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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의미와 교훈
- 혁신에서 제조의 중요성 -

요

약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
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실행하면서 미국 제
조업 르네상스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정에 있어 좋은 참고
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이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제조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
을 형성하는 데 미국이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모델은
R&D와 제조가 근접해야만 혁신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제조기반이 없이는 ‘다음 세대의 혁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제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이를 위해 ‘공공 민간 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의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인내심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
고 제조업에 관심을 가질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동안 한국 내 혁신의 사업화와 협
력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한국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제조기반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제조 분야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현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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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을 바탕으로,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

China’. 아이폰 뒷면에 새겨진 이 문구는 여러 가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미국의

지 상징성을 가진다. 제품 생산을 위한 국제가치

제조업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사슬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생산자이자 첨단 기

그리고 제조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이 제조를 재

술의 선두 주자인 미국의 지위를 드러냄과 동시

건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산업공유자산 형성

에 ‘R&D와 제조의 확고한 분리’를 보여준다. 공장

을 중심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 없이도 가치사슬의 핵심 부문인 R&D에서 비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교 우위를 가져온 미국의 이 같은 모델은 향후에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

도 계속될 수 있을까?

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대통령 주재 ‘제조업
1)

이 글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다룬 문헌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하
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르네

1) 미 의회가 승인한 The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Public Law 113-235)에 근거하여 3년째 진행 중인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포털인 manufacturing.gov와 www.reshorenow.
org에서 제공 중인 보고서와 Harvard Business Review, the MIT press
등의 발간 자료를 참고하였다.

상스 전략을 실행하면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추진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구
체적인 정책 설정을 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에서’의 모델은 지속 불가능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력으로 과거 세계

과 디지털의 발전은 날로 더해가는 이때, 미국이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던 미국은 왜 제조 기능을

리쇼어링과 제조로의 회귀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

해외로 이전했을까? 자유무역 환경의 치열한 경

일까? 이는 비용 문제를 초월하여 제조가 혁신에

쟁 속에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아웃소싱 바람은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가진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낮은 부가
가치의 이외 기능들은 외부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화는 ‘지리

(1)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D와 제조가
근접해야

적 중요성의 종말(the end of geography)’을 가져
오며 멀리 떨어진 중국이나 자국 사이의 간극을

중국 베이징이 2017년 세계 최정상의 테크 허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경쟁의 치열함

브로 발표되었다. 베를린은 2위, 실리콘 밸리가

56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3위였다.2) 애플(Apple)은

<그림 1> 중국에 R&D를 투자하는 주요 5개국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단위 : 십억 달러
+79%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였

$44

3)

고 , 제너럴모터스(GM)는 2017년 중국 상하이에

15%

그 외 국가

R&D센터를 열었으며, 인텔(Intel)은 베이징에 반

6%
7%

한국

10%

독일

22%
7%
9%
12%

21%

일본

가하였으며, R&D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주요 요

20%

41%

미국

인으로 ‘제조와 공급자와의 근접성’을 이유로 답

31%

도체와 서버 네트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스위스

$25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한 R&D 자금은 <그
림 1>에서와 같이 2007년 대비 2015년에 141% 증

+141%

2007

한 비율은 <그림 2>와 같이 각각 59%와 54%였다.

2015

자료 : 2015 Global Innovation 1000.

즉 중국이 미국의 R&D를 빨아들이고 있는 배경
에는 중국이 미국 회사들의 제조시설들이 위치한

제조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이유를 <그림 3>과 같

‘세계의 공장’이라는 사실이 있다.

은 도표를 통해 설명한다.

