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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현대자동차 생산체계”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본 발표는 추격, 재벌, 생산체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
후 현대차 생산체계 특성 조명

ￚ 따라서 개발주의, 노동 통제, 혁신 등 기존 논의들을 아울러서 현대차 생산체계
를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정리 시도

 본 발표는 조형제, 정준호, 김철식 3인의 영문 공저의 일부 내용을 정리

ￚ Agile against Lean: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

ￚ 책 제목이 위와 같으며, Palgrave-Macmillan 출판사와 계약 체결하고 초고를 미
친 상태

 기존 현대차의 생산체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권위적 실험주의와 기민한 생산
체계로 개념화하려고 시도

ￚ 재벌체제의 이중성을 드러냄: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

ￚ 단순히 success story를 벗어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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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대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

자료: Jo et al. (forthcoming)

상대 주가 비교 (2010.01.01 = 100.0)세계 자동차 생산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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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대 이후 수익성 하락: 사드, 비정규직 전환, 신차(SUV 등) 개발 타이밍 등

자료: Jo et al. (forthcoming)

현대차의 마크업(%) 추이현대차의 수익성 추이 (R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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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기품질지수 및 내구성 품질 지수 2010년대 이후 산업평균 상회, 도요타 일정

자료: Jo et al. (forthcoming)

현대차의 품질: 상대적 VDS 지수현대차의 품질: 상대적 IQS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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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Pre-Chandlerian

ownership structure)

• Strategic control
• Financial commitment
• Organization integration

• Inter-firm decentralized and 
networked coordination

• Self-adjusting organization

Chandlerian innovative firm’s conditions

Internal economies of scale (scope); 
learning effect (learning by doing)

External economies of scale (scope); 
learning and network effects

Hyundai Motor’s 
production system

Taylor-Fordist mass 
production system

Toyota’s lean production 
system

Post-Chandlerian innovative firm’s conditions

Hyundai Motor’s
catch-up

 Post-Chandlerian practices 
ￚ Modularization 
ￚ Pragmatic experimental practices

Extended quasi-vertical integrationAgile production system
Authoritarian Experimentalism 

• Successful catch-up
• Entrepreneurial leadership

• Rent-seeking behaviors
• Unchecked discretions

Benchmarking Building dynamic 
capabilities 

Empowerment;
Organization 
integration

Labor exclusion;
Technological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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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현대차의 추격 과정을 추격 2.0, 즉 ‘중견기업 함정’에서 벗어나
기 위한 시도

ￚ 고질적 품질 문제, 외환위기 대규모 해고, 일본식 생산체계 이식의 한계 노정

 1990년대 자동차산업의 혁신 동향과 국내 여건 등 ‘기회의 창’을 활용

ￚ 독일 자동차 산업의 관행 도입: 파일럿 센터와 모듈화

 재벌체제의 명암을 수반하는 기업가적인 투자와 내부 혁신

ￚ 준수직계열화: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장악(수요 독점), 엔지니어 집단에 대한 일정
한 자율성 부여

 현대차가 세계 5위권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

ￚ 이 과정은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며, 재벌의 이중성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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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blen(1915: 191-192)은 ‘기계기술’(machine technology)의 진보는 추격
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따라서 추격은 ‘금전적’ 요인과 신산업 ‘기회’에 좌우

ￚ 그는 기술이 쉽게 가용하므로 숙련과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이전은 힘들지
않고 외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도 시장이 필요한 조정 역할을 수행

 Gerschenkron(1962)은 성공적 추격을 위한 역량 형성의 필요성 제기

ￚ 그는 독일이 영국을 추격할 당시 자본과 기술집약적 기술이 일반적이어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으로 투자은행에 주목

ￚ 그는 베블렌과 달리 기술이전은 쉽지 않으며,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동아시아 사례에 대해 베블렌 유형의 시장친화적인 추격과정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는 World Bank(1993)의 입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격 성공을 파악하는 거센크론 유형의 입장(예: 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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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1980, 1997)은 한국 사례로 기술추격에 대한 ‘기술 역량’(technological 
capabilities) 접근을 체계적으로 정립

ￚ 그는 이를 ‘실행-소화-개선’의 연쇄로서 ‘수입기술 도입 → 점진적 개선 → 
혁신기반 경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리

ￚ 자본재 수입, 기술 라이센싱, 역엔지니어링, 무역정책, 엄격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규범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 선진기술을 학습

 기술 역량론은 단계론적 사고 기반: (逆)제품수명주기론

ￚ 선진국의 제품수명주기에 기반한 누적적·선형적인 기술 인식(Perez and Soete, 
1988)에 기반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기술혁신을 이해해야 단계를 생략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여지, 즉 추격이 가능한데, 이러한 논리 하에서는 개도국(기업)이 선진국(기업)을
추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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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2013)의 슘페터적 개발론: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에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단명 기술[예: IT 부문(Park and Lee, 2006)] 분야의 특화가
유효한 전략

ￚ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의 이행에서는 (逆)제품수명주기론의 적실성, 반면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의 이행에서는 기술수명주기론이 더 적실성

ￚ 1960년대 저부가가치형 기술수명주기가 긴 분야(예: 의류),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간 정도의 기술수명주기 분야(예: 자동차, 조선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짧은
기술수명주기(예: TDX, 반도체, 이동전화, 디지털TV 등) 분야 특화

 Lee and Lim(2001)에 따르면, 추격은 ‘경로추종형’, ‘단계생략형’, ‘경로
창출형’으로 유형 구분이 가능

ￚ 성공적 추격은 ‘단계 생략(예: 현대차 엔진 개발 사례)’이나 ‘경로 창출’이 필요, 
이는 신기술 출현[예: 디지털 기술(Lee, 2013)], 경기변동이나 시장수요 변화[예: 
불황기(이근, 2014b)], 정부개입이나 규제 변화(이근, 2014) 등과 같은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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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또리 타미오(2005)는 대만이 IT 분야에 진입하면서 한국처럼 ‘조립형
공업화’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

ￚ 그의 논지는 1970년대 NC 자동화 기계의 일반화와 가격 하락, 냉전에 따른
국제 분업체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 삼자의 결합으로 핵심
부품·소재와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가공이 아니라 이를 조립하여 수출

ￚ 이는 지경학적인(geo-economic) 기술적 조건(예: 일본) 하에서 누적적인 기술
축적이 더딘 공업화 패턴을 의미

 일본과 달리 기술과 숙련 간 분단으로 조직적 혁신의 저해(Hattori, 1986)

ￚ 하지만 한국이 해외 선진기술의 흡수에 성공한 것은, 표준화된 기술과 성숙한
생산기술이므로 상대적으로 이를 학습하기가 용이했다는 점

ￚ 개인 수준에서 기술을 흡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

ￚ 근로자의 재직 연수가 늘어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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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ttori(1986: 323).

