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81 호

| 2020-06 |

2020.04.13.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 수요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전환이 적극 추진 중이며, 고부가가치
기반의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로서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관심 증대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 및 열악한 협상력, 스마트제조 관련 혁신자원 접근에의
상대적 열위 문제 등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관련 자발적 투자 유인은 구조적
으로 제약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약

스마트제조 관련 정부시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이자 마중물로서의 역할
성과분석 결과,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기존의 생산 비효율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매출 및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
● 공정 개선·혁신 관련 성과는 비하도급 B2B 기업, 일터혁신 동시 수행기업, 명확한 비전과
계획 수립하에 스마트제조를 구축한 기업이 주도
하지만 구축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한 성과가 제품혁신이나 수요처 발굴에는 이르지 못해, 영업
이익이 증대되지 못하는 한계 노출
● 그 결과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에 투자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이 제한적
따라서 자발적 투자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들의 모색 및 연계, 수요 관련 불확
실성 완화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통한 고도화 촉진,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
정에서 수립되는 정부의 기술·혁신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 등 정책적 노력 경주 필요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스마트제조혁신의 배경과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수요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
다임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스마트제조 생산방식 체계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유연성 제고, 리드
타임의 단축 등의 성과는 물론 궁극적으로 ‘수요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의 실현’ 기대
●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첨단 지능형 ICT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되는 상태
* 센서 등을 통해 전달되는 제조 정보의 실시간 자동 집계·모니터링 → 공정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
* 주문―원자재 발주 및 수급―생산―완제품 출하 및 양산―배송 및 회수―재고 등 모든 단계에서 전사
적인 정보가 통합되어 실시간 공유되고 분석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유연성 증대
* 이들 ICT 기반 시스템 속에서 제조단계를 포함한 모든 생산과정이 최적화 →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
* 심지어 AI와 각종 IoT·CPS 기술 등과 연계되어 모니터링부터 최적화까지 자율적인 공장 운영은 물론
수요(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는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 달성도 가능

스마트제조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수준 및 기업의 혁신역량이 전사적으로 축적·제고되
면서 스마트제조의 성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향상 가능
●

숙련도는 작업의욕과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는 일터혁신을 통해 제고

●

부서 내 및 부서 간 시스템 통합 및 유기적 협력과정에서 혁신역량이 전사적으로 축적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제조혁신은 고부가가치 기반의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지금까지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이 저임금·장시간 근로와 같은 노동비용 절감형 전략에 의존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기반의 산업혁신은 단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고 점진적 변환과정이 불가피
●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수기·엑셀 중심의 수공정에서 비롯되고 있던 기존의 생산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작업자의 동기유발 및 숙련향상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기반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요 맞춤형 유연 생산방식 실현의 전제인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정을 통해 공존과 협력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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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총 1만 2,660개의 기업을 지원
●

대기업 대비 부족한 기술력 및 열악한 협상력, 스마트제조 관련 혁신자원 접근에의 상대적 열위 문제

→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스마트제조 투자 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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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

국내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투자 유인과 제약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 및 적기납품 경쟁에 필요한 성과 달성에 주목할 유인이 존재
●

소수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에서 초래되는 협상력의 절대적 열위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혁신에 대한 투자 대신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납품단가 인하 및 적기납품 경쟁에 몰
두하면서 작지만 일정 수준의 마진과 물량을 보장받으며 생존을 영위
●

따라서 제조원가 절감,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 단축 등 납품경쟁에 유리한 공정개선 중심의

스마트제조 성과에 주목할 개연성
그러나 치열한 납품경쟁 과정에서 가격·품질·납기 성과가 스마트제조혁신 전에 이미 충분히
달성되거나 혁신성과가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수요기업에 용이하게 흡수된다면, 자발적 투자
유인은 부족
●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요기업의 생산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추후의

주문량을 최적으로 예측하거나 긴급주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유연 생산시스템 구축이
향후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지향점
●

하지만 구축과정에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력과 제조원가 정보의 유출 가능성 역시