Mforesignt의 2018년 보고서4)는 R&D에 있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업화되어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도표의 바깥 원에서 볼 수 있듯이

2) Hynes, C. (2017). Beijing -- Not Silicon Valley -- Is The World’s Top
Tech Hub, Report Says. Forbes.
3) https://www.theverge.com/2017/3/17/14960534/apple-researchcenters-china-shanghai-suzhou
4) https://medium.com/@MForesight/manufacturing-prosperity-a-boldstrategy-for-national-wealth-and-security-65d2a97d6d0e

‘기술 준비도’(Technology Readiness)와 ‘제조 준
비도’(Manufacturing Readiness)가 모두 갖춰져
야 한다. ‘기술 준비도’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프
로토타입으로 아이디어를 실물로 증명하는 ‘임상

<그림 2> R&D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주요 요인
(n=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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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혁신의 순환 과정
라이선스, 하드웨어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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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공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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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및 공정

자료 : Manufacturing prosperity, Mforesight, 2018.

R&D’ 단계를 포함한다. ‘제조 준비도’는 제품 양산

공정 개발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CAD를

을 위한 제조 적합성, 안전성, 신뢰성, 비용 효율

비롯한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설계를 아무

성, 사용자 편의성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

리 잘하였더라도, 제조 설비 및 기기들의 상태와

품혁신단계와 생산을 위해 공정을 조정, 테스트

소재의 물성에 따라 온도와 압력 조건은 천차만별

및 확정하는 공정혁신단계를 포함한다.

이 되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제품 실물은 머릿

그동안 ‘기술 준비도’와 ‘제조 준비도’는 중요성

속에서 기대하던 제품과 항상 다르다. 이 과정에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제조 준비

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R&D 담당자와 제조 담당자

도’는 전문성이 낮은 인력으로도 할 수 있고 부가

가 함께 펼쳐놓고 고민하며 수십, 수백 번의 시행

가치가 낮은 아웃소싱 대상으로 취급됐지만, ‘기

과 개선 피드백을 주고받아 해결해가야 하기에 하

술 준비도’ 부문은 고도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

드웨어 신제품 출시는 보통 6년에서 8년이 소요된

야만 수행할 수 있고 쉽게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다.5)6)제조 시설보다 R&D의 이전이 더 쉽기 때문

없는 ‘핵심 역량’으로 여겨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에 R&D가 제조에 가까이 와서 제조와 긴밀히 협

서 미국은 왜 갑자기 ‘제조’에 중요성을 두기 시작

력하며 ‘동시병행설계(Concurrent Engineering)’6)

한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우선,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시장 출시 속도(time to market)’ 단축이 가장 시급
해졌다. ‘제조 준비도’를 갖추기 위한 시험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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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rger, S. (2013). Making in America: From Innovation to Market.
6) 동시병행설계는 제품의 디자인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의 설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생산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
법이다(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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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면 시장 출시 속도(time to market)를 크

스(Magnavox)와 같은 회사들과 같이 미국의 산

게 단축할 수 있다.

업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9)

‘제조 준비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또 하나의

그리고 미국이 기초 연구의 강국이지만 제조

이유는 갈수록 R&D 생산성이 낮아지고 혁신적인

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 R&D에서 아

아이디어를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무어의

이디어를 획득하였어도 상업화로 발생하는 가치

법칙에 따라 반도체 칩의 밀도를 두 배로 향상하

들은 결국 제조가 위치한 외국에서 발생해왔다는

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연구인력 수는 1970년대

분석 역시 제조와 R&D의 근접함이 중요함을 말

의 18배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7)에서 볼 수 있듯

해준다.

이 기업들은 무엇이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아

2019년 6월에 발표된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이디어에 목말라 있고 제조 현장은 그 아이디어가

서는 이 같은 근접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산업

나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앞의 Mforesight

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을 세부 전략에 포

보고서는 2009년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

함하였다. 그리고 빠른 개발과 시장 출시가 가능

로 한 조사에서 프로세스 R&D는 제조에 근접해

하도록 기술획득(플러스R&D)을 폭넓게 인정하

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항공우주산업에서도

겠다는 내용을 통해 혁신에 있어 ‘제조 준비도’의

혁신을 위한 최선의 아이디어는 공장 현장에서 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산

온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정하고 아웃소싱을 줄이

업단지 내에 어떻게 다양한 R&D와 제조 주체들

고 있다고 밝혔다.