기술과 숙련 간 관계 엔지니어와 현장 작업자 간 관계



선행연구 한국 산업화에 관한 경험 연구

14

 Levy and Kuo(1991)는 한국기업 전략을 ‘조립형 전략’(assembly strategy)으로
명명

ￚ 기업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단위비용에 직면하더라도 일단 조업을
감행하고 규모의 경제와 실행에 의한 학습으로 기술 경험을 기업 내부에
축적하여 제품 설계와 조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ￚ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기술에서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과정을 거쳐서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

 Fujimoto(2006)는 재벌 특유의 의사결정 집중성이라는 강점을 지적

ￚ 한국기업은 반도체나 범용강, 범용석유화학제품 등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개방형 모듈 제품에 경쟁우위를 보유

ￚ 그 이유는 재벌대기업이 가진 자금동원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집중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임.

ￚ 한국기업은 소위 일본식 ‘모노주쿠리’ 숙련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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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산업화의 요인들

ￚ 기존 논의는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생산 및
공정기술 중시와 작업장 숙련의 경시, 표준화, 위험 공유수단으로서 재벌과
정부의 산업정책 등을 언급

ￚ 즉 베블렌의 ‘기계기술’의 효과와 거센크론의 ‘제도적 수단’의 결합으로서
한국의 공업화 전략을 설명

ￚ 기술수명주기론이나 조립형 공업화 가설이나 결국은 추격을 위한 기술학습
난관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것임. 

ￚ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투자문제와 시장수요의 문제이고, 위험공유수단으로서
재벌체제와 정부정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ￚ 예를 들면, 철강, 조선, 반도체, 휴대전화, 디지털 TV 등은 표준화와 모듈화를
통한 적기의 투자 타이밍 덕분에 경쟁력을 확보한 것임. 

ￚ R&D역량과 작업장의 제조역량과 비교해 보면 엔지니어링 역량의 내부
축적은 성공적인 추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Amsde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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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린 생산방식이 새로운 “one best way”이고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다고 주장(Womack et al, 1990)

 Freyssenet et al.(1998)은 “one best way”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Boyer and 
Freyssenet(2002)의 생산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차이 및 다양성을 보여줌.

 일본 자동차 시스템의 사회 문화적 착근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이식가능성을
제약(Dore, 1992). 

 도요타 생산체계는 생산 공정 및 작업 조직 시스템과 사회적 조직 시스템 간의
연계가 특징적(Jurgens, 1989: 21) 

 양극단에서 “적용”(=생산시스템의 완전한 이전)과 “적응”(=특정 지역 조건에
따른 일본 생산체계의 유연적 변경)의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Abo, 1994)

ￚ 생산체계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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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생산체계의 일본화 여부

ￚ 정승국(1995)과 주무현(1997)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체계가 일본화되고 있
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ￚ 이영희(1994)와 조형제(1992)는 포디즘적 성격을 강조함. 

 현대차 생산체계를 고유한 유형의 생산체계로 이해하려는 연구의 등장

ￚ 조성재 외(2008)는 한국의 노동체제가 혼합시장경제 유형이라고 주장함

ￚ 김철식(2009)은 한국 자동차산업을 특징짓는 모듈 생산을 상품 연쇄의 측면에
서 고찰한 후 이것이 고용체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ￚ 현대차의 모듈 생산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
장관계적 성격이 강한 유럽의 모듈 생산이나, 설계에 치중하는 일본의 모듈 생
산과는 구분(김철식 외, 2011)

ￚ 현대차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는 종업원의 숙련 향상과 적극적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일본적 생산모형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 이에 따라 고도의 자
동화, 정보화에 의존하는 현대차 고유의 생산모델이 형성·발전(Lee and Jo, 
2007; 조형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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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블렌의 기계-기술론(기술 도입과 벤치마킹)과 거센크론(추격) 논의

ￚ 기술이 기계에 체현되어 널리 유통되고 자본재 가격의 인하로 이러한 기계나
장비를 쉽게 구입 가능하여 추격이 가능하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음.

ￚ 그렇다고 체현된 기술 이면의 암묵지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난한
기술 학습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임.

ￚ 따라서 두 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이근의 기술수명주기론

ￚ 이 논의는 IT와 같은 단명 기술의 추격을 설명하는 데는 적실성이 크지만, 
자동차산업처럼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그 적용에 한계

ￚ 현대차 엔진 개발을 추격의 단계 축약형 사례로 제시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학습 기제나 채널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함 (cf. 김인수 逆수명주기론)

 현대차 생산체계의 재해석: 한국적 특수성을 넘어서

ￚ 도요타의 린 생산체계와는 상이한 주요 특징들을 이론적·경험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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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또리 타미오의 조립형 산업화 또는 기술과 숙련 분단론

ￚ 엔지니어 주도의 숙련 형성을 통해 조직 내에서 숙련을 통합하는 기제, 즉
“learning by improvisation”를 제시

ￚ 하지만 이러한 기제는 현장 노동을 배제하고 일부 이를 보완하려고 시도

 후지모토가 주목한 재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중적 역량론

ￚ 재벌이 가지는 이중적 속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이중성이 “권위적
실험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

ￚ “권위적”은 재벌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칭하고, “실험주의”는 재벌
총수(경영진)의 위험 감수 행위(=실물 옵션) 및 엔지니어에 주어진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 속에서 감행된 시행 착오와 그 성과를 의미함.

