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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CD 모델을 활용한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분석  

 

카타리나 빈쇼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국내 성공뿐만 아니라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있는 최상의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한국은 FDI 를 통해 성장하려는 이들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 삼성전자 

슬로바키아법인과 삼성디스플레이슬로바키아 등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투자하고 세계화 과정을 확대하였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꾸준히 

성장 해왔다. 이는 적응된 ABCD 모델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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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BCD 모델을 통해 이 회사의 경영전략을 설명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경제 성장의 ABCD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또한 현지 지역 상황에 적응해야 하였다. 생산의 

민첩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장 단지를 건설했으며, 초기 실패 후 

슬로바키아의 근로자들을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을 서둘러 배웠으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모회사의 기존 다각화된 사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번창했던 슬로바키아의 기존 사업 또한 사용하였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부지런한 근로자들을 발견함에 따라 

사업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다. 

 

주요어 : ABCD 모델, 해외 직접 투자, 경영전략, 키아자동차슬로바키아 

생산법인, 삼성전자슬로바키아법인과 삼성 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  

학   번 : 2016-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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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경제 성장과 회사 성장의 모델이 많다. 개발 도상국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며 다른 성공적인 국가의 모델을 따르기를 열망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커져가는 세계화에 

적응해야하는 이러한 모델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많은 전략적 원칙이 

이전될 수 있지만 전략적 관행은 지역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미시 경제 

관점에서 해외 사업장을 확장하는 회사는 지역 상황에 맞게 사업 관행을 

얼마나 조정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 해 있다. 딜레마는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나라가 유럽 등 다른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비즈니스 관행의 융합을 유발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남아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슬로바키아와 같은 유럽 국가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문휘창 교수님의 ABCD 모델을 

통해 경영전략을 분석하겠다. ABCD모델은 한국이 선진국이 될 변화와 

한국 기업의 성공을 잘 설명한다. 유교, 정부의 강력한 개입, 기업과 

정치의 가까운 관계 등과 같은 한국의 독특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ABCD 모델의 장점은 복잡성과 다양성이다. 따라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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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제 성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목표는 ABCD 모델을 따라 성공한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경제, 정치 및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나갔는지 설명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배경 

 

세계가 점점 세계화 됨에 따라 회사들은 국내 성공뿐만 아니라 무

역 및 해외직접투자 (FDI)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있는 최

상의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FDI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며 경제개발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더 많은 FDI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 슬로바키아의 내부투자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Biae (2015)에 따라 

경제 성장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FDI 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슬로바키아의 FDI 는 2000 년과 2008 년 사이 평균 GDP 의 

7.6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 년과 2014 년 사이 평균 

2.5 %으로만 나타났다. 슬로바키아로 오는 FDI 의 규모는 2005 에서 

2007 년까지 엄청났다. 이 엄청난 FDI 때문에도 슬로바키아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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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세계적으로 일인당의 가장 많은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었다  (Plus 

JEDEN DEN, 2010).  

 

< 표 1. >슬로바키아의 FDI (GDP 의 %), 1993-2015 

출저: www.data.worldbank.org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9 년에 슬로바키아에  내부투자가 

중요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시기까지는 슬로바키아로의 FDI 유입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그의 규모와 속도는 경제 수요에 뒤지지 않았다. 

그 때는 새 정부가 국제화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으며, 건전한 경제 

기반을 구축에 초점을 맞춘 개혁도 시작하였다. <표 1. >에서 보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년마다 달았는데 2006 년과 2011 년에 가장 

많았다. 게다가 2008 의 세계 금융 위기 전과 2012 년부터 몇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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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에 가는 투자가 가장 많이 침체되었다. 이 추세는 유럽 

전역에서 똑같은 추세를 모방하였다. 

 

슬로바키아 경제의 건전한 성장은 2001 년에 시작되었으며 2004 년의 

세금 개혁 이후 더욱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이러한 

변화에 매우 잘 대응 해왔으며 생산 능력과 생산성 향상의 주요 

원천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성장은 실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실업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2003 년에 푸조 

자동차와 2004 년에 기아 자동차의 공장이 개장됨에 따라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건설된 지역에서만 개선 되었다. 지역 실업은 문제가 되고 

있다 (Vavrek, 2008). 해외 회사들이 지리적으로 유럽 연합의 나라와 

더 가까이 있는 서부 지역으로 투자하기 때문이었다 (Soltes, Pustinger, 

2007). 특히 자동차 산업 (주로 폭스바겐, 푸조, 기아 자동차)에 

종사하는 FDI 는 슬로바키아의 성공을 이끌어 낸 주요 요인이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FDI 유입이 비용 경쟁력이 있고 위치가 

좋고 탄력적인 생산지로서의 산업의 가치에 대한 증언이다 (Martinez, 

2016). 따라서 다음과 같은 슬로바키아의 특성 때문에 외국 투자자가 

슬로바키아에 관심이 생겼다 (Soltes, Pustinger, 2007; SARIO, 2016): 

 

1. 안전한 투자 환경으로 이끄는 정치적 및 경제적인 안정 

2. 유로란 공용 화폐를 사용하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 

3.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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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5. 국제 등급 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나라 ( 세계 은행이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가 우호적인 20 개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6. 유럽의 중심부, 동부와 서부 사이의 유리한 위치로 수출 

잠재력이 큼 

7.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고, 유연하며, 동기 부여가되고, 열심히 

일하는 인력 

8. 노동 비용이 저렴함 

9. 저렴한 생활비 

10. 다양한 산업용지와 사무실을 구매할 수 있음 

11. 우수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통신 인프라 

12. 다뉴브 강을 경유한 유럽 

13. 위대한 자연의 나라 

14. R & D 프로젝트에서도 높은 혁신 잠재력의 수운 및 

브라티슬라바 공항 또는 가까운 비엔나공항을 통한 항공 교통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슬로바키아로의 FDI 유입이 주변 국가들보다 

낮았던 것이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로바키아가 유럽 최고의 

투자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슬로바키아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위험이었다. 또한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률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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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스럽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Hoskova, 2001). 

 

<표 2.> 1995 년에서 2010 년까지 GDP 대비 FDI 비율 ( %) 

출처: Feckova, 2012 

 

FDI 는 생산 시설의 고도화, 신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슬로바키아 

경제의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며, 다양한 계약의 기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매 등과 

같은 해외 직접 투자의 대안은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Hoskova, 

2001). 

 

2.  한국의 국외 투자 

 

전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도 한국 기업들조차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

기 위해 FDI의 잠재력을 깨달았다. 해외 직접 투자는 해외 계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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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에 따라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업이 모회사

를 복제하는 외국 계열사를 설립하여 거래 비용을 줄일 수있는 경우에는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가 발생한다. 수평적 FDI 위치 결정의 주요 동기

는 무역 비용의 중요성과 현지 시장에 접근이다. 반면 수직적 FDI는 회

사가 요소 가격의 국제적 차이점을 활용하려고 할 때는 발생한다. 그들

은 본국에서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유지하면서 노동집약적인 가공을 해외

에 위치시킴으로써 그것을 한다. 이것은 흔히 개발 도상국에 대한 한국

의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이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수직적으로 통

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립 공정을 필요로하는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으며 자본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제조 공정의 일

부가 한국에 유지되고 있다 ( Ahn, Lee, Lee, Woo, 2006). 

 

해외 직접 투자의 주요 목표는 생산 비용 절감, 천연 자원 확보 및 해외 

시장에 확대이다. 한국 최초의 FDI는 1959 년에 한국 기업이 뉴욕에 있

는 부동산에 투자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최초의 비부동산 투자는 

1968 년 인도네시아 임업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다 (Moon, Yin, 

2015).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투자는 천연 자원, 

임업 및 무역을 목표로 했으며 그 규모는 1980 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작았다. 외환 보유고를 통제하는 다양한 규제와 해외 투자를 할 수없는 

기업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80 년대 중반에 다양한 자유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의 FDI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hn, Lee, 

Lee, 2006). 즉 1980 년대 국내에서의 임금 증가와 해외 무역 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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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고려하게되었고, 한국 정부는 해외 

투자 정책을 자유화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과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 의해 가능 해졌다. 1996 년 한국

이 OECD의 일부가 된 이후 그 규제는 더욱 완화되었다. 그러나 가장 

과감한 자유화 조치는 1997 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 채택되었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 통화 기금 (IMF)이 자유화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요 

받았다. 이 시점에  지연 지불 시스템, 개발 도상국에 대한 투자 지원의 

증가 및 자유화, 담보 보험과 모기지 시스템 (mortgage system)이 도입

되었다 (Moon, Yin, 2015).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 지원, 세제, 해외 투

자 서비스, 행정 및 정보와 같은 제도적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의 외부 

FDI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수출입 은행은 중소기업에 해외 

투자 자본의 90 %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많은 지

원 단체도 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수출입 은행 등이있다. 둘 다 해

외 직접 투자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FDI 절

차와 한국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im, Rh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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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국외 해외 직접 투자, 1980-2016 (수백만 달러) 

 

출처: www.unctad.org 

 

연간 FDI는 1990 년에 처음으로 10 억 달러를 초과하여 성장을 계속하

였다.1994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의 국외 투자는 1993 년에 비해 4 

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1990 년대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FDI의 첫 

번째 급격한 증가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는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

에도 불구하고 1995 년과 1999 년 사이에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의 자유화, 국내 임금 증가, 원화 절

상,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 덕분이었다 (Moon, Yin, 

2015).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1 년 (27 억 400 만 달러)에서 

2007 년 (220 억 74 백만 달러)까지 FDI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2007 

년에 FDI가 2001 년보다 8 배나 증가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에는 

http://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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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2010 년 한국의 FDI는 19.8 %의 성장률

로 빠르게 회복하였다. FDI는 2012년의 306 억 32 백만 달러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까지 더 낮은 속도로 계속 성장하였지만 몇 년 동안의 국내 

및 세계 경제 침체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2012 년에는 9 %로, 

2013 년에는 4.2 %로 감소하였다. 2016 년에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

였으며 2016 년에는 15.2 %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FDI의 저량은 1980 년의 0.2 %에서 2003 년의 

3.7 %로 증가하였으며 2016 년에는 22 %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34.2 %)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낮다. 이

는 해외 투자를 늦추는 스타터로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hn, Lee, Lee, 2006). 

 

FDI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으로도 흘러 들고 있다. 한국은 저

임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저임금 국가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 시장

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소득 국가에도 투자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FDI가 이익을 증가시키며 노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제 지표가 있는 국

가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Kim, Rhee, 2008).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기술 이전과 시장 접근의 통로

로 긍정적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FDI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급속하게 개발한 개발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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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에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현지국으로 수출 증가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현지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중간재와 자본 설비를 수입하기 때

문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러한 FDI의 'hollowing-out'효과를 우려하였

다. 즉 큰 해외 투자가 고용와 같은 국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

다고 우려하였다. 또 다른 우려는 FDI가 한국 수출을 감축할 뿐만 아니

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다 (Lee & Huh, 2006). 한국 경제에 대한 FDI

의 효과는 산업의 특성, 무역 상대국의 특성, 사업체의 크게 의존한다 

(Ahn, Lee, Lee, 2006). Lee & Huh (2009)에 따라 한국의 FDI가 특히 

자본 집약향의 산업에서 한국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FDI가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국과 유럽

연합과 같은 선진국으로의 FDI가 국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는 

한국의 국내 고용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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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2016 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016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지리적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였다. 