을 유치하고 근접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

2012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었
던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의 제조업 관련

치 R&D의 생산성과 상업화 수준을 높일 것인지
더 세부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8) 앞부분에서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은 추
후 R&D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며 혁신적 아이디

(2) 제조 없이 ‘다음 세대의 혁신’은 불가능

어를 얻기 힘들게 한다는 연구 보고를 언급하며
제조와 R&D의 동일장소 배치(co-location)를 강

지속적 경제성장의 핵심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조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Pisano와 Shih는 제조

기술혁신이라고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 이어 설계까지 아웃소싱에 맡기면서 혁신 역량

폴 로머는 말했다. 앞 장에서 언급한 PCAST 보고

을 잃고 브랜드 이름만 남은 휴렛팩커드(Hewlett-

서도 제조업을 위한 첫 번째 제언으로 ‘혁신을 가

Packard), 델(Dell), 실바니아(Sylvania), 마그나복

능하게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가 생겨날 수 없고, 경험과 지식의

7) Bloom et al. (2017). Are ideas getting harder to find? NBER.
8)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7).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Berger는 미국이 제조업
9) Pisano and Shih. (2012). Producing Prosperity: Why America Needs a
Manufacturing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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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잃어버림으로써 경험을 통한 학습(Learn-

을 아쉬워하는 부분이 나온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ing by doing)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는 다음 세대

비즈니스가 스타트업이 아닌 기존 기업들에서 많

의 경제성장을 일으킬 새로운 혁신이 자라날 토

이 시작되는데, 이는 기존에 보유한 제조능력을

양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했다. 혁신 순환 과정

새로운 목적으로 재배치하거나 적용하면서 혁신

중 ‘제조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와

이 많이 일어나고, 기존 제품을 상업화했던 경험

테크니션들이 얼굴을 맞대고 기존 제조공정에 대

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상업화할

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상 문제들을 토

수 있기 때문이다.

론하고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엄

또 제조가 없이는 R&D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청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애플의 주요 제

공급 역시 원활하지 않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새

조공급 업체인 폭스콘(Foxconn)이 OEM(Original

로운 기기들은 각 연구자의 독창적인 목적에 맞게

Equipment Manufacturing)에 머물지 않고, 2018

제작되어야 하는데, 제작 의도에 대해 잘 의사소

년 Top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TV

통하고 제작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머

maker로 설계 역량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애플 제품

신 샵(machine shop) 즉 기자재 제조업체와 근접

의 축적된 제조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결과라고 쉽

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 생태계가 무너지면 이러

게 유추할 수 있다.10)

한 머신 샵들 또한 사라지고, 결국 R&D의 생산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기존 제품과 공

에 큰 영향을 준다. 최근 무역분쟁에서 볼 수 있듯

정을 다른 산업이나 목적에 새로이 적용해보면서

이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

발전되는데, 이는 기존 제조기반이 있어야 가능

한 제조 생태계를 가진 중국의 혁신 잠재성을 크

하다. Pisano는 미국이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 시

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설을 아시아로 옮겨버린 결과, 실리콘 프로세싱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제조업이 혁신

과 박막 증착 역량을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동일

성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

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패널의 선두주자

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급속한 기술변화 속

11)

가 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Mforesight 보고서

에서 기술 주도권을 선취하고, 경제성장이 어려

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차량의 가치 중 절반 가까

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전략을

이가 전자제품과 배터리로 이루어진 전기 및 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현장에서

율주행차의 시대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전자

이루어지는 학습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축적과 혁

산업과 배터리 부문을 해외로 이전한 미국의 결정

신이 이루어져 다음 혁신의 토양이 되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방안은 잘 나와 있지 않다. 세 번째

10) Foxconn ranks top ODM TV maker in August, says firm. (2018.9).
DIGITIMES.
https://www.digitimes.com/news/a20180926PD209.html
11) Pisano and Shih. (2012). Producing Prosperity: Why America Needs
a Manufacturing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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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인 ‘산업 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
로 전면 개편’ 속의 ‘축적’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
로 구현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산 업 경 제 분 석

3. 제
 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성이 강한 산업공유자산’
형성이 필요
혁신에 있어 제조가 중요함은 기업과 국가 모

와 같이 기업이 혁신적인 착상을 상업화하여 수익

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다르다. 기

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담당한 부문뿐만 아

업은 제조기반이 있는 곳으로 R&D를 옮기면 되

니라 자신과 연결된 외부 다른 부문의 역량 역시

지만, 국가는 기업들이 해외로 옮기지 않고 국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요 영양소 중에서 최소량

내에서 제조기반을 잘 지키도록 유인해야 한다.