ￚ 성장은 개발주의를 내장, 개발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헌신을 통해
시행착오와 위험 감수 및 성과를 수반, 이러한 실험주의는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나타남, 즉 집중과 배제 그리고 2종 오류 가능성

ￚ 따라서 현대차의 경이로운 성장은 명과 암을 동시에 수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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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수용되는 생산체계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Jurgens, 1999)

ￚ 일반적으로 “이는 다양한 자원을 사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지칭

ￚ Boyer and Freyssent(1995)는 생산체계를 “시장 및 작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기술, 조직, 경제 관행 및 시스템”을 의미

ￚ Skinner(1985)는 생산체계의 구성요소로서 도구 또는 하드웨어 요소와 조직적
요소 또는 인프라를 구별

ￚ Jurgens(1995: 298)은 생산체계를 “작업(work)과 공정 조직의 새로운 관행과
형태의 집합”을 의미

ￚ Jurgens, Malsch and Dohse(1989: 44)는 생산체계를 “생산 통제 및 작업
시스템과 사회조직 간의 연계”라고 규정

ￚ Jurgens(2002: 2)는 생산체계를 기업전략을 아우르는 생산 조직과 사회적
과정에 관한 구조적 프레임워크”로 규정

ￚ Susman and Chase(1986)은 “특정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회기술적 체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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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리즘-포디즘

ￚ 과학적 작업 원리 도입으로 표준화된 부품 도입 및 대량생산체계

ￚ 엔지니어가 규정하는 표준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는 정적이고 중심적인
지위(시간과 동작 연구)

ￚ 작업장 숙련은 작업 내용, 구조 및 공정 최적화에 관한 의사결정에 통합되지
않음(작업 노동의 소외 초래)

 볼보의 우데발라 생산체계(Jurgens, 2000)

ￚ 계획적으로 작업을 규정하기 위해 표준 사용을 거부

ￚ 개별 노동자와 팀에게 작업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Womack et al. (1990)이 요약한 도요타 생산체계, 즉 린 생산체계

ￚ Kenney and Florida(1993: 123)은 이를 “보다 선진적이고 착취적인 포디즘의
버전 – 하이퍼 포디즘”라고 논의

ￚ Adler and Cole(1992)는 이를 “민주적인 테일러주의”라고 함 (NUMMI=
“learning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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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생산체계의 새로운 요소(Fujimoto, 1999)

ￚ 하지만 이는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전통에 있지만, 그것의 리메이크는 아님.

ￚ 표준(루틴)이 내부적으로 생성,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을 통해 동태적으로
진화(=“루틴화된 제조 역량”)

ￚ 작업 내용은 고도로 반복적인 과업에 기반, 짧은 작업주기에 기반하지만, 팀
지향, 작업 노동이 품질의 책임성 문제 참여

ￚ JIT와 같은 공정이 작업속도를 규정, 즉 관계 속에서 작업속도가 규정(Jurgens, 
1995)

 테일러주의는 노동자와 작업 간 관계를 규정하는 표준(구상과 실행 분리) 
기반, 작업 내용과 조직을 결정하는 표준은 엔지니어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

 포디즘의 주요 특징: 기계에 의한 인간 대체

ￚ 대량생산 기반의 공정 지향성, 고도로 파편화된 과업에 기반하고, 직접적인
현장 노동의 책임성이 낮으며,  개선과 공정 혁신은 확고히 엔지니어가 담당, 
인적 자원 관리는 hire-and-fire 전략 기반, 숙련은 OJT을 통해 습득, 불신과
적대의 노사관계 등으로 나타남(Jurgens,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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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PISA 그룹은 협의의 생산체계 개념에 더해 기업 지배구조와 수익 전략, 그
리고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 구조를 생산체계 내로 포괄

수익 전략

성장과 분배기조

재화 시장 노동

대외 환경

작업조직
(숙련 및 기업간)

시장제품
전략

노사관계
(임금/인센티브)

금융시장

기업
지배구조

재무전략

광의의 자동차 생산체계(레짐) 개념(Boyer and Freyssenet(2002))

 GERPISA의 주요 연구 주제

ￚ 생산체계 도입에 따른 차이 분석

ￚ 주요 관심사는 생산체계 채택과
이전 및 생산체계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등장(예: Boyer and 
Freyssenet, 1995)

ￚ Freyssenet et al.(1998)은 “one 
best way” 논의 비판

ￚ Boyer and Freyssenet(2002)의
생산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차이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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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전략은 규모, 다양성, 혁신, 유연성, 품질, 상시적 가격 절감 중의 하나 또
는 두가지로 구성, 현대차는 규모(포드주의)+유연성(테일러주의)으로 보임.

자동차 생산체계의 유형(Boyer and Freyssenet(2002)

부족 조정 경쟁 불평등

투자
주도

내수
주도

전문 수출
주도

가격 수출
주도

내수
주도

수출
주도

경쟁력 지대
주도

규모
규모와
다양성

혁신과
유연성

품질
상시적

가격절감
다양성과
유연성

? 포드
모형

? 슬론
모형

? 혼다
모형

?
?

? 토요타
모형

테일러
모형

울라드
모형

성장
체제

수익
전략

생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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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레짐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회의 창’(Lee Keun, Perez 등)

ￚ 거센크론의 논의대로 순차적인 누적으로는 성공적인 추격 불가, 기술변동과
그 틈새를 활용하는 기회의 창을 적극 탐색해야 추격 및 추월 가능

 롱테일의 자동차산업의 수명주기

ￚ 196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제품개발에서는 “급격한
점진적 혁신rapid incremental innovation)”의 시대(Clark and Fujimoto, 1991)

ￚ 제품-공정혁신이 통합 아키텍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기술 변화는
진화적이고, 기능성과 경쟁력을 강화, 따라서 혁신이 파괴적이지
않아(Christensen, 1997), 주요 자동차업체가 생존, 부품의 급격한 감소는 없음.