2016 년에 FDI (38.9 %)의 대다수는 북미 지역으로 갔다. 즉 총 350 

억 달러 중에 14.55 억 달러가 북미 지역에 투자되었다. 북미 투자 다음

은 아시아 (29.8 %), 라틴 아메리카 (13.6 %), 유럽 (11.2 %)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FDI는 선진국, 특히 미국을 겨냥하였다. 1990 년대 

중반 이래로 한국의 FDI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

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녔다. 1998 년 이후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2 년에는 중국으로의 FDI가 미국으로의 

한국 직접 투자액을 능가하였다. 

1990 년대까지 한국의 투자는 첨단 기술,좋은 비즈니스 환경, 정교하고 

거대한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선진국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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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이래로 한국 투자자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개척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크고 저렴한 노동 기회에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의 투자는 매우 다양하다. 

Kim and Rhee (2008)에 따라는 개발 도상국에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

자가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위한 시장 추적을 우선시한다. 반대로는 개

발 도상국의 FDI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Kim and Rhee (2008)는 한국의 FDI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연구

하였다. 그는 현지국의 시장 규모가 한국의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아 냈다. 즉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핵심 동기는 시장을 

찾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선진국이든 개발 도상

국이든에 있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려는 동기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

을 알게되었다. 이는 한국이 소유권을 획득 할뿐만 아니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도 해외 투자를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Kim and Rhe 

(2009)는 FDI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업

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Moon and Yin (2015)에 따라 상위 20 개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로 

투자하는 이유를 조사하는데 한국인들이 현지국의 낮은 노동 비용을 활

용하며, 천연 자원을 찾고   시장을 탐색하기 위해 해외 투자한다. 

다른 연구에서 Moon (2007)은 한국의 FDI의 주요 동기는 값싼 노동력, 

한국에서의 포화 시장, 비용 불이익 및 경쟁이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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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최초 투자는 1991 년에 한국인이 칼렉스에 

투자하고 냉장고 생산을 전문으로하는 삼성 칼렉스를 설립하였을 때 이

루어졌다 (이의철, 1997). 그러나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의 최초 투자

는 성공적이지 못 하였다. 칼렉스 회사는 새로운 생태학적 압축기를 필

요로하는 배출량의 생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삼성 전자

와 합작 투자를 하였다. 칼렉스는 삼성에서이 그 압축기를 구입하였다. 

이 합작 투자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는 6 %에 불과하였지만 자체 

관리 및 총회 투표 수의 50 %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슬로바키아들은 한

국인의 승인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은 슬로바키아의 경제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였

는데 독일의 삼성 계열사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있는 공장을 사용하였다. 한국인 직원들은 잘 

보살펴졌지만 슬로바키아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몇 차례 슬로바키아 

경영진은 한국인과 협상을 통해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임금을 

물어야 하였다. 결국 한국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칼렉스를 더 

큰 부채로 남겨 두었다 (Galan, 2016). 

이 첫 번째 실패한 한국 투자 이후 몇 년 만에 슬로바키아로 다시 돌아

왔고 2002 년에는 인지슬로바키아와 삼성전자슬로바키아생산법인 생산 

공장 두 개를 설립하였다. 첫 번째는 니트라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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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트르나바 지역에 있는 갈란타에서 건설되었다. 갈란타에 대한 한

국의 투자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 왔다. 2016 년에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77 개있었

다 (<표 5.>). 대부분 제조 회사이다. 최신 한국 회사는 2015 년에만 공

장을 건설되었으며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한국 투자에 중요하다. 2015년

에는 삼화테크이라는 자동차의 제조업이 건설되었다. 슬로바키아에 설립

된 거의 모든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은 삼성과 키아 재벌 두 개의전자나 

자동차 부품이다 (KOTRA, 2016). 

 

<표 5.>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회사들, 2016 

 

회사명(국문) 
업종

1 
업종 2 취급분야 

내수/수

출 

핚성전자슬

로바키아 

도매 

및 

소매

업 

- Lead Connector, Wire Harness - 

읶지슬로바

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정밀사출(Cover middle, front 

Cover, rear cover)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신흥정밀㈜

슬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TV, Monitor parts, DVD home 

CD Player, Set Top Box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방주전자슬

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사출조립물(LCD TV Ass'y, DVD 

P/front Ass'y, Monitor Ass'y 

100% 

주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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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

품 

등) 내수 

공급 

대동전자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통신음향 및 전자기기부품 - 

유로다보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EPS, EPP CUSHION, EPO - 

누리텍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DVD, Settop Box 등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대핚케미칼 
제조

업 

고무·플

라스틱 
플라스틱압출 - 

유라엘테츠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용 전선 및 

기타부품 
- 

코아비스슬

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연료펌프, 모듈 - 

켐트로닉스

유럽 

도매 

및 

소매

업 

- TOUCH SWICH, PBA - 

짂영지앤티

슬로바키아

판매법읶 

도매 

및 

소매

업 

- digital TV, mobile parts - 

유아이로지

스틱솔루션 

제조

업 

기타 

운송장

비 

제조(Seat Frame), 물류 

서비스업(Oversea 운송, In-

Land Trucking, 창고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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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력 용역)  

성지슬로바

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Cable Assembly, Wiring 

harmess, I/B Accesory, 

Warehouse business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삼성전자㈜

판매법읶 

도매 

및 

소매

업 

- 
TV, LCD 모니터, 비디오, 

오디오 가전제품 
- 

삼성케미칼

슬로바키아

지점(제읷모

직) 

도매 

및 

소매

업 

- 플라스틱 원료 - 

그린로지스

틱스슬로바

키아 

운수

업 
- 운송, 창고, Container Terminal - 

핚온시스템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공조 시스템 - 

현대케피코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어시스템 - 

현대제철 

슬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강판 가공 -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모듈, 범퍼, I/P, 샤시파트, 

브레이크 등 
- 

현대다이모

스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 

글로비스슬 제조 자동차· 공장물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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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키아 업 자동차

부품 

부품조립(타이어&휠) 주재국 

내수 

공급 

현담슬로바

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연료펌프 모듈 - 

TI 핚읷슬로

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핚국메탈슬

로바키아법

읶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보수부품 전착도장, 

자동차부품 수축포장 Carton 

포장  

- 

평화정공슬

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Door module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유로우경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재공급(파이프시스템) - 

세종슬로바

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머플러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성우하이텍

슬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차체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삼우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배기장치 - 

동희슬로바 제조 자동차· 자동차 부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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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 업 자동차

부품 

주재국 

내수 

공급 

동짂하이텍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데드너도장부품, PRESS 부품 - 

SK 메탈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부품 운반 트레이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대구텍슬로

바키아 

도매 

및 

소매

업 

- 
금속 절삭공구 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법읶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엔짂 

수출 및 

내수  

병행 

삼화테크㈜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후성슬로바

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공조부품(HOSE & PIPE, 

Header pipe 외) 

100% 

주재국 

내수 

공급 

핚라공조슬

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읷짂슬로바

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Wheel end ass’y(part of axle) 

100% 

주재국 



 20 

부품 내수 

공급 

유라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유니테크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실란트, 접착제(DEADNER, 

WHITE SEALER) 
- 

우리산업㈜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HAVAC Actuator, Heater 

control ass'y 
- 

에스엘헬라

슬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헤드램프, 리어콤비, 

프런트포그, 리어포그, 침슬, 

미러 

- 

핚읷이화슬

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동원금속슬

로바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대정유럽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HTR CASE ASS’Y , F/S ASS’Y - 

대영전자슬

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Resin Compound Extrusion - 

DRB 동읷슬

로바키아공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용 창고무(웨드 스트립): 

G/Run, B/side, Door/side, 

수출 및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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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품 T/Gait, H/seal 병행 

코암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아자동차 내장, 외장 

플라스틱사출물 
- 

핚솔테크닉

유럽법읶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BLU - 

핚보읷렉트

슬로바키아

법읶 

제조

업 

기계·장

비 
공장내 물류대차, 작업대 - 

하나읷렉콤

유로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파 차폐부품 - 

하나로티엔

에스슬로바

키아 

운수

업 
- 해상/항공운송 - 

팍트라슬로

바키아 

운수

업 
- 운수, 보관 - 

파읶디앤씨

슬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LCD TV 부품 (금속프레임) 

100% 

주재국 

내수 

공급 

토파즈슬로

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LGP(도광판) 

100% 

주재국 

내수 

공급 

컴테크슬로

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EMI GASKET - 

지에스티유 도매 - LCD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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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및 

소매

업 

제이엠티슬

로바키아생

산법읶 

제조

업 
읶쇄 PBA, PCB, SMT - 

제이엠아이

SK 

제조

업 
읶쇄 읶쇄, 출판 POD  - 

동양강철 

도매 

및 

소매

업 

- LED TV - 

아이나노텍

슬로바키아 

제조

업 

기타 

제품 

제조업 

LED 도광판 판넬 - 

아비코전자

㈜ 

도매 

및 

소매

업 

- 전자부품 외 - 

신화읶터텍

슬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확산, 반사, PTR, PTX - 

성주음향 

도매 

및 

소매

업 

- Speaker - 

삼짂엘앤디

슬로바키아 

제조

업 

기타 

제품 

제조업 

LCE 용 몰드프레임 - 

삼읷이노팩

슬로바키아

제조

업 

기타 

제품 
가전제품 포장재, 기타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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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법읶 제조업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생산법읶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전자제품(TV, Monitor, STB, 

DVDP, MP3, HTS) 

수출 및 

내수  

병행 

삼성물산-

포스코합작

가공센터 

제조

업 
금속 강재가공 

수출 및 

내수  

병행 

삼성디스플

레이슬로바

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LCD 제품 

수출 및 

내수  

병행 

삼강다이캐

스팅슬로바

키아 

제조

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 및 자동차 부품(주조)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동짂정밀슬

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TV 부품 기구물  

100% 

주재국 

내수 

공급 

동우화읶켐 

도매 

및 

소매

업 

- Polizer film, Diffusion Sheet - 

동양 E&P 슬

로바키아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SMPS(Switching Modlue 

Power Supply) 
- 

극동 

도매 

및 

소매

업 

- 부동액, 브레이크액 외 

100% 

주재국 

내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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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암전자 
제조

업 

전기·전

자·정밀

기기·부

품 

LCD/PDP TV 외관 사출품 - 

 

출처: KOTRA, 2016 

 

Moon (2007)에 따라 북미와 유럽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시장을 찾거나 전략적 자산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FDI를 통해 무역 경

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을 극복하며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슬로바키아에 R & D 

센터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 투자의 동기는 시장

을 찾으며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 

할 것이다. 시장 진출에는 현지 국가에서의 기업 입지, 생산 창출 및 시

장의 학습이 포함된다. 슬로바키아의 저임금의 노동은 한국 기업에게 중

요한 동기가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의 평균 임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Kim, Rh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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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연평균 임금, 2000-2016 (달러) 

 

 

출처: www.oecd.org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연평균 임금 격차는 상

당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임금은 슬로바키아의보다 거의 두 배이다. 

