+는 자사 인공지능스피커에 타사 플랫폼을 적용 하였으므로
개별 앱 콘텐츠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네이버와 묶어서 산정하였다.
3.3.3. IoT 콘텐츠 구성 및 차별성
IoT 콘텐츠 각 카테고리들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앱 콘텐츠에서와 같이 IoT 콘텐츠에서도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플러그/스위치/에너지미터’,
‘거실환경’, ‘조명’, ‘온도조절기(보일러)’에서 네이버가 각각 51.3%(20개 제품),
50.0%(14개 제품), 44.4%(8개 제품), 66.7%(8개 제품)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단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3rd party 스마트홈 플랫폼과 많이 연동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가 파트너십을 맺은 3rd party 스마트홈 플랫폼 업체들은
IoT@home(LGU+), SmartthinQ(LG전자)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SiHAS(신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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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Smarthome(HK네트웍스), Necon(디지엔스), QCON(시컴스) 등 중소 규모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IoT 시장은 특성상 소량 다품종 단말이므로 많은
IoT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플랫폼 연동 개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형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끌어주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카메라/블랙박스’, ‘위치트랙커’, ‘자동차’와 같이 포함된 제품 수가 적은
카테고리들에서는 SK텔레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카테고리들 특징은 모두
이동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IoT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블랙박스’와 ‘위치트랙커’는 아직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 해당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소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협소한 시장을 키우는 방안으로
SK텔레콤은 3rd party 업체 제품을 아웃소싱 개념으로 구매한 후 자사 제품으로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의 자금 및 마케팅
역량과 3rd party의 제품개발 역량을 협력한 윈-윈 전략인 동시에 자사의 IoT
콘텐츠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카테고리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이 기존 텔레매틱스 사업으로 국내 자동차 메이커와 이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 대비 유리한 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SK텔레콤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해외 자동차 메이커 ‘재규어랜드로버’와 추가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Tmap이라는 강력한 경쟁우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양질의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서 자사만이
갖는 핵심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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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아파트/호텔’ 카테고리에서는 KT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의 참고사항에서도 설명해 놓았듯이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품 수를 각
건설사와 호텔 Site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KT의 경우 현대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도 전국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원개발,
대광건영, 지엔하임 등 지역 기반 중형 건설사들과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KT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형 건설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IoT
기술적 역량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타사 경우에는
현대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업별 IoT 콘텐츠 현황은 <표 7>과 같다. 파랗게 표시된 곳은
각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 기업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이다.
<표 7> IoT 콘텐츠 현황 (2019. 6.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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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플랫폼사업화 활동 상대 비교
이상에서 기업들의 플랫폼사업화 활동을 (1) 오픈소스 개발지원, (2) 앱 콘텐츠
구성 및 차별성, (3) IoT 콘텐츠 구성 및 차별성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기업들의 플랫폼사업화 활동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역량확보 활동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업들
간 정도 차이를 판단, ‘Radical Change(급진적 변화)’, ‘Gradual Change(점진적
변화)’, ‘Status Quo(현상유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내렸다.

종합

평가

결과는

플랫폼사업화

활동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적극적인 시장 개척 모습을 보여주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앱
콘텐츠 및 IoT 콘텐츠 부분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카카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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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 동안
모빌리티, 핀테크와 같은 타 주요 사업 집중에 따른 자원 부족때문으로 보이며
2019년 12월 AI랩 분사 이후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된
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참고로 LG전자의 경우 자사의 인공지능스피커에는 네이버 클로바와 구글
어시스턴트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으나,

자사의

AI

음성비서

플랫폼인

스마트씽큐도 별도로 오픈소스 개발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
위주로 IoT 콘텐츠도 연동되어 있었다. 따라서 LG전자 스마트씽큐의 경우
오픈소스 개발지원 지표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앱 콘텐츠
현황과 IoT 콘텐츠 현황 분석 대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21> 기업별 플랫폼사업화 활동 상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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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연구 Framework - 3단계 정리
오픈 플랫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기업들은 저마다 Eco-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co-system 구축 노력 정도에 따라 ‘Radical
Change(급직적 변화)’, ‘Gradual Change(점진적 변화)’, ‘Status Quo(현상 유지)’
그룹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네이버는

‘Radical

Change’

그룹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그리고 KT는 ‘Gradual Change’ 그룹으로, 카카오는 ‘Status
Quo’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LG전자와 LGU+는 자사 인공지능스피커 내 타사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2> 연구 Framework - 3단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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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4.1. 인공지능스피커 국내 사업자 경쟁력 Map
인공지능스피커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비교를 위해 기술역량확보 활동과
플랫폼사업화

활동을

‘연구소/인력’

및

살펴보았다.

‘특허’

지표를

기술역량확보
통해서

활동에는

플랫폼사업화

‘M&A/지분투자’와

활동에는

‘오픈소스

개발지원’과 ‘앱 콘텐츠 현황’ 및 ‘IoT 콘텐츠 현황’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별로 기업 활동 정도에 따라 ‘Radical Change’, ‘Gradual Change’,
‘Status Quo’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기업 현황을 하나의 도표에
표시해 <그림 23>와 같이 사업자 간 상대적 경쟁력 Map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기업은 네이버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기술역량확보 활동에서 최상위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 못한 탓에
플랫폼사업화 활동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장 의외의 결과를 보인 기업은
카카오다. 기술역량확보 활동이 일반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플랫폼사업화
활동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는 카카오가 4차 산업 관련 기대주이나 타사
대비 수익성이 개선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모빌리티, 핀테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AI 음성비서 플랫폼 사업에 투입할 자원 여력이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인력 보유 Pool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2019년 12월 AI랩 분사를 통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므로 향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음성비서 플랫폼은 타사
플랫폼을 차용하고 있는데다 자사 플랫폼인 스마트씽큐에 대한 기술역량확보
활동에서도 그다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로봇 비즈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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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두고 자사 AI 음성비서 플랫폼을 적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3> 인공지능스피커 국내 사업자 경쟁력 Map

4.2. 글로벌 경쟁 대응을 위한 제언
4.2.1. 끊임없는 기술 개발 추진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글로벌 경쟁 구도라는 관점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스피커는 음성을 기반으로 한 오픈형
플랫폼 서비스이므로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합성,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등
고도의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때문에 글로벌 리딩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며 기술 역량을 축적해가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미국 내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인수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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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애플 18건, 구글 14건, 마이크로소프트 10건, 페이스북 8건, 아마존 7건이며
이는 대다수 기업들이(431개사, 88.3%) 단 1건을 인수한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더욱이 이들 5대 기술 기업(Tech Giants)들은 기존 현황에 멈추지 않고 2019년에
들어와서도 AI 스타트업 인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활발하게 인수 활동이 일어나는 분야는 <그림 25>와 같이 음성(Speech),
자연어처리(NLP), 시각지능(Computer Vision)으로 인공지능스피커과 관련이 깊은
영역이다. 조만간 이들은 이렇게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나아가 물리적 공간의 스피커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전혀 다른 시장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 간에도 기술역량확보 활동 정도가 상당히
차이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글로벌 리딩 기업들과
비교할

경우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

의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포했던 비전들을 현실로 이뤄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며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사만이 갖는 응용
기술들을 발굴하며 핵심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 기술
스타트업을 단순히 아웃소싱 업체, 투자 수익처 혹은 협소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주류가 아니라 자사와 자사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하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때 상호 협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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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미국 내 기업별 AI 스타트업 인수 현황

<그림 25> 미국 내 AI 분야별 스타트업 피인수 현황34

34

CB Insights. (2019. 9. 17). The Race For AI: Here Are The Tech Giants Rushing To Snap Up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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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국내 기업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모습 중 하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까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막상 상품이 출시된 이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긴다는 점이다. 성과도 상품 출시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받지만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세다.
그래서 상품 출시 후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운영을 일임하거나 운영 전담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최초 설계 관점과 맥을 같이하며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 해나가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되면 땜질하 듯 부분
수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에서는

‘결과의

신뢰성’과 ‘보안성’ 이슈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식베이스 내 기초 데이터가 계속
쌓여갈수록 결과값에 오류를 미치게 하는 데이터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고,
개발자가 결과값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스피커 플랫폼들은 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음성데이터라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므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외부 규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식베이스 내 기초 데이터의 양적
증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초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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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할 것이고, 수 많은 알고리즘들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 가치인 경우 충분한 선택 안들이 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스피커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수록 해킹 위험성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더 커지게 되므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해 나가며 인내심을 가지고 이슈 발생 가능성을
줄여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4.2.3. 공급자 위치에서 사용자 위치로
비즈니스 수행 관점이 공급자 위치가 아니라 사용자(최종 사용자, 3rd party 업체)
위치에서 바라보는 고객 관점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스피커 사업자들 중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 차이는 기업이 고객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자 위치에 서서 고객을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비유하자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과 그 아이를 입양해서
돌보는 것은 모두 한 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후원은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고 입양은 그 범위를 포기하고
무제한적으로 아이에게 집중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급자

위치에서는

고객을

위해

자사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범위가

반사적으로 정해진다. 고객이 내비 콘텐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내비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고, 고객이 음악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에
자사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다른 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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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다른 음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기업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쟁 기업의 콘텐츠도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이를테면 경우에 어긋나는 얘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게다가 다른
대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자사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안되는 일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고객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별로 불만이 없어 보일
뿐이다. 반면 기업들이 고객 위치에서 고객을 바라보게 되면 자사 둘레에 놓여
있는 울타리를 넘어 훨씬 더 폭넓은 행동 반경을 가질 수 있다. 오픈 플랫폼
서비스라는 본질에 맞게 고객 선택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콘텐츠 제공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보다 더 많은 3rd party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다. 경쟁사 콘텐츠라고 해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 본질에 더 가깝다면 내부 부서간 이해관계나 기존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4.2.4.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 발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 하나라도
고객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예컨데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쇼핑’
콘텐츠는 과연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쇼핑’ 콘텐츠를 인공지능스피커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의 사업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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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마존은 그 자체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고 아마존 인공지능스피커 내 쇼핑 콘텐츠는 아마존의
멤버십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도 미국 내 최대 오프라인 쇼핑몰인 ‘월마트’와의 제휴를 통해서
구글홈 내 쇼핑 콘텐츠를 추진하는 중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리딩 기업인
아마존과 구글은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가진 쇼핑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 쇼핑 플랫폼에 대해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에게
인공지능스피커 쇼핑 콘텐츠를 통해 보다 편리한 구매 채널을 하나 더 열어주는
개념인 셈이다.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기업들 중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자회사로 둔 곳도
있지만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이 월등히 높은
경쟁우위를 갖는 기업이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기업들은 자사 쇼핑 플랫폼 외에도 다른 여러 쇼핑 플랫폼들을 연동시켜 고객
선택권을 높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어느 특정 쇼핑 플랫폼을
정해놓고 사용하기 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들을 모두 비교하면서 가격이
가장 싼 곳에서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음성으로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특정 쇼핑 플랫폼을 설정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고객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객이 느끼는 기존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 즉, 국내 고객들의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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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으로서 콘텐츠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 지식
콘텐츠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찾고 판단해서
결정하기 보다 우리가 신뢰하는 전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더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전문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우리가 직접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일례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스피커가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실제 요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레시피 외에 각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조언해주는 요리 콘텐츠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4.2.5. 특화 및 파트너십을 통한 차별화 추진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내 참여자(콘텐츠 공급자, 수용자 등)가 많아질수록
서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그 효용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역으로 네트워크를 벗어나서는 그 만큼의 효용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으로 참여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사업 초기에 마케팅
자원을

집중하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

인공지능스피커

기업들이

출혈을

감수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 참여자들 중에서도 콘텐츠 수용자의 입장과 콘텐츠
공급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콘텐츠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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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여러 개의 비슷한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것에 별 다른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해당 플랫폼의 매개체가 되는 단말을 바꾸거나 중복으로 구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콘텐츠 공급자인 3rd party 업체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에 접근할 때마다 비용, 시간 등 경영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커다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콘텐츠가 앱 콘텐츠이든 IoT 콘텐츠이든
어느

한

플랫폼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는 작업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처럼 단순히 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IT 개발자가 각 플랫폼 마다 필요한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일단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개선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3rd party 업체들이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제조업들인 경우에는 IT
역량도 부족해서 현존하는 플랫폼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의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에는 경쟁 국면이
너무나 치열하여 누가 시장을 차지할 수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기업들이 콘텐츠 수용자 기반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콘텐츠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초 기대했던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성숙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어느 하나 혹은 두 기업 정도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이 꼭 국내 기업이라는 보장은 없다. 모두가 승자를 하고 싶어하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좀 더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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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일례로 지금과 같이 “ask anything voice service” 방향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인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도 전략
적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등장하고 있다. 소노
스(Sonos)는 초기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인공지능스피
커다. 그런데 점차 시장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2019년 11월 스닙스(Snips)라는 AI
음성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는 음악 검색에 특화된 음성비서를 스피커에 내재화
시켜 아마존, 구글처럼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도록 차별화시키기 위함이다. 35
또한 CRM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아인슈타인(Einstein)이라
는 인공지능스피커를 만들었다. 이 인공지능스피커의 목적은 자사 데이터 서비스
고객들인 영업사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자사 서비스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36
더불어 독자적으로 Eco-system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타 사
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연동함으로써 빠르게 세를 키우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타협과 절충을 통해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이 부분
에 있어 네이버와 LGU+가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은 네이버 클로바를 함께 사용
하면서 콘텐츠 공급 역할은 양사가 각자 수행하여 앱 콘텐츠 현황에서 가장 활발
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핵심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보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 이윤을 영위하는가 일 것이다.

35

Bret Kinsella. (2019. 11. 21). Sonos Acquires Snips for $37.5 Million. voicebot.ai.

36

Frederic Lardinois. (2019. 11. 19). Salesforce wants to bring voice to the workplace.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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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계점 및 향후 과제
국내 인공지능스피커 기업들 간 경쟁력 비교를 위해서 기업 활동 데이터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지표를 세워
분석하였으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한계점은
수집

방식에

조사되었다는

있어

기업

점이다.

활동

데이터가

기업별

언론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활동

분석을

위해서

기술역량확보

‘M&A/지분투자’와 ‘연구소/인력’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웹검색을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을 수집하였다. 각 기업별로 동일한 검색 문장을 적용하여 일일이
내용을 검토하였고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 범위까지 페이지뷰 검색을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기업의

경영전략

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핵심적인

기업

활동이

존재한다면 기업 간 상대적 경쟁력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전제조건을 달았던 것처럼 M&A, 지분투자, 연구소 및 핵심 인력 확보
등과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주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한계점은 기업별 활동 지표 평가가 객관적 척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수집된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각

지표

별로

정량화

하였으나 이를 각 기업 간 상대적인 활동 정도를 평가할 때는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직관적으로 그룹핑하였다. 예컨데, M&A/지분투자
지표에서 투자 기간 / 건수 /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각각 8년 / 20건 /
10조159억원으로, 네이버는 4년 / 20건 / 622억원으로 조사되어 정량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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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월등히 앞서지만 이외 기업들과 비교 시 두 기업들의 활동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두 기업 모두를 ‘Radical Change’ 그룹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량적 수치에 대한 양적 비교만 시행하였고 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질적 비교는 검토하지 못했다. 카카오의 경우 동일 지표에
대해 3년차 / 6건 / 41억원이라는 정량적 수치를 보여 ‘Gradual Change’ 그룹에
두었지만 그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삼성전자나 네이버에 비해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한계점은 국내 기업들의 활동 모습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리딩 기업과
관련해서 AI 관련 스타트업 인수건 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지 못했다.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상태로 연구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본 연구가 산업계에 더욱 가치 있는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분석 구조를 보다 정량화, 객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스피커 서비스를 포함한 오픈형
인공지능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경쟁력 판단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지표 별로 정량화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찾은 후 이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일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리딩 기업들 현황도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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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Dolby 의 성공 요인을 비즈니스 모델이론과 표준경쟁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Dolby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은 ① ‘실감 음향 제공’이라는 명확한
가치

제안(CVP)

②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한

기술의

확산

③

시장

개척자로서의 이점을 활용한 Value-chain 구축 ④ 표준 경쟁 승리를 통한
안정적 매출 확보 및 지속적인 R&D 재투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월한 기술의 확보가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Dolby, 혁신 비즈니스 모델, 표준 경쟁, 기업 전략, Value-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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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머리말
1970 년대 Dolby Stereo 를 출시하며 영화 음향 산업을 장악한 Dolby 는
반세기 동안 콘텐츠 제작사, 음향기기 제조사, 소비자로 이어지는 Value-chain 을
구축하며 음향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였다. 1990 년대로 접어들면서 음향시장에
DTS 나 소니와 같은 경쟁자가 등장하였으나, 2000 년대에 들어서도 Dolby 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지속 상승 중이다. 또한 2014 년 영상 기술인 Dolby
Vision 을 새롭게 출시하며 음향뿐만 아니라 실감 영상 표준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음향과 영상을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5 년 설립 이래 음향 표준의 대명사로 불리는 Dolby 비즈니스 모델 성공
요인을 Johnson(2008)의 비즈니스 모델이론과 Shapiro(1999)의 표준경쟁의 7 가지
성공요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혁신 기술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연구배경
경영학에서는 기술 기업의 최적 시장 진입 시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한 기업은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설치
기반(Installed base)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
진입자의 시장 진입 시 기존 고객들에게 전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그 요소들이 오히려 초기 기술을 쓸모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기술을 수용하는
소비자가 소수이거나 개척된 시장 유지에 실패한다면, 신규로 창출한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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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시장 진입 시기 별 장단점을 통해 최적
시장 진입 시기가 기업의 성공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진입자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최초 진입자 혹은 시장
개척자(First Mover)이며, 이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으로 판매하는
자들이다. 둘째, 조기 추종자로서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초반에 진입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후기 진입자로서 이들은 제품이 대중 시장
을 공략할 시점에 시장에 진입하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 시장 진입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우월한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
었으나 결론은 상이하다. 조기 진입자와 후기 진입자를 비교한 R. Agrwal(1997)
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 진입자는 고수익과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최초 진입
자의 시장 선점 효과를 조기 진입자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P.
Golder(1993)의 연구에서는 시장 개척자 혹은 조기 진입한 기업이 먼저 실패하
기 쉬우며 후기 진입자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Dolby는 시장 진입자 분류에 따르면 잡음 억제 기술(Noise
Reduction) 및 음향 표준 규격을 영화 시장에 최초로 도입한 시장 개척자다.
시장 개척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홈시어터, PC, 모바일 음향 시장 등 새로운
음향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65년 설립 이래
2018년 9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9,3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4,100개를 출원
대기 중에 있다. 또한 삼성, LG 등 1,500개 이상의 제조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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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40억 개 이상의 제품에 Dolby의 음향 기술을 탑재하는 시장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 남아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Dolby는 70% 이상을 로열티 수입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은 2001년 1.3억 불에서 2018년 11.7억 불로
9배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01년 0.1억 불에서 3.1억 불로 31배 상승하였다.

표1. Dolby 매출구성(라이선싱/서비스/제품판매)

표2. Dolby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 백만불

라이센싱
서비스
제품

100%
80%

73%

단위 : 백만불

매출액
$1,200
$1,000
$800
$600
$400
$125
$200 $10
$0
2001

90%

60%
40%
20%
0%

20%

8
2%

7
2003

2008

2013

2018

$1,172

$313

2006

2011

2016

* 출처 : Dolby Annual Report(Form 10-K)

* 출처 : Dolby Annual Report(Form 10-K)

2003~2018

2003~20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개척자는 새로운 시장 개척비용을 지출하며,
시장 개척 실패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며, 개선된 기술과 전략을 보유한 조기, 후기
추종자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Dolby는 본인들의 기술
확산을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 시 최소 구매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허가자가(Licensee) 더 이상 Dolby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Dolby 기술이
탑재된 제품의 판매 하락 시 Dolby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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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매출을 라이선싱에 의존하기보다는 용역 제공, 제품 판매, 라이선싱을
적절히 분산시킨 매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함으로써 매출 감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Dolby의 라이선싱 매출 비중은 2003년 73%에서 2018년
90%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 시장 개척자이자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Dolby가 어떠한
지속 가능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고, 시장 개척자의 약점 및 편중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2 Dolby 소개
지난 20세기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음향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은 Dolby다. 1965년, 영국의 물리학자 Ray Dolby는 Dolby를 설립하고
오디오의 잡음을 억제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20세기 초반의 음향 산업은
전화나 라디오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오디오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전화에
비교하면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LP와 카세트테이프의 개발로
음반의 시대가 열리면서 깨끗한 음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발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잡음 억제(NR, Noise Reduction) 기술이 계속 등장했지만,
잡음과 함께 원래의 소리도 왜곡되었다. Ray Dolby는 소리를 고음과 저음의
여러 대역으로 분리한 후 불필요한 잡음을 각각 해결하는 Dolby A-타입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당시의 음향 수준에선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높은

4

427

가격으로 인하여 소수의 레코딩 회사만 Dolby A-타입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에
Ray Dolby는 단순화를 통해 사업성을 강화한 Dolby B-타입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오디오 잡음을 억제한다는 점에선 Dolby A-타입과 동일한 목적의
기술이지만, 직접 음향 기기를 생산하는 대신 전자제품 제조사에 기술을
라이선싱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Dolby는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제조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막대한
라이선스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또한 카세트테이프를 녹음하는 미디어 회사도
Dolby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음반, LP를 제작하는 미디어 회사는 선명한
음질로 녹음하기 위해, 음향기기 제조회사는 선명한 음질로 재생하기 위해
Dolby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기술을 라이선싱 하고, 시장 참여자 간
Value-chain을 구축하는 Dolby의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 Dolby는 극장의 오디오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Dolby Stereo를
출시하였다. 1970년까지 전 세계의 극장은 2.0 Mono 또는 2.0 Stereo의 음향
설비를 갖춘 것이 고작이었다. 이는 하나의 채널로 녹음하고 하나의 채널로
재생하는 평면적인 음향 기술에 불과했다.
Ray Dolby는
생각해냈다.

관객의

이를

통해

옆이나 뒤에
소리가

서라운드

전후좌우로

스피커를

이동하며

추가하는

관객에게

방안을
입체적인

공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그렇지만 극장에 스피커 몇 개를 더
설치한다고 극장 음향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 영화제작 단계에서 하나의
채널로 녹음된다면 다양한 채널로 음향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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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선 Dolby Stereo 기술을 활용하여 다채널로
녹음한 영화가 제작되어야 했다.
당시의 영화 제작사들 역시 영화 더욱 생생한 소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Dolby의
Dolby Stereo였다. 이에 스타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는 최초로 ‘스타워즈’ 제작
시 Dolby Stereo 기술을 적용하였다.
당시 Dolby의 실감 음향 기술도 ‘Chasm’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극장만이 ‘스타워즈’의 개봉에 맞춰 Dolby의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스타워즈’는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영화였다. 영화에 동원된 각종 특수효과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극장의 음향 시스템까지 교체하며 만들어낸 음향 효과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던 몰입감을 제공했다. 이후 영화 음향 시장에서 Dolby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다. 극장들은 Dolby 시스템에 맞춰 음향 장비를 세팅할 뿐만 아니라
영사기까지 Dolby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해야 했다.
Dolby는 1982년 극장의 생생한 음향을 가정에까지 확대하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Dolby Surround 시스템은 1980년대 내내 성장한 홈 비디오 시장에
적용되었다.
1990년대 영화계에서 가장 큰 고민은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때도 Dolby는 가장 먼저 혁신 기술을 시장에 출시했다. Dolby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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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대비하여 오디오 코덱(Audio Codec)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고 Dolby
AC-1(Dolby Audio Codec No.1)과 AC-2(Dolby Audio Codec No.2)를 시장에
출시하였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시장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에 Dolby는 5.1 채널(5개 채널 스피커와 1개의 우퍼 스피커)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극대화하는 AC-3를 개발하였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뿐만

아니라

ISO는

Dolby의

AC-3

코덱을

5.1

채널의

디지털

음향의

국제표준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모든 음향 기기에
Dolby의 기술이 탑재되었다. TV나 DVD 플레이어는 물론 그 신호를 스피커들로
분배해주는 AV 리시버,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 등 콘솔
게임도 모두 Dolby의 기술을 받아들였다.
2010년대의 Dolby는 새로운 차원의 음향 기술인 Dolby Atmos를 출시하였다.
2012년 영화관 음향 기술로 처음 공개되었는데, 서라운드 스피커 외에 천장에
독립된 스피커 채널을 추가하였다. 최대 64개의 스피커를 360도 전방위에
배치해서 모든 방향의 음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천장의 스피커와 다른
스피커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소리의 위아래 개념을 주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14년에는 Dolby Atmos의 가정용 버전인 Dolby Atmos Home
기술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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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lby 기술 발전도

1.3. 기존연구동향 – 시장 진입과 표준 경쟁 및 전략
기술 기업의 시장 개척과 진입과 연관된 기존 연구로는 표준 경쟁 연구가
있다. 시장 진입 시기와 표준은 연관성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은 신기술로 시장 개척 후 우선적으로 본인들의 기술이 표준
혹은 디 팩토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다. 시장의
표준으로 선정되기만 한다면, 기술의 라이선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표준 선점 전략은 신규 시장 개척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사용 전략들은 모든 기술 기업들의 전략에
적용될 수 있다. Dolby 역시 1965년 설립 이래 Dolby Stereo 기술이 영화 음향
시장에서 디 팩토 표준으로 인정받았으며, Dolby AC-3 코덱은 디지털 방송의 공식
음향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표준 경쟁에 대한 기존의 사례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Shapiro(1999)의 연구
에서와 같이 1860년대 미국의 철도 궤간(gauge)에서부터 에디슨의 교류/직류
표준 경쟁, 소니와 VHS의 비디오 표준 경쟁, 퀄컴의 CDMA과 TDMA 표준 경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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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by 역시 90년대 초 이후 DTS와의 음향 표준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도
Dolby의 Atmos, DTS의 DTS:X 기술이 치열한 경쟁 중이다.
표준 경쟁의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반드시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새롭게 창출된 시장에서 소수자로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승자독식 게임은
게임에 참가한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다. 이들 기업은 상대방 기술로 표준화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체 기
술의 호환성이 강화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각 기업은 표준 결정에서 자신이 보
유하거나 선호하는 기술 또는 제품 네트워크에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참여하도
록 수많은 전략을 수립한다. 저비용 라이선싱, 제품 개발에 대한 동참 유도, 제
품 개발을 제3자에게 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Cusumano(2002)는 승자독식 게임의 핵심 포인트로 우호 세력의 확보를 주장
하였다. 즉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확보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Chasm’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20%이상에 이
르러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 전략은 바로 이 신제품 채택의 결정적 다수를 확보
하기 위한 시장 선점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신제품의 채택 과정에서는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빨리 상품화하여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에게 친숙하도
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자, 보완재 생산
자, 소비자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하면 그 기술은 시장에서 지
배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우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개방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방 전략이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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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표준 경쟁에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우호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층을 넓혀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이른바 네트
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활용하여 표준 경쟁의 승리를 장
식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인텔이다. 인텔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다수의
기업이 인텔의 기술방식을 이용해서 보완재 생산에 주력하게 하는 동맹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인텔은 현재
표준 경쟁의 확고한 승자로 자리매김했다.
인텔을 비롯하여 표준 형성에 성공한 여러 기업이 사용한 개방 전략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라이선스 계약 방식이다. 표준 경쟁을 주도하려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다른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이며, 경쟁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라
이선스 계약 방식을 통해 많은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
술이 초기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쉽게 빠르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형성하
게 돕는다. 또한 이 전략은 원천 기술을 만드는 경쟁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경쟁자의 기술이 시장 진입을 봉쇄할 수 있
는 효과도 있다. 즉 경쟁자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음으로써 호환되지 않는 상품
의 수를 줄어들게 한다.
둘째, 동맹자 확보다. 동맹 전략은 기술적 표준을 시장에서 형성하기 위해 잠
재적인 경쟁자가 될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맺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필립스와
소니가 함께 디지털 오디오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이다. 동맹 전략 또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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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그들의 기술을 초기에 넓게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에 호환되는 보완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보완재의 다양화 전략이다.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는 보
완재 시장의 크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자사의 기술과 호환되는 다
양한 제품이 제공되면서 소비자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이는 다시 수익을
창출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선스 계약 방식’, ‘동맹자 확보’, ‘보완재 다양화’ 전략 모두 해당 기
술이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시장 구축 자체에 실패할 경우 본인의 회사뿐
만 아니라, 동맹 회사, 보완재 회사 모두에게 큰 매몰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비즈니스 모델 이론
Johnson(2008)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4가지 구
성요소로 구성되며 이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모든 성공적인
기업은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운영된다.
ⓐ 고객가치제안(CVP)
성공하는 기업은 고객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기업이다. 여기서

11

434

‘과제’란 특정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이해해야만 어떤 가치를 제안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상황일 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강력한
고객 가치 제안을 창출 할 수 있다.
ⓑ 수익공식(Profit formula)
수익 공식은 본인의 회사에 가치를 창출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
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수익 공식은 매출 모델, 비용 구조, 마진 모델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직접비, 간접비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핵심자원(Key resources)
핵심 자원은 목표로 삼은 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으
로, 사람과 기술, 제품, 시설, 유통 경로, 브랜드가 해당된다. 고객과 기업에 가
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와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 핵심프로세스(Key process)
핵심 프로세스는 교육, 제조, 예산, 계획, 규칙 등으로 수익성 있는 고객 가치
제안을 반복적으로 전달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접근
방식, 독특한 유통 경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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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준 경쟁 모델
표준 경쟁의 시작은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경쟁 기술
의 전환 비용, 도입 비용의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 Shapiro(1999)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호환되는지에 따라 표준 경쟁을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진
화, 혁명 전략은 아래와 같은 개념이다.
① 진화 전략(Evolution) : 시장 참여자가 기존의 기술과 호환되는 새로운 기
술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진화 전략은 뛰어난 성능과 최소한의 고객 전환/

