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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성장둔화 기조로 접어들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세계
수입증가율 역시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 10대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2015년 1~8월
에는 10대 주요국의 수입증가율이 모두 감소하며 세계 수입증가율이 11.1%
줄었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국가
들로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5년 한국과 대만의 무역의존
도는 각각 88.1%, 99.1%로 미국(23.2%)이나 일본(32.6%) 등 선진국보다 현
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수출증가율은 -8.0%로 2014년의 2.3%에서 감소세
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4월 말 현재에도 -12.8%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의 지속은 경기둔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피고용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8년까지는 3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로 감소하다가 2013년 17.2%로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수출통계에
서 제외된 것과,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중소기업의 수출물량
이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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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한정적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
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긴요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만
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대만과 한국 중소기
업의 해외진출 상황을 수출 동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GVC 참여방식과 역할의 차이를 산업별 사례를 통해 점검하
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양국 중소
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우수 지원수단을 분석하고 한국의 중소기
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대만 지원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연구진으로 본원 이승신 연구위원, 이현태 부연구위원, 나수엽 전
문연구원, 조고운, 오윤미 연구원, 그리고 외부 연구자로 이준구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심의과정에서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산
업통상자원부 조웅환 과장, 중소기업청 이순배 서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 KOTRA 정환우 중국조사담당관, 본원의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김정곤 부연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의 정리 및 편집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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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준 주찬희 인턴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방안 수립
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8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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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
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
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
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
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
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
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6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
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
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
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
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
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
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
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
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
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
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
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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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
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
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
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
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
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
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
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
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
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
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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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
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
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
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
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
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
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
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
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
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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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
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
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
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
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
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
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
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
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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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
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
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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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이 회복 기조를 보이
고 있으나, 인도를 제외한 중국 및 대부분의 신흥국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2015~20년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6%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07년의 2.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1~07년 연평균
6.75%였던 잠재성장률이 2015~20년에는 5.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
었다.1)

그림 1-1. 주요국의 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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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년 일본, 미국, EU의 금리는 각각 0.07%, 0.09%, 0.06%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검색일: 2015. 8. 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IMF(201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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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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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5. 8.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2)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
해 그동안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국가들에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고속성장을 하며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중국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4
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4분기 경제성장률
이 6.9%로 7%대 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한 데 이어 4/4분기에는 6.8%, 그리
고 2016년 1/4분기에는 6.7%로 둔화되었다.3) 해외 수요 부진과 국내 구조조
2)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일컫는다. 벤처캐
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처음 제시하였으며,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PIMCO)’의 최고
경영자 무하마드 앨 에리언이 그의 저서 ‘새로운 부의 탄생’(2008년)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뉴노멀을 언
급하면서 널리 퍼졌다.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신흥국들도 성
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 · 저금리 · 저물가 · 고실업률 · 정부부채 증가 · 규제 강
화 등의 뉴노멀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였다. 올드 노멀(오래된 정상)과 구별하기 위해 뉴노멀이라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꾸준하게 3% 이상의 성장을 해왔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질서를 일컬어 올드
노멀이라 한다(자료: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538&
cid =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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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러한 저성장 국면을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4)로 표현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와 같이 수출과 투자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
급 효과도 변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지출은 2%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들어서는 1%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저성장, 저소비,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림 1-3.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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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8년 2월까지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ECOS(검색일: 2015. 8.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CEIC DB(검색일: 2016. 5. 2)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참고.
)국
4)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으로,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시진핑(
가주석이 2014년 5월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 사용했다(자료: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
hn?docId=2165047&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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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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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COS(검색일: 2015. 8. 1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1]에 보면,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반영하듯 주요국의 수입이 감소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폭 감소했던 세계 수입시장
증가율(-23.1%)은 2010년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로 회복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기조로 접어들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세계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독일
(-7.4%), 프랑스(-6.5%), 네덜란드(-1.1%), 한국(-0.9%)의 수입증가율이 감
소세를 보인 데 이어 2015년 8월 말에는 10대 주요국의 수입증가율이 모두 감
소하며 세계 수입시장 증가율이 다시 -11.1%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감소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
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대만은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국가들로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5년 한국과 대만의 무
역의존도는 각각 88.1%, 99.1%로 전년대비 하락했으나,5) 미국(23.2%), 일본
(32.6%), 독일(70.7%)6)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표 1-2 참고). 따라서
5) 이는 유가 하락,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세계 교역량 축소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내수 확대에 따
른 것이 아니라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의존도의 감소로 해석된다.
6) 미국, 일본, 독일의 무역의존도는 2014년 통계이며, 한국 통계청(KOSIS) DB에서 인용(검색일: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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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 주요국의 수입시장 증가율 추이
(단위: %)

순
위

국가명
세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15.4

15.6

-23.1

20.6

19.2

0.5

1.2

1.0

-11.1

1

미국

5.1

7.4

-26.0

22.7

12.2

3.1

-0.3

3.5

-3.6

2

중국

20.8

18.4

-11.3

38.9

24.9

4.4

7.3

0.7

-17.9

3

독일

16.4

12.3

-21.9

12.6

19.0

-7.4

2.4

1.5

-15

4

일본

7.5

22.6

-27.6

25.7

23.2

3.6

-6.1

-2.4

-20.5

5

영국

4.3

3.2

-21.4

9.4

14.7

1.9

-6.2

6.0

-10.2

6

프랑스

16.6

13.7

-21.5

6.4

18.0

-6.5

0.6

-1.0

-18.3

7

홍콩

10.0

5.6

-10.6

24.7

11.6

4.3

3.8

4.0

-2.4

8

네덜란드

18.3

17.9

-23.7

14.7

15.8

-1.1

0.5

0

-16.4

9

캐나다

8.7

7.3

-21.4

22.1

15.1

2.4

-0.1

-0.2

-7.1

10

한국

15.3

22

-25.8

31.6

23.3

-0.9

-0.8

1.9

-15.9

주: 2015년 자료는 1월부터 8월까지 누계이며, 국가 순위는 2015년 8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세계통계(검색일: 2016. 4.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2. 한국과 대만의 무역의존도 추이
(단위: %)

연도

한국

대만

2007

81.6

115.6

2008

104.5

119.9

2009

94.6

97.5

2010

99.8

119.5

2011

113.5

123.4

2012

112.8

117.7

2013

106.1

114.8

2014

98.6

113.1

2015

88.1

99.1

주: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한국은행 ECOS에서 제공하는 수출입의 대GNI 비율(명목)이며, 대만의 무역의존도는 CEIC 자료를
이용.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검색일: 2016. 4. 12); CEIC DB(검색일: 2016. 4.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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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둔화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2015년 한국의 수
출증가율은 -8.0%로 2014년의 2.3%에서 감소세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1~4월 현재에도 -12.8%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7)
이러한 수출 부진의 지속은 경기둔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일자리 부족 문제
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청년 실업률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 전체 피고용자 수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8년까지는 3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17.2%로 크게 줄어
들었다.8) 이는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수출통계에
서 제외된 면도 반영되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인해 중
소기업의 수출물량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또한 외국기업을 비롯한 우리
나라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게다
가 내수시장에서도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대기업이 점차 내수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9)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한정적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을 가능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만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등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갖
고 있다. 대만경제의 문제점으로 ‘三中一靑(중소기업, 중산층 이하, 중남부지역
발전 및 청년 실업률)’10)이 거론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서민경제 활
17)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무역통계 DB 자료를 보고 서술(검색일: 2016. 5. 6).
18) 본 연구 3장의 [표 3-4] 참고.
19) 이일형(2015. 7. 16).
10) 대만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청년실업으로, 대졸자 실업률이 12%나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졸업을 늦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만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화창조산업, 새로운
IT 산업 등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대만 국가안전회의 Liu Da Nien 부비서장, 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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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지역균형 발전 및 청년 실업문제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과의 경제교류 비중이 큰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내 산업이 더욱 축소되는 상황11)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신흥경제국이 등장함에 따라 글로
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12)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흥경제국의 세계경제 활동 참여확대로 생산, 무역, 소득 분배에 커다란 변화
가 초래되었다. 선진국은 노동집약적 생산 활동에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신
흥경제국은 새로운 off-shoring13)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으로 기업간 통신과 조정비용이 하락하며, 생산과정의 국제간 분업화
로 인해 생산 활동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과정에 있어 상품디자인,
연구개발,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
며, 조립, 부품생산, 조달, 유통 부분은 신흥국과 중진국이 맡고 있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과 대만은 2000년대 들어 GVC 참여정도가 심화
된 국가들이다.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지수는 각각 2000년 0.51, 0.53에서
2011년에 0.62, 0.68로 상승했다. 2011년 양국의 수출액 중에서 외국 부가가
치와 간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62%, 대만은 68%이며, 이
는 곧 한국과 대만 수출의 약 62~68% 정도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심화에
11) 대만경제부투자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02.8억 달러로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대만의 해외투자 규모인 73억 달러보다 1.4배 많은 규모로, 대만 전체 해외투자의 약 58%
를 차지한다. 특히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 기업이어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12) 기업이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 기업이 상품의 개념화에서부터 최
종 사용 단계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으로, 2000년대 들어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FDI)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생산 및 거래 활동을 제품 생산단계에 따라 지리적
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13)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한 형태로,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으로, 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의 업무 일부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
다. 2001년 이후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생산, 용역 등을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오프쇼어링은 아웃소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생산설비 등 국한된 제조 영역에서의 이
전을 뜻하는 아웃소싱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다(자료: 네이버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930962&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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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다는 의미이다.14)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경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국
내시장 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 구성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15)의 활로는 대외경쟁력
강화, 즉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
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통한 해
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중소기
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대만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상황을 비교하고, 무역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양
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은 사례 조사로 분석하여 대만 중소기업이 우리
와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대만정부가 중소기업
의 대외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정책 시행 성공 사
례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 참
고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비교 연구와 중소기
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로 나뉜다. 우선 한국과 대만 간의 비교 연구
에서는 양국 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외자유입 효과의 차이, 기업정책, 생산구
조의 차이에 따른 경제성과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이다.