2016 년에 슬로바키아의 연평균 임금은 29,125달러에 비해 한국의 연

평균 임금은  $ 13,934였다. 즉, 2016 년에 슬로바키아 노동자 당 평균 

15,191 달러를 절약하였다. 

그 차이는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 최초의 투자가 이루어진2002 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2 년에 슬로바키아의 연평균 임금은 9 866달러

였고 한국의 $ 연평균 임금은 24 509였다. 즉, 2002 년에 슬로바키아 

노동자 당 평균 14, 643 달러를 절약하였다. 이를 통해 그 격차가 매우 

느리게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인들

은 값싼 노동력으로 슬로바키아에 계속 투자 할 수 있다. 

 

http://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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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절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FDI는 수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 기업을 슬로바키아에 위치시킴으

로써 무역 비용을 줄이며 유럽 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한다. 

또한 해외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은 소비자 취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디

자인 시설에 접근하려는 회사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때때로 한국 

기업은 주요 시장에서의 위치를 잘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위

치에 투자해야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렇다. 예를 들면 슬로바키

아를 포함한 북미, 아시아 및 유럽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 투자한 현대 

자동차이다. 그것은 무역 장벽을 뛰어넘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회사

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하기 위해서

는 회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고

객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Mo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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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주요 고객 (2015) 

<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6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생산법인의 제품이 수출되는 곳의 <그림 1.>에

서 알 수 있듯이 시장과의 친밀감이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

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기대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기아 자동차

는 95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5년에 슬로바키아 공장의 생산량

은 유럽의 기아자동차 매출의 56 %를 차지하였다. 2015 년에 러시아에 

판매량이 가장 많이 팔렸다 (14 %). 그 다음으로 영국 (14%), 독일 

(8 %), 스페인 (8 %), 이탈리아 (6 %) 순이었다. 러시아는 2016 년까지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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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가장 큰 수출 시장능  영국 (16 %)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독일 (9 %)과 러시아 (9 %) 순이었다. 슬로베키아가 유럽 중부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 투자의 이유 중 하

나이다. 

 

전통적인 FDI 이론은 투자하는 회사가 선진국이고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가 개발 도상국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UN (2014)에 따라 슬로바키

아는 선진국이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러나 이 UN의 보고서는 어떤 국가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에 존

재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

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Kim과 Rhe (2009)는  한국이 개발 도상

국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전통적인 선진국에

서 배제되기에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국가로 특징 지워졌다. 그

러므로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전통적인 FDI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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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검토 

 

ABCD 모델은 원래 한국 경제 발전과 한국 기업의 경제 성장을 위해 만

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영전략 이론에 대한 문헌검토부터 시작하여 왜 

서구 경영전략이 아시아 및 한국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

은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해외직접

투자 (FDI) 이론의 무현점토도 필요하다. FDI 이론을 통해 분석된 한국 

기업이 왜 슬로바키아로 이전하였는지 설명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 모델  

 

Courtney (1998)에 따라 모든 경영자가 경영전략의 다른 정의를 

제공한다. 어떤 경영자들은 시장 입지 선택을 강조하며, 다른 

경영자들은 회사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두며, 또 다른 

경영자들은 관리 과정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특정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영전략은 목표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장기 계획이다. 

경영전략이란 어떻게 하면 경쟁자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다. 경영전략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자에 비해 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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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우위를 상승시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Ohmae, 1991). 전략이란 

기업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계획을 

의미한다. 게다가 전략은 그 회사가 어떤 사업 분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떠한 성격의 회사가 되는가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Andrews, 1987) 

기업이 경쟁 우위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에 시작되지 않았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산업 또는 

경제와 같은 광범위한 집계에 중점을 둔다. 1950 년대 후반에 기업과 

경영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시작하였다. 그 당시 어떤 학자들은 모든 

기업이 똑같지는 않으며 기업들의 다양한 시장 성과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Cavusgil, Seggie, Mehmet; 2007). 

Penrose (1959)와 March (1963)과 같은 연구가 초기 단계의 학자들의 

연구에서 그들은 회사가 다양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연구된 

시장 세력의 수동적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성장, 이익, 

시장 지배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은 기업이 경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 년대에 경영전략 

연구는 경제 및 산업 성장과 관련된 가장 주목받은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Moon, 2016). 이러한 연구의 근본적인 질문은 "기업이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전세계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Cavusgil, Seggie, 

Mehme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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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비교하고있는 현대 시대의 경영전략에 대한 네 

가지 이론이 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산업 구조론, 경영자원론, 동적 

역량 이론 및 기관 기관론이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경영전략에 대해 

새로운 것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산업 구조론(industry- structure view)은 Porter 의 5 세력 모형(Five 

Forces Model)으로도 알려질 수 있다. 산업별로 이익률이 다르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견해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산업 구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Porter 는 산업의 가치는 다섯 가지 경쟁 세력을 통해 

분석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경쟁 세력은 산업 경쟁 (기존 회사 

간 경쟁 정도), 대체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과 

공급자의 협상력 및 진입 장벽,즉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이다 (Porter, 

1998). 

 

또 하나의 견해는 우수한 기업 성과의 핵심으로 자원을 보는 

경영자원론(resource-based view)이다. 이러한 자원은 유형 및 무형일 

수 있지만 이질적이어야하고 (기술, 기능 및 다른 조직이 소유하는 

자원이 회사마다 다름) 움직이지 않아야한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자원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지 않음).  부동성은 기업이 

경쟁 업체의 자원과 전략을 복제 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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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자원이 VRIO 특성을 충족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이나 

역량이 가치 있고 희귀할 뿐만 아니라 모방하기에 값이 비싸며 회사 

자체가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 조직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가정을 통해서만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있다 (Barney, 

1991). 따라서 산업 구조론과 비교하면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Ra (2008)는 산업 

접근법은 외부 변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관점을 기반으로하고 있으며, 

경영자원론은 기업이 자원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하였다. 

Jurevicius (2013)에 따르면 무슨 이론이 더 나은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으며 최선의 접근 방식은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도 조사하고 

두 가지 견해를 결합하여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세 번째 이론은 동적 역량 이론이다. 역동적인 역량(dynamic 

capabilities)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부 역량을 통합, 

구축 및 재구성할 수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업의 민첩성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기회와 위협을 감지하고 

형성 할 수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며 기업의 자산을 

강화, 결합, 보호 및 심지어 재구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Teece, 2009). 이 이론은 학습, 경로 의존성, 자산 위치, 복제 

및 모범과 같은 몇 가지 역동적인 요소를 소개한다. 경영자원론과 



 33 

비교하먄 경쟁 우위는 기업 고유한 자원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 

구성에서도 비롯된다(Cavusgil, Seggie, Mehmet; 2007). 

 

마지막 현대 시대의 경영전략은 기관론이다 (institution-based view).이 

이론은 더 이상 배경으로만 기관의 역할을 가정하지 않으며 기관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형성한다고 제안한다. 

그것은 적절한 사회의 차이를 해명으로 이전의 전략을 보중한다 (Peng, 

Wang, Jiang; 2008).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관들은 전략적 선택과 

관련하여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관은 

거래 및 정보 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된다. 또한 기관들은 세계 시장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관이 정한 공식 및 비공식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의미다 (Ra, 2008). 

따라서 국제 경영전략의 기관적 견해는 다국적 기업과 기관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룬다(Peng, 2002). 

Ra (2008)는 특히 국제 차원에서 경쟁에 대한 외부 및 내부 분석만 

충분하지 않으며 글로벌 차원이 추가되었으므로 분석이 더 

광범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은 자국 및 외국 

기관을 고려해야한다. 다른 세 가지 이론에 대한 문제점은 문화와 같은 

사회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 상황에만 있는 

경쟁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Meyer, 2004). 이 마지막 이론의 필요성은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세계화되고 있고 많은 전환국 경제가 국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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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Ra, 2008). 또한 Peng, Wang, 

Jiang (2008)에 따라서  전략적 삼각대에서 3 위를 차지합니다. 산업별 

경쟁 및 기업별 자원 및 역량과 함께 전략적 삼각대에 나타난다. 

 

이 4 가지 보통 이론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적용 할 수있는 이론은 없다.그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혁신 및 개인 소유와 기업가 기술의 자극에 중요한 중소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중소기업은 경제 위기와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있는 유연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Machek & Machek, 2013). 그러나 이 이론은 본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언급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라 언급한 네 가지 견해는 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서로 칭찬한다고 제안한다. Porter 의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은 이 모든 요소를 강하게 결부시키다. 이 모델은 

특정 요인으로 인해 국가 또는 그룹의 경쟁 우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되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세계 경제의 전통적인 이론과 달리 

다이아몬드 모델이 국가 성공의 요인 조건을 토지, 천연 자원, 노동 및 

자본 (인적 자본 포함)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술 산업, 숙련 된 노동력 

및 국가 정부의 지원과 같은 새로운 요소로도 정의한다. (Smi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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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경영전략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략은 아시아에서 성취된 성공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며 많은 학자들은 아시아 비즈니스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주로 집회주의나 

강한 권위주의적 지도력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성공 요인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Moon, 2016). 게다가 연구자들은 제도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하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Yang and Su, 2013). Khanna 와 Palepu (2000)는 아시아 사업관행의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찾기 위해서는 문화적 규범과 

관습과 같은 아시아 비공식 기관을 이해를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비공식 기관이 오늘날까지도 아시아 사업관행에 영향을 미치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은 보통 비공식적이거나, 약식으로 공식화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아시아 사업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교와 같은 

아시아 철학은 지역의 사업관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Luo (1997)는 유교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대인 관계가 사업 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업 

성과를 향상 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 및 비즈니스 관계가 아시아 

시장에서의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Lien 과 Li (2013)는 가족 소유권 (가장 성공적인 한국 

재벌의 경우의 흔히 있는 일)이 다각화의 정도가 커진다는 것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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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리 

Lee at al. (2013)에 따라 특히 G7 국가와 마케팅 제휴의 발표가 기업 

가치의 상승을 반영하는 중요한 긍정적인 비정상 수익률을 산출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증가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 기회와 역의 관계가 

있다. 

 

이는 아시아 비즈니스 관행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고 아시아 비즈니스 

전략 모델을 만드는데 도움이되는 모델이 아닌 단지 제안이다.이 

연구들의 한계는 대다수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다. 비록 

한국과 중국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슷한 특성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사업 관행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별도의 

경영전략 모델이 필요한 것 같다. 

 

3. 한국 성공 요인과 고유성 

 

수년 동안 한국의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고유성에 대해도 언급하였다. 이는 전체 국가의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특히 재벌①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 독특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모델이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다. 