수용 비용을 바탕으로 한다.
② 혁명 전략(Revolution) : 시장 참여자가 기존의 기술과 호환되지 않는 기
술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혁명 전략은 고객들이 전환/수용 비용을 자발적으
로 수용할 정도의 강렬한 기술을 제시한다.
이러한 진화, 혁명 전략을 본인과 경쟁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표준
경쟁의 구도를 2 by 2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⑴ 진화 vs 진화 : 경쟁자와 자신 모두가 기존의 기술과 호환되지만, 서로는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제시하는 경우다. DVD와 Dvix 경쟁과 같이 모두 CD를
재생시킬 수 있지만 서로 호환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진화 vs 혁명 : 만약 자신의 기술은 과거 호환 가능한 기술이지만, 경쟁자
는 그렇지 않을 경우다. 이는 과거 기술과 호환 가능한 진보된 기술인지, 우월
한 성능의 혁명 기술인지에 대한 대결이다. 이는 호환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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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구축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대결이기도 하다.
⑶ 혁명 vs 혁명 : 자신과 경쟁자 모두가 과거의 기술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경쟁 혁명 전략 상황이다. 예를 들면 닌텐도 64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경쟁
이 있다.
그림2. 표준 경쟁 유형

*출처 : “The art of Standards Wars”,
Shapiro, C. & Varian, H. R., California
Management Review,1999

2.3 표준 경쟁의 성공 요인 7 가지
Shapiro(1999)의 연구에서 표준 경쟁의 승리 요인 7 가지는 아래와 같다. 만약
이러한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나의
요인만이 결정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아타리는 비디오게임 1 세대에서 엄청난
설치 기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혁명 전략을 구사한 닌텐도가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게임들을 제공하면서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 설치 기반 사용자(Installed Base)에 대한 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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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제품/서비스에 대한 충성심이 높거나 잠금(Lock-in
effect) 효과로 인한 소비자를 보유한 회사는 과거 기술과 호환되는 진화 전략을
수행하곤 한다. 이렇게 설치 기반 소비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의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경쟁자는 실패
리스크가 큰 혁명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새로운 기술과 인터페이스를 통제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경쟁에서 퀄컴의 가장 핵심 자산은 특허
포트폴리오였다.
ⓒ 혁신 능력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넘어서 미래의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컬러 TV 표준 경쟁에서 NBC 의 R&D 능력은 FCC 가
CBS 의 컬러 시스템을 수용하고 나서부터 필수적이 되었다. NBC 의 엔지니어들은
컬러 TV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당시 현존하던 흑백 TV 와 호환 가능한
컬러 시스템을 개발했고 FCC 는 그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 시장 개척자(First Mover)로서의 이점
시장 개척자는 기술 리더십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높은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며
희소 자산 선점과 구매자의 전환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생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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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생산자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다.
원가 절감 능력은 표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컴팩과 델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컴퓨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완재
만약 생산자가 시장의 핵심 제품과 보완되는 제품/서비스를 생산한다면 밴드
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누릴 수 있다. 보완재 회사가 증가할수록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며, 이는 보완재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도 기여한다.
ⓖ 브랜드 가치와 명성
브랜드 가치는 어떤 시장이든 중요하다. 하지만 강한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그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표준 경쟁에서 중요한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 3 장 Dolby의 성공 요인 분석
3.1 진출 시장 별 Dolby 성공 요인 분석
Dolby 역시 1965년 우월한 기술만을 보유한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였다. 기존의
레코딩 시장 진입 시 타 기술과는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시장에 선보였다. 그
이후 본인들의 기술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이후부터는 그들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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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표준 경쟁 모델로 Dolby를 분석하였을 때 최초의 Dolby는 기존 기술과 호환이
되지 않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선보였고 이는 곧 혁명 전략이었다. 잡음 억제
기술 수준이 낮던 시절, 영화 음향 표준이 전무하던 시절 기존과 호환되지 않는
기술로써 시장에 침투하였고, 실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혁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Dolby의 잡음 억제 기술이 타 기술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Dolby가 걸어온 길은 진화 전략의 연속이었다. Dolby Stereo부터
Dolby Atmos로 이어지는 영화 음향 표준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DTS의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들과 경쟁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Dolby의 진정한 성공 요인은 우월한 기술을 확산시키는 라이선스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1966년 최초의 잡음 억제 기술인 Dolby A-type을 적용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지만, 직접 제품을 설계, 제작, 마케팅 역량은 경쟁기업에
비해 낮았다. 기존 레코딩 기기 제조회사인 필립스, 하만카돈과 같은 대기업과의
경쟁 시 기술 역량에서만 우월하였고 나머지 마케팅, 생산, 유통 역량은 열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1968년 Dolby B-type을 레코딩 시장에 제공할 때부터는 제품이나 용역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음향 기술을 제조자에게
라이선싱 하기 시작하였다. Dolby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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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Gans(2017)의 연구에서 주장한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며
라이선싱으로만 시장에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전략(Intellectual Strategy)에 해당한다.
소규모 기술 기업에 불과하였던 Dolby 역시 시장에 참여 여부와 기술 매각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본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시장 참여자와의
Value-chain 구축을 통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본인들의 기술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Dolby는
추후 영화 음향 시장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DVD, 모바일 음향 시장에 유연하게
진입할 수 있었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다. 만약 Dolby가 기술에
대한 우월성을 맹신하고 완제품 판매회사로 남았더라면, 레코딩 음향기기에
머물렀을 지도 모른다.
그림3. Dolby의 기업가전략 변화

그림4. Dolby의 시장 경쟁구도 변화

(Value chain → Intellectual Property)

*출처 : “Entrepreneurial Strategy”, Joshua

*출처 : “The art of Standards Wars”, Shapiro,

Gans, Scott Stern, 2017

C.,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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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Dolby의 매출 포트폴리오(2018년기준)

15%

20%

12%
39%
14%

영화

방송

홈시어터

PC

모바일

* 출처 : Dolby Annual Report(Form 10-K) 2018

3.1.1. 레코딩 시장
1966년 Dolby는 레코딩 시장에 Dolby A-Type이라는 잡음 억제 기술을 출시하였다.
Dolby의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호환되지 않는 혁신 기술이었다. 하지만 설립 2년
차 신생기업인 Dolby는 기존의 음향기기 완성품 업체와 직접 경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술의 우월성만으로 해당 기술을 시장에 전파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이에 1968년 대중성 확보를 위한 조금 더 범용적인 Dolby B-type 기술을 시장에
출시할 때 Dolby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였다. Gans(2017)가 주장한 기업가
전략 중 지식재산권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력을 갖춘 기존 가전업체와의 직접 경쟁을 택하는 대신 본인들의
뛰어난 기술을 다양한 업체에게 라이선싱 함으로써 기술을 확대 전파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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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Dolby의 잡음 억제 기술은 쉽게 음향시장에 확산될 수
있었고 Dolby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양한 음향기기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데 주력하였다. Dolby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고 이를 R&D에 재투자하여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레코딩 기술은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 레코딩 시장 자체가 1990년대
이후 소멸하게 된다.

3.1.2 영화시장
19세기 후반 소리를 재생하는 축음기가 개발될 당시 스피커는 1개였다. 하지만
1930년대 2개의 스피커(2채널)로 소리를 들려주는 스테레오 기술이 등장하면서
입체 음향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하지만 스테레오 기술로는 극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영화 제작사들과 관람객들은 생생한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니즈는 영화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 감독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영화인 ‘스타워즈’에 Dolby Stereo 기술을 적용시켰다. Dolby Stereo는 1975년
등장한 극장 상영용 다채널 음향 포맷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좌, 우
채널에 센터 채널과 서라운드 채널을 합쳐서 인코딩하고, 이를 재생할 때 디코딩
하여 분리함으로써 여러 개의 스피커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기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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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생동감 있는 음향을 제공할 수 있었고 관람객 뿐 아니라 영화제작사를
매료시켰고 그 이후 할리우드 영화는 Dolby Stereo를 기술을 적용한 영화 제작이
확산되었고, Dolby Stereo를 상영할 수 있는 스피커를 보유한 상영관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Dolby는 본인들의 기술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영화 제작사부터
먼저 공략하였다. 생동감 있는 음향이 극장에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Dolby의 기술로 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Dolby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영화관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를 설치해야만 다른 영화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Dolby는 음향 기술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Dolby는 영화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관람객으로 이어지는 Value-chain을 구축할
수 있었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는 1990년대까지 거의 20년간 영화 음향시장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었다.
이후 1993년 Dolby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월한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DTS(Digital Theater Service)가 등장하였고,
일부 영화 음향 시장을 빼앗기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생동감
있는 음향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커져갔고, 영화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투자한 DTS는 Dolby의 기존 기술보다 더 생동감 있는 음향 기술을 제공하였다.
DTS 역시 영화제작사를 선 공략하여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DTS 기술로
영화를 제작하였고, 해당 영화를 생생하게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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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영화관들은 DTS 기술을 재생할 수 있는 상영관을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Dolby는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관람객으로 이어지는 Value-chain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정 제작사에게는 Dolby의 기술로만
영화를 제작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DTS에게 일정 부분 영화
음향시장 점유율을 넘겨주게 되었고, 현재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 80:20의
비율로 Dolby와 DTS의 음향 기술로 제작되고 있다.
현재 영화시장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이다. 영화 시장의 매출 규모는 2018년
전체 매출의 15%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방송, DVD 시장,
2000년대 이후 모바일, PC 시장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Dolby는 중국과 인도 등의 신규 시장에서 완다 시네마 등 현지 1위 영화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Dolby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영화관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1.3 방송시장
영화 음향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Dolby는 1982년부터 Dolby Surround를 선보이며
방송 음향시장에도 진출하였다. 방송시장에서도 역시 Dolby는 방송 제작사,
방송사, TV 및 셋톱박스 제작사, 소비자로 이어지는 Value-chain 구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방송시장에서 Value-chain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Dolby의
기술이 방송 음향 표준으로 지정되는 것이었다.
표준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다.

22

445

자사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됨으로써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급속도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방송시장의 경우 방송 표준으로 채택이 된 음향 기술을 재생할 수
없는 TV나 셋톱박스는 쓸모가 없다. 따라서 방송시장에서 음향 표준으로
선정되면 TV와 셋톱박스, 스피커 회사들은 방송의 소리를 재생하기 위해서
표준 업체의 음향 기술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음원 보다 음질과 사용 편의성이 향상된
디지털 방식의 음원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입체 음향 역시 디지털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Dolby는 1992년, 디지털 방식의 5.1 채널(5개의 위성 스피커 +
1개의 서브 우퍼 스피커) 입체 음향의 코덱(Codec, 데이터 압축 기술)인 ‘Dolby
AC-3(Dolby Audio Code Number 3)’를 개발했으며, 이는 실제 제품에 적용되면서
Dolby Digital이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되었다.
디지털 방송 시대가 임박하면서 Dolby는 Dolby Digital을 북미 방송 표준으로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 위원회,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는 Dolby Digital을 단독 음향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Dolby Digital이 탑재되지 않은 TV와 셋톱박스는 북미에서 방송되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유럽 디지털 방송 협회(Digital Video Broadcasting)에서는
표준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Dolby의 오디오 코덱을 표준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호환이 가능하여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열어 두었다. 이를 통해 ATSC
기준으로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의 국가와 DV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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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사용하는 유럽, 호주, 인도, 아프리카 등 그리고 DVB와
유사한 방송 표준인 ISDB-T를 사용하는 남미 국가 등 전세계 거의 모든 디지털
방송의 음향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5 국가 디지털 방송 표준

*출처 : 위키피디아-ATSC,
https://ko.wikipedia.org/wiki/ATSC

최근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 위원회는 UHD 시대에 대비하면서 기존의
디지털 방송 표준인 ATSC 2.0을 대체할 방송 표준을 제정했다.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 위원회는 영상과 음향 등 디지털 TV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요소를
고려해서

20개의

새로운

방송

표준을

정하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1,000페이지가 넘는 문서로 공개했다. 영상은 최대 2,160p의 4K 수준으로
구성하며, 초당 120프레임을 넘지 않도록 하며, HEVC를 영상 코덱의 표준으로
하며, 모바일에 최적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ATSC 3.0의 표준에 해당했다.
오디오 표준을 놓고 경쟁한 회사는 세 곳이었다. 전통의 강자인 Dolby와
DTS가 각각 Dolby AC-4와 DTS:X 기술을 들고 나왔다. 북미의 두 기업 외에는
MPEG의 다국적 연합국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DTS의 DTS:X 기술은 현재도 각종
음향 기기에 포함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전체의 기술표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것인지 2015년 3월, DTS가 경쟁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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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했다. 결국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 위원회는 Dolby AC-4 MPEG-H 3D
오디오를 복수 음향 표준으로 채택했다.
비록 디지털 방송 표준과 같이 단독 음향 표준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TV, 셋톱박스, 스피커 업체들은 복수 표준 모두를 자사의 제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UHD 방송 표준 시대에서도
Dolby의 음향 기술이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방송시장은 2018년 기준 Dolby 전체 매출에서 39%를 차지하고 있고
5개 진출 시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디지털 방송
시대가 개막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인도 등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디지털 방송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졌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UHD 방송
시대에서 Dolby는 Dolby Vision이라는 영상 표준까지 추가하여 음향 및 영상
기술을 UHD 방송시장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3.1.4 홈시어터 시장
1980년대 홈 비디오 시장이 성장하면서 Dolby는 방송 시장에서와 같이 Dolby
Surround를 통해 홈시어터 시장에 진출하였다. 홈시어터 시장에서도 Dolby는
영화 시장에서 구축한 Value-chain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집에서
감상하는 콘텐츠 자체가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이 이었고, 소비자들은 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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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방송 시장과
마찬가지로 TV, 스피커 제조 업체는 Dolby의 음향 기술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홈 비디오에 이어 DVD 시대가 도래하면서 홈시어터 시장에서도 표준
선점이 시장 경쟁 승리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DVD 음향 표준으로 선정될 경우
모든 DVD, DVD 플레이어에서는 해당 업체의 음향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 표준과 마찬가지로 Dolby는 최초 진입자의 이점을 활용하여 DVD
음향 단독 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DVD 시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DVD에 뒤이은 Blu-ray Disc 표준
경쟁에서는 DTS의 기술도 복수 표준으로 인정되어 시장을 양분하게 되었다.
2018년 기준 홈시어터 시장은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3.1.5. PC 시장
PC에서도 생생한 음향을 느끼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는 PC 제조사로 하여금
Dolby의 기술을 탑재하게 하였다. PC 시장의 Value-chain 구축의 핵심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PC 운영체제 업체를 먼저 공략하는 것이었다.
PC 시장의 Value-chain은 ‘운영체제 업체 → PC제조사 →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영체제 업체에 Dolby의 기술이 적용되면 LG, 삼성, 레노버와 같은 PC
제조사는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PC에 Dolby의 기술을 탑재하도록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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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시장은 모바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점차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기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3.1.6 모바일 시장
모바일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장이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모바일로

감상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였다. 특히 방송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트리밍
시장이 형성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음향을 느끼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모바일 시장의 Value-chain은 다수의 콘텐츠 제작자-스트리밍 업체-모바일
기기 제조사-소비자로 이어진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를 모두 포섭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Dolby는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업체를 주 타깃으로 선정하고 제휴를 맺기 시작하였다.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삼성이나 LG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는 모바일에서도
Dolby의 기술을 통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전략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Dolby의 실감 음향 기술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쉽게 확산될 수 있었고,
본인들의 Dolby Atmos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실감 음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매출 중 모바일 시장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
이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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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쟁사 DTS와의 비교를 통한 성공 요인 분석
DTS는 Dolby가 독점하던 실감 음향 시장에 진출하여 본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Dolby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후기 진입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DTS와의 비교를 통한 Dolby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DTS(Digital Theater System)는 Dolby의 설립 28년 후인 1993년에 설립된
회사다. 1993년, ‘쥐라기 공원’을 제작 중이던 스티븐 스필버그는 최고의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음향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니즈를 가지고 있던 과학자인 테리 비어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뜻을 같이
하면서 Dolby에 이은 세계 2위의 음향 알고리즘 기업 DTS가 태어났다. ‘쥐라기
공원’은 DTS 5.1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녹음되었고, 영화 개봉에 맞춰 1,000개가
넘는 극장이 DTS의 기준을 따른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Dolby의

Dolby

지원했는데, DTS는

디지털은

48kHz의

샘플링

레이트에

192kHz/24비트의 해상도까지 지원하는

20비트를

고음질 음향을

지향했다. 영화는 소비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줬다. 전문가들과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다.
홈시어터 시장에서도 DTS 기술은 인기를 끌었다. 2000년에는 전 세계의
전자기기 1,000만 대에 DTS 기술이 탑재되었는데, 불과 4년 후인 그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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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로 20배나 불어났다. 2005년에는 3억 대의 전자기기가 DTS 기술을
사용하였다.
2006년, 라스베가스 CES에서 처음 시연된 DTS-HD 마스터 오디오는 Blu-ray의
국제 표준 오디오 포맷으로 인정받았다. Dolby의 기술이 콘솔 게임에 적용된
것처럼 DTS 기술도 2007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 3에 탑재되었다. 2010년부터
DTS

기술은

삼성의

모든

LCD

TV

모델에

적용되었다.

DTS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시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DTS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후기 진입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DTS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Dolby가 시장
개척자로서의 이점을 잘 활용한 결과다. 비록 각 시장에서 일정 부분 DTS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긴 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세를 살펴보면 Dolby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에 DTS의
매출은 상승 추세에 있지만, 영업이익은 2015년 12백만 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Dolby 보다 뛰어난 기술로 유사한 라이선싱 계약 방식을 체결하고, 일부
표준을 독점하거나 복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Dolby가 DTS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29

452

표4. Dolby&DTS 매출 추이 (단위:백만불)

표5. Dolby&DTS 영업이익 추이 (단위:백만불)

* 출처 : Dolby&DTS Annual Report(Form 10-K) 2005~2015

첫째, DTS는 Dolby가 1960년대부터 30년간 구축한 Value-chain과 브랜드
가치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DTS의 기술은 Dolby보다 더 빠른 비트 레이트
가지고 있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량을 옮길 수 있으며 더 세밀하고
명료한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들은
Dolby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DTS 기술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였다. 따라서 Dolby
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상 Dolby의 기존 ValueChain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DTS의

기술은

기존

시장

참여자의

전환

비용을

보상할

만큼

혁신적이지 못하였다. 제조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막대한 전환 비용에 직면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혁신적으로 우월하지 않는 이상 호환이 불가능한 기술로
전환을 꺼리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을 선점한 기업은 나중에 신기술이
출현하여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음향시장의 독점기업인 Dolby의
기술을 재생할 수 있는 영화관이 구축된 상황에서 DTS 기술을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전환 비용은 단순히 실적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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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새로운 음향 기술에 익숙해지는데 투입되는 시간 등도 해당된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사 및 극장은 DTS기술을 일부 적용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Dolby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다.
셋째 DTS는 Dolby와의 핵심 시장의 표준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고 BCG
매트릭스의 ‘Cash-cow’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표준 경쟁은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제품일 경우 패배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다. 패배한 기업의
제품은 표준이 된 제품과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외면 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준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은 기존 투자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Dolby는 디지털 방송과 DVD 시장에서 공식 음향
표준으로

인정받았으며,

영화

음향시장에서도

디

팩토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DTS는 방송, DVD 시장에서 매출을 거의
발생시킬 수 없었다. DTS의 기술이 DVD를 뒤이은 Blu-ray 음향 복수 표준으로
선정되긴 하였지만, ‘홈비디오 → DVD → Blu-ray’로 이어지는 홈시어터 시장은
이미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Dolby의 매출에서 볼 수 있듯이 Dolby는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선정된
덕분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또한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 위원회의 UHD 방송 표준에서도 DTS는 참여를 철회하였지만,
Dolby는 MPEG와 복수표준으로 인정받았다. 또 한번 Cash-cow를 확보한
Dolby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경쟁업체 보다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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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준 경쟁 모델로 분석한 Dolby 성공요인
다음으로 Dolby의 성공 요인을 Shapiro(1999)의 표준 경쟁 모델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설치 기반(Installed Base)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
ⓐ-1 표준을 통한 통제력 강화 : Dolby 는 디지털 방송, DVD 시장에서 단독
표준으로 선정되었으며, UHD 방송, Blu-ray 시장에서 복수표준으로 선정되었다.
표준은 설치 기반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사용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Value-chain 구축을 통한 통제력 강화 : Dolby 는 영화 시장 이후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시장 참여자를 분석하고 핵심 참여자들과의 Value-Chain
구축을 통해 설치 기반 사용자를 통제하였다. 영화나 홈시어터 시장에서는 20 세기
폭스, 파라마운트 등과 같은 영화 제작사를 PC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같은 운영체제 개발 회사를 모바일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스트리밍 회사를 선점하였다. 각 진출 시장에서의 핵심 참여자를 선 공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Value-chain 의 나머지 참여자에게 Dolby 의 기술이 확산될 수
있게끔 하였고, 구축된 Value-chain 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진입장벽화 시켜서
DTS, 소니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저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궁극적으로는 ValueChain 을 통해 Dolby 의 기술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설치 기반 소비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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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Dolby 는 2018 년 9 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9,300 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4,100 개 특허를 출원 대기 중이다. 또한 라이선싱이라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의 20%를 R&D 에 투자하여 신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퀄컴이나 인텔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삼성전자의 7%에 비하면 매우 높은 R&D 투자비율이다. 경쟁사인
DTS 역시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으나 2015 년 기준 DTS 의
매출은 Dolby 의 매출의 26%에 불과하여 R&D 투자 규모면에서 부족하다.
ⓒ 혁신 능력
Dolby 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시장에 확산시킨 비즈니스 모델 혁신 능력이다. 작은 기술 기업이었던
1960 년대 후반 Gans(2017)가 주장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활용해 음향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음향 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고 음향 시장의 핵심 기술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라이선싱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진출 시장의 표준으로
지정되어 경쟁사인 DTS 가 더 뛰어난 혁신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었다.
특히 Gawer(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Dolby 는 음향 기술 시장 선도자로서
진입 시장의 Value-chain 을 구축 및 강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모바일 실감
음향 시장을 개척 시 스트리밍 업체와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들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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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chain 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Value-chain 참여자들이 상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 시장 개척자로서의 이점
Dolby 는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였던 잡음 억제 기술을 통해 레코딩 시장의
선도 기술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영화, 디지털 방송, DVD, 모바일 실감
음향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왔다. 특히 시장 개척자로 30 년간 군림하며 기술
리더십 확보, 콘텐츠 제작사 선점을 통한 Value-chain 구축 및 공고화, 구매자
전환비용의 활용 등 이점을 통해 각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화하였다.
ⓔ 생산능력
Dolby 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고객 통제 불가 따른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Dolby 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선택되지
않는 경우 Dolby 는 매출 감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제품 제조사들이
향유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생산에 따른
장점을 향유하지 못하지만, 생산관리, 마케팅 관리, 유통 관리 등 기타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라이선싱 매출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 보완재
Dolby 의 음향 기술은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이 컴퓨터의 핵심 부품은
아니므로 보완재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컴퓨터, 모바일,

34

457

DVD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완재 기술도 발전할 수 있었고, Dolby 의 음향 기술
확산에 기여하였다.
ⓖ 브랜드 가치와 명성
신규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명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1965 년 이래 뛰어난 음향 기술 회사로 인식되고 있는 Dolby 는
성공적인 기술 리더십으로 인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황에서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평판은 Dolby 가 출시하는 새로운 기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신호가 되어왔다.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은 기업의 과거
평판을 기업의 기술 전문성과 시장에서의 업적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명성을 신기술을 품질에 대한 신호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수용에 대해 가지는 애매모호함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확고히 구축된 명성과
브랜드는 Dolby 의 강력한 성공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Dolby 는 설치 기반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 혁신 능력, 시장 개척자로서의
이점, 브랜드 가치와 명성, 지식재산권 5 개 분야에서 경쟁사 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고, 표준 경쟁을 비롯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3.4. Dolby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마지막으로 Johnson(2008)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Dolby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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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가치제안(CVP)
Dolby 는 설립 당시부터 명확한 고객 가치 제안을 보유한 회사였다. 잡음
억제 기술, 다채널 음향 기술 모두 소비자에게 실감 나는 음향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Dolby 의 해결과제는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솔루션을 콘텐츠 제작자,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게 제공해왔다. 이러한 명확한 고객 가치 제안은 Dolby 의 강력한
목적성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Dolby 는 2016 년부터 Dolby Vision 을 새롭게 출시하며 새로운
목적성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Dolby Vision 역시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실감 나는 영상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가치 제안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실감
음향 제공이라는 과제와 연관 실감 영상이라는 과제를 찾아내 Dolby 라는
목적성 브랜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수익 공식(Profit formula)
Dolby 의 수익 공식은 1968 년 지식재산권 전략 구사 이래 크게 변함이 없다.
라이선싱 기반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렴한 로열티 수수료를 통해 최대한의
고객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는 확고한 시장 Value-chain 을 통해 지속 유지될
수 있었다.
ⓒ 핵심 자원(Ke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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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by 의 핵심자원은 혁신 음향 기술이다. 하지만 진정한 핵심자원은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한 수많은 시장 참여자와의 파트너십이다. Dolby 의 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모바일 등 새로 개척된
시장에서 실감 음향 시장을 쉽게 선점할 수 있었다.
ⓓ 핵심 프로세스(Key process)
Dolby 의 핵심 프로세스는 확고히 구축된 Value-chain 을 통한 Dolby 음향
서비스 제공이다. 영화 및 홈시어터 시장에서는 콘텐츠 제작사를, PC 시장에서는
운영체제 회사 공략함으로써 확고한 Value-chain 을 구축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에게
본인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4 가지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소들은 선순환을 일으키며 Dolby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림 6. Dolby 비즈니스 모델 개념도

37

460

제 4 장 맺음말
Dolby의 성공 사례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혁신

기술이

항상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MTB(Market-Technology-Business) 분석에서 시장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맹신하
고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 쉽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였다
가 실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DTS의 실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시장
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의 우월성 뿐 아니라 1등 기업과 유사한 비즈니스 전략
을 구사하더라도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Dolby와 같이 혁신 기
술, 시장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전환(Pivot)하고, 개선 하는 노력이 중
요하다.
둘째, 혁신 능력은 기술 개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Dolby는 기술 혁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도 뛰어났다. Dolby는 기존의 음향기기 업
체인 필립스, 하만카돈과 같은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1968년 지식재산권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경쟁회사에 새로운 음향 표준을
개발할 유인(incentive)를 감소시켰고 Dolby의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Dolby는 새롭게 진출하는 방송시장, 홈시어터 시장, PC 시장, 모바일 시
장 등에서 핵심 참여자와 Value-chain을 구축하고 유지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
었다. 분야별 시장 참여자들을 Dolby의 Value-chain으로 유도하고, 시장 참여자
들은 Dolby와의 협업을 통해 매출 및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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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Value-chain 구축은 경쟁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였고, Dolby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례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하는 스타트업에게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이 기술 표준 선정에만 집중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소홀히 한다면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확대시키는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시장에 혁신 기술로 진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Dolby와 같이 Valuechain을 확고히 구축한 경쟁자가 있다면 신중한 시장 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혁신 기술을 다른 시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연구의 특성상 개별적이고 설명적(descriptive)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직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
다는 사례 분석연구의 한계도 보여준다. 특히 2019년 현재 시가총액 6.6억불 규
모의 Dolby가 시가총액 92억불인 퀄컴, 243억불인 인텔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
장하였을 때도 지금과 같은 라이선싱 위주의 매출 포트폴리오나 비즈니스 모델
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Dolby의 비즈니스 모델이 Dolby정도 규모
의 중견기업에게만 적절 할 수도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 초기의 Dolby와 같은 기술 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특허를 일정 건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중소기업 선정 기준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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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천5백억 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른 핵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최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도 유의미할 것이다.
Christensen(2016)는 소비자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목적성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성 브랜드란 특정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제품을 위한 브랜드다. 스타벅스, 클리넥스, 이베이 등
오늘날의 뛰어난 브랜드들은 대부분 목적성 브랜드로 출발했다. 그들의 제품은
소비자가 요구한 과제를 잘 수행했고, 고객들은 입소문을 퍼뜨렸다. 브랜드 자산은
이런 식으로 구축된다. Dolby 역시 1965년 설립된 이래 소비자들의 원하는 실감
음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반세기 넘는 노력으로 Dolby는 음향
기술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고, 이제는 영상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실감나는 화면을 제공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있다. Dolby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술 그리고 Value-chain이 강화된다면 앞으로의 UHD
방송 시장에서도 Dolby의 성공을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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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는 세계적 수준이며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중 비용 및 인구대비 연구 개발 인력은
모두 세계 1 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공공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역사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추후 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선순환 구조 확립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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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전세계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중요시 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꾸준하게 R&D 투자 비용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총 78조
7,892억 원(697억 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중 비용으로 비교하자면 GDP 대비 4.55%의 연구 개발비
를 투입함으로써, 이는 세계 1위 수준의 투자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상근
상당 연구원) 역시 38만 여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1

그 동안은 자본 투입 확대를 통한 단순 연구개발만 진행하는 것이었지만, 현
재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
으로 인하여 기술 개발과 이전 건수가 증가 중에 있으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생태계에서 오는 기술 비용 수입이나 생산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현저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기
술 이전율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대등한 수준이지만, 효율성(=기술료 수입/
연구 개발비)은 1%대로 선진국 효율성에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2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대한 많은 보
고서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제도나 정책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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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학교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같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의 인
프라를 확충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아직은 질적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에 많이 연
구되었던 제도 및 정책적 관점을 벗어나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플랫폼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보려고 한다.