14) 최낙균, 김영귀(2013), p. 73 및 본 연구 제2장의 [표 2-2] 참고.
15) 2013년 기준 한국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5%(중소기업중앙회 2015c), 대만은
전체 사업체 수의 97.6%, 종사자 수의 78.3%를 중소기업이 차지(SMEA(2015), p. 23)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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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1999)은 한국경제의 재벌기업 중심구조와 대비되는 대만의 중소기
업 중심 경제구조와 그들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대만 중소기업의 입지 차이를 초래한 원인이 국
가의 기업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 연구는 대만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국영기업
들을 보호한 국가의 정책이 대만의 국영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의 민간 대기업들
에 비해 국내 산업지향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했고,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중소규모의 가족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서 취약했던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세계시장에
서 수직적 분업체계 속에 편입되는 방법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해나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해외시장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 몇몇 대기업의 성과에 따라 국민경제가 동요하는 매우 불안정한 체
질로 만들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반면 대만경제는 기업 구조 및 국제 분
업체계와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동일한 충격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
가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 형태의 경제구조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하는 단언적
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의 능력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능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희문(2001)은 대만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추진과정에서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비료 등의 기간산업은 공기업이 담당하고, 관련 위성산업은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이중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민간기업은 자본집약
적인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수평적 연결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제시하고, 중소기업간에 대립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하청생산을 하는 생산공정의
분업화를 통해 전문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조
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만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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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 특징이 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6)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수행(2013)은 기업생태계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대만 경제를 비교 분석하
고, 한국의 창조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만은 최근에 민간 대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한국과 유사한 대기
업 중심의 자본집중화가 심화되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대만이 더 이상 중소기
업 중심의 경제는 아니지만, 대만식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분업 체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창조형 기업생태
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구조에서 탈피해
서 수평적으로 분산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
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이 지금까지의 지배자적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생태계의 여러 부분이 공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연
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준호, 김종일(2007)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국제화 개념을 수출촉진이라는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기
에 GVC로의 편입을 통한 근본적이고 간접적인 국제화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FDI의 관점에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
업의 분석을 통해 GVC를 활용한 국제화 전략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FDI 유입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
해 부진하고 하향 추세인 근본적인 이유로 거시경제적 · 제도적 환경에서의 투
자경쟁력 부진보다는 국내기업의 GVC 편입 경쟁력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대기업이 중핵기업(focal firm)으로 자리매김
16) 다국적 기업은 대만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대만의 파트너를 통해 중국시장에 수월하게 진출
했다. ‘가족기업의 현지화,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의 협력, 산업네트워크 형성, 문화 및 언어적 동질성
을 바탕으로 한 사회네트워크 형성’ 등 대만 중소기업 생산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대만기업은 중국시장
에 진출할 때 다른 외국기업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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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전기 · 전자 부문의 FDI 유입은 높지만, 기계와 같이 취약한 소재산
업에서는 FDI 유입이 부진한 것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외국인투
자에 대한 금전적 · 직접적 투자유인보다는 국내 중소기업의 GVC 편입 경쟁력
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FDI에서 오는 시장적 유인 제고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생산기반과의 연계를 통한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담
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FDI를 유발하는 GVC하에서 국내 산업기반의
역할 및 위치 정립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그리고 내부 혁신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GVC에 편입되어 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고도화의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송창석, 이춘우(2013)는 GVC의 이해에 기반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
는 GVC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총수출 중 국내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의 비중
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명시하며, 우리의 무역구조를 GVC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사슬로 진입하기
위한 산업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VC의 확산이 중소기
업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GVC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글로
벌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GVC에 편입 시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에서 경험하는 기술 및 경영 방식의 혁신 학습 등은 참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인 경쟁
력 제고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평가했다. 중소제조업의 수출 활성화도 중요하나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을 GVC에 편입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다 보편적인 글로
벌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GVC상 고부가가치 사슬에 편입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전통적 제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업별 GVC 지도
작성과 국내 중소기업 위치 파악의 필요성, 주요산업에서 한국형 GVC 지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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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정부차원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GVC 진입 협력지
수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권장, 가상 중소기업 GVC 클러스터 구축 지원, 역내
대 · 중 · 소 기업간 협력을 통한 APEC 내 GVC 형성을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Li Xue Cunningham(2012)은 중국, 홍콩, 한국, 대만 동아시아 4개국의
중소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변화에서 당면한 도전을 점검하고 중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도전으로 시장수요의 급감
과 인적자원 간의 극심한 경쟁을 꼽고, 그 해결책으로 산업구조, 노동시장 및
경영관리 시스템의 조정 및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 및
무역 시스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제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역내 무역뿐 아
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 경험 공유를 통한 상호학습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경영
관리 시스템, 제도적 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곤 외(2014)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중
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개선점으로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지원기관 분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산
업별 지원을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이 대기업보다 취약
한 점, 통관 애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수출 기피,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
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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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 지원 대상기업의 외연확대, 제조업 이외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 수출 · 해외투자를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만과 한국의 중
소기업 비교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2000년 이후 양국 중소기업의 수출 및
GVC 참여 상황을 비교했다. 최근 글로벌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GVC
참여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로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대만정부가 시행하
고 있는 정책 및 성과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상황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만의 중소
기업 현황,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체계 및 정책을 살펴보고, 대만과 한
국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및 GVC 참여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전반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현황에 대해서는 OECD 부가가치교역
통계(TiVA: Trade in Value Added)를 정리하여 양국의 대략적인 국제 생산
활동 참여현황을 파악했다. TiVA 통계로는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을 파
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양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해서는 대
만 현지 및 국내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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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부분은 GVC 참여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으며,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실태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
및 성공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만기업사례의 경우 정부정책 성공요인
을 찾아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또한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먼저 문헌자
료를 통해 정책 내용을 정리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연
구자를 면담하여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나.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에 대해 수출 동향과 GVC 참여 양상으
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방식과 역할의 차
이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양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휴대전화 산
업의 사례를 통해 산업적 수준에서 차이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를 분석하여 양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을 정리하였다. 이어 제4장에서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우수 지원수단 사례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끝으로 결론 부분인
제5장에서는 본 본고서 내용 요약 및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장 서론 • 33

그림 1-5. 연구의 구성

서론(제1장)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상황 비교(제2장)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상황 사례분석(제3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우수지원 수단 및 기업성공 사례(제4장)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및 시사점(제5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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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1990년대 후반 전체 수출에서 대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상
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20% 이하, 2013년
부터는 15%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5년 17.6%에서 2014년에는 14.6%로 하락하였다(표 2-1 참고). 대만의
총 수출액이 같은 기간 2,683억 달러에서 3,366억 달러로 25.5% 증가한 반
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472억 달러에서 492억 달러로 4.2% 증가하는 데 그쳤
기 때문이다. [표 2-1]에서 보듯이 총 수출 증가분 683억 달러 중에서 대기업
수출 증가분은 663억 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분의 97.1%를 차지했으나, 중소

표 2-1. 1997~2014년 대만의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전체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1997

165,193

43,647

-24.3

증가율

비중*
26.4

2000

219,035

43,875

18.2

20.0

2005

268,277

47,217

10.6

17.6

2006

268,433

48,023

1.7

17.9

2007

292,517

49,903

3.9

17.1

2008

300,670

52,185

4.6

17.4

2009

236,089

39,830

-23.7

16.9

2010

316,778

51,199

28.5

16.2

2011

343,704

56,000

9.4

16.3

2012

327,740

59,029

5.4

18.0

2013

330,412

47,841

-19.0

14.5

2014

336,584

49,222

2.9

14.6

주: * 비중 = (중소기업 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자료: 中華經濟研究院(2006, p. 53);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 303)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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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출 증가분은 2.9%인 20억 달러에 불과하여 대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월
등히 높았다. 최근에도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금액은 2년 연속 500억 달러에
못 미치면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13~14년 수출이 부진한 것은 대만 중소기업의 주력 산업인 전자부
품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194억 달러로 중소기업 제조업 수
출액의 44.4%를 차지하던 전자부품 수출액은 2013년 50%가량 줄어들면서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년대비 19% 하락한 전체 중소 제조업 수출
의 감소세를 이끌었다(표 2-2 참고). 2014년에는 중소기업 제조업 수출이 전
년대비 4.5% 늘어나 증가세를 다소 회복하였으나, 전자부품 제조업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감소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대만의 주요 수출대상
국인 EU, 싱가포르, 미국 등의 수입수요 감소와 대만달러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중국의 수입대체 움직임,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및 확

표 2-2. 대만 중소기업의 제조업 주요 수출 업종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제조업

2005
수출액

2009

비중

수출액

2012

비중

수출액

2013

비중

수출액

2014

비중

수출액

비중

32,414 100.0 94,773 100.0 43,745 100.0 32,714 100.0 34,187 100.0

1

전자부품

6,886

21.2

9,850

44.4

9,658

29.5

9,724

28.4

2

기계설비

3,452

10.7

7,647

8.1

4,518

10.3

4,227

12.9

4,507

13.2

3

금속제품

2,441

7.5 13,676

14.4

3,844

8.8

3,756

11.5

4,030

11.8

4

플라스틱제품

2,281

7.0

6,456

6.8

1,681

3.8

1,744

5.3

1,797

5.3

5

전력설비

1,016

3.1

5,072

5.4

1,792

4.1

1,671

5.1

1,697

5.0

6

기본금속

1,265

3.9

5,356

5.7

1,597

3.7

1,460

4.5

1,597

4.7

3,377

10.4

2,880

3.0

1,479

3.4

1,229

3.8

1,570

4.6

1,803

5.6

2,043

2.2

1,285

2.9

1,149

3.5

1,395

4.1

7
8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광학제품
기타 운송기기

9

기타 제조업

10

비금속광물제품

10.4 19,436

838

1.4

2,068

2.2

1,085

2.5

1,102

3.4

1,122

3.3

1,359

4.2

3,221

3.4

1,353

3.1

1,074

3.3

835

2.4

주: 순위는 2014년 기준임.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06 p. 59, 2010 p. 403, 2015 p. 5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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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13년에 연간 매출액이 대기업 분류기준을 만족
시킨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통계로 포함되면서 중소제조업 수출액이
2013년 급격히 감소하였다.18)
[표 2-1]에서 보듯이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
데, 특히 최근에 주력 산업인 전자부품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비중이 더욱 축소
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거두었던 고도성장기
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수출시장에서 대만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는 대만경제의 강점으로 언급되어온 대만 중소기업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우려와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모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비중 감소가 곧 대만 중소기업의 대외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기업간(대기업-중소기
업), 산업간(제조업-서비스업), 국가간(본국-외국)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
개되면서 직접수출비중만으로 본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는 실제보다 과소평
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준호, 권선윤, 방수아(2010)는 중소기업의 수출비
중 감소는 중소기업 생산 중심이 직접수출에서 대기업으로의 납품 위주로 이동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시사점
을 도출하려면 대기업의 가치사슬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는 ‘간접수출’까지 고
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9)
17) 2010년대 대만의 중소 전자부품 제조기업들이 대거 중국 내륙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면서 해외 생
산을 증가시켰다. 2010년 이후 대만의 대표적 IT 제조기업인 폭스콘, 인벡텍, 콤팔 등이 중국 서부지
역에 생산기지를 추가로 설립하면서 관련 중소 OEM 기업들도 중국으로 함께 진출하였다. 대만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만의 대중국 전자부품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대비 170% 가까이 증가하여 약
48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전체 대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2%로 2009년의 25.2%에 비해
8%p 증가하였다. http://www.moea.gov.tw/Mns/dos/content/ContentLink.aspx?menu_id=
7710(검색일: 2016. 2. 19).
)에 따르면 2013년 1,000여 개의 전자부품 중소기업이 새롭
18) 대만경제부 중소기업처장 예윈롱(
게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대기업을 포함한 2013년 전자
부품 제조업 수출은 전년대비 7.1% 성장하였다(
색일: 2016. 2. 19);

(2014), http://www.chinesepress.com(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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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경제연구원 우수옌(吴淑妍 2015)에 의하면 대만 중소기업도 대(對)세계
직접수출의 첨병에서 부품, 소재 등을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 기지로 변
모해왔다. 대만경제는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빠
르게 전환되고 있으며,20) 이는 대기업 수출품을 위한 중소기업 중간재 납품 증
가로 연결되었다. 이런 간접수출 수치를 포함하면 대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포
함한 전체 수출비중은 2003년 29.7%에서 2010년 43.4%로 상승하고, 2014
년에 48.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표 2-3 참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고, 국내 생산비
용이 올라가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후발 국가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잠
식하면서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소
기업이 국내 수출 대기업 혹은 외국계 수출기업에 새롭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표 2-3.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03

2010

2014

전체수출비중

29.7

43.4

48.1

직접수출비중

18.1

16.2

14.6

간접수출비중

11.6

27.2

33.5

간접수출 기여율

39.1

62.7

69.6

주: 1) 직접수출비중 =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2) 간접수출비중 = (중소기업 간접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3) 전체수출비중 = 직접수출비중+간접수출비중.
4) 간접수출 기여율 = (간접수출비중/전체수출비중)x100.
자료: 魏聰哲, 鄭漢亮, 林嘉慧(2014, p. 97); 吴淑妍(2015); 經濟部中小企業處(2005, p. 23) 참고하여 저자 계산.
19)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최종재를 생산, 수출하는 경
우 대기업의 수출로 통계가 잡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하
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추계할 필요가 있다.
20) Chi-Nien Chung and Ishtiaq P. Mahmood(2010)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상위 100대 기업집단
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54.3%, 2002년 88.2%, 2006년 128.6%로 크게 증가하
고 있다. Lee et al .(2013)도 대만의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수 및 GDP 대비 매출액 비율이
1997년 2개, 6.8%에서 2005년 3개, 17.2%, 2010년 8개 66.2%로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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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GVC 참여를 확대한다면 간접수출은 증가한다. [표 2-3]에서 보면
간접수출비중을 전체수출비중으로 나눈 간접수출 기여율은 2003년 39.1%,
2010년 62.7%, 2014년 6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만 중소기업
은 직접수출보다는 간접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수출비중을 확대하고 있
는 것이다. 대만경제가 2000년대 들어 대기업 중심 구조로 변하는 중에 중소기
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직접수출 위주에서 대기업을 통한 간접수출 위주로 변해
온 것이다.
간접수출의 증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대만 중소기업이 최종상품 시장
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대기업과 GVC로 연결되면서 협력하여 세계시
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기업 또한 수출경쟁력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사슬 내 대기업ㆍ중
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만의 경우 기업간 상생의 문화 및 협력 네트워
크가 다른 나라보다 잘 발달되어 있기에21) 이후 가치사슬을 통한 국제 경쟁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협조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본 절에서는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수출 실적의 차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의 중소기
업 수출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2010년 986억 달러, 2012년 1,028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이후 2014
년 1,0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10년
21.1%, 2014년 18.0%로 줄어드는 추세이다(표 2-4 참고).

