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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경영환경의 급변 상황에서 기업의 실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의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합리화,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M&A 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그 사례에 

적용된 기업 및 사업 차원 전략의 수립과 실행 과정, 그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기업경영활동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아직 투자 및 성장 과정에 있는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연구대상 사례로 

선택하였다. 태양광 사업의 막대한 시장잠재력,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비교우위, 글로벌 수급 구도 특성 등을 근거로 신수종사업으로의 타당성과 

각종 사업전략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성장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의해 장악된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의 개별기업이 사업 성공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토의점으로 정리하였다.  

기업의 사업 다각화, 산업구조 분석, 경쟁전략 등 다양한 경영이론을 바탕으로,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진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기업의 신사업 발굴, 

사업 경쟁전략 실행 등 일련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지만, 본 사례연구가 기업 및 사업전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주요어: 신수종사업, M&A, 태양광 발전, 경쟁전략, 한화큐셀 

학  번:  8121-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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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경영상황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

체로 주요 사업들이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의 『Cash Cows』 군에 있고, 

사업마다 경영성과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신수종사업을 발

굴하는 한편,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포트폴

리오 합리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많은 기업들한테서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정체 등 기업생태계 차

원의 변화가 산업과 기업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전

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의 기반인 원천기

술과 핵심역량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최근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M&A 활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기업의 주요 경영 이슈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①신수종사업 발굴과 ②포트폴리오 합리화, 그 실현 수단

으로서의 ③M&A 등 세가지를 꼽아보았다. 이 세가지 관점을 충족시키

는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화그룹은 10년전 태양광사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선택하고 M&A로 이 

사업에 진입하였다. 짧은 기간에 글로벌 경쟁기업들보다 좋은 경영기조

를 실현하여 무리없이 신사업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계

열사들이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추구하는 한편, 성과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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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사업을 4년만에 정리하는 등 포트폴리오 합리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한화그

룹 태양광사업을 선택하였다. 

한화그룹이 글로벌 태양광사업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달성해

가고 있는지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 진출과 경쟁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

는 본 논문이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이므로 연구에 적용된 이론적 

배경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층인터뷰 및 현장조사 중심의 

조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3장~5장은 본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서, 제3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산업

의 시장잠재력을 살펴보고, 한화그룹이 태양광 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선

택하는 의사결정과 M&A를 통한 사업 진입 및 인수후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과정, 국내 신규공장 설립을 통한 사업 확장 과정을 분

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화그룹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입한 이후 구사하고 

있는 경쟁전략과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

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본 사례가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5가지 토의과제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에 부여할 수 있

는 의의를 생각해 보고,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느낀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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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론 

 

 

제1절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신수종사업 발굴, 포트폴리오 합리화 및 M&A 를 주제로 하

는 것으로서, 사업다각화, 산업구조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진출사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수직적통합, 기업전략의 추진방법 등의 관점에서 수행

하였다. 사안별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전략 및 국

제경영학 이론을 원용하였다. 

사업다각화는 세가지 테스트(Porter, 1987), 즉 산업매력도, 진입비용, 

개선도의 관점에서 본 사례의 관련 부분이 타당하게 설명되는지를 살피

고, 아울러 산업구조분석(Porter, 1980)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대체재, 

잠재적 진입자, 기존 사업자 등과의 수평적 경쟁과 공급자, 구매자 등과

의 수직적 경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Boston Consulting Group(‘BCG’)의 매트릭스 기법(장세진, 2018)을 

활용하여, 저성과/비핵심인 ‘Dogs’사업 철수, ‘Cash Cows’사업들

을 바탕으로 한 신수종사업 진입, 이의 ‘Stars’사업으로의 육성 및 

기업 도약 등 포트폴리오 합리화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업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직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전략과 관련

해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론(Coase, 1937; Williamson, 

1975)으로 그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신사업분야 진입 전략의 추진 방법으로 M&A 의 유용성과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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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업사례 조사로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

하였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 및 기업간 경쟁상황을 파악

하기 위한 관련 문헌과 언론보도, 회계공시자료 등을 두루 검토하였다.  

아울러 한화의 태양광사업관련 진입과정, 그룹 경영현황, 태양광 사업현

황, 경쟁전략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심층인터뷰, 생산사업

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제3절  연구수행체계 

 
제1항 문헌조사 

 
태양광 산업의 잠재력과 동향, 경쟁구도, 각국 정부의 태양광 육성정책 

등의 정보를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전문조사기관 등의 발간자료와 각

종 언론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한화그룹의 다각화와 태양광사업 관련 

정보는 한화그룹 사업보고서와 홍보자료 및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업 성장 과정 및 경쟁전략에 대한 이론 및 분석기법에 관련된 내용은 

경영전략 분야의 여러 논문과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제2항 심층인터뷰 

 
본 연구를 위한 한화그룹의 도움으로 태양광 사업 관련된 한화그룹 및 

한화큐셀의 관련 임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사전 질의

서에 대한 응답 또는 상대방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의 방법

으로 심층인터뷰를 수차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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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시 내용 

S o o 

’19.01.31.10:00~11:30 

’19.02.14. 08:00~14:00 

’19.05.16.10:00~11:30 

’19.07.11.15:00~17:30 

태양광사업진입과정, 파일럿사업 의

미, 기업역량, M&A 노하우 및 실행, 

PMI, 경쟁우위요소, 성과 및 과제,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 등 

Y o o 
’19.02.14.08:00~14:00 

’19.07.11.15:00~17:30 

제품 차별성, 기술 및 원가 경쟁력, 

공정 자동화 및 국산화, 비교우위전

략, 국내공장 설립 배경 및 의미, 설

비, 고용창출 등 효과 등 

K o o 

’19,01,18.11:30~13:30 

’19.02.14.08:00~14:00 

’19.05.03.11:30~13:30 

신수종사업 발굴, 사업통합 등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투자계획, 최

고경영진의 역할 및 지원 등 

 

제3항 현장조사 

 
한화큐셀이 다른 해외 사업장을 M&A 로 인수한 것과 달리 신규 투자로 

건설하였고, 한화큐셀의 국내외 생산거점 중 가장 첨단의 시설이 설치되

어 있는 진천소재 생산사업장을 회사 경영진, 태양광발전 연구전문가들

과 함께 본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진천공장은 현재 한화큐

셀이 개발한 최고급 모델의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 가동

현황, R&D인력 교류, 근무환경 등 생산 및 기술 부문 운영과 관련된 사

항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대상 일시 내용 

한화큐셀 

진천공장 

’19.02.14.08:00~14:00 

’19.07.11.15:00~17:30 

생산제품, 제품 및 공정 기술, 원가 경쟁

력, 생산공정, 품질관리, 스마트팩토리 

내용, 공정 견학, 대통령방문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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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화그룹의 신수종 사업 진출: 태양광 사업 

 

 

제1절  서론 

 
한화그룹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 석유화학, 금융, 서비스업 

등 주력 계열기업들이 성숙기에 진입하여 재무적 여력을 비축하고 있었

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많은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은 한화그룹에게는 M&A 를 통하여 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한 끝에, 2010 년 

중국 솔라펀, 2012 년 독일 큐셀을 cross-border M&A 로 차례로 인수

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본격 진입하였다.  

당시, 태양광 산업은 중국, 독일 등이 적극적인 태양광 산업 육성정책을 

펼침으로써 시장선점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유인되었다. 하지만, 아직 

발전원가 경쟁력이 뒤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육성정책이 오히려 기업들

의 과잉투자를 초래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재무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화 그룹은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에 진입하였

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진입 10여년만에 글로벌 5대 메이저에 

들었고, 기술 및 제품 차별화와 영업이익 기조 확보 등 상당한 사업적, 

재무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화의 태양광 사

업이 완전한 성공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긍정적 

중간평가는 받을 만하다.  

본 장에서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시장잠재력과 한화그룹의 신수종사업 

탐색, 태양광 사업 진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사업 기반과 기술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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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로의 신규사업을 개척함에 있어 M&A 를 통한 진출방식 등 한화

그룹의 신수종사업 진출을 위한 기업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태양광 발전산업의 시장잠재력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프로세스로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1, 환경오염 및 자원고

갈 문제를 유발하는 전통발전과는 다른 대표적 청정 신재생에너지이다

(강정화, 2019). 