으로 존재하는 영양소가 식물의 생장을 제한한다

이 유인의 핵심은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

는 ‘리비히의 최소 법칙’과 같이, 혁신 과정 중 가

mons)’인데,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는 ‘공공 민간

장 취약하고 질이 낮은 고리 때문에 전체 혁신이

협력(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네트워크’와

지체되고 성공이 불투명해진다. 홀로 혁신의 모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이 산업공유자산 형성

든 과정을 담당할 수 없는 오늘날의 기업에 질 좋

에 주력하고 있다.

고 풍부한 외부 자원과 협력자는 무엇보다 절실하
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

(1) ‘산업공유자산’은 무엇인가?

원이 더 적기 때문에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 ‘산업
공유자산’에 더욱 크게 의존한다.

공유자산(Commons)이란 사적으로 소유되지

국가가 제조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으로 접근 가능

국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성이 강한 매력

한 자원을 말한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적인 산업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공유

Elinor Ostrom의 저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자산의 많은 요소 중에서도 특히 사람은 이동성이

(Governing the Commons)’를 통해 활발히 논의

가장 떨어지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국내 인재

되기 시작했다. Pisano와 Shih는 ‘산업공유자산

확보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 PCAST 보고서도 ‘인

(Industrial Commons)’을 여러 산업에 걸쳐 제조

재공급 확보(Securing the talent pipeline)’를 제조

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식, 실용적 기술, 공급망,

업을 위한 두 번째 핵심 사항으로 제언하였다.그

생산 역량, 물질, 기기 등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리고 이 인재들의 면대면 의사소통(face to face

12)

총체적 집합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산업계 속의

communication)을 통해 깊이 상호의존적으로 만

기업들이 기댈 수 있고 공통으로 접근 가능한 외

들어진 협력 네트워크는 더욱 강력한 지역성을 가

부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진 산업공유자산이 된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앞에 설명한 ‘혁신 순환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

는 이러한 이유로 ‘인재 확보’와 ‘공공 민간 협력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네트워크’ 형성

12) Pisano and Shih. (2012). Producing Prosperity: Why America Needs
a Manufacturing Renaissance.

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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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재 확보

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각 생산 현장에서 지속해
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평범한 사람들’

제조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이 필

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요한지 이해하고 복잡하면서도 정확성을 요구하

이러한 노력의 한 모습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는 생산 설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필

2014년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를 열며 ‘오늘의

요하다. 이 숙련 공정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이는

DIY가 내일의 미국 제조업’이 될 것이라며 메이

설계를 제품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데, Berger

커 운동을 독려하였고, 최근 초등-중등-고등-대학

는 미국에서는 이미 이 엔지니어의 한 세대가 사

교까지 많은 곳에 학생들이 일찍이 3D프린터, 레

라져버렸다고 탄식하였다. 기업이 직원에게 정년

이저 컷터, CNC 머신 등 첨단 제조기기를 직접 조

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직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교

작하고 DIY 작품을 만들며 경험으로 제조를 체

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내부에

득하게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활발히 확장되고

서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기보다 해외에 낮은 가

있다.

격으로 아웃소싱을 해왔던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수요에 따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가져왔지만 이제 미국에는

라 대대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제조현장에 적용하고

5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기계과, 드론공간정

결합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사라졌다. 인재

보과 등의 신규 학과를 포함하겠다는 정책을 올

양성을 포기한 결과, 기술적 노하우와 역량을 가

해 6월 발표하였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도

진 인재공급이 끊긴 것이다.

