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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산업은 항공기산업군의 하나로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대표적 첨단기술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헬기산업은 군민간의 기술겸
용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 민군겸용기술 산업(Dual use technology industry)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헬기개발 경험이 일천하고 시장에서의 신인
도가 낮은 후발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첨단산업에 도전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점으
로 제기되었던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는 국내업체들의 헬기 개발가능성을
더욱 낮춘 주요인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기존의 노후화된 군용헬기를 국산
으로 대체하는 KHP(Korea Helicopter Program)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
라 국내에서의 헬기 개발을 가능케하는 최소 규모의 시장(Minimum scale
market)이 존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헬기산업에서의 이와 같은 군 수요
를 보완하고, 기업의 수익성 향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서 국내 민수시장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을 파악코자 하였다.
그 결과 수요조건에서 민간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 상당한 경제성 확보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군겸용기술의 특징을 갖는 헬기기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이와 같은 경제성 확보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군수용 KHP를 보완하는 민수용 헬기 개발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완제기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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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헬기산업은 항공기산업군의 하나로
서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대표적 첨단기술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헬기산업은 군민간의 기술겸용
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 민군겸용기술
산업(Dual use technology industry)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헬기산업은 개발비용이 매우
높고 투자에 따른 회수비용의 장기화,
첨단기술의 종합과 수많은 개발 및 생
산 경험의 필요, 그리고 높은 진입장
벽의 존재로 인해 자금력과 기술력,
그리고 시장신인도가 낮은 후발자들이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헬기개발 경험
과 경험이 일천하고 시장에서의 신인
도가 낮은 후발자 입장에서 이와 같
은 첨단산업에 도전하기에는 많은 어
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
점으로 제기되었던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는 국내업체들의 헬기 개발가능
성을 더욱 낮춘 주요인이었다. 최근
국방부가 기존의 노후화된 군용헬기
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KHP(Korea
Helicopter Program)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헬기 개발을
가능케 하는 최소 규모의 시장(Minimum scale market)이 존재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소규모의
시장 존재는 헬기 개발의 동기부여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개발 및 생산참
여 기업의 목표인 수익성 향유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군 수요를 보
완하고 기업의 수익성 향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가장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서 헬
기산업의 국내 민수시장 잠재력과 발
전가능성을 파악코자 한다. 이와 같은
내수시장의 발전가능성 파악을 통해
헬기산업의 특성이자 강점인 겸용기
술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및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효과를 극대화시켜, 장기적으
로 헬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민군 겸용 헬기의 개발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헬기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국내 민수용 헬기시장의 구조와
특징
(1) 헬기 생산동향
2003년 말 현재 국내 헬기산업의
생산규모는 661억 원으로서 항공기
전체 생산의 4.5%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헬기 생산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2000년
2,091억 원의 31.6% 수준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이 헬기 생산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1990년대까지 생산의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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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헬기 생산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
2003

연평균 증가
(1995~2003)

1995

1997

2000

헬기(a)

1,560

1,925

2,091

661

-10.2

항공기(b)

6,727

11,679

13,007

14,593

10.2

비중(a/b)