                                            
①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대한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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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패턴이란 회사 성공의 예나 특정 속성을 의미한다. Shin (1995)에 

따라 한국 기업의 성공은 특별한 경영 스타일, 전통 및 사업관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세계 성공적인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해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와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의 

한국 기업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Amsden (1989)은 다른 나라를 모방한 한국의 학습 스타일과 한국의 

"차용 스타일"의 독특함을 지적하였다. 즉, 한국 숙련공의 동화, 수입된 

기술을 운영 및 개선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역량을 칭찬하였다.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의 역할에 대해 칭찬을 하였다.  왜냐하면 

저임금으로 인해 한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큰 다양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제 성장을위한 또 다른 

독특하고 성공적인 요인은 외적 요인이다. 이외적 요인이 일본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20 세기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일본의 관심이다( Shim 

& Lee, 2008). 

Chang (2010)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이데올로기와 가족 핵형성의 기능

주의 이론 사이에는 독특한 관계가 있음; 독특한 농촌 - 도시 관계; 산업화의 

다양한 사회 변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 사회의 독특한 역할; 독특한 운영 목표 

( 이익 추구 외에 기업 규모의 성장, 재벌 소유권 및 관리 통제의 확대와 재벌 

소유자의 개별 재정적 이익 극대화); 재벌 자회사의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위치; 대출, 상호 투자 및 부채의인수업 선호의 독특한 관행; 재벌에 독특

한 가혹한 경영 활동; 소유권의 독특한 조직 구조와 독특한 정치와 역사적인 배

경은 재벌과 결탁한 많은 행정, 정치, 사법 및 언론인 엘리트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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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1990)는 다음과 같은 한국 개발의 요소 4 가지를 지적하였다. (1) 한국이 

한정된 자원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을 배움으로 인해 한국인  강력한 "생존 특성"을 배움 (2) 인적 자원에 대한 교

육 및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 (3) 정부가 "개발 중심"정책을 지지

함 (4) 한국이 거대한 노동 잉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유 무역

을 유지하게 해주는 국제 환경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한국의 재벌 성장 없이는 달성되지 못할 한국 

경제 성장의 이유였다. 그로므로 한국의 재벌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4. 국제화 

 

경영전략을 분석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비즈니스가 더욱 

국제화되는 세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Moon (2016) 에 따르면 

기업 국제화의 두 가지 주요 도구가 있다. 무역 및 해외 직접 투자 

(FDI)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FDI 이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FDI 란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기업의 사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목적으로하는 국제 투자로 정의된다 (IMF, 

1993).해외 직접 투자는 한 국가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자산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다른 국가의 자산을 취득 할 때 발생한다 (WT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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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이론은 다음과 같은 6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투자자가 

누구인가? 어떤 종류의 외국인 직접 투자할까? 왜 우리는 투자할까? 

어디로 투자할까? 언제 투자할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까? (Dudas, 

2017) 

Vernon 의 제품수명주기론은 생산주기 - 혁신, 성장, 성숙 및 쇠퇴의 4 

단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Denisia, 2010). Ozawa 에 따라 개발의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는 FDI 와 다른 관계가 있다 (Dudas, 

2017). 

Hymer (1976)은 국제 운영 이론에서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로 

인해  갈등을 제거하려고 노력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회사가 다른 

모든 회사를 통제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자재에의 접근성,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회사 특유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Buckley and Casson (1976)은 내부화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는  최대 이익이 추출 될 수 있는 마케팅 및 관리 자원의 

시장을 내부화함으로써 회사는 회사는 거래 및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FDI 에 대한 일반 이론은 없지만 가장 대중적인 FDI 이론은 Dunning 의 

OLI 이론이다. 또한 절충이론(Eclectic paradigm)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다른 이론들을 결합하고 있으며, 기업이 FDI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합니다. 첫째, 기업 특유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회사의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 내에서 저비용으로 이전되어 고소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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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위치 특유의 우위다. 

소유하고있는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판매하거나 임대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내부화 우위다. 회사가 원산지 

국가 이외의 다른 요인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이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Dunning, 2001). 

 

5. 선행 연구 한계 

 

문헌 검토에서 보았듯이 기업 성장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경영전략은 많다. 

그러나 한국 사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성장을 후원하였던 한국 독특한 

요소를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은 몇 가지 이유로 

응집력이고 포괄적인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첫째, 서구 경영전략 이론은 광범위한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특히 이전 절에서는 기존 이론이 유교 이데올로기와 한국인의 강한 생존 

특성과 같은 한국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보통 서구식 경제 사회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있다. 

반면에 ABCD 모델은 과거의 일반적인 의사 결정 상황을 해결하면서 

이러한 기반을 포괄 할 수 있다. ABCD 모델은 경영전략 이론의 필수 

요소와 중요한 한국 성공 요인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철저한 프레임워크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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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의 ABCD 모델은 모든 이전 이론을 하나의 모델로 멋지게 

요약한다.이 모델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산업 구조론의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천한 산업에 

중점을 두었다. 추천하였던 이유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임을 알았 

기 때문이었다. 경영자원론의 측면에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적 역량 이론의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고객의 요구에 잘 

적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기관론의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모델을 통해 

한국 기업을 분석하는 대신 이 이론을 포함하는 ABCD 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둘째, 기존 이론은 한국 경영전략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있는 단일 모델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장 포괄적인 

Porter 의 다이아몬드 모델조차도 유교 가치와 한국 고유의 성공 요인을 

설명하지 않다. ABCD 모델은 다른 경영전략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데 

기업 및 국가 경제 성장을 분석하며 미래의 아시아 경영전략을 분석할 

수있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셋째, 문 (2016)에 따라 기존 연구가 성공 요인에 초점을 맞추지만 

경쟁력을 달성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른 회사나 

국가에서 성공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더 쉽도록 ABCD 모델에서 잘 



 42 

설명하려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가 낮은 노동 비용을 

추구하는 중국에 있는 Apple 공장이다. 그러나 노동비용만 살펴보면 

중국보다 노동비용이 낮은 나라(베트남, 방글라데시)도 있다. 노동비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문화, 동기 부여, 노동 생산성 등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에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센티브가 

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등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모델이 한국 기업과 같은 시장에서 후발기업이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 ABCD 모델은 한국 사례에 더 적합한다. 연구 및 

개발(R&D)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목표를 얻기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 할 수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매출 및 시장 점유율을 높임에 중점을 둔다. (Mo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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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BCD 모형  

 

ABCD 모델은 문휘창 교수의 모델이고 원래 한국의 경영 및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위한 전체 론적인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다 ② . 그러나 

ABCD 모델은 경쟁 우위가 있는 모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분석하기위한 프레임워크를 

입증 할 것이다. 

ABCD 의 각 문자는 민첩성, 벤치마킹, 융합 및 전념라는 네 가지 요인 

중 하나를 나타낸다. 각 요소는 두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며 다 같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도구를 구성한다.이 

장은 경영전략 컨텍스트에서 ABCD 의 각 구성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진행된다. 

  

                                            
②
문휘창 교수의 경제 성장 ABCD 모델은, 즉 본 논문의 프레임 워크, Aithal 

P.S. et. al. (2015)의 ABCD 프레임워크와 다르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 전략, 개념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의 효과를 연구한다는 모델이

다. 다양한 결정 요인을 통해 결정되는 4 가지로 구성된 요소의  장점, 이점, 제

약 및 단점을 기반으로한다. (Aith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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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BCD 모델 

 

민첩성 속도 

정확성 

벤치마킹 학습 

현실적 최선 

융합 혼합 

시너지 창출 

전념 성실 

목적 지향성 

 

 

제 1 절  민첩성 

 

이 모델의 첫 번째 요소는 속도와 정확성의 두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 

민첩성이다. 요즘은 비즈니스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한다. 

오늘은 경쟁 제품이라도 내일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보장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속도에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한다.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업무 지연과 느린 프로세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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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관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빨리 빨리라는 문화의 대중적 

문구로 포착 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납품 일정과 약속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속도는 한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한국이 경험한 경제 성장은 

전 박정희 대통령의 속도 지향적인 산업화 정책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 필요성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한국의 속도를 볼 수도 있다. 기업들이 

주저한다면 시장 경쟁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설립된 서구 기업들이 있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은 한국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Steel (2015)에 따르면 제조 공정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는 세 가지가 있

다. 자동화, 교육 및 전환 과정의 최소화를 통한 것이다. 첫째, 제조 자

동화된 기술은 육체노동자보다 더 빨리 일할 수있을뿐만 아니라 육체노

동자보다 더 정확하며 일관성 있게 작업 할 수 있다. 사람과 달리 기계

는 동일한 작업을 몇 시간 이상 반복해도 지치지 않다. 자동화의 결과는 

결함이 적은 더 나은 부품이다. 게다가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시

간과 인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제조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둘째, 제조 공정이 자동화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든 인적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다. 로봇은 여전히 유지 보수,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

며, 이 로봇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최신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생산 공정에서 부품을 한 기계에

서 다른 기계로, 공급 업체에서 조립 공장 등으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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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프로세스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조 공정 속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신속한 생산을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부품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 업

체 간의 거리가 물류의 속도와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Zhang, Li, Wu, 

Meng, 2016). 

 

Ward (2014)는 장거리 공급망이 더 짧은 것보다 느릴 뿐만 아니라 유연

성이 낮으며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급 업체의 근접성에

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물류 비용이다. 대형 복합 

조립품보다 원자재나 간단한 구성 요소를 출하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

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중요성은 해당 구성 요소의 크기, 기하학적 복

잡성 및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크기, 기하학적 복잡성 및 취약성의 

값이 클수록 여행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거리는 공

급망에서 요구되는 재고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물품 목록은 극

한 날씨,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예측할 수 없는 수요 변화,지연 및 중단

에 대한 보험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급 업체를 공장 근처에 두는 또 다

른 이점은 환율 교환 위험을 피하면서 수입세 및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

이다. 최종 단거리에서는 생산자와 공급자의 근접성이 전달 비용을 낮추

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돈을 절약 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큰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모든 중요한 공급 업체가 주변에 있도록 처리한다. 흥미롭게도 

많은 한국 공급 업체를 그들과 함께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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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한국 기업에서 널리 인정되는 측면이지만 결정적으로 간과되는 

요소는 기업 운영의 정확성이다. 정확성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정확성을 나타낸다. 

품질은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기업의 관심사가되고 있다.  

운영 품질은 다양한 품질 인증, 품질 상, 고객 만족 및 기업의 품질 경

영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비즈니스 운영,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

는 공식 프로세스입니다. 양질의 품질 경영 시스템은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공정 관리를 개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교육을 

원활하게 하며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덕적 인면을 높여준다 

(Kilburn, 2015). 더 구체적으로 품질 경영 스스템은 우수한 품질의 제

품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고객 만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국 고

객 충성도로 이어진다. 품질 경영의 도구는 조직이 고객이 실제로 원하

는 제품을 설계하며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회사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낭비와 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된다 (Juneja, 2018). 주요 이점은 효율성 향상, 직원 사기 개선, 

국제 인정 및 프로세스 개선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품질 경영 

인증은 ISO 9001이다 (Kilburn, 2015).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이다. 이는 기업 및 조직이 고객 만족도를 효

율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IS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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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이 없다면 속도가 위험 부담을 동반하며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가 ABCD 모델에 설명된대로 

민첩성을 구현하려면 속도와 정확성을 잘 조합해야 한다. 