총 11개 전략 중 8번째에 산업인재 양성 로드맵 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PCAST 보고서는 대중

립 내용이 들어있다. 평생교육과 재직자 훈련 기

에 만연한 제조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교정

회에 관한 전략은 이전에도 있어 왔던 인재 양성

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퇴역 군인의

안인데 그동안 왜 성과가 부족했는지 복기가 필요

직업 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의 기술훈련을

하다. 학습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인재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쇠락한 러스트벨트

의 생애주기에 맞는 학습자원과 비용지원, 복지

와 3D 직종으로 기피되는 이미지를 타파하고, 창

등의 여건이 어느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역

의적이고 전망이 유망한 첨단부문의 이미지로 새

시 살펴봐야 한다.

로운 인력을 유인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

Mforesight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제조기술로 훈련된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으로 STEM13) 부문에서 연구 및 종사하고 있는 외

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인 University보다 2년제 대

국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재확보를 어렵

학 Community college를 인력 공급의 핵심 지점

게 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 제조 현장 역

(sweet spot)으로 반복하여 언급한 것은 혁신의
주체가 실리콘밸리나 시애틀에 있는 소수의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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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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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숙련 인력 중 다수가 외국인인데14), 외국인 정

이전 효과가 단시간 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책이 인재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암묵지는 오직 긴 시

시사해준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산업정책 역시

간 얼굴을 맞댄 깊은 상호 작용을 통해 전해질 수

세부안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

있는 것으로 지리적 근접성이 전달을 위해 필수
적이다.

(3) 공공 민간협력 네트워크(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 암묵지가 흘러가는 통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하는 협력자들 사이의 네트워크이다.
협력의 경험이 긴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양

가치란 쉽게 따라 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이

하게 축적될수록 이 네트워크는 더욱 강해지며 그

미 공개되고 형식화된 지식은 누구나 접근할 수

가치는 더 높아진다. Berger는 오늘날 전 세계적

있고 따라하기 쉽다. OECD가 발간한 Oslo 매뉴

으로 분산된 제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

얼에서는 R&D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장 큰 장애물은 바로 ‘품질보증’이라고 말했다. 정

없을 때에만 혁신가에게 가치와 이익의 근원이

밀한 고품질을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혁신의 최전

련된 다수의 주체가 서로의 요구사항과 진행 상황

선 현장에서는 흔히 혁신의 지표로 삼고 있는 특

을 수시로 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까이 상주하

허에 대해 의외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이 반복적으로 일어

있으며, 정말 중요한 영업기밀은 절대 특허로 공

나야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협력 네트워크는 타

개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15) 결정적으로

경쟁자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데 효과적인 장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식은 암묵지(Tacit knowl-

벽이 된다.

edge)이다.

기업이 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면 혁신의

Pisano와 Shih는 많은 자동차 기업이 JIT로 유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해결할 필요

명한 도요타를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고, 심지어

가 없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들과의 ‘연결’을

도요타는 자신들의 공장을 개방하여 거리낌 없이

얻을 수 있다. 함께 협력할 공급자나 인적 자원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는데도 경쟁자들이 도요타를

구하기 쉬워질 뿐더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따라잡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이 암묵지가 결정

가치를 알아봐 주고 연결을 원하는 다양한 고객들

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

을 만날 수 있다. 또 네트워크 내 공유되는 새로운

전을 목적으로 M&A를 하지만 기대한 만큼 기술

지식과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트워크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마주한 문제를 협업

14) 외국인노동자 100만시대…노동 “수입>수출” 고착화(2019.2.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2138.
html
15) Berger, S. (2013). Making in America: From Innovation to Market.

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 이 소중한 ‘연결’
을 얻기 위해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는 본래
스위스 바젤에 있던 R&D 헤드쿼터를 미국 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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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로 옮겼다.16)

러를 투자하여 협회를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정부

문제는 협력의 빈도와 강도가 충분히 축적된

지원 없이 민간 부문 자체적으로 회원사들의 자금

이러한 강력한 네트워크가 ‘저절로’ 시장에 의해

과 기술 인력을 모아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생겨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혁

가치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에

신 생태계가 여러 기업들에 고루 도움이 되는 것

서 새로운 세대의 웨이퍼 생산을 위해서는 장비와

은 분명하나 어느 개개의 주체도 이 네트워크 형

공장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투자를 해야

성을 주도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은 없다. 각 기업

하는데, SEMATECH는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로

에 공공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네트

드맵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자하여 위

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Berger는 정부가 주

험 부담과 혜택을 여러 주체가 분산하여 가질 수

관기관을 세워 네트워크 의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있도록 특별한 역할을 해냈다.