21)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J,L 연구원 인터뷰에 따르면 대만 중소기업들은 기술 · 수주 · 해외네트워크 정
보를 공유하거나, 주문 물량이 많을 때는 서로 나누어 생산하는 등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있어 경기변
동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2015. 10. 28, 대만 타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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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05~14년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율

비중

2005

284,419

92,128

1.9

32.4

2006

325,465

103,693

12.6

31.9

2007

371,489

113,546

9.5

30.7

2008

422,007

130,524

15.0

30.9

2009

363,534

76,783

-41.2

21.1

2010

466,384

98,624

28.4

21.1

2011

555,214

101,560

3.0

18.3

2012

547,870

102,872

1.3

18.8

2013

557,720

95,786

-6.9

17.2

2014

572,665

103,292

7.8

18.0

주: 1) 비중 = (중소기업 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2) 2009년부터 중견기업이 따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 수출통계에서 제외됨.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DB(검색일: 2015. 10. 19); 중소기업연구원(2016), p. 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을 정리한 [표 2-1]과 한국 중소기업 수출을 정리한
[표 2-4]를 함께 살펴보면 최근 양국 중소기업 수출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22)
양국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동시에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대만 중소기업이 더
작았다. 대만은 2009년 16.9%에서 2014년 14.6%로 2.3%p, 한국은 21.1%
에서 18.0%로 3.1%p 하락하였다. 양국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함께 증가했는
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한국은 6.1%, 대만은 4.3%로
한국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8%p 더 높았다(표 2-5 참고).
수출 통계를 비교하면 최근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추
세는 크게 차이가 없다. 양국 모두 세계경기 불황 속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성과를 내면서 수출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

22)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보다는 추세 비교에 더 의미가 있다. 고용인원 기
준이 대만은 200명, 한국은 300명(2015년 이후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만 적용)이므로 대만 중소기
업의 성과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양국의 중소기업 포괄 범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
의 1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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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09~14년 대만 ·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성과 비교
(단위: %, %p)

중소기업

한국(a)

대만(b)

(a-b)

수출증가 기여율

12.7

9.3

1.4

수출증가율

6.1

4.3

1.8

비중 변화

∆3.1%p

∆2.3%p

0.8%p

주: 1) 수출증가 기여율 = (중소기업 수출 증감액/전체 수출 증감액)x100.
2) 수출증가율은 2009~14년 연평균 증가율임.
3) 비중 = (중소기업 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DB(검색일: 2015. 10. 19); 중소기업연구원(2016), p. 26; 經濟部中小企業處
(2010, p. 56; 2015, p. 56)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서 지적했듯이 단순 통계 수출액과 비중이 중소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생산 네트워크에서 많은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출품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23)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정확히 평
가하기 위해서는 간접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출을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최종 수출품 생산 과정에 기여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간접수출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24) 관련 연구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
을 산출해 보면 2009년 이후 중견기업을 제외하여 생긴 변동을 제외하면 비중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통계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된 최근 2009년 이후 중소기
업의 간접수출비중은 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25) 그러나 직접수출비중은
2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등은 주로 대기업이
최종 수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중간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24) 오동윤(2007, 2012), 이준호(2011)는 ① 대기업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통
계 부족 ② 중소기업 생산과정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자금, 경영 지원 평가 문제 ③ 중소기업 기여도
산출 과정에서 적용할 가격 문제(최종 수출품의 수출 가격 적용, 혹은 생산원가 적용) ④ 무역대행사를
통한 간접수출 추계의 어려움 등을 간접수출 추정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25) 경제부 산하 중화경제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간접수출에 대한 추계를 하는 대만과 달리 한국은 관련
공식 통계가 매우 부족하다(「중소기업 수출 통계 엉터리」(2015. 1. 14) http://magazine.hankyung.
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5011200997000211&mode=sub_view
(검색일: 2016. 2. 19) 참고). 오동윤(2012), 이준호, 권선윤, 방수아(2010)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
고｣(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모기업 납품액과 기업 규모별 납품 비중에
기초하여 간접수출액을 추계하였다. 두 연구자는 동일한 실태조사 보고를 이용했으나 표본 처리 방식,
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 분석 방법이 달라 직접수출 비중 등의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준호 외(2010)의 방식으로 추정하였다(자세한 추계방법은 이준호, 권선윤, 방수아(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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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36.9%에서 2008년 30.9%, 2009년 21.1%에서 2013년 17.2%로 감
소하면서 중소기업의 전체수출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표 2-6 참고).
이런 결과는 [표 2-3]에서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이 증가하면서 전
체수출비중도 늘어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즉 대만 중소기업은 간접수출비중
증가가 직접수출비중 감소보다 커서 전체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
면, 한국 중소기업은 간접수출비중의 정체와 직접수출비중의 감소로 전체수출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 중소기업 모두 간접수출까지 고려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및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
만은 증가 추세이고 한국의 경우는 감소 추세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차이는 주로 수출 연관 GVC에 대한 양국 중소기업의 참여 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이후 대만경제의 대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직접수출보다는 수출 대기업에 중간재
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GVC 참여를 늘려왔다. 따라서 대기업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가치사슬을 통해 기여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가 형성 ․ 유지되는 과정에서 중소

표 2-6.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수출비중

48.1

45.4

44.4

41.6

38.7

28.5

28.4

26.1

28.3

25.0

직접수출비중

36.9

32.4

31.9

30.7

30.9

21.1

21.1

18.3

18.8

17.2

간접수출비중

11.2

13.0

12.5

10.9

7.8

7.4

7.3

7.8

9.5

7.8

간접수출 기여율

23.3

28.6

28.1

26.2

20.2

26.0

25.7

29.9

33.6

31.2

주: 1) 직접수출비중 = (중소기업 직접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2) 간접수출비중 = (중소기업 간접수출액/전체 수출액)x100.
3) 전체수출비중 = 직접수출비중+간접수출비중.
4) 간접수출 기여율 = (간접수출비중/전체수출비중)x100.
5) 2009년부터 수출통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집계하였으므로, 2009년 이후 수치에는 중견기업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음.
자료: 이준호, 권선윤, 방수아(2010, p. 32); 중소기업중앙회(2010 p. 69, 2015b p. 6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DB(검색일: 2015. 10. 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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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출 대기업의 가치사슬 내 참여도를 올리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도
약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의 경우
삼성, LG 등 수출 대기업들이 주요한 부품을 자사 공장이나 수직 계열사를 통
해 공급받는 등 가치사슬을 내재화하고 있어 외부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
다. 2000년대 한국 대기업들은 휴대폰, 컴퓨터,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을 크게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가치사슬 참여도 증가나 고부가가치 영역으
로의 진입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간접수출비중은 정체되었고 직접
수출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 증가의 완만한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 차원의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다음 절에서
휴대폰 산업을 중심으로 GVC와 한국 · 대만 중소기업의 참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국제교역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작은
과업(task) 단위로 분절(fragmentation)되고, 이렇게 쪼개진 과업들이 각기
다른 나라와 기업에서 수행되면서 오늘날의 생산과정은 급속하게 수직적으로
탈통합화(vertical disintegration)되고 탈중심화(decentralization)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VC에의 참여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수출 증대
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아가
GVC의 일부분에 참여하여 해외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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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새로운 산업발전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발전 모델, 즉 한 나라가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내재화 또는 국
산화하는 방식을 통해 수직통합된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을
키우던 방식과 구별되는 산업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GVC 참여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자원과 역
량으로 인해 수출시장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6) 하지만 GVC를 통해
부품과 같은 중간재 생산이나 특화된 서비스(예, 전문위탁 조립생산)를 담당하
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도 수출시장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
가 낮은 가치사슬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고도화(upgrading)’함으로써 글로
벌 시장에 참여하여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제품설계와 같
은 가치사슬의 ‘상류(upstream)’와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 ‘하류 (downstream)’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제품의 조립생산과 같은 ‘중류(mid-stream)’에
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잘 지적한 것이
컴퓨터 제조업체로 유명한 대만 에이서(Acer) 그룹의 회장 Stan Shih가 주창
한 이른바 ‘스마일 곡선(smile curve)’이다.
[그림 2-1]은 이를 개인용 컴퓨터(PC) 산업에 적용시킨 예이다. 핵심 기술과
중요 부품을 개발 · 생산하는 상류 부문과 브랜드와 유통, 물류를 담당하는 하
류 부문의 부가가치가 실제 PC 조립을 담당하는 가치사슬의 중간 부문보다 훨
씬 높은 부가가치를 누린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의 고도화는 스마일 곡
26)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 8~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수출시장에 진입한 300여 개의
중소기업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진입 후 수출을 줄이거나 철수한 ‘후퇴기업’으로 분류되었고, 이 가운데
1/3 이상이 진입 1년 내에 이 같은 후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은 수출
증가가 매출액이나 수익성의 향상, 신시장 개발이나 거래처 다변화를 통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 3곳 중 1곳 “첫 수출 후 중단”」(2015. 9. 15),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067500030.HTML(검색일: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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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하위 부분에서 상위 부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GVC 참여 및 고도화 모델을 보면, ‘주문자 위탁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에서 시작해서 제품개발 및 설
계 기능을 더하여 ‘제조자 개발생산(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으로 나아가고, 이에 더해 자체 브랜딩을 통해 ‘자체상표 생산(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띤다. OEM 단계를 더 세분화
하면, 원자재 공급을 주문자에게 의존하는 ‘단순조립생산(simply assembly)’
과,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의 전 공정을 비교적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고도화된
‘full-package 생산’이 있다. 여기에 제품 개발과 디자인 기능을 더 붙이면 보
다 부가가치가 높은 ODM이나 OBM으로 고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항상 이와 같은 모델을 따라 단선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른 참여 경로를 거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GVC 참여의 패턴에서 대조적인 모습
을 보여왔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추구되었고, 그런 만큼 해

그림 2-1. Stan Shih의 ‘스마일 곡선’

부가가치
· 기술
· 제조
· 물량

소프트웨어
CPU
DRAM
LCD
ASIC
모니터
HDD
메인보드

· 브랜드
· 유통채널
· 물류

PC시스템

부품

자료: Dedrick and Kraemer(1998),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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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외 구매자를 위해 주문생산을 수행하는 OEM을 거쳐 기술습득 및 학습을 통해
제품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ODM으로의 고도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다
른 한편에서 대만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마케팅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즉 OBM으로의 고도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의 산업발전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기
업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의 OEM과 ODM 단계를 거쳐
상대적으로 빠르게 OBM 분야로 진입하였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GVC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저부가가치 활동에 머물러 있으며, GVC 참여에 있
어 국내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GVC 참여와 고도화 사례는 우리 중소기업의 GVC 활동
심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 ․ 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방식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하여 양국의 전반적인 GVC 참여도를 비교하여 한국
과 대만의 GVC 참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 국가나 기업의 GVC 참여 정도와 방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주로 현
지 조사(field research)와 기업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의 풍부함에 불구하고 참여 정도나 방식을 지역, 국가, 산
업, 기업 간에 비교 ·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최근 ‘부가가치교역’ 자료가 국제적 수준의 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GVC 참여에 관한 여러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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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면서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 아래에서는 2015년 10월 발표된 TiVA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도를 국가 수준에서 비교해서 살펴
보았다.27) 다만 GVC 관련 통계가 아직 기업규모별로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중소기업만의 GVC 참여에 대한 TiVA 데이터 분석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이 절의 GVC 분석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에 대한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VC 참여도(GPI: GVC
Participation Index)’이다. GPI는 ‘후방(backward) 참여도’와 ‘전방 (forward)
참여도’로 구분되며, 두 참여도의 합으로 한 나라의 전체적인 GVC 참여 수준
을 측정한다. 후방 참여도는 한 국가의 총수출에서 수입된 투입(imported
input)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고, 전방 참여도는 한 국가의 재화 및 서비
스의 수출 가운데 제3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투입으로 사용된 비중으로 정의된
다. 전자가 해당 국가가 수입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출에 활용한 정도로 GVC
참여 정도를 잰다면, 후자는 자국이 수출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다른 나라의 수
출에 활용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TiVA 데이터에 따라 대만과 한국의 GPI를 보면, 2011년 기
준 대만은 67.6, 한국은 62.1을 기록, 자료에 포함된 61개 국가 또는 경제권
가운데 대만이 2위,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그림 2-2 참고). 대만이 한국에 비해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나라 모두 GVC
참여라는 측면에서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 정상급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28)
두 나라의 참여도를 후방과 전방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소의 차이가 드러
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후방 참여도에서 대만은 43.5, 한국은 41.6으로
각각 6, 8위에 올랐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수입된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의존
27) OECD Stata(2015), Trade in Value Added(TiVA) – October 2015, https://stats.oecd.org
/index. aspx?queryid=66237(검색일: 2015. 2. 19).
28) 이는 흔히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공유한다고 알려진 일본과 비교해 봐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GPI는
47.5로 한국 · 대만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후방 참여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일본이 강한 내수 부품산업을 바탕으로 국산 부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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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1년 GVC 참여도 비교: 한국과 대만
80
70
60
50

24.1

20.5

43.5

41.6

대만

한국

40
30
20
10
0

후방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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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5), TiVA GVC Indicators(검색일: 2016. 2. 19).

