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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로 본 해외진출기업 복귀의
실패요인과 성공조건

요

약

기업의 국내복귀는 2010년 초반 한 때 주목을 받았던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후 해외에서 기업복귀와
관련된 난항 등이 보고되면서 기업복귀와 관련된 낙관적 시각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러한 사
례의 대표적인 예가 멕시코에서 미국본토로 사업장을 이전한 오티스 엘리베이터(Otis Elevator)의 사
례이다. 복귀 발표당시의 매우 희망적인 전망과는 달리 공급사슬의 미비, 복귀 지역의 가용인력 부족,
사업장의 국내이전과 구조조정의 동시진행 및 국내복귀에 따른 이해당사자에 대한 고려 부족, 국내복
귀 후의 생산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귀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고
전을 면치 못했다. 미국의 기업복귀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의 실패요인과 성공조건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했다.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해
외사업장의 국내복귀가 성공하려면 제품과 생산과정에서의 혁신, 적절한 복귀전략의 수립과 전략의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국내에 건설한 신규 사업장의 영업환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이 선행되어
야 한다. 미국에서 논의된 기업복귀의 실패요인과 성공조건은 우리나라의 기업복귀 정책에도 시사점
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에 국내복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해당기
업의 혁신역량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또한 복귀하는 기업이 원하는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복귀지역 선택에 유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복귀기업의 유치보다 복귀 이후의 신속한 조업재개와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사
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담당자에 대한 양적기준의 평가를
지양하고 복귀 이후의 사후관리에 정책평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 업 경 제 분 석

1. 서론
다국적 기업의 시대에 들어와서 세계 각국은

이에 여러 국가에서 리쇼어링의 가치를 발견함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들의 자국내 유치를 위하여

과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

에 있는 자국기업 사업장의 재유치를 위한 정책

다. 이미 해외로 사업장을 옮긴 자국출신 기업의

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3년에

재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련 정책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제정하여 시행 중인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다. 그

리쇼어링은 외국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

러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목표로 의욕적

서 원하는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어려워지는 추

으로 추진한 지원정책이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세와 결합하여 그 가치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

서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

로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계 기업과

부에서도 기업복귀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

는 달리 리쇼어링은 자국 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

책개선을 꾀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

고 국내의 경영환경을 잘 알고 있는 자국출신 기

지 획기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부가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현재의 기업

치 생산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경쟁

복귀 정책과 관련된 개선점을 강구하기 위한 아

국과의 무리한 인센티브 경쟁을 피하고 인센티브

이디어 제공의 차원에서 해외기업의 사례를 소개

로 투입되는 자원 및 생산된 부가가치의 유출을

하고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 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의하고자 한다.

2. 기업복귀 현상을 둘러싼 시각
(1) 기업복귀와 관련된 시각변화

외국 기업들의 복귀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008~2011년경이다(<표 1> 참조).

해외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기업복귀

특히 2011년은 외국기업들의 복귀사례에 대한

의 추이와 그 동안의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부분에

보도가 정점을 이루었으며,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기업복귀를 지

당시 미국에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의 약

원하기 위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54%가 미국 국내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

2 0 1 8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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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 전후 미국기업의 국내복귀 사례
· 2011년에 중국투자 대신 캔자스시티의 조립공장 설비 현대화를 위한 4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Ford Motor · 캔자스시티 공장의 현대화 및 3,750명의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미주리주 의회에서 포드에의 조세 인센
Company
티브 패키지를 승인
· 2013년에는 캔자스 공장에 2,000명의 추가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
GM

·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 라인에 54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미시건의 3개 공장에 7억 8,35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투자

GE

· 2010년 10월 고효율 온수기 생산부문을 중국으로부터 이전
· 중국 생산기지를 철수시키고 미국 내 4개 공장에 4년간 4억 3,2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재개
· 2011년 켄터키주 루이빌에 4,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

Global · 2006년 뉴욕주 말타에 최신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뉴욕주로부터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
Foundries
중 14억 달러를 청구비용 보전의 형식으로 지급받음
· 2010년 텍사스주 빅토리아에 유압식 굴삭기 제조공장 설립 발표
Caterpillar · 공장설립으로 500명 이상의 노동자 신규 고용 계획
· 유압식 굴삭기의 미국 내 생산규모 세 배로 증가 예상
Wham-O · 중국,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약 50% 가량을 미국 생산으로 전환
NCR