ￚ 기능적 개선은 일부 아키텍처 변화와 ECU(electronic control system)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고기능차(high-functional cars)는 복잡하며, 이는 디자인-
품질(design-quality) 문제 야기(MacDuffie and Fujimoto, 2010)

ￚ 공정혁신과 제조역량 진전은 유연적 자동화, 볼보 시스템, Total Quality 
Control, Toyota System(lean system), 통합적 제품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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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독일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 린 생산체계 도입

ￚ 1990년대 이전 고숙련 체제 기반 다각화된 고품질의 제품 생산

ￚ 1990년대 고숙련 체제의 경직적 요소, 아래로부터의 개선 활동 부재, over-
engineered되어 기술 지향적 해결책 의존 등 문제 양산

 린 생산체계의 제한적 도입: 공급자 관계의 재편(Jurgens, 2001)

ￚ 팀 작업 확산 한계, 공정 개선은 독일에서는 주로 엔지니어의 책임

 1993년 독일 경제 불황 이후 1차 하청업체 기능과 역할 강화

ￚ 1996년(Daimler Chrysler의 MCC-Hambach 공장)과 1997년(VW의 Mosel 
공장) 독일 자동차업계는 모듈화 제안

ￚ 부품 내재화 비율을 줄이기 위해 1차 하청업체 재편

ￚ 이는 투자와 조립 공정에 필요한 시간과 작업시간 절약, 노동비용 절감, JIT 
system 체계화, 비용감소 효과, 부품 조달 집중화, 신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의 효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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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현대차의 인력 구조조정 단행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그룹의 회장에 취임, 권위적(autocratic) 경영 스타일과
‘품질 경영’에 대한 강조

ￚ 중간 관리자 및 R&D 부서에 대해 권한 위임 단행, 성장과 성과 강조(‘세계
5위 자동차업체’ 도약 비전 제시)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로 사실상 국내 독점 기업으로 등장

 1990년대 독일 자동차업계 모듈화 및 파일럿 생산 라인 운영 벤치마킹

ￚ 현대차는 린 생산체계의 벤치마킹으로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한 성장, 
하지만 이러한 생산체계 국내 정착의 한계 직면 (=“middle auto maker 함정”)

ￚ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후 독일 자동차산업의 모듈화 전략을 선취하여
생산성의 딜레마를 벗어나고 성공적인 추격에 도달

ￚ 모듈화 전략은 린 생산체계를 독일적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지난한 기술학습 또는 숙련 형성을 요구하지 않아 벤치마킹 용이

ￚ 1차 하청업체의 재편과 파일럿 생산라인 건설이라는 설비투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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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지배구조는 총수일가 지분은 적지만 계열사 지분으로 그룹 전반의 지배
권 행사할 수 있는 소유와 지배(통제) 간 괴리(김진방, 2005)

 외환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개혁들을 통해 외국계 투자자와
재벌체제는 상호 간 공존(‘생산주의형 신자유주의’)(이병천, 2013)

 재벌 대기업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준내부
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적으로 기술 축적

ￚ 내부거래는 신규 계열사의 단기간
급성장을 통해 취약한 그룹 지배구
조의 승계 구조를 공고화하거나 사
익 편취를 도모하려는 목적

ￚ 또는 신사업기회를 포획하여 공급
사슬을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장악

ￚ 유연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어
내부자원을 기업외부로 전달하거나
외부의 보완적 역량을 조달하는 데
에는 취약

재벌 대기업 내부 거래: 현대 자동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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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배구조 논의는 주로 주주와 경영자 간의 관계에 집중, 반면 한국의 경
우 대기업 재벌구조의 특성상 지배주주와 경영자는 사실상 동일시되어 주주
들 간의 관계에 집중

ￚ 가령, 장하준(2007)은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간, 반면 김상조(2007)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관계 집중, 따라서 노동은 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효과

기업 지배구조: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
 다중 대리인 문제로서 보면 주주는 단

기 수익, 경영자는 장기 성장과 통제,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숙련 형성 추구
(Jürgens, 2002)

현대차 지배구조의 이해관계
ￚ 총수가치(내부 소유자와 경영자): 통

제와 장기 성장
ￚ 주주가치(외부 주주): 단기 이익(주가

와 배당)
ￚ 노동가치: 고용안정과 숙련 형성
ￚ 총수가치와 노동가치 간 적대적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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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ki(2010)는 5개의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시

 현대차는 추격 단계에서 엔지니어 주도(노동 배제), 집중적/신속한 의사결정
권한의 총수가치를 중시하는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의 대표격

기업 지배구조: 물적 자산, 경영, 고용 간의 결합

물적 사용통
제권과 무형
의 인지 자산
간의 조합

물적 자산

경영 고용

H(A) G S(J) SV R(new J) H(k)

경영
핵심

(encapsulation)
쌍방

(sharing)
대칭

(sharing)
벤처자본가

(encapsulation)

상호적
(sharing or 

encapsulation)

핵심, 집중
(encapsulation)

노동 비핵심 쌍방 대칭 핵심(엔지니어) 상호적
엔지니어 주도,
노동배제

물적 자산
(지분)

경영에 의한 통제 공동결정
조건부 관계적 거

버넌스
벤처자본에 의한

토너먼트
부차적, 인적 관계

가 일차적
총수에 의한 통제
(정부 조건부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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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조직 유형: 수확체증의 원천, 여기에 학습 및 네트워크 효과가 가미

ￚ 마샬형: 규모의 외부경제; 슘페터형: 규모의 내부경제; 하이브리드형: 규모의
내부 및 외부경제 조합

 Amsden(1989)은 한국 대기업 주도의 규모 및 학습의 동학에 주목, 즉 슘페터
주의에 따른 대기업의 이점 강조

성장경로의 다양성을 통해서 본 재벌 대기업의 경제적 원천

구분
경제적 이득에 따른 산업조직

규모의 내부경제 규모의 내부 및 외부경제 규모의 외부경제

(외부) 

역량에 대한

개방성

고
미국

(노동배제) -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 중심)

중
스웨덴

(노동포섭)

독일
(산별노조/

기업별 work council)

덴마크
(노동포섭)

제3이탈리아
(노동포섭+장인)

저
한국(재벌)

(노동배제/엔지니어) 

일본
(기업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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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2019년 사이 환율과 마크업 간의 상관관계가 -0.603으로 높아 비용 경
쟁력에 민감한 편

현대차의 마크업(%)과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추이(기준=1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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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0.150

0.200

0.250

0.3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실질실효환율지수(REER) 마크업(매출액총이익률)

자료: 한신평 및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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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자본주의의 바로비터 지표인 ROE는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를 기록
ￚ 2010년대 이후 수익성 지속적 하락(설비투자 및 인건비 증가, 중국에서의 판

매 저조 등에 기인)

현대차의 수익성(%) 추이

자료: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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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의 작업 조직: 파편적인 업무 구분 및 단순 반복적 업무

ￚ 작업자 10여명이 하나의 조를 구성, 2-3개 정도의 조가 하나의 반을 구성

ￚ 자동화와 모듈화 진전에 따라 작업조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직접 노동자들
은 쉽게 대체가능한 단순 반복적 업무에 종사

ￚ 작업자 간의 직무 교대( job rotation)는 조 내부에서 2주 또는 한 달마다 자
율적으로 실시되지만, 체계적 숙련형성으로 연결되지 않음. 