23.2

16.5

16.1

4.5

-

자료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항공우주산업통계」
, 1997, 2004.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UH-60 군용헬
기의 생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UH-60 헬기의 생산종료가 이
루어진 후 2000년에는 동 헬기의 항
공전자 부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
고, 2001년에는 예비용 엔진의 생산
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속적
인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일
연도의 생산에 그쳤다. 향후 몇 년간
은 내수용 군용 헬기의 생산이 예정
되어 있지 않고, 민간용 헬기 및 관련
부품의 수출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와 같은 낮은 수준의 헬기 생산규모
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3년 헬기의 부문별 생산구성은
완제기가 60.8%로 가장 높고, 기체
24.8%, 보기 7.7%의 순서를 나타내
고 있어서, 완제기 조립이 전체 생산
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군
용헬기의 생산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
와 같이 완제기 비중이 높은 원인은
민수용 헬기인 SB-427의 수출에 따
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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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기시장 현황
국내 헬기 수요시장은 크게 민간부
문과 공공(정부)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3년 말 현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내 전체 헬기
보 유 대 수 는 156대 이 며 , 연 평 균
(1994~2003) 7.1%씩 성장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부
정기운항 및 자가용에 사용되는 순수
민간용 헬기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씩 성장한 반면, 산림청/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공공용 헬기는 같은
기간 연평균 9.3%씩의 고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민수용 헬기의 부문별 보유대수를
통한 수요구조를 보면, 2003년 말 현
재 민간부문이 65대로서 41.7%, 공공
부문이 91대로서 58.3%를 차지하여
공공부문 위주의 시장구조로 형성되
어 있다. 그러나 1994년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48.8%로서 공공부문의
시장점유율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간
낮은 구조였다. 따라서, 최근 들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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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민수용 헬기 보유대수 추이
단위 : 대, %
1994

1998

2003

연평균증가율
(1994~2003)

민간

43(51.2)

58(44.3)

65(41.7)

4.7

공공

41(48.8)

73(55.7)

91(58.3)

9.3

합계

84(100)

131(100)

156(100)

7.1

자료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항공우주산업통계」
, 각 연도.

국의 헬기 민수용 시장은 공공 중심
의 수요구조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보유기종 분석
민수용 헬기의 탑재엔진수별 보유
비중을 보면, 2003년 말 현재 쌍발엔
진이 탑재된 쌍발헬기는 전체의
72.4%인 113대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단발엔진이 탑재된 단발헬기는
전체의 27.6%인 43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지난 1994년의 단
발 대 쌍발 비중이 51.2% 대 48.8%
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3>

즉, 9년 전에는 단발헬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쌍발헬
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9년간 쌍발헬기는
1994년 대비 175.6%가 증가한 데 비
해 단발헬기는 0% 증가하였다. 따라
서, 국내 민수용 헬기의 시장수요는
과거의 단발헬기 위주에서 쌍발헬기
위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탑재엔진수를 기준으로 하여 민간용
과 공공용으로 세분하여 구분하여 보
면, 먼저 민간용의 경우 2003년 말 현
재 쌍발헬기가 전체의 73.8%인 48대
를 차지한 반면, 단발헬기는 26.2%인

민수부문 전체의 단발헬기와 쌍발헬기 보유대수 변화추이
단위 : 대, %
1994(a)

2003(b)

증가율(b/a)

단발

43(51.2)

43(27.6)

0

쌍발

41(48.8)

113(72.4)

175.6

합계

84(100)

156(100)

85.7

자료 :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항공우주산업통계」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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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민간용
헬기도 대부분의 수요가 쌍발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용 헬기의 특징적인 현상은 단발 및
쌍발엔진 모두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증가율 측면에서
는 오히려 단발헬기의 증가율이 쌍발
헬기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즉, 2003년 단발헬기의 수요는 1994년
대비 70%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쌍발헬기 수요는 45.5% 증가에 그쳤
다. 또한 단발헬기의 비중도 과거에 비
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994년
에는 민간용 헬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단발헬기의 점유율은 23.3%였으나
2003년에는 2.9%포인트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쌍
발엔진의 비중이 전체의 71.4%인 65
대를 기록하여 이 부문도 쌍발헬기 위
주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구조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쌍발헬기의 비중은 1994년 23.3%
에서 2003년에 71.4%로 크게 늘어나
<표 4>