1.2 연구 필요성
정부의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로 양적 연구 성과와 대학 인프라 확충 및
전담조직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와 기술 이전율은
미비하다. 그러므로, 개발된 우수 기술들을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대학 기술 공급과
중개, 수요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된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모델
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
술 이전 및 사업화 프로세스 단계와 주체 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
다. 나아가, 대학 R&D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해외 선진 성공 사
례와 분석 툴을 이용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대학 기술 이전 및 사
업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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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관련 현황

2.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개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술 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가 R&D
의 주요 수행 주체인 대학의 경우 매년 신규 기술이 추가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
수는 즉시 기술 이전이 가능한 우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제도적 문제 등의 다양한 애로 사항으로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기술 이전은 하기의 표와 같이 3가지 유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분

내용

기술양도

기술수요자에게 기술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기술의 매각

공동연구

공동연구 형태의 기술이전계약은 비용의 공동 부담, 혹은 비용의 분산을 원칙

라이센스

기술 제공자(licensor)가 기술도입(licensee) 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 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

[표1] 기술 이전 유형3
“기술 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현재 한국 전체적으로 공공 성과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기술개발과 관
련된 기획이나 관리가 어느 수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사업화를 연계
하는 면에서 부족하여 아쉬운 상황이다. 기술 사업화 유형은 하기의 표와 같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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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분
공공부문

사업화 유형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내용
정부 R&D 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
한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창업 및 사업화

민간부문

자체기술 사업화

민간 기업 자체 개발 혹은 공동 개발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

이전기술 사업화

기술의 판매희망자와 기술의 구매희망자가 연결되
어 민간 부문에서 해당 기술을 거래 및 사업화

[표2] 기술 사업화 유형3

2.2 우리나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플랫폼 개념 및 모델 종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중개 플랫폼이라 함은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운데
서 중개 역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징에 따라 크게 기술거래기관, 사업
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등
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산
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
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
배하는 회사이다. 두 번째 정의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신규 회사의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Joint Venture)설
립,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주식회사)이다. 이 중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가장 밀접한 기술지주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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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에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연구개발→지식재산권 확보→기술사업화
→수익금 환류) 구축의 방안으로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되었다. 기술지주회사의
주된 역할 은 자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자문, 기업 공개/합병
/영업 양도 지원, 재원조달 지원, 보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된 경제 성장 역량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R&D 과학기술지주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크게 3가지(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
학기술지주,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로 나누어 봤다.

2.2.1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과학기술지주(Korea Science & Technology Holdings, KST)는 정부출연연
구기관 간 이종 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벤쳐 기업을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국과학기술지주는 기술/수요자 발굴 및 매

칭, 인큐베이팅, 투자, 성장 지원 컨설팅, 전략적 파트너 연계, 회수 등 기술사업화
와 관련한 전주기적 선순환 구조 창출을 통해 기술 및 특허 강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벤처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사업추진전략은 다음의 표와 같다.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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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지원

창업/신사업 지원

성장 지원

전문가

초기 창업자금 투자

창업 기술, 추가 R&D 기술,

기술, 마케팅, 법률, 해외영업

창업 지원

TIPS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연계

융합기술 발굴 및 매칭

개발 전문가 컨설팅

신규사업

Joint Venture 방식의 신규설립

출연(연) 연구 성과물 DB 화 및

출자회사의 IPO, M&A,

개발 협업

또는 지분투자

신사업 수요와 매칭

우회상장 지원

전략적

공공 기술 출자 및 이전

사업추진

지분 투자

공통사항

우수기술 사업화 중심 기업에 대한

내/외부전문가 멘토링, 기술 탐색,

성장 단계별 전문가 네트워크

market pull 형 전략적 투자

시장성 분석, 사업기획

연계

[표3] 한국과학기술지주 사업추진전략6

2.2.2 미래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는 국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
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원들이 보유한 경쟁
력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 및 후속 연계 투자 등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각 대학교의 기술 발굴/홍보/특허 과정을 통해 기술이전을 계
약 체결을 하고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자회사 설립/지원과
자회사 육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2.3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지역과 연계한 공동기술지주회사(강원지역대학연합, 전북지역대학연합, 대구
경북지역대학연합, 부산지역대학연합, 광주지역대학연합)를 통해 지역 산업에 도
움이 될 수 있게 하며,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N4U대학연합, 대전충청대학연
합)를 설립하여 대학 보유 기술 간 연계와 융합 등을 통한 성장 및 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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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3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KIAT, 2018)
실제로 지난 10년간 정부의 노력으로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눈에
띄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학의 기술 이전
건수 및 수입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구소 기술료 수입도 최근 들어
1,000억 초과하였다.

[그림1]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10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직접 사업화 수단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연구
소 기업 설립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
후, 2016년 까지 총 85개 대학이 참여하여 48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
다. 이 기술지주회사는 총 426개의 자회사(단독 창업 93개, 합작 설립 152개, 지
분 편입 172개)가 설립되고 자회사 합계 매출이 연평균 53% 증가하였으며,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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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일부 성공사례 도출하고 있다. 자회사 합계
매출이 2010년 139억원에서 2016년 1,633억원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성공 사례로는 PSU신라젠(부산대기술지주, 20억원 회수), 라파스(연세대기술지주,
30억원 회수)이 있다.

2.4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한계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양적 성장과는 상반되게 질적 수준은 크게 뒤쳐지
고 있다. 실제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1 건당 기
술료 규모 등은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대학교의 건당 기술
료는 1,500만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향 및 보합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 한국 연도별 건당 기술료10
투입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기술이전효율성도 1.46%로 미
국대학(4.17%)의 약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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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한국 연도별 기술이전 효율성10

[그림4] 미국 연도별 기술이전 효율성10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율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수년째 20% 중반에 머무르
고 있으며, 학교 간 편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5] 한국 대학의 연도별 기술 이전율10
연구소기업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도 일부 성공사례가 존재하나 아직은 초
창기 단계이며, 기술지주회사의 성공 요인인 자회사의 경영 실적과 당기 순이익
역시 미진한 상태이다.
13

477

제 3 장 미국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사례

3.1 미국 산학연 프로그램 배경
미국은 효율적인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가 규모에 비례하여 각 주와 대학교에서 다양한 산학 협
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의 역사는 1862년 Morrill Act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법은 국유 토지를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과 캠퍼스를 건설
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주립 대학 설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산업 대학 협력
의 진정한 시작은 세계 최초의 벤처로 간주되는 휴렛팩커드 설립과 관련하여 스
탠포드 대학의 역할로 여겨진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1980년에 제정 된
Bayh-Dole 법은 대학으로부터 산업계로 기술 이전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의 핵심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 연구소, 대
학 등이 연구결과를 특허를 출원하고, 민간 이전을 통해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법안 이전에 미국 정부는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개발하여
등록한 모든 특허권을 소유했다(권순재, 2019). 이 법의 영향으로 미국 대학에 부
여된 특허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의 기술 성장과 경제 성
장으로 이어졌다. 이 법을 기점으로 기술이전 및 산학 협력은 분명한 변화를 세
계 각국에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도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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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NNECT 프로그램 배경설명
CONNECT는 1985년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이 설립
한 비영리 자립 조직이다. 원래 샌디에고 지역은 항만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 최
대의 군수산업을 보유한 곳이었다. 하지만 구소련이 무너지고 국방 예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군수산업은 퇴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수 기업들로부터
spin-off 된 기업들이 민간상업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경제 활기와 IT부문의 혁
신 클러스터링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 중 샌디에고 대학의 CONNECT 프로그램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Know-how와 Know-who를 가지고 “사람-기술-자금”을 연
결 하는 구조로 대학, 연구자, 기업가, 투자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클러스터 발전에 여건을 마련한다.
CONNECT는 대학과 기업간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면 개입하
지 않은 유연한 구조가 특징으로 인큐베이터 창업 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
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촉매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멤버는 지역의 정보통신,
생명과학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며 샌디에고 지역의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클
러스터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실리콘 벨리나 동부 지역에 비교하여 샌디
에고의 특별한 부분은 단연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으며 공단 인프라 등 주어진 환경보다는 혁신 주체의 리더십과 구성원들
의 상호 관심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샌디에고 클러스터는 다른 자원들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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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ripp Umbach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UCSD가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영향은 연간 16.5억 달러(한화 약 1.9조 원), 샌디에고 카운티의 75,000 개
일자리와 주 전역의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대학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새로운 '연구 시대'에서 UCS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의료 및 엔지니어링 혁
신 허브에서 등장하여 지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
하고 있고 그 중심에 CONNECT 프로그램이 있다.

3.3 CONNECT 클러스터
유연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이유는 CONNECT 프로그램만의 하나
의 특징이 있다. 단순히 중간 허브 역할로 대학과 산업을 연결 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후에도 서로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대학의 특성은 원천 기술과 가치중립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단기적 이윤 추구, 리스크 최소화, 비즈니스 문화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간의 대화를 촉진시킨다. 교류 형성에 있어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결과의 생산을 촉진하고, 혁신 주체간 파트너십을 증진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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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
또한 교수의 기업 자문 역할 수행, 연구자와의 만남, 기업가와의 만남, 기술
이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자와 기업 두 주체간 상호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사업성 높은 기술 교류, 기술사업화의 어려움 공유, 연구 결과 지원 등을 지원한
다. 기존 기술사업화 플랫폼은 step3, 4에서 집중된 방면 CONNECT 프로그램은
관련 주체간 의사소통부터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구축하는 근본적 문제부터 다가
간다.

3.4 CONNECT 지원 프로그램
CONNECT는 과학자의 아이디어에서 회사의 시작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네트워킹, 교육 및 컨설
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기업을 시작하는 리소스 부분은 CONNECT
의 내부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연결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 경영대학원, 기존 기업인, 사무실, 과학 기술자, 변호사 및 동
문과 같은 외부 지원 리소스에 대한 연결 링크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지원 프로
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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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내용

1

CONNECT 101

가입을 안내하는 설명회로 매월 1회 이상 무료로 개최

2

Breakthrough Business Strategies

기업의 성장 단계 별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

3

CCAT (Center for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주로 해군의 하이테크분야와 민간기술간의 상 호 실용화

Technology)

내지 상용화를 해 교류 역할

4

Entrepreneur Development

CONNECT와 UCSD 경학과의 연결 프로그램

5

Converging Technologies Conference Series

신기술을 습득하기 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콘퍼런스

6

Financial Forum (The Life Sciences and

펀딩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포럼

High-Tech Financial Forum)
7

Frontiers in Science

선도과학연구 강의

8

Global CONNECT

외국에 있는 기술 는 자을 연결 시킬 네트워크를 구축

9

HR Exchange

인적자원관리 및 리더십 교육

10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과학기술자 등 기업의 기술평가 및 특허 취득 도와줌

11

SBIR Workshop

정책자금획득을 위한 연구 제안서 작성 위크숍

12

SD TCA

샌디에고 지역 개인투자가들의 네트워크

13

SPRINGBOA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펀딩

14

VC Affiliate

벤처캐피털 관련자, 회원들 네트워크 유지 및 소통

15

VentureForth@UCSD

학생 벤처 프로그램

16

CORP. Partnership

기업 스폰서

[표4] 한국과학기술지주 사업추진전략14

제 4장 연구 모델 분석

4.1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
사실 우리나라 산학연 각 기관들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
다. 주로 대학은 기술 상업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기초 연구나 논문 등과 같은
학술적 실적에 초점을 두고, 기업은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기 이익 챙기기에 바쁘
다. 정부 관련 기관들은 주어진 예산과 절차 내에서 큰 문제 없이 적절하게 형식
적인 일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각자 따로 자신들의 목적에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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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면 아무리 좋은 클러스터를 형성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지속적일 수 없다.
샌디에고는 다른 뉴욕, 보스턴, LA와 같이 주요 지역에 비해서 특출 나게 뛰
어난 기술 생성 환경을 가진 것은 아니며 대규모 경제력을 가진 지역도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없던 기술, 경제, 자본의 핵심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개별 구성 요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개
발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 UCSD는 처음엔 인위적으로 산학협력에 관하여 자리
를 마련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큰 돈이 소비되거나 핵심 기술들이 필요한 것은 아
니었다. 이런 네트워크가 운용되기 위해서 USCD CONNECT의 많은 노력과 관심
의 결과 그림과 같은 거미줄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림7] 주체 간 연결 체계
단순히 네트워크를 구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단순 1대1 기관 간의
연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관 기관 및 참여 기관을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연
결하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CONNECT 프로그램은 주로 일회성 매칭에서 멈

추는 우리나라 일반 산학 협력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부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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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네트워크 신뢰와 지속성
현재도 CONNECT는 스스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져진 신뢰가 만들어가는 협
력 문화를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2000년 중반 CONNECT를 벤치
마킹하려고 노력했던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가 지까지 벤처비지니스 육성부문
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참가자 간 신뢰관
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
능성이 크다.

미래과학
기술지주

한국과학
기술지주

[표5] 과학기술지주 협력체계6,7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 체계는 그림과 같다. 주관 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1대1
대응을 통해 다양한 기업 및 수요자의 NEEDS를 중간에서 파악하여 서로 매칭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프로세스는 기업과 학교, 정부기관과 기업
등 단기적 매칭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장기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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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는 매번 단발성 이벤트에 불과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하나의 관련
클러스터를 쌓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학연 간 선순환 구조 플랫폼
을 목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
는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대학 역량 우위성 지수 (대학 수, 대학 부문 연구원 수, 대학 부문 R&D 투자, 대
학 논문 수, 대학 논문 수준(Q1)), 다양성(학문 다양성), 역동성(학문 역동성, 산한
공동연구 역동성, 대학 국제 공동연구 역동성)를 보면 대학 생태계를 나타내는 산
학 공동 연구 역동성은 48개국 중 33위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USCD CONNECT

일반 산학협력

[표6] CONNECT와 일반 산학협력 연결 구조 비교
물론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이 역시도 추후 부가되는 연계 사업의 경우 혁신으로 끝날 확률이 높
다. 하지만 CONNECT는 출범 초기부터 투입산출구조가 아닌 연결구조를 통해 구
성원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산학연의 방향을 설정했다. 연구자, 기업
가, 투자자, 비즈니스 서비스업체 등 사람, 기술자 그리고 환경을 연결하는 것이
CONNECT의 핵심 틀이다. 이러한 연결구조를 잘 유지함으로서 ‘신뢰를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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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가능했다. CONNECT의 각종 프로그램, 이벤트, 네트워크 등이 신뢰를 형
성함에 따라 정보전달과 교류 활동이 CONNECT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연결을 통한 관련자들의 친한 계가 형성되었다. 바로 구성원들의 긴밀한 유지 관
계가 샌디에고 클러스터의 플랫폼이다(천세학, 2015). 장기적인 혁신 플랫폼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 네트워킹을 통한 클러스터가 형
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ark Granovetter 교수는 이런 신뢰에 대한 관계를 “The Strength of weak
ties”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대인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Strong tie, Weak tie, Absent로 분류한다. 우선, Strong tie는 주위의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커뮤니티에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많
은 유사성을 가진 그룹이므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그룹에 전달할 가능성이 적
다. 기업적 입장에서 보자면, 한 부서나 프로젝트 그룹 등이 이 분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림8] Weak tie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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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tie는 두 그룹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bridge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링
크를 삭제하면 노드가 두 구성 요소로 분리되는 경우 두 노드 A와 B 사이의 링
크는 bridge이다. Weak tie는 가능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인 및 새로운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반면, Strong tie는 보안과 신뢰를 제공한다. 즉,
Strong tie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A와 B를 Connect 프로그램은 Weak tie 역할을
통해 여러 관계, 그룹 간 의사 소통과 협력을 장려하며 아이디어와 정보의 보급
이 증가하고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신뢰를 기
반한 구성원과 직원 간에 더 많은 그룹과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아이디어의
흐름이 증가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4.3 소프트웨어 중심과 초기 아이디어부터 지원
우리나라의 투자는 주로 공단 시설, 테크노 파크 건립 등과 같이 하드웨어적
인 지원과 예산에 집중되었다. 소프트웨어 투자는 아무래도 결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 하기 어렵고 진행 상황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하드웨
어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나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 편한 요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샌디에고 클러스터가 보여준 정성적 노력과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주었다.
산학연 모델이 선순환 구조로 지속되려면 그림과 같이 development stage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 파트너십 증대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역량에도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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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개방형 혁신 및 협업 도구의 원형과 패턴9
우리나라 기업 성장 방식 역시 CONNECT와 많이 차이를 보인다. CONNECT
는 기업이 설립 되기 이전 단계부터 예비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
식으로 기업을 후원한다. 기업을 수평적 관계로 생각하고 클러스터를 통해 지원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 기업의 설립 후부터 관심
및 지원을 하며, 주로 상위 기관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 또한 CONNECT의 경우
경영교육,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설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적 서비스 위주로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간 임대, 투자금 지원 등 하드웨
어적 요소에 치우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환경적 요인은 감안해야겠지만
기업 설립 이전부터 올바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은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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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D CONNECT

business incubator in Korea

Objective

Business incubation

Business incubation

Supporting range

From before establishment of

From after establishment of

company

company

Supporting method

Horizontal network

Vertical order

Main supporting programs

Software like consulting

Hardware like space

Resources

fees for program

Government

Main operator

Civilian from private sector

Public Officer

[표7] UCSD CONNECT와 한국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비교14

5. 결론 및 시사점
UCSD CONNECT 사례가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 과학기술지주 발전에 어떤 도움
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개발 능력, 환경, 산업 등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샌디에고라는 지리적 환경과 조건이 다른 핵심 도시들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CONNECT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발전된
것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UCSD CONNECT는 처음부터 새로운 기업가 정신
모델을 도입하여 오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네트워크 연결 구
조를 통한 산학 협력, 소프트웨어 집중 지원, 기업 설립 단계인 아이디어 단계의
지원, 성장 과정별 맞춤 지원, 스타트 업 산업에서 나온 스핀 오프이다(천세학 등,
2015). 전반적으로 대학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이끌어갈 기술 중개자의 전문성 및 인프라가 미흡해 보인다. 특히 기술
이전 후 사후관리 및 연계 지원 활동, 보상 체계 미흡과 저효율의 특허 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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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 완성도가 낮으며
연구자와 사업가의 소통 역할을 하는 경쟁력 있는 관리 시스템이 빈약해 보인다.
현재까지는 플랫폼 발전 단계로 양적 성장만 추구했다면 미래에는 후속 연구 개
발과 끊임 없는 산학연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상생
해야 질적인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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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해외 전력 수요반응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와 한계를 찾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 변화의 특징과 이로
인한 DR 시장의 영향을 확인하고, 주요 수요반응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 미국과 국내 사업환경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다.
Keywords: Demand Response, Business Model Canvas, Digital Transformation,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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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연구배경 및 분야
전력산업에서 예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예비율은 최대 전력수요에 비해서
발전설비 용량이 여유 얼마나 여유 있는지 그 비율을 의미한다.

1

예비율을

관리하지 못해 최대 전력수요가 발전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면 블랙아웃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율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 최대전력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전력 수요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발전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흐름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설비용량 증가는 발전소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신재생 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하여 계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수요측(소비자)의 전력사용량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대전력 수요 증가와 불안정한 출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요측
관리의 총량과 범위를 확대 중에 있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은 고객이 시장 운영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사전에 약정한 만큼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거래소와 DR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을 중개하는 DR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장은 전력거래소의
영업력 한계와 잠재적 DR 고객의 시장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이로

1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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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DR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의 규모는 시장 개설 후 2018년까지 연평균
28.5%

증가하였으며

2

,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다수의

DR시장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지금까지 DR시장은 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국가의 최대전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DR의 피크절감 기여도, 신뢰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DR자원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친환경성이 연구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내 DR 시장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전력산업의 핵심 연구분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력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점차 개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의 대형
사업자들이 사업을 전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국내 DR 시장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변화 동향과 특징, 이에 따른 DR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DR산업의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을 심층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DR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KPX, 2017년도 전력시장 통계, 2014~2017. KPX, 2018년 12월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

보,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 인용, 가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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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산업의 변화 동향과 특징
2.1 전력 수급의 지속적인 증가
2.1.1 글로벌 전력수급 동향
(단위: TWh)

22,471

25,000

23,696

19,838

20,000
15,000

16,744
14,163
10,901

12,193

10,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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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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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세계 전력사용량 (1990~2017)3
[그림 1]은 전세계 전력사용량 변화 추이이다. 전세계 전력사용량은 1990년
10,901 TWh에서 2017년 23,696 TWh로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성장률 역시 2000년 19,838 TWh를 기록한 이후로 연평균 3.1%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전력사용량은 산업용, 가정용, 상업용 부문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2.6% 증가하였으며,
가정용과 상업용은 각각 3.1%, 3.3% 증가하였다.

3

EIA 홈페이지,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9, 재인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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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전력수급 현황 및 계획
(단위: GW)
140
설비용량

120
100

최대전력

80
60
40

20
2007

2011

2015

2019

2023

2027

2031

[그림 2] 한국의 설비용량과 최대전력 (2007~2031, 단위: GW)4
[그림 2]은 2007년부터 2031년까지의 국내 최대전력과 설비용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수치는

실제

자료이며,

2018년부터

2031년까지는 한국 정부의 목표치이다. 최대전력은 꾸준히 상승 중이며 증가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 62.3GW였던 최대전력은 연평균 2.0%의 속도로
증가하여 2031년에 101.1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대전력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설비용량을 증가시켜왔다. 2007년 67.2GW였던 최대전력을 연평균
2.6%의 속도로 증가시켜 2031년에는 122.6 GW를 확보할 계획이다.

4

에너지정보소통센터 홈페이지. KPX,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데이터 가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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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2.2.1 수직 통합 구조의 전통적 전력시장 구조
전력산업의 발전과 송/배전 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초반부터 전력산업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틸리티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송배전, 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소비

유틸리티
발전

송전/배전

판매

소비
소비

[그림 3] 전통적인 전력시장 구조
국내 전력산업 역시 1961년 창립된 한국전력이 발전부터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5

2.2.2 미국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현황
1990년대부터 전력시장의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혁신 촉진과 효율성 향상,
소매요금 인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연방정부의

주도로

확대하고자

발전과

5

발전부분의
송전부분의

경쟁을
기능

도입하였으며,

분리를

“한국의 전기역사”, 한국전력 홈페이지.
5

발전시장의

의무화하였다.

또한

경쟁을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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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계통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의 설립을 권장하였다.6
소매분야의 경쟁은 1996년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하였으며,
2000년까지 16개 주에서 완전한 소매경쟁을 도입하였다. 2001년 캘리포니아
민간판매회사의 재정위기로 인한 전력시장 폐쇄, 발전연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001년 이후에는 소매분야의 경쟁 도입은 다소 정체되고
있다.7 2015년 기준으로 총 18개 주가 소매경쟁을 도입하고 있다.8
시장운영자
( I S O)

발전사

판매사업자

유틸리티
발전

송전/배전

판매

소비

발전

송전/배전

판매

소비

발전

송전/배전

판매

소비

[그림 4] 경쟁이 도입된 미국 전력시장 구조
발전과 송전, 소매 시장의 경쟁이 도입된 정도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유틸리티의 사업 범위는 기존의 전통적 전력시장에 비해 축소되고 있다. 반면에
시장운영자가

등장하였으며,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2.2.3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현황
1999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배전, 판매 시장의

6

“한국의 전기역사”, 한국전력 홈페이지.

7

정직한, 김지연, 미국의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른 이슈와 시사점,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2014.

8

김현제,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전망, KEEI,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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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인 경쟁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전력은 2001년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였으며, 시장 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2003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면 중단되면서, 2019년 현재 발전을 제외한 송전, 배전,
판매 시장은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다.
시장운영자
( I S O)

발전사

유틸리티
발전

송전/배전

판매

소비

발전

소비

발전

소비

[그림 5] 국내 전력시장 구조

2.3 발전 및 소비자원의 다양화
2.3.1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 확대
[표 1] 해외 주요국가의 발전량 추이9 (TWh)

9

구분

2010

2015

증감량

독일

92.5 (14.6%)

177.3 (27.4%)

84.8

미국

193.0 (4.4%)

333.3 (7.7%)

140.3

프랑스

17.5 (3.1%)

37.5 (6.6%)

20

영국

23.7 (6.2%)

80.9 (23.8%)

57.2

일본

41.3 (3.6%)

85.1 (8.2%)

43.8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7

504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 선진국들은 전체 발전 용량 중 친환경
발전원인 신재생 설비의 발전량 비율을 증가시켜왔다.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설비의 발전량 비율을 6.2%에서
23.8%로 증가시켰다.
신재생 설비는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 동시에 타 발전자원에 비해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재생 설비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전력
설비예비율을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한다.

160.0%
140.0%

136.2%

120.0%
98.2%

100.0%

80.1%

80.0%
60.0%
40.0%

47.7%

38.1%
25.9%

20.0%

24.6%

22.1%
9.3%

8.4%

4.1%

22.0%

19.0%
11.1%

0.0%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신재생 발전원 비율

한국
(2014)

한국
(2017)

한국
(2030)

예비율

[그림 6] 국가별 신재생 발전원 비율 및 설비예비율10
위의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전력설비
예비율은 136.2%로 신재생발전의 비율의 5배 이상이었으며, 일본과 영국의
예비율은 80%가 이상이었다. 한국 역시 신재생 발전원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4년에

4.1%이던

비율을

2017년에는

11.1%로

증가시켰으며,

2030년에는 47.7%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10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6.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가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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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확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는 전력을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발전 및 전력 소비자원들과 구분된다.
2018년

전기차

판매량은

460만대이며,

2020년에는

850만대,

2025년에는

2,2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만대)
2,500

2,200

2,000
1,500
850

1,000

460

610

500
2018

2019

2020

2025

[그림 7]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11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용량은 2018년 9GW에서 2040년 1,095GW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2

2.4 전력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1

SNE리서치 홈페이지, 2019.

12

BloombergNEF, Energy Storage Investments Boom As Battery Costs Halve in the Next Decade,

홈페이지 기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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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IBM(2011)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를 결합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전체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3

IDC는 “프로세스, 고객경험, 가치를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4 이 두가지 개념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하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2 전력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적용 분야
[표 2] 전력 시장의 디지털화 적용 분야15
적용 분야

적용 내용
◼ 생산성 증대,

발전

◼ 생산비용 절감
◼ 작업자 안전도 관리
◼ 고장예측

송배전

◼ 유지보수 자동화
◼ 최적 자산관리
◼ 에너지 소비 최적화,

소비

◼ 에너지 프로슈머
◼ 수요자 주도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13

IBM, Digital Transformation: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where digital meets physical, 2011.

14

IDC, https://www.idc.com/itexecutive/research/dx

15

엄이슬, 장진영, 임두빈,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져올 미래, 삼정KPMG 경제

연구원, 2019 재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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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과 송배전 분야에서는 유틸리티의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안전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소비 분야에서는 최종 소비자의 생산과
소비 양측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의 디지털화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화로 인해 자원 및
전력 부하에 대한 상태 파악과 대처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며, 이것은 수요에
대응한

안전한

전력망

운영에

기여한다.

둘째,

전력망의

모니터링

성능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전력망의 오류를 신속하게 찾아서 제거할 수 있다. 셋째,
전력 생산의 예측과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신재생 발전원에 대한 정교한
예측을 통해 자원의 통합 운영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다. 전력 프로슈머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6

3. 전력산업의 변화에 따른 DR 산업의 진화
3.1 수요측 관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전력의

사용자(수요측)는
16

수요와

필요한

만큼

공급은

공급측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반응해왔다.

다시

생산자(공급측)는

말해,

사용자가

BloombergNEF 홈페이지, Energy Storage Investments Boom As Battery Costs Halve in the Next

Decade. 엄이슬, 장진영, 임두빈,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져올 미래,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9 재인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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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앞서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
사용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력수급 계획에 맞추어 발전소를 여유 있게
증설하면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의

사업성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출력이 불안정한 신재생 발전원이
증가하면서 계통의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전력 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원 비중의 증가, 이로 인한 경제성,
안정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운영자들은 전력 소비자(수요측)의
전력사용량 관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전력 수요측 관리를
적극

활용

중이며

2017년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지속 확대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3.2 수요측 관리의 유형
전력 수급 관리

공급(측) 관리

수요(측) 관리

✓ 발전소 건설
✓ 발전/송전/배전
운영 효율화

요금제

에너지 효율화

✓ 시간대별 요금제

✓ 고효율 가전기기

✓ 수요자원 거래시장

✓ 피크 요금제

✓ 빌딩/공장 에너지

✓ 지정기간제

관리

[그림 8] 전력 수요관리의 종류17

17

RAP, Demand Response as a Power System Resource, 2013 가공.
12

수요반응(DR) 제도

✓ 주간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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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관리의 종류는 위의 [그림 8]과 같다. 가장 먼저 공급측 관리와
수요측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측 관리는 발전소 건설, 발전과 송배전의
운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급자 측에서 전력 공급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수요측
관리는 요금제, 에너지 효율화, DR 제도를 통해 수요측의 전기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요금제는 비싼 요금을 통해 특정 시점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방법과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법(피크요금제)이 있다. 에너지 효율화는 기존의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대체하여 평균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DR은 고객이 시장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만큼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시장운영자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DR 고객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장운영자
1. 자원 모집
2. 등록 자원량 결정
3. 자원 등록
4. 시장 개설

5. 입찰량 결정/입찰
6. 감축 지시

7. 전력사용량 감축
8. 보상금 지급
9. 보상금 확인

참여자

참여자

···

[그림 9] DR 시장 참여 프로세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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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운영자는

DR

시장에

참여할

참여자(고객)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시장운영자의 지시에 맞추어 감축할 수 있는 용량(전력량) 만큼 시장에 자원을
등록한다.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운영자는 시장을
개설하고 참여자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용량 혹은 감축 가능한
용량을 입찰하게 된다. 시장 운영자는 전체 필요한 용량만큼 감축 지시를 내리며,
참여자는

해당

시간에

전력사용량을

감축하고

시장운영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다.

3.3 DR 사업자의 등장
초기의 DR시장에서는 시장 운영자가 대형 공장이나 빌딩 등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시장을 운영하였다.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중소형 자원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였으나, 시장 운영자가 다수의 중소형 자원을 직접 모집하고
감축 지시에 대한 참여자의 이행률을 관리하는 것에는 자원 상의 한계가 있었다.
중소형 자원을 보유한 잠재고객 입장에서는 DR시장 참여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감축 가능한 용량 산정과 이행률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했으나,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없거나 자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pain point를 해소하기 위하여 DR시장에는
시장운영자의 역할 중 참여자의 모집과 이행률 관리를 대행하는 Aggregator
형태의 사업자인 DR사업자가 등장하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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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R 시장 ]

[ DR 사업자 등장]

시장 운영자

시장 운영자

1. 자원 모집
2. 등록 자원량 결정
3. 자원 등록
4. 시장 개설
5. 입찰량 결정/입찰
6. 감축 지시

DR 사업자

DR 사업자

DR 사업자

대형 소형
고객 고객 · · ·

대형 소형
고객 고객 · · ·

중형 소형
고객 고객 · · ·

7. 전력사용량 감축
8. 보상금 지급

9. 보상금 확인
대형
고객

대형
고객

···

[그림 10]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프로세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DR 사업자는 시장 운영자를 대행하여 자원을
모집하고 이행률을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 운영자의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DR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중소형 고객의 등록 자원량 및
입찰량 산정, 이행률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4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자원의 종류 증가
3.4.1 전력 계량기 정보의 디지털화
전력산업의 디지털화와 전력 자원의 다양화는 DR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이다. AMI는 양방향 통신 기반의 스마트미터(디지털 계량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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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기사용정보 전달 및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18 즉,
기존의

전력

계량기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AMI는 유틸리티의 사업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신서비스
창출 등을 목적으로 보급되어 ’21년까지 전세계 누적 9억 2천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며, 유럽, 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스마트미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19
전력사용자가
필요하다.