한다고 말한다. 즉 민간 주체들 간의 협력을 촉진

한국에도 SEMATECH와 같은 성공적인 PPP 사

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PPP(Public Pri-

례들이 과거 존재한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vate Partnership)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장기계획’에 따라 1986년부터 전자통신연구원을

로에게 고객이 되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기도 하

주축으로 삼성, 금성, 현대 등 민간기업과 대학이

는 여러 주체가 모여 활발히 상호 작용할 수 있

공동 참여 4M DRAM 개발에 성공하였고, 1989년

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매치메이커 역할을 정부

부터 1996년까지는 전자통신연구소와 LG, 삼성,

가 맡고, 그 협력의 결과로 참여자 간 다양한 연결

현대, 맥슨 등이 참여하여 CDMA(코드분할다중

이 이루어지고 참여자 각각이 마주한 위험과 부

접속) 공동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17) 현재에도

담을 통합하고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 투

수많은 민관합동 협회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눈에

자에 대한 위험 통합 및 분산을 이끌어내야 하는

띄는 PPP 성공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협회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

안에서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반적인 큰 전략을

petitiveness)는 2013년 ‘협력의 힘(the power of

같이 짜고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여가며 영속적

partnership) 보고서’에서 PPP를 통해 해결될 수

인 공유자산을 자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협력

있는 제조업 내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 역시 잘 이

분석 대상이 된 미국 국내외의 대표적인 PPP들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을 소개한다. 그 중 SEMATECH(Semiconductor

이번 발표된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는 시스

Manufacturing Technology, 미국 반도체 제조 기

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 3대 핵심 신산업 추

술 컨소시엄)는 PPP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자주

진을 위해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추진

언급되는데, 수립 당시에는 정부에서 매년 1억 달

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기술과업 달성을 넘어서 장

16) https://www.swissinfo.ch/eng/novartis-chooses-boston-area-as-ne
w-research-hub/2697908

17) 과
 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학기술부(2014). 「국가혁신체계(NIS)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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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I(Manufacturin Innovation Institute: 제조혁신기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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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형성된 PPP가 영속적이

PCAST 보고서는 위와 같은 PPP 네트워크 설립

고 자생적인 산업공유자산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 산재한 정보들 역시

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통합하여 볼 수 있는 국가적인 Advanced Manu-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대표적 PPP이

facturing Portal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창설이 발표된

위의 네트워크 안에서 중소기업들은 홀로 얻기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

힘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산업계 전체적

novation)는 <그림 4>와 같이 정부와 산업계, 학

으로 새로운 기술을 향한 로드맵 전체를 공동으

계 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주관하여 각각의 제

로 그려보고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나눠 가질 수

조 및 기술 분야의 IMI(Institues for Manufacturing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나 설비들을

innovation)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협의체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개체들

다. 2017년 Manufacturing USA18) 연간 보고서를

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에 접속되고 그 구성원이

보면, 중점 추진 분야의 첫 번째 사항으로 ‘네트워

될 때 혁신을 위한 비용과 위험은 낮추면서 실현

크 성장’을 제시하였는데 NNMI에 구성원 수 증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9년에 한

현황과 구성원 분포의 다양성은 <표 1>과 같은 결

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과가 나왔다.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는 전국
지역마다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기술 실용화를 지

18) 미 의회가 승인한 The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Public Law 113-235)에 근거하여 3년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원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서 수립되고 추진

2 0 1 9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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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anufacturing USA 추진 성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구성원 협약에 따른
협력 기관수

미국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구성원의 다양성

측정 단위

2016

2017

총 구성원 수

830

1,291

종업원 수 500명 초과하는 제조 대기업

187

295

종업원 수 500명 이하 제조 소기업

361

549

학계 구성원 수(대학·커뮤니티칼리지 등)

177

297

그 외 구성원
(국가연구기관, 비영리 기관 등)

105

150

자료 : Manufacturing USA Annual Report 2017 .