현재 인류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약 14TW(Tera(조) Watt)

인데, 지구에 한 시간 동안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12TW 라고 

한다. 즉, 지구에 단 한 시간 동안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만으로도 인류

의 연간 에너지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만큼 태양광은 무한한 에너

지원이다(Newton Highlight, 2018). 

태양광 발전 산업은 성장성이 매우 높다. 전문기관마다 전망치는 다르지

만, 발전 비중 및 원가 기준으로 태양광이 결국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이 2016.6 월 발표한 『New Energy Outlook 2016』은 태양

광이 에너지 수요, 발전단가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선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은 글로벌 에너지 믹스 전망에 관한 것

으로, 2040 년에는 2015 년 대비 전세계 전기 수요량은 2 배 이상 증가

하고, 전체 발전원 중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 년 4%에서 

                                           

1 2017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26(억톤) – 발전 136(석탄 98), 운송 80, 산업 

62, 건물 30(억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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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년 29%로 7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40 년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는 2015 년 대비 15 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 1> 글로벌 에너지 믹스 전망 (2015/2040년 비교) 

 

     
   자료: BNEF 

 
 

 

<그림 2>는 태양광 발전원가 추이에 관한 것으로, 태양광 수요 증가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시스템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양광 시스템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2030 년 

이전에 태양광 발전원가가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

다(BNEF, 2016). 미국,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 

(grid parity)2에 도달하고 있다.  

  

                                           

2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가 석탄 등 화력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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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양광 발전원가 추이 

 
자료: BNEF, 수출입은행 

 
 

 

 

<그림 3>은 전세계 발전원별 신규투자 추이와 전기생산량 현황을 보여

준다. 2018 년 기준 전세계 발전원별 신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석탄 

60GW, 가스 64GW, 원자력 20GW, 수력 25GW, 풍력 54GW, 태양광 

105GW이다. 즉 2018년 전세계 신규 발전설치량 328GW 가운데 태양

광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설 발전소 용량 기준으

로 볼 때 전세계 발전 시장이 이미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정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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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발전원별 신규투자 추이 

 
 

자료: BNEF, 수출입은행(강정화, 2019) 

 

 

 

태양광은 에너지원의 3 요건 “3E: Energy(에너지수급안정), Environment(환경보전), 

Economy(경제성장)”를 가장 잘 갖춘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김영관, 2018).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많은 국가들이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싱턴 2032년, 

하와이 2045 년, 캘리포니아 2045 년 신재생 비중 100% 목표를 추진

중이다. EU 는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독일은 65%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030 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추진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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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자료: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한국에너지공단,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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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진출 

 
제1항 한화그룹의 신수종사업 모색과 태양광 사업 진출 결정 

 
제 1목 그룹의 신수종사업 대안 검토 
 
한화 그룹은, 다른 선도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

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 단축과 4 차 산업혁명이

라는 새로운 기업환경의 도래를 지속성장기반 마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차세대 동력사업 발굴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한화 그룹은 1952 년 한국화약 창립 이래, 1982 년 한양화학 및 한국다

우케미칼 인수, 2002 년 대한생명 및 신동아화재 인수 등 굵직굵직한 

M&A 를 통하여 석유화학, 서비스, 금융 등 주력사업들을 키워왔다. 이

러한 주력사업들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2008 년 금융위기 이전에 대부

분 “Cash Cows”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어려움과 실패에 빠뜨렸던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재무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던 한화그룹에게는 오히려 M&A 를 

통한 신사업 발굴의 기회가 되었다. 한화는 준비된 입장에서 차세대 먹

거리 사업 대안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조선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절대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

나라 Big3 조선소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대주주인 산업은행

이 주인 찾기에 나섰다. 그 당시는 아직 조선산업이 수퍼싸이클이라고 

불리는 긴 호황을 누리고 있던 때라 당연히 탐나는 대상으로 보였다. 인

수를 전제로 한 실사 단계까지 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운 

및 조선 산업이 붕괴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결국 포기를 선택할 수밖

에 없었다. 

둘째, 반도체산업이다. 1974 년 한국반도체 인수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삼성전자보다 10 여년 뒤인 1983 년에 현대그룹이 현대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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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LG반도체와의 빅딜로 하이닉스

라는 새이름으로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이후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2006 년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는 등 재도약을 보여주는 듯했

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장 매물로 나왔다. 한화

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투자규모에 비해 

당시 상황에서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고, 다른 계열사들과의 연관

성이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하이닉스는 2010 년 

SK 그룹에 인수되었다. 

셋째, 바이오 등 신산업이다. 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인간의 희망에 

관련된 산업이고, 그 산업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바탕으

로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

던 시기였으므로, 한화그룹도 당연히 대안으로 살폈다. 그러나, 가늠하

기 어려운 막대한 R&D 투자에 대한 부담, R&D 성공의 불확실성, 해당

분야 초대형 전문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쉽사리 선택

할 대안이 아니었다. 

 

제 2목 태양광사업 진출 결정 
  
한화는 태양광사업을 최종 선택했다. 한화그룹이 진입을 검토하던 

2007~08 년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큰 호황이었고, 이 호황은 진입 이

후인 2011 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사업을 신수

종사업의 매력적 대안으로 보았고, 2008 년부터 파일럿 공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해 보면서 태양광 사업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 한

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만든 30MW(Mega Watt) 규모의 셀 공장(2008

년 설계, 2009년 가동, 2010년 양산)에서 인허가, 제조공정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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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테스트, 생산성 분석 등 실제 사업운영관련 모든 측면을 시험하고, 

기존 석유화학 사업과의 시너지도 평가하였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경험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태양광 사업의 본격 추진

을 결정하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신사업 분야 핵심역량의 효과적 습득을 

위해서 Cross-border M&A 를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2010 년 

중국 솔라펀, 2012 독일 큐셀을 차례로 인수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의 모습을 신속하게 갖추었다. 

 

 

제2항  M&A를 통한 태양광사업 진출 

 
제 1목 한화그룹의 M&A 역량과 피인수기업 탐색 
 
한화그룹은 1952 년 한국화약㈜을 창립한 이래, 1962년 종합기계, 1982

년 석유화학, 1985 년 서비스(호텔/리조트), 2002 년 금융, 2010 년 태양

광, 2015 년 석유화학 및 방산 등 그룹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M&A 를 통해서 갖추었다. 이러한 중요한 M&A 가 이루어질 때마다, 아

래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화그룹은 

2018 년말 기준 자산총액 170 조원, 연간매출액 50 조원, 주요계열사 

19 개로, 2019 년 기준 재계서열 7 위에 위치해 있다. 

시장에서 한화는 “M&A 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 많은 대형 M&A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승자의 저주” , 즉 무리한 

인수 시도로 인한 실패나, PMI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한화그룹은 겪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화그룹의 M&A 는 해당 사업 계열사와 그룹간 협력체제로 진행된다. 

대상사업 발굴은 통상 계열사로부터 bottom-up 방식으로 제안되지만, 

특정 계열사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는 그룹차원의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룹에 사업전략팀이 있어 상시적 관리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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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이 떠오르면 그룹 및 관련 계열사 전문가들로 TFT(Task 

Force Team)가 구성되어 주관한다. 과거 M&A 사례 경험자들이 참여

하기 때문에 그룹에 체화된 역량이 십분 활용된다. 인수타당성, 인수조

건, PMI 등 M&A 의 모든 이슈들을 TFT 가 관장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화그룹 M&A TFT 운영방식의 특징은 핵심멤버들이 PMI 과정에서 인

수대상기업 내부로 직접 투입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솔라펀을 인수할 

때는 중국 사업장에, 큐셀을 인수할 때는 독일 사업장에 경영진과 실무

진이 근무하며 현지 여건에 적합한 PMI 를 실행하여 통합 작업을 완수

하였다. 