DR시장에

AMI가

참여하기

설치되지

않은

위해서는

사이트의

시간대별

경우,

평균

전기요금

전력사용량이

과금에

필요한

주기만큼 검침원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계량기의 데이터를 적고 이 정보만을
판매사업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고 이는 곧
DR시장참여가 불가함을 의미한다. 즉, AMI의 보급은 DR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며, AMI의 보급률은 DR시장의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3.4.2 DR자원의 종류 증가
2000년대 초반까지 DR 시장 참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는 AMI 뿐이었다. DR 시장 참여자들은 주로 산업용 공장이나 상업용
빌딩의

대형

전력

소비

자원을

활용하였으며,

작업

스케쥴을

바꾸거나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등록자원

2010년

전후로

용량산정,

전력소비기기의

입찰량

산정,

다양한

감축지시

이행에

18

스마트그리드 용어사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홈페이지.

19

한국에너지공단, 세계 스마트미터 시장 동향, 2019.
16

IoT기기가
활용

등장하면서
가능한

DR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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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생산과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자원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DR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4. 국내외 DR산업 현황 분석
4.1 시장 규모 및 동향
4.1.1 미국 DR시장

[그림 11] 미국 ISO별 DR용량 및 비율 (MW)20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DR용량은 약 27.25GW로 전세계 DR용량의 약 85%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총 6개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DR시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 전체 DR용량 중 PJM이 11.2GW로 41.2%, MISO가 7.6GW로
28%를 담당한다.

20

KEMRI, 국가별 수요반응 운영현황 및 해외 진출사례 분석, 전력경제 REVIEW, 2015년 제42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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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의 업종별 DR시장 통계 (2013-2016)21
년도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차량

Total

참여 고객 수
2013

8,419,233

91.6%

611,826

6.7%

155,893

1.7%

398

0.0%

9,187,350

2014

8,603,402

92.9%

605,094

6.5%

57,129

0.6%

4

0.0%

9,265,629

2015

8,140,688

89.5%

890,284

9.8%

63,163

0.7%

3

0.0%

9,094,138

2016

8,739,535

88.8%

1,033,649

10.5%

66,170

0.7%

1

0.0%

9,839,355

잠재적 피크 절감규모 (MW)
2013

7,003

25.8%

5,124

18.9%

14,800

54.6%

168

0.6%

27,095

2014

8,118

26.0%

6,215

19.9%

16,505

52.9%

353

1.1%

31,191

2015

8,703

26.5%

6,989

21.3%

17,169

52.2%

14

0.0%

32,875

2016

10,518

29.3%

11,053

30.8%

14,339

39.9%

14

0.0%

35,924

실제 피크 절감규모 (MW)
2013

3,381

28.5%

2,548

21.4%

5,805

48.9%

149

1.3%

11,883

2014

3,147

24.8%

2,652

20.9%

6,883

54.3%

1

0.0%

12,683

2015

3,430

26.3%

3,047

23.4%

6,546

50.2%

13

0.1%

13,036

2016

3,608

30.5%

3,598

30.4%

4,632

39.1%

4

0.0%

11,841

에너지 절감량 (MWh)

21

2013

799,743

57.0%

486,348

34.7%

115,895

8.3%

1

0.0%

1,401,987

2014

881,563

61.4%

462,337

32.2%

92,549

6.4%

0

0.0%

1,436,449

2015

855,017

68.3%

273,089

21.8%

122,900

9.8%

0

0.0%

1,251,006

2016

1,005,144

75.2%

225,174

16.9%

105,818

7.9%

0

0.0%

1,336,136

U.S. EIA, "Annual Electric Power Industry Report, Form EIA-86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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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는 2018년 미국 내 DR시장 참여자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미국 내 DR참여자 중 가정용(주택용) 참여자가 874만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88.8%에

달하며,

전체

잠재적

피크

절감규모와

실제

피크

절감규모는 각각 29.3%, 30.5%의 비율을 보인다. 반면 전체 에너지 절감량은
75.2%로 앞의 2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즉, 가정용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DR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국내 시장과 달리
가정용 참여자도 DR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유럽 및 아시아 시장
EU는 신재생 전원의 불안정한 출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DR 시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에서 DR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전체 DR시장의 84.2%, 대만이 12.5%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2.8%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수요자원을 대안적인 발전원으로 여기고,
정부 주도로 다양한 DR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22

4.1.3 국내 DR시장 운영 현황
[표 4]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시점인 2014년 11월 시점에 운영되었던 국내
DR

시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지정기간제와

주간예고제는

한국전력에서

300kW이상의 대형 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였던
수요자원시장(수요입찰제) 역시 300kW이상의 대형 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22

PLMA, Evolution of Demand Response in the United States Electricity Indust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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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DR시장의 종류 (2014년 11월 기준)23
구분

지정기간

주간예고

수요자원시장

수요자원 거래시장

수요자원 거래시장

수요조정

수요조정

(수요입찰제)

(피크감축 DR)

(요금감축 DR)

예비력 450 만

예비력 450 만

예비력 500 만 kW

가격결정발전계획에

kW 미만

kW 미만

미만

따라 결정

전주

전일

금요일~전일

15 시~3 시간전

1 시간전

하루전

의무

자율 (입찰)

시행시기

하계 피크부하시

통보시점

2 개월 전

참여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입찰)

모집주체

한국전력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DR 사업자

대상 자원

300kW 이상

300kW 이상

300kW 이상

사업자 통합 10MW~500MW

’16 년

’16 년

’14 년 11 월

-

수요자원
거래시장
편입시기

국내 전력시장 역시 수요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수요관리 자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300kW 이하의 중소형 자원들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였으나, 시장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다수의 중소형 자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pain point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2014년 DR사업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수요자원시장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편입되었다.
기존의

DR시장에서는

자원모집부터

보상금

확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력거래소와 고객이 직접 수행하였으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서는 DR사업자가
자원 모집, 등록 자원량 산정, 입찰, 보상금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
인해 300kW 이하의 중소형 고객들이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원의 용량이 증가하였다.

23

Arthur D Little, Virtual Power Plants – At the Heart of the Energy Transi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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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용량
참여고객수

14

사업자수

2014

2015

2016

2017

(42)

(1,047)

(1,655)

(1,948)

2018

2030 (목표치)

[그림 12] 국내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모24
[그림 12]에서 2014부터 2018년까지의 수요자원 거래시장 총 등록용량과 참여고
객 수, DR사업자 수,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용량은 2014년 약 1.5GW의
규모에서 2018년에는 국내 총 설비용량의 4.3% 수준인 약 4.1GW까지 증가하였
다. DR사업자 수는 2014년 총 11개에서 25개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참여 고
객수는 861개에서 3,639개로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14년 42억원에서 2017년
1,948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2014년 개설 후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17년 이후 성장이 정체되었다. 자원 용량의 성장이 정
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R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
년대비 등록용량은 감소했으나, DR사업자는 25% 증가하였다.

24

KPX, 2017년도 전력시장 통계, 2014~2017. KPX, 2018년 12월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

정보,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 인용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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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활용도

국민DR

수요자원
거래시장

기존 DR

자원 종류

[그림 13] DR 프로그램 변화 Map
정부는 2018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소형 상가와 빌딩, 주택 등으로
DR자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DR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DR의 총 용량을
5.7GW까지 증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25 국민DR은 스마트가전을 활용하여 가전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하여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자동제어 방식을 활용한다.26

4.2 미국 DR시장의 사업자 동향 분석
전세계 DR 시장의 대표적인 초기 진입자는 EnerNOC과 Comverge이다. 현재
두 사업자는 운용 자원의 규모 측면에서 최대 사업자이다.2728

25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7.

26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2018.5.25.

27

GreenTechMedia, The Top Five Players in Demand Response, 2010.

28

UTILITYDIVE, Comverge, EnerNOC top Navigant’s list of DR provide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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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산업용 DR시장의 리더 EnerNOC
EnerNOC은

2017년

인수되었으며,

2백50만

Comverge는

달러에

같은

해

글로벌

100만

유틸리티

달러에

기업인

Enel에

기업

Itron에

유틸리티

인수되었다.29
EnerNOC은 미국 최대 DR사업자 중 하나로 DR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01년
DR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세계

최대의

DR사업자로

자리매김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DR사업 매출은 337백만 달러이며, 총 6GW,
8,000개의 고객을 보유하였다.30

[그림 14] EnerNOC 제공 서비스31
EnerNOC은 산업용과 상업용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DR
고객을 대상으로 수요관리 프로그램 선정과 등록 자원량 산정에 관한 컨설팅을

29

GreenTechMedia, Itron to Aquire Comverge for $100M, Diving into the Demand Response

Business, 2017.
30

CSImarket.com, EnelX 홈페이지.

31

Enel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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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으며, 참여 성과 분석, 대시보드, 수익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EnerNOC은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를 통해 최대전력 관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효율성 분석 및 운영 최적화, 에너지효율화 성과 분석, 과금 관리,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2 이러한
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를 DR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솔루션을

하나의

회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절감이라는 가치를 제공하였다.
EnerNoc은 2017년 매출 95조 규모의 글로벌 전력기업인 Enel에 인수되며
사명을 EnelX로 변경하였다. 33 Enel은 Enel에 인수된 후에는 유틸리티인 Enel이
보유한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다양한 자원을 DR 서비스에 통합하였다.
Enel은 북미에 3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ESS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EnelX는 DR서비스를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과 통합하여
고객이 전력 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최적의 사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4.2.2 가정용 DR시장의 리더 Comverge
Comverge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가정용 및 소형 상업용 자원을 중심으로
DR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매출은 6천만 달러이다.34

32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형 그린버튼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8.

33

위키피디아 Link

34

GreentechCapitalAdvisors https://www.greentechcapital.com/transactions/acquisition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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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omverge 온도조절장치
2008년 처음으로 DR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Pepco, Exelon, PECO 등
100개 이상의 유틸리티와 계약을 맺고 2백만 이상의 가정용, 소형 상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DR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유틸리티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300만대
이상의 에너지 관리 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D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35

2010년 텍사스 지역의 TXU Energy와 10만대의 스마트온도조절기 계약을 맺고
공급하였다. 온도조절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75 달러를 지불하고 2 년
동안 설치를 유지하기로 동의해야 했다.

36

이 외에도 또한 이 온도조절기를

통해서 D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에너지 효율화와
DR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사의 DR서비스에 타사의 온도조절장치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37
Comverge는 2017년 매출 2.3조원 규모의 에너지, 수자원 관리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인 Itron에 인수되었다. 38 Itron은 유틸리티와 협력하여 스마트 미터,
분석 소프트웨어 자원관리 솔루션 등을 판매한다.

35

PLMA, https://www.peakload.org/assets/17thSpring/7.SponsorShowcaseLightningRound.pdf,.

36

Venturebeat.com https://venturebeat.com/2010/08/05/comverge-txu-thermostats/

37

PLMA, https://www.peakload.org/assets/17thSpring/7.SponsorShowcaseLightningRound.pdf

38

Itron 홈페이지,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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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가정용 DR의 신규진입자 Ohmconnect
Ohmconnect는 2013년 설립된 가정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벤처기업이다.
타사의 홈 에너지관리 기기와 연동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여 제어하는 D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백만kWh를 절감하였으며,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약 500만 달러 수준이다. 39 Ohmconnect에 가입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그림

16]과

같은

간단한

설정만으로

홈IoT제품과 온도조절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림 16] Ohmconnect와 Nest 온도조절장치를 연결하는 화면40
Ohmconnect는 2018년 5월부터 스마트홈 기기 생산 기업인 Centrica Hive와
협력을 발표하였다. Centrica Hive는 스마트 전구, 스마트 플러그, 온도조절장치
등을 생산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Ohmconnect의 솔루션과 연계할 수 있으며,

39

Smart Energy International, https://www.smart-energy.com/industry-sectors/business-finance-

regulation/ohmconnect-google-partnership-consumers-clean-energy/
40

https://www.mintgreenliving.com/2018/03/25/how-to-connect-your-smart-thermostat-to-

ohm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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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알렉사, 구글홈과 같은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41 또한
2018년 8월에는 구글의 Nest 온도조절장치와 연계하였으며,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7] Centrica Hive사의 스마트홈 제품

4.3 국내 DR시장의 사업자 분석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25개의 DR사업자가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42 본 연구에서는 25개의 DR사업자의 사업영역과 DR자원의 범위, 매출액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8]과 같다. 전체 DR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대형ICT기업,

계량

및

검침

회사,

기타

소형

에너지

솔루션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체 사업자 중 분산형 자원의 솔루션 개발 및
설계/시공을 하거나 DR 시장에만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1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41

집단에너지

사업자

3개사,

대형

ICT기업

3개사,

업체

BusinessInsider https://markets.businessinsider.com/news/stocks/ohmconnect-partners-with-

centrica-hive-1018013935
42

계량/검침

KPX 홈페이지, 2019년 8월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 20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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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로 분류할 수 있다.
(매출액, 억원)
ICT 기업
(3)
집단에너지 사업자
(3)

10,000

1,000

계량/검침 (2)

500

설계/시공/솔루션
(17)

50

대형 발전 소형신재생

ESS

전기차

(사업영역)

기타

[그림 18]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기업43

4.3.1 집단에너지 사업자
DR사업에

참여

중인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SK

E&S,

씨앤씨티에너지,

서울에너지공사로 총 3개사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열전용보일러,
주거,

자원회수시설

상업지역

또는

등)에서

산업단지

내의

생산된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이들은 기존에 집단에너지를

43

기업 홈페이지, 네이버기업정보, 사람인 기업정보 종합,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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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참여하고

있는

상업지역과

있다.

산업단지

씨앤씨티에너지는

고객과의
2019년에

접점을

활용하여

에너지

솔루션

DR시장에
전문기업인

에너전트와 합작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산형 발전자원을 통합 중개하는
VPP 전력중개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4.3.2 대형 ICT 기업
이

그룹에

ICT역량을

해당하는

활용하여

기업은

BTM(Behind

KT,

SKT,

the

포스코ICT

Meter)

총

구간에서

3개사이다.

이들은

에너지효율화,

ESS,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KT는

2012년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시범서비스부터

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전체
지점의 DR 이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고객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전기차 등의 생산, 소비, 거래 등을
통합 관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인 KT-MEG을 운영 중이다. SKT는 2017년
에너지효율화 장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슈나이더와 제휴를 통해 AI기반의
빌딩관리 및 데이터센터를 개발, 운영 중에 있다.

4.3.3 전력 검침 사업자
이 그룹은 새서울산업, 우암코퍼레이션 총 2개사이다. 새서울산업의 주요
사업은 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고지서 송달 등으로 ICT와 크게 관련이 없다.
DR사업 역시 기술보다는 기존 사업의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DR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암코퍼레이션은 AMI(Automated Metering Infra)를 보급하고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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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회사로 수동으로 계량기를 검침하는 새서울산업에 비해 짧은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DR과 ESS를 연계한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4.3.4 기타 소규모 사업자
총 25개 DR사업자 중 17개사가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들은 소규모 분산형
자원의

설계,

시공,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DR이

주력사업인

사업자들이다.

상세정보가 확인된 14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2009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액은 약 500억원 이내이다. 이들은 신생기업이거나 사업 규모가 다른 세
그룹에 비해 작은 사업자들로 고객과의 접점이나 기존 영업 인력의 규모가 매우
작다. 이들 중 2개 회사가 통합 운영 플랫폼을 제공한다. 벽산파워는 신재생, ESS,
EMS, 디젤발전기 등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 중이며, 솔라커넥트는
2018년 DR솔루션기업 스트릭스를 인수하여 DR과 ESS를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을
제공 중에 있다.
이 그룹의 17개 사업자 중 16개는 국내 사업자이며, 에넬엑스코리아는 EnelX의
국내법인으로 2014년부터 국내 DR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4.3.5 국내 사업자 현황 정리
국내의 DR사업자들 역시 더욱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고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는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 모두 해외
주요 사업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형 에너지 솔루션 그룹을 제외한
3개의 사업자군은 고객과의 기존 영업채널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였다. 4개
사업자군 모두 신재생발전원, ESS, 전기차 등의 DR자원 후보군 중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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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만을 DR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다른 전력서비스에만
DR시스템을 연계하나, 사업적 제휴를 맺은 타 전력서비스 사업자와의 솔루션과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군은

사업을
최근

추진

중에

발전자원,

ESS,

있다.
전기차

최근
등의

대형ICT기업과
분산자원을

통합

운영하는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5. 미국 DR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5.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개념44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

분석,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이다. 미국과 한국의 DR사업자의 비즈니스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사용한다.

44

Osterwalder, Pigneur & al., Business Model Canvas: nine business model building block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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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고객
세그먼트(Customer Segments)이다. 이 블록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사람들과 조직을 정의한다. 고객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로 고객을 더욱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은 고객을 공통의 요구, 공통된 행동 또는 기타 속성을
가진 개별 세그먼트로 그룹화할 수 있다. 하나의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먼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s)이다. 이 블록은 특정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 번들을 설명한다. 가치 제안은 고객이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가치제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다. 가치 제안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집합
또는 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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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널(Channels)이다. 이 블록은 기업이 가치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세그먼트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고객에게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커뮤니케이션,
유통 및 판매 채널은 회사와 고객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며, 고객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객 접점이다.
넷째,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s)이다. 이 블록은 기업이 특정 고객
세그먼트와 설정하는 관계의 유형을 설명하며, 기업은 각 고객 세그먼트와
설정하려는 관계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객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동화된 관계까지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고객 관계는 고객 확보, 유지,
판매 증대를 위해 형성된다.
다섯째, 수익 흐름(Revenue Streams)이다. 이 블록은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서
생성하는 현금을 나타낸다. 기업은 고객 세그먼트가 어떤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며, 이 질문에 성공적인 대답이 가능하면 기업은
하나 이상의 수익 흐름을 생성할 수 있다.
여섯째, 핵심 자원(Key Resources)이다. 이 블록은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설명한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는 핵심 자원이
필요하다. 핵심 자원은 기업이 가치 제안을 생성하고, 시장에 도달하며, 고객
세그먼트와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따라 다른 핵심 자원이 필요하다. 핵심 자원은 물리적,
재정적, 지적, 인적 자원일 수 있으며, 기업이 직접 소유 또는 임대하거나 주요
파트너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일곱째, 핵심 활동(Key Activities)이다. 이 블록은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설명한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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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핵심 활동이 필요하다. 핵심 자원과 마찬가지로 가치 제안을 생성하고,
시장에 도달하며,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핵심 활동은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여덟째, 핵심 파트너십(Key Partnerships)이다.

이 블록은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도록 하는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유로 생성되며,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거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휴를 한다. 파트너십은 비경쟁사간 전략적 제휴, 경쟁사간
파트너십,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아홉째, 비용 구조(Cost Structure)이다. 이 블록은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을 설명한다. 가치 창출과 가치 전달, 고객관계
유지와 생성, 수익 창출 모두에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을 정의하면 계산할 수 있다.

5.1.1 EnerNOC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EnerNOC의 비즈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림 20]과 같이 DR감축 지시가 있는 경우, 고객이 스스로
전원을 제어하였다. EnerNOC은 유틸리티를 통해서 AMI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DR 감축 지시에 필요한 양만큼 고객에게 절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측 사이트의 전체 전력사용량과 전력기기의 상황을 DR 감축이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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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고객

En erNOC
데이터

D R시장
운영시스템

데이터

AMI

D R 솔루션

전력기기
( 고객이 제어)

[그림 20] EnerNOC 비즈니스 개요도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EnerNOC 실시간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AMI를 고객 사이트에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전력기기 제어장치룰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확인하고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DR신호에 더욱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며, DR솔루션 이외에
최대전력관리와 같은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였다.

유틸리티

고객

En e r NOC
데이터

D R시장
운영시스템

데이터

AMI

DR 솔루션

+

에너지 관리
솔루션

데이터

별도 AMI
기기 제어장치

데이터/제어

데이터/제어

전력기기

[그림 21] EnerNOC 비즈니스 개요도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
2017년 Enel에 인수된 후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증가하는 잠재적 DR자원을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nerNOC은 Enel이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사이트에 설치된 자원들을 DR 솔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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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고 에너지관리 솔루션과 DR솔루션을 결합하여 최적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5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 시장운영자
(유틸리티)

[고객 관계]

[가치 제안]

[고객 세그먼트]

- 현장 영업/컨설팅

- 감축 가능 설비/용량 컨설팅

- 영업시 현장 담당자 미팅

- 전력 소비 데이터 분석

- 전력 사용량 관리

- 온라인 감축결과 피드백

- 산업용 고객

- 전기요금 최소화
- 실시간 분석/자원 제어
- 신재생/EV/ESS 자원 통합 관리
(통합 데이터 분석)
[핵심 자원]

[채널]

- 현장 영업/컨설팅 인력

- 고객 사이트 방문

- 전력사용량 데이터

- 웹/모바일 포털

- DR 데이터 분석 SW
(신재생/EV/ESS 데이터
, 통합 분석 SW)

[비용 구조]

[수입원]

- 현장 영업/컨설팅 인건비

- 시장운영자로부터 DR 보상금 획득 후 고객과 분배

- 온라인 포털 구축/운영
- 스마트 미터 및 부하관리 기기 설치
- 데이터 분석 및 통합운영 시스템

2000년대

2010년대 Enel인수 후

[그림 22] EnerNOC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EnerNOC의 핵심 파트너는 DR을 운영하는 시장 운영자이다. 2000년대 초기의
핵심 활동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영업과 컨설팅, 사후 데이터 분석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AMI를 설치하고 기기제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신규
AMI와

전력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즉각적으로

전력기기를

제어하는 활동이 핵심활동이 되었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DR보상금을 통해 전력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치 제안을 만들어냈다.
2017년

45

Enel에

인수된

후로는

Ene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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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핵심자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분석하고 통합 운영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5.1.2 Comverge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Comverge의 비즈니스는 타사와의 파트너십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Comverge는

유틸리티와

계약을

맺고

가정용

온도조절기를 공급하였다. 자체 공급한 온도조절기를 보유한 가정을 DR 고객으로
모집하였으며, 온도조절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DR시장에 참여하였으며,
DR시장의 감축지시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온도조절기를 조절하였다.

유틸리티

고객

Comv e rge
데이터

D R시장
운영시스템

데이터

AMI

온도조절기

DR 솔루션
데이터/제어

[그림 23] Comverge의 비즈니스 개요도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
스마트 온도조절기가 등장하면서 DR시장 참여 이외의 목적으로도 다수의
온도조절기가 보급되었으며, Comverge는 이러한 가정을 DR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24]과 같이 타사의 온도조절기를 자사의 DR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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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고객

Comv e rge
데이터

D R시장
운영시스템

데이터

AMI

DR 솔루션
데이터/제어

온도조절기

데이터/제어

온도조절기
( 타사 제품)

[그림 24] Comverge의 비즈니스 개요도 (2010년대 중반~)
Comverge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아래와

같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핵심파트너는 유틸리티이다. Comverge는 유틸리티를 통해
온도조절기를

공급하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DR

고객을

확대하였다. 온도조절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함으로써 전기요금 감축이라는
가치 제안을 제공하였다. 2015년 이후로는 온도조절기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DR솔루션에 타사의 온도조절기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D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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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고객 관계]

[가치 제안]

- 시장운영자

- 원격 온도조절기 제어

- 감축 가능 설비/용량 컨설팅

- 유틸리티를 통해 접근

(유틸리티)

- 전력 소비 데이터 분석

- 전력 사용량 관리

- 온라인 감축결과 피드백

[고객 세그먼트]
- 가정용/상업용 고객
(자사 온도조절기 사용 고객)

- 전기요금 최소화
- 온도조절기 업체

- 타사와 연동

- 가정용/상업용 고객

(협력사)

(타사 온도조절기 사용 고객)

[핵심 자원]

[채널]
- 자사 웹/모바일 포털

- 온도조절기
- DR 데이터 분석 SW

- 협력사 포털

[비용 구조]

[수입원]

- 온라인 포털 구축/운영

- 온도조절기 판매

- 온도조절기

- 시장운영자로부터 DR 보상금 획득 후 고객과 분배

- 타사 온도조절기 연동 API 개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중반~

[그림 25] Comverge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5.1.3 Ohmconnect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Ohmconnect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와 같다. DR솔루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제어는 모두 온도조절기,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홈 디바이스
기업과 협력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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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고객

Oh mcon n e ct
데이터

데이터

DR시장
운영시스템

AMI

DR 솔루션

온도조절기
( 협력사)

데이터/제어

스마트플러그
( 협력사)

데이터/제어

스마트전구
( 협력사)

데이터/제어

[그림 26] Ohmconnect의 비즈니스 개요도
Ohmconnect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아래와

같다.

자체

디바이스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인 온도조절기 업체, 홈IoT 공급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협력사의 API에 맞추거나 자체 API 개발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기를 제어한다.
[핵심 파트너]

- 시장운영자
(유틸리티)

[핵심 활동]

[가치 제안]

- 전력 소비 데이터 분석

- 감축 가능 설비/용량 컨설팅

- 타사 기기와 연동

- 전력 사용량 관리

- 온도조절기 업체

[고객 관계]

[고객 세그먼트]

- 온라인 감축결과 피드백

- 가정용

- 전기요금 최소화

(협력사)

- 홈IoT 공급사
(협력사)

[핵심 자원]

[채널]

- DR 데이터 분석 SW

- 자사 웹/모바일 포털
- 협력사 포털

[비용 구조]

[수입원]

- 타사 온도조절기 연동 API 개발

- 시장운영자로부터 DR 보상금 획득 후 고객과 분배

- 온라인 포털 구축/운영

[그림 27] Ohmconnect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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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과 국내 DR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 분석
6.1 가정용 DR시장 비교 분석
6.1.1 국내 가정용 DR 시장의 부재
미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약 870만 가구가 총 3.6 GW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정용 DR시장에 참여하였다. 46 반면 국내에서는 2018년 가정용 DR 시범사업이
운영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가정용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6.1.2 전력 홈IoT 데이터 생성의 활성화 수준
기업은

핵심자원과

핵심활동을

통해

가치

제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핵심자원은 자체 확보하거나 핵심 파트너사를 통해 확보한다.47 현재 Comverge와
Ohmconnect 모두 스마트홈 파트너사의 홈IoT 데이터를 연동하고 이를 통해
핵심자원인 홈IoT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기요금

확보하고

최소화라는

가치를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발한다.

이것이

이를

통해

DR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러한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마트 온도조절기와 홈IoT가
시장에 보급되어야 하지만 국내에는 스마트 온도조절기나 홈 전력IoT 기기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6.1.3 국내 가정용 DR시장의 한계 및 원인 분석

46

U.S. EIA, "Annual Electric Power Industry Report, Form EIA-861, 2017.

47

Osterwalder, Pigneur & al., Business Model Canvas: nine business model building block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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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용 DR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낮은 AMI 보급률을 꼽을
수 있다. 고객이 DR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AMI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AMI가

설치되어야

시장운영자가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확인하고

평균

전력사용량과 비교하여 참여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DR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AMI가 설치된 가구만이 DR시장의 고객이 될 수
있으므로 AMI의 보급 확산은 DR시장 개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지만
국내의 AMI보급 속도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스마트그리드 지원을 확대하는 근거를
만들고 79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 중 65.9%인 52억 달러가 AMI와 고객관리
분야에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저압 수용가의 약
65%인 6,500만 사이트에 AMI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까지 전체의 90%
사이트인 9천만 사이트에 보급이 완료될 계획이다.48
(단위: 백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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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미국 AMI 설치 현황49

48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형 그린버튼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8.

49

STATISTA, Number of electric smart meters installations deployed in the U.S. from 2007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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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AMI 보급은 크게 한국전력에서 직접 검침하는 2,200만호의 저압수용가
(공동주택 및 소형건물)에 대한 보급사업과 한국전력에서 직접 검침하지 않는
저압수용가에

대한

보급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전력은

2013년

'AMI

전환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직접 검침하는 전국의 모든 계량기를 AMI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정원이 통신을 위한 암호 모듈 검증을
요구하면서 보급사업이 지연되었다.

50

최초 계획 발표 시, 2018년 기준으로

1,500만 가구에 보급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전체 가구의 약 24%인 450만
가구에서만 AMI가 설치되었다. 한국전력이 직접 검침하지 않는 저압수용가는
일부 공동주택과 대다수의 일반건물에 해당하며, 전체 수용가 중 0.16%인 0.5만
가구에만 AMI가 보급된 상황이다.51
[표 5] 한국전력 AMI 보급사업 계획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량 (만대)

263

493

743

1,000

1,250

1,500

1,830

2,194

누적 보급비율 (%)

13.5%

24.8%

36.7%

48.7%

59.8%

70.6%

84.8%

100%

국내 가정용 DR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두번째 요인은 전기 수요에 대한 가정용
고객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점이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은

0.025로

0.285로

조사된

산업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10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52 이러한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낮은
전기요금에 기인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50

전자신문, http://m.etnews.com/20190311000255

51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형 그린버튼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018

52

전수연,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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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로 낮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6번째로 저렴하다. 아래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의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의 비율은
111%이다. 반면 미국은 187%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53
[표 6]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2018년 4Q 기준)
가정용

산업용

산업용 대비

(kWh/원)

(kWh/원)

가정용 전기요금 (%)

한국

125

113

111%

미국

148

79

187%

독일

395

164

241%

프랑스

215

125

172%

영국

236

145

163%

일본

260

172

151%

구분

이러한 낮은 가정용 전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정용 고객이 전력 IoT기기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활동에 대한 동인을 줄인다.