ￚ 생산성, 품질 향상 등의 업무는 대부분의 직접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는 상태에서 키퍼, 조반장 등 상층 노동자와 보전, 품질관리 등 간접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조형제·백승렬, 2010).

 현대차는 시장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와 모듈화를 연
결시켜 유연 자동화의 방향으로 추진

ￚ 자동화는 범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여러 모델
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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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적 생산 관리

구분 목적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고객 납기일을 시각적으로 제어하여 생산 계획
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동차 부품 재고의 최적

수준을 유지

E-BOM 
(enterprise bill of material)

ERP 구현에 필요한 전사적 BOM 데이터베이스
개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제품 개발, 제조, 판매 및 고객 서비스의 전체
작업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 구축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제조 공정을 공급업체, 판매 딜러 및 고객과 상
호 연결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OTD 
(order to delivery)

고객 주문, 부품 공급, 제조 및 유통을 포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

한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자료: Lee and Jo(2007).

 생산(공정 흐름)관리가 자동화 및 정보화에 기반하여 구축되고, 이를 통해
시장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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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 ERP 구축: 직서열제( just-in-sequencing, JIS) (조형제, 2016)

ￚ 2009년 자동차 조립과 부품 공급을 통합, 부품업체의 생산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VAATZ(Value Advanced Automotive Trade Zone)와 VMI(Vendor 
Management Inventory) 추가

ￚ 현대차가 자동차 수량과 주문 순서를 포함한 월별 생산 계획을 수립

ￚ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양은 격주로 MRP를 사용하여 결정

ￚ 자동차 부품의 특정 순서를 포함한 세부 생산 계획이 결정되고, VAATZ를
통해 관련 부품 공급업체에 전달

ￚ 부품업체들은 VMI가 통보한 대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예정대로 현대
자동차 공장에 공급

ￚ ERP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의 95%에 대해 8시간의 재고를 관리하고, 나머지
5%는 재고 없이 주문에 직접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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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전 ‘고부채-고투자’ 투자행태,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투자 대비 현
금흐름을 더 많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설비투자 단행

ￚ 2010년대 들어서서 설비투자 반등[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절약적 투자 및
신사업 기회(예; 전기차, 수소차, 모빌니티 전환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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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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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3.500

4.000

1983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 2018

현대자동차의 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 추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추이

주: 설비투자는 현금흐름표에서 계산한 것임.
자료: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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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로봇밀도 급격히 증가

ￚ 숙련 절약 , 표준화 및 모듈화, 자본재 가격의 상대적 하락 등 기인

0

500

1000

1500

2000

1993 1997 2001 2005 2009 2013 2017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자료: 조형제·정준호(2021).

자동차 산업의 로봇밀도 국제 비교



<참고>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 흐름 (1)

 1980년대의 자동화는 ‘무인(unmanned) 공장’이라는 엔지니어의 이상

ￚ GM과 Fiat가 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노사관계가 양호하지 않고
작업장에 대해 통제가 용이하지 않았음(Camuffo and Volpato, 1997). 

ￚ VW도 최종 조립라인의 자동화를 추구했는데, 이는 기술적 도약(great leaps 
forward)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엔지니어의 탐색이었음(Jurgens et al., 
1997: 397). 

ￚ 일본은 1980년대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선두주자, 그 당시 최종 조립라인
자동화 수준은 낮았음(Fujimoto, 1997: 216-7).

 일본은 저비용 자동화 전략을 추구, 반면, GM, VW 등과 같은 첨단기술 전략은
전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에 초점

ￚ 일본의 경우 생산라인의 균형을 잡는 팀 작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며, 수요에
대한 생산량 조정, 지속적인 생산공정 개선 등으로 최종조립에 대한 최적
자동화 비율은 사실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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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 흐름 (2)

 1980년대 후반에 토요타의 성공적인 transplant 전략을 따라 서구업체는
첨단기술전략을 폐기하고, 린 생산 패러다임을 수용

ￚ 역설적으로 린 생산과 연관된 저비용 자동화 전략은 강한 노동강도로 인해
일본기업은 위기에 직면

ￚ 강도 높은 노동과정으로 인한 청년층의 거부로 자동화에 대한 유인(2차
자동화 파동)을 제공

ￚ Human fitting 자동화 전략: 작업자를 힘들게 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공정들을
자동화

 1990년대 초반 린 생산방식의 노동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라인 분절화, 버퍼
도입, 서브조립을 위한 고정 station 사용 등을 수반한 human-motivating 접근
도입

ￚ 1980년대 유럽에서 human motivation 강화를 위한 급진적인 전략(예: 
우데발라 공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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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동차 산업의 자동화 흐름 (3)

 1990년대 후반에 첨단기술과 급진적인 human motivating 자동화 전략을
폐기하고, 린 생산방식과 연관된 moderate human fitting 및 motivating 
자동화 전략과 저비용 자동화 전략으로 수렴 (cf. 현대차 전략은 이와 대비)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자동차산업 조립라인의 로봇 도입이 정체되어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공장에서 평균 자동화율이 최종 조립공정에서 증가하지 않았음.

ￚ 이는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노동 공급과 연관됨.

ￚ 주요 업체는 자동화 대신에 가치사슬(예: 해외 투자)을 재편, 일부 업체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자본 집약적인 자동화 투자(예: 현대차)를
단행했음(Jurgens and Krzywdzinski, 2016)

 1980년대의 유럽과 미국업체의 생산성과 품질 문제, 1990년대 초반의 일본
자동차업체의 노동력 부족과 노동자의 불만(discontent) 요인, 2000-
2010년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으로 평균 자동화율 정체(예외: 현대차), 
현재의 산업 4.0 비전은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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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주도 경제는 막대한 고정자본의 구축을 요하므로 대기업 구조와 작업장
숙련보다는 생산·공정 중심의 엔지니어의 헌신에 기대될 수밖에 없음(Amsden, 
1989). 