한화그룹이 다수 M&A 에 대해 성공적 평가를 받는 것은 철저한 PMI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 M&A 에 참여했던 S 임원은 “인

수 사업이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성과가 그 인수가

치와 잠재성을 초과하느냐는 오로지 PMI 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한

화그룹은 ①문화와 가치관의 동질화, ②피인수기업 핵심역량의 철저한 

내부화, ③경영 장악 등 세가지를 통한 완전한 통합, 즉 ‘한화化’를 

반드시 실현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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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화그룹 주요 부문별 M&A 및 재무지표 변화  
 

 (단위: 10억원) 

구분 2002 2003 2012 2013 2015 2016 2018 

석유 

화학 

(1) 

매출 1,567 2,850 6,223 5,556 5,745 5,045 5,888 

영업익 125 225 258 136 201 514 378 

자산 2,886 4,445 9,661 8,630 10,747 9,207 11,834 

태양광 

(2) 

매출 0 0 739 1,888 3,423 4,473 3,377 

영업익 0 0 -253 -116 105 278 -20 

자산 0 0 2,745 3,868 6,632 7,143 5,574 

방산 

(3) 

매출 553 524 1,137 1,213 2,798 5,832 7,530 

영업익 56 67 101 124 111 353 338 

자산 2,166 1,132 5,199 4,887 9,592 12,711 15,535 

기타제조 

서비스 

(4) 

매출 5,355 3,779 9,057 10,690 6,869 6,748 6,723 

영업익 166 -205 280 211 -374 163 295 

자산 2,604 2,432 3,059 4,997 -272 -318 -1,762 

비금융 

합계 

(1~4) 

매출 0 5,152 17,156 19,347 18,835 22,097 23,518 

영업익 0 87 387 355 43 1,308 991 

자산 7,656 8009 20,665 22,383 26,700 28,742 31,182 

금융 

(5) 

매출 0 12,128 18,496 19,378 22,541 25,023 25,222 

영업익 0 849 839 509 715 378 815 

자산 30,079 33,554 83,421 90,940 118,922 126,129 138,367 

합계 

(1~5) 

매출 7,474 19,280 35,652 38,725 41,376 47,120 48,740 

영업익 347 936 1,226 864 758 1,686 1,806 

자산 37,735 41,563 104,086 113,323 145,622 154,871 169,549 
 

*석유화학: 케미칼, 첨단소재 등 

*태양광: 한화솔라원 등 태양광 사업 계열사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등 

*기타 제조서비스: 한화무역, 갤러리아, 호텔앤드리조트, 한화건설 등 

*금융: 생명, 자산운용, 화재보험 

자료: 각 년도 ㈜한화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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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목 중국 솔라펀 인수 및 인수후통합 
 
2010 년 인수한 중국 솔라펀은 당시 세계시장 점유율 3%로 글로벌 

Top10 에 속한 나스닥 상장기업으로서 태양광 분야 선도기업이었다. 이 

기업은 사업 실패로 인한 매물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분매각 결정 덕분에 한화그룹에 인수 기회가 오게 된 경우였다. 

나스닥 상장기업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주가가 대변하는 기업가치가 있

었기 때문에 Due Diligence 간소화 등으로 인수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라펀의 성공을 벤치마크하며 태양광 시장에 

분별없이 뛰어든 동족 기업들이 과잉투자로 덤핑경쟁을 자초하면서 솔

라펀의 경영실적을 급속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 높은 경영

성과 덕분에 묻혀 있던 부실자산과 채무, 비합리적 분쟁과 소송, 중국 

노동력의 비효율성 등 중국 투자 외국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 솔라펀에도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한화큐셀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솔라펀은 인수 당시 

1.2~1.3 만명의 종업원으로 0.8GW(Giga Watt) 규모의 모듈을 수공업

식 체제로 생산하고 있었다. 인력 과다로 나태, 이탈 등 비효율이 만연

한 상태였다. 세계 각지에 포진해 있던 PMI 체험전문가들과 한화케미칼 

인력을 중국 현장에 직접 투입하고, 솔라펀 핵심인력과의 협업으로, PMI

와 구조조정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교육, 인력교류, ERP시스템 도입, 공

정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작업에 노력과 자본

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인력은 4 천명으로 1/3 로 줄인 반면 생산량은 

2.4GW 로 3 배 늘림으로써, 노동생산성을 9 배로 높이는 성과를 실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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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목 독일 큐셀 인수 및 인수후통합 
 
2012 년에 인수한 독일 큐셀은 태양광 셀과 모듈의 글로벌 기술표준을 

정립한 기업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시조라고 불리운다. 그 정도로 태양

광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었던 것이다. 큐셀은 자체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제품 생산을 중국 솔라펀에 OEM 방식으로 위탁해 

오다가, 기술 유출 및 도용을 염려하여 말레이지아에 전세계 최첨단 전

자동화 공정의 자가 공장을 막대한 투자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2011 년 하반기 태양광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큐셀 또한 

말레이지아 공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견디지 못

하고 도산하였다. 중국 정부의 집중육성 정책에 따른 후발기업들의 난립

과 출혈경쟁이 자국 선도기업인 솔라펀에 이어 태양광 산업의 시조인 

큐셀 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큐셀은 세계 최고 연구진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R&D Center 가 있었고, 

Q’Cell(quality cell 의미)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

다. 덕분에, 한화는 그동안 6 개월~1 년 시장에 뒤져 있던 기술역량이 

큐셀 인수를 계기로 1 년 이상 앞서가는 선도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런 점에서 한화는 큐셀 인수를 스스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펴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서 고용

의 유연성이 인정되는 현지 관행을 활용하여 인력 및 조직을 합리화하

였다. CEO, CFO, CTO 등 경영진 퇴진과 지원 부문 축소를 중심으로 전

체 인력의 1/3을 감축하였지만, 생산 및 현장 운영을 책임지는 COO 및 

기술인력은 자발적 이탈 이외에는 모두 고용승계 하였다.  

이처럼, 피인수기업의 핵심역량 보전, 경영자원의 양방향 공유를 위한 

치밀한 PMI 덕분에 세계 최고의 R&D, 기술력 및 지적자산을 고스란히 

내부화 하고, 한화큐셀 전체의 조직역량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사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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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큐셀 기술력 및 브랜드로 한화큐셀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를 하

나로 통합하여 시장차별화를 실현하였다.  

2012 년 큐셀 인수 이후 3 년 정도는 인수기업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

여 개별 독립기업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2015.2 월 큐셀 1 주당 솔라펀 

8.09 주 비율의 주식 교환을 통하여 솔라펀과 큐셀을 한화큐셀 하나로 

통합하였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금조달 등 상

장기업으로서의 이점은 감소하는 반면, 영업 등 경영정보 보호 문제가 

더 중요해지면서 스스로 나스닥 상장을 폐지하고, 한화큐셀을 한화첨단

소재와 합병하여 한화케미칼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PMI 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비로서 태양광사업 M&A 가 완결된 것이다. 

 

 

제3항 국내 신규사업장 설립을 통한 사업확장 

 
한화큐셀은 2015년 음성공장, 2016년 진천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였다. 국내 셀 및 모듈 생산능력은 4.3GW로 한화 큐

셀의 국내외 전체 생산능력의 과반에 해당한다. 한화가 부여하는 국내 

생산거점 구축의 의미는 세가지다; ①태양광 사업 본거지의 국내 구축, 

②기술 역량의 국내 내재화, ③한국 공장의 글로벌 마더팩토리 3 

(mother-factory) 화. 

한화큐셀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 계기는 2015 년 4 월 미국 NextEra 

Energy 사로부터의 1.5 기가와트의 모듈 수출 수주이다. 이러한 대규모 

수주는 전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NextEra 는 당시 

                                           

3 신규 혁신 생산방식 및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의 다른 공장으로 전수 

및 지원하는 역할(문휘창·박지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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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량 대비 생산능력이 부족한 한화큐셀에 제품 품질만 보고 발주하고, 

계약금액의 40%인 5 억불을 선지급해 주였다. 이 자금으로 진천 1 공장

을 지었다. 중국, 말레이지아도 입지로 고려되었으나, “하려면 한국에 

하자”는 그룹총수의 결정에 따랐다. 한화그룹 창업자인 故김종회 회장

의 창업이념인 ‘사업보국(事業報國)’과 김승연 현회장의 태양광 사업

이념인 ‘한화의 태양광’4이 우러나는 장면이다. 