된 정책이다.

혁신 종합지원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기존 구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에서도 ‘산업단지 대개조

축된 지역 연구센터 간에 새로운 협력을 추가하

및 혁신 허브 구축’ 전략 하부에 ‘지역별 제조혁신

고, 기존 협력관계는 더 깊고 다양하게 발전시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을 연계하여 제조

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긍정적19)
‘인재 확보’와 ‘공공 민간협력(PPP:Public Pri-

<그림 7>은 중국이 WTO를 가입한 1997년에

vate Partnership) 네트워크’ 형성을 중점으로 꾸

서부터 금융위기가 있기 전인 2006년까지의 추

준히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세를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동향을 추정

기업이 리쇼어링하고 미국에 투자하여 2010년 대

한 회귀선과 실제 일자리를 비교해 보여준다. 실

비 총 75만 7,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 새

제 일자리 수가 추정량 대비 3만 정도 높게 나와

로 생겨났다. 이 누적 75만 7,000개 일자리가 리쇼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

어링과 미국에 유입된 신규투자로 각각 어떻게 생

해준다.

겨났는지 <그림 5>는 연도별 발생량을, <그림 6>
은 누적량을 보여준다.

19)

미국으로 리쇼어링하거나 투자하게 된 이유를
제조기업들에 설문한 결과를 <표 2>에서 보면, 흥
미롭게도 해외 생산의 부정적 요소보다 국내 생

19) http://reshorenow.org/content/pdf/Reshoring_Initiative_2018_Data_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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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신규 제조업 일자리(연도별 발생)

<그림 6> 신규 제조업 일자리(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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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조업 일자리 수(실제 vs 1997~2002 추세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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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리쇼어링 및 외국인투자 유인 요소에 대한 응답
영향요인, 리쇼어링+투자, 2010~2018
순위

응답수

순위

1

품질/재가공/보증

부정적 해외 요인

301

1

정부 지원

긍정적 국내 요인

응답수
844

2

운송비용

199

2

시장 근접

818

3

총비용

155

3

숙련 인력

673

4

운송

105

4

이미지/브랜드, Made in USA

615

5

재고

94

5

생태계 시너지/공급망 최적화

581

6

임금 인상

91

6

국내 경제에의 영향

408

7

공급망 중단위험

80

7

인프라스트럭처

352

8

환경적 고려

67

8

시장출시속도

344

9

지적재산권

65

9

자동화기술

274

10

의사소통

63

10

높은 생산성

230

11

관세

57

11

고객대응 향상

208

12

통제 불능

55

12

제조/엔지니어링 합작 혁신 R&D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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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 수준별 리쇼어링 및 외국인 투자 분포
단위 : %

제품기술수준
고
중고
중저
저
고+중고
중저+저

기술 수준, 리쇼어링+투자, 2010~2018
리쇼어링
투자
리쇼어링+투자
일자리
기업
일자리
기업
일자리
기업
32
14
16
19
21
16
35
19
50
43
45
31
12
20
20
24
17
22
21
48
15
14
17
31
67
33
66
62
66
48
33
67
34
38
34
52

높다. 즉 정부지원과 시장 관련한 요소를 제외하

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우

면 앞에서 언급했던 강력한 지역성을 가진 미국

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높지 않더

의 산업공유자산이 이 기업들을 유인한 매력 요

라도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자동화하여 산업 전

소임을 보여준다.

부문의 혁신수준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로

미국이 새로 유치한 일자리와 기업들은 기술

볼 수 있다.