 엔지니어 주도의 역량 형성의 조건(Kim et al., 2021)

ￚ 외환위기 이후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하여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 기
업으로 역할

ￚ 위로부터의 일정한 강제와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엔지니어의 헌신은 내부 승
진 체계에 의해 뒷받침: 높은 임금 수준에 따른 기업 간 이동의 제약

ￚ 엔지니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합(association)이 부재하고, 엔지니어의
정체성보다는 관리자로 승진되는 것을 선호

ￚ Hirschman(1970)의 exit, voice, loyalty의 논리를 사용하면 독과점 기업에서
엔지니어는 동종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기회(exit)가 제한되고, 자신의 이해관
계를 대변할 조직(voice)이 부재하여 관리자로의 승진을 선호, 즉 기업의 발전
에 자발적으로 헌신(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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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ori(1986)가 지적한 80년대의 기술과 숙련 간 분단은 그 이후 이어져 엔
지니어와 현장 노동 간 숙련 형성의 사다리는 분절화됨.

 조직 내 숙련의 불완전 통합: 엔지니어 업무의 과부담

ￚ 엔지니어 일부와 숙련 노동자가 함께 현장 노동자 숙련 형성의 빈자리를 보
충하고 있음(조성재 외, 2006).

자료: 조성재 외(2006).

조직 내 숙련 형성 사다리 비교: 한국 v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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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엔지니어는 ’learning by improvisation’을 통해 숙련 형성을 도모

ￚ CEO는 고품질 차량 생산 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 현장 엔지니어는 일정
한 정도의 자율성을 통해 시행 착오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신속히 수행

자료: Kim et al.(2021).

조직적 improvisation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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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메르세데스-벤츠를 벤치마킹하여 남양연구개발센터 내 파일럿 센터, 
즉 전용 파일럿 조립 라인 개설

ￚ 설계 품질 및 양산 품질 테스트를 통한 개발 기간 단축, workability 점검을
위한 특히 해외 공장 set-up 시간 단축, 조립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
간 및 동작 연구를 수행하는 장으로 활용

ￚ 파일럿 센터를 통해 조립라인에서 개발 중인 차량에 대한 시험 제작과 품질
테스트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과 해외 공장의 workability 점검 용이

 엔지니어 중심의 파일럿 센터를 통해 현장 작업자 숙련을 조직 내로 통합하
는 장으로 기능

ￚ 노조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를 실제와 같은 조립라인
을 통해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연구소 내에 파일럿 센터가 위치한다는 것은 엔지니어 편의를 위한 공간, 즉
현장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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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센터 개설 후 엔지니어 내부의 역할 분화가 나타남(Kim et al., 2021)

자료: Km et al(2021).

생산기술과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분화



<참고> 신차 개발 과정 비교 (1): 현대차 vs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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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 et al. (2021).

Hyundai Toyota

Product 

development model
Improvisational model Integrated model

Problem-solving

Complementing a number of issue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the product 

design phase with intensive problem-solving 

capabilities in the pilot production phase

Solving most of the problems during product 

design phase

Building of 

organizational 

capability

Innovation through organizational 

improvisation, i.e. intensively solving 

problems by mobilizing all available 

resources to solve critical problems that are 

not anticipated in product design

Gradual and cumulative innovation based on 

standards, i.e., performing routine tasks 

based on established standards, which are 

updated very strictly by the ‘Evaluation 

Department’ (Whitney et al., 2007).



<참고> 신차 개발 과정 비교 (2): 현대차 vs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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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 et al. (2021).

Hyundai Toyota

Organization of new 

car development

Operating a matrix organization called CFT

and solving problems through a general CFT 

meeting when opinions between functional 

departments appear. If a problem is not 

solved here, the multi-layered vertical 

information processing will resolve it by 

reporting it to the CEO.

The PM has powerful authority as a leader in 

new car development and leads the 

integration of new product development. If 

necessary, they resolve conflict and 

confrontations through direct talks with the 

functional department head.

Relationship 

between 

manufacturing 

engineering 

technology, process 

technology and 

shop-floor workers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ngineering 

technology in front-end processes increases 

and the role of process technology is 

readjusted to a focus on back-end process. 

The latter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workers' improvement activities while the 

shop-floor workers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improvement activities.

The process technology maintains horizontal 

division of manufacturing engineering 

technology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shop-

floor workers in improv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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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재벌 대기업의 준수직계열화

 준수직계열화를 통한 기업 간 관계의 모듈화 진전
ￚ 외부의 협력 공급 기업들에게도 계열사에 준하는 관계를 적용
ￚ 이러한 원하청 관계는 일반적인 위험 전가라는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공유의 측면도 수반(남종석 외,2019)

주: D(기획), M(제조), S(판매)를 의미함. 

자료: 정준호·전병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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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의 경제적 이득

 수요 독점 기반의 준수직계열화를 통한 모듈화는 폐쇄적인 네트워크 기반

자료: Sturgeon (2002).

현대차 경우 상호의존성
강화 및 폐쇄성 기반

현대 모비스 주도로 1차
협력업체 재편

서구의 모듈화
경험과는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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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부품업체관계 형성
ￚ 재벌 그룹 계열사인 모비스의 모듈생산 전담(2000년대 모듈생산 본격화)
ￚ 모듈사업의 인수합병: 3대 주요 모듈(IP, Chassis, Front End) 생산의 사실상

독점
ￚ 하위 부품공급 네트워크의 관리
ￚ 현대차와 모비스의 긴밀한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모듈 디자인
ￚ 부품공급구조의 중층화와 위계적 통제

 폐쇄적 모듈형 부품업체 관계(Jo and Kim, 2013)
ￚ 기업간 거래를 단순화하고 부호화된 정보 교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모듈형

거버넌스를 실현
ￚ 모듈형이 상정하는 독립 조직 간의 기능적 분업에 근거한 대등한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못함.
ￚ 재벌 그룹 계열사가 완성차와 모듈 생산을 장악.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Kim 

et al., 2011) 
ￚ 비계열사의 모듈공급 제한적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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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료적 통제