진천공장에 장착된 첨단설비의 국산화율은 금액 기준 셀 부문 88%, 모

듈 부문 95%에 달한다. 설비에는 그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체화 

되는 의미이므로 설비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기술

도 reverse engineering 등 부단한 노력으로 습득하였다. 진천공장을 

M&A 가 아닌 green field 투자로 지었다는 것은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

의 모든 기술역량이 한국에 집적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국 공장은 기술, 노하우 및 관행을 표준화하여 중국 및 말레이지아 공

장에 전파하는 ‘mother factory’ 역할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의 국

제분업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생산거점의 제품 품

질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끌고 큐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원

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한국 공장은 국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 년 현장 

교대근무제를 3 조 3 교대에서 4 조 3 교대로 바꾸어 근무시간을 주 56 시

간에서 42시간으로 14시간 단축하고, 인력을 1,600명에서 2,100으로 

500 명 늘렸다.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감안, 임금수준

을 조정하여 노사가 만족하는 대안을 만들어냈다. 

                                           

4 ‘삼성의 반도체’, ‘현대차의 자동차’에 비유하여, 한화그룹이 ‘국가경제에 기여

하는 큰 산업 육성, 한국기업의 이름으로 세계 최고 실현’의 의미로 태양광사업

을 키우겠다는 뜻  



21 

 

2018 년 2 월 1 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업어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공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화큐셀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선언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대타협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 4> 문재인 대통령 진천공장 방문/노사 일자리 나누기 선언식 

<자료: 한화> 
 

<표 3>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주요 연혁 

연도 내   용 

2008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내 30MWT 셀 공장 건설 

2010 중국 솔라펀 인수  

2012 독일 큐셀 인수 

2014 유럽, 일본 지붕형(roof-top) 시장 진출 

2015 

한화큐셀(솔파펀, 큐셀 통합) 출범 

NextEra 셀 1.5 기가와트 모듈 수출 수주 

Q plus 모델, 독일 태양광산업대전 2015 ‘모듈제조혁신상’ 

수상 

음성공장 건설 

2016 
진천공장 건설 

일본 시장, 해외업체 시장점유율 1 위 달성 

2017 
Q Peak Duo 모델, 인터솔라어워드 및 광전변환공학 수상 

잉곳&웨이퍼 제조 사업 철수 

2018 

태양광 사업 9 조원 투자계획 발표 

EuPD(유럽태양광리서치기관)의 ‘유럽최고브랜드’ 6 년 연

속 수상 

2019 한화큐셀 및 한화첨단소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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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화큐셀의 사업전략 

 

 

제1절  글로벌 태양광산업 현황 

 
제１항 산업내 경쟁구조 

 
태양광 발전 산업의 가치사슬은 원재료(폴리실리콘) 및 소재(잉곳 및 

웨이퍼)를 만드는 상류,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고 생산하는 셀 및 모듈을 

만드는 중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하류의 세 단계

로 구분된다.  산업내 경쟁구조는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태양광 발전산업 밸류체인 

 

 
 

자료: 한화큐셀 

 
 

태양광 산업의 집중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재료(폴리실리콘) 및 소재(잉곳, 웨이퍼) 부문 집중도는 더 

높다. 이는 중국정부가 자국의 저개발 북서부 지역에 주요 원가요소인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투자를 부추긴 결과다. 그러나, 현재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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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과잉으로 극심한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높은 산업집중도에 불

구하고, 기업 수익성에 유리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셀, 모듈의 산업집중도는 원재료, 소재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전기를 만들고 태양광 기술력이 집중되는 핵심 부문이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선도기업들의 생산용량 확장 투자가 지속되고 있

어, 이 부문 또한 산업집중도가 더 높아질 예상이다.  

 

<표4> 태양광산업 집중도(T1/T3/T11기업 생산능력* 비교)(2019년 기준) 

 

(단위: 폴리실리콘; 톤/년, 기타; MW/년, 비율; %) 

구분 

Top 1 Top 3 Top 11 

생산량

(A) 

비율

(A/C) 

생산량

(B) 

비율

(B/C) 
생산량(C) 

폴리실리콘 124,000 24.3 269,800 52.8 510,650 

잉곳(단결정) 31,300 37.7 59,800 72.0 83,100 

잉곳(다결정) 19,000 30.9 32,500 52.8 61,580 

웨이퍼 40,000 25.6 102,000 65.3 156,280 

셀 9,900 12.9 27,560 36.0 76,510 

모듈 16,600 17.4 39,300 41.2 95,366 

*2019 년 증설계획 포함. 

자료: BNEF 

 

태양광 발전 산업 자체는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

과 기업 상황은 많은 왜곡과 불균형을 안고 있다.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 및 관세를 통한 무분별한 투자 유인과 자국기업 

보호정책으로 <표 4>와 같이 중국기업들이 독과점적 수준으로 세계시장

을 점유하고 있고, 보조금에 기반한 저가공세로 정당한 경쟁기반과 수급

이 왜곡, 교란되는 불공정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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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의 태양광 산업 점유 현황(2019년 생산능력* 기준) 

 

구 분 현 황 비 고 

폴리실리콘 
글로벌 Top10 기업수 (개) 5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 (%) 56.0  

웨이퍼 
글로벌 Top10 기업수 (개) 10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 (%) 92.8  

셀 
글로벌 Top10 기업수 (개) 9 한화큐셀 3 위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 (%) 78.6 한화큐셀 11.2% 

모듈 
글로벌 Top10 기업수 (개) 9 한화큐셀 4 위 

생산능력 비중 (%) 77.0 한화큐셀 10.5% 

*2019 년 증설계획 포함. 

자료: BNEF 

 

한편,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조만간 에너지원이 될 태양광 발전 산업이 중국

에 장악되도록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5 선진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에 대

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타 적용, 수입가격 

제한 등 적극적인 견제조치로 불공정시장 시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 등 정부 정책에 편승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에 나섰

던 기업들은 수급불균형을 초래한 당사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투자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

근 3 년간 74 개 (중국 58 개, 대만 6 개, 한국 4 개 등) 기업들이 도산하는 

                                           

5  에너지는 세계 각국이 식량, 자원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중시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란 에너지 가격의 적정성과 충분한 공급이 

충족되는 상태로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에너지 공급 교란 요인을 

에너지 안보의 위협요소로 정의하고 있다(정웅태, 2014). 우리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을 고려하여 ‘03 년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이상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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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점차 선도기업과 후발업체간 생산규모 격차가 

커지고, 선도기업들은 제품가격 급락 상황에서도 매출 및 이익 증가를 실현

하고 있어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정화, 2019). 

 

 

<그림 6> 최근 태양광 수급 및 구조조정 현황 

  

 

자료: BNEF,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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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공급자와 구매자 
 

태양광 사업은 밸류체인의 전방 제조기업이 공급자이고 후방 제조기업

이 구매자인 관계에 있다. 원재료 및 소재를 제조하는 전방은 중국기업

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기술이 핵심인 셀, 모듈 등 후방은 한화큐셀 

등 일부 외국기업들이 과점에 참여하고 있다. 

외국의 셀 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산 소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외국기업

은 그만큼 셀 및 그 후방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급자의 교섭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특허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제재, 과잉 생산에 따른 자국 

기업간 가격경쟁, 그리드 패리티가 실현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장에서

의 인위적 시장조작 어려움 등이 공급자의 교섭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최종 구매자는 발전사업 투자자이다. 정부, 발전공기업, 

민간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등 발전사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방 제품의 명목가격보다는 어떻게 와트당 발전원가를 낮

춰서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변환효율6, 출력 등 

성능이 좋은 셀과 모듈은 가격이 높다. 와트당 가격도 높을 수 있다. 하

지만, 셀 및 모듈의 성능이 높을수록 발전량 단위당 제품, 설비, 토지 

등 소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절약될 수 있

다. 발전소 단위로 보면, 고품질 셀 및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경쟁

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대규모 발전소일수록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물론 소득이 낮은 지역의 소규모 분산형 발

전소 같은 경우는 명목투자비가 작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의 저

가공세가 통하는 시장도 많다. 하지만, 저가 제품 선호자들은 항상 가격

                                           

6 태양 에너지의 몇 %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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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공급자를 바꾸지만, 고품질 제품 구매자들은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처럼, 태양광 시장은 품질보다는 저가 제품이 선호되는 단기 소규모 

시장과 가격보다는 고품질 제품이 선호되는 장기 대규모 시장으로 이원

화되어 있다. 고품질이 선호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Made-in China 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대표적인 고급품 시장인 미국 및 EU는 쿼타, 수입

가격 제한, 세이프가드 등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적용하고 있다.  