상존하는 현 생태계에서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할 유인은 미약

국내 비하도급 및 해외시장 B2B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인과 제약
수요독점적 대·중소기업 생태계에서 탈피해 시장수요의 발굴이 최우선 당면과제인 국내 비하
도급 및 해외시장 B2B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잠재적) 수요처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유인이 존재
하지만 도입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수요처의 잠재적 선호를 분석·예측할 수준에 이르지 못
한다면 스마트제조 구축과정에서 제품혁신에 주력할 유인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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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공정 효율화를 통한 가동률 및 생산량 증대, 공정개선·혁신을 통한 불량률 감소, 품질
향상, 리드타임 단축 등 제품혁신에 비해 지금까지 덜 집중해 온 공정 관련 성과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혁신제품 출시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국내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해외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 기업은 기존 제품의 저비용·고품질화에 주력 가능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실제로 스마트제조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한지, 특히 주된 판로 등 기업 속성별로 상이한지를
관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및 경영성과를 실증분석
이를 위해 2015~2017년 동안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413개 중소·중견기업과
‘이들 참여기업과 쌍둥이적 성격’을 가지며 스마트제조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428개 중
소·중견기업을 실태조사
●

동 기간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여 평가완료한 총 3,611개 기업의 11.4%인 413개

중소·중견기업을 스마트제조 구축기업으로 간주

표 1 ] 스마트제조 구축기업과 미도입기업 간 혁신관련 지표 비교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전
혁신 관련 지표
2014년 기준 매출액(백만원)

413개 스마트제조 구축
중소·중견기업
평균
23,524.56
**

428개 스마트제조 미도입
중소·중견기업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1,613.24

19,938.13

30,028.91

2012~2014년 연구개발비(백만원)

643.5294

1,892.50

420.9010

1,140.65

2014년 혁신형(벤처 혹은 이노비즈) 기업 여부

0.6852***

0.4650

0.3668

0.4825

2012~2014년 제품혁신 여부

***

0.3075

0.4620

0.2079

0.4063

2012~2014년 공정혁신 여부

0.2857***

0.4523

0.0981

0.2978

2012~2014년 일터혁신 여부

0.4818***

0.5003

0.1308

0.3376

2012~2014년 혁신활동 여부

***

0.4843

0.5004

0.2290

0.4207

0.1574***

0.3646

0.0397

0.1955

2012~2014년 타기업·타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혹은 공정혁신 실현 여부

자료 :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에 2014~2018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와 고용보험 사업장 DB의 피보험자
수 정보를 결합한 횡단면 데이터.
주 : *, **, ***는 스마트제조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사이의 평균 격차(mean-difference)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의
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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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이들 413개 스마트제조 구축기업과 산업 소분류와 매출액(구간)이 동일하면

서도 ERP, MES 등 스마트제조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미참여 428개 중소·중견기업은 대조
군으로 분석
●

이들 총 841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w w w. k i e t . re . k r

●

정보와 고용보험 사업장DB 피보험자 수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
분석 결과, 스마트제조 도입 전부터 혁신수준, 혁신활동, 혁신역량 등 전반적인 혁신성 지표가
월등히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
한편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치사슬 단계 “일부”, 특히 생산공정에 집중하여 스마
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5~2017년 동안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3,611개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스마트제조 구축수준은 전체 5단계01]에서 1.21 단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구축되는 이러한 수준은 수기·엑셀에 의존하던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가동률·생산량 성과의 비약적 제고 가능
반면 이러한 구축 수준으로는 제품기술력의 증대, 제품 품목 수 증가 등 제품혁신 실현이나
기업 간 긴밀한 정보 연계, 더 나아가 수요 맞춤형 유연 생산방식으로까지의 진전은 불가능
횡단면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 사업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주된 판로 유형, 일터혁신 여부와 관계없이 가동률, 1일 생산량, 1인당 생산량 등
생산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
●

수기·엑셀 등 수공정에서 비롯되던 기존의 생산 비효율성이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구축으로

비약적으로 개선
●

생산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하도급 B2B 및 일터혁신 비수행 기업이 주도

01] 스마트제조의 구축수준은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 성숙도에 따라 가치사슬 일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적정보를 자
동 집계하는 기초단계부터 자동 집계된 설비 정보를 분석·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설비 자동제어 및 생산최적화 등
‘실시간 의사결정 최적화’가 가능한 중간단계, IoT·CPS·AI 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공장운영이 가능한 고도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이러한 구축수준을 기초(레벨1·2) → 중간1(레벨3) → 중간 2(레벨4) → 고도화(레벨5)의 5단계
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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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의 성과: 횡단면 이중차분법 적용 결과
샘플 구분
전체
종속변수