도가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반면 전방 참여도에서는 대만이 24.1, 한국은
20.5로 대만이 다소 앞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수출에서 수입된 투입의 비중이 높지만, 수출
품의 구성에서 한국이 대만에 비해 최종재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대만은 상
대적으로 중간재의 수출비중이 다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나라의 차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OECD TiVA 자료는 2000년, 2005년, 2008~11년의 참여도 수치를 보여주는데,
[표 2-7]에서 보듯이 총 참여도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대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2000년대 내내 대만의 참여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두 나라 간
의 참여도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가 2010년 이후 다소 간격이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전방, 후방 참여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만의 후방 참여도는
32.2 (200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44.1까지 증가했다가 2009~10년
감소한 이후 2011년에는 43.5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000년, 29.7)에서 시작해서 2009년에 이르면 격차를
상당히 줄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다소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방
참여도를 보면, 2000년대 내내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다 201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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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VA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점을 요약하면, 한국과 대만은 대단히 높은 수
준에서 GVC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후방 참
여도의 확대, 즉 수입된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한 수출이 GVC 참여 정도를 높
이는 데 크게 기여한 반면, 대만의 경우는 2000년대 내내 한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전방 참여도를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표 2-7. GVC 참여도 변화 추이: 한국과 대만(2000~11년)
2000

2005

대만

53.4

64.4

한국

50.5

57.7

대만

32.2

37.4

한국

29.7

33.0

대만

21.2

27.0

한국

20.8

24.7

2008

2009

2010

2011

69.6

64.1

67.1

67.6

63.5

59.0

61.3

62.1

44.1

37.8

41.7

43.5

41.6

37.5

39.2

41.6

25.5

26.3

25.4

24.1

21.9

21.5

22.1

20.5

총 참여도 (A+B)

후방 참여도 (A)

전방 참여도 (B)

자료: OECD(2015), TiVA GVC Indicators(검색일: 2016. 2. 19).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방식과 역할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를 통해 산업적 수준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29) 물론 TiVA 데이터만으로 GVC 참여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가치사슬 내
부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참여나 가치사슬 내에서의 고도화와 같은 문제, 나아가 중소기업의 GVC상의
역할은 국가 수준에서 종합(aggregate)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VC 참여에 대해 국가간의 비교 가능한 수치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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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산업은 IT 분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GVC에서 한국, 대만을 비
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한국과 대만
은 주요 수출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전체 IT 산업
에서 휴대전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하지만 두 나라가 GVC에 참여하
는 양상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30)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면, 대
만은 전문위탁생산(EMS: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업체와 부품
공급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휴대전화 산업에서 OEM이나
ODM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체 브랜드 제품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
장에 진출했다. 이는 한편으로 TV, VCR 등의 전자제품 수출에서 축적한 OEM
에서 OBM으로의 고도화 경험을 자원으로 삼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대기
업이 가진 풍부한 자원(재무적 자원, 마케팅, 해외판매망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2-8]에서 보듯이 한국의 두 대표 휴대전화 업체는 세
표 2-8. 세계 휴대전화 판매점유율 상위 10대 업체 추이
(단위: %)

2005

점유율

2010

점유율

2014

점유율

노키아

32.5

노키아

28.9

삼성전자

20.9

모토롤라

17.7

삼성전자

17.6

애플

10.2

삼성전자

12.7

LG전자

7.1

마이크로소프트

9.9

LG전자

6.7

리서치인모션

3.0

레노보

4.5

소니-에릭슨

6.3

애플

2.9

LG전자

4.0

지멘스

3.5

소니-에릭슨

2.6

화웨이

3.8

세젬

2.0

모토롤라

2.4

TCL

3.4

파나소닉

1.4

ZTE

1.8

샤오미

3.0

벤큐

1.4

HTC

1.5

ZTE

2.9

산요

1.3

화웨이

1.5

마이크로맥스

2.0

기타

14.5

기타

30.6

기타

33.5

자료: Gartner 홈페이지(http://www.gartner.com, 검색일: 2015. 10. 4)에서 저자 정리.
30) Lee, Kim, and Lim(2016), pp. 2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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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장의 점유율을 2000년대 후반 꾸준히 높였고, 2014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에서 약 2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이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의 휴대전화를 자사의 공장에서 조립 · 생
산하며, 주요한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가치사슬의 상당 부분을
내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업체 IHS iSuppli가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실제 분해해서 부품의 자료와 종류를 확인하고 부품별 가격을 추정해서 작성한
부품표(BOM: bill-of-material)에 따르면, 전체 부품가(236달러) 가운데 약
63%에 해당되는 149달러 정도의 부품이 삼성전자나 관련 계열사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고).31) 여기에는 디스플레이(31%), 애플리케이
션 프로세서(12%), 메모리(11%), 전력관리부품(3%) 등의 공급가가 포함된다.
나머지 부품들은 주로 미국(주로 각종 통신관련 마이크로프로세서), 일본(안테
나, 무선부품, 센서 등), 독일(센서), 스위스(센서)의 다국적 기업, 혹은 전문 부
품 및 소재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조

그림 2-3. 삼성 갤럭시 S4 주요 부품 가격비중 분석

Mechanical/Elec
tro-mechanical
9%
Battery 2%

Others
2%

WLAN 4%

Display and
touchscreen
31%

UI & Sensors 7%
Wireless 7%
Camera 8%
Power 3%
Manufacturing
4%

Memory
11%

Processor
12%

자료: IHS iSuppli(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5. 10. 4).

31) IHS iSuppli(2013), http://press.ihs.com/press-release/design-supply-chain/samsung-galaxy-s4carries-236- bill-materials-ihs-isuppli-virtual-t(검색일: 201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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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거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부분의 가치사슬도 직접 통제
한다. 따라서 삼성 계열사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브랜드 휴대전화의
GVC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대만기업들은 부품생산과 위탁생산서비스 같은 가치사슬의 중상류 부
분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대만 중소기업들은 주로 휴대전화 생산에 사
용되는 광범위한 중저가 부품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Tsan(2012) 애플과 HTC 스마트폰의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소규모 부품업체들은 대체로 부품가 10달러 이하의 중저가대의 표준화된 여러
가지 부품들(케이스, 터치스크린, 카메라모듈, 키패드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
다. 이는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메모리나 LCD
패널 같은 소수의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부품에서는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약하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32)
휴대전화 GVC 참여 양상에서 또 다른 차이는 대만 전자제품 전문위탁생산
(EMS)업체의 강세이다. EMS 업체들은 브랜드 업체로부터 제품사양을 제공받
아서 부품을 조달하고 이를 조립 · 생산하여 브랜드 제품으로 공급하는 전문 생
산서비스 제공자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특정한 구매자나 브랜드에 전속되지 않
고 복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부품조달과 생산공정의 표준화
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복수의 글로벌 브랜
드들은 이러한 전문업체를 통해 생산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조립생산을 외부화
하고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위탁생산업체들은 다수의 업체들을 상대
로 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과 학습효과를 추구한다.33)
역사적으로 대만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위와 같은 기업들을 배출하였
다. [표 2-9]는 EMS 분야 전문조사업체인 Manufacturing Market Insider
가 매출액을 중심으로 선정한 2014년 세계 10대 EMS 제공업체이다. 여기에
32) Tsan, Chang, Lin, Han, and Chu(2012), pp. 177-188.
33) Sturgeon and Lee(2005), pp.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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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플 제품군의 위탁생산업체로 유명한 Hon Hai그룹(폭스콘)과 Pegatron
등 3개 대만 업체가 상위에 위치해 있다. 반면 한국은 10대는 물론 50대 기업
리스트에 하나의 기업도 올리지 못했다.
휴대전화 위탁생산에서도 대만 업체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Foxconn,
Arima, Compal, Pegatron, Wistron, Inventec 등의 대만 EMS들은 전 세
계 휴대전화 위탁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애플,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모바일, 블랙베리 등 주요한 글로벌 브랜드는 물론, 화웨이, 레
노보, 샤오미 등 주요 중국업체들의 휴대전화를 계약생산하고 있다.34)
종합하면 휴대전화 산업 사례의 분석은 한국과 대만이 해당산업의 GVC에
참여하는 형태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이 대기업 위주로 브랜드
제품 생산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보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전문위탁생산
업체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표 2-9. 2014년 세계 10대 EMS 제공기업
순위

업체

본부

1

Hon Hai Precision

대만

2

Pegatron

대만

3

Flextronics

싱가포르

4

Jabil

미국

5

New Kinpo Group

대만

6

Sanmina

미국

7

Celestica

캐나다

8

Benchmark Electronics

미국

9

Shenzhen Kaifa Tech.

중국

10

Universal Scientific Industrial

중국

자료: Manufacturing Market Insider(2016), http://mfgmkt.com/mmi-top-50/the-mmi-top-50-press-release/
(검색일: 2016. 4. 11).

34) 조철 외(2013),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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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 ․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전 장에서 분석한 한국과 대만의 GVC 참여 형태는 전체 기업 군이나 휴대전
화 산업만을 분석하여 기업규모별 · 산업별로 다양한 GVC 참여 상황을 반영했
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전반적인 GVC 참여 상황의 차
이를 분석하여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장은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기업 사례분석을 시도하고, 기
업별로 GVC 참여의 성공요인을 찾아 정리하였다. 대만 중소기업 사례는 광학
렌즈 제조, 방직, 기기설비 제조분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 중소기업 사례
는 모바일 세트 제품용 반도체 설계 및 생산, 화장품 제조, 자동차용 램프 제조
분야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대만 중소기업 사례35)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大立光電股份有限公司)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다리광뎬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자동차 등에 필요한 플
라스틱 광학렌즈를 생산하는 부품기업으로, 애플(Apple), 노키아(Nokia), 소
니(Sony), HTC, 모토롤라(Motorola) 등 세계적인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1987년 설립된 다리광뎬은 1991년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비구면렌즈를 생산
하기 시작, 2015년 현재 글로벌 광학렌즈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35) 대만경제부는 매년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
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3년 ｢

｣과 같은 기업 사례
(Ⅱ)｣에 수록된 기업 중에서

대만 현지 전문가의 의견과 최근 경영성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대만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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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기업개요
설립연도

1987년

본사

타이중시(臺中市)

고용인수

2,000명(2014년 기준)

자본금

13.4억 NTD

사업영역

카메라 부품 제조
해외지사: 중국 쑤저우(苏州), 홍콩
해외공장: 중국 쑤저우(苏州), 둥관(东莞)

해외진출 상황

주요 해외 거래처: Apple, Nokia, Sony, HTC, Motorola
자료: 다리광뎬, http://www.largan.com.tw/html/about/invest_en.asp(검색일: 2016. 2. 19); 中長期產業發展規
劃小組(2013), pp. 3-60~3-69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 순수입(Net Income), 주당순이익(EPS) 추이

(단위: 백만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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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리광뎬, http://www.largan.com.tw/html/about/invest_en.asp(검색일: 2016. 2. 19).

[그림 3-1]이 보여주듯이 최근 10년간 다리광뎬의 순이익(Net Income)은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2014년에 245억 NTD36)의 고수
익을 거두었다. 주당순이익(EPS)도 같은 기간 크게 높아져 2006년 32NTD에
서 2014년 145NTD로 4배가량 증가하였다. 순매출(Net Sales)이나 매출총이
36) 대만달러(NTD)의 2014년 연평균 달러대비 환율은 30.3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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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Gross Margin ratio)도 201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그림
3-2 참고). 예를 들어 최근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순매출이 거의 200억 위
안가량 증가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불경기(New
normal)에 진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
리광뎬의 경영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림 3-2. 순매출(Net Sales), 총마진(Gross Margin) 추이

(단위: 백만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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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리광뎬, http://www.largan.com.tw/html/about/invest_en.asp(검색일: 2016. 2. 19).