 

제３항 대체재와 잠재적 진입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양광 에너지는, 화력, 원자력 등 전통에너지

원이 가지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조만간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 가장 발전단가가 낮은 에너

지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으로의 에

너지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RE100 이니셔티브7”도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게 하는 유인이다. 글

로벌 환경 NGO 가 주도하는 민간활동이지만,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인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

프트, BMW, 스타벅스, 월마트 등 ‘18년말 기준 155개 글로벌 기업들

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소요되

는 전기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조윤태, 2019). 이 활

동의 확산 속도를 볼 때 태양광 발전 수요 확대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

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은 자체의 경쟁력 상승 및 전통 발전원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양측면에서 미래지향적 발전 대안으

                                           

7 ‘Renewable Energy 100%’의 의미로, 필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

당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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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이 성장하는 만큼, 전통적 

발전원들이 전기에 대한 대체공급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장은 과거의 과잉투자 및 진입자 과다로 아직까지 몸살

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업이 태양광 사업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구도이다. 선발 메이저 기업들이 과당경쟁속에서도 이미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생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그동안 축적된 기술 및 경

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비교우위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２절 한화큐셀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사업전략 

 
제１항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과감한 투자 

 
김승연 회장은 솔라펀을 인수한 다음해인 2011 년 10 월 그룹 창립기념

식에서 태양광사업이 한화그룹 새역사의 토대라고 의미 부여하였다. 그

룹 총수가 직접 태양광사업에 대한 비전과 지원 의지를 강하게 보여줌

으로써 그룹의 경영자원이 태양광사업에 중요하게 배분될 것임을 예고

하고 조직의 행동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7> 김승연 회장 2011년 창립기념사/태양광 관련 

    <자료: 머니투데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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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0 년 한화의 중국 솔라펀 인수 후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업황 

부진과 솔라펀의 경영난으로 태양광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룹총수가 2012 년 독일 큐셀 인수를 직접 결단해줌으로써, 

한화는 태양광 사업 추진력을 재차 확고히 하고, 단숨에 세계 최고 기술

기업 반열에 오르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한화 그룹의 각 제

조계열사들이 태양광사업을 한 축씩 담당하도록 하여 밸류체인을 완성

하였다. 범위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의 추구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의 분담이라는 양면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태양광사업의 중심에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전무를 배치하고 영업

본부장(CCO: Chief Customer Officer)의 역할을 맡겼다. 한화그룹의 태

양광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 경영자로서는 그만큼 성공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가 크다. 후계자가 될 장자를 이처럼 리스크가 높은 

태양광 사업에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그룹 차원의 확고한 신념과 지원의

지를 강조하고, 태양광 사업의 추진력을 높인 것이다. 김동관 전무는 조

직내에서 경영능력과 대내외 소통 및 네트워크 능력 등 경영자로서의 

잠재능력을 두루 인정받고 있다. 그룹총수에게서 이어져 내려오는 명확

한 비전과 강력한 지원 의지가, 위기 상황과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일관

된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화 그룹은 2018.8.12 일 향후 5 년간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화, 2018). 총투자 규모는 태양광, 석유화학, 방산, 서비스 등 4개 분

야를 중심으로 22조원에 이르고, 매출은 현재 연간 70조원 규모를 5년

후(‘23 년) 100 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1 위 태양광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우리 정부가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

으로 높이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는 취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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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개별 부분 투자액의 2 배 이상에 해당하는 9 조의 투자 계획을 공표

하였다(동아일보, 2018.8.13).   

 

<그림 8> 한화그룹 2018~2022년 투자계획 

     <자료; 동아일보. ’18.8.13> 

 

주요 용도는 미국 등 전략 거점에 대한 제품 생산공장 신설, 자기 제품 

기반의 국내외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제품의 비교우위를 실증

하고 태양광 발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장기 포석의 투자이다.  

 

제２항 전략목표 및 실행전략 

 
한화는 미래의 신수종사업으로 선택한 태양광사업에서 세계 1 등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기초역량으로 첨단기술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재무적 투자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의

미이다. ①기술선도(Technology Leadership), ②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③생산우월 (Production Excellence) 세가지를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제품 차별화의 실행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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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통합, 1 년격차 기술전략, 스마트 팩토리, 국제분업체계 등 사업전

략을 실행하고 있다. 

 

제 1목 수직적 통합체계 구축과 탄력적 운용 
 
한화는 사업초기 <그림6>과 같이 셀, 모듈 등 태양광 사업의 핵심 부문

은 한화큐셀이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제조계열사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수직적통합 체제를 구축하였다. 

당시 태양광 시장은 소수 메이저들이 과점하고 있었고, 더구나 중국기업

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

는 리스크가 높았다. 중국 정부가 중간재 수출관세를 자국기업 가격경쟁

력에 유리해지도록 조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경쟁기업들도 대부분 

수직적통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림 9>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수직적통합 체계 

 자료: 한화큐셀 
 

 

 

하지만, 중국기업간 경쟁 격화로 가격이 폭락하고 공급자간 담합 가능성

도 낮아지면서, 그동안 1.5Giga Watt 용량으로 밸류체인에 병목 현상을 

초래했던 잉곳&웨이퍼 부문을 2017 년말 폐쇄하고 장기공급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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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웃소싱으로 바꾸었다.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생산은 유지

하되 제품은 시장 판매로 전환하였다. 셀 및 그 후방 부문은 기술력이 

집중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영역이므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유지

를 위해 수직적통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방 부문에 대한 시장거래

와 후방 부문의 수직적통합을 혼합한 탄력적 구성으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 2목 제품 기술의 “1년 격차” 전략 
 
셀에 관한 한 한화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생산능력 

또한 2018 년 현재 연간 8.0 Giga Watt 로 세계 1 위이다. 한화의 

태양광 사업 기술력의 비교우위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인 고성능 

셀 및 모듈에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세계 1 위의 변환효율을 자랑하는 셀 기술이다. ‘ 퀀텀

(Q.Antum) 기술’이라고 명명한 기술로서, 셀 후면에 반사판을 

삽입하여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하루중 어느 때라도 날씨와 

시간에 관계없이 고성능을 구현하는 ‘후면 보호막 기술’(전매특

허) 두 가지로 구성되는 최첨단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한화가 만

드는 셀의 변환효율은 다결정 셀 기준 2011 년 19.5%로 세계 최

고 수준을 구현한 이래 현재 20.5% 수준으로 꾸준히 개선하여 세

계 1 위를 유지하고 있다. 단결정 셀 기준 또한 22%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 고출력을 보장하는 모듈 기술이다. 4가지 기술을 결합하여 일반 

태양광 모듈 대비 13.5%** 이상의 고출력을 구현하고 있다. 6 

busbar 및 half-cell 기술은 반도체에서 같은 용량이라면 칩을 소

형화 하는 나노 기술 개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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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기술(7%) + 6 Busbar 기술(1%) + Half-cell 기술(3%) + Wire 

Interconnection 기술(2.5%) 

〮 6 busbar 기술: 기존 4 busbar기술보다 busbar간 간격을 좁혀 전자 

저항을 줄임으로써 전기적 손실 감소 

〮 half-cell 기술: 셀을 반으로 절단, 셀 표면 면적당 출력 제고 

〮 wiring 기술: 기존 리본 기술보다 태양광의 난반사를 유도, 효율 증대 

③ 전기생산시설 수명의 20 년 보장이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

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기간동안 전기 생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

장하는 시스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10> 한화큐셀의 기술적 비교우위요소 

자료: 한화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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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목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품질 안정 및 효율화 
 
셀 및 모듈의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화를 위하여 생산 공정을 각각 

10 단계로 표준화하고 100% 자동화하였다. 