국내
국내 하도급 비하도급·
B2B
해외시장
B2B

일터혁신
수행

일터혁신
비수행

경영비전 및 경영비전 및
계획 수립하에 계획 수립없이
스마트제조
스마트제조
구축
구축

가동률

0.4143***

0.4863***

0.4309***

0.3448***

0.5250***

0.4320***

0.2491***

1일 생산량

0.4047***

0.5427***

0.3820***

0.3161***

0.5386***

0.3960***

0.2982***

1인당 생산량

0.3573***

0.4237***

0.3723***

0.2386***

0.5161***

0.3282***

0.1733***

납기단축

0.2773***

0.1715*

0.3518***

0.3361***

0.2316***

0.2450***

0.1172

재고량

-0.2786***

-0.0558

-0.4143*** -0.3512*** -0.2701***

-0.2959***

-0.1779*

불량률

-0.2140***

0.0785

-0.3568*** -0.2749***

-0.2999***

-0.1397

-0.5999*** -0.4525*** -0.7276*** -0.6227*** -0.5169***

-0.5642***

-0.4948***

제조 리드타임

-0.1293***

의사결정시간

-0.2329***

제조원가

-0.1598**

-0.042

-0.1197*

-0.0667

-0.1910** -0.2808*** -0.3355***

-0.0264

-0.2594***

-0.1681**

기업 내 정보공유 0.1986***

0.2878***

0.1634***

0.1674***

0.1320**

0.1423***

-0.1058

제품의 기술력

-0.0830*

-0.1429

-0.0411

-0.2097***

0.0578

-0.0559

-0.3115***

제품의 품목 수

0.0233

-0.0130

0.0005

-0.0892

0.1852**

-0.0565

-0.1000

납품기업 수

-0.0652

-0.0927

-0.0486

-0.1587**

0.0845

-0.0812

-0.1861**

혁신활동 여부

0.2289***

0.2289**

0.3195***

0.1662**

0.1855***

0.2651***

0.2722*

공정혁신 여부

0.2885***

0.1892***

0.2467***

0.3599***

0.0000

0.3334***

0.2607***

제품혁신 여부

-0.0891**

-0.0712**

-0.1208**

-0.1378**

-0.0747**

-0.1026**

-0.155

0.0568

-0.1806***

-0.1292

자료 :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에 2014~2018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와 고용보험 사업장 DB의 피보험자
수 정보를 결합한 횡단면 데이터.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2) 더미변수 형태의 혁신 관련 변수를 제외하고 각 행에 제시된 종속변수는 해당 성과에 대한 2014년 대비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변화를 5점 척도(매우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로 측정한 변수.
3) 본 표의 각 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여부라는 이산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
임: 스마트제조 총 투자금액 정보에 기초한 연속형 이중차분법의 결과 역시 본 표에 제시된 결과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
4) 하도급기업 여부, 일터혁신 수행기업 여부와 관련한 추정치는 샘플을 구분하여 도출된 이중차분법 결과인 반면,
경영비전과 계획수립과 관련된 추정치는 전체 샘플에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의 더미변수를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
임(하지만 지면제약상 일부 생략): (1) 경영비전 및 계획 수립하에 구축한 기업 (2) 경영비전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축한 기업 (3) 경영비전은 없으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에 구축한 기업 (4) 경영비전과 계획 모두 없
이 구축한 기업 (5) 스마트제조를 미도입한 기업(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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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기의 단축, 기업 내 정보공유의 강화 등 긍정적인 공정개선 성과는 물론 공정혁신 실현
까지도 촉진
●

이러한 공정개선 혹은 공정혁신 성과는 국내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보다는 국내 비하도급

w w w. k i e t . re . k r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재고량 및 불량률의 감소, 제조원가 하락, 제조 리드타임·의사결정 시