고 있는 반면, 단발엔진의 보유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76.7%에서 28.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공공부
문에서의 쌍발 대 단발헬기 간의 구조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의 쌍발헬
기 보유대수는 1994년 대비 712.5%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단발헬기는
오히려 21.2% 감소하였다.
한편, 민수용 헬기의 최대이륙중량
별 보유대수를 보면, 2003년 말 현재
8,000lb 이하의 소형헬기가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3,001lb 이상의 중
대형헬기도 28.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3년의 최대이륙중량으로 본
헬기시장 구조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소형과 중대형에 집중된 시장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13,000lb
이하의 소형급 헬기가 전체시장의
58.9%를 차지하고 있고, 18,001lb급
이상의 중대형헬기의 비중도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13,001~
18,000lb급 중형헬기의 비중은 11.5%

전체 민수용 헬기의 최대이륙중량별 변화추이
단위 : 대, %
2003(b)

증가율(b/a)

8,000lb이하

52(61.9)

57(36.5)

9.6

8,001~13,000lb

25(29.8)

35(22.4)

40

13,001~18,000lb

5(6.0)

18(11.5)

260

18,001~23,000lb

0(0.0)

2(1.2)

n.a

23,001lb 이상

2(2.4)

44(28.2)

2100

84(100)

156(100)

85.7

합계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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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최대이륙중량
을 기준으로 한 헬기시장 구조는
1994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이다.
즉, 1994년에는 13,000lb급의 준소형
헬기가 전체의 91.7%로 대부분을 차
지한 반면, 18,001lb급 이상의 중대형
헬기의 비중은 2.4%에 불과하였다.
최근 헬기시장 구조는 기존의 소형 중
심에서 중대형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4) 헬기시장의 주요 특징
민수용 헬기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
로는 내수시장이 급성장세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 9년간 수요의 증가율은
85.7%에 달하고 있는데 이 증가율은
전세계 헬기시장이 최근 10년간 20%
내외의 증가율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비교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한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다. 최
근 9년간 공공부문의 수요증가율은
122%로서 민수용 헬기시장의 평균증
가율에 비해 36.3%포인트가 높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단발헬기 위주
의 시장에서 쌍발헬기 위주의 시장으
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의 경우 단발헬기 비중이 전체
시장의 51.2%로 쌍발헬기에 비해 약
간 높았으나, 2003년에는 쌍발헬기가
전체시장의 72.4%를 차지하여 압도
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의 경우 민간은 쌍발헬기, 공공은 단
발헬기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 공공 모두 쌍발헬기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과거 소형헬
기 시장 중심에서 최근 들어 대형화
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에 는 최 대 이 륙 중 량 기 준
8,000lb 이하의 소형헬기가 전체의
6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
나, 2003년 현재 그 비중은 36.5%로
축소된 반면, 13,001~18,000lb급 중
형헬기와 23,001lb급 이상의 대형헬
기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3,0001lb급은 1994년 대비 2,100%
증가하였으며, 13,001~18,000lb급도
260% 증가하였다.

3.민수용 헬기시장의 향후 전망과
발전잠재력 평가
민수용 헬기시장의 국내 수요는 향
후 남북관계 진전, 규제완화, 경제성
장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
망이다. 남북관계가 현재에 비해 크게
호전될 경우 각종 공역의 완화로 헬
기 운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당 연구원 조사에 의한 전망에 의
하면, 향후 2010년까지는 국내 민수
용 헬기시장 규모는 현재의 1.9배 수
준인 314대로 추정되었으며, 2020년
까지는 현재의 3.4배 주준인 505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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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민수용 헬기의 탑재엔진수별 수요전망
단위 : 대, %
증감

2003(a)

2010(b)

2020(c)