자동화를 위해 독일 등에서 수입하던 기계들을 모두 ㈜한화 기계 부문

에서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다. 산업 진입 초창기에 한화 기술자들이 

공장 복도에 첨단수입기계를 늘어놓고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는 reverse 

engineering 을 통해 신기계를 개발해 냈다. 한화 기술진의 절실한 선진 

기술 습득과 추월 노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현재 한화큐셀은 다음과 같이 IT기반의 자동화된 공장관리 시스템을 바

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성과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①Big Data 기반 생산통합관리 시스템: 제품 생산성, 장비가동율 향상 

②Deep Learning 기반 자동 품질분석: 기계검사로 고품질 및 불량품 제로화 

③Wearable Platform: 장비-사용자간 가동 정보 실시간 공유, 생산량 극대화 

④Industrial IoT: 무선통신 기반 가동 데이터 실시간 수집 및 유기적 연결 

 

제 4목 국제분업체계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한화의 태양광사업이 Cross-border M&A 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글

로벌체계로 운영되어 왔지만, 한화의 전략적 의지가 가미되지 않았다면, 

R&D, 생산, 판매를 위한 국제분업체계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구축되

어 있지는 못할 것이다.  

먼저, 태양광 사업 비교우위의 원천인 R&D 는 2012 년 인수 당시 이미 

세계 최고의 인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던 큐셀의 독일 Thalheim R&D 

Center 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R&D Center 가 고유 R&D, 

pilot 생산 및 테스트 등 제품 및 제조방식을 개발하는 핵심 R&D 를 맡

고, 3 개국 생산거점별 R&D 조직은 기술, 공정, 품질의 개선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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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가 태양광사업의 핵심인 만큼 큐셀 PMI 에 가장 공을 들인 부문이

기도 하다. R&D 센터를 총괄하는 CTO(Chief Technical Officer)를 한

화큐셀 본사에서 파견하고, 독일과 생산거점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여 

R&D 역량을 완전하게 내부화 하였다. 

생산거점은 중국, 말레이지아, 한국, 미국 등 4 개국에 분산되어 있다. 중국은 

2010 년 인수한 솔라펀 공장, 말레이지아는 2012 년 인수한 큐셀 공장이 바탕이

다. 물론, 인수 이후 양쪽 공장의 생산능력 확장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추가 투자 

및 경영 혁신이 이루어졌다. 해외공장이 모두 M&A 투자인 반면, 한국 공장은 신

규(green field) 투자로 설립되었으며 최고급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공

장이 명실상부한 핵심 생산거점이 된 것이다. 진천(190천m2)과 음성(22천 m2)

에 공장이 있으며, 2 천명 이상의 숙련된 고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진천공장

은 4.3GW의 셀 1.5GW의 모듈을 생산하고, 음성공장은 2.8GW의 모듈을 생산

하여 국내외 총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진천공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생산설비를 장착하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판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호주 등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선진국 시장에 집중(80%)하는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전세계 시장에 40개 이상의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1> 한화큐셀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료: 한화큐셀> 



36 

 

 

제３절 성과와 과제 

 
제1항 성과 

  
한화의 태양광 사업 경험은 10 여년 정도로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있

다고 볼 수 있으나, M&A를 통해서 R&D, 기술 등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룹 내 기존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모색하

여 조기에 재무적 영업이익 기조를 실현하는 등 태양광 신수종 사업에 

큰 무리없이 안착하는 모습이다.  

제품 차별화도 중요한 성과이다. 한화큐셀이 생산하는 셀 및 모듈은 우

수한 변환효율과 출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큐셀의 8GW 생산능력의 공장가동율이 항상 100%

이고, 제품 또한 항상 완판 되어, 10% 가까운 세계시장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태양광시장에서의 중국 독주를 막기 위해 미국, EU 등 선진국들

은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중국의 불공정거래를 적극적

으로 견제하는 상황이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화에게는 유리한 재료다. 그만큼 

선진국들의 한화 제품에 대한 충성도(loyalty)와 차별화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력이 핵심인 

셀 및 모듈 부문의 글로벌 Top 10 기업 중 비중국 기업으로는 한화큐

셀이 유일하다. 차별화된 제품 성능과 비중국기업으로서의 희소성을 바

탕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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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과제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에 진입한지 10 년이 경과하고 있다. 중간평가 

정도의 의미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향후 사업 성공을 위해 해

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Star”로 키워갈 것인가가 한화그룹의 과제이

다. 제품과 기술의 비교우위 유지, 미국 및 EU와의 사업 지역적 연결성 

구축, IPP 등 발전사업에의 직접 참여 등 한화의 기존 경쟁전략들은 모

두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격변기 상황에서는, ①기술(제

품 및 공정), ②시장(확장 및 차별화), ③미래(4 차산업과의 융합)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태양광 기술 개발은, Innovation보다는 Improvement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업계의 인식이다. 태양광 산업 관련 기술의 특성과 경쟁

자간 기술 수준이 대동소이 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각자 물밑 

기술혁신 노력이 부단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당한 기술력 격차

가 현시화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기존 1 세대 기술의 개선 수준에서, 

생태계 지각 변동을 가져올 2 세대, 3 세대의 기술 혁신이 실현될 가능성

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기술 혁신을 위한 R&D 및 신기술 기반 생산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시장 관점에서는, ①기존 시장 확장과 ②시장 차별화가 과제일 것이다. 

한화의 셀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정도로 현재 글로벌 1 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년내 15배 커질 태양광 시장에서 시장점유

율의 변동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메이저 경쟁자들이 막대한 투자를 지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태양광 발전 시장은 중국이 워낙 크게 선

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과 EU 의 견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에, ‘중국 對 비중국’ 이분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

중국진영의 대표주자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장 차별화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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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내 포지셔닝 및 경쟁전략을 재정

비해야 한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

하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반의 4 차산

업 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실물 산업들이 이들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 에너지저장 + IT(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융합한 4 차 산업

화가 추진되고 있다.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화는 단독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4차산업 전문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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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분석 및 토의점 

 

 

본 사례는 한화그룹이 신수종사업으로서의 태양광사업에, M&A방식으로 

진입하고, 그룹차원의 통합된 경쟁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신사업에 안착

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화그룹의 사업 다각화는 일련의 성

공적인 대형 M&A 를 통해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

화된 M&A 노하우는 점점 빨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성공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그룹 발전사를 살펴보았다.  

신수종사업 발굴, M&A, 수직적통합 등 본 사례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

들 덕분에 경영전략과 국제경영학 교과서 이론 전반을 적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되었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중간평

가 또는 더 근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신수종사업으로의 적합성 자체에 

대하여 선뜻 동의하지 않는 평가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

유는 대체로 세가지로 정리된다. ① 태양광 시장은 한창 구조조정이 진

행 중인 과당경쟁 상태로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다. ② 제품 기술 자체

가 차별화될 만한 요소나 특별한 우열이 없다. 결국 경쟁요소는 생산원

가이다. ③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무차별 공세를 지속하는 한 한화그룹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견디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 경쟁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은 오히려 본 사례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토의점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의점들은 태양광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그룹차원에서 막대한 

경영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한화그룹 입장에서도 한번쯤 짚어보고 넘어

가야 할 기업 및 사업 전략 측면의 의미 있는 이슈들이라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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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한화그룹의 과거 성장 과정과 현재의 태양광 사업에 

관련한 토의점을 다음과 같이 5 가지로 정리하고 평가해 보았다. 

1) 한화그룹의 M&A를 통한 다각화 과정 고찰 

미국 이야기이지만, M&A 는 70% 정도 실패하고 5 년 사이에 재매각이 

이루어진다. 실패는 인수전략 자체 또는 PMI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수

가격을 능가하는 가치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의미의 승자의 저주, 인수

-피인수 기업간 경영자원 공유 및 핵심역량 이전의 실패 등이 원인으

로 지적된다(장세진, 2018). 한화그룹은 현재의 주요 포트폴리오를 거

의 M&A 로 갖추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실패 사례는 없다. M&A 를 

통해서 기대되는 시장지배력,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비교우위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장세진, 2017). 

한화의 태양광사업 M&A 의 경우에도 솔라펀 인수 직후 시장상황의 급

격한 악화로 난관이 있었으나, 그룹 최고경영자의 결단으로 태양광 사업 

추진력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솔라펀과 거래관계에 있던 큐셀을 M&A 대

상으로 발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솔라펀 PMI 경험이 큐셀 인수에 

귀중한 학습효과를 제공하면서, 또 하나의 M&A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최근 글로벌 기업 환경이 생태계의 재편이라고 할 만큼 급변하면서 원

천기술 확보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green field 

투자보다 M&A 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M&A 노하우가 기업의 미래

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정흔, 2019). 