및 해외시장 B2B 중소·중견기업에 의해 주도
* 앞서 서술한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 하도급 B2B 기업의 경우 치열한 납품경쟁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공정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스마트제조 구축을 통해 추가적으로 향상될 공정 개선이나 혁신의
여지가 적음을 함의
* 스마트제조 수준이 수요 맞춤형 제품혁신을 추동할 만큼 고도화되지는 못한 현실에서 비하도급 B2B
기업은 수요처 발굴을 위해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의 저비용·고품질화의 기회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활용
●

또한 이들 성과는 스마트제조 관련 경영비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구축한 기업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경영비전과 구체적인 중장기계획 아래 스마트제조 혁신이 추진될
필요성을 시사
●

특히 불량률·제조 리드타임·의사결정 시간의 감소, 공정혁신 실현의 촉진은 일터혁신을 동

시에 수행하고 있는 구축기업에 의해 견인. 이는 스마트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의 동반수행 필요
성을 역설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스마트제조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의 효율성 및 공정의 비약적인 개선효과는 도입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로 연결
●

국내 비하도급 및 해외시장 B2B 구축기업의 매출 및 고용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 특히

매출액은 구축 2년 후부터 증가
* 스마트제조 구축과정에서 실현된 비하도급 기업의 기존 제품의 저비용·고품질화가 시차를 두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시사
●

국내 하도급 B2B 구축기업의 매출 성과는 시스템 도입 후 1년까지만 유지되고, 심지어 고

용증가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스마트제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하된 납품단가를 한정된 기간동안 물량증대로 보상하는 기존의 하도
급거래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02]

02] 이러한 하도급 관행에 의해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면 이들 기업에서 고용이 증가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저임금·장시간 근로 등에 의존해온 이들 기업은 인력 수급 및 유지의 어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제조 구축과정에서
도입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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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성과: 패널 고정효과 이중차분법


적용 결과
로그 매출액

로그 영업이익

로그 피보험자 수

종속변수
전체

국내 국내 비하
하도급 도급·해외
B2B 시장 B2B

전체

국내 국내 비하
하도급 도급·해외
B2B 시장 B2B

전체

국내 국내 비하
하도급 도급·해외
B2B 시장 B2B

통합 효과

0.0003*** 0.0003** 0.0002

0.0000

0.0000

0.0000 0.0004*** 0.0002 0.0006***

당해연도 성과

0.0002* 0.0002** 0.0001

0.0000

0.0000

0.0000 0.0003*** 0.0001 0.0006***

구축 1년 성과 0.0003*** 0.0003** 0.0002 -0.0001 0.0000

0.0000 0.0004*** 0.0002 0.0007***

구축 2년 후 성과 0.0004*** 0.0003 0.0004*

0.0001

0.0001

0.0000 0.0006*** 0.0003 0.0009***

자료 : 스마트공장 수요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2014~2018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와 2015년 1월~2018년
12월 고용보험 사업장 DB의 피보험자 수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불균형 패널 데이터임.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2) 본 표의 각 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스마트제조 총 투자금액 정보에 기초한 연속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임: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른 이산형 이중차분법의 결과 역시 본 표에 제시된 결과와 크게 상이하
지 않음.

하지만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이 영업이익의 증대로까지는 이어
지지 못하고 있음.
●

스마트제조 구축을 통해 증가한 매출만큼 장비 및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애로사항 등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각종 유무형의 비용 역시 증대되고 있음을
함의
구축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가 제품혁신이 아닌 공정 개선·혁신에만 집중
되어 기술력·품목 수·납품기업 수 증대 등 이윤창출 메커니즘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로까
지는 이어지지 못함.
결국 영업이익으로 대표되는 투자 대비 수익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까닭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은 제약
●

비하도급 및 해외시장 B2B 중소·중견기업: 스마트제조 구축 2년 후에야 발생 가능한 불확

실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스마트제조 구축 초기에 불가피하게 집중되는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 이미 납품경쟁에 필요한 수준의 공정 개선 혹은 혁신을 달성하고