6.1.4 국내 가정용 DR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국내에서도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말에 가정용DR(국민 DR)을
시행할 계획이다. 6개월 간 진행된 시범사업은 스마트에어컨이 설치된 가구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며

AMI가

보급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7만원대의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해야 DR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54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53

에너지 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36721, IEA 재구성

54

한국에너지공단,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및 스마트 E-Market 시범사업 실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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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DR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AMI와 전력IoT 기기의
보급을 가정용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국내 가정용 DR시장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I

보급의

신속한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AMI 보급사업에 포함된 2,200만 가구에 대한 보급을 가속화하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AMI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DR산업을 비롯한 국내 스마트홈 산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고객을 DR 및 전력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시장의
경쟁을 통한 시장 중심의 전기요금제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는
전력 소매업체간 경쟁이 없으며 국가가 요금제 설정에 직접 관여하는 동시에
세금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을 보전하며 전기요금 인하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형성되는 낮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유지된다면 가정용 고객의
전력시장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여 정상적인 수준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책정되어야
DR시장과 스마트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6.2 산업용 및 상업용 DR시장 비교 분석
6.2.1 새롭게 등장한 DR자원에 대한 데이터 획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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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잡성

유틸리티에서 인수
AMI&IoT 의 디지털화

(신재생/전기차/ESS 데이터 확보)

(AMI, 제어장치 설치)

3
신재생/전기차/ESS

데이터 분석

2

실시간 AMI/IoT
데이터 분석
& 원격 제어

1
누적 AMI/IoT
데이터 분석

시간

[그림 29] EnerNOC의 DR서비스 혁신 과정
산업용 및 상업용 DR시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DR자원의 다양화로
인해 솔루션의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초기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AMI와 전력 IoT기기의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DR솔루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DR시장이 개설된
시점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황에 맞게 전력사용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R사업자들은 유틸리티가
설치한 AMI보다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AMI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전력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IoT기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의 전력 설비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면서 DR사업자는 더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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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정교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장비를 실시간으로
제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가치 제안을 강화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는 대형 유틸리티가 통합된 전력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대형
DR사업자들을 인수하였다. 유틸리티에 통합된 DR사업자들은 유틸리티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DR솔루션으로 분석 가능한
자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전기요금 최소화라는 가치 제안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및 상업용 DR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 DR사업자가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이래

2017년까지

등록용량이

연평균

41%

성장하였으나 55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6 . 국내 DR사업자들은 [그림 29]의 2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자사가

보유한

자원

외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국내 DR사업자
중

솔라커넥트와

우암코퍼레이션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DR솔루션을

개발하였으나 미국 사업자에 비해 분석하는 자원의 종류가 적고 데이터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KT와 벽산파워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을 통합 관제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DR 솔루션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를 연계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55

KPX, 2017년도 전력시장 통계, 2014~2017.

56

KPX, 2018년 12월 수요자원거래시장 현황 및 운영정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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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국내 산업용 및 상업용 DR시장의 한계 및 원인 분석
앞서 [그림 29]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과 같이, 유틸리티가
DR솔루션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자원의 데이터가 DR솔루션에 흡수되고 이를 분석하여
고객

제안을

강화하는

과정은

국내

전력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전력산업에서 한국전력이 유일한 유틸리티이다. 따라서 유틸리티가 DR사업자로
시장에 진출하거나 특정한 DR사업자를 인수하는 일은 시장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즉, 국내 DR사업자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유틸리티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DR솔루션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2.3 국내 산업용 및 상업용 DR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판매경쟁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다수의 유틸리티와 DR사업자가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유틸리티가

직접

DR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DR사업의 핵심 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DR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공유
채널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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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지금까지 전력산업의 변화 동향과 이로 인한 DR산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하여 미국 DR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하고 국내 DR시장과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DR시장의 한계와 원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전력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직 독점 형태로 운영되었던 전력산업이
개방화되어 유틸리티 간의 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AMI의 보급과
전력설비의

디지털화로

더욱

상세한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자원이 전력산업에 등장하였다.
DR사업자는 전력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고객에게 전기요금 최소화라는
가치 제안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상세해지고 자원이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많은 자원을 DR솔루션에 활용하기 위해 전력산업 내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국내 DR사업자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향상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DR사업자들만의 노력으로 국내 DR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내 전력시장에는 미국에 비해 AMI, 전력 홈IoT와
같이 신규 전력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판매경쟁의

미도입으로

인해

유틸리티와

DR사업자간

협력

모델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깊은 관여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동인이

적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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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보급과

동시에

DR사업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한 공유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판매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국내 시장에 다수의 유틸리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DR과 같은
신규

전력사업에서

유틸리티가

주도하거나

유틸리티와

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활성화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DR사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내의

다양한

사업자,

규제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DR과 관련한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홈의 경우 구글과
아마존을

중심으로

전력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서비스들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DR사업자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다양한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력 소비자 측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중 하나인 DR의
국내 시장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의 방법과 결과물들은
DR시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새롭게

생성되는

전력분야의

분석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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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캐치 업 전략의 변화와 산업 주도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왜 중요한지를 살피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정부 연구과제 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중요한 기관을 밝혀내었다. 이에 더해, 산업 혁신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산업 주도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LCD 분야와 OLED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위 분석을 토대로
산업 주도권의 유지를 위한 전략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Keywords: 디스플레이 산업, 캐치 업 전략, 산업 주도권, 한국, LCD,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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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와 분석 필요성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1세대 캐치 업에 성공한 국가로 여러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Lee(2013)은 캐치 업에 성공한 국가들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하면서, 캐치 업에 성공한 국가들의 특성은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에
특화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
형으로

2차

캐치

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혁신

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이 제품수명주기가 긴 산업에 집중하여야 하며, 지식
생산의 토착화가 발생하여야 하고, 지식 생산의 집중도 저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캐치 업 전략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은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패널 제조 분야는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수명주기가 짧다고 할 수 있으나, 후방 산업은 기술수명
주기가 긴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런 양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Catch-up 전략의 전환에서 디스
플레이 산업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진다.
또한,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제품에서 OLED 제품의 전환이 일어
나는 시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가 산업 주도권을 쥐고는 있으나, 후발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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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며 후방 산업에서 미처 달성하지 못한 국산화
문제 등이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및 미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인 Micro LED에 투자를 하여 다시
금 산업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면밀한 분석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2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정부지원 R&D 과제의 중요성과
사회 네트워크 분석
국가 혁신 시스템(NIS)은 새로운 기술의 생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 정부
와 기업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협상하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
는 국가의 기관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Metcalfe, 1997). 연구 개발과 혁신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나, 자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게 투자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연
구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
금을 투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Hall and Lerner 2010, Bellucci et al,
2019). 기업은 스스로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기업과의 연구 개발에 더해
정부기관과 함께 R&D collaboration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중
소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Baumann and Kritiko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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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중소 기업의 경우
R&D 자금의 47.3%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며, 외부 자금 중 정부 지원 R&D
과제 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29.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R&D
를 위하여 내부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 외에는 정부 연구 과제 참여가
주요한 R&D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것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이는 위에서 제시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분석 필요성과 결합하여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정부 지원 R&D 과제의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의 R&D에서 공통적인 관점은 정부 지원이 대기업이나 설립
된지 오래된 기업보다 중소 기업이나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에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Bustom et al, 2014). 그러나 정부 지원의 공동
연구(collaborative research)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혼재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자본 집중적이고, hightechnology 산업으로서 R&D 과제를 수행할 경우 공동 연구가 중요한 분야
로 여겨지고 있다. (Kang and Park, 2012)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
업에서 정부 지원 R&D 협업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R&D
협업 네트워크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연구 주체가 중요한지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듯 네트워크 상에서 중소기업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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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정부지원 R&D 과제가 효과적으로 구성 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며, 향후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문헌 조사
2.1 캐치 업 사이클과 산업 혁신 시스템 그리고 산업 주도권
경제 성장과 기술적 캐치 업은 국가 혁신 시스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Lundvall, 2007), 이는 국가 혁신 시스템이 슘페터 학파로부터 고
안된 개념으로 기술적 변화가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국가 혁신 시스템은 초창기에는 제도적 구조와 집합적 학습, 경로 의존성
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러나 이는 거시적 접근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고, 기술적, 산업별, 그리
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후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혁신 시스템의 국제화와 다국적 기업 및 지식
의 국제적 이동이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Watkins et al,
2015).
위의 흐름에서 Malerba(2005)는 산업 별 혁신 시스템(Sectoral System of
Innovation)을 고안하였다. 이는 기술혁신이 산업 간 다르게 진행되며, 국가
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산업(Sector)은 공통된 지식기반을 공유하는 경제활동의 집합체 또는 주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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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 연관제품군에 의해 묶어진 활동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산업(Sector) 안에서 의사소통, 교환, 협력, 경쟁 등의 다양한 상
호작용이 일어난다. 상호작용은 기관에 의해 유형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혁신은 시스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혁신 시스템과 산업 혁신 시스템을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개별 국
가 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산업적 특화 현상과 산업적 성과의 차별성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황혜란, 2005). 이는 특정 산업에서 산업 주도권의 국
가별 이동에 대해서 고려할 때, 단순히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국가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andini et al(2017)은 휴대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산업 주도권 변화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산업 주도권의 변화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통
해 산업 주도권 변화를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기술적 혁신의 정
도, lock-in의 정도, 기술 지형의 형태, 선도자의 능력의 차이에 의해, 다른
형태의 캐치 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 and Malerba(2017)은 위 모델에 기회의 창 개념을 강조하면서 산업 별
혁신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산업 주도권의 변화가 발생하는 데
에는 비용 우위에 따른 복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캐치 업이
발생 하며, 마지막에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과 이에 대한 후발자
와 선도자의 대응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서 IT
산업을 분석한 Mani(2013), 반도체 메모리 칩 산업을 다룬 Shin(2017), 카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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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의 주도권 변화를 분석한 Kang and Song(2017), 와인 산업에 대하여
살펴본 Morrison and Rabellotti(2017)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업 주도권 유지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산업별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
업의 주도권 전략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캐치 업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자기기와 사람과의 인터페이스로 각종 전자기기로
부터 출력되는 전기적 정보, 신호를 광 정보 신호로 변환하여, 인간이 시
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숫자, 문자, 도형 화상 등의 패턴화된 정보로
표시하는 장치 및 이를 위한 각종 부품, 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디스플레이 산업은 바이오 산업과 마찬가지로 High-technology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산업의 R&D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Kang and Park, 2012).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자본 집중적(Capital Intensive)이며, 기술 집약적 성
격(Techonology intensive)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험 및 높은 수익을 가진 산
업이라는 것을 뜻한다(Hisao et al, 2011). 이는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플레이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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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본 및 미국이라는 선도 국가로부터 후발 국가인 한국이 어떤 방식
으로 발전해왔으며 경쟁 국가인 대만과의 비교가 주로 연구 대상이 되었
다. Linden et el(1998)이 LCD 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따
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DRAM의 성공과
그 효과가 LCD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Park et al, 2008), 반도체 산
업의 발달과 패널 제조 산업이 어떻게 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Yoshioka, 2016), TFT-LCD분야에서의 대만과의 비교연구(Hung, 2012) 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특허를 이용한 분석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다. Hu(2012)는 일본과 대만, 한국에서 TFT-LCD 산업이 어떻게 발전
해 왔는지를 특허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Jang et al(2009)는 특
허 인용 분석을 통하여 FPD산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캐치 업이 이루어졌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전까지의 산업들이 LCD 분야에서 대만, 한국과 일본
의 경쟁을 다루었다면 OLED 분야에서는 Li et al(2016)이 특허 분석을 통하
여 더 후발주자인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 논문들은 산업 주도권의 이전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특허라는
혁신 지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LCD 분야에서의 Catch-up을 다루었을 뿐,
OLED에서의 Catch-up 전략과 리더십 유지에 대한 부분에 공백이 존재하고

7

558

있다. 또한 특정 기업들의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여 시스템적 관점에서 정
부 정책과 제도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
간의 관점에서 캐치 업 이후의 산업 주도권과 2 차적 캐치 업에 대한 깊
은 분석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집중하고 OLED 분야의
Catch-up 전략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룸으로써 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제 3장. 방법론과 데이터
3.1 사회 네트워크 분석
사회 네트워크 관점은 관계적 개념이나 과정에 대하여 표현하고있는
이론과 모델과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식과 자원을 전달
하거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한다(Wasserman and Faust, 1994).
이는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원(Actor)이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가 사회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본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는 2개가 있다. 첫
번째는 노드(Node, Player, Actor)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 개체를 이른다. 이
때 노드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두번째 구성요소로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link, tie)가 존재한다. 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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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리고자 할 때의 구성요소를
이르고, 링크는 그룹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첫번
째로는 노드 그 자체의 분석이다. 이는 어느 노드가 중요한 노드(Centrality)
인가, 그리고 이 노드의 개별적인 역할에 집중한다. 두번째로는 특정한 노
드들과 그 들의 링크를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
을 보는 것이다.
보통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를 살펴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와 세번째의 분석 단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분석 단계는 네트워크 상의 밀도(Density)로서 나타낼 수 있
다. 네트워크 밀도는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가능한 링크와 실제로 형성 되
어있는 링크의 비율을 이른다(Lee et al, 2012). 연구 협업에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유
와 교환이 더 빠르게 촉진될 수 있음을 뜻한다(Rigby and Edler, 2005).
세번째 분석 단계는 중심성(Centrality)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을 나타내는 척도로, 어느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중
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심성은 측정 방법에 따라 연결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 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를 들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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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도 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링크의 개수
를 세어 특정 노드가 더 많은 노드와 연결이 되어있다면 중요한 노드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직관적이나, 직접적인 연결 만을 보므로, 네트워크 전체
에서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근접 중심성은 중요한 노드라면,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거리가 가깝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는 연결정도 중심성과 다르게 간접적인 연결까지
도 고려하게 된다. 이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되기까지의 최단 거
리가 짧을수록 중심성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다.
매개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노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Wasserman and Faust, 1994) 정보가 생산되어 전파
될 때, 중개자의 역할을 중요시 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해당 노드에 직접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한다. 이는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이 높은 노드와
연결된 노드가, 영향력이 낮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며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두어 중심성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다양한 중심성 분석이 사용되지만, 본 고에서는 아
이겐벡터 중심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Kastelle and Steen(2010)에 따르면, 아이
겐벡터 중심성이 높다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노드와 상호의존성이 높
고 협업 활동에 대하여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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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와 자원의 영향력과 접근을 표시하기에 적합한 수치로 보기 때문
이다.

3.2 산업 혁신 시스템과 기회의 창
위에서 언급하였듯, 산업 혁신 시스템은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국가를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단위로 하여 국가의 산업 주도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개념이다. 이는 Malerba(2005)가 처음 고안하였으며, Landini
et al(2017)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산업의 주도권 이동 사례를 토대로 모델링
하여 산업 주도권 변화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Lee and Malerba(2018)는 기회
의 창 개념 및 선도자와 후발자의 대응 전략을 고려하여 모델을 보다 정
교하게 다듬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Landini et al(2017)은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였을 때, 산업에서 주
도권 변화가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산업 주도
권은 시장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은 기술 영역에서 혁신적 활동과 학습을 수행하며,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들과 후발 주자로서 진입한 국가의
기업은 각각의 국가가 갖는 시장에서 시장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모델링
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기술적 비연속성이 존재하였을 때, 비연속성이 더 클수록 기
술이 이끄는 산업주도권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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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술적 비연속성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수준의 기술적 락인 효과
(Lock-in effect)가 있는 것이 산업 주도권의 변화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다. 세번째로는 기술의 비연속성이 존재할 때, 기술 주도권 변화는 전통적
인 산업보다는 high-tech 산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네번째로는 기술적 비연속성이 존재할 때, 기회의 창이 더 크고 이에 따른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한다면 기술 주도적 산업 주도권 변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비연속성이 존재할 때, 선도적 위치
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초기 능력이 클수록 후발자가 산업주도권을 차지하
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회의 창의 크기와, Lock-in의 정도와, 기술적 지형과, 초기
선도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캐치 업 사이클이 나온다는 것을 분석하
였다. 첫번째로는 산업 주도권이 변화하는 캐치 업 사이클(Change of
industrial leadership)이며, 두번째로는 캐치 업이 발생하였으나 실패하는 경
우이며(Aborted cycle), 세번째로는 후발자로 산업에 진입하여 캐치 업에 성
공한 뒤 꾸준히 리더십을 유지하는 경우이며(Persistant leadership), 마지막으
로는

후발자와

선도자

둘

다

주도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Coexistance)를 들 수 있다.
Lee and Malerba(2018)은 위 4가지 캐치 업 사이클에 대한 다양한 산업 사
례를 제시하였고, 캐치 업을 통한 산업 주도권의 변화 혹은 유지는 3단계
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초기 단계인데,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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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자로부터 비용 우위에 따른 모방이 발생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점
진적 캐치 업인데, 이때는 모방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며 이때는
국가 혁신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단계로는
기회의 창과 기업들의 대응인데,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회의 창과 이에 대
응하는 선도자와 후발자의 반응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게 된다고 보았다.
기회의 창으로는 1) 새로운 기술, 2) 수요의 변화, 3) 공공 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들었고, 기회의 창에 대해서 후발자와 선도자는 각기 다른 대응을
하게 된다. 이 때 후발자가 모방하는 과정에서 축적되었던 능력을 활용하
고 빠른 정부의 대응이 추가되며, 기존 산업의 발전에서 거쳐왔던 몇몇 과
정을 생략하고 도약하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선도자는 기존 유지해왔던 경
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Incumbent trap에 빠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
게 되면 산업 주도권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산업 혁신 시스템은 Lee and Malerba(2018)의 연구 내
용을 이어 받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캐치 업 전략
을 분석하고 향후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정부 지원 연구 네트워크에서 얻
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결합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3.3 데이터
정부 지원 R&D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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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NTIS는 국가 과제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기관,
과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LCD에 관련된 키워드와
OLED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과제들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데이터는
2012-2019년도까지를 이용하였다.
이는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위
두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비교함으로써 산업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2012년 이후를 설정한
것은, LCD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캐치 업에 성공하고 리더십을 유지한 시간
인 2000년대 이후에 새로운 후발 주자인 중국이 대두되는 시기로, 산업 주
도권이 흔들리는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보여줄 수 있어 설정하였다.
그 외의 기업 정보는 DART(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업 공시 자
료, 그리고 한국기업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를 사용하였다. 산업
혁신 시스템 분석은 문헌 조사에서 제시한 내용 및 정책 보고서를 다양하
게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제 4장.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정부연구과제의 네트워크 분석
4. 1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과 가치사슬 분석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이하에
서는 제품의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디스플레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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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Panel)을

기준으로

하며,

크게

CRT(Cathode Ray Tube), LCD(Liquid Crystal Display),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발전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디스플레이 생산에서는
LCD와 OLED가 시장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림 1.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한국 디스플레이 협회, 2018) >
LCD와 OLED 제품의 차이와 공통점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간략하게 설
명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LCD는 빛을 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과 컬러를 구현하는 부품이 다르다는 것과 OLED는 위 두 부품이 같
다는 것을 들 수 있다. LCD의 경우 빛을 공급해주는 BLU(Back Light Unit)
장치가 존재하고, 색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리기판(Glass) 사이에 컬러 필터
(Color Filter)와 액정이 존재한다. 반면 OLED는 BLU 부품이 없이, 유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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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층이 빛을 내는 동시에 색을 구현한다. 대신 유기 발광층은 유기 물질로
구성되어 수분과 산소에 취약하므로 봉지층이라는 별도의 보호 부품이 필
요하다.

< 그림 2. LCD와 OLED 구조의 차이(LG디스플레이 기업 블로그, 2015)>

한편 LCD와 OLED는 제조 공정 상 공통점이 존재한다. OLED 제조 공정
은 기판 위에 화소에 전류를 공급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박막
트랜지스터(TFT)를 구성하는 백플레인(Back Plane) 공정, 진공 상태에서 유
기물질을 박막 트랜지스터가 구성 된 기판 위에 부착하는 증착(Evaporation)
및 봉지(Encapsulation) 공정, 마지막으로 OLED 패널을 용도에 맞게 절단하
고 구동 회로와 연결하는 모듈(Module) 공정이 있다.
LCD 제조 공정 또한 박막 트랜지스터를 기판 위에 부착하는 TFT 공정,
색을 구현하기 위해 컬러 필터를 유리 기판에 부착하는 CF 공정, 박막 트
랜지스터가 부착된 기판과 컬러 필터가 부착된 기판을 합치고 액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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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Cell 공정, 마지막으로 LCD 패널을 용도에 맞게 절단하고 구동 회
로와 연결하는 모듈(Module) 공정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LCD의 TFT 공정
과 모듈 공정, OLED의 백플레인 공정 및 모듈 공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 분야에서는 일본이 선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1995년 LCD 분야에 뛰어들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
였다. 이후 한국은 중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
였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에도 집중하였
다. 반면 일본의 경우, 대만 기업에게 범용성 높은 디스플레이 제품은 위탁
생산하고 고부가가치의 중소형 제품 생산에만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
는 2002년 이후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기여
하였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의 정책적 지원의 영향이 컸으며 이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OLED 분야는 Hu(2012)의 분석에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이 199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투자한 분야이다. 집중적으로 투자한 전
략이 성공하여, 2019년까지도 OLED분야에서는 한국이 2017년 기준 시장점
유율이 96.6%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치사슬이란 기업의 부가가치 활동 파악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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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반화된 방법론(김갑수, 2017)로 마이클 포터에 의해 정립된 전략 경
영의 개념이다. 위 분석은 각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단계에 따라
서 산업을 나누어 파악하는 것으로, 산업을 한눈에 살펴보기에 용이한 구조
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다음과 같은 가치 사슬 구조를
지니고 있다.
Upper Stream

Middle Stream

장비, 부품, 소재

패널 제조

중소 기업

대기업 (LGD, SDC)

Down Stream
응용 제품
(TV, 스마트 폰)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부 연구과제 네트워크의 구성과 비교 과정에서 위
의 가치사슬 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4.2 LCD 네트워크와 중심성 분석에 따른 중요 기관
LCD 데이터에 의한 LCD 네트워크에서 총 링크의 개수는 1860개이며, 네
트워크 상의 노드는 342개이다. 이 네트워크의 밀도는 0.016이며, 평균 링크
의 수는 5.439이다. 이에 따른 네트워크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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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겐 벡터 중심성으로 측정한 LCD 정부 연구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한
노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 342개의 노드에서 중요한 순으로
50개만 표기하였다.
LCD network node

Eigenvector LCD network node

Eigenvecto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295062 에스케이케미칼

0.013393

순천대학

0.288525 중앙대학

0.013233

유니젯

0.288307 젠

0.013233

삼성전자

0.288007 탑엔지니어링

0.013233

에스에프에이

0.288007 동우화인켐

0.012787

충남대학

0.288007 충남테크노파크

0.012526

전주대학

0.288007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0.012526

성균관대학

0.269016 비에이치

0.012401

전자부품연구원

0.262997 삼화콘덴서공업주식회사

0.012401

나노신소재

0.261465 한국화학연구원

0.003891

한국기계연구원

0.258006 동아대학

0.0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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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

0.22549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003119

케이씨텍

0.204215 금오공과대학

0.002803

서울대학

0.150542 동진쎄미켐

0.002785

건국대학

0.133004 삼성디스플레이

0.002785

한양대학

0.029905 코캣

0.002216

엘엠에스

0.023215 고려대학

0.001481

인하대학

0.020355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0.001454

나노캠텍

0.019338 태광테크

0.001419

신일화학공업

0.017423 희성금속

0.001419

엘지이노텍

0.017423 오영산업

0.00137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016553 영남대학

0.001275

상보

0.016453 오씨아이

0.001275

제이오

0.016216 알엠케이

0.001275

연세대학

0.014096 썸백

0.001267

이들 중에서 대학은 총 14개 기관, 연구기관은 총 9개, 기업은 총 27개
이며, 대기업인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에스케이케미칼, 삼성디스플레이, 오
씨아이㈜를 제외하면 21개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존재한다. 그 중 태광
테크는 2015년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제외하여 총 20개
의 중소, 중견기업을 분석하였다. 20개의 기업 중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는 7개이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3개이며,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8개
포함되었다. 소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2개이며 알엠케이의 경우 건
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무관함을 보였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업체명
(주)유니젯

법인번호
13111100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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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KED)

회사분류

소기업

장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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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프에이

1942110032714

중견기업

장비회사

(주)나노신소재

1601110094162

중기업

소재회사

(주)케이씨텍

1101110703210

중견기업

장비회사

(주)엘엠에스

1101111651242 보호대상중견기업
1345110037710
중기업

나노캠텍(주)
신일화학공업(주)
(주)상보
(주)제이오
(주)에이씨엔 (=젠)
(주)탑엔지니어링
동우화인켐(주)
(주)비에이치
삼화콘덴서공업(주)
(주)동진쎄미켐

1350110033360

중기업

1243110024177 보호대상중견기업
1244110019788
중기업
1101114019314

소기업

1760110007937 보호대상중견기업
2149110005738
중견기업
1350110087483

중견기업

1345110003696 보호대상중견기업
1201110003848
중견기업

(주)코캣

1101111334442

(주)글로벌스탠다드

1313110038864

테크놀로지

소기업
중기업

부품소재회사
소재회사
소재회사
소재회사
소재회사
장비회사
장비회사
부품회사
부품회사
부품회사
소재회사
소재회사
장비회사

(주)오영

1156110001071

한시성중소기업

소재회사

(주)썸백

1101110969836

소기업

장비회사

희성금속(주)

1201110003567

중견기업

부품소재회사

4.3 OLED 네트워크와 중심성 분석에 따른 중요 기관
OLED 네트워크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총 링크의 수는 3010개이며, 네트
워크 상의 노드는 653개이다. 이 네트워크의 밀도는 0.007로서 평균 링크의
수는 4.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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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겐 벡터 중심성으로 측정한 OLED 정부 연구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
한 노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 653개의 노드에서 중요한 순
으로 49개만 표기하였다.
OLED network node

OLED network node

경희대학

Eigenvector
0.416746

동진쎄미켐

Eigenvector
0.059123

고려대학

0.389872

한양대학

0.058804

서울대학

0.306275

가톨릭대학

0.0558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280128

경인양행

0.050307

경상대학

0.268131

홍익대학

0.049652

전자부품연구원

0.250143

아이컴포넌트

0.047465

엘지디스플레이

0.245143

한국세라믹기술원

0.047465

성균관대학

0.210074

연세대학

0.044108

대주전자재료

0.19281

주성엔지니어링

0.039901

덕산네오룩스

0.189432

솔베이코리아

0.03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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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0.170008

한밭대학
Fraunhofer Institute for
Silicate Research

0.03794

삼성디스플레이

0.134286

두산

0.130625

에버켐텍

0.035868

알파켐

0.119507

피엔에이치테크

0.034913

순천향대학

0.106143

포항공과대학

0.027776

네패스

0.102834

나노솔루션

0.02713

한국과학기술원

0.085478

제주대학

0.0269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083401

씨에스엘쏠라

0.026102

엘지화학

0.082087

아모텍

0.02522

에스에프에이

0.079489

건국대학

0.023188

인하대학

0.078787

나인테크

0.021224

선익시스템

0.073851

0.0212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068949

국가핵융합연구소
AVACO

중앙대학

0.065801

켐옵틱스

0.020735

단국대학

0.060999

0.036767

0.021224

이들 중에서 대학은 총 17개 기관, 연구기관은 총 8개, 기업은 총 24개이
며, 대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두산, 엘지 화학, 솔베이 코
리아를 제외하면 19개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존재한다. 19개의 기업 중
에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9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는 5개, 부품을 생
산하는 회사는 5개로 나타났다. 켐옵틱스의 경우에는 광통신용 부품을 생산
하는 회사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무관하였으며 씨에스엘솔라의 경우 스킨앤
스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를 매각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업체명

기업규모(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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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번호

회사분류

574

대주전자재료(주)

중기업

1301110007616

소재회사

덕산네오룩스(주)

중기업

1615110176036

소재회사

(주)알파켐

중기업

1301110047092

소재회사

(주)네패스

중견기업

1545110002355

부품회사

(주)에스에프에이

중견기업

1942110032714

장비회사

(주)선익시스템

보호대상중견기업

1101110700555

장비회사

(주)동진쎄미켐

중견기업

1201110003848

소재회사

(주)아이컴포넌트

중기업

1301110060490

부품회사

주성엔지니어링(주)

중견기업

1301110033281

장비회사

(주)에버켐텍

소기업

1348110192021

소재회사

(주)피엔에이치테크

소기업

1311110237931

소재회사

(주)나노솔루션

소기업

2101110054248

부품회사

(주)아모텍

중견기업

1244110019308

부품회사

(주)나인테크

중기업

1341110155411

장비회사

(주)아바코

보호대상중견기업

1701110166737

장비회사

(주)경인양행

보호대상중견기업

1201110005703

소재회사

4.4 소 결
위 네트워크 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먼저 대기업의 중심성 강화를 들
수 있다. LCD 네트워크 상에서 대기업인 삼성전자, 엘지 이노텍, 에스케이케미
칼,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이겐 벡터 중심성 순위는 각각 4위, 21위, 26위, 40위, 48
위이다. 그러나 OLED 네트워크 상에서 대기업인 엘지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
레이, 두산, 엘지 화학, 솔베이 코리아의 순위는 각각 7위, 12위, 13위, 19위, 35위
로 평균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 연구과제 네트워크 상에서 중소,
중견 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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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후방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OLED 분야에서는 LCD 분야에 비해 대기업의 참여가 더 중요하게 다루
어졌음을 뜻한다.
두번째로는 대학들의 중요성 강화를 들 수 있다. LCD 네트워크에 비해 OLED
네트워크에서는 대학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LCD 네
트워크와 OLED 네트워크 상에서 대학의 총 개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으나, 그
순위를 살펴보면 대학들의 순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의 중심성 강화와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중요
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LCD 연구과제 네트워크 구성 년도 및 OLED 연구과제 네트워크 구성
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2년도부터 2019년
도까지의 시기는, LCD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패널 양산에서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LCD 분야의 연구 과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양산하고 있는 LCD 패널에 소요되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국
산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연구 주체로 선정 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OLED 분야에서 이 시기는 OLED 분야의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OLED 패널의 첫 양산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당시 연구과제에서는 OLED 분야의 기술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으
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서 연구 개발인력이 풍부한 대학과 기술력이 검증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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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연구과제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5장. 산업 혁신 시스템 분석과 산업 주도권 유지 전략
5.1 LCD 분야에서의 캐치 업 전략과 산업 주도권의 확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LCD 분야에 선도자인
일본을 두고 후발자로서 진입하여 산업주도권을 확보하였다. Lee and Malerba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LCD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수행한 캐치 업 전략을 보면 다
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초기단계로서, 우리나라는 1995년도부터 LCD 분야에 뛰어들면서,
일본을 선도자로서 두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입하였다. 이 때 당시에는 일본에
비하여 비용 우위에 기반한 모방적 생산이 발생하였다. 1995년에 발생한 근기
대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이나 대만에 생산 시설을 이전함으
로써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두 번째로는 점진적 캐치 업인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
로 인한 기술의 Spill over가 발생하였음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4
년부터 중기 거점 기술 개발, 선도 기술 개발, 핵심 소재 국산화 계획 등 디스
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대기업에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사한 분야의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반도체 산업의 부진 이후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디스플레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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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선도자에 비해 점진적인 캐치 업을 수행할 수 있었
다.
기회의 창에 따른 산업 주도권의 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첫번째로는 기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LCD 분야에서 선도자였던 일본은
당시 Toshiba, Hitachi 사 등을 필두로 a-Si TFT-LCD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는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고해상도화가 발생하면서 LTPS TFT-LCD가 등장하
였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인 후자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후에 언급할 디지
털 TV의 생산과도 연결된다.
기회의 창 2번째는 디지털 TV로의 전환이라는 수요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달랐
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조사의 경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LCD TV는 Toshiba, Hitachi, Sharp
가 수행하였고 PDP TV는 Panasonic, Fujitsu 등이 맡아 개발하였다. OLED TV는
Sony 사가 개발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TV 규격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자국 내 제조사들을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경쟁
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국 내
경쟁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Sony
사가 OLED TV의 개발이 아닌, Samsung 과 합작하여 S-LCD를 개발하기 시작한
데서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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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후발자로 진입하였으나 반도체 산업의 기술
Spill-over,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하여 선도자였던 일본이 유지해왔던 기술
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디스플
레이 산업에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미래 중대형 디스플레이 수요의 예
측에 실패하였고 정부의 부절절한 대처로 인하여 Incumbent Trap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은 2002년에 디스플레이 시장 세계 점
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된다.