ￚ 규칙과 표준에 근거한 부품업체 관리

ￚ 평가에 기반한 위계적 차등적 관리

ￚ 품질인증제도와 평가

ￚ 기술능력에 따른 차등적 관리: Champion, Partner, Competitor

 준수직계열화의 해외 이전(Kim and Oh, 2017; Jo and Jeong, 2016)

ￚ 모비스 및 부품업체의 동반진출

ￚ 동반진출 업체들이 현지 혹은 모국 공장에서 현대차 부품생산을 담당

ￚ 순수 현지업체의 부품공급 네트워크 진입 제한

 모국의 부품업체 관계(준수직계열화)를 현지에서 재현
ￚ ‘application’ rather than ‘adaptation’ (Jo and Jeong, 2016) 

ￚ ‘replication’ rather than ‘transformation’ (Kim and O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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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대비 원자재 및 부품 구입 비율 추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원자재와 부품 구입 비중 감소: 부품업체 모듈화, 부품
업체 단가 인하, 원자재 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자료: 1982-2003 상장협 제조업가명세서상 당기 매입액, 2004년 이후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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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적인 노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기업은 자동화를 과도하게 추구

ￚ 작업장 수준의 숙련 형성을 주변화하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공정 합리화와
효율성을 극단적 추구

 지루하고 힘든 작업공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자동화 투자는 노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작업장 숙련이 경시되면서 IT 기반의 자동화는 제품의
품질수준을 균등화시키는 기제

 현장 숙련을 배제한 자동화 설비투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수반하므로 설비
가동률의 극대화를 위해 장시간 노동이 자연스레 요구

 2000년대 이후 노조와 암묵 또는 명시적으로 자동화 설비투자-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활용 등에 동의하고 그 대신 노조는 경제적 실리를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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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실리주의로 정규직은 고용안정성과 고임금 효과를 향유, 그 결과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위기 기간을 제외,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반적 상승세

현대자동차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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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한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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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이나 사외하청기업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이 추구되고, IT기술과
결합한 모듈화는 원청 대기업에 하청기업들을 계층별로 선택적으로 포섭하고
배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

 극단적인 IT기반 자동화는 탈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야기하며, 현장숙련의
경시와 비용절감 때문에 아웃소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유연화
전략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이러한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및 노동의 이중화’에 기초한 생산체계는
재벌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또는 준수직계열화로 이어짐.

 문제는 자동화에 의한 숙련의 대체 및 모듈화와 아웃소싱이 정치적 매개가
없이 과도하고 왜곡되고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된 것임.

 고용형태상의 노동 유연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이중화라기보다는
생산체계에서의 특수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받는 형태의 노동시장 이중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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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el(1994, 1996)는 존 듀이의 “민주적 실험주의” 논의를 생산체계에 적용

ￚ 팀 방식의 구상과 실행 간 통합, 개발과 양산 간의 통합, 그 과정에서의 권한
위임(decentralization)에 주목, 자율적으로 각 활동이 수행되고 이것이 합의와
협의에 따르고 있다는 점

 민주적 실험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문제에 초점(Sable and Simon, 2011)

ￚ 지속적인 변화를 맥락에 따라 정확하게 수용하려는 시도, 이는 권한 위임과
성과 평가의 중앙 조정을 결합

 대량생산 성숙 산업인 자동차산업 공정혁신 사례: 린 생산체계

ￚ 팀의 목표는 초기 임시적(provisional), 그러나 개선활동을 통해 루틴을 형성,
이는 다시 개선을 통해 루틴 변경(동태적인 루틴 형성), 이는 협의와 합의(예: 
JIT에 의한 공정 흐름 개선)를 통해 이루어져 실험적임. 

ￚ 실제 성과와 그러한 성과가 주어진 경우 이를 개선하는 방법 간 부단한
상호작용을 “모니터링에 의한 학습”(Sabel, 1994)이라고 함. 

ￚ 일본은 개인과 집단 간 작업 분담 경계가 가변적(다기능공화 추진), 반면
독일은 개인의 마이스터 중심으로 명확한 경계 설정



주요 특성 권위적 실험주의: 위험 감수, 시행착오, 새로운 경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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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생산체계의 실험주의 핵심은 팀 기반 작업 경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책임성

ￚ 반면, 현대차의 경우 이러한 공정 개선 과정이 엔지니어 주도 파일롯 센터에
의해 대체 또는 일부 엔지니어와 숙련 노동자 간 결합에 의해 일부 보충

 재벌(총수가치) 체제의 위험 감수 및 시행과 착오 등을 통한 권위적 실험주의

ￚ 규모와 유연성에 기반한 수익 전략, 즉 고정자본 투자는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이 담보되어야 시스템 유지 가능

ￚ 상황 변화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위험 감수에 따른 실물 옵션 가치 창출, 
김인수(2000)는 이를 그룹 회장이 적절히 위기감 조성하여 기업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고유 리더십으로 설명, 그러나 2종 오류 가능성

ￚ 기아차 인수, 품질경영, 파일롯 센터 건설 및 운영, 모듈화 도입 과정에서의
총수의 위험 감수 리더십

ￚ 엔지니어에게 일정한 자율성 부여, 프로젝트 기반의 TFT 운영을 통해 기존
경계를 가로질러 역량 형성(learning by improvisation)



요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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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현대차 생산체계 vs 린 생산체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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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대차 도요타

지배구조 재벌(위계 구조, 총수가치) 게이레츠(이중 구조)

수익 전략 규모+유연성 상시적인 비용절감

제품 전략
중저가 중심에서 고가로 이동, 

플랫폼 통합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플랫폼 통합

고용관계 적대적, 분절적 이중구조 협력적, 경력 사다리

작업 조직 구상과 실행 분리(파편적) 구상과 실행 통합(통합적)

공정 흐름 Push (정보화+자동화), JIS Pull (kanban), JIT

제품개발
(개발과 양산 간)

엔지니어 주도의 부분 통합
(남양연구소 내 파일럿 센터)

현장 노동 참여에 의한 통합
(모공장 내 GPC)

역량 형성
(주요 학습 기제)

엔지니어 주도의
“Learning by improvisation”

엔지니어와 현장 참여에 의한
“Learning by monitoring”

기업 간 관계 전속적·중층적(높은 모듈화) 전속적·협력적(낮은 모듈화)

조직 원리 권위적 실험주의 민주적(?) 실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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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생산체제는 새로운 모형인가? 아니면 기존 모형의 변형인가?