2020*(d)

b-a

c-a

d-a

단발

43

83

131

184

40

88

141

쌍발

113

231

374

527

118

261

414

합계

156

314

505

711

158

349

555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설문조사, 2003. 3.
주 : 1) *는 남북간 경제통합 또는 통일 가정.
2) 최대치 기준. 최소치는 최대치와 약 30% 정도의 오차를 보임.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이에 따라 2003년 대비 순증가대
수는 2010년까지는 158대, 2020년까
지는 349대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전망을 보다 세분해 보면,
2010년까지는 단발엔진을 탑재한 단
발헬기가 83대(26.4%), 쌍발엔진을
탑재한 쌍발헬기가 231대(73.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2020년에
는 단발 131대(25.9%), 쌍발 231대
(74.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2010년까지 순수증가가 예상되는
314대 중 74.7%는 쌍발헬기로 집계
된 반면, 25.3%만이 단발헬기로 예상
되었다. 2020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쌍발 위주의 추세는 비슷한 비중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종합
해 보면, 향후 국내 헬기시장은 단발
보다는 쌍발엔진 위주로 수요가 팽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의 국내 헬기시장 구조가 쌍발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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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한편, 2020년 이전에 남북관계의
현격한 변화, 즉, 남북통일 또는 남북
간 경제통합단계를 가정했을 경우의
헬기수요는 현재에 비해 4.8배 수준인
711대로 예상되었다. 이 규모는 현재
의 남북관계 지속을 가정한 경우에 비
해 수요량이 40.8%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최대이륙중량별로 향후 시장
수요를 전망해 보면, 2010년의 국내
헬기시장 구조는 8,000lb 이하의 소형
헬기가 31.8%인 100대로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
며 13,001~18,000lb급의 중형헬기는
26.8%인 84대로 두 번째 높은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의 경우 최대이륙중량별 시
장구조는 8,000lb 이하의 소형헬기가
전체의 29.9%인 151대로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3,001~18,000lb급 중형헬기는 전체
의 29.5%인 149대의 수요가 발생하
여 8,000lb 이하의 소형헬기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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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민수용 헬기의 최대이륙중량별 수요전망
단위 : 대
증감

2003(a)

2010(b)

2020(c)

2020*(d)

b-a

c-a

d-a

8,000lb 이하

57

100

151

189

43

94

132

8001~13,000lb

35

81

129

172

46

94

137

13,001~18,000lb

18

84

149

248

66

131

230

18,001~23,000lb

2

24

39

56

22

37

54

23,001lb 이상

44

25

37

46

-19

-7

2

합계

156

314

505

711

158

349

555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설문조사, 2003. 3.
주 : 1) *는 남북간 경제통합 또는 통일 가정.
2) 최대치 기준. 최소치는 최대치와 약 30% 정도의 오차를 보임.

수준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또한 8,001~13,000lb급 중형헬
기는 전체의 25.5%인 129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
라서, 현재 40.5%에 달하는 8,000lb급
이하의 소형헬기는 2020년경에는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현재
11.5%에 불과한 13,001~18,000lb급
의 중형헬기 비중은 약 3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따라서, 같은 기간 순증가대수
349대 중 37.5%인 131대가 13,001~
18,000lb급의 중형헬기로 예상되었다.
한편, 남북 경제통합 또는 통일을
가정한 경우의 최대이륙중량별 시장
구조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향후 국내 헬기수요는 약
10년 주기로 200대 내외씩 증가할 전
망이다. 특히 남북경제통합의 경우 그
수요는 통합 전에 비해 추가로 200여