2) 성공 요인
다리광뎬이 GVC에 편입하여 다국적기업들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글로벌
광학렌즈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된 성공 요인으로는 ① 선도적 시장 진입 ②
적극적 신기술 투자 ③ 전문기업화 ④ 적극적 마케팅 전략 ⑤ 정부정책 지원 활
용 등을 들 수 있다.

① 선도적 시장 진입
독일 광학기업 Bosch에서 공장장과 기술부장으로 일하던 린야오잉(林耀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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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스칭(陳世卿)은 세계 광학공업의 중심지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이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산업 중심지가 재차 이동할 경우 대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1980년 다리광뎬의 전신인 다건정
밀광학(大根精密光學)을 설립하고 카메라 및 망원경용 유리렌즈를 생산하면서
시장에 진출하였다. 당시 기업들이 해외 선주문 없는 창업에 조심스러웠던 상
황에서 다건정밀광학의 설립은 매우 과감하고 선도적인 결정이었다.

② 적극적 신기술 투자
1987년 린야오잉과 천스칭은 당시 보급형 전자제품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카메라 렌즈 수요도 점점 경박단소형(輕薄短小型) 저가보급형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리광뎬을 설립했다. 다리광뎬은 유리
렌즈보다 더 가볍고 양산이 쉬우며 가소성37)이 높은 플라스틱 비구면렌즈를
대만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플라스틱 비구면렌즈 생산에는 고난도의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술과 정밀한
주형설계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렌즈는 주변 온도 변화에 따라 굴
절률이 달라지기도 하고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 측
정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구면렌즈 생산에는 주형 핵심부
품인 다이코어(Die Core)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당시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기
술은 일본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자본금 7천만 위안에 불과했던 다리
광뎬은 거금 3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초정밀 비구면 주형제작기(UPL:
Ultra Precision Lathe)와 CODE V 광학설계 소프트웨어를 들여온다. 이런
과감한 투자로 선진기술을 도입한 다리광뎬은 경쟁기업과의 차이를 크게 벌리

37) 고체가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 형태가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
지 않는 성질. 천연수지, 합성수지 따위가 이러한 성질을 지닌다(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http://
krdic.naver.com/detail.nhn?docid=259900, 검색일: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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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내재적 기술능력 배가에 집중하였다. 이때부터 플라
스틱 비구면렌즈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윤도 크게 증가하였다.
다리광뎬은 1990년대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또 다른 부흥기를 맞이한다. 다리광뎬은 1998년부터 디지털 카메
라에 적합한 줌렌즈(zoom lens) 2X, 4X를 대만 최초로 개발 · 생산하는 데 성
공하였고, 자동초점렌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사내 R&D 투자
를 계속하는 한편, 2001년에는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 SEIKE 정공
(精工)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여 300만 화소의 고기술 자동초점렌즈 모듈생산
에 성공하였다.
또한 다리광뎬은 1995년부터 카메라폰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초소형
휴대폰용 렌즈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당시 존재하던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이면서 200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카메라폰 시대에 대응할 수 있었
다. 2003년 다리광뎬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수가 1,100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회사의 기술개발 노력을 증명한다. 이후 스마트폰 시대에 필요한 EDoF
(Extend Depth of Field) 등 고화질 고성능 렌즈도 지속적으로 개발, 양산에
성공하였다.

③ 전문기업화
다른 광학기업들이 다각화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거나 공급사슬의 위 ·
아래를 통합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반면, 다리광뎬은 수십 년간 오로지 고부
가가치 렌즈 생산기술에만 집중하였다. 또한 다리광뎬은 OEM을 추구하지 않
고, 독자 개발한 기술을 외부에 팔지 않으며, 외국 기업의 설계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3불(三不) 정책을 통해 독자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전
략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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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극적 마케팅 전략
다리광뎬의 전신인 다건정밀광학(大根精密光學)은 출범 당시부터 적극적 마
케팅을 추구하여 전국 각지의 카메라 관련 기업을 방문하였고, 세계 각국의 광
학 관련 전시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다건정밀광학(大根精密光學)의 적극
적 마케팅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당시 굴지의 카메라 관련 기업인 미국의 코닥
(Kodak)과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다건정밀광학은 수년간
코닥에 자사의 생산품을 소개하는 편지를 수없이 보냈고, 1986년 이에 호응하
여 코닥은 대만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다건정밀광학의 공장과 제품을 직접 확인
한 후 천만 개의 렌즈를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각종 방법
을 시행하였다.

⑤ 정부정책 지원 활용
대만정부는 1969년 외자기업에 관세 및 세금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타이중
탄즈(臺中市 潭子) 가공수출구(加工出口區)를 세워 Bosch, Canon, Pentax 등
저명한 독일, 일본 광학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로부터 이 지역은 대만
정밀기계 및 광학제품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린야오잉과 천스칭을 비롯한
많은 광학 산업계 창업자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축적한 경험, 기
술,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향후 대만 산업계의 주요 기업을 일구어 내었다.
정부는 이러한 FDI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의 선진기술 흡수와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인 · 기술자를 육성하고 국
내외를 연결하는 산업 ·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
었다.38)

38) 저자가 인터뷰한 대만의 산업 전문가들도 대만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다국적기업을 통해 GVC에 진
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정부 주도의 FDI 정책과 이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 및 생태계 형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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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루홍주식유한회사(儒鴻企業股份有限公司)39)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루홍주식유한회사는 홍전하이(洪鎮海)가 1977년에 설립했으며, 주요 경영
항목은 니트, 기성복이다.

표 3-2. 루홍의 기업개요

설립연도

1977년 11월

고용인수

1,355명

사업영역

본사
자본금

신베이
산업원구(新北產業園區)
24.6억 NTD

방직업

해외진출 상황

해외지사: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해외공장: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의 레이소 등 총 9개 공장
주요 해외 거래처: Adidas, Nike, FILA, GAP, Columbia, jcp 등

자료: 루홍주식유한회사, http://www.eclat.com.tw/about01.html(검색일: 2016. 2. 19); 中長期產業發展規劃小組
(2013), pp. 3-49~3-59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루홍 합병영업수익 및 영업이익 추이(2001~15년)
(단위: 백만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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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루홍주식유한회사, http://www.eclat.com.tw/chi/investors02.html(검색일: 2016. 2. 19); 대만 증권거래소
공개자료 사이트(公開資訊觀測站), http://mops.twse.com.tw/mops/web/index(검색일: 2016. 4. 1).

39) ｢

(2013)｣, pp. 40~58 및 루홍 홈페이지(http://www.eclat.com.tw/about

01.html, 검색일: 2016. 2. 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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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에서 보이듯 2001년 이래 루홍의 합병영업수입(合併營收)은 안
정적으로 성장하다가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고, 2015년 최고점(255억 2
천만 NTD)을 찍었다. 영업이익(營業利益)의 추이도 영업수입과 비슷한 양상
을 보이며, 2015년 최고점(48억 4백만 NTD)에 달했다.
[그림 3-4]에서 보이듯 2001년 이래 루홍의 주당순이익이 산업 평균 주당순
이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양자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림 3-4. 루홍 주당순이익(EPS)과 산업 평균 주당순이익 대조 추이(2001~15년)
(단위: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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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루홍주식유한회사, http://www.eclat.com.tw/chi/investors02.html(검색일: 2016. 2. 19); 대만 증권거래소
공개자료 사이트(公開資訊觀測站), http://mops.twse.com.tw/mops/web/index(검색일: 2016. 4. 1).

2) 성공요인
오랫동안 방직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됐지만, 30년 역사를 가진 루홍은
Adidas, Nike, FILA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인정받아 지속적인 협력관
계를 유지했다. 그 성공요인은 ① 창립자의 염색 경력 ② 선진국 기술 및 기계 도
입 ③ 글로벌 기업과 적극 협력 ④ 해외 공장 설치 ⑤ 산학 협력/인재양성을 통한
신(新)사업화 전략 ⑥ 기타 업종과 결합 추진 ⑦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용 등이다.

제3장 한 ․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 63

① 창립자의 염색 경력
기업 창립자 홍전하이는 창업의 꿈을 갖고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학력으로
위장하여 궈광 염색공장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를 계기로 방직업과 인연을 맺
었다. 그는 염색기술 지식을 습득한 후 2년 만에 부공장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그는 친구와 협력하여 50만 위안의 자본금을 모집한 뒤 루홍을 설립했다.
1977년 10월에 루홍을 창업했고, 네 달 동안 적자 없이 오히려 10여만 위안의
이윤을 창출하였다.

② 선진국 기술 및 기계 도입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직기술을 선
도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많은 대만 방직공장들이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학습
했고 루홍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초기 대만의 옷감과 기성복의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이었고, 일본이 그 다음이었다. 대만기업은 통상적으로 중간 무역
상과 외국 바이어를 중개로 하는 수동적 거래를 했기에 신형 옷감 개발에는 취
약했다.
홍전하이는 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주식회사로부터 탄성섬유를 구매하
여 대만에서 가공했다. 또한 일본 협력기업의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 과정
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일본공장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당시 일본기업은 방직산업의 중간 단계를 포기하고 원료 생산이나 브랜드 메이
커를 주 분야로 삼아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색기술이 뛰어난 루홍이 발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염색 머신, 독일에서 정형기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③ 글로벌 기업과 적극 협력
루홍은 스포츠용품 시장을 겨냥하여 기능성 옷감 제작에 관심을 가졌다. 홍
전하이는 적극적으로 대만의 Nike 본부와 연락하여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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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Nike는 탄성섬유를 쓰지 않았기에 루홍의 기능성 섬유 옷감에 흥미를 느
꼈고, 이후 Nike는 기능성 옷감에 대한 협력 개발권을 대만에 주었다.
이후부터 루홍은 옷감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옷감연구개발센터도
설립했다. 1994년에는 자체 옷감 브랜드 Eclon도 개발했다. R&D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홍전하이는 매년 9,000만 NTD를 디자인과 제품 생산 개발에 투자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매년 3,000여 종의 새로운 옷감을 생산하면서 기
능성 섬유 제품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옷감 개발에 있어 70%는 자체 개발이
고 30%는 바이어와 협력하고 있다.

④ 해외 공장 설치
대만의 노동력과 토지 원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기에, 루홍도 생산 라인
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레소토 등의 지역으로 옮겼다. 생산 지역
을 선정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민족성이다. 대만과 유사하면
소통이 순조롭다(베트남의 경우). 다음은 원가 효율이다. 레소토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40)의 수혜국
가다. 여기서 방직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제로 관세 혹은 매우 낮은 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⑤ 산학 협력/인재양성을 통한 신(新)사업화 전략
루홍은 산업과 대학을 연결시켜 기술력과 디자인의 결합을 추구했다. 10여
년 전부터 루홍은 푸런대학(輔仁大學)을 포함한 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 학과와
의 산학협력을 추진해왔다. 자체 개발, 디자인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으며, 학생
들에게 기업 실무의 토대를 제공했다. 11년 전부터 3D 컴퓨터 패턴 제작 인재
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0년부터 경제부 공업국, 방직종합소와 함께
‘전국 방직기술 논문대회’를 진행했고, 2011년부터 매년 ‘루홍 의류디자인 대
40) 미국에서 아프리카 생산 제품에 대해 무역 혜택을 주는 법으로, 2001년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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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도 개최했다. 향후 3D 컴퓨터 패턴 제작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루홍 영업부
서는 젊은 청년과 고학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석사학력 소지자 혹은 유
학파를 채용하여 글로벌 시장 개척 능력을 향상시켰다.

⑥ 기타 업종과 결합 추진
기능성 옷감 영역의 기술력과 디자인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지만, 재료화공,
전기기계 등 기타 업종과도 혁신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생물의
학, 나노미터, 화학공업, 환경 기술 등 기타 업종과 협력하여 항균, 나노미터 등
신형 옷감과 기성복 개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루홍은 환경보호
흐름에 대응하여 친환경 유기면(有機綿) 생산을 시작,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생
산인증을 받았다.