2) 한화그룹의 신수종사업으로서의 태양광사업 선택에 대한 평가 

태양광 발전 산업은 조만간 발전원가 비교우위를 갖춘 신재생에너지로

서 전세계 발전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이다. 신규 시설투자 기준으로는 이미 30%를 넘는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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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요대비 과잉 생산설비의 존

재로 혹독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저개발 저소득의 북서부 

지역 개발의 대안으로 태양광 산업 육성과 함께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

함으로써 원가경쟁력 등 경제적 타당성을 초월한 공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 EU 는 이러한 미래 핵심 발전원에 대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되

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화그룹은 오히려 태양광 사업에 막대한 

경영자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미 이 사업에서 확보하고 있는 입지를 더

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의 염려가 맞으면 한화

는 본 사업 실패는 물론이고 그룹 차원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화그룹이 신수종사업으로 선택한 태양광 사업의 현상황을 “Question 

Mark”로 분류한다면 과연 “Star”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살펴본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

아 보인다. 그 근거는 ①거시적인 시장구조 예측, ②현재까지의 비교우

위 및 성과, ③글로벌 수급 구도 등 세가지다.  

첫째, 미래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구조조정 상황이 끝나고 수급 

균형점이 찾아지면, 생존기업들은 과점시장에서 높은 성장과 수익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미래 시점에서의 태양광 산업구조를 재추정해 보

면, 산업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고, 생존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생산설비와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상태일 것이다.  

둘째, 한화큐셀은 이미 기술 및 제품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고, 이를 바

탕으로 태양광 발전의 핵심요소인 셀 부문에서 세계 1 위의 시장점유율

을 확보하고 있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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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등 거점시장에 생산공장을 세워가고 있고, IPP 등 형태로 독자

적 발전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등의 시장 확대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셋째, 현재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은 중국 對 미국/EU의 이분 구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에너지 안보 등 차원에서 중국의 태양

광 산업 독식을 두고 볼 수 없는 선진국 연합진영이 모든 수단을 동원

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형상이다. 한화큐셀은 독일에 핵심 R&D 

Center 를, 미국에 제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견 연합진영의 대

표주자로 보일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미중 무

역전쟁의 틈새에서 한화큐셀 미국 모듈공장으로의 한국산 셀 수출이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 및 제품의 비교우위와 선진국시장 

차별화를 통한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태양광 사업 수직적통합 전략의 타당성 평가 

태양광 시장은 소수 경쟁자들에 의한 과점, 중국정부의 중간재 수출관세 

부과, 주요 경쟁자들의 수직적 통합 체계 구축 등 중간재의 시장 조달이 

불안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 진입초기에는 수직적통합을 통한 밸류

체인 내부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기업간 과당경쟁

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그들간 담합 염려도 희석된 상황이 되어, 그동안 

생산능력 과소로 병목현상을 초래했던 잉곳&웨이퍼 부문을 정리하고 

장기공급계약 방식으로 소재를 조달하는 시장거래 혼합 전략으로 전환

하였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직적통합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직적통합과 시장거래를 혼합하는 경쟁전략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기

업들이 경쟁기업에 대한 중간재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국 정부가 중간재 

수출관세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간재의 안정적 조달과 원

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직적통합 체제가 다시 필요해질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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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대비하고, 또한 셀 성능과 가격경쟁력에 직접 관련되는 소재의 품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재 부문에 대한 생산공정 단축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 제품 기술 “1년 격차” 전략에 대한 평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초격차” 전략에 대비하여, 한화큐셀은 “1 년격

차” 전략을 개념화하고 구사하고 있다. “유효성”과 “시기상조”의 양면

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시장은 잠재성장성에 비해 아직 충분히 확장되어 있지 못하다. 

당분간 시장참여자들이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생태계의 충분한 확장을 

유인해야 한다. 선도적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생태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타이밍을 골라 상용화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태양광 밸류체인이 아직 범용성 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격차”라고 인정할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 존재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

기에 진입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처럼 “초격차” 기술이 필수

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초격차”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품 및 공정 기술의 혁신을 통

해서 실현될 것이다. 제품 기술의 혁신은 역시 변환효율의 차별화에 있

을 것이고, 공정 기술의 혁신은 현재의 “5 단계 밸류체인” 틀로부터의 

탈피에 있을 것이다. 변환효율 제고는 태양광 발전 R&D의 핵심 영역으

로 차별화된 효율성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공정 단축은 조만간 독

창적인 결과들이 상용화 가능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5) 한국 정부의 태양광 수출지원 정책수립 필요성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서 국내 에너지원을 

석탄 화력,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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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그림 1>과 같이 2015-2040 기간중 

발전 비중이 석탄은 31%에서 16%로, 원전은 5%에서 4%로 줄고, 태

양광은 4%에서 2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

제적 측면에서도 석탄과 원자력 발전 부문의 수출 감소를 대체하고도 

남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

로 육성할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큰 것이다. 태양광 사업이 4 차산업 기

반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R&D 및 정책금융 지원

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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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우리나라 정상적 기업들의 평균적 과제하고 할 수 있는 신수종사업 발굴, 포트

폴리오 합리화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M&A 를 모두 적용할 수 있

는 사례로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을 발굴하였다. 연구의 재료가 된 태양광 발전 

산업과 한화그룹 발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산업구조, 기업 및 사업 수준의 

핵심역량, 경쟁전략 등을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학의 이론적 틀 속에서 분석하였

다. 

한화그룹이 성숙기 사업들로부터의 유동성 여유를 적기에 신수종사업 발굴로 선

순환하는 의사결정, 고유의 M&A 노하우를 활용한 효과적 태양광사업 진입, 성

공적 PMI를 통한 신사업의 완전한 내부화 등 그룹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태양광 사업 진입 이후 한화큐셀이 실행하고 있는 경쟁전략을 수직적통합, “1

년격차” 기술 전략, 스마트 팩토리, 국제분업체계 등 4 가지로 정리해 보고 태

양광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한 경쟁전략의 유효성을 점검하였다.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나, 현재까지 축적한 비

교우위 및 재무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성공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하

였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사업 기본요소인 제품, 공정, 

시장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글로벌 태양광 사업 환경 속에서 한화그룹의 태양광사업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

문들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관련사항들을 토의점으로 정리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막대한 시장잠재력, 한화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비교

우위, 글로벌 마켓의 수급구도 특성 등을 근거로 신수종사업으로의 선택을 타당

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관련된 각종 사업전략도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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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각화된 기업(그룹)의 미래 신수종사업 탐색과 신규사업 진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BCG 매트릭스 개념을 활

용한 사업 포트폴리오 합리화, 사업 차원에서의 산업구조분석, 가치사슬분석, 

수직적 통합과 거래비용이론 등 경영학 이론들을 준용하여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진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 포트폴

리오 합리화 전략, 사업 운영 경쟁전략 등 일련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에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 

시장 수급 및 경쟁 상황의 세부적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 태양광 발전 사업을 그룹

의 신수종사업으로 선택한 한화그룹 입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평가 및 사업전략 논

의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무차별한 공세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의한 태양광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태양광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 및 주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토의점으로 정리하여 짚어보았다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화그룹의 사업 경영 참고자료 또는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다만, 본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전략 및 사업전략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시사점

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선되어 이론 개발과 더불어 산업에 대한 이해, 기

업 경영 전략의 수립 등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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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붙임 1> 

한화그룹 개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의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1952 년 

한국화약㈜(현 ㈜한화)을 설립한 이래, 62 년 종합기계, 82 년 석유화학, 

85 년 서비스(호텔/리조트), 02 년 금융, 10 년 태양광, 15 년 방산 등 그

룹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대부분 M&A 로 편입하였다. 한화그룹은 이러

한 중요한 M&A 가 이루어질 때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학의 퀀텀점프에 비유할 만한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18년 기준, 한화그룹은 자산총액 170조원, 연간매출액 50조원, 주요

계열사 19 개로, ‘19 년 현재 재계서열 7 위의 위치에 있다.  