· 2010년 주력제품인 ATM 기기의 생산을 중국, 인도, 헝가리 등에서 조지아주 공장으로 복귀
· NCR의 복귀를 위하여 조지아주는 조세감면 혜택과 1,500만 달러 상당의 고용 및 R&D 보조금, 고용된
인력에 지불되는 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

· 2011년 중국 광동성 생산라인을 오하이오주 그린빌로 이전 결정
Whirlpool · 오하이오주에서는 이전 후 5년간 신규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비용에 대해서 45%의 세금공제 혜택 제공
· 2014년 400개 일자리 추가 발표
Otis
Elevator

Master Lock

· 2012년 멕시코 생산라인을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
· 이전과 동시에 4,000만 달러의 신규 투자와 360개 일자리 창출
· 공장소재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 카운티는 이전 후 30년 간 Otis 공장 건물의 재산세 감면,
신규고용 인력에 대하여 2016년까지 400명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인당 1,000달러의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 2011년 아시아에서 밀워키로 공장을 이전
· 이전과 더불어 밀워키 공장에 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Coleman · 2011년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공장을 중국에서 캔자스주 위치타로 이전
Sleek Audio · 2010년 초에 첨단 헤드폰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전
자료 : Jeffrey R. Immelt (2012), “On Sparkling an American Manufacturing Renewal”, Havard Business Review, Boston Consulting
Group (2011), “Made in America, Again” 등의 내용을 삼정-KPMG(2012)에서 정리한 것과 Wall Street Journal (2012), “Once
Made in China: Jobs Trickle Back to U.S. Plants”, May 21, 2012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5877
04577333482423070376)의 내용을 문종철 외 (2015), “FTA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U턴 수요 발굴 전략 수립”, 대한무역진흥공
사 용역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

기도 했다.1)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복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착수한 시

1) Sirkin, Harold L., Michael Zinser, Douglas Hohner, and Justin Rose
(2012), “U.S. Manufacturing Nears the Tipping Point: Which Industries,
Why and How Much?”, bcg. perspectives by Boston Consulting
Group.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manufacturing_supply_chain_management_us_manufacturing_nears_the_tipping_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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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후 기업복귀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보다 저하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
르러서는 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사업장이 고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

산 업 경 제 분 석

라 해외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복귀의 효과에

내복귀를 정치적 치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만들며 또한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된 담당자들

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의 국내복

의 성과평가를 투자유치 실적으로만 평가를 받게

귀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의 기업복귀 정책은 복귀기업의 유치에만 집중하

자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비난하면서 미국 내에 공

고 해당 기업들의 국내복귀 후 사업운영의 지속

급되는 생산품은 미국영토 내에서 미국산 원자재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문

를 가지고 미국인이 생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

제점이 있다.

다. 또한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일

사업운영의 지속가능성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부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해외이전계획을 축소하

국내 복귀기업 간에 존재하는 결정적 차이점이

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업장의 해외

다.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국적 대기업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

이 주를 이루는 외국인투자기업과는 달리 국내의

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하

복귀기업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는 해외의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다. 외국인투자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위주인

기업들도 해외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든가 해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의 지속가능

외로의 사업장 이전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 뒤에 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조업을 재개하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필

(2) 기업복귀와 관련된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요하다. 복귀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
부분

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직 해외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지에서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

본고에서는 기업복귀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진

라 사업장을 이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동종업종

2014년 무렵의 미국의 복귀기업의 사례를 소개하

기업들의 국내복귀 고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면서 그동안의 기업복귀와 관련해서 간과되어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기업군 사이에서의 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보의 취득이 주로 동종업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동안의 기업복귀와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국내에 복귀

큰 문제점은 논의의 초점이 해외에서 운영을 하

한 동업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전해지는 경

던 기업의 유치에만 맞춰져 있는 점이다. 이는 정

우 나머지 해외주재 기업들이 국내복귀보다는 다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복귀

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 유치를 해외기업의 유치와 동일선상에서 인

그러나 국내의 기업복귀 정책에서 그러한 점이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기업의 국

간과되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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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

복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정책의 추진

들의 국내복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유치하는 기

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복귀 후의 운영실태에

업의 규모나 숫자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

기업 복귀 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심층조

복귀 후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대변

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

하는 예로서 다음 절에서 미국의 오티스 엘리베이

업복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오티스 엘리베이터(Otia Elevator)의 사례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미국의 승강기 제조업체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티스 엘

이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업장 복귀는 해외

리베이터는 국내복귀의 이유로 개발부서 및 소비

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의 국내복귀뿐만 아

자와 생산공장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기술혁신의

니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루어지

생산제품에의 신속한 적용과 미국 국내시장에서

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

의 소비자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

영하던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

은 물론 원자재, 부품 및 완성품의 이동거리 축소

제점과 복귀기업의 성패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사

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들었다. 또한 사우스캐

례로 인용되고 있다.