⑦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용
루홍은 경제부 기술처에서 제공하는 ‘시범성정보응용개발계획(示範性資訊
應用開發計劃)’과 같은 정책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리 네트워크의 전자화 시스
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해외 디자인 개발, 주문 생산, 납품 등 절차를 총
괄하여 상하 협력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샘플을 해외에
있는 기업에 보내고 수정 요구를 받아 다시 제작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시
간 낭비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기업이 모델을 루홍으로 보
내면 바로 수정할 수 있다. 주문에서 납품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 선싱공업유한회사(伸興工業基本有限公司)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선싱공업유한회사는 1975년 1월 린즈청(林志诚)이 창립했다. 주로 재봉틀
관련 반제품, 부품 등을 생산한다. 다국적기업인 성자(勝家, Singer),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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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황관(皇冠) 등의 기업이 주요 고객이며, 대만 타이중, 중국 장쑤(江
蘇), 베트남이 주요 생산지이다.

표 3-3. 선싱공업주식회사의 기업개요

설립연도

1975년 1월

본사

고용인수

267명

자본금

사업영역

타이중시 타이핑취
(臺中市太平區)
5.17억 NTD

방직, 의류 및 피혁생산용 기기 설비 제조업

해외진출 상황

해외지사: 중국, 베트남
해외공장: 베트남

자료: 선싱공업주식회사, http://www.zenghsing.com.tw(검색일: 2016. 2. 19); 中長期產業發展規劃小組(2013),
p. 90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선싱의 영업수입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도 전년대비 약 20% 성장하였다. 2014년에는 영업수입 60억 NTD를 돌파하
였다. 다만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 2005년, 2008년의 영업이익 하락은 전
년도 해외투자와 관련이 있다(2004년: 베트남선싱공업(越南伸興工業), 2007

그림 3-5. 선싱공업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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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선싱공업주식회사, http://www.zenghsing.com.tw(검색일: 2016. 2. 19); 대만 증권거래소 공개자료 사이트(公開
資訊觀測站), http://mops.twse.com.tw/mops/web/index(검색일: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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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베트남위에싱정밀(越南越興精密)).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
과를 누리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4과 2015년의 영업이
익은 9억 NTD를 넘어섰다.

그림 3-6. 선싱공업 EPS 추이
(단위: 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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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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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순이익(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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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산업 평균 주당순이익

자료: 선싱공업주식회사, http://www.zenghsing.com.tw(검색일: 2016. 2. 19); 대만 증권거래소 공개자료 사이트(公開
資訊觀測站), http://mops.twse.com.tw/mops/web/index(검색일: 2016. 4. 1).

선싱의 EPS는 산업평균보다 항상 높았다. 2005년, 2008년의 EPS 하락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선싱의 해외투자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해외투
자는 최근 선싱 경영성과의 기반이 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EPS는 10 NTD를 넘었고, 이후에도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평균은
2~4 NTD 수준으로 선싱의 EPS보다 항상 낮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 차
이가 확대되고 있다(그림 3-6 참고).

2) 성공요인
선싱은 작은 OEM 공장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속적 제조
공정 혁신, 기술 및 R&D 중시를 통해 크게 성장해서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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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하고 있다.41) 선싱은 곧 대만 중소기업 성공 발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가정용 재봉틀은 레드오션 산업이다. 규모가 작고 연간 성장률이 5%에 미치
지 못하지만 경쟁이 매우 심하다. 하지만 선싱은 1968년 재봉틀을 조립하는 작
은 공장으로 시작하여 다국적기업과 협력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발전을
이루어 세계 1위 가정용 재봉틀 제조기업으로 도약했다. 선싱의 성공요인으로
는 ① 다국적기업과 협력 ② R&D 능력 강화 및 다양한 인력 배양 ③ 고객 중심
신제품 공동 개발 ④ 적극적 해외 설비 투자 ⑤ ODM 집중전략 ⑥ 유망 과학기
술 연구 ⑦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용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① 다국적기업과 협력
1960년대 말, 대만에서는 노동집약적 OEM 기업과 부품 산업이 발전하였
고, 다국적기업의 FDI로 인한 공장도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 Singer(勝家), 일
본 Brother(兄弟), Janomo(車樂美) 등 다국적 재봉틀 제조업체의 해외 공장도
타이중(臺中)에 있었다.
초창기 선싱도 타이중의 OEM 재봉틀 업체 중 하나였다.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하여 부품조립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
비로소 소량의 저급제품생산을 시도했지만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싱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당시 일본 재봉틀 3위 Riccar Co.(立家株式會
社)와의 OEM 협력이다. Ricca Co.는 대만에 해외 공장을 세우려 했으나, 투
자 금액이 높고 관리가 쉽지 않아 망설이던 상황이었다. Riccar Co.는 결국 전
략을 바꾸어 선싱에 일본 부품을 조립하여 가정용 재봉틀을 생산해 달라고 요
청했다. 이후 선싱과 다국적 기업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1) 2012년 기준 선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7%로, 일본기업(Brother 약 20%, Janomo 약 18%)을
앞서고 있다(

產

2013, p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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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선싱과 Riccar Co.는 중급 가정용 재봉틀을 유럽, 미국 시장에 빠
르게 수출했다. Riccar Co.는 선싱에 재봉틀 설계도를 제공하면서 중저가의
경량형 재봉틀 생산을 맡겼다. 선싱은 대만에서 포장, 구매, 제조, 조립을 책임
지면서 완성품을 Riccar Co.의 해외 자회사에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Riccar Co.는 선싱의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장기간 관리 직원을 타이중에 파
견했다. 파견 직원들은 생산 지도, 기술 협력,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였다. 선싱
은 일본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하여 대만 현지 생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조
기술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 및 생산관리능력을 규격화하였다.
1984년, Riccar Co.는 경영다각화와 사업확장의 실패로 파산하였다. 선싱
은 Riccar Co.에서 장기간 설계 경험이 있는 일본인 관리자를 초빙하여 최고
급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관리자는 기업 내 R&D 인력 숙련
에 앞장서 Riccar Co.의 R&D 관리 과정을 선싱에 내부화시켰다.
OEM을 통해 Riccar Co. 가정용 재봉틀 생산을 담당했던 선싱의 제품은 일
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또한 1985년 스위스
Bernina와 OEM 계약을 맺을 때 스위스 기술자가 선싱에 들어와 기술 지도를
한 것도 선싱이 유럽 기술을 습득한 후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기술을 기초 골간으로 하고 유럽식 디자인을 융합한 선싱은 국제
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선싱은 스위스, 스웨덴, 독일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과의 협력에서도 더 이상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선싱의 기술자
가 직접 형태, 성능 등에 대한 고객 요구에 기초하여 제작 초안을 만들고, 쌍방
토론으로 확정한 후 모든 과정을 선싱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② R&D 능력 강화 및 다양한 인력 배양
가정용 재봉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대략 300~500가지 종류의 부품이 필요
하다. 설계 및 생산 능력이 있는 선싱은 공급사슬에서 부품 내재화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핵심 부품의 생산, 가공, 조립은 물론 플라스틱, 인쇄, 라커칠 공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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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치하였다. 선싱은 현재 산학협력을 통해서도 R&D 응용능력을 키우고 효
율성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싱은 R&D 인력을 기계, 전기, 전자, 공업설계 영역으로 다양화했다. 대만
본사 270명 중 85명이 R&D 설계 인력인데, 이는 유명한 일본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R&D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선싱은 세계 여러 국가의 유통
업체인 Wal mart, Carrefour 등에서 판매할 수 있었고, 신형 기종도 빠른 속
도로 공급할 수 있었다.

③ 고객 중심 신제품 공동 개발
선싱은 매년 협력업체와 신제품 개발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의
원칙은 저급, 중급, 고급 제품을 각각 출시하는 것과 3년 후 미래수요를 예측하
여 개발하는 것이다. 선싱은 시장 상황, 동종업계 동향, 최종소비자 소득수준 등
의 정보에 근거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본 제품을 어떻게 개량할지 미리 준
비한다. 아울러 1년 혹은 2년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 제품의 개량판
이나 성능을 올린 중급형 모델을 고객에게 제시한다. 고객이 1년 혹은 2년 후의
상품을 구상할 때 선싱은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한 모형과 판매가격을 제시하
는 방식이다. 이것은 필요 없는 소통 과정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전략이다.
선싱의 다른 신기종 개발 원칙으로 고객과 장기간 협력을 유지하며 주도적
으로 새로운 제품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칙은 생산 내
재화율을 높이고 협력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공통 부품과 각 상품의 생산규모를
늘려 원가를 줄이는 것이다.

④ 적극적 해외 설비 투자
선싱은 매년 늘어나는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했다. 빠
른 생산을 위해 1998년과 2004년에 중국 대륙과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고, 해
외는 생산기지로, 대만은 R&D 중심지로 명확히 구분하였다. 1999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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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가 도산할 때 선싱은 중국공장을 이미 설립했기 때문에 주문량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 ODM 상품 구성을 늘려 Singer의 고객들이
선싱에게 많은 생산을 주문하게 유도하였고, 이는 규모 경제를 누리고 세계적
인 가정용 재봉틀 업체로 도약하게 해주었다.

⑤ ODM 집중전략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가정용 재봉틀 브랜드는 거의 선싱이 ODM한
것이다. 그러나 선싱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정
용 재봉틀시장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신(新)브랜드가 쉽게 성공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린즈청은 중국기업의 추격에 대해 가정용 재봉틀과 공업용 재봉틀의 특성을
다양화하면서 성능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다. 복잡하고 세밀한 기계기술과 전
자기술의 결합은 상대방이 모방할 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선싱은 기술 면
에서 중국의 모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⑥ 유망 과학기술 연구
선싱은 유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및 개발 담당 연구진에게 직접 현재
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연구기관을 찾아다니며 어
떤 재료를 미래에 응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고, 투자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라고
요구했다.

⑦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용
선싱은 2002~03년 대만경제부의 R&D 보조금을 운용하여 생산 전반을 통
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정부가 작성한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초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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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중소기업 사례42)
가. 동운아나텍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동운아나텍은 모바일 세트 제품용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 · 생산하는 전자
기업으로, 국내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파워
로직스 등과 해외 라이트온, 폭스콘, 소니, 도시바 등의 카메라 모듈 업체를 주
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모듈에 탑재되는 AF 드라이버 IC43)를
주력 상품으로 하여 전 세계 AF 드라이버 IC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는 세
계 1위 기업이다. 2014년 매출은 제품별로 AF 드라이버 IC 85.1%, 디스플

표 3-4. 동운아나텍 기업개요
설립연도
고용인수
사업영역
해외진출 상황

2006년
99명
(2015년 3월 말 기준)

본사
자본금

서울시 서초구
25억 원
(2015년 3월 말 기준)

AF(Auto Focus), DDI 전원 IC, AMOLED DC-DC Converter 등 반도체 설계
해외지사: 중국 심천, 상하이, 대만, 일본, 미국
주요 해외 거래처: Avnet Japan Co., Ltd.(SONY 대리점)

자료: 동운아나텍, http://www.dwanatech.com(검색일: 2016. 2. 19); 한국IR협의회(2015, pp. 1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42)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는 대만 현지 진출 기업 담당자 인터뷰와 KOTRA(2015), 한국무역협회(2014,
2015a(검색일: 2016. 2. 19), 2015b), IBK 경제연구소(2015) 등의 기관에서 소개한 중소기업 중
GVC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자료, 증권사, 신문기
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43)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렌즈가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려면 VCM(Voice Coil Motor) 등의 모터에 적절
한 전류를 흘려줘야 하는데, AF(Auto Focus) 드라이버 IC는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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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전원 드라이버 IC 12.5%, LED 조명용 드라이버 IC 2.3% 등의 비중
을 보였다.44)
2010년부터 급속히 증가한 매출은 2012년 304억 원에서 2014년 445억
원으로 약 1.5배 늘어났고,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그림 3-7]과 같이
2013년 이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매출은 주 거래처였
던 팬택의 법정관리에 따른 디스플레이전원 IC 매출 축소와 환율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7. 동운아나텍 매출액 및 이익률
(단위: 십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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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진투자증권(2015), p. 10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4년 해외매출은 전체 매출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9년 처음으로 진출한 중국시장에서 동운아나
텍은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AF 드라이버 IC 중국 내 매출액이 2012
년 43억 원에서 2014년 185억 원으로 4.3배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그림
3-8 참고).
44) 유진투자증권(2015), pp.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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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운아나텍 국가별 매출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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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5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유진투자증권(2015), p. 116.