5.2 OLED 분야로의 전환과 산업 주도권 유지를 위한 전략
변화
LCD 분야에서 2002년 이후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
나, 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한국의 발전 패턴이 해외적 요
인에 높게 의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해외에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였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Yoshioka, 2016).
즉, 수출을 위하여 대부분의 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하여 수출을 시행하는 구
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약점은 국산
화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가치사슬 분석에서 Upper Stream에 해당하면서
기술수명주기가 긴 산업인 장비, 부품, 소재 분야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중국이 LCD 분야에 진출하면서 도드라졌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하여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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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패널의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주도권이 이전된 것이다.
한편, OLED 분야로의 생산 전환은 2017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Hu(2012)에
서 지적하듯이, OLED는 한국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인식하고 집중적으
로 특허를 확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OLED 분야에서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의 양산에 성공
해야만 했고, 실제로 양산에 성공하여 OLED 분야에서는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
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상황을 정리하면, LCD 분야에서는 후발자인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나 OLED 분야에서는 아직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CD 분야의 공정과 OLED 분야의 공정은 유사성
이 높다는 것이 문제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인 OLED에서도 중국이 후발자로서
산업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 또한 산업 주도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Micro-LED라
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9).
여러가지 상황을 산업 주도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써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OLED 분야의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Micro LED라는 기술의 등장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Incumbent trap에 빠지지 않고 발빠르게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OLED 분야에서 산업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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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LCD 분야와 OLED 분야에서 여러 공정이 유사한 만큼, LCD 분야에
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장비, 소재, 부품 분야의 강화이다. 이는 2001년 소재
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
고 있었던 분야이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본 고에서 분석하였듯, LCD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지원이 많았으나 OLED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노력이 약화되었다. 다시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 생산
의 분산 및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같은 방향이 필요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OLED 분야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OLED 분야로의 전환이 일어났지만, LCD 분야의 매출이 디스플레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LCD 분야에서 OLED 분야로의 전환 시 최대
한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손실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LCD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OLED 분야의 전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Micro-LED 기술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나라는 TFT-LCD의 생산
구조를 갖추어 나가면서 OLE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행해왔다. 이것이 현재
LCD 분야에서 산업 주도권을 잃었어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인 OLED 분야
에서 산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Micro-LED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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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제 6장. 결 론
위 논문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정부 연구과제 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
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중요한 기관을 밝혀내었다. 이에 더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산업 주도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LCD 분야와 OLED 분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주도권의 유지를 위한 전략에는 어떠한 방향
성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Hu(2012) 논문에서 Latecomer와 leader의 차이점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
면서 보강하는 것 필요.
그러나 이 연구의 아쉬운 점으로는 기업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 연구 과제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
부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기업의 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다. 이
는 추 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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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1975

년부터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우수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전자부품산업의 우수 기술집약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의 전자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Top Down 관행의 거래가 아닌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반하여 성장한
중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이다.
Keywords: 전자부품, 중소기업, 중견기업, World Class 300, 상상협력, 기술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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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중소기업의 발전 배경

1.1 연구배경 : 국내 중소기업 발전 과정
정부는 1975년 12월 31일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에서 산업자본의 지원과
함께 모기업과 도급기업과의 관계에서 도급 업체에 유리하도록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를 유도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1) 중소도급기업의 규모 적정화, 시설개선, 기술개발,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2) 모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어음은 영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정하여 발행하도록 하며, (3) 장기위탁계약 체결 등으로
중소 계열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자체적

기술개발

경쟁이

아닌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창업자

이득(founder’s profit)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독립적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의 의도와 다르게 대기업과의 격차가 발생이 시작하였다. [1]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을 통하여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60년 66.3%에서 1980년 34.2%로 대폭 하락하였고, 심지어
업체 수 비중에서도 1960년 99.1%에서 1980년 96.6%로 감소했다. 정부는
균형적인 산업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981년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

보호영역:

이미

중소기업

부문으로

정착되어

있거나

규모

효율

상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유리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대폭 확대
지정하여 이 부문에 대하여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보강
•

우선지원영역: 각 시책 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우선육성업종으로 일원화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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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에

있는

이

업종을

중소기업의

전략개발분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립한다.
•

중소기업을

새로운

전망

있는

사업분야로

전환을

촉진하는

시책을

제도화한다.
•

1991년에

2,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공동구판사업의 원활화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중 70%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육성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새로운 시책 개발을 추진한다.

•

협동조합의

기능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증대,

지방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원 기능의 본격화, 기타 무역진흥공사의 기능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전문화하는 한편 그 기능의 대폭 강화를 강구한다.
•

기존

중소기업관련법령을

전면

보완하고

소기업특별대책법

등

새로운

법률제정을 강구한다.
1) 국민경제기여도가 1981년 17.9%에서 1991년 32% 수준으로 강화
2) 계열화율이 1981년 3.5%에서 1991년 70%로 변화
3) 주요 제품의 부품자립도가 1981년 54.0%에서 1991년 90%로 제고
4) 중소기업 종업원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이 1980년 불변가격 1981년의
3,915천원에서 1991년 7,090천 원으로 증가
5) 시설노후도도 1981년 57% 수준에서 1991년 20%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개발참여 중소기업의 비율을 1980년 9.7% 수준에서 1991년 40%로
제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등 다각도에서 격차가 확대되었다.

200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3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 제정되었다. 내용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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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1) 정부는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성과공유제의
법인

또는

확산을

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 촉진,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수탁 기업은 위탁 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 정부는

대ㆍ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설립한다. [3]

1.2 관련 연구동향: 일본 중소기업 발전과정
한일경상학회의 임천석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 과정의 역사는 국내와 비
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고도성장기에 따른 대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중소기업의 확보가 두드러지며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경제 둔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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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흥국의 가격경쟁력으로 대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의 하청 형태
탈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1960년대

1990년대

고도성장기로 중소기업 발전

경제 둔화 및 대기업 해외 이전

높은 품질 및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우수한 협력사를 확보하는 것

해외조달 확대 및

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부품 개수 삭감 등 진행

하청형 중소기업의 급격한 증대
집중 발주 및 모듈화 실시(유닛화)

중소기업들의 하청형 생산체제에서 탈
피 및 다양한 전문 분야의 독립형 및

하청형 중소기업 기술력 및 경영 향상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으로 변환

제조 강대국인 일본은 196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생산성 격차)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위와 같은 이
중구조 해소를 시작하여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점차 생산성 격차를 줄였으나,
한국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에 의하여 오히려 이중구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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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격차)가 심화 되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 이덕희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급변하는
혁신 경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강한 기술
력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국가 경제구조에 있어 완제품 소비보다는 직접 제조업에 뛰어든 경우 시
간은 걸리지만 국부가 쌓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그 사례로서 한국, 일본, 그
리고 대만을 들었다. [13]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해외 자재 조달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하청형
대량생산체제를 탈피를 시작으로, 현 일본 중소기업의 형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의 형태

특징
1회성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 거래관계
대량 생산형 부품

하청형

1996년 중소기업 61%의 매출 90% 이상이 대기업에 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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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존
최근 과거의 거래관계 유무 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노하우, 그리고 기술 제안 능력이 중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 교섭력을 보유함
해외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발전

독립적
중소기업

전기/전자, 일반 기계 및 펌프 업종이 높은 비율을 차지
예) 무라타 제작소, 시마즈 제작소, 니치콘, 호리바 제작
소, 일본 전상, 로움 및 삼코 등
시제품을 바탕으로 R&D 공동 수주
독립기업보다는 가격교섭력이 약하나 하청형보다는 높음

네트워크형

특정분야의 기술력에 집중하여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

중소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완전한 자립은 아니나 거래의 비대칭성
감소
예) 교토시작센터, 아도그코베, 제너럴 프로덕션

임천석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일본 중소기업의 3가지 형태를 중소기업의 경쟁
력과 가격교섭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었으며, 특히 하청형 중소기업은
독립형과 자립형(또는, 네트워크형)에 비해 크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

.
임천석 교수의 추가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독립적 중소기업은 높은 기술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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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격 교섭력을 갖고 있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독립적 중소기업
은 산학 협력을 통하여 기업이 설립되어 기술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공업 전시회 참가로 수출실적을 달성한 후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6] 일본 중소기업은 사업화 단계에서부터 경영 목표의 우선순위
로 매출 다각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1.3 관련 연구동향: 품목 다각화 선행연구

통계청 김현경 연구원의 ‘기업다각화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
들이 기존 전문화 기업 형태를 유지형태 보다는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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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가 늘어나는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매출 또는 품목 다각화
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기업 규모가 기업의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뚜렷하게 일
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기업들은 매출액 경상이익률
과 자산수익률이 낮아지면 다각화를 많이 하는 경향 분석을 보여주었다. [12]김
인원박사의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업다각
화를 독립변수로 설정을 하여 기업 성과간의 영향관계와 사업 다각화와 기업성과
간의 지각가능성 (정책 금융)의 조절 역할을 20개의 중소기업의 조직 구성원으
로 7주 동안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으며 Exploratory Factory
Analysis 및 Simple Slope Test 기업을 통하여 분석한 바 중소기업의 제품 다각
화에 있어 제품 개량생산과 개발을 통해 제품다각화와 기업성과에 유의한 지각
가능성의 유의한 조절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시장 다각화에 있어서는 조
절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되었다. [15] 오미단 박사는 “다각화 전략이 기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중국 상하이 중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8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데이터를 수집하
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하우스만 검정결과를 통하여 본석을 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제품다각화를 HHI (Hirschman-Herfindhal Index)로 산업에서의 시
장 집중 정도를 채택하였다. 제품다각화는 기업가치에 정(+)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수익성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다. 하지만, 1년 뒤의 기업 수익성에서는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16]

제 2장 국내 하청형 중소기업의 실태

2.1 대기업 • 협력사의 관계 구조

하청형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장기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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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집중 발주를 통하여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추고 규
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설
비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것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대기업 • 협력사의 거래 형태

이중 구조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격차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빈부격차의
발생이다. 하청형 중소기업에서 이중 구조는 원천 기술이 해외 경쟁사에게도 개
발되어 중소기업에서 기술력을 독점할 수 있는지, 즉 이원화 여부에 따라 발생한
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대량 양산 체계와 집중 발주에 따른 단
기간의 경영성과를 달성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기술투자를 시행하지 못하고 그
기술이 공용화가 된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
이 불가하며 하기와 같이 현재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거래 형태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항 목

설 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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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태

B2B (기업 – 기업) : 계열사 또는 수의ㆍ위탁거래

수요 발생

대기업의 필요한 기술 또는 설비 보유

거래 구조

자체 Audit 평가 후 Vendor 등록
- 협력사의 설비 및 개발능력에 따른 1차협력사 (직납) 또는 2

매출 형태

차협력사(부품)으로 구분
- 매출증대로 경영성과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

입찰 형태

대기업 구매 전략에 따른 Open형태 또는 Closed형태 입찰 방식
공용화 기술 : 이원화 취약

/

가격 교섭력 낮음

기술 특성
독점적 기술 : 이원화 방지

/

가격 교섭력 높음

매출 비중으로 높을 수록 핵심 부품 또는 모듈 개발 우선
기술 개발
협력사의 선행 개발 제안 또는 대기업의 신규 기술 수요 발생
품질 관리

대기업의 요청하는 기준으로 품질관리 및 지원

조직도

대기업의 SCM체계와 적합 조직도 구성

2.3 이중 구조와 임금격차 현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을 촉진
을 하였음에도 불가하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산
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에서 따르면 500인 미만 사업체의 부족률
(2.9%)은 500인 이상 사업체 부족률(0.4%)의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족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13

597

이에 더하여,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54.2%로 미국
(88.7%), 일본(88.1%), 프랑스(72.8%)보다 낮으며 기업의 근로자수가 낮을 수
록 그 격차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 격차는 반복되
는 악순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5]

제 3장. World Class 300 사례 연구

3.1 서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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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이 모든 산업과 생산요소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내의 어떤 기업도 우수한 인재 및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기술력이 있는 혁신 기업을 창업
하면, 그 기업이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
게 된다. 이는 납품에서 채택되면 최대 1,000억 – 2,000억 원까지의 매출을 쉽
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중소 기업이 스스로 대기업집단에 종속
하게 만들어 이중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조립 완성품의 제조업 경쟁력은 확보 하였으나, 후발주자
인 중국이 막강한 경쟁자로서 부상한 상황이다. 이로써 중간재 수출 중심의 부품
및 소재 산업은 한계에 도달 하게 되었다. 이에, 안현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금
까지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야 하며 블랙박스 식의 경쟁력 있는 부품, 소재,
및 장비의 독자기술 개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
일본에서도 이러한 이중 구조를 고민한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는 제조업과 같
은 집단주의 조직은 “천천히 오는 위기＂에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세계 산업
경쟁에서 기업 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아키텍처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12]
아키텍처는 대·중소 기업간 시스템을 기본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기업 간 상
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간 경쟁 구조는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아키텍처 이론 및 플랫폼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를 비교할 수 있다. 현대 자동차와
도요타를 비교하는 것은 각 기업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
동차와 부품을 납품하여 조립하는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시스템과 도요타와 도요
타에게 부품을 납품하여 조립하는 중소기업이 구성하는 시스템 간의 경쟁 구조로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산업 발전은 100년 이상의 지방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및 산학 협력
모두의 힘을 합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해 한국의 중소기업 생태계는 50년이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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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짧은 기간 내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이중 구조의 격차 문제는 일본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9년 경기전망 및 경영환경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목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10]
1. 적정이윤 확보인 ‘내실경영’(67.8%)
2. 생존 우선 및 투자 축소인 ‘보수적 경영‘(18.7%),
3.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공격적 경영’(7.5%),
4. 신사업 및 신기술 고입 등 ‘혁신경영’(5.9%)

즉, 이중 구조에 따른 문제를 탈피하는 것보다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응
답이 더 큰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중소 기업 중 글로벌
강소 기업에 해당하는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에 매출을
의존하지 않는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제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이 기술적 우위 및 독립성을 가지고
대기업 집단에 매출을 의존 하지 않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는지, Top-Down 관
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매출 구조의 제품 품목의 기술경영 형태와 방식은 어떠하
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3.2 World Class 300 소개

국내에서는 강소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한국산업진흥연구
원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경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 통상부 및
중소벤치기업부의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며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World Class 300 기
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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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300의 신청 자격요건과 평가항목은 어떠한 요건을 부합하면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확보의 성장전략을 종합적
으로 검증을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3.3 World Class 300 연구 방법

World Class 300 에서 전자부품산업의 중소기업 중, 대기업 중심의 하도급 생
산체계에서 글로벌 강소, 중소, 중견기업으로 대두된 기업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
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품목에 따른 품목 집약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하여 최근 5년동안의 매출, 경상 개발비, 및 영업 이익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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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기준
•

산업: 제조업

•

업종: 전자부품

•

장비 및 소재 제외: 특정 산업의 높은 투자로 진입 장벽

•

자동차사업 제외: 자동차 부분은 장기간 집중 부품 모듈화 특징

•
2. 기술 형태 (특화 지수 SR= 0.8 파레토 법칙 적용)
•

품목 집약: 핵심 아이템의 집중 투자로 다른 산업에 적용 또는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 대처 품 진입 불가

•

품목 다변화 : 핵심 아이템을 통하여 비슷한 특징의 신규 기술을 사업
화 실시 또는 신규산업 진입

3. 연구분석
•

2014년 – 2018년 (5년)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의 매출, 개발, 및 영업
이익 도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 기업과 종속 기업의 재무정보(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하나로 합산 후 내부거래를 제가한 재무제
표
•

매출 다각화 분석을 위하여 상장 기업으로 선정 및 사업보고서 분석

•

4년 평균 영업이익 증감율 (-) 50% 이상으로 다각화 수치 변화 확인

특화 지수는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업의 주 사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
로 계산 된다. 이는 기업이 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기업이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산업분류 기준에서 i 사업의 매출액이 기업 전체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Pi라 할 때, 해당 기업의 특화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특화 지수의 경우, 전문화 기업(전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액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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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특화 지수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반면에 기업의
매출액이 N개의 사업에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1/N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다각화 되어 있을수록, 특화 지수는 0에 가까워지게 된다. [12]
선정년도

회사명

창업(년)

창업방식

상장여부

중소
기업
여부

아이디스
아모텍
에이스테크놀로지
엠씨넥스
2011년
우주일렉트로닉스
KH바텍
이엘케이
크루셜텍
루멘스
오이솔루션
서울반도체

1997 기술창업
1994 업종변경 (무역-> 제조)
1980 업종변경 (무역-> 제조)
2004 기술창업
1993 기술창업
1922 기술창업
1999 기술창업
2001 기술찰업
1996 기술창업
2003 기술창업
1992 기술창업

재상장(2011년)
상장(2013년)
상장(2006년)
상장(2012년)
상장(2004년)
상장(2002년)
상장(2007년)
상장(2010년)
상장(2006년)
상장(2014년)
상장(2002년)

X
X
X
X
X
X
X
X
X
O
X

2012년 성호전자

1973 외국합작 (일본)

상장(2001년)

O

기업분리 (삼성전기 유전
상장(2006년)
체)

X

중소기업타입

1997 기술창업
1998 외국합작 (일본)
2000 기술창업
2000 기술창업
기업분리 (삼성전기 정보
2002
기기 사업부)
기업분리 (삼성전기 SAW
2008
FILTER 사업)

상장(2007년)
상장(2001년)
상장(2016년)
상장(2005년)

O
X
O
X

상장(2007년)

O

POS용 프린터

상장(2010년)

X

위닉스

1986 기술창업

상장(2000년)

X

캠시스

1993 기술창업

상장(2001)

X

토비스
픽셀플러스

1998 기술창업
2000 기술창업

상장(2004년)
상장(2015년)

X
O

네패스

1990 기술창업

상장(1999년)

X

대양전기공업

1977 기술창업

상장(2011년)

O

LED,전자시스템, 전기배전반 등

0.31 품목 다변화

해성옵틱스

1988 기술창업

상장(2013년)

O

2004 기술창업

상장(2015년)

X

동운아나텍

1987 업종변경 (무역-> 제조)

상장(2015년)

O

1999 기술창업
1979 기술창업
2006 기술창업(홍콩)

상장(2017년)
상장(1995년)
상장(2016년)

O
X
X

광학렌즈, 카메라모듈
광학렌즈. 카메라모듈, 및 와이파이모
듈
AF(아날로그 반도체), LED, HAPTIC,
및 지문모듈
안테나, 케이블, 및 와이파이
오디오, 네비게이션, 및 모니터
카메라모듈 및 지문인식모듈

0.71 품목 다변화

나무가

넥스트칩
2013년 세코닉스
슈프리마
모다이노칩
빅솔론
와이솔

2015년

특화지수 값 (SR)
0.8 이상 = 품목집약
0.8 이하 = 품목다변화
(파레토법칙)

보안 DVR
EMI(전자파), 안테나, 및 BLDC모터
RF무선통신장비
카메라 모듈
초정밀 커넥터
힌지, 캐스팅, FPCB, 및 LED
터치패널스크린
휴대폰 지문인식 모듈
BLU, FLIP CHIP, LED (TV용)
광트랜시버 및 광송신기
LED, Npola, WICOP 등
생활가전 SMPS, Film Capacitor, LED,
증착
RF모듈, 센서, 카메라코듈, 전동모터,
콘덴서, 무선충전, 안테나, 스마트밴
드, 음향기기, 스마트체온계 등
영상처리 반도체칩
광학렌즈(모바일 및 프로젝터 등)
지문인식 (도어보안)
노이지필터, 센서, 초음파음MP3

파트론

2014년

제품

2003

2016년
알에프에이치아이씨
2017년
대성엘텍
2018년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Saw Filter. Duplexer, RF모듈,
Connectivity Module
냉장고 냉매 Evaporator, 히타, 냉각
콘덴서,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카메라모듈, 지문인식, 전기자동차(완
제품)
TFT-LCD모듈 및 터치패널
CMOS이미지센서
반도체 웨이퍼 범핑, LED, 2처전지, 및
디스플레이

0.75 품목 다변화
0.42 품목 다변화
0.90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0.96 품목 집약
0.82 품목 집약
0.97 품목 집약
0.75 품목 다변화
0.86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0.61 품목 다변화
0.79 품목 다변화
0.84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0.90 품목 집약
0.45 품목 다변화

0.48 품목 다변화
0.20 품목 다변화
0.96 품목 집약
1.00 품목 집약
0.96 품목 집약
0.63 품목 다변화

0.96 품목 집약
0.91 품목 집약
0.76 품목 다변화
0.83 품목 다변화
1.00 품목 집약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World Class 300에서 2011년
부터 2018년까지 전자부품 산업에 포함된 기업은 총 31 기업이며 위 기업들을
품목 집약 및 품목다변화로 세분화 하였으며 창업 평균 년도 및 창업 형태를 요
약한 내용이 위의 표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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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orld Class 300 품목별 기업평가 체계화

본 연구방법으로 World Class 300에서 전자부품산업의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
이 분류하였다.

1.품목집약 (기준:백만원)
회사명

에이스테크놀로지

항목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427,492
25,052
25,123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우주일렉트로닉스

KH바텍

412,481
20,820
-23,870
-210.15%
412,482
1.00

688,465
22,156
19,660
221.41%
688,465
1.00

696,954
27,652
41,111
52.18%
696,954
1.00

183,826
14,463
14,147
27.09%
178,997
0.97

218,020
13,437
19,024
25.64%
209,979
0.96

737,937
4,291
31,170
-12.38%
636,700
0.86

378,235
2,861
-15,341
-303.18%
319,300
0.84

351,126
1,554
-31,454
-51.23%
279,400
0.80

203,983
124
-18,356
71.36%
148,400
0.73

343,036
0.99

221,884
3,849
-14,639
-179.88%
217,561
0.98

174,550
2,369
-50,901
-71.24%
172,122
0.99

250,997
5,036
-2,218
2194.91%
235,365
0.94

196,033
4,777
-16,473
-86.54%
182,061
0.93

524,481

425,616

402,840

361,567

325,834

410,392
1.00

179,665
0.99
590,031
2,249
35,030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이엘케이

502,865
14,748
26,293
14.05%
502,865
1.00

393,705
0.92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508,700
0.86
345,572
4,756
11,694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2018
377,316
20,599
13,184
209.72%
338,653
0.90

181,954
12,687
10,315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2017
351,616
26,756
-14,466
-4.60%
313,221
0.89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2016
322,117
33,665
-13,801
-209.24%
282,668
0.88

410,392
12,059
22,599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2015
421,924
33,598
15,076
-66.64%
387,466
0.92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엠씨넥스

2014

207,604
186,608
12,015
13,036
9,368
729
-103.07% -1185.05%
196,151
173,941
0.94
0.93

CAGR
-3.1%
-4.8%
-17.7%

누적합계

%

1,900,465
139,670
25,116

7.35%
1.32%

2,711,157
97,435
85,793

3.59%
3.16%

978,012
65,638
53,583

6.71%
5.48%

343,143
0.90
14.2%
23.1%
19.4%
542,232
1.00
0.6%
0.7%
-308.8%
187,747
0.96
-23.3%
-51.5%
-73.9%

2,261,312
11,079
1,049

0.49%
0.05%

20

378,500
0.82
-13.2%
0.1%
464.3%

1,189,036
20,787
-72,537

230,029
0.97
-11.2%

2,040,338

1.75%
-6.10%

604

이엘케이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345,572
4,756
11,694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루멘스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524,481
13,254
20,077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오이솔루션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0
0
0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199,565
0.91
44,453
8,776
5,473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122,566
0.99
218,330
4,389
1,779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동운아나텍

609,521
1.00
123,936
7,939
21,79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나무가

391,688
0.99
609,521
13,841
53,297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픽셀플러스

78,856
1.00
396,179
4,517
19,111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토비스

0
0.00
78,856
4,207
12,954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캠시스

217,058
1.00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빅솔론

35,615
0.99
217,058
14,800
18,039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슈프리마

936,242
1.00
35,866
8,689
-1,287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세코닉스

71,969
1.00
939,312
55,825
2,554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앤씨앤 (넥스트칩)

517,467
0.99
71,969
9,882
10,695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서울반도체

343,036
0.99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37,850
0.85
122,655
1,039
4,265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122,655
1.00

221,884
3,849
-14,639
-179.88%
217,561
0.98

174,550
2,369
-50,901
-71.24%
172,122
0.99

250,997
5,036
-2,218
2194.91%
235,365
0.94

196,033
4,777
-16,473
-86.54%
182,061
0.93

425,616
11,466
6,144
-226.77%
420,586
0.99

402,840
12,618
5,244
-17.16%
353,098
0.88

361,567
11,595
-9,209
-156.94%
302,809
0.84

325,834
11,471
-20,383
-54.82%
196,760
0.60

59,415
10,363
505
-2017.82%
59,415
1.00

79,719
11,813
4,721
89.30%
79,719
1.00

76,593
13,431
-1,917
-346.27%
76,593
1.00

81,504
13,577
233
922.75%
81,504
1.00

1,011,224
56,014
45,583
94.40%
1,004,089
0.99

953,841
51,885
57,535
20.77%
942,805
0.99

1,110,410
53,393
98,254
41.44%
1,110,410
1.00

1,194,179
59,071
94,887
-3.55%
1,194,180
1.00

63,184
7,450
7,944
116.20%
62,910
1.00

64,056
12,295
-2,695
-394.77%
60,969
0.95

53,399
12,131
-10,871
-75.21%
40,172
0.75

58,778
9,817
-16,457
-33.94%
29,729
0.51

244,865
20,382
12,784
-41.11%
244,865
1.00

312,527
21,962
13,966
8.46%
312,527
1.00

331,101
19,487
1,642
-750.55%
331,101
1.00

418,168
16,662
8,366
80.37%
418,168
1.00

0
0
0
0.00%
0
0.00

42,182
3,882
10,776
0.00%
38,410
0.91

47,062
4,767
12,407
13.15%
42,463
0.90

52,757
5,474
12,186
-1.81%
47,533
0.90

83,861
4,421
15,006
13.67%
83,861
1.00
422,331
5,922
7,870
-142.83%
369,500
0.87
462,830
17,654
31,211
-70.76%
462,830
1.00

87,574
4,808
13,206
-13.63%
87,574
1.00
365,821
7,250
-17,665
-144.55%
350,945
0.96
454,454
23,080
23,461
-33.03%
454,454
1.00

89,445
4,795
12,605
-4.77%
89,445
1.00
424,429
7,087
13,720
228.75%
419,427
0.99
522,817
20,291
20,620
-13.78%
522,817
1.00

85,248
4,894
14,135
10.82%
85,248
1.00
544,489
8,343
16,008
14.29%
539,531
0.99
430,178
18,223
28,506
27.66%
430,178
1.00

106,214
11,864
9,277
-134.90%
103,666
0.98

73,444
13,298
-7,424
-224.96%
71,403
0.97

54,863
12,949
-10,712
-30.69%
52,904
0.96

37,849
12,080
-9,428
13.62%
33,427
0.88

403,847
5,597
25,666
93.07%
390,954
0.97
56,872
10,219
8,299
34.05%
51,900
0.91
142,234
1,128
2,600
-64.04%
142,234
1.00

292,613
6,667
-669
-3936.47%
280,646
0.96
54,673
12,136
1,467
-465.71%
52,132
0.95
201,365
1,495
9,464
72.53%
201,365
1.00

257,564
6,927
-31,479
-97.87%
250,344
0.97
54,989
9,936
-1,799
-181.55%
50,717
0.92
204,322
1,792
1,688
-460.66%
204,322
1.00

312,824
5,783
1,857
1795.15%
311,510
1.00
46,698
10,725
-6,280
-71.35%
41,405
0.89
226,914
2,215
8,048
79.03%
226,914
1.00

-13.2%
0.1%
464.3%

1,189,036
20,787
-72,537

1.75%
-6.10%

2,040,338
60,404
1,873

2.96%
0.09%

369,200
59,066
14,237

16.00%
3.86%

5,208,966
276,188
298,813

5.30%
5.74%

230,029
0.97
-11.2%
-3.5%
-113.9%
358,144
0.86
3.2%
8.3%
-338.0%
73,840
1.00
6.2%
1.4%
38.3%
1,037,545
1.00
13.1%
3.1%
-96.9%