롤라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의 엘리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복귀기업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베이터 모델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신
형 엘리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

논의하기 위하여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복귀와 그

2012년 하반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이 완

후에 전개 상황 등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서술

성되어 가동을 시작했고,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하고자 한다.

국내복귀 작업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으
로 보였다. 그러나 2014년경에 사우스캐롤라이나

(1) 배경: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복귀와 고전
(2012~2014)
2011년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멕시코 노갈레스
지역의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신규 제조센터를 설립하고 약 360개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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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장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보
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 건설한 사우스캐
2) PR Newswire (2011), “Otis Elevator Company to Open Manufacturing Facility in Florence, South Carolina”, PR Newswire (https://www.
prnewswire.com/news-releases/otis-elevator-company-to-openmanufacturing-facility-in-florence-south-carolina-129949163.html,
2018.4.1. 검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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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라이나 사업장의 생산이 국내의 주문수요를 따

고자 기업유치에 필사적인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라가지 못하여 그로 인한 납품지연과 주문취소가

인센티브와 눈에 보이는 입지조건만으로 이전지

빈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

역을 결정한 결과, 엘리베이터 생산에 필요한 부

책으로서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사우스캐롤라이

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주변에 없어서 부품조달 비

나 사업장의 가동 후 즉시 폐쇄 예정이었던 멕시

용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지역에 새로운 공급사슬

코 사업장을 당초 계획보다 반년 정도 더 가동한

을 구축하는 데에 당초 상정했던 것보다 큰 비용

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혁신과 효율성 제고, 그

이 소요되었다. 숙련노동력의 경우도 사우스캐롤

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기획된 오

라이나주가 미국 내에서도 숙련된 산업인력을 구

티스 엘리베이터 사업장의 국내복귀가 실패한 것

하기 어려운 낙후된 주로 꼽히는데다 오티스 엘리

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베이터가 이전하는 지역은 그 중에서도 인구밀집

이에 현지에서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국내복

지역이 아닌 한적한 지방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전을 하게

따라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측이 당초 구상했던 엘

된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지의

리베이터 신제품의 생산에 최적화된 숙련노동력

경영관련 매체에서 꼽은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미

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숙련

국 복귀 후 고전을 하게 된 요인으로는 복귀 지역

노동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채용에 더 많은 비용

으로 선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공급사슬

이 소모됐으며 그렇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supply chain)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 새

이전부지 지역이 생활 편의성이 부족한 지방소도

로 이전하는 지역에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의 이주

숙련노동력이 부족했던 점, 생산시설의 국내이전

를 원하는 인력이 매우 적었다.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점,

특히 신제품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는 연구개발

그리고 신설 사업장이 제품의 주문수요를 따라가

인력은 생활편의성이 높은 대도시 주변을 선호하

지 못했던 점을 들고 있다.3)

는 경향이 높아서 이전 계획당시 오티스 엘리베이

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

터가 구상했던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의 물리적 거

다. 공급사슬 문제의 경우 사업장 부지로 선정했

리 축소를 통한 효율성 향상은 생각처럼 순조롭

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은 이전을 결정할 때까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사업장 이전 과정

지 오티스 엘리베이터 측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라인업 변경, 전산시스템

곳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낙후된 현실을 타파하

교체, 생산기지 이전 등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
면서 이전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이전비용이 크게

3) Ted Mann (2014), “Otis Finds ‘Reshoring’ Manufacturing Is Not Easy”,
Wall Street Journal, May 2, 2014. (https://www.wsj.com/articles/otisfinds-reshoring-manufacturing-is-not-easy-1399072939), 2018. 4. 1.
검색) 내용 발췌, 요약.