수준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이는데 일자리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되, 기존

기술수준이 중상 이상인 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탈바

기업 부문에서는 기술수준이 중하 이하인 산업의

꿈한다는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방향이 틀

비중이 높았다. 이는 하이테크산업의 비중만으로

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5. 결론
미국이 추구하는 제조업 정책은 ‘재현이 아닌

지향적인 제조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재건(Rebuild not resurrection)’이 되어야 한다고

R&D의 근접배치와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

Berger는 강조했다.20) 제조업 정책이 이전과 동일

치 생산과 발전의 가능성이 큰 제조를 키워내야

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한다. 그리고 육성할 산업을 직접 선정하고 승자

낮은 임금을 비교 우위로 노동집약적이고 저숙련

를 선택했던(picking winners) 과거의 정부가 아
니라 첨단기술이든 중·저위수준 기술이든 상관

20) Berger, S. (2013). Making in America: From Innovation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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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든 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고루 높일 수 있

산 업 경 제 분 석

는 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간이 할 수

부의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섬세함

없는 부분의 빈틈을 메우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정

이 필요하다. 정부의 목표는 가치 있는 산업공유

부로 변화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스

자산 형성을 위해 ‘숙련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마트 공장과 산단의 보급사업은 이 측면에서 전

이어야 한다. 산업공유자산은 자원이 있는 기업

산업의 디지털화 수위를 밀어 올리는 밀물과 같

과 없는 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주고, 혁신의 실

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기업 보

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호를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장벽을 세우고 접근

핵심 정책기조인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나 국내 산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업공유자산에 대한 접근을 열어두고 산업공유자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9년 오바마 정부에 의

산의 가치를 높이는 기여자에게는 지원과 혜택을

해 이러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21)들이 시작되기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10번

전에 한국은 이미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국가

째 전략인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해 과

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2004년 참여정부 시절

감한 지원’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발표하였고, 4M DRAM, CDMA 개발 등의 훌륭

작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자유를 중시해온 미

한 PPP 성공사례와 생산기술원 같은 제조혁신기

국이지만, 혁신을 위한 제조업 재건을 위해서는

관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

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사례가 지속해서 나오지

의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미국 제

못하고 R&D의 사업화는 더디며 산업공유자산이

조업의 쇠락이 미국 글래스 스티걸 은행법 폐지

늘어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후 만연해진 주주자본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정책이 지속성

한다. 단기간 수익, 주주가치 향상에 기업들이 초

있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큰 정책들에 담긴 의미

점을 두게 되며 제조를 위한 무거운 하드웨어 자

와 철학이 세부적인 방안에 구체적으로 다 반영

산들은 평가절하되었고, 제조업은 투자제외 대상

되지 못했을 수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제도적 수준

이 되었다. 그 결과 긴 인내심과 전망을 가지고 제

이 협력을 위한 신뢰를 형성하기에 부족했을 수

조업에 관심을 가질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

도 있다.

다. 또 가치 있는 산업공유자산의 형성은 공유자

이번에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에는 제조업 발

산을 운영하는 제도의 효과성에 달려있는데, 그

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잘 담겨 있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정부이다.

다. 이전 정책들의 실행 결과 ‘혁신 주체들의 지속

산업 생태계의 구성원들 사이에 깊고 다양하게
얽힌 상호의존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에
의해 책임감 있게 공유자산이 운용되며 지역에 뿌
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금과 자원지원 위주인 정

21) T he White House(2009b),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http://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nec/StrategyforAmericanInnovation(a
ccessed June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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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재 제조기반의 가치와 잠재성을 새로

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운 눈으로 재평가해봐야 한다. 동시에, 수명이 짧

미시적으로 섬세하고 충실한 대안을 발굴하여 제

을 수밖에 없는 기술대신 장기적인 인재로 전략

조업 르네상스의 세부안에 적용하고 이전과 다른

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제조 산업

22)

현장이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을 만큼 안전하

한국은 미국이 이미 잃고서 탄식하고 있는 그

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평생 성장할 수 있는 곳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강국이다. 한국의

지 냉철하게 질문해봐야 할 것이다.23)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
22) KISTEP(2019), 한국 국가혁신체계(NIS)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23)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왜 죽음을 택했나(2019.6.22).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4594#Red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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