275,283
50,382
-23,366

18.30%
-8.49%

45,879
0.84
17.8%
3.0%
-175.7%

1,523,719
93,293
54,797

6.12%
3.60%

304,744
1.00
11.8%
18.7%
5.7%

142,001
14,123
35,369

9.95%
24.91%

25,681
0.90
2.0%
3.9%
1.5%
84,997
1.00
8.3%
16.6%
-11.1%
414,218
0.96
-8.3%
7.1%
-22.5%

424,984
23,125
67,906

5.44%
15.98%

2,153,249
33,119
39,044

1.54%
1.81%

2,479,800
93,089
157,095

3.75%
6.33%

396,306
58,130
3,505

14.67%
0.88%

495,960
1.00
-25.7%
11.1%
-94.2%
76,793
0.96
9.4%
7.1%
-536.5%
286,604
0.96
1.2%
5.1%
-171.1%
46,801
0.91
16.6%
20.8%
-93.3%

1,485,178
29,363
-2,846

1.98%
-0.19%

257,685
51,792
7,160

20.10%
2.78%

897,490
7,669
26,065

0.85%
2.90%

179,4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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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목다변화 (기준:백만원)
회사명

아이디스

아모텍

크루셜텍

성호전자

파트론

모다이노칩

와이솔

위닉스

네패스

대양전기공업

항목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2014
117,446
12,313
9,263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89,582
0.76
178,526
15,748
2,553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81,971
0.46
73,354
8,829
-23,82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34,055
0.46
58,565
3,644
-89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42,213
0.72
769,815
31,120
66,233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628,131
0.82
107,669
8,474
20,87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85,843
0.80
229,375
10,698
12,88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76,261
0.33
201,926
4,237
9,707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39,383
0.20
328,792
11,322
6,851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125,597
0.38
139,940
7,991
15,65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0
0.00

2015
146,564
12,572
13,557
31.67%
116,071
0.79
314,002
16,835
21,521
88.14%
150,652
0.48
262,524
13,496
14,323
266.32%
228,068
0.87
59,538
3,153
154
679.22%
39,029
0.66
805,803
30,507
58,789
-12.66%
667,125
0.83
89,569
9,781
11,664
-78.94%
65,676
0.73
354,942
18,145
36,476
64.68%
175,861
0.50
145,777
4,041
-10,754
-190.26%
34,532
0.24
279,220
13,469
3,876
-76.75%
156,969
0.56
154,238
7,620
17,925
12.68%
0
0.00

2016
104,674
12,419
2,270
-497.22%
81,387
0.78
295,988
16,295
28,986
25.75%
110,651
0.37
320,033
15,126
8,310
-72.36%
288,545
0.90
65,731
2,274
1,896
91.88%
38,717
0.59
791,415
30,871
38,223
-53.81%
645,953
0.82
183,036
6,897
24,793
52.95%
58,539
0.32
435,680
21,407
43,043
15.26%
232,725
0.53
165,009
3,593
2,498
530.50%
36,478
0.22
254,535
13,221
8,242
52.97%
169,193
0.66
174,947
7,403
18,314
2.12%
95,138
0.54

2017
95,158
12,862
-4,927
-146.07%
69,821
0.73
315,448
19,096
40,890
29.11%
129,799
0.41
172,701
9,826
-39,569
-121.00%
139,018
0.80
64,863
2,475
874
-116.93%
35,297
0.54
791,339
30,325
11,046
-246.03%
599,171
0.76
311,755
4,820
50,899
51.29%
63,020
0.20
446,122
26,586
52,562
18.11%
236,927
0.53
208,197
3,827
17,280
85.54%
41,827
0.20
285,034
14,507
19,305
57.31%
212,808
0.75
143,063
7,314
14,747
-24.19%
74,284
0.52

2018
109,219
12,288
262
1980.53%
77,148
0.71
253,421
18,754
11,287
-262.28%
92,395
0.36
83,675
4,799
-29,956
32.09%
61,267
0.73
65,451
1,445
148
-490.54%
34,531
0.53
796,482
32,618
30,532
63.82%
570,594
0.72
321,219
4,373
43,209
-17.80%
57,082
0.18
433,566
33,118
53,589
1.92%
218,689
0.50
281,970
4,368
20,571
16.00%
42,258
0.15
270,611
15,054
21,751
11.25%
210,778
0.78
122,939
8,371
9,492
-55.36%
62,456
0.51

CAGR
-1.8%
-0.1%
342.2%
86,802
0.75
9.2%
4.5%
-29.8%
113,094
0.42
3.3%
-14.1%
26.3%
150,191
0.75
2.8%
-20.6%
40.9%
37,957
0.61
0.9%
1.2%
-62.2%
622,195
0.79
31.4%
-15.2%
1.9%
66,032
0.45
17.3%
32.6%
25.0%
188,093
0.48
8.7%
0.8%
110.4%
38,896
0.20
-4.8%
7.4%
11.2%
175,069
0.63
-3.2%
1.2%
-16.2%

누적합계

%

573,061
62,454
20,425

10.90%
3.56%

1,357,385
86,728
105,237

6.39%
7.75%

912,287
52,076
-70,714

5.71%
-7.75%

314,148
12,991
2,180

4.14%
0.69%

3,954,854
155,441
204,823

3.93%
5.18%

1,013,248
34,345
151,437

3.39%
14.95%

1,899,685
109,954
198,552

5.79%
10.45%

1,002,879
20,066
39,302

2.00%
3.92%

1,418,192
67,573
60,025

4.76%
4.23%

735,127
38,699
76,130

5.26%
10.36%

46,376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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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옵틱스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대성엘텍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182,299
4,724
4,682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151,485
0.83
62,686
5,279
16,14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0
0.00
392,611
6,123
6,994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306,561
0.78

284,415
3,413
6,290
25.56%
174,887
0.61
49,686
5,103
2,040
-691.27%
0
0.00
355,223
9,355
4,135
-69.14%
252,192
0.71

367,152
2,434
1,614
-289.71%
225,258
0.61
61,229
5,859
5,467
62.69%
47,709
0.78
366,692
7,509
5,711
27.60%
314,969
0.86

342,535
1,741
-8,831
-118.28%
187,343
0.55
62,055
6,315
8,075
32.30%
48,109
0.78
350,575
7,280
2,063
-176.83%
300,580
0.86

204,023
707
-6,169
43.15%
196,859
0.96
108,101
9,790
26,711
69.77%
78,763
0.73
328,076
12,152
-1,414
-245.90%
303,341
0.92

2.9%
-37.8%
-84.8%
187,166
0.71
14.6%
16.7%
-131.6%
34,916
0.76
-4.4%
18.7%
-116.1%

1,380,424
13,019
-2,414

0.94%
-0.17%

343,757
32,346
58,435

9.41%
17.00%

1,793,177
42,419
17,489

2.37%
0.98%

295,529
0.83

3.5 World Class 300 품목별 기업평가 모델

품목별 기업 평가 모델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품목 집약
기업은 개발비용에서 전반적으로 품목 다변화 기업보다 높은 개발비용을 나타내
고 있으나 매출성장 및 수익률(영업이익)에서는 비교적 저조한 경영 현황을 나타
내고 있으며, 품목 집약 기업은 영업이익이 하락세인 동향에서 지속적인 높은 기
술개발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중요한 구조이다.
항 목

품목 집약

품목 다변화

평균 누적 개발비용

7.05%

5.00%

평균 누적 영업이익

3.56%

5.47%

평균연성장율 - 매출

1.1%

5.9%

평균연성장율 - 연구

3.9%

-0.4%

평균연성장율 - 영업이익

-84.7%

9%

평균 특화지수 값(SR)

0.95

0.59

4년 평균 영업이익 - 50% 이상 감소 기업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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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품목 집약 총 18개 기업에서 2014년 – 2018년 5년기간 영업 이익의 연
평균 성장률 (CAGR)에 비해서 -50%의 역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10개
의 기업 (55%이상) 이며, 이 중 4개의 기업은 특화 지수 값 (SR)이 ‘1 에 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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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 사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
고 있으며 긴급하게 신규 사업으로 진입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
화 지수 값 (SR)이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의 적자 추세가 유지되는 것은 신규 사
업의 매출 발생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총 10기업에서 6개 기업은 특화 지수 값 (SR)이 ‘1’값에 가깝게 나타나
고 있어 품목 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2개 기업은 2년 이
상 영업이익이 적자 발생을 하고 있으며, 4개의 기업의 영업이익 연 평균성장률
은 -300%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해당 기업들이 쇠퇴하고 있
음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적자 발생 이후 다시 영업이익을 크게 개선한 ‘세코닉스,’ ‘나무가’ 및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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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일렉트로닉스’ 은 품목 집약의 독보적인 기술개발로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였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품목다변화 기업의 경우 총 13기업에서 5년기간의 영업이익의 연 평균 성장률
(CAGR) -50% 역 성장을 나타내는 기업은 총 4개의 기업이 (30%)이며 품목집
약 55%보다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회사명

파트론

해성옵틱스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대성엘텍

항목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2014
769,815
31,120
66,233

증감률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628,131
0.82
182,299
4,724
4,68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151,485
0.83
62,686
5,279
16,142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매출
연구비용
영업이익
증감률

0
0.00
392,611
6,123
6,994

주요사업매출
특화지수 값 (SR)

306,561
0.78

2015
805,803
30,507
58,789
-12.66%
667,125
0.83
284,415
3,413
6,290
25.56%
174,887
0.61
49,686
5,103
2,040
-691.27%
0
0.00
355,223
9,355
4,135
-69.14%
252,192
0.71

2016
791,415
30,871
38,223
-53.81%
645,953
0.82
367,152
2,434
1,614
-289.71%
225,258
0.61
61,229
5,859
5,467
62.69%
47,709
0.78
366,692
7,509
5,711
27.60%
314,969
0.86

2017
791,339
30,325
11,046
-246.03%
599,171
0.76
342,535
1,741
-8,831
-118.28%
187,343
0.55
62,055
6,315
8,075
32.30%
48,109
0.78
350,575
7,280
2,063
-176.83%
300,580
0.86

2018
796,482
32,618
30,532
63.82%
570,594
0.72
204,023
707
-6,169
43.15%
196,859
0.96
108,101
9,790
26,711
69.77%
78,763
0.73
328,076
12,152
-1,414
-245.90%
303,341
0.92

CAGR
0.9%
1.2%
-62.2%
622,195
0.79
2.9%
-37.8%
-84.8%
187,166
0.71
14.6%
16.7%
-131.6%
34,916
0.76
-4.4%
18.7%
-116.1%
295,529
0.83

품목다변화에서 특화지수 값의 변동이 특이한 경향은 혜성옵틱스와 대성엘텍이
며 SR 값이 ‘1’과 가까워 지며 영업이익은 (-) 형태로 전환되었다. 대성엘텍의
경우 2018년 연구비용이 2017년 72.8억원 대비 80% 증가한 121.5억원으로
특정 시장의 품목집중을 하기 위한 경영진의 목표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파트론
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 사유는 휴대폰 모듈 매출의 10% 하락
이 되었으며 알에프에이치아이씨의 경우 2018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은 레이더 홀의 매출이 전년 대비 3배가 증대 되었다. 이로써, 품목다변화는
품목집중 대비하여 사업 지속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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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맺음말 : 품목 집약에 따른 기업의 기획 로드맵

A기업의 시나리오 및 Trend [14]

World Class 300의 ‘품목 집약’ 기업들의 특이점은 연평균영업이익이 -84.7%
으로 품목 다변화의 기업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인 9%에 비하여 차이가 크다는 것
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경영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기존 협력 사로서
가격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표준화 되는 경우, 가격 교섭력을 잃을 위험
이 크게 되고 단순한 ‘하청형’ 협력사가 되어 독보적 기술을 상실하고 기술투자를
보류하는 순수 가공만을 수행하는 제조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는 좋은 현장’이란 먼저 높은 생산성, 품질, 스피드로
고객을 향한 ‘좋은 설계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및 품질
을 달성하는 공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위기 의식은 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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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의 마음속에 있으며, 전체 최적 경영이란 일단 무너진 현장이나 기술은 쉽게
되돌아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인 시야를 보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9]
위와 같은 말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가령‘A’기업이 ‘T’ 기술의 품
목 집약 특징을 지닌 경우, 장기간 지속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코닉스‘ 및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와 같이 해당 기술을 보완하는 투자를 통해 영업이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경영자의 보완기술투자, 신규 연관 기
술 사업화, 또는 신규 기술사업화의 고객확보 등의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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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밸류체인과 공군의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 Focused on the Industry Value Chain and Participating Companies
in Air Force Aircraft Parts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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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Despite the significant growth of the aircraft parts industry in the course of
defense acquisition,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aircraft weapons system is quite
low. This study looks at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viation parts industry
and looks at the factors that affect localization.
Given the delivery structure of the aviation parts industry, analyzing the value
chain change process i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the growth process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zed
components of Air Force aircraft, and the companies participating localization were
analyzed for the purpose.
In the 1990s, there were many localization of components belonging to Tier 3
in the value chain, and relatively small businesses participated in the localization.
From the mid-2000s, small companies grew and entered Tier 2 focusing on electric
and aerospace electronics, and successful companies became industrial powerhouses.
Most larg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aircraft body and engine sectors, and they
lead the industry in Tier 1. Overall, in a large enterprise-led market, it can be
seen that mid-sized businesses are stably making up Tier 2. However, the
localization of components decreased in the 2010s. As the gap in R&D investment
between companies widened and caused a polarization of technology level, large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ed in localization since 2010, and localization
activity of small businesses were decreased. And we could see that participation in
localization does not bring much profit to the enterprise. Factors such as the
prolonged development period, limitations in technological prowess and changes in
businesses were negatively affecting the localization.
At a time when self-reliant industrial development is being sought through
localization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 various field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zed components and participating
companies have been analyzed and in that try to find solutions throughout the
industry.
Keywords: 항공부품산업, 밸류체인, 부품 국산화

CASE STUDY • I&TM KAIS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ircraft Parts Industry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arts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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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배경
SIPRI의 연례분석에 따르면, 세계 방위산업 100대 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총
410조원이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25% 수준이다. 1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6개1)이며 매출액은 8.4조 원으로 전체의 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이 주
도하는 산업 특성상 100대 기업의 매출규모는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00대
기업의 총 매출 흐름은 전 세계 국방비의 변화 흐름과 거의 일치하는데, 2000년부터
지속 상승하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 세계 국방비 감축 흐름에 따라 기업 매
출액도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
할 때,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규
모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1> 세계 100대 방산업체 매출액

<그림2> 세계 국방비 지출액

* 자료원 : SIPRI Analysis(2019) 추출자료 재구성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2019년 46.6조원으로, 2010년 이후 국
가 GDP 대비 2%대 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GDP 대 국방비 비율은 세계 3위, 총
금액으로는 10위이며, 연간 총 정부 지출의 40%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방위
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매출액은 10.5조원 수준이며, 대규
모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또한 상위 6개 기업(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이 전체 매출의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방위산업 중 본 연구의
대상 분야인 항공방위산업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1) 한국항공(48), LIG넥스원(55), 한화(70), 한화테크윈(71), DSME(73), 풍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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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우리나라 연도별 국방비

<그림4>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

* 자료원 : 국방연구원(2019)

국방비와 방위산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 각 군은 국방획
득(Defense Acquisition) 정책을 통해,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방위산업으로부터 무기체계
를 포함한 군수자원을 조달한다. 국방획득은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계획-예산-사업운영 전 과정의 업무를 말하며, 2005년까지는 국방부/합참 및 각 군 조달본부에서,
2006년부터는 방사청에서 주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군은 무기체계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무상증여 및 차관 형식의 군사원조 일환으로 미군의 장비와 정비지
식을 제공받았던 1950~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체계적인 획득 시스템을 정립하
기 시작하였다.2)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획득 연구개발 업무체계를 정립하였
고, 1974년에는 최초의 자주적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력
증강 사업 개념은 현재의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 사업인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이어졌
다. 79년에는 FX 사업의 기종으로 Northrop社의 F-5를 선정하였다. 80년대에는 미국의
기획관리제도를 발전시켜 PPBEE제도3)를 확립하였으며, F-5를 대한항공 주관으로 면허
생산하여 82년에 김해비행단에서 전력화하였다. 90년대에는 획득정책 주요과제로 ‘국제
협력’ 연구개발 개념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KFP(Peace Bridge) 사업의
일환으로, 삼성항공은 Lockheed-Martin社와 협력하여 F-16의 개조형 전투기 KF-16을
면허 생산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한국항공)으로 재편하고 Prat&Whitney社와
의 공동개발을 통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훈련기를 생산하였다. 또한, 초음
속 훈련기 T-50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2000년대에는 KT-1을 전력화한
이후, 이를 개조한 공격기 KA-1을 2005년 전력화하였으며, 이후 최초의 독자개발 초음
2) 1970년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금성정밀공업, 풍산 등 기업들은 현재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됨.
3) Planning(기획)-Programming(계획)-Budgeting(예산)-Execution(집행)-Evaluation(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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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훈련기 T-50 개발을 완료하였다. 외산 무기체계로는 FX 2차 사업을 통해 Boeing社
의 F-15를 구매하여 전력화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는 획득업무와 수행기관이 조정되
었는데,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기존에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조달본부에서 시
행하던 획득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집중 추진하여 획득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0년대에
는 최초의 독자개발 초음속 항공기 T-50과 FA-50을 전력화하였고, 이를 통해 입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 중심에서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그 과정에서의 국방 연구개발
확대로 획득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한편, 2019년 3차 사업을 통해 Lockheed-Martin社
의 F-35가 전력화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항공무기체계 획득 과정을 기술추격 관점에서
보면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국내 항공무기체계 획득과 기술추격 단계

* 자료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8) 추출자료 재구성

위 과정을 통해 성장한 우리의 항공무기체계 기술 수준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한국은 공격기 및 훈련기를 독자 개발하고, 전투기
개조 경험이 있으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세계 1위의 항공무기체계 기술 보
유국”으로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국방환경에 의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게 된 기술력보다 더 높은 수
준의 무기체계를 필요로 한다. 획득 발전 과정을 보면,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최신 기술
무기체계를 구매해 온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술 추격 과정에서 기술 습득
및 개발을 통한 획득과 동시에, 단순 구매 획득도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통해 드러나는데, 국산화율은 국내 제작비를 전체
제작비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세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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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8)

이 산정공식에 의해 국방연구원에서 분야별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
면, 항공무기체계의 경우 완제품 및 구성품 모두 국산화율이 현저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대비 무기체계의 기술의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국산화율은 오히
려 하락하였다. 이는 T(FA)-50 전력화 이후에 국내기업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없었고, 해외로부터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신규 무기체계 완제품 도입 및 구
성품의 해외조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림6> 무기체계 완제품 국산화율

<그림7> 무기체계 구성품 국산화율

* 자료원 : 국방연구원(2019)

우리나라는 제조기술과 본체 설계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초음속 항공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전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
다. 하지만, 해외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엔진, 날개, 전자부품 등 고단가 부품을 해외수
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산화율은 오히려 저조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기체계 국산화
활동의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은 산업 전반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품(부품) 국산화 활동 실적과 현황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특히,
항공무기체계 운영 단계에서의 부품 국산화 실적과 이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한다. 참여기업의 규모와 부품 개발 특성 등을 파악하고 부품산업의 성장과 연
계하여 분석하며, 부품 국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개별 부품은 물론 부
품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항공기부품업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성장 방안을 고
찰하고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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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항공부품산업의 특징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항공부품산업과 부품 국산화 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항공부품산업은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항공기 기체,
엔진, 기타 완제기 조립에 필요한 기계, 전기, 전자, 금속 및 비금속제품 등 항공기 구
성 부품을 제작하는 산업 일체를 통칭한다.(이길호 2008) 항공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산업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안영수 1995)
항공부품산업은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군사 무기체계로서 안정성은 물
론, 운송수단으로써 탑승 고객들에게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제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
리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연구기반과 생산 설비가 필요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투자는 물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자
본 집약적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숙련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항공부품산업은 항공 완제기 산업을 구
성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이러한 기술력이 타 분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지식집약형 산업
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각종 기반 비용에 높은 기술비용까지 포함되어 단위제품의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부품의 수요처가 다양하지 않으며 제품 생산량이 적어 투자비용에
회수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부품은 기당 최대 100만개 수준에
이르나 완제기 제작은 최대 수백 대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완제기 제작에 장기간 소요됨과 동시에, 개발된 하나
의 기종을 수십 년간 생산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보인다. 완제
기 제조사는 장기간 신뢰를 형성한 부품 납품업체와 계약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항공부품산업 내 업체 매출의 40%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품 계약-설
계-제작-품질관리 등 전 과정이 군용기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발달해왔다. 따라서 산
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군용기 변화와 연계한 신제품 창조가 필수적이다. 이
러한 신제품 창조는 기술혁신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시장 창출은 잠재적인
시장의 발굴 또는 미래의 시장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고, 기술혁신은
기술 역량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가능하다.(김성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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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품 국산화에 대한 논의
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발표와 주한미군의 철수 시도 이후, 우리나라는 자
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초기 모방
개발 수준에서 기술협력 생산단계를 거쳐 현재는 독자 연구개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
다.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서는 국산화를 “무기체계⋅비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
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
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
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부품
국산화를 “군 운용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
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체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 개발 대상 품목은 국외수입, 기술적 파급효과, 단종 등 품목 특
성을 고려하여 국방 연구기관 또는 군 또는 업체에서 선정한다.
부품 국산화는 국방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국외에서 도입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하거나 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혁신 활동”(이경록
2012)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국가안보 측면에서, 주
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무기체계 획득·운영·유지 전 과정에 있어
원활한 군수지원이 보장될 수 있다. 주요 핵심부품 공급을 해외 도입에 의존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단가 상승으로 곤란을 겪게 된 경우가 발생하며, 심지어 부품단종으로 인
해 고가의 무기체계가 도태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
에서, 부품 국산화 초기 개발단계에는 연구개발비용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입부
품 사용을 통해 체계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일단 도입하게 되면 수십 년을 운
용하게 되는 무기체계의 특성상 전 수명주기를 고려할 경우 부품 국산화 추진이 보다
경제적인 대안이 된다. 또한. 무기체계 내 부품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수출 협상 및 절충
교역을 통한 무기체계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방 분야 부품 국산화에 적극 참여 할 경우 무기체계 획득
운영유지 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
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
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보면, 부품 국산화는 국방 분야 무기체계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민간분야 등 타 기술개발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타 장비 개발시 부품 적용성 확대
등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다.(승창균 2010)
부품 국산화는 국방 획득 방식 중에서 자체 연구개발과 민·군 기술협력 방식에 해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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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획득 절차에서는 구매 및 연구개발 단계, 전력화를 위한 양산단계, 그리고 운영
유지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개발단계 국산화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대상 무기체계
획득 시, 최종제품 또는 그 하부체계 및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
한다. 양산단계 국산화란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하부체계
및 부품을 양산단계에서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 생산 초기 단계에 외
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
다. 그리고 운영단계 국산화란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하부체계 및 부품을 국내 개
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무기체계의 경우 개발단계에서는 사실상 국산화
가 불가능하고, 국내 무기체계 또한 양산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국산화 개발이 보다 활
발하다. 이 중에서도 운영단계에서 활발한데, 기품원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에 따르면 1978년부터 국방부의 전 군 국산화 성공품 총 3,437건 중 양산단계에서는
260건(7.6%), 운영단계에서는 3,177건(92.4%)이 개발되었다. 이 밖에도, 부품 국산화는
개발 주체에 따라, 체계조립업체가 조립 외 활동으로 부품을 국산화하는 자체국산화와,
체계조립업체의 협력업체 또는 외부업체가 개발하여 체계조립업체에 납품하는 외부국
산화로 나뉜다.
위 내용들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 생태계 구축, 국산화 제도 개선,
핵심부품 국산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산업 내 기업의
활동과 그 현재를 파악하고 개발 완료된 부품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개별 특징을 분
석함으로써 산업을 진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산업에 파급력이 큰 항공부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 진단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품 국산화 활동 참여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을 진단한다. 공
군의 부품 국산화 개발 실적은 DTiMS를 통해,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 투자비
등은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확보하였다. 단위 부품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 내
부자료 접근에 제한되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부품 국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정리하는 데에, 기업관계자들과의 인터뷰는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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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부품산업 밸류체인 분석
3.1 부품 계통 및 밸류체인 구조
항공 부품 산업 분석을 위해서는 항공 부품(구성품)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항공기 무기체계의 부품 시스템은 <그림8> 같이 계통으로 분
류할 수 있다.4)
<그림8> 항공무기체계 계통별 부품 시스템

* 자료원 : Northrop F-5 Flight Manual(19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3) 추출자료 재구성

무기체계 부품 계통별로 제조업 표준 산업분류5)에 연결하면 <그림9>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항공특수산업은 항공무기체계에서의 그 기능과 부품 특성을 고려하여
동체와 항공기관 산업으로 별도 구분하였다.
<그림9> 부품 계통별 산업 분류

4) 무기체계 Flight Manual의 분류기준과 공군의 항공기 정비관리 조직 및 시스템을 준용하여 분류함.
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항공부품산업의 하위산업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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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계통과 연결된 여러 세부 산업으로 구성된 항공부품산업은, 부품의 기술적 수
준과 유통과정에 따라 단계(Tier)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각 단계에 속한 기업들은 소재
및 표준부품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당사의 주력제품을 생산한다. Tier3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피스톤, 실린더, 오링, 패킹류 등 범용 1차 부품인 소모성
및 교환성 부품들이며, Tier2에서는 Tier3에서 제작한 범용부품을 활용하여 엔진시스템
과 유압시스템 항공전자시스템 등 시스템에 장착되는 부분품 및 모듈 등을 생산한다.
Tier1에 속한 업체들은 Tier3,2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활용하여 연료 및 엔진시스템,
날개 및 동체구조 등 핵심시스템을 설계하여 생산한다. 항공무기체계의 핵심시스템인
엔진시스템을 설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P&W, GE가 등이 바로 세계적인
Super Tier1 기업이다.
각 단계별 기업들은 생산한 제품을 완성품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것
이 아니라, 부분품을 상위 단계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이다.6) 즉, 단계별 부품업
체 간 계약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며, 기업들은 이 밸류체인 구조 내로 진입하
여 생존 및 성장한다.
<그림10> 항공부품산업 밸류체인

* 자료원 : EY Analysis(2017)

항공무기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플랫폼이며, 밸류체인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어느 산업보
다 국산화 개발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이제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부품 국산화 경험 기
업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부품산업의 하위산업별로 밸류체인 발전수준을 측정해
본다. 그리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준을 살펴보고, 산업 안에서 부품 국산화를 위한 내
재적 힘을 측정해본다.
6) 무기체계의 경우 하위 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사용자(공군)에 부분품을 직접 납품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하위업체가
체계종합업체에 공급하면 체계종합업체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되어 군에 재납품 되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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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산화 개발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 개발 이후 부품 국산화 개발은 대부분 운
영단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로서, 그동안 공군의
무기체계 운영단계에서 추진해온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검
토하였다. 기초 데이터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
였다. 공군 부품 국산화는 1983년부터 2018년까지 440건 성공하였다.7) 이 중에서 항공
기 지원 장비의 부품 및 지상 대공 무기 부품, 일반 섬유 제품을 제외하면 총 385건이
다. 무기체계 기종별, 연도별로 국산화 개발 실적을 분류한 세부 현황은 아래 표와 같
다.
<표1> 공군 주관 기종별·시기별 부품 국산화 개발 현황

* 자료원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추출자료 재구성

먼저, 해외 구입 완제기 무기체계인 F-4(Phantom)의 경우, 1969년 전력화하여 20년
가까이 운영한 이후부터 부품 국산화가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대한항공이 면허

7) 공군 부품 국산화는 지금까지 총 5,060건 추진하였다. 품목 개발 도중 진행을 중단하거나 개발 포기하는 등 4,306
건이 취소되었다. 2019년 현재 진행되는 개발은 314건이며, 개발 성공(440건)의 추진 대비 성공률은 8.7%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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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F-5(제공호)의 경우에는 전력화부터 5년 정도 후부터 부품 국산화가 활발히 일
어났으며, 특히 삼성정밀에서 엔진부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많았다.8) 면허 생산 과정
에서 하위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던 업체들은, 당시 축적한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90년대 F-4,5, 2000년대 F-16의 부품에 대해 활발하게 국산화 개발하였다. 특
히, 이 시기에는 공군에서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 임무량(Sortie)9)이 가장 많았는데, 임
무가 많을수록 TCI10) 등을 비롯한 부품 교체 및 구성품 수리소요가 많고 업체의 수익
성이 보장되는 등 참여 동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국내 개발 항공무기체계(KT-1(웅비), T-50(Golden Eagle))의 경우에는 운영단계에서 부
품 국산화 실적이 타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는 체계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 주관으로 기계, 전자계통에서 자체 및 외부 국산화
가 많이 일어난 후, 실제 무기체계 운영 단계에서는 상위 기술의 부품에 대한 국산화
가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대 중반 KT-1의 항공전자 일부 구성
품 조립체가 국산화 개발되고 있는 것은 유의미한 현상이다. C-130, CN-235와 같은 수
송기의 경우에도 국산화 실적이 저조한데, 이는 수송기가 민수용 부품을 공용으로 사
용하여 부품 조달원이 다양함에 따라, 경쟁 진입 면에서 기업의 국산화 개발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 기인한다.