상승했다. 또한 멕시코 현지 생산시설의 철수뿐
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주에 있던 생산시설도 사
우스캐롤라이나 사업장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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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사업장에 있던 종업원 이탈 및 이전해온

옮기는 경우에 기업 내부의 조직개편이 따라오

종업원들 간의 팀워크 확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

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담당 부서 및 인적자원들

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생산비용

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복귀를

및 경영환경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으

마찰없이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

로 국내복귀를 추진한 결과 전술한대로 신설 사업

분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나 오티스 엘리베이터

장의 생산량이 주문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사내

수주한 주문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이익률이 급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대해서 배타적

하였다. 이에 오티스 엘리베이터 측은 멕시코 사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내부의 반발과 변화

업장의 폐쇄시한 연장으로 대응하면서 국내복귀

된 환경에 종업원들이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

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국내복귀에 관여한 임

간은 국내복귀 초기에 생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

원진들을 전원 교체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국내복귀 및 운영

4)

(2)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고전요인

에 따른 소요비용의 과소산정과 해외사업장 운
영비용과의 잘못된 비교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

2014년까지의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고전사례

던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이다. 현지에서의 인

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사업장을 전

건비 상승이나 물류비 절감은 기업들이 해외 사

개한 다국적기업의 국내복귀 실패사례로 주목을

업장을 철수하고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동

받았다. 이전까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

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의 복귀 이후의 상황과 실패요인, 국내복귀 실

상대적 인건비나 물류비 등 쉽게 눈에 띄는 운영

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

비용(operating cost)만 고려한 판단은 현지생산

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이 무렵이다.

의 운영비용과 국내복귀 이후의 운영비용만을 단

기업의 국내복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적하

순하게 비교하여 사업장의 국내복귀를 지나치게

는 실패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안이하게 결정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적되는 사항은 기업들이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

이다. 이 경우 국내복귀에 따른 비용산정의 오류

시키는 과정에서 사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비용을 초과함으

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로써 사업장의 국내복귀 작업이 실패할 확률을 높

꼽고 있다. 기업이 국내복귀를 결정하고 실행에

이게 된다.
사업장의 국내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물류

4) SCDigest Editorial Staff (2014), “Supply Chain News: When it Comes
to Reshoring, Detailed Planning and Expectation Setting is Key, Otis
Elevators Learns the Hard Way”, SCDigest’s On-Target E-Magazine, May 5, 2014(http://www.scdigest.com/ontarget/14-05-05-1.
php?cid=8030, 2018.4.2. 검색) 내용 발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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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 외에도 고정비용(fixed
cost), 이전비용(transition cost), 매몰비용(sunken
cost), 매복비용(hidden cost) 및 마찰비용(friction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1> 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요되는 비용
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고정비용

이전비용

매몰비용

매복비용

마찰비용

생산에

신사업장

현지생산

청산과정에서

복귀과정에서

국내복귀 후

소요되는

건설비용,

중단, 철수 등

회수가

예상치 못한

조업재개 사이의

인건비,

장비도입

사업장 이전과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휴지기간 동안

물류비 등

비용 등

관련된 비용

비용

발생한 비용

발생하는 비용

cost) 등이 소용된다.5) 여기서 고정비용은 국내의

장 철수와 국내복귀 후 조업재개를 통한 정착 및

사업장 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안정화 기간 사이의 생산 휴지기간으로 인해서 발

사업장 및 생산시설의 건설비용과 생산을 위한 장

생하는 비용이다.

비도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내복귀 이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제반비용에 관련된

의 생산방식을 종래의 노동집약적 방식에서 자동

고려없이 단순히 인건비나 물류비 차이 등만을

화 채택 등으로 전환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고려한 의사결정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례처

하는 경우 새로운 장비도입이 불가피하다.

럼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 작업의 실패 확률을 높

스마트공장 등 자동화 생산공장의 건설은 노

인다는 것이 미국에서 기업의 국내복귀 작업에 대

동집약적 생산방식 시절의 시설건립비용(facility

해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기업

building cost)를 훨씬 뛰어 넘는 초기 고정비용을

의 국내복귀와 관련된 마찰비용은 기업들의 의사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복귀 기업은

결정 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며 특히 한국

조업재개에 앞서 막대한 고정비용을 부담하지 않

에서 기업의 국내복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문제

으면 안된다. 이전비용은 현지생산의 중단, 청산

중의 하나이다.