2) 성공요인
동운아나텍이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에 있어 선제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
던 성공요인은 ① 시장 변화에 맞춘 상품의 기획 및 R&D 투자 ② GVC 상위 업
체들에 대한 전방위 네트워킹을 꼽을 수 있다.

① 시장 변화에 맞춘 상품의 기획 및 R&D 투자
동운아나텍은 자동인식 카메라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될 것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관련 기술에 선투자하여, 3~4년 동안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R&D 투
자에 집중하였다. 특히 과거 1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R&D 관련 인력
이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술투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했다.

② GVC 상위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네트워킹
동운아나텍은 모듈(플랫폼) 개발자, 디바이스 개발자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
위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제품의 가치를 홍보하는 등 스마트
기기 GVC 상위 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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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스맥스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1992년 OEM45) 업체로 시작한 코스맥스는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전문기업
으로, 자체 브랜드 없이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하고 생산하
는 대표적인 화장품 ODM 업체이며, 매출의 95% 이상이 ODM 제품이다. 주
요 제품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기능성 화장품 및 향료 등이다. 글로
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의 대표 브랜드들과 존슨 앤 존슨, 왓슨 그룹, 아모
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이블씨엔씨 등을 주요 고객사로 하여 아시아, 유럽,
미국 등 75개 국가 370여 개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46)
코스맥스의 매출액은 2007년 710억 원에서 2014년에는 4.7배 증가한
3,360억 원을 기록했다. [그림 3-9]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매출액이 2,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 3-5. 코스맥스 기업개요
설립연도
고용인수

1992년 11월
621명
(2015년 상반기 기준)

사업영역

본사
자본금

경기도 성남시
45억 원
(2014년 12월 말 기준)

화장품 제조(OEM, ODM)
해외지사: 중국 상하이, 중국 광저우, 인도네시아, 미국

해외진출 상황

해외공장: 중국 상하이, 중국 광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오하이오
주요 해외 거래처: 로레알 그룹(랑콤, 로레알 파리스, 메이블린, 입생로랑,
슈에무라 등), 존슨 앤 존슨 등 70개 브랜드

자료: IBK 경제연구소(2015, pp. 96~169); 한국투자증권(2015, p. 3); 코스맥스, http://www.cosmax.com(검색일:
2016. 2. 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위탁 생산방식),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개발 생산방식).
46) 코스맥스 홈페이지(2016), 고객사 리스트, http://www.cosmax.com/business/customer.asp
(검색일: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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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코스맥스 매출 및 이익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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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K경제연구소(2015), pp. 96~169; 한국투자증권(2011 p. 38, 2013 p. 26, 2014 p. 2, 2015 p.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4년 중국 상하이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 화장품 ODM 시장에 본격
적으로 진출한 코스맥스는 한국 OEM ․ ODM 업체 가운데 중국 현지 생산량이
가장 높은 기업이며, 중국에서도 화장품 OEM ․ ODM 1위 업체로 꼽히고 있다.
코스맥스 중국법인(상하이법인과 광저우법인)의 2014년 매출은 전체 매출의
38%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에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1,2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그림 3-10 참고).
이것은 중국 화장품 시장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기술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색조화장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의 기회요인을 적절하게 공략한 것
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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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코스맥스 중국법인 매출 추이
(단위: 십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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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매출 비중은 기업 총매출에서 중국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투자증권(2013 p. 30, 2015 p.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성공요인
화장품 분야 GVC에서 대표적인 화장품 ODM 기업으로 손꼽히는 코스맥스
의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거래선 다변화 ② 지속적인 신
제품 개발과 글로벌 생산인프라 구축 ③ 현지화 전략 구사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거래선 다변화
코스맥스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중국 로컬업체를 고객사
로 확보함으로써 거래선을 국내외 업체로 다변화하여 장기적인 성장의 밑바탕
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법인인 코스맥스차이나와 코스맥스광저우의 경우 매
출의 80%를 중국 현지 화장품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고객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홍콩 화장품 박람회(Hongkong
Cosmoprof Asia)에 참가했으며, 2008년부터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파리
화장품 박람회(Beyond Beauty Paris)에 참가하는 등 해외에 코스맥스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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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해외 박람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해외 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OEM ․ ODM 수출 계약을 따내고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 내에서의 회사 브랜드 가
치 및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②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생산인프라 구축
코스맥스 전 임직원의 25%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300여 명의 R&I(Research and Innovation)센터 연구원들이 신제품을 개발
및 공유하고 있다. 또한 분기마다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업체들에
새로운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업체들이 선정한 제품에 해당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최근 5년간 R&D 인프라 구축에 연간 투자총액의 5% 이상을 투
자하고, 2017년까지 평균 9.6%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등 연구개발 인프라 구
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47) 이처럼 ODM 시장 진출 이후 지속적인 연
구개발로 창의적인 신제품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개척하고, 변
화하는 고객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8개 공장(국내 4개, 중국 2개, 인도네시아 1개, 미국 1
개) 등 글로벌 생산인프라를 구축하여 총 5억 7천만 개의 생산능력(CAPA)을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사의 주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현지화 전략 구사
코스맥스는 2004년 중국 상하이에 코스맥스차이나를 설립한 이후 광저우와
인도네시아, 미국에 현지 법인을 차례로 세웠다. 그리고 지역 ․ 문화 ․ 인종별 맞
춤형 상품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 R&I 센터를 국내 본사 외에도 해
외 법인이 위치한 중국 상하이, 미국 뉴저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역별로
47) IBK 경제연구소(2015),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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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R&I 센터에서는 현지 기후는 물론 소비자들의 특
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선호와 취향에 적
합한 다양한 상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다. 디에이치라이팅
1) 기업개요 및 경영성과
디에이치라이팅은 자동차용 할로겐전구를 생산 · 수출하는 기업으로, 1999
년 공장 설립 후 할로겐전구 생산을 시작하며 애프터마켓에 진입하여 현재 40
여 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일부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
하며 OEM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였고, 현대자동차에 디에이치라이팅의 전구
가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 중국을 필두로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에 8백만 달러 규모의 단독투자를 통해 7,500평 부지에
Jianshu DH Lighting Co., Ltd를 설립하고 다양한 자동차용 할로겐전구를
연구 및 제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공장에서는 매달 200만 개의 할로겐전구를
생산하여 주로 중국 및 인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용 할로겐전구는 전조등과 안개등 2가지이며, 신차에 들어가는 OEM
표 3-6. 디에이치라이팅 기업개요
설립연도
고용인수
사업영역

1995년 11월
89명(상시종업원)
(2014년 12월 기준)

본사
자본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6억 원
(2014년 12월 기준)

자동차용 할로겐전구, 자동차용 HID 램프, LED 제조
해외지사: 중국 장쑤성, 대만 타이베이, 미국 시카고, 룩셈부르크, 인도 뉴델리

해외진출 상황

해외공장: 중국 장쑤성 가오유시
주요 해외 거래처: 미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해외 40여 개 국가 수출

자료: 디에이치라이팅, http://www.doohee.com/kor/(검색일: 2016. 2. 19); 중소기업 현황시스템(201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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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40%)과 교체부품용 2차 시장인 애프터마켓(60%)으로 양분되고 있다.48)
완성차용 OEM 시장에서는 필립스, 오슬람, GE 등 글로벌 3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가운데, 디에이치라이팅은 전 세계 할로겐전구 시장에서 점유율 4위
를 기록하며 높은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49)
2011년 213억 원이던 매출액은 2012년 300억 원대를 넘어섰고, 최근 남동
공단에 제2공장을 신설하면서 2013년 330억 원, 2014년에는 347억 원의 매
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3-11 참고).

그림 3-11. 디에이치라이팅 매출 및 이익
(단위: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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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에이치라이팅, http://www.doohee.com/kor/(검색일: 2016. 2. 19); 중소기업 현황시스템(201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2. 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3-12]와 같이 2014년 매출의 52%를 북
미 수출이 차지하였고 중국,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은 18%, 유럽 지역은 1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매출에서 한국시장
판매는 18%로,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수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파이낸셜뉴스(2016. 1. 5) , http://www. fnnews.com/news/201601051726026759(검색일: 2016.
2. 19).
49) 「디에이치라이팅, 할로겐전구 외길...세계 빅3 눈앞」. 2014. 『매일경제 MBN』. (7월 28일). http://
news.mk.co.kr/newsRead.php?no=1038766& year=2014(검색일: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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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디에이치라이팅 지역별 매출
(단위: %)

유럽
12.0

한국
18.0

아시아
18.0

북미
52.0

주: 1) 지역별 구성비는 2014년 기준임.
2) 아시아 지역은 한국을 제외함.
자료: YTN(20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성공요인
필립스, 오슬람, GE 등 글로벌 브랜드들에 이어 전 세계 할로겐전구 시장에
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디에치라이팅의 성공요인은 ①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② 제품 품질 및 관리시스템 확보 ③ 신흥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등으로 볼 수 있다.

①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디에이치라이팅은 2006년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자동차용 할로겐
전구의 신제품 개발을 비롯하여 제조기술 혁신을 통한 자동차 OEM 시장의 국
산화 및 LED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당시 폭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디에이치라이팅은 국내 자동차 OEM 시장에 진입
하는 동시에 할로겐전구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할로겐램프는 일정 기간 동안 개도국의 저가 자동차 수요에 맞춰 판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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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HID(고압 방전램프), LED 등의 차세대 램프로 자
동차 램프산업의 주류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세대 시장에
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② 제품 품질 및 관리시스템 확보
디에이치라이팅은 유럽 지역 최고 품질인증인 E1, 미국의 DOT, 브라질의
INMETRO, 인도의 iCAT, 대만의 ARTC 등과 더불어 ISO/TS 16949 품질인
증 시스템 및 ISO 14001 환경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은 물론 품
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동화시스템으로 시간당 1,800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생산성의 극
대화는 물론 납품 품목의 다변화, 제로의 불량률을 달성하여 고객사에 양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③ 신흥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디에이치라이팅은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위해서가 아닌 향후 현지시장의 발
전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업체 및 제3국 수출을 위
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을 위한 전초기지로 중국을 선택
하여 중국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현지 자동차 업체에 할로겐전구를 납품하는 동
시에 세계 할로겐전구 시장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도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신흥시
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상 양국의 사례분석 결과, GVC 참여에 성공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공
통적인 성공요인은 크게 R&D 투자,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글로벌 생산인프라
구축, 선제적인 시장 진출, 제품 품질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특
히 대만의 경우 기업의 성공요인으로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용 또는 정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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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DI 정책 및 이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와 생태계 형성이 제시된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 정부정책 요인이 두드러지지 않았다.50) 이에 다음 장에서는 대만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0)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정부정책 요인이 없었던 것은 본 연구에서 보다 넓은 업종을 대상으로
GVC 편입 사례 조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한계에 기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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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사례분석 중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에서
언급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만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소개에 앞서 대만 중소기업의 현황, 지원 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구체적
인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 및 정책 시행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 현황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2014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中小企
業發展條例, 1991년 제정)와 2015년 3월 개정된 중소기업인정표준(中小企業
認定標準, 1991년 제정)에 기초하여 수립 및 실시되고 있다. 1991년 제정되고
2015년 3월 개정된 ｢중소기업인정표준(Standards for Identify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따르면 대만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 건설업 ·
광업 · 채석업에 종사하는 납입자본 8,000만 대만달러(NTD) 이하 또는 상시
고용자 200명 미만의 사업체이거나, 상기에 언급된 산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
하면서 영업수입 1억 NTD 이하 또는 상시 고용자 100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
의된다.51)52)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대만은 납입자본 또는 영업수입과 고용자
수를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양적 개념으로 중소기업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3) 이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판단함에
51) 대만 ｢중소기업인정표준｣ 제2조.
52) 한국 중소기업의 기준은 2015년 5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
며,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종별 규모
기준은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
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독립성 기준에 따르면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
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등 세 개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
기업 범위기준, http://www.smba.go.kr(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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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양적 개념과 질적 개념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54)
대만 중소기업은 기업 수를 기준으로 대만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2014년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35만 3,049개로 전
체 사업체수의 97.6%를 차지하였다. 한편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대
만 중소기업은 11조 8,399억 NTD로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29.4%
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은 전체
대비 30% 안팎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4-1 참고).
한국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
준 한국의 중소기업 수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341만 5,863개로 전체 기업
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 광업 ·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50조
원으로 전체 49.7%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기업매출의 86%를 중
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55) 단 이는 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 통
계 집계 기준이 차이가 있기에 대략적인 참고가 가능할 뿐, 양국 중소기업의 절
대적인 수치 비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
출 지원책 및 그 성과를 보고자 하기에 본 절에서는 대만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53) 한국에서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를 최초로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
되어 있었던 국내 산업계에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의 원활한 성장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을 제정(2014. 1)하여 중견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중소기업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6,
p. 3). 한편 대만경제부는 위탁생산(OEM, ODM)을 위주로 하는 대만기업들이 제조기술은 뛰어난 반
면 핵심기술이 부족하여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 글로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과 한국의 중견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만의 중견기업을 육성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정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 또는 생산 거점을 국내에 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2012, ｢중견기업 도약 계획(
畫)｣, p. 5).
54)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적 개념(외형적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질적 개
념(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을 모두 고려한다(김진수, 송은주, 마정화 2007, p.
11, p. 62).
55) 중소기업중앙회(2015c), p. 35, p. 36,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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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대만 중소기업 개요(2015년)
(단위: 개, 백만 NTD, %)
항목\연도
중소기업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32,025