3.3 참여기업과 산업 발전
3.3.1 참여기업 현황
항공무기체계 운영단계에서 공군 주도의 부품 국산화 개발(385종 완료)에는
총 55개사가 참여하였다. 55개사 중 폐업 6개사, 국외 업체에 인수·합병된 1개사, 기업
자료 접근이 제한된 4개사 등 총 11개사를 제외한 44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출 규모별 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업 규모는 관련 법령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 중, 소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8) 대한항공의 F-4 면허 생산과정에서 일부 엔진부품은 삼성정밀에서 생산 납품하였는데, 당시 축적한 기술력이 향후
부품 국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당시 삼성정밀 기체사업부는 삼성항공을 거쳐 현재의 한국항공으로, 엔진사업부는 삼성항공,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을
거쳐 지금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발전 (삼성테크윈은 전자 사업은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됨)

9) 시기별 공군 최다임무 무기체계 : F-4(70~80년대), F-5(80~90년대), F-16(90~00년대), F-15(00~10년대)
10) Time Change Item(시한성교환품목) : 장착 후 일정기간 경과 또는 무기체계 가동 시 필수로 교환해야 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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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공군 주관 부품 국산화 개발 참여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업 현황
S&T중공업, 금호타이어, 대한항공, 에이스테크놀로지,

1,500억원 이상 (대)

LIG넥스원, 한국화이바, 한국항공, 한화,

400억원 이상 (중)

다산기공, 삼양컴텍, 에스피일레멕, 연합정밀, 한국도키멕 / 5개사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 11개사
극동씰테크, 극동전자정밀, 글로벌엔지니어링, 대명,
동명기전공업, 동진전기, 보령엔지니어링, 블루니어, 비엠벨틱스,
새한전자, 성진씨앤티, 성진테크윈, 세광정밀, 세창산업,

400억원 미만 (소)

송죽테크놀로지, 앤비스코리아, 에이티씨, 에프씨정밀, 유로테크,
유양산전, 일신정밀, 칸워크홀딩, 태한산업, 평화산업개발,
풍산에프앤에스, 한국로스트왁스공업, 화인정밀, 희망에어텍 / 28개사

<표3> 참여기업 규모별 주력 산업
매출액 / 주력산업11)
1,500억 이상
400 ~ 1,500억
400억 이하
계

금속/기계장비

화학

1
3
9
13

3
1
4

전기

전자/통신
2

자동차
2

항공
2

기타
1

6
8

2
4

6
8

1
2

2
3
5

계
11
5
28
44

<그림11> 기업규모와 국산화 개발 실적

44개 참여 기업들 중에서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11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전체 국산화 부품의 27%인 94종을 개발하였다. 매출액 400억 이하의 소기업은 25개사
로 61%를 차지하며, 개발부품 기준으로는 전체의 69%인 244종을 국산화 개발하였다.
반면, 매출액 기준 400억 이상 1,500억원 이하인 중기업은 개발 부품의 4% 수준의 매
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이 속한 산업군은 금속/기계장비 > 전자/통
신 = 항공 > 전기 순이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이 항공무기체계 부품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항공부품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주력하면서 항공부품을 병행 개발하는 기업들 또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부품 개발 실적을 연계해서 분석해보면, 금속 및 기계장비 산업과 전기산업에
속한 많은 소기업들이 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화학 산
업은 대기업 위주로 참여하였으며, 전자·통신과 항공 산업에 속한 참여자는 중기업은
전무하고 대기업과 소기업으로만 양분되어 있다.

11) 주력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과 각 기업의 주요사업 및 제품의 매출비율을 검토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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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업 분야별 발전 모습
국산화 개발 부품에 대해, 산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세부 산업별 국산화 개발 실적
규모/산업

금속

1,500억 이상

6

400~1,500억

2

기계
유압
6

조종

400억 이하

86

3

규모 미분류

9

1

계

103

4

19
25

기체
1

항공전자
전자
통신
4
6

전기

무장
3

7

3

30

39

33

18

2

1

3

3

2

6

32

49

43

26

11

항공특수
동체
엔진
26
43

계
95

1

1

14

3

15

248

3

28

62

385

30

<표5> 시기별 국산화 개발 실적
구분

금속

1980년대

기계

전기

2

1

항공전자

무장

항공특수
동체
엔진
4

계
7

1990년대

13

23

7

3

5

12

39

102

2000년대

46

34

35

47

3

15

16

196

2010년대

44

2

6

19

3

3

3

80

계

103

61

49

69

11

30

62

385

국산화 개발 완료 385종 부품의 계통을 분류해보면, 금속 및 기계장치, 전기 분야는
기업 분포와 마찬가지로 매출 400억원 이하 소기업의 개발 참여가 두드러진다. 엔진과
동체 계통의 부품은 매출액이 높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국산화 개발이 많았다. 이는 분
야마다 요구되는 기술 수준의 차이, 그리고 기업의 참여 정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언
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부품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공무기체계는 다양한 산업 분
야를 연결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무기체계 내에서도 계통별 기술 수준의 차이가 발
생하는 만큼, 그 발전 속도와 산업 밸류체인 상 위치 또한 다르다. 따라서 국산화 개발
실적으로 본 발전 과정과 현 수준을 각 세부 산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① 금속
금속 제품의 경우, 핀, 오링, 볼트, 너트, 가스켓 등 항공기 기본 소자·부품 등이며,
무기체계의 형태 등 그 목적에 따라 전용 제작한 부품이 대부분이다. 범용기술이 적용
되는 만큼, 다양한 업체에서 여러 무기체계의 부품을 대상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중
견 이상 기업의 개발은 일반 소부품 4건, 단가 500만원 이상의 특수밸브 2건, 총 6건
으로 적은 편이며, 대부분 소기업을 중심으로 참여하여 국산화 개발을 완료하였다. 대
표적인

기업으로

태한산업은

2000년대

F-4/5/16

전투기,

CN-235,C-130

수송기,

RC-800 정찰기에 장착되는 제품까지 다양한 부품을 제작하며 금속 부품의 국산화 개
발을 주도하였다. 금속산업은 개조와 변형이 용이한 제품 특성 상 항공부품 중에서 국
산화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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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항공-금속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1980
-

1990
13

2000
46

적용장비

-

F-4/5

F-4/5/16, KT-1

참여기업 수
개발부품

-

4 (중견1,소3)
오링, 베어링

13 (대1,중견1,소10)
밸브, 패킹, 가스켓,

2010
44
F-4/5/16, KT-1,
CN-235, C-130,
RC-300
8 (중1,소7)
오링, 패킷, 가스켓

② 기계
기계장치 계통은 90년대에 낙하산 등 사출장치 부품 및 시스템, 2000년대에는 냉각
장치 등 유압·공조시스템, 샤프트 등 동력전달장치, 토글/트리거 등 비행조종 계통과 같
이 다양한 기계장치에 대해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졌다. 기계산업 중 사출, 공조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대명(사출장치), 보령엔지니어링(공조시스템) 등 전문 소기업이 성장하
였으나, 항공기 휠 및 브레이크 계통 등 유압 시스템은 안정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는
계통 특성 상 한국항공, 위아 등 조립생산에 참여한 중견기업 이상 업체에서 주도하여
개발하였다. 2010년 이후 기계분야의 국산화 개발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성진테크윈
이라는 군용장비 회로 및 마이크로 스위치 전문 업체의 성장으로 비행조종 계통 부품
이 개발되는 등 개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세밀한 설계와 생산체계가 필요한 비행조
종 계통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하위부품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위 시스
템을 개발하여 Tier2를 탄탄하게 구성할 기업의 출현이 필요하다.
<표7> 항공-기계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적용장비
참여기업 수

1980
2
F-5, 공통
2 (중견1,소1)

개발부품

-

1990
23
F-4/5, 공통
4 (소)
사출 및 일반
기계장치

2000
34
F-4/5/16
12 (대2,중견1,소9)
브레이크 등 유압장치,
냉각 등 공조시스템

2010
2
F-16
1 (소)
비행조종 장치

③ 전기
국산화 개발 초기에는 유양산전 등에서 특정 무기체계가 아닌 공통으로 쓰이는 내
부 소부품을 위주로 국산화 개발하였다. 이후 2000년대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
며 블루니어가 전기장치 및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공통으로 쓰이는 모듈 및 장비 형태
의 전기 구성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항공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전기장
치에 대해 에스피일레멕, 앤비스코리아, 에이티씨 등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또한 각 모듈을 장비 형태로 Black-Box화 개발하고 있다. 전기산업은 특히 연매출
400억 이하 소기업들의 개발 참여가 많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제품 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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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소규모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 분야의 국산화 개발
품들은 여러 장비에 장착 가능한 공통품목이 많은데, 이는 한 번의 개발로 다양한 무
기체계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화 개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표8> 항공-전기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적용장비
참여기업

1980
1
항공공통
1(소)

개발부품

카메라

1990
7
항공공통
1(소)
배터리, 램프 등
소자 및 부품류

2000
35
F-4/5/16, C-130
12 (중2, 소10)
케이블/회로카드 조립체,
전기판넬, 음성증폭장비

2010
6
F-5/16
3(소)
조종사 음성장비,
변압장비

④ 통신/전자
통신과 전자산업으로 구성된 항공전자(항전)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전자장비와 각종
센서류 등이 통합된 것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 및 시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
템 컴퓨터, 통신, 식별, 항법, 레이다 등이 포함된다. 항전분야의 부품 국산화는 소기업
은 물론 중견기업에서 개발 참여가 많았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통신 분
야에서 지상 지원 장비와 레이다 부분품 모듈(Assembly,조립체)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F-4,5 항공기 조종석에서 정보를 시현하는 영상/계기시스템
관련 품목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특이한 점은 희망에어텍(통신), 새한전자(전자)
등 부품 개발을 하며 성장한 소형 기업들은 2010년대에도 대부분 F-4,5용 부품 및 장
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신형 무기체계인 F-16, KT-1에 장착되는 전자·통신
품목의 경우에는 한화시스템, 한국화이바, LIG넥스원 등 중견기업 이상에서 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영상 및 계기장치를 모듈(내부 Card 형태) 또는 장치
(Box)로 개발되어 군에 납품되고 있다.
항공전자 분야는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는 많으나, 특정 업체가 개발한 부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방산용 항공전자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한 번
습득한 기술력으로 다양한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표9> 항공전자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1980
-

1990
3

2000
47

2010
19

참여기업

-

2 (소)

12 (중견2, 중1, 소9)

4 (대1,중견1, 중2)

적용장비

-

F-4/5

F-5/16, KT-1

개발부
품

통신

-

네트워크 신호장치

조종석 통신장비,
레이돔 보호 장치

안테나,
영상기록장치

전자

-

-

레이더 수신보드,
비행기록장비,
전자식계기(F-4,5)

전자식계기(K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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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 및 무기
무장시스템 관련 부품의 국산화 개발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항공기
에 장착되는 무장(탄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군수지원협정이나 국내
필수재고량 설정 등에 따라 업체가 개발에 참여할 동인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개발 완료된 부품은 무장시스템에 장착되는 센서류, 키트,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
이 통합 구성되는 무장조립체 등이다. 90년대까지는 무기류 제조업체에서 개발을 전담
하였으나, 항공기와 무장(탄약)과의 연결성이 중요한 전자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
라, 2000년 이후 새한전자 등 전자·통신업체도 참여하고 있다.
<표10> 항공-화학·무기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적용장비
참여기업
개발부품

1980
-

-

1990
5
F-5
2 (소)
표적 정보 수신기

2000
3
F-4

2010
3
F-5/16

3 (대1, 소1)
Missile 플레어 키트

3(대2,소1)
기총 총열, 모니터

⑥ 기관(항공엔진/연료)
F-5 엔진 면허생산과 동시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항공기 엔진 및 관련 장비의 국산
화가 진행되었다. 엔진 및 기체분야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기에 평균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국산화 개발을 주도하였다. 90년대까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도의 개발이 지속된 반면, 다른 업체들의 참여는 단 2건이었다.
삼성테크윈은 80년대 말 GE의 엔진을 면허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90년대 초반 당시
공군의 주력 항공기였던 F-4의 엔진 터빈 블레이드, 노즐 등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였
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송죽엔지니어링 등 방산 기업이 군용 엔진부품 개발에 활발
히 참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산화 개발은 현저히 줄고 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
이스가 자체 군용기 엔진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 사업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
다.(T-50엔진) 2010년 이후부터 유로테크 등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F-16 항공기의 엔진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이들의 개발부품은 아직 하위
부품 수준이다.
<표11> 항공기관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참여기업
적용장비
개발부품

1980
4

1990
39

2000
16

2010
3

3 (중견1,소2)
F-5

1(중견1)
F-4

9(중견1,중1,소7)
F-4/5

3(소)
F-16

밸브류,
브라켓

터빈 블레이드,
터빈노즐

로터펌프, 연료필터

볼베어링,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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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체(항공동체)
날개 및 본체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기체/동체(Airframe Structure)는 특수철강, 나
노섬유 및 카본 복합재 등 소재 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항공기에서 기술이 가장 집약
된 분야이다. 특히 동체 구성품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부품
대부분 고단가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체계
개발업체의 안전성 인증절차가 매우 철저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현재 국산화
된 부품은 과거 면허생산을 했던 대한항공, 국제 기술협력에 참여했던 한국항공, 착륙
장치를 개발한 현대위아 등만 국산화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
들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F-4/5 등 구형 항공기용 동체
이외에 F-16/15 등 3, 4세대 무기체계에 대한 국산화 개발은 단 2건이다.(이 중 1건은
타이어) 최근에 아스트 등 동체 제작 기술을 보유한 신흥 기업이 있으나, 군용항공기
부품보다는 민수용항공기 부분품을 납품하며 성장하고 있다.
<표12> 항공동체산업 국산화 개발
구분
국산화 개발(건)
참여기업
적용장비

1980
-

1990
12

2000
15

2010
3

-

3(대2,중견1)
F-5

5(대3, 중2)
F-4

3(대2,중견1)
F-5/16

개발부품

-

착륙장치,
윙스파, 윙리브

랜딩기어(피스톤,실린더)

외부연료탱크,
노즈타이어

3.3.3 밸류체인 변화 과정
위 산업별 분석을 바탕으로, 항공부품산업 밸류체인에서 국산화 개발 참여기업
별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밸류체인의 변화와 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90년대에는 각 Tier별로 참여자의 수는 적었지만, 밸류체인 상 기업 현황을 통해서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전수받은 모습을 알 수 있다. 삼성항공은 엔진
면허생산을 통해 GE로부터 엔진 제작 기술을 전수 받고, 이후 탈레스와의 합자회사 삼
성탈레스를 출범하며 엔진 부품 및 부분품 기술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삼성테크윈이라
는 독립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한국항공은 90년대 F-16을 조립생산하며 Lockheed社로
부터 항공기 동체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술을 학습하였으며, 한국형 훈련기 사업을
수행하며 자체 설계능력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화는 독일의 FAG와 합자회사 FAG한화
베어링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자동차 및 항공부품으로 적용
하였다.
2000년대에는 참여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모
든 분야의 Tier3,2에 진입하였고, 생산능력 등 기반을 갖추고 개발에 참여였다. 그들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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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및 변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의 성장이다. 협진정밀공업은 국내 대표적인 무기 제작사인 풍산의 풍산FNS로 재편되
어 성장하였고, 기체부품을 생산하던 기아기공은 위아와 서로 합병하여 규모를 키워
현재 현대위아로 통합되었다. 또한, 블루니어는 하스인터내셔널을 흡수하고 공군의 전
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두 번째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상위 Tier
로의 진출이다. 송죽정밀은 기계부품의 Tier3에서 활동하는 기업이었으나, 지속적인 기
술개발을 통해 엔진부품 국산화 개발에도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송죽테크놀로지로 사
명을 변경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령엔지니어링 또한 전기부품 제조업체였
으나, 엔진 부품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다. 반면, 이 시기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기
업들 다수가 폐업하였다. 특히 전기 및 전자·통신(항공전자), 엔진 분야에서 Tier2에 진
입한 기업들의 실패가 많았다. 전기산업에서 성진씨앤티, 신우정밀, 진아상사, 항공전자
에서 신일상사, 태산정밀, 기관(엔진)분야에서 진광실업 등 기업들이 그 예이다.
2010년대에는 Tier2의 기업 구성이 더 탄탄해지고, 모든 Tier에 걸쳐 기업들이 분포
하고 있다. 이는 부품-부분품-시스템-완제기로 이어지는 항공무기체계 생산 전 과정에
국산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업들이 항
공부품산업 안에서 자기 기업만의 중점 분야를 확정하고,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
로써 보다 전문화된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또한 대폭 증가
하였다. 한화테크윈은 일반 방산과 전자·통신 분야를 한화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삼성테
크윈을 흡수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항공 및 엔진 특화기업을 출범했다. 한국항
공우주산업은 국가적 지원을 비롯한 공격적인 투자로 군수용 항공기 설계에서 국내 최
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대한항공은 2000년대까지 군수·민수용 항공 완제기 및
부분품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군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창정비(MRO) 사업 이외
에는 사업 투자가 거의 없으며, 민수용 항공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장한 중견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점은, 산업 전체의 발전 동력이 된다. 국가적 지원
을 받은 Tier1과 완제기 체계개발업체 이외에도, LIG넥스원, 삼양컴텍, 에이스테크놀로
지 등 각 세부 산업분야별·Tier별로 전문기업들이 출현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Tier1은 여전히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기업 외에) Tier3,2의 부품·부분품 기업의 공급량을 흡수할 수 있
는 규모 있는 강자로 성장한 신흥기업이 거의 없다. 특히, 군용 항공무기체계 부품들에
대해 관련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Tier1과 완제기 제조업체가 한국항공 한 곳밖에 없다
는 것은 산업의 보수성과 폐쇄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소규모 업
체의 어려움은 물론, 신규 업체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 또한 제한될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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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항공부품산업 시기별 밸류체인 변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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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품 국산화 영향요인
1980년대에 시작된 항공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는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며
200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기초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체계 면허생산 및 국제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항공, 삼성테크윈 등 시스템을 생산
하는 체계개발업체의 성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산화
개발 완료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개발 참여 또한 크게 줄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수익성,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연구개발 투자
산업 안에서 기업들의 혁신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
구개발 투자이다. 연구개발투자는 내생적 혁신 역량의 가장 확실한 지표이다. 투자 규
모의 증감 크기와 지속적인지 일시적 증가인지로 산업의 혁신력과 축적력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갑수,2019) 이에 연계하여, 기업이 해외 선진기술을 추격하는 혁신 활
동인 부품 국산화 또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추이를 통해 변화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13> 참여기업(대기업) 연구개발 투자비
(단위 : 백만원)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12)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항공과 LIG넥스원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연구개발비
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권을 수주함에 따라 한
국항공은 설계 등 체계개발을, LIG넥스원은 전자전 장비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산 및 항공부품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대규모 국방 획
득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프를 통해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액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주
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방산·항공·부품 분야에 연 평균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12) 기업별 연간 매출액에서 방산,항공,부품 부문의 구성비를 적용함.(금호타이어는 방산 부문 계상 어려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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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개사 뿐이며, 500억 이상도 한화시스템 1개사이다. 한국
항공, LIG넥스원 등이 3~400억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상호 격차는 상당하다.
한화그룹은 2010년 이후 방위사업 및 항공사업을 재편하며 삼성의 방산 관련 계열사
를 흡수하면서 항공(에어로스페이스), 전자(한화시스템) 부문에서 최강자의 지위를 차지
하였다.
<그림13>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비 추이

<그림14> 대기업 기술개발 투자비율 추이
(단위 : %)

매출 대 연구개발 투자액인 기술개발 투자비율13)을 비교해봄으로써, 기업이 연구개
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한정된 자원 안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연구개발 투자 상위기업이 자연스럽게 기
술개발 투자비율 또한 높으며, 대부분 대기업에서 매출액의 2% 미만 수준으로 연구개
발 투자를 하는 가운데,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8~12%
의 높은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보인다. 주목할 점은 통신 및 전자전 장비 제작업체인 에
이스테크놀로지는 2010년부터 제품의 해외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그 전까지
1% 수준이었던 투자비율이 해당 시점부터 평균 9%까지 상승했으며,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무선통신 기술력을 바
탕으로 군 통신, 위성, 레이다 등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전자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
과 동시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15> 중기업·소기업 매출액 추이

<그림16> 중기업·소기업 연구개발 투자비 추이

(단위 : 백만원)

13) 기술개발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 / 당기 매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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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00억 이상 중기업과 400억 이하 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금액이 적어 개
별 기업별로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중기업과 소기업 집단 전체의 매출 및
연구개발 규모 추이를 파악하고 산업 전반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중기업 5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와, 소기업 전체 28개사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흐름 또한 같은 형태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즉, 산업 내
에서 중기업·소기업이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나 투자비율로 볼 때 기업집단 간 격차가 지나치게 크며, 이
로 인해 집단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산업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다. (연
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발달 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
이는 곧, 중·소기업은 기술성과 부가가치가 낮으며,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제품 위주
로 생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내세워, 상위 Tier의 대
기업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이 필요로 하는 제품 기술성이 높아지면서 기술력
을 보유하지 못한 소기업의 국산화 개발 참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00년대까지 범용기술을 활용한 국산화 개발에서 벗어나, 몇몇 중·소기업들이 성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
다. 무기체계를 포함한 항공부품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이 일
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4.2 수익성
부품 국산화는 군이 사용하는 품목을 기업이 개발 생산하는 것인데, 기업은 기
술 확보나 개발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익성이다. 관련 업체와는 인터뷰에서, 기
업이 국산화 개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수익성을 꼽았다. 방산 부품
매출은 그 특성상 군이라는 단일 수요처에 의존하고 있다. 항공무기체계 경우, 전투용
항공기 전용으로 민간 항공사에 납품하기 어려운 부품이 많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
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만, 해당 기간 군의 수요가
적다면 개발 업체는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5년 이후에는 동일
제품 제조업체와 다시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특히 무기체계 부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군수지원 프로그램인 FMS14) 체계에서 동일기능을 제공하
는 수많은 업체들과 안정성과 가격 면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14) 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제도) :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 정부의 보증 하에 무기체계, 수리
부속, 탄약, 유류 등 방산물자를 국가와 업체가 상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제도이다. 미국 정부의 품질보증은 물
론, 여러 국가와 업체가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를 유발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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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는 동일 제품에 대해 단가가 가장 낮은 조달원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을 했다고 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수익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국산화 개발된 제품의 단위가격과 군 수요량을 통해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공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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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분

낮은 수익성은 기업들이 인력 및 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 투자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
용한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을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무기체계 부품 판매 시 종합체계개발업체에서 시행하는 PBL 계약을 시행하여, 기존의
수익성 또한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외 도입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에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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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환경적 요인
이외에 국산화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기종 항공무기체계
도입도 하나의 원인이다. 국산화 개발 실적을 보면 새로운 기종을 생산 또는 구매 도
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국산화 개발이 시작된다. 공군이 새로운 무기체
계를 도입하는 경우, 전력화 시점부터 우선 2년간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사용 및 정비
(하자) 보증기간을 거친다. 이후 부품 소모 경험에 따른 향후 수요 산출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개발 대상 부품을 선정한다. 개발이 시작된 후 평균 개발기간(평균 4~7년)을
고려하면 국산화 완료까지 장기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또다시 신기종이
도입되면 구형 무기체계의 운영량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부품의 소요량도 줄어들기 때
문에, 관련 업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구형 기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 동력을 잃는다.
공군이 2005년 F-15K 항공기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기종 부품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산화 개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세대의 무기
체계 등장에 따라 겪게 되는 기술력의 한계이다. 선진기술 보유 기업과의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 추격이고 추격은 전수와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2000년대 이
후 체계 구성품 납품과 기술 이전은 기존과 다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
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기술 선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을 꺼리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따른 하나의 현상은, 2010년대 무기체계 및 부분품의 원제작사의
부품 납품 계약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15) 그리고 동시에 부품과 구성품 모
듈의 개봉마저 제한함으로써 역설계가 어려워졌으며, 수리 요청 또한 장치(Box) 형태를
유지해야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항공전자 분야, 엔진 및 기체(동체) 등
항공특수산업 분야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결국, 현재 부품 국산화 승인이 이루어
지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 업체가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추진되는 일반부품이며, 정부가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되는 핵심부품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다.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산업 내에서 이를 제품화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요인이 된다. 일례로 최근 공군에서 전력화한 F-35의 핵심기술은 적 레이더망을 무력
화하는 ‘스텔스’ 기술이다. 스텔스 기술이 접목된 항공기 구성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하지 못하고 해외수입에 의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원천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80년대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마이크로웨이브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스텔스
기술개발이 시작되었고, 이 업체는 90년대에는 레이더 흡수물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도 하였다. 최근에는 ETRI에서 스텔스 성능개량 소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15) Boeing, Lockheed Martin 등 완제기 업체와 GE, P&W 등 주요시스템 업체들은 시스템 전체의 가동률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시스템 부분품 또는 부품에 대해 자사에서 보증한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군과 군수지원계
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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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보유 기술 수준은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소재기술을 외국에서
제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KFX 사업에서 스텔스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한다는 계획
은, 보유한 소재 기술을 제품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항공소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산화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보유한 기
술의 사업화 능력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
기술을 제품화하여도 제품 인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 또한 국산화 개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고가의 무기체계에 대한 사고 가능성과 안전 위험성에 기인
하여, 제품의 사용자인 군과 기품원의 개발품(대체품) 인증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특히,
항공부품의 경우 인증이 어려운데, 단적인 예로 무기체계 성능개량이 필요한 경우 원
제작사가 기술지시(Technical Order)를 통해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개조나 변경을 허용
하지 않는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다.
이 외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분야의 변
화 또한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의 힘이 줄어든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항공 산업은 군수
용 매출이 높았는데, 민수용 산업이 점차 증대되면서 기업의 힘이 이동하고 있다.16) 대
체로 군용기체를 주로 제작했던 한국항공은 세계 항공 시장의 판도 변화에 따라 민항
기 제작에 사업 중점을 두고 있다. 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을 담당하던 한화에어로스
페이스도 부품보다는 엔진시스템 설계·생산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항기 엔진 부품
을 납품하는 데 무게를 둔다.

16) 항공 산업에서 군수용 제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까지 70%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민수용 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군수용은 58%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자료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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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5.1 정리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항공부품산업은 80년대 후반 면허생산과 90년대 초반 조립생산을
하며 선진기술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고 2000년대
이후 기술개발을 통해 무기체계 내부 주요시스템은 물론 완제기까지 설계 생산이 가능
해질 만큼 급격히 성장해왔다.
본 연구는 공군 주도의 항공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활동과 이에 참여한 기업에
주목하였으며, 실적 분석을 통해 산업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항공부품산업의 밸류체인 구조에서 Tier3는 최하위 제품군으로 이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기업이며 기술적 파급력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전자 및 통신 구성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Tier2에 해당하는 기업
들이 성장하였으며, 새한전자와 같은 일부 기업은 기술성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 영역
에서 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과 같은 중견기업
또한 Tier2에 진입하여 포진하고 있다. 기업 형태와 규모, 개발 부품의 특성으로 볼 때,
Tier2는 산업 밸류체인 구조에서 가장 탄탄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동체 및 엔진부품
은 대부분 대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밸류체인 상 Tier1을 구성하는 기
업들로 산업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하위 시스템 및 부분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들
또한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부품의 국산화는 오히려 감소
하였으며, 연구개발 투자, 수익성 등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연구개발 투자는 시장의
총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업집단 간 절대액
과 매출 대 투자비율 격차가 늘어나 기술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신형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개발은 대부분 대·중기업에서 하였으며 소기업의
개발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익성 측면에서, 부품을 개발한 기업은 군이라는 단일 수
요처에 개발품 납품을 의존하고 있고 군 수요 또한 지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기업에 큰 매출액을 창출해주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개발 기간 장기화, 신기종 도
입과 기술력 부족, 기업들의 중점 사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국산화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군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앞으로 항공부품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산업
전체적으로 더 건강한 밸류체인 구조 형성하고 기업 간 균형을 갖춘 성장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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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근 아스트라는 중소기업이 미국의 Boeing社 등 세계적인 항공기 체계개발업체
에 직접 납품하는 Tier1 기업이 되었다. 2010년까지 연 매출 200억 원 수준이었던 소
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대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산업구조에 균형을 더하기 위해 이러한 강소·강중 기업
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기술 성장을 위해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할 때 실패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주저하는데, 이는 국가 혁신의 저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혁신적 공공구매, 표준 및 인
증 확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적 시도에 따르는 시행착오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
유해야 한다.(이정동 2015) 이러한 제도적 방향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기술개발
을 꾀하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 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Tier2,1에 진입하며 해당 분야
를 주도하는 강중·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가사업 추진을 통해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필
요성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면허생산, 자체설계, KFX 사업까지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보수적이고 Tier 간 종속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한
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위 및 항공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다음으로, 국산화 개발 업체의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다. 군은 미래 수요 예측의 정확
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해 우선 개발을 기업
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업은 군수용보다 민수용 수요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 민수용 부품을 개조해 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술적 파급력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다.
정책 및 제도 등 개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부품 국산화 개발은, 정책 수준의 총
수명주기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신형 무기체계 도입 단계에서 국내 기술개
발을 위한 자료의 전수, 운영단계에서 지속 수요 창출할 수 있는 첨단 핵심부품 선정
등 정책과 제도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국내-해외 업체 간 협력과 제휴를 강화
하고 부품을 공동 개발하는 것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항공부품연구
단17)이 출범하여, 부품 자체 개발은 물론 산-학 협력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
다. 덧붙여, 군용기 부품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항공 소재 개발, 부품 가공, 시험평가 등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규모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항공부품연구단’을 2018년 6월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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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주요 군수지원사업 계약
방식인 ‘성과기반계약’을 연구개발 투자와 국산화 개발 성과와 연계하는, 새로운 기술
지원 방식(가칭 기술투자 성과계약)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주요 참여자로서, 산업 내에 국산화 개발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거나
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

5.2 연구의의 및 한계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항공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정책과 제도,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개발 효율화 방안 등
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개발 부품과 기업 현황을 통해 산업을
전반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산화 개발 참여기업의 활동과
개발된 부품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항공부품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이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자립적인 산업 발전의 꾀하고
있는 현시점에, 국내 방위산업 중 국산화율이 가장 저조한 항공무기체계의 부품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존 부품 국산화 실적과 참여기업을 통해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리고 국산화 실적이 있는 기업 실적과 현황을 통해서, 국내 제조업의 일반적인 문제가
항공부품산업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특히, 항공 부품 국산화의
특수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와 군이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군수용 매출이 50% 이상인 국내 항공 산업의 형태와 연구자의 자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군용 항공기 부품 국산화 경험 기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민
수용 항공기와 관련하여 국산화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부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
으며, 공군의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산업 내에
서 특히 항공무기체계 관련 분야에 특정하는 한계가 있다. 추가로 핵심기술 개발이 중
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술적 파급성 그리고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 내 강중·강소기업의 필요성에 인지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의 실질
적인 대책을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기업별 내부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단위 부품별로 국산화 개발 과정에 대한 연
구가 부족했는데, 앞으로 개별 부품의 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면 기술 추격
과 신제품 창조의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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