및 철수 등과 관련된 법률비용 및 현지인력 해고
등에 드는 퇴직금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의미한다.
매몰비용은 현지청산 과정에서의 행정적, 정치적

(3)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성공적인 정착
(2017년)

마찰로 인하여 현지에 생산장비를 그대로 둔 채로
자본만 철수하는 데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해진 비

그러나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국내복귀는 실패

용이다. 매복비용은 복귀지역에서의 가용인력 등

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보도6)에 의하면 오티스 엘

조업재개와 관련된 문제 및 예상치 못했던 상황발

리베이터는 2017년 하반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생 등으로 인한 비용이다. 마찰비용은 현지 사업
5) 이상의 기업복귀와 관련된 제반비용에 관한 명칭 설정과 정의는 전문
가들이 기업복귀와 관련하여 개념만 제시한 것을 필자가 정리하여 독
자적으로 행한 것이다.

6) Joshua Lloyd (2017), “Otis Elevator outgrowing its Florence facility;
expansion coming, officials say”, SCNow.com, July 10, 2017, (http://
www.scnow.com/news/business/local/article_6ae0d0c4-65bc11e7-b34c-d70ffe91189d.html, 2018.4.2. 검색)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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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시설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생산품목

리베이터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업장이 어떤 경

도 기존의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로를 통해서 정착과 안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할 예정이고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서 어떤 종류

서는 자세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있

의 기술이 필요한지 평가 중이라는 언급도 덧붙

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2014년경의 고전은 생산

였다. 이는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국내복귀 초기

시설 설립 초기의 정착과 안정화 과정에 따른 비

에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 건설한 국내의

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마찰기간

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보도

(friction period)을 잘 넘길 수 있으면 그 이후로

라 할 수 있다.

는 국내로 복귀한 사업장이 자립하여 운영이 가

2014년에서 2017년에 이르는 기간 오티스 엘

능함을 시사한다.

4.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례를 통해서 본 성공적인
기업복귀의 조건과 시사점
(1) 성공적인 기업복귀의 조건7)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의 생산시설
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례를 통해서 전문가들

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내복

은 기업들의 국내복귀 성공을 위한 조건을 다음과

귀는 수익은 변하지 않는데 생산비용만 증가하는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국내로 복귀한 생산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복귀하는 기업의

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에 생산되는 제품이

국내 사업장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집약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제품이어야 한다는 점

적 제품,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최고급 제품의 생

이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동기의 상당부분

산을 담당해야 한다. 만약 국내복귀 후에도 같은

은 현지와 국내의 인건비 차이 등에 의한 생산비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자동

용의 차이가 차지하고 있다. 현지의 인건비 등이

화 혹은 스마트공장 등의 도입으로 생산비용을 감

상승하여 현지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

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해외사업장

다고 해도 현지의 인건비가 국내의 인건비를 넘어

의 국내복귀에는 제품 및 기술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7) Rosemary Coates(2015), “Skillfully managing a Manufacturing Reshoring Project”, Area Development Online, Directory 2015(http://
www.areadevelopment.com/BusinessGlobalization/December-2014/
managing-manufacturing-operations-reshoring-projects-2727261.
shtml, 2018.4.1. 검색)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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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적절한 복귀전략의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복귀전략의 수립에는
복귀예정지역의 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현

산 업 경 제 분 석

지 철수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복귀지역과

작업에 수반하여 전산 시스템 교체 및 국내 타지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 내 공급사슬의 존재 여부

역 사업장과의 통폐합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와 가용인력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도입하

경우 국내복귀 작업은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고자 하는 장비와 생산시설의 배치계획을 마련하

확률이 높아진다.

여 적절한 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

마지막으로 국내에 건설될 신규 사업장의 초기

히 복귀예정지역 내의 가용인력 조건을 고려하지

생산능력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국내

않는 경우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실패사례를 답습

복귀에 앞서 신규 사업장이 원래 계획대로 가동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지에서 철수할 때

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

는 적절한 청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내복귀의

하다. 낙관적인 생산능력에 기반을 둔 능력 이상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전작업에 참가

의 제품수주는 모든 계획을 어긋나게 하고 주문된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에 남겨질 인력에 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안정

한 처우, 현지진출 시 현지정부로부터 받은 세제

화와 성공에 중요한 거래처의 유지에 치명적인 타

혜택의 환수대책, 현지정부의 청산승인 및 현지

격을 입히게 된다.