 

제 2 절 벤치마킹 

 

두 번째 요소 벤치마킹은 효율적인 따라잡음을 위한 학습 및 현실적 

최선을 결합한다. 우수한 성능으로 이어질 산업 현실적 최선을 찾는 

것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포함된다 (Moon, 2016). 기존의 많은 이론은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대부분 기업 내에서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산업 내에 있는 다른 회사로부터 배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성장의 

원동력이되는 혁신에 대한 현대적인 초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 외부로부터 보호되는 동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특히 개발 도상국의 기업은 다른 기존 회사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다. 요즘은 제품주기가 짧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자와 직원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같은 산업의 

회사에서 배울 점이 늘 있다. 예를 들어, Apple 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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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는 철학에 열려있었다. 이 회사는 

혁신과 창조의 현대적인 모델이지만 기존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지지한다. 

직원의 학습 및 교육은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

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재능을 찾고, 새로운 인재를 

지원하며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현지국가의 교육 수준을 돕는 과정에

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맹목적으로 학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산업의 현

실적 최선에서 정의된 바른 종류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 

지도자와 관리자는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에 따라 현실적 최선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기 전에 

비즈니스가 유력한 현실적 최선 또는 미래의 새로운 관행을 식별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상의 벤치마킹 전략은 현실적 최선을 배우고 개

선하는 것이다. 현실적 최선은 정확하거나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되거

나 규정된 상업적 또는 전문적 절차로 정의된다 (Oxford 

dictionaries, 2018). 

좋은 예가 삼성에 대한 Apple 의 소송의 예이다. Apple 는 삼성이 

아이폰을 모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초창기에 아이폰을 모방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폰 모방이 아닌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도박을하며 성공하였다. Apple 가 소송에 이길 즈음에 삼성은 

이미 많은 돈을 벌 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 관행을 모방하지 않도록 

전화 개선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에 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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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복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며 Apple 의 학습 및 현실적 

최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되었다 (Smith, 2017).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방은 무의미한 복제나 낮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방은 원래 제품이나 브랜드보다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쟁사를 능가하기 위해 삼성은 학습 단계를 넘어 

새로운 현실적 최선을 창안하였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또는 지역별 현실적 최선을 습득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지역 문제를 파악하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아와 삼성이 슬로바키아에서 공장을 개업한 후에 문화 

적응 과정을 거쳐야하였다. 기업 문화를 강화하면 직원의 헌신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Willmott, 

1993). 

 

제 3 절 윤합 

 

ABCD 모델의 세 번째 요소는 혼합과 시너지 창출로 구성된 융합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기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혼합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자원의 이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중복되는 기술과 산업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 활동의 다각화에 

혼합 전략을 적용 할 수 있다.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한국과 같은 경우 

기업은 흔히 즉각적인 소득원을 필요하였다. 따라서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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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성장 분야를 모색하였다. 완벽한 예가 설탕 

정제수의 수익을 사용하고 관련없는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 삼성이다. 

초과 자원 때문에 다각화하지는 않았지만 거래 비용을 줄이며 추가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 

다양한 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가능하였다. 

이 혼합 전략은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로 더 분류 할 수 있다. 성공한 

한국 재벌은 관련 및 비관련의 비즈니스를 잘 조합된 다각화가 특징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활동의 혼합은 서로 대립하는 경우 회사를 부양보다는 

해로울 수 있다. 조화와 균형은 여러 구성 요소를 혼합할 때 중요한 

측면이다. 혼합은 회사와 조화롭고 유익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모험은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이 될 수 있다 (Drucker, 2011). 경쟁 우위는 개별 활동보다는 전체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필요한 시너지 창출과 통제된 

혼합을 통해 경쟁력에 대한 경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한다. 

시너지는 두 결합된 회사의 가치와 성과가 결합하지 않된 개별 회사의 합보다 

클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기업 간에 시너지 창출은 잠재적인 재정적 이

익을 가져온다 (Investopedia, 2018). 회사가 자체적인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사

용한다면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출처는 공통 플랫폼과 같은 

기술; 공통 브랜드와 같은 마케팅; 공유 할 수있는 일반적인 물류와 같은 제조

이다 (Peng, 2008).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사업의 다각화는 한국 재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

이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를 무너 뜨리는 것은 사업이 다른 사업과 섞여 있는

지 또는 저신의 다각화된 사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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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념 

 

마지막 요소는 강력한 헌신을 위한 목적 지향성과 성실로 구성된 

전념이다. 요즘의 세계화된 경제에서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요소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요소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 

한국의 성공은 국민의 성실에서 기인한다. 노동력의 생산성은 ABCD 

모델의 성실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3 번째로 많다 (OECD, 2016). 이로 인해 한국인의 성실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초기 개발은 노동자들의 열심히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은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 

시간을 일하였다. 한국인의 동기 부여의 또 다른 이유는 민족주의 

때문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의 운명이 그들에 달려 있다고 느꼈다. 

선진국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민족주의 압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의 이러한 속성은 보통 서구의 경령이론이 간과되고 있다. 

성실은 기업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문화는 일의 동기 

부여와 직원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 

ABCD 모델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실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의 

노동 생산성과 평균 근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개인이나 국가에 결코 도움이되지 않지만 성실만으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다. 목적 지향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성실을 조장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두 가지 목표를 구별 할 수 있다. 역량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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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리엔테이션 학습 (learning orientation) 및 역량 자체를 보여주는 

성과 지향(performance orientation)으로 구별한다. 목표 지향성은 사람

이나 조직이 작업과 그 작업의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두는 정도이다. 전략

적 차원에서 조직은 비전 진술(vision statement)과 핵심 역량을 사용하

여 가능한 목표 지향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Lacoma, 2018). 기업 

직원의 동기 부여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회사의 

경영에 크게 의존한다. 

 

이 마지막 요소는 성공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ABCD 모델의 

다른 요소를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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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 분석 

 

다른 나라에서 적용될 수있는 한국 모델의 부분은 요즘의 학문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본논문의 관심사이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 ABCD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지역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모델의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살펴 보겠다. 

슬로바키아 경제에 중요한 두 가지 한국의 투자는 삼성과 기아자동차가 

하였다. 

 

삼성 재벌은 1938 년 서울에서 설립되어 한국 최대의 대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의 브랜드의 아래 결합되는 수많은 제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에 조립 공장 2 개를 신설했으며 둘 다 

슬로바키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슬로바키아법인 

(Samsung Electronics Slovakia s.r.o.)이란 최초의 공장 2002 년 

갈란타에서 문을 열었다. 요즘 이 공장은 LED 기술로 가장 현대적인 

LCD TV 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LED 기술은 SMART 기능으로도 

TV 를 3D 품질로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생산 기술의 지속적인 

근대화로 시장 요구 사항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새로운 모델을 생산한다. 

불과 몇 년 만에 갈란타의 삼성 공장은 유럽에서 삼성의 가장 큰 공장이 

되었다. 10 년 만에 6 천만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직접 공급 

업체와 함께 슬로바키아 경제 및 지역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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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표9.>,<표10.>에 따라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은 잘하고 있

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직원 수는 2008 년에서 2010 년까지 50 % 감

소한 후에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감소는 세계 금융 위기에 때문에 

제조 공정의 재구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 재구성 덕분에 업무 효율

이 50 % 증가하였다 (Vašuta, 2011). 삼성 전자는 주로 LED TV를 생

산해 왔으며 생산된 TV의 양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생산의 주요 감소는 

세계 금융 위기에서만 발생했으나 예상될 수 있다.  회사의 순이익은 세

계 금융 위기 당시의 하락을 제외하면 보통 일정하였다. 

 

<표8.>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순이익, 2010-2016 (수천의 유로)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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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삼서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이 생산된 TV 유닛 (수백만의), 

2009-2016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표10.>삼성전자슬로바키아법인의 종업원의 수 (2007-2016)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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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 (Samsung Display Slovakia s.r.o.)이란 두 

번째 삼성 공장이 보데라디에서 2008 년에 문을 열었다. LCD 모듈 

(Liquid Crystal Display Module)을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 유일의 

삼성 전자 공장이다.  LCD 모듈은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TV 및 모

니터의 기본 부품이고 생산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장에서 생산 

된 제품의 100 %가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에 공급되었다. 안타깝게

도 2018 년 1 월에 보데라디에 있는 삼성의 조립 공장을 폐쇄하며 갈란

타로 이전하여 삼성전자슬로바키아법인에 흡수 될 계획이다. 그 이유는 

두 삼성 계열사가 한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 슬로

바키아 공장에서는 회사가 부가가치가 낮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즉 

공장은 조립 공장이다.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생산된 다음에 모니터가 

완료된 갈란타에 있는 공장으로 이송된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인들이 

슬로바키아보다는 다른 나라의 저렴한 노동력을 고용하기를 원하였지만 

슬로바키아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한국인은 회사 두개를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내부 직원 (2018 

년에 570 명)은 갈란타로 이전될 예정이다 (SME, 20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직원의 수, 생산 단위의 수 

및 회사의 순이익의 감소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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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삼성 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이의 순이익, 2010-2016 (수천의 유

로)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표12.>삼성 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이 생산된 TV 유닛 (수백만의), 

2009-2016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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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삼성 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이의 종업원의 수 (2007-2016) 

 

출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3-2016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투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이다. 

기아자동차는 유럽 국가들의 제품 수요 증가로 유럽 최초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아자동차는 1944 년에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이다. 1998 년에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일부가 되었다. 기아자동차가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부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모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Moon, Yin, 2015). 

그래서 유럽의 수요 증가로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 (KIA Motors 

Slovakia s.r.o)이 2004 년에 질리나에서 문을 열었다. 회사의 주요 

임무는 엔진을 포함한 자동차 생산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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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유닛이며 기아의 총 생산 능력의 10 %이다. 2018 년의 

시점에서 Kia Cee’d, Kia Sportage 및 Kia Venga 자동차 3 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7 종료의 엔진도 생산한다. 회사는 약 3 80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장으로 유럽의 기아자동차 

수요의 54 %를 제공한다. 

 

<표14.>와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는 슬로

바키아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 생산 첫 해 이후로 연간 생산된 자동차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엔진 생산량은 엔진 생산 첫 해보다 

5 배 이상 증가하였다. 회사의 번영은 <표14.>의 증가하는 종업원의 수

에서도 볼 수 있다. 2006 년 슬로바키아에서 회사 설립 이래로 직원 수

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6 년에는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가 약 

1600 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2016 년에는 3 625 명을 고용하였다. 그리

고 표들을 보면 2009 년 세계 금융 위기가 전체 생산이나 고용에 큰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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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직원의 수, 2006-2016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 연차 보고서 2006-2016 

 

<표 15.>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생산, 2006-2016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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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통계 자료를 보면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생산법인이 삼성 

슬로바키아보다 더 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아 자동차는 

슬로바키아에 설립된 이래 기복이있는 삼성 회사와 비교하여 성장해 

왔다. 더욱이 2018 년에 삼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합작 

삼성 회사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벌의 투자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지역의 전체 고용과 슬로바키아의 GDP 성장을 돕고 있다. 