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헬
기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향후 헬기의 수요는 쌍발헬기
위주로 발생할 전망이다. 쌍발헬기의
수요는 전체 헬기의 75% 내외로 예
상된다.
셋째, 소형헬기보다는 중형헬기 위
주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최대이륙중량 8,000lb 이하인 소형헬기
의 비중이 1993년 말 현재 36.5%에서
2020년(남북통일 비감안시)에는 30%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
해 13,001~18,000lb 중형헬기의 비중
은 같은 기간 11.5% 수준에서 34.9%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이다. 따라서, 2003년 현재 18대에 불
과한 동급기종은 2020년(남북통일 비
감안시)에는 8.3배가 증가한 149대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의 순증가대수 349
대 중의 37.5%를 차지하여 그 비중도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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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민수용 헬
기의 발전잠재력은 수요조건에서 내
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수 전망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의 경제통합/통일
을 고려해 볼 경우 2020년 이후의 내
수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2030년 내외의 국내
헬기시장 규모는 최소 현재 일본의
헬기시장 규모와 비슷한 900대 내외
로 팽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
재력이 큰 내수시장 규모는 개발 후
판매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
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현재의 공역규제에 의한 시
장 억제는 향후 제품개발 후 오히려
시장창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4. 헬기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일반적으로 특정의 대규모 개발 사
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수요조건과 공급능력, 그리
고 경제성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
업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
심 선행조건으로 볼 수 있다. 민군 겸
용 헬기는 수요조건에서 발전 잠재력
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헬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
장기 전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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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군겸용기술 활용 극대화
그동안 국내 헬기산업은 군수요에
의존하여 발전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군 겸용 헬기는 2015년 이후에나
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지만 민
군 겸용 헬기 생산 이전에 KHP사업
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러한 군용헬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시설과, 장비, 인
력을 통해서 충분한 공급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국내외 시장을 포함하여 감
안된 헬기의 연간 생산규모는 30~50
대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정도 규모
의 생산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큰 문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민군 겸용 방식의
헬기 개발은 경제성 측면에서나 기술
축적도 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한 사업
이다. 이러한 유용성은 KHP라는 확
정된 군수요와 개발 프로그램이 존재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미 언
급된 바와 같이 헬기는 민군겸용기술
제품이며 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약간
의 제품변화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였
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민군간 겸용성에
근거한 시장진입 방식을 선호해 왔으
며, 대부분의 제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성

국내 헬기시장의 구조 분석과 중장기 발전전략

공요인의 핵심은 군용기 개발을 통해
습득한 시설 및 장비, 기술, 인력, 그
리고 관련 경영자원의 확보를 통해 민
수시장에 진입할 기반을 충분히 갖추
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에는 군수와 민수 간의 겸용성(Dual
Use Technology and Commonality)
을 통한 범위의 경제성(Economies of
Scope) 추구와, 부품 공용성(Part
Commonality)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Economies of Scale), 그리고 학습
효과(Learning Effect)의 극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KHP
사업을 지렛대로 삼아 이러한 효과들
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군 겸용 헬
기 개발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필
요가 있다.

(2) 전략적 제휴에 의한 국제공동
개발 강화
공급능력과는 또 다른 측면인 기술
능력 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국내 기
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같은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KHP사
업을 유로콥터, 벨 등 세계에서 명성
도가 가장 높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기술축적과 동시에 제품개발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술적
한계는 극복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군겸용 헬기 동시 개발의 적극
추진
특히 이러한 군수와 민간용의 다목
적 헬기(Multi Role Helicopter) 개발
은 최근 선진 각 업체들이 추구하는
민군 동시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민
간용을 먼저 개발하고, 군수용을 개발
하거나, 군수용을 개발하고 민간용을
개발하는 순차적 개발방식이 주류였
으나 최근에는 군수 및 민수를 동시
에 고려한 동시개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동시개발 방
식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착수할
경우 범위의 경제에 의한 이점을 더
욱 잘 향유할 수 있어 전체적인 개발
비용과 생산비용이 더욱 감소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KHP개발시
에 민간용 헬기의 개발도 고려한 설
계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율 제고
한국은 독자적 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후발국이다. 세계적 과점 구조에
서 후발자가 성공적인 진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선결
조건은 가격경쟁력이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부품의 국산화 정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서브시스템에 대해 해외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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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를 높일 경우 교섭력 취약에
따른 부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와 결과
적으로는 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동안 주요
생산 및 개발사업이 지나치게 체계종
합 위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부품
산업의 낙후와 경쟁력 약화 및 완제
기 가격경쟁력 약화를 낳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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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부품 국산
화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는 완제기
개발시 부품 국산화율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