에서 사용하던 장비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전을 실행에 옮기

(2) 국내 기업복귀 정책에의 시사점

지 않으면 국내복귀 작업에 상정하지 않았던 비
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귀 이후 생산과정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자동화 혹은 스마트공장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

복귀사례가 국내의 기업복귀에 주는 시사점에 대

다면 복귀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혁신 및 자동화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혁신과 관련된

관련된 복귀이후의 영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청

문제점이다.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는 경우 인건

사진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즉 국내로 복귀

비 등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관련하여 더 높

한 이후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어떤 방

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식으로 그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제품생산에 있

기업의 국내복귀에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품의

어서 기존의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혁신과 생산비용을 현지수준 혹은 그 이하로 줄일

부분을 자동화에 맡길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 있는 생산과정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내복귀 후 조업을

소한 둘 중의 하나는 확보를 해야 성공적인 국내

재개하고 생산을 궤도에 올려서 국내 사업장을 안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정화시키는 작업에 예상 이상으로 긴 시간이 소요

복귀를 고려하는 해외진출 기업이 그러한 혁신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전 작업은 단계적

복귀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부분이 거래처

으로 시행해야 하며 오티스 엘리베이터처럼 이전

의 하청 혹은 납품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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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업은 중

로 복귀하려는 경우 다른 지역에 복귀하는 경우보

소기업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거래처와의 거래관

다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문제는 제반 사

계가 유지되는 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를 변화

정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기 쉬운 지역에서 기업이

시키거나 막대한 고정비용을 소요하는 생산방식

요구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 변화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

이러한 공급사슬의 부재와 구인난은 국내복귀 기

다. 또한 이들 기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고부가가

업의 조기정착과 안정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

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매

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 드물기 때문에 국내복귀의 성공조건 중의 하

세 번째는, 적절한 이전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나인 혁신역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으

관련되어 있다. 기업이 국내복귀가 성공하려면

로 추정된다.

적절한 현지 철수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에 옮기

두 번째는,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지역에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지로부터의 철수

관한 문제이다. 앞서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례

는 현지 고용인력에 대한 처우, 현지정부에 의한

에서 살펴봤듯이 복귀하는 지역에 해당 기업이

세제혜택 환수, 현지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처리

요구하는 공급사슬과 인력이 없으면 국내복귀 과

및 현지정부의 승인 등과 관련하서 막대한 비용

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복귀지원 대

러나 현재의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은 지역균

상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이러한 비용을

형발전이라는 명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청산과

국내복귀 기업에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

관련하여 상황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극단적인

련되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시행에서는 여전히

경우 야반도주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법률의 영향이 작용하여 기업이 특정 지역으

해당 기업이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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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물론 국내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해

을 것이다.

도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한

또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다. 이런 경우 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으로 기존

위한 지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 복귀예정지

의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국

역의 공급사슬 및 가용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내복귀 이후 조업재개와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을

이 필요한 가용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소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개별기업의 사정과 업종별 특

복에 추가적인 비용을 소요하게 된다.

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복귀 기업이 성공

따라서 해외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급사슬의 확보 및 재
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국내복귀와 관련하여 지

근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

원을 요구하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구체적으로 검

는 관련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

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업이 지원을 받을 자

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복귀기업의 유치

격의 구비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국내복귀 이

숫자 및 규모보다는 사후 관리를 통하여 얼마나

후 어떤 식으로 조업을 재개할 것이며 그러기 위

복귀기업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재정착을 했는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지 등을

를 위주로 한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

포함한 로드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

히 우리나라의 경우 복귀 시점과 조업재개 시점

치는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의 적절한 이전계

간의 시차가 기업복귀의 성패를 좌우하는 비중이

획의 수립과 시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생산의

큰 만큼 기업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복귀한

재개와 부가가치의 창출보다는 다른 목적에 관

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

심이 많은 한계기업의 무의미한 국내복귀 시도

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

와 혜택요구를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

요가 있다.

문종철
해외산업연구실·연구위원
jongchol.moon@kiet.re.kr / 044-287-3268
<주요 저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7, 공저)
•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유턴 가능성에 대한 연구(2014, 공저)

2 0 1 8 0 6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