 

제 1 절 민첩성 

 

ABCD 모델은 글로벌 가치 사슬 활용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이 민첩성의 조건, 즉 속도와 정확성을 충족 시키면 가치 

사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가 각 활동의 산출물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다음 활동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최종 제품의 경쟁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는 주요 공급 업체와 회사의 주 조립 공장 간의 

거리를 통한 제조 프로세스의 속도를 보여줄 것이다. 제조 프로세스의 정확성은 

기업의 품질 관리를 통해 보여 줄 것이다. 

 

2016 년의 마지막 데이터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77 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이중 트르나바 지역에 위치한 27 개의 회사가 바로 삼성 공장 

단지에 있거나 인접 해 있다. 또한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와 

가까운 질리나 지역에는 18 개의 회사가 있다. 



 63 

먼저 트르나바 지역에 위치한 27 개의 한국 기업을 살펴 보겠다. 이 

27 개의 회사 중 7 개가 보데라디 단지에 직접 위치해 

있다(한솔테크닉유럽법인, 파인디앤씨슬로바키아, 신환인터텍슬로바키아, 

삼진엘앤디슬로바키아, 삼성물산-포스코합작가공센터, 심성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와 동우화인켐). 이 모든 회사는 주로 삼성의 TV 용 

제조업체이다. 예를 들어, LCD TV 를 담당하고 있는 

파인디앤씨슬로바키아; BLU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솔 테크닉 

유럽법인;  확산, 반사, PTR 및 PTX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환인터텍 

슬로바키아 등이다. 

갈란타에 있는 다른 산업 단지에 8 개의 한국 회사가 있다 

(하나로티엔에슬로바키아, 팍트라슬로바키아, 제이엠아이 SK, 동양강철, 

아비코전자, 삼일이노팩슬로바키아생산법인, 삼성전자슬로바키아 

생산법인과 동양 E&P 슬로바키아). 제조업뿐만 아니라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도 있다. 보데라디 산업 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갈란타의 한국 

회사는 주로 삼성의 제조업체이다. 예를 들어, LED TV 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동양강철; TV, 모니터, STB, DVDP, MP3, HTS 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하는 삼성전자슬로바키아생산법인; SMPS (Switching 

Module Power Supply)를  제조하는 동양 E&P 슬로바키아 등이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산업 단지를 제외한 트르나바 지역에 위치한 다른 

한국 회사들 대부분 삼성의 TV 를 생산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아이나노텍슬로 ( LED 도광판 판넬의 제조업), 성주음향 (스피커의 도매 

및 소매업), 동진정밀슬로바키아 (TV 부품 기구물의 제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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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의 공급자, 2016 

 

출처: KOTRA, 2016 

 

 

<표 16.> 삼성전자 슬로바키아에 공급하는 호사들의 거리 

 

삼성전자 슬로바키아에서의 거리 

도시 거리 (km) 

읶지슬로바키아 34.7 

신흥정밀(주)슬로바키아 37.5 

방주전자슬로바키아 29 

누리텍 48.5 

진영지앤티슬로바키아판매법인 45.6 

성지슬로바키아 45.7 

동진하이텍 138 

대영전자슬로바키아 52.7 

한솔테크닉유럽법인 16.5 

파인디앤씨슬로바키아 16.8 

토파즈슬로바키아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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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테크슬로바키아 21 

지에스티유럽 12.2 

아이나노텍슬로바키아 21.8 

신화인터텍슬로바키아 16.3 

삼진엘앤디슬로바키아 16.9 

삼성디스플레이슬로바키아 17.7 

종진정밀슬로바키아 8.73 

동양 E&P 슬로바키아 0.405 

코암전자 6.15 

편균 31.6 

 

출처: KOTRA, 2016 

 

삼성 슬로바키아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위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이것은 고객 만족을 보장하며이 인증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이 인증은 회사의 효율성, 직원들의 사기 개선, 국제 인정 및 

프로세스 개선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림2.>과 <표16.>에 따라 삼성은 

중요한 업종을 다 하나의 지역에 통합하여 최종 제품에 필요한 모든 구

성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게다가 다른 많은 회사들과 마

찬가지로 슬로바키아 회사의 품질 관리를 위해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다음으로 질리나지역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과 관련된 

18 개 회사에 대해 살펴 보겠다. 삼성의 산업 단지와 비교하면 기아의 

공급 업체는 질리나의 지역 본부와 함께 여러 소규모 단지에 분산되어 

있다. 다른 한국 공급 업체는 본부에서 반경 35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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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 개 회사는 모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다. 예를 들어, 

연료펌프 모듈의 제조하는 현담슬로바키아; 평화정공슬로바키아는 

자동차문 모듈의 제조업; 삼우는 자동차 배기장치의 제조업 등이다. 

또한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가 슬로바키아 

국경과 질리나와 가깝게 체코에 공장을 건설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림 3.> 삼성 전자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의 공급자, 2016 

 

 출처: KOTR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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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에 공급하는 호사들의 거리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에서의 거리 

도시 
거리 

(km) 

현대모비스슬로바키아 2.15 

현담슬로바키아 4.03 

동희슬로바키아 4.61 

삼우 5.12 

현대다이모스 4.84 

글로비스슬로바키아 4.86 

평화정공슬로바키아 4.98 

현대케피코 5.14 

성우하이텍슬로바키아 6.2 

유로우경 5.47 

현대제철 슬로바키아 2.29 

세종슬로바키아 8.87 

SK 메탈 9.05 

한국메탈슬로바키아법인 24.7 

TI 한일슬로바키아 25.9 

DRB 동일슬로바키아공장 30.8 

유니테크 37.1 

유라 39.8 

한라공조슬로바키아 43 

우리산업(주) 49 

한온시스템 48.8 

코암 52.7 

동원금속슬로바키아 52.9 

한일이화슬로바키아 55.3 

대정유럽 56.2 

삼화테크(주) 39.8 

일진슬로바키아 44.2 

유라엘테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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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다보 137 

삼강다이캐스팅슬로바키아 133 

하나일렉콤유로 132 

유아이로지스틱솔루션 150 

코아비스슬로바키아 169 

편균 45.3 

 

출처: KOTRA, 2016 

 

제조 공정의 정확성 확보하기 위해서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는 국제적

으로 인정된 IOS9001 인증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다. 고객 만족은 최우선 순위이며 만족스러운 고객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차량의 품질을 보장하는 약 400 명의 직원이 있어 고품

질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자동차 만 제공한다. 2016 년에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가 기록되었다. 기

아 자동차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품질 상인 슬로

바키아 공화국의 2016 국가 품질상 (National Quality Award)을 획득하

여 최대 고객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Kia, 2016).  

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아는 모든 필요한 공급 업체를 한 지역에 

배치하며 성공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있는 생산을 보장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슬로바키아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의 철학과

는 대조적이다.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에 4 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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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슬로바키아의 다른 지역에 있다. 첫 번째는 브라티 슬라바 수도에 

있으며 자동차 조립 및 다양한 자동차 부품 생산에 중점을 둔다. 두 번

째는 마틴에 있으며 구성 요소의 생산에 초점을두고 있다. 세 번째 공장

은 코시체 있으며  차량의 분해에 중점을두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투파바에 있으며  자동차 생산의 공구를 생산에 중점을두고 있다. 이 

공장들은 서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공장은 슬로바키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는 슬로바키아 중앙부

에 있고 다른 하나는 슬로바키아 서부에 있다. 이 4공장 밖에는 폭스바

겐의 공급 업체는 좀 가깝게 위치한다. 그림에는 폭스바겐 슬로바키아의 다

른 주요 공급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주요 공장에 더 가깝다.   

 

<그림 4.> 포그스바켄 슬로바키아의 공급자, 2016 

 

출처: 포그스바겐의 연차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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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포그스바겐에 공급하는 호사들의 거리 

포그스바겐에서의 거리 

도시 거리 (km) 

Stupava 15.2 

Lozorno 21.3 

Malacky 32.8 

Holic 73.8 

Senica 60.2 

Zlate Moravce 99.4 

Martin 167 

Kosice 311 

편균 97.6 
 

출처: KOTRA, 2016 

 

비록 폭스바겐은 매우 성공적인 유럽의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

든 중요한 공급 업체를 찾기가 훨씬 까다로운 한국 모델을 따라 가면 독

일 회사에게조차도 생산 과정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반

면에 슬로바키아는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사이에 꽤 좋

은 인프라가있는 세계의 작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시체에서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 준비 중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공장을 만들었다. 

언급된 두 개의 한국 기업과 비교하면 포그스바겐 슬로바키아는 정확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된 ISO 9001 인증을 받

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년과 2014년에 포그스바겐 슬로바키아는 폭스

바겐 그룹의 생산, 품질, 재정 및 개인 관리 측면에서 최고의 공장으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번 수상은 그룹 외부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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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제 2 절 벤치마킹 

 

ABCD 모델의 벤치마킹에 따라 한국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슬로바키

아에 오기로 결정 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또는 지역별 현실적 최선을 습득해야 하였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

니스를 만들기 위해 지역 문제를 파악하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

아와 삼성이 슬로바키아에서 공장을 개업한 후에 문화 적응 과정을 거쳐

야하였다. 기업 문화를 강화하면 직원의 헌신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조직

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Willmott, 1993). 그래서 슬로바

키아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현실적 최선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문

화적 갈등을 다루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세

계 경제의 통합되도록 다국적 기업은 문화 간 차이로 인해 관리 문제에 

직면한다. 문화적 차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공감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비즈니스 경영진이 자신의 방식을 버리

며 완전히 지역 관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진

은 지역 관습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들

이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기업과 한국인 주재원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경쟁자에게 시장 점유율

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명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생산성도 감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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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avas & Bodur, 1999). 

기아 또는 삼성에서 일하기 위해서 슬로바키아에 파견 된 한국인 

주재원의 주요 임무는 슬로바키아 노동자를 감독하는 것이다. 이익을 

극대화하며 생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노동자 간에 

이해가 있어야한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늘 한국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 주재원들은 슬로바키아 노동자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사장님은 

2008 년에 한국의 전통적인 월례 모임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한국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격려하는 일반적 방법이지만, 

슬로바키아에서는 풍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월례 모임 대신 내부 신문을 선호한다. 슬로바키아인들은 집산주의를 

선호하는 한국인에 비해 개인주의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아 

경영진은 슬로바키아의 국가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고 

기꺼이 배웠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원래의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였는데 오전 7 시부터 오후 4 시까지로 변경하는 요청할 때는 

기아 경영진이 이 요청을 수용하였다 (Jun & Lee, 2008). 