ￚ 도요타 생산체계도 기본적으로는 테일러-포디즘 계승과 그 변형

ￚ 현대차 생산체계는 테일러-포디즘의 충실한 계승 + 린 생산체계의 일부 벤치
마킹(예: 엔지니어 주도로 개발과 생산 간 통합 시도)

ￚ 테일러주의 핵심 원리인 구상과 실행의 분리, 포디즘의 핵심 원리인 기계에
의한 대체 원리가 지속, 현장 노동 참여를 통한 구상과 실행 통합을 시도하는
린 생산체계과는 거리가 있음.

ￚ 그러나 린 생산체제의 성공적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여 나름의 방식대로 소화

 현대차 생산체계는 테일러-포디즘의 충실한 계승자(=강한 기술(지상)주의, 분
단)이면서 린 생산방식이 제기한 문제(=개발과 생산 간 부분 통합, 집중)를 엔
지니어 주도로 일부 해결

ￚ 이는 권위적 실험주의(=엔지니어에 대한 제한적 자율성 부여, 상황에 따른 총
수의 위험 감수와 실물 옵션 가치, 시행착오의 연속 등)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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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생산체제는 미국의 기민한 생산체계의 리메이크
ￚ 일본 대신 그 당시 유행인 독일식 관행을 한국식으로 성공적 벤치마킹
ￚ 테슬라가 사실상 기민한 생산체계의 계승자, 현대차도 이와 유사 (기술과 리더십 )

미국 아이아코카 연구소의 생산체계 비교

대량 생산체계 린 생산체계 기민한 생산체계

중심 동력
규모의 경제

안정적 시장

낭비 제거

예측가능한 시장

다양성의 경제

불확실한 시장

제품 표준화된 제품 다양한 사양 세분화된 제품

제품개발 기간 수년 소요 수개월 소요 수주 소요

인적자본
노동 분업

세분화된 위계

인적 자본 투자

팀 조직

자율적 작업팀

경영상의 장애 타파

조직 위계적 분업 수평적 팀제 권한 위임

투자 장비 및 설비투자
기술 투자

낭비 절감

정보와 인력 투자

탄탄한 장비 및 인프라

부품업체 시장적 관계 장기적 협력 단기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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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생산체제의 기민성과 권위적 실험주의

① 엔지니어 역량 형성을 통한 기민한 대응(learning by improvisation)

ￚ 엔지니어 주도, 엔지니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고 경영자 승진 사다리에 경도

ￚ 허쉬만의 세 키워드가 엔지니어의 현 상태를 보여줌: Exit, Voice, and Royality

ￚ 일반적인 엔지니어 교육을 받고, 숙련을 축적하지 않았지만, 임기응변적 조직학
습 역량을 내부화하고, 위계적인 칸막이 구조로 인해 상호 간 경쟁과 시행착오
를 통해 목표에 도달

ￚ 현대차의 파일럿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동태적 역량 형성은 ‘전사적
목표(품질 경영) → 권한 위임(엔지니어의 임기웅변적 학습) → 평가와 정당화
(CFT 회의) → 새로운 루틴의 형성’이라는 순환 모델

ￚ 반면 도요타의 경우 토의와 숙의 기반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동태적 역량
구축은 ‘재조합(recombination) → 평가 → 지식 공유와 문제해결 → 루틴화
(routinization)’라는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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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생산체제의 기민성과 권위적 실험주의

② 집중 역량(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 및 실물 옵션 가치 창출

ￚ 재벌은 가용 자원 동원(예: TFT 운용)에 기민하며, 챈들러적인 의미에서 대기업
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지배구조

ￚ 재벌구조를 이용한 기업 간 관계 재편(준수직 계열화), 이는 분단과 배제 초래

ￚ 상황에 따른 위험 감수(투자)에 의한 실물 옵션 가치 창출, 그러나 2종 오류 가능성

③ 높은 기술 수용성(자동화+정보화를 통한 ‘기회의 창’을 적극적 탐색)

ￚ 기존에 축적된 숙련 정체성이 약해 현대차 생산체계의 구축에 새로운 기술적
기회에 대한 벤치마킹이 용이한 실용주의적 사고

④ 준수직계열화: 자동차 생태계를 계열사처럼 좌지우지 가능

ￚ 모듈화 과정에 상당히 효율적, 이는 포드와 대조적



함의 현대차 생산체계: 권위적 실험주의로서 ‘기민한’ 생산체계

67

 실험주의는 동태적 역량 형성의 한 형태

ￚ 이러한 동태적 역량 형성이 ① 변동성이 심하고(turbulent) 불확실한 환경, ②
학습 문화 성향(predisposition)이 강한 조직, ③ 갑작스러운 야심찬 과업
(ambitious tasks) 수행 등 세 가지 경우에서 주로 발생(Zollo and Winter, 2002), 

ￚ 첫 번째 경우는 도요타와 현대차 모두에게 상수

ￚ 두 번째는 도요타와 세 번째는 현대차와 연관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진화주의적 학습기업으로서 도요타의 동태적 역량 구축 형성은 현장으로부터
누적적이고 순차적

 前챈들러적인 소유구조 위에서 챈들러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포스트챈들러적인
관행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현대차의 역량 형성은 엔지니어의 임기웅변적 학습
이 조직적 역량으로 이어지며, 순차적이지 않고 비지적임.



함의 현대차 생산체계는 이전 가능한 모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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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및 모듈화, 자본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상대적 추격 용이

ￚ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의 경우 이러한 경향(모듈화)이 더욱더 가속화

ￚ 베블렌의 기계-기술론의 적실성이 커지고, 엔지니어 역량 형성과 위험 감
수 투자가 뒷받침되면 추격 용이

모듈화와 추격 패턴의 변화

과거의 추격(catch-up) 모형 모듈 제품의 추격 모형

선진국

신흥개도국

선진국

신흥개도국

• 제품의 모듈화
• 부품과 장비의 수출

추격 시차(time lag)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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