 

<그림> 한화그룹 지배지분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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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주요 연혁 

 

⚫ 1952.10. 한국화약㈜(현 ㈜한화) 설립 (창업, 김종회 회장(김승연 회장 

부친)) 

⚫ 1964.01. 신한베어링공업 인수 

⚫ 1965.08. 한국화성공업(현 한화케미칼 및 한화첨단소재) 설립 

⚫ 1968.09. 제일화재해상보험 인수 

⚫ 1969.11. 경인에너지 설립 

⚫ 1981.08. 김승연 2 대 회장 취임 

⚫ 1982.12. 한양화학 및 한국다우케미칼 인수 

⚫ 1985.12. 정아그룹(현 한화호텔&리조트) 인수 

⚫ 1992.10. 그룹 명칭 변경(한국화약그룹 → 한화그룹) 

⚫ 1999.08. 한화에너지(구 경인에너지) 현대정유에 매각 

⚫ 1999.12. 여천 NCC 설립 

⚫ 2002.12.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인수 

⚫ 2010.08. 중국 솔라펀파워홀딩스 인수 

⚫ 2011.04. 한화솔라에너지(현 한화큐셀코리아) 설립 

⚫ 2012.10. 독일 큐셀 인수 

⚫ 2015.02. 한화큐셀(솔라펀+큐셀 통합) 출범 

⚫ 2015.04.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석유화학) 인수 

⚫ 2015.06. 삼성테크윈 및 삼성탈레스(방산) 인수 

⚫ 2019.02. 한화규셀 및 한화첨단소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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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산업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마치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듯 보일 수 있겠으나, 한화 그룹은 자신의 비전을 “종합에

너지기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분야 세계1위가 되기 위해 그룹의 

경영자산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에너지기업 비전을 태양광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래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선택된 태양광 사업을 중심축으로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

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화큐셀 이외에도 한화케미칼, 한

화첨단소재가 관련 원료 및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한

화 기계부문이 셀 및 모듈의 생산 공정, 설비 개발 및 제조 등 공정 자

동화를 맡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제품의 제조에 더하여 자기 제품을 기반

으로 하는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민

자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에는 한화종합화학이 

참여하고 있다. 즉,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태양광 사업관련 원부자재, 

소재 및 제품의 개발과 생산, 발전소 EPC 수행, 생산 자동화 설비 설계 

및 제작, 투자개발형 발전사업 개발 등 태양광 사업의 Value Chain 전

과정을 내부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개발 연대에는 금융, 인재 등 내외부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본 및 인력의 그룹내 공유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conglomerate 형의 다각화된 사업 체제를 가동하였으나, 이제는 외부

시장이 충분히 효율화 되었기 때문에, 세계 일류기업들이 그렇듯이, 한

화그룹도 핵심 포트폴리오로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사업

의 경쟁력 보강을 위한 투자는 지속하지만,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

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에서도 생산용량 및 원가

경쟁력이 부족한 잉곳/웨이퍼 부문을 폐쇄하였고, 경쟁을 통해 어렵게 

진입했던 시내면세점 사업에서도 4 년만에 과감하게 철수하는 포트폴리

오 합리화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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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화그룹 연도별 주요 재무지표 (2002~2018) 

 (단위: 10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자 산 37,735 41,563 43,049 46,411 55,067 62,522 

자기자본 2,218 2,965 3,387 3,207 4,622 4,431 

매 출 액 7,474 19,280 17,647 17,483 18,222 22,648 

영업이익 347 936 472 409 468 1,120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자 산 69,549 77,797 87,467 93,868 104,086 113,323 

자기자본 4,954 7,425 10,495 10421 10,586 10,776 

매 출 액 27,240 n.a. 31,784 33,409 35,652 38,725 

영업이익 1,269 n.a. 1,789 1,100 1,154 864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자 산 123,684 145,622 154,871 160,195 169,549 

자기자본 12,115 13,646 14,228 15,965 16,953 

매 출 액 37,457 41,376 47,120 50,404 48,740 

영업이익 516 758 1,686 2,159 1,806 

(자료: 각 년도 연결회계감사보고서) 

   ※ 회색 배경은 주요 M&A 연도 표시  

 - 2002; 대한생명, 2010; 솔라펀, 2012; 큐셀, 2015; 삼성(석유화학, 방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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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우리나라 최근 M&A 동향 및 특징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인수합병(M&A)이 가장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수많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 년

중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건수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다.  

건수 못지않게 질적인 변화도 확연하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conglomerate형의 M&A가 많았다면,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그 반대다. 

각 그룹사들이 원천기술 습득 또는 핵심사업 분야 선택과 집중을 위한 

M&A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M&A 흐름과 궤

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수합병의 최근 특성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Globalization이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의약품 등 막대한 설비 또는 R&D 투자가 필

요하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세계 일류의 원

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cross-border M&A 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이 전자산업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17 년 삼성전자의 세계 1 위 전장기업인 미국 Harman 인수, LG 그룹

의 2018 년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헤드라이트업체인 ZKW 인수 등이 핵

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cross-border M&A 의 대표적 사례들로 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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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Concentration이다.  

 
과거의 문어발식 다각화와 달리 핵심은 키우고 비핵심은 버리는 “선택

과 집중”이 추구되고 있다. 기업역량을 핵심사업 강화 및 신성장동력사

업 발굴에 집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수 있는 글로벌 마켓의 경쟁 

현실에 대응하는 선택이라고 보여 진다.  

삼성 그룹의 전자를 핵심사업으로 집중하기 위한 석유화학 및 방산 사

업 처분, LG 그룹의 반도체관련 잔여사업 정리, CJ그룹의 헬스케어 사업 

철수 및 유통, 식품 사업 인수, 롯데그룹의 금융업 매각 등이 각 그룹사

들의 핵심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한 M&A 사례라 하겠다. 한화그룹도 

2015 년 진입하였던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4 년도 안된 시점에서 철수하

여 비핵심사업을 정리하였다. 

 

셋째, Consolidation이다.  

 
성장시대에 소득, 고용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제는 

성숙 또는 쇠퇴 단계에 있는 조선, 건설, 해운 등 우리나라의 지나간 비

교우위산업에서 경쟁력 재생을 위한 구조조정형 통합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비롯하여,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합병, 대우건설 매각 추진 등 국제경

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M&A 현상을 목적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묶어 보았으나, 그 현상의 근

본적인 동기와 의미는 단순하다. 기업이 going concern 으로서 존속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에서는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합리화와 이를 위

한 투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M&A 가 선호되

고 있는 것이다.  



55 

 

4 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현상이 부각되면서, 변화의 속도를 

떠나 산업 자체가 재편될 수 있는 절박한 생존경쟁 환경속에서 기업의 

원천 기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M&A 가 각광을 받

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 전담조직을 경영전략 실행의 공식 

직제에 반영하고 있다. 이미 치열해진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과 이에 기반한 유통, 에너지 

등 혁신산업에서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는 

인수합병을 누가 더 잘 하느냐가 결국에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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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enterprises are exposed to higher uncertainty due to 

substantial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and their prime 

concerns are mo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star’ 

businesses and the acquisition of core competencies for survival and 

growth. Currently, M&A is the most preferred instrument for those 

purpos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of an actual 

case of such nature and to give implications to business activities. 

The solar power business of Hanwha Qcell was found to be the 

relevant case. The solar power industry has the huge potentiality to 

grow as the biggest energy source in 20 years. Hanwha Qcell 

entered the business through cross-border M&A and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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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advantages quickly, and thus is showing the confidence 

of success even though the business is yet under beginning and 

growing stage. 

However, the industry is now dominated by Chinese enterprises who 

are heavily subsidized by their Government. Hanwha Qcell is the only 

non-Chinese enterprise belonging to global top 10 group.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exist skeptical views about the success 

in solar power business by an individual Korean enterprise. 

This study examined success factors of Hanwha’s solar power 

business by applying a wide-range of management theories 

including business diversification, industry structure analysis, 

competition strategy, and assessed various controversies, which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business decision makers. 

Though, it is the limit of this study that new theoretical developments 

could not be made in the field of corporate and business strategy. 

 

 

 

 

 

                                                                        

Keywords: new business, M&A, solar power, competition strategy, Hanwha Q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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