두 회사는 슬로바키아에 설립된 이래로 실수로 배웠다. 예를 들어, 슬로

바키아인들이 서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위한 팀 빌딩 활동을 선호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의 기술적 역량에만 기반한 주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냐하면 한국인의 개인적 특성을 중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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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아 자동차는 한국 지도부에서 슬로바키아 경영

진에게 권한과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8 년에 26 개 회사의 부서 중 24 개 부서가 슬로바키아 관리자들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ABCD 모델의 학습 요소는 문화적 학습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 

교육 향상에도 관한 것이다. 2006년에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법인은 공

장에 가까운 자체 교육 센터를 개설하였다. 센터에서 직원은 역량, 기술, 

법률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 19.>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종업원의 훈련, 2010-2016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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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훈련을 받고 있다. 2016 년에 직원들은 345 가지 유형의 교육에 

참여하였다. 회사의 훈련은 대부분 신입 종업원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 보내는 최고의 직원을 대상으로하므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슬로바키아 직원 간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인을 위한 슬로바키

아어 수업과 슬로바키아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조직하였다. 

영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이웃 마을의 어린이와 직원 자녀를 위한 회

사의 교육 센터에서 영어 여름 캠프를 조직한다. 이 캠프를 통해 한국인

들은 회사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특히 고위 경영진에서 필요로하는 

커뮤니케이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

상력과 창의력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 년에는 169 명의 어

린이가 이 캠프에 참가하였다. 

2011 년부터 기술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

해 회사 외부에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다. 이 장학금의 수혜자가 학업

의 재정적인 지원, 회사에서 실질적인 인턴십 및 성공적인 졸업 후에 회

사의 보장된 직책이 포함된다. 2011 년에 기아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

작한 이래로 66 명 학생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

니라 선택한 기술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도 얻었다. 그러나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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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장학금 프로그램 학생의 수, 2014-

2016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의 연차 보고서 2016 

 

2007 년부터 기아는 질리나 지역의 중등 직업 학교 학생들에게 인턴십

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 년까지 700 명쯤의 학생들이 기아의 생산 시

설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2016 년에는 졸업 후 기아 자동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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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부터 기아는 창의적인 사고를 지원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

아 혁신 상을 수상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독창적이고 혁

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 몇 가지 최고의 프로젝트가 있는 학

생들의 고등학교는 재정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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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도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인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기술 및 경제 전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장학금 수혜자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삼

성 전자는 멘토링 및 학위 논문의 감독과 같은 도움을 학생들에게 제공

한다. 성공적인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은 삼성의 공장 중 하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장학금 프로그램, 인턴십 및 학사와 석사 학위 

논문 멘토링 프로그램은 세계 위기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 매년 약 40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선택한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

식을 습득한다. 이 학생 중 약 절반은 삼성 전자에서 직접 일자리를 구

한다 (Trnava Dnes, 2014).  

2013 년까지 한국 기업이 영진전문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슬

로바키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직접 학위를 취득한 후 기아 자동차 슬로바

키아나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나 종료 이유에 대한 정보는 없다. 

 

비교를 위해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는 푸조 슬로바키아(PSA Peugeot 

Citroen Slovakia, a.s. )를 선택하였다. 푸조 슬로바키아를 선택한 이유

는 기아와 비슷한 수의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

와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 년 현재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

아는 3 625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푸조 슬로바키아는 3 587 명

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 다른 유사점은 두 회사가 거의 같은 연간 

수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016 년에 기아 자동차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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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키아는 339 500 대의 신차를 생산했으며 푸조 슬로바키아는 315 

050 대의 신차를 생산하였다. <표21.>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에

서 제공한 다양한 훈련에서 몇 시간을 소비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 <표

21.>에사 푸조의 직원들이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의 직원들보다 두 배

나 많은 시간을 회사의 훈력에 보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푸조 연차 보

고서, 2016). 이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기아 근로자 중 많은 

직원들이 특수 교육이 필요 없는 단순한 조립 노동자라는 것이다. 또한 

기아 통계는 한국에서 실시된 교육을 포함하지 않다. 2016 년에는 91 

명 직원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2015 년에는 228 명, 2014 년에는 

174 명이 한국에서 받았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훈련은 단기 훈련이 아

니므로 일단 통계에 포함되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표 21.>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와 푸조 슬로바키아 종업원 훈련의 시

간, 2010-2016 

 

출처: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생산법인와 푸조의 연차 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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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푸조는 자동차 수리의 전문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2016 년 이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푸조는 삼성이 하는 것처럼 논문의 멘토링이나 기아처럼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제공하는 기록이 없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푸조보다 직원 교육

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교

육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이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젊

은 인재를 찾는 것과 창의력을 지원하기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푸조는 프랑스 회사이므로 슬로바키아와 프랑스의 문화적 차이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만큼 급진적이지 않다. 따라서 직원 간의 오해는 최소화되며 

유럽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는 매우 좋다. 

 

제 3 절 윤합 

 

다양한 자원, 파트너 및 투자 지역의 적절한 융합이 중요한 가치 원천이 

될 수 있다. 회사는 가치 사슬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있는 파

트너를 선택해야한다. 삼성과 기아는 다국적 대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기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다각화

된 비즈니스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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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Johnston, 2018; Rosset, 2012): 

- 개별 회사와 전체 경제에 대한 재정적 피해의 가능성 감소, 즉 다각화

는 안전망을 제공 할 수 있음 

- 신제품 도입, 새로운 지역 탐색 또는 새로운 고객 집단 대상을 통한 

시장의 점유율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고객 기반 확대가 가능 

- 사업 성장 

- 위험 보호, 즉 실패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함  

- 여러 사업부가 유통, 마케팅 및 관리 비용을 공유할 때 시너지 효과 

창출 

  

단점 (Xaxx,2018): 

- 회사 자원의 과도한 확대 (즉 부적절한 관리, 과도한 야망 또는 단순

한 탐욕으로 회사의 이사가 너무 많은 방향으로 즉시 확장하려고 시도하

는 경우 회사의 새로운 분야와 신구 분야 모두 주의력 부족과 자원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관련이없는 다각화의 경우 전문성 부족  (즉 새로운 작업에는 원래 회

사와 완전히 다른 기술 세트가 필요할 수 있다) 

- 다각화의 비용 (비즈니스가 다각화 할 수있는 가장 안전한 영역은 이

미 수행한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문 지식과 인프

라가 회사에서 사용 가능하다) 



 80 

 

전통적인 사고 방식은 집중된 전략을 가진 전문 회사가 대기업보다는 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우위를 차지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에서 고도로 다각화된 대기업이 존재하세 된 이유 중 하나는 기반 

시설의 부족, 자본 시장의 저성장,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력 등과 같은 

제도적 공백을 채우는 것이었다. 이 제도적 공백은 대기업이 깨딸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되지만 다른 잠재적 경쟁자는 그렇지 못한다. 결과적

으로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과 무관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기업에게 제도적 공백을 채울 

수있는 능력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된다(Rosset, 2012). 예를 들어, 

삼성 회사가 시작된 1953 년에 국내 설탕 생산으로 다각화되어 1953 

년 90 %를 넘는 수입 설탕에 대한 국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

였다. 1958 년에 이미 100 % 설탕이 국내 회사들로 제공되었다. 삼성이 

설탕 제조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소문이 들자 당시 많은 설탕 

생산 기업이 문을 열었다. 함께 그들은 국가가 필요한만큼의 3 배를 생

산하였다. 그러나 설탕 생산한 기업 중에는 맨 처음에 삼성이었고 삼성

은 국내 설탕 시장의 70 %를 점유하였다 (Chang, 2010).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대기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이유에 대

한 경쟁의 아이디어가 있다. 확장의 장점과 전문화의 장점 사이에는 상

충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경이 성공의 기회가 생기면(즉 국

가는 기반 시설과 같은 발전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시장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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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고 기업 가치가 감

소하게된다. 대기업의 유리한 점이 서서히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

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마진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

우에는 이 해산 과정이 수십년 지속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9 년 세

계 금융 위기 이후 GE란 미국의 대기업은 전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

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Rosset, 2012). 대기업

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한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한국의 대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계열사에서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아가질리나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의 공장이 있다는 것이다.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2002 년에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마틴시에 공장을 

열었다. 그러므로 지역의 기반시설은 이미 양호한 상태였으며 2004 년

에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을 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많았다.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법인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통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아 

자동차는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부실화된 상황이 때문에 1998 년에 현

대자동차 그룹의 일부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가장 큰 자동차 제조



 82 

업체로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나타났다. 그룹의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사용

하기 위해 그룹은 질리나지역의 18 개 한국 회사 중 6 개 회사를 출범

시켰다. 현대케피코,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글로비스

와 기아자동차이다.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법인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통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아 자동차는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부실화된 상황이 때문에 1998 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부가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가장 큰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다각화된 대기업 중 

하나이며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법인이 이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룹의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사용하기 위해 그룹은 질

리나지역의 18 개 한국 회사 중 6 개 회사를 출범시켰다. 현대케피코,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글로비스와 기아자동차이다. 

다각화의 전략을 제외하면 기아가 질리나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

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이미 다른 자동차 회사의 공장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2002 년에 기아 자동차의 주요 공장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마틴시에 공장을 열었다. 그러므로 지역의 기반시설

은 이미 양호한 상태였으며 2004 년에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했을 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많았다.  

또한 기아는 나중에 슬로바키아에서 구축한 기반 시설을 사용하였으며 

2006 년에는 체코로 확장하였다. 슬로바키아 국경과 질리나에 매우 가

까운 체코에서 현대 자동차를 건설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현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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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하는 한국 기업 32 개를 개장하였다. 이 중 현대 그룹의 4 개 

회사가 모였다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체코법인,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 체코지사). 

   

두 회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회사의 다삼성의 다각화된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것은 슬로바키아의 삼성에서 잘 볼 수 없다. 

트르나바 지역의 27 개 업체 중 3 개 제휴사업만 출범하였다. 

삼성전자슬로바키아, 삼성물산- 포스코합작가공센터와, 삼성디스플레이 

슬로바키아의 수출 및 내수 병행이다. 또한 보데라디 공장단지에는 전자 

산업이 사용될 수있는 다채로운 농축액을 생산하는 미국 회사인 AUDIA 

Plastics 이 있다. 따라서 삼성은 자신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어울리며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공업 단지에는 삼성 비즈니스와 

관련이없는 회사가 하나 있다. 자동차 인테리어를 생산하는 미국의 Lear 

corporation 이란 회사이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두 한국 회사는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여러 한국 기업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서비스를 이용하는양한 자회사를 사용하고 있다. 

 

문헌 검토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다각화된 한국 기업의 독특한 특

성 중 하나이다. General Electric, Johnson and Johnson, Amazon, 

Exxon Mobile 등과 같은 세계의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많이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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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만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대기업들의 제조사가 없다 (Gray, 

2017). 따라서 슬로바키아에서는 한국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다각화된 

외국 기업을 찾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포그스바겐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에 3 개 지역에 4 

개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하나는 차량을 조립하며 자동차의 부품과 다양

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공

장이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생산용 공구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다. 마지

막으로 러시아 시장을 위해 차량을 분해하는 공장도 있다. 

 

<그림 5.> 폭스바겐의 다각화된 사업, 2016 

 

출처: 폭스바겐의 연차 보고서, 2016 

 

이 공장들의 생산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폭스바겐은 다각

화된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Saint-Gobain 

Sekurit SK, SAI Automotive Bratislava, SAS Automotive, Slovak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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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Company 등과 같은 현지 공급 업체와도 혼합되어 있다. 