있고 납품단가 인하 형태로 혁신성과가 수요기업에 전이되어 스마트제조 투자를 통한 추가성
과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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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생태계 여건이 지속되는 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에 투자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은 제한적
●

w w w. k i e t . re . k r

정책적 시사점: 투자 유인 제고를 통한 스마트제조 확산 및 고도화 추진

투자 대비 성과의 불확실성 → 낮은 수준의 시스템 구축 → 성과의 제약

스마트제조혁신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스마트제조 관련 사업을 통한 정부개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이자
마중물의 역할
무엇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관련 자발적 투자 유인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방
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
●

투자비용 대비 성과의 향상이 자발적 투자 유인의 가장 주요한 촉매제

●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전 명확화 및 그에 걸맞은 스마트제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내실 있는 컨설팅 제공 및 글로벌화 등 판로 혹은 수요 촉진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필요
* 명확한 경영비전과 계획하에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주요성과를 주도
●

스마트제조 비전과 전략에 부응하는 일터혁신의 촉진을 위해 기존 일터혁신사업의 리모델

링을 통한 접목 검토
* 일터혁신 속에서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 주요성과를 견인
*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사업은 기업의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제품화 전략에 걸맞은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솔루션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스마트제조 전문인

력에 대한 매칭시장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해 주된 애로를 완화하여 그간 증가해온 유무형의 비용
경감 역시 중요
* 스마트제조 구축 관련 주된 애로: 당사 제조 특성 맞춤형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부족, 투자대비 성과의 불확실성·비효율성, 투자자금(여력)의 부족

스마트제조의 도입 유인과 고도화 유인이 상이한 만큼 정부사업을 ‘보급·확산’과 ‘고도화’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 필요
●

(수공정에서 비롯되고 있던) 기존의 생산 비효율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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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입 중소·중견기업이 현재 수준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은 충분
●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제조 수준이 수요 맞춤형 제품혁신으로까지 아직 발전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사업을 통해 도입한 기업이 스마트제조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있는지 의문
●

현 생태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판로의 제약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요기반) 제

품혁신 관련 R&D 지원, 수요기업과의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구축 기업에의 집중지원
등 수요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스마트제조 고도화 유인을 촉진할 필요
* 국내 비하도급 및 해외시장 B2B 중소·중견기업은 제품혁신 관련 R&D 지원 속에서 스마트제조 시스
템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이룩함으로써 최우선 과제인 시장수요 발굴 및 유지 가능
* 국내 하도급 B2B 구축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수준이 증가할수록 타기업·타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및
공정혁신이 실현되는 확률이 증가03]
*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이루어지는 수요기업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예를
들어 성과 혹은 협력이익을 공유하며)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 핵심기술·정보 유출,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약탈적 성격의 생태계를 공존과 협력의 생
태계로 전환 → 기업 간 긴밀한 (정보) 연계·협력 가속 → 스마트제조 성과 강화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립되는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체계 및 구체적인
로드맵 제공을 통해, 그에 걸맞은 민간부문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자극할 필요

표 4 ]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고도화가 협력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횡단면 이중차분법 적용 결과
샘플 구분
종속변수
타기업·타기관과 협력하여
제품·공정혁신 실현 여부

전체

국내 하도급
B2B

국내
비하도급·
해외시장 B2B

일터혁신
수행

일터혁신
비수행

0.0264***

0.0514*

0.0001

0.0473**

-

자료 :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에 2014~2018년도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 정보와 고용보험 사업장 DB의 피보험자
수 정보를 결합한 횡단면 데이터.
주 :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
2) 동 표에 제시된 종속변수는 혁신을 실현한 기업을 1, 혁신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을 0으로 둔 더미변수임.
3) 본 표의 각 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스마트제조 구축 수준 정보에 연속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 따
라서 스마트제조 구축 수준이 증가할 때 타기업·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 혹은 공정혁신이 증가하는 확률
을 의미.

03] 또한 일터혁신을 동시에 수행한 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수준이 증가할수록, 명확한 경영비전과 계획하에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
일수록 타기업·타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및 공정혁신이 실현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음.

10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수립된 정부의

사업체계와 로드맵은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청사진에 조응하면서도 효과적인 스마트제조 시스
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산업혁신 달성 가능
●

이러한 정책체계하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혁신수요자로서의 역할도 수행

박양신

w w w. k i e t . re . k r

●

지민웅

(부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yaspark@kiet.re.kr
econji@kiet.re.kr
044-287-3625
044-287-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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