반면에 프랑스 푸조 자동차 회사는 슬로바키아에서 다각화한 사업이 없

으며 Faurecia, Valeo, Premier, Inergy Automotive Systems, Magna 

Donnelly, Visteon and Sofitec등과 같은 현지 자동차 공급 업체를 사용

하고 있다 (푸조의 연차 보고서, 2016).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를 잘 혼합하고 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한국 기업들이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와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이나 푸조 등 다른 회사는 그

렇지 못 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현지 공급자를 찾고 있

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모회사가 구현한 기업 전략에 달려 있다. 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다각화 전략은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어떤 전략이 더 나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본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각 언급된 회사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각자 자신의 자원에 사용할 수있

는 혼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

릴 수 있다. 

 

제 4 절 전념 

 

본 논문의 이론적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노동자들은 유교 가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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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퍼져있는 유교 사상에 거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민족주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의무적인 군복무, 이민 또는 

두뇌 유출, 학생 정치적 행동주의 또는 범죄율과 같은 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각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무적인 군복무와 슬로바키아의 비강제작인 군복무를 살펴보면 한국은 

더 민족주의적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1953 년에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이래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아직도 전쟁 

중이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한다 (Waxman, 2018). 그러므로 그로부터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Smith and Kim (2006)은 국가 간 관점에서 국민적 자부심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③ . 2004 년에 슬로바키아는 이전에 소련이 통치하였던 

폴란드와 라트비아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28 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2 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여전히 하반기에 있었다. 이 결과를 1998 년의 

동일한 실험과 비교하면 슬로바키아는 약간 더 나아졌으며 민족주의가 

강해졌지만 한국은 혼합 경향을 보였다. 

ABCD 모델에 따라 노동력의 성실을 볼 수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의 

노동 생산성과 평균 근무 시간을 통하는 것이다. 

                                            
③ 33 개국의 사람들이 다음과 닽은 5 개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 받았다: 

1. 나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오히려 나라 시민이 될 것이다. 

2. 오늘 날 나라에 관해서 미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3.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나라의 국민과 더 비슷하다면 세상이 더 좋을 곳이다. 

4. 일반적으로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은 나라이다. 

5.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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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산성은 노동 시간당 GDP 로 측정된다. 그것은 노동 투입이 다른 

생산 요소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되며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측정한다. 수년 동안 슬로바키아는 노동 

생산성에서 늘 한국보다 앞서 있었고, 이는 한국이 투자를 위해 

슬로바키아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 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나라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표 22.>에서 보이는 2016 년에 한국의 

한 시간당 GDP 는 32.9 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슬로바키아의 한 

시간당 GDP 는 39.1 달러로 2016 년의 OECD 평균 47.1 달러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첫 슬로바키아 투자가 이루어진 

2002 년부터 두 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2002 년에 한국의 한 시간당 GDP 는 20.2 잘러이며 슬로바키아의는 

25.2 달러였다. 2002 년의 OECD 평균은 40.3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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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6년의 근무 시간당 GDP (노동 생산성의 지수) 

출처: OECD 

 

근로자 성실의 또 다른 변수는 평균 근무 시간이다. 이 변수에는 

양국간에 큰 차이가 있다 (< 표 23.>). 2016 년의 평균 한국인 근로자는 

연간 2069 시간을 일하였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통계이다. 슬로바키아는 한국에 훨씬 뒤쳐지다. 

2016 년에 슬로바키아 노동자는 1740 시간을 일하며  OECD 국가의 

평균은 1763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의 첫 슬로바키아 

투자가 이루어진 2002 년부터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2 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자 일인당 연간 평균 근무 시간이 2464 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도 슬로바키아 노동자 당 일한 1754 

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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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6 년의 연평균 근로 시간 (시간)  

출처: OECD 

 

따라서 생산성 측면에서 두 한국 기업이 투자를 위해 슬로바키아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은 더 까다로워지다. 

이 점에서 한국과 경쟁하기가 어렵다. 1996 년에 OECD 에 가입 이후는 

다른 나라의 근로자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연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길었다. 게다가 2005 년에 2 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 2008 년에 한국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에 3 위를 차지하였다. 

 

국제 투자에는 회사의 본사국 및 개최국이 중요하다. 개최국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지역 공동체와 정부와의 이해와 결속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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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며 외국 기업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Moon, 2016). 따라서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조차도 양국의 노

동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문화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목적 지향성에 관해서는 한국인들이 슬로바키아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소식이 없다. Jun and Lee (2008)의 연구에 

따라 한국의 주재원들이 현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슬로바키아인들이 개인 생활보다는 승진을 선호하지 않으며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있는 일이 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불평을 통해 한국인들이 설명없이 

임무를 부여하며 근무 시간 종료 직전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 냈다. 이는 슬로바키아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집산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의 의사 결정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분석한 

벤치마킹에서 보았 듯이,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는 한국 

지도력으로부터 슬로바키아 경영진에게 점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8 년에 28 개 회사의 부서 중 

24 개 부서가 슬로바키아 관리자들이 관리되고 있다. 벤치마킹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ABCD 모델에 따르면 목표 지향성은 회사의 비전 선언문에 표시된다. 

기아 자동차 슬로바키아는 2020 년 비전 철학을 채택하여 그 이후 

규칙을 준수해 왔다. 이 비전은 고객, 도전, 협업, 사람 및 전세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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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둔다.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조차도 그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되기를 갈망한다 (Kia, 2016). 

삼성 전자 슬로바키아도 2020 년까지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기술 및 제품 혁신 프로세스의 최상위에 서기를 원한다. 

창조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은 글로벌 사회와 전자 분야의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그들이 채택한 장래의 비전을 

통해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2.>와 <표23.>에서 슬로바키아에 공장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상황은 한국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이다. 근무 시간당 

GDP는 슬로바키아, 한국 또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잘 한다. 또한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 시간이 한국과 반대이다. OECD 회원국 중에 

독일 노동자들은 일년에 가장 적은 시간 동안 일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근무 시간당 GDP의 측면에서 볼 때는 슬로바키

아보다 훨씬 나아졌으며 OECD 회원국 중에 최저 연평균 노동 시간으로 

일한다. 

따라서이 분석의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 두 유럽 기업의 목표 지향성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 적응 과정

이 크지 않아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문화적 차이점보다 문화가 훨씬 유사

하다. 폭스바겐과 푸조의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내년의 단기 목표만 설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비해 이러한 목표는 더 정확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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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2016 년에 푸조 슬로바키아의 2017 년 비전은 내 번째 근무 

교대를 시작하는 것이 었으며 이는 더 많은 직업을 창출 할 것이다. 또

한 그들은 슬로바키아의 푸조에서도 엔진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포

그스바겐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의 한국 기업과 비교하여 연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 년에 그들은 제조 공정의 최

적화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 모델 생산을위한 공장을 

준비 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비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자동차 공장의 

비전은 슬로바키아에있는 한국 기업의 비전보다 단기적이고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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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세계화의 진전은 기업이 무역 및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 고용, 

기반 시설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이 새로운 

경향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의 다양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이 확장하려고 한다. 슬로바키아는 2002 년에 

정치적과 경제적인 안정성,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제도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그 투자는 성공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외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본국에서의 전략적 관행은 

개최국에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조건에 대한 적응은 

필수적이다. 미시 경제 관점에서 해외 사업장을 확장하는 회사는 지역 

상황에 맞게 사업 관행을 얼마나 조정해야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며 양국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적응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비즈니스 관행의 융합을 유발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남아있을 수 있다. 

  

ABCD 모델은 한국의 사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모델화된 경영전략의 

모델이며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설명한다. ABCD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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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 벤치마킹, 융합 및 전념으로 구성되었다. 본논문은 ABCD 

모델에 따라 두 개의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분석했으며, 이 

회사가 이전한 국가 (이 경우 슬로바키아)의 지역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하는지 분석하였다. 첫째, 슬로바키아의 삼성과 기아는 큰 공장 

단지의 건설을 통해 민첩성을 달성하였다. 공장 단지의 건설을 통해 

하나의 단지. 즉, 같은 지역에 필요한 모든 공급 업체를 배치함으로써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며 신뢰할 수있는 생산을 보장한다. 둘째, 

초기 실수를 통해 슬로바키아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서 집산주의와 중앙 

집권주의의 의사 결정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두 회사는 

근무 시간 변경과 같은 현실적 최선을 찾았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수직 이동성) 새로운 인재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셋째, 기아와 삼성은 이미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자회사도 파견하여 회사 전체의 번영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더 나은 기회를 볼 수 있다면 이미 설립 된 비 한국 기업과 섞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 노동자는 민족주의적이지 아니며 

한국인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높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슬로바키아는 평균 OECD 국가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다른 외국 기업 사례의 분석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 전략과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유럽 기업의 전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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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첩성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기업들은 주요 생산 현장에 공급 업체를 훨씬 더 밀접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기반 시설이 좋고 작은 나라이므로 

필요한 부품을 단시간에 얻을 수 있다. 푸조 슬로바키아와 비교한 

벤치마킹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장학금, 캠프, 인턴쉽 등을 통해 

젊은 직원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푸조 슬로바키아는 반대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훈련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의 다른 외국 기업보다 훨씬 다각화되어 시너지 효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자신의 재벌 그룹에서조차 다른 한국 기업과의 시너지를 찾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들과 비교하여 한국을 제외하면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기업들과 혼합하고 있다. 모델의 헌신적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비교된 통계는 두 경우 모두 반대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분석의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슬로바키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경제 성장의 ABCD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지역 상황에 적응해야 하였다. 생산의 민첩성을 

달성하기 위해 공장 단지를 건설했으며, 초기 실패 후 슬로바키아의 

근로자를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을 서둘러 배웠으며,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미 각자의 모회사의 기존 다각화된 사업을 사용했으며 또한 번창했던 

슬로바키아의 기존 사업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이 높은 부지런한 근로자를 발견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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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ising globalization the companies are looking for the 

best possible business strategies to become not only domestically 

successful but also globally successful through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lovakia and Korea are one of these 

countries that are trying to grow through FDI. Korea invested in 

Slovakia through Kia Motors Slovakia and Samsung Display Slovakia 

and expanded their globalization process. As well as in Korea they 

are using business strategy of the ABCD model but it had to be 

adapted to local Slovakian conditions to reach same level of success. 

Both companies had been steadily growing ever since, eve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can be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the 

adapted ABCD model is applicable even outside of Korea. 

Overall Korean companies are following the ABCD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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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in Slovakia as well but they needed to adapt to 

local conditions. They built factory complexes to achieve agility of 

their production, after initial fails they hastily learnt how to best deal 

with workers in Slovakia, to achieve synergy creation they used 

many already existing diversified businesses of their respective 

mother companies and they also used already existing businesses in 

Slovakia when it was prosperous. Korean companies also found 

themselves diligent workers with high labor productivity that are 

helping them to expand their business.   

 

Keywords : ABCD model, FDI, Kia Motors Slovakia, Samsung Display 

Slovakia,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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