1,247,998

1,279,784

1,306,729

1,331,182

1,353,049

비중

97.91

97.68

97.63

97.67

97.64

97.61

증가율

-0.22

1.3

2.55

2.11

1.87

1.64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9,189,463 10,709,005 11,226,933 11,381,770 11,321,842
30.65

증가율
중소기업 국내매출
비중

29.55

29.64

30.23

11,839,868

29.44

29.42

-12.17

16.54

4.84

1.38

-0.53

4.58

7,873,111

9,088,972

9,567,948

9,633,690

9,897,617

10,345,095

35.5

34.67

34.51

34.66

34.58

34.46

-10.72

15.44

5.27

0.69

2.74

4.52

1,316,352

1,620,033

1,649,985

1,748,080

1,424,225

1,494,773

16.87

16.16

16.29

17.74

14.48

14.62

수출성향

14.32

15.13

14.7

15.36

12.58

12.62

증가율

-19.96

23.07

1.85

5.95

-18.53

4.95

증가율
중소기업 수출
비중

주: 1) 비중은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연 증가율은 전년대비 현재 연도의 증가율임.
2) 수출비중 = (중소기업 수출액/전체 기업의 수출액)x100%.
3) 수출성향(Export Propensity) = (중소기업 수출액/중소기업 매출액)x100%.
자료: SMEA(2015), p. 26.

[표 4-2]는 종사자 및 사업체 수 측면에서 대만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을 보여준다. 먼저 종사자 수 기준 기여율을 보면 중소기업 기여율은 2012년
97.4%, 2013년 96.3%를 달성한 데 비해 2014년에는 73%를 기록하여 큰 감
소폭을 보였으나, 여전히 대기업보다 높은 기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종사
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기업보다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업체 수 기준 기여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
기 전후 시기인 2007~09년 3년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80% 이상의 높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종사자 수보다는 사업체 수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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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대만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단위: %)
구분

종

중소기업

사

기여율

자

대기업

수

기여율

사

중소기업

업

기여율

체

대기업

수

기여율

2005

2006

2007

2008

59.7

62.0

102.7

25.0

40.3

38.0

-2.7

97.7

95.7 -116.9 -89.5

2.3

4.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1.3

58.4

67.6

97.4

96.3

73.0

75.0 -181.3

41.6

32.4

2.6

3.7

27.0

-48.8

82.7

95.7

99.4

95.9

96.2

-51.2

17.3

4.3

0.6

4.1

3.8

16.9 -10.5

주: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임.
자료: 經濟部統計處(2015), p.134, p.138; 대만 경제부중소기업처 홈페이지, 중소기업관련통계(검색일: 2015. 11. 4).

표 4-3.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단위: 천 NTD, %)

기관\연간 예산
중소기업처(SMEA)
(중소기업 발전기금 포함)

회계연도 최종 금액
2013

2014

6,005,603

6,522,304

5,066,834

6,311,938

5,747,690

6,355,431

1,132,522

1,129,881

공업국(IDB)
(산업기술 지도 및 산업 공원
개발 관리기금 포함)
국제무역국(BOFT)
(해외마케팅 및 마케팅 컨설팅,
무역 진흥기금 포함)
상업사(DOC)
(무역현대화 및 상업기술 개발
진흥 포함)
과학기술처(DOIT)

18,028,617 17,300,847

총계

35,981,266 37,620,401

중소기업 예산 총액
2013 ①

2014 ②

6,005,603

6,522,304

(100.00)

(100.00)

3,392,085

3,959,094

(66.95)

(62.72)

4,528,174

4,805,279

(78.78)

(75.61)

470,620

644,303

(41.56)

(57.02)

12,087,317 11,633,422
(67.05)

(67.24)

26,483,799 27,564,402
(73.60)

(73.27)

증감
③＝②－①
516,701

567,009

277,105

173,683

-453,895
1,080,603

자료: SMEA(2015),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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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은 대만의 정책 예산 중 중소기업처(SMEA), 공업국(IDB), 국제무역
국(BOFT), 상업사(DOC) 및 과학기술처(DOIT) 등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에 배정된 예산 총액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들 정
부기관에 배정된 예산 총액은 2014년 기준으로 376억 2,040만 NTD였고, 이
중 275억 6,440만 NTD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예산 총
액의 73.3%에 해당된다.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처의 중소기업 지원
에 할당된 금액이 116억 3,342만 NTD에 달해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은
65억 2,230만 NTD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 중소기업처가 차지하였고, 3위
는 48억 527만 NTD를 사용한 국제무역국이었다.
한편 [표 4-4]는 산업별로 대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표 4-4.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2009~14년)
(단위: 개, 백만 NTD, %)

항목\연도
중소기업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32,025

1,247,998

1,279,784

1,306,729

1,331,182

1,353,049

농업

0.90

0.91

0.90

0.90

0.90

0.85

공업

18.75

18.67

19.01

19.07

19.19

19.43

서비스업

80.24

80.42

80.09

80.02

79.91

79.72

총매출액

9,189,463

농업

0.18

0.17

0.16

0.18

0.19

0.20

공업

45.85

49.41

50.13

50.13

48.67

49.27

서비스업
내수

10,709,005 11,226,933 11,381,770 11,321,842 11,839,868

53.96

50.42

49.7

49.69

51.13

50.53

7,873,111

9,088,972

9,567,948

9,633,690

9,897,617

10,345,095

농업

0.19

0.18

0.17

0.19

0.19

0.20

공업

42.35

45.47

46.28

45.65

45.72

46.23

서비스업

57.46

54.36

53.55

54.16

54.09

53.58

수출

1,316,352

1,620,033

1,649,985

1,748,080

1,424,225

1,494,773

농업

0.15

0.14

0.12

0.10

0.19

0.22

공업

66.82

71.52

72.5

74.82

69.21

70.36

서비스업

33.03

28.34

27.38

25.08

30.60

29.42

자료: SMEA(2015),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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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만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중소기업 수가 전체 (중소기업)의 79.7%를
차지한 반면, 공업 부문의 비중은 19.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의 추이를 보면 공업의 경우 2009년 18.8%에서 2014년
19.4%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 80.2%에서 2014년 79.7%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
소매업의 비중이 49.4%로 가장 컸고 전체 중소기업 중 10.5%를 차지한 제조
업이 2위, 그리고 호텔 · 요식업이 9.9%로 3위를 기록하였다.56)
특이할 만한 상황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높으나 총매
출, 내수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수출에서 서비
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 남짓한 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70.1%에 달하고 있다(표 4-4 참고).
2절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듯이 대만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크게 재정
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재정적 지원의 예로는
① 정책성 대출 제공(정부의 직접 지원)과 ② 신용보증을 통한 대(對)중소기업
은행대출 원활화(정부의 간접 지원)가 있다.57) 2014년 말 신용보증을 통한 대
만 일반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5조 NTD에 달하여 2013년 말 대비
8.3%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같은 기간 4.4%
였던 데 비하여 2배나 큰 수치이다. [표 4-5]는 2014년 중소기업 대출 상위 10
개 은행을 보여준다. 이 중 8개 은행이 국영은행58)이며,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
의 6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만정부가 신용보증을 통한 對중소기업 은
행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59)

56) SMEA(2015), p. 24.
57) SMEA(2015), pp. 155-158.
58) [표 2-5]의 10개 은행 중 국영은행이 아닌 두 개 은행은 옥산상업은행(E. Sun Commercial Bank)과
대중은행(Taichung Commercial Bank)이다.
59) SMEA(2015),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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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14년 중소기업 대출 상위 10개 은행
(단위: 백만 NTD, %)

미상환

시장

중소기업

대출액

점유율

대출액 비중

3,754,309

72.61

-

제일은행(First Commercial Bank)

585,538

11.32

47.11

합작금고은행(Taiwan Cooperative Bank)

520,200

10.06

31.07

대만기업은행(Taiwan Business Bank)

431,658

8.35

46.12

은행명
전체

화남은행(Hua Nan Commercial Bank)

414,658

8.02

31.78

창화은행(Chang Hwa Commercial Bank)

363,930

7.04

33.96

조풍국제상업은행(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359,006

6.94

31.21

대만은행(Bank of Taiwan)

343,229

6.64

16.24

토지은행(Land Bank of Taiwan)

334,901

6.48

19.12

옥산상업은행(E. Sun Commercial Bank)

239,965

4.64

29.79

대중은행(Taichung Commercial Bank)

161,224

3.12

43.53

자료: SMEA(2015), p. 63.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 시행
대만은 1968년 ‘국제경제합작발전위원회(경합회)’에서 중소기업지원처(
)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70년 경합
회의 조직 개편과 대만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공업국 설치
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대만경제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경제부 공업국은 ‘중
소기업연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비공식
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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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1980년 ｢경제부 중소기업처 조직조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 1월 15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중소기업처(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를 경제부 산하에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처 설치 이후 1991년에 ｢중소기업발전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중소기
업 지원업무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수립하였다.60)
대만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주로 경제부 산하의 중소기업처와 국제무역국
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처는 ‘바로서비스처리센터(馬上辦服務中心)’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관련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1) 또한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은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시장 포함)과 관련된 판매지원정
책을 담당하며,62)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위탁 처리
및 무역금융 등을 제공한다.63) 이와 함께 국제무역국은 대만대외무역개발위
표 4-6.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정부기관
부처 및 기관

사업 및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중소기업처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대출 제공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국제무역국

- 해외시장 개척업무 위탁 처리
- 해외시장 정보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무역금융: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 제공

수출입은행(EXIM)

- 초기 수출신용보험, 대출과 기타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 대출업무, 보증업무, 수출보험, 수출안심보험 등의 서비스 제공

자료: 대만 중소기업처, http://www.moeasmea.gov.tw/(검색일: 2015. 11. 4); 대만 국제무역국, http://www.
trade.gov.tw/(검색일: 2015. 11. 4); 중소기업연구원(2007), p. 10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60) 한국정책학회(2012), p. 124.
61) SMEA(2015), p. 20.
62) 대만 국제무역국, http://www.trade.gov.tw/(검색일: 2016. 3. 25).
63)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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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TAITRA)가 무역진흥 및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64)

표 4-7.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현황: 민간기관
기관
대만대외무역개발위원회
(TAITRA)
대만상공회의소(TCOC)

사업 및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서비스무역 진흥, 대만 우수성 홍보
- 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시장개척
- 전시회 및 컨벤션 서비스, 디자인 개발, 무역지원, 웹서비스 등을 제공
- 대정부정책 의견 제안(기업 의견 대변)
-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 발급, 전시회 개최

자료: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 http://www.taitra.org.tw/(검색일: 2016. 3. 25); 대만상공회의소(TCOC),
https://www.tcoc.org.tw/(검색일: 2016. 3. 25); 중소기업연구원(2007), p.101 토대로 저자 재구성.

나. 비재정적 지원체계
대만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적인 기관에는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대만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와
대만상공회의소(TCOC)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비재정적 지
원을 주로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대만대외무역
개발위원회(TAITRA)의 역할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며, 기타 기관으로 상업사
와 공업국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1) 중소기업처
중소기업처는 해외진출 지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으로써 해외
진출 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 관련 자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65)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64) 대만 국제무역국, http://www.trade.gov.tw/(검색일: 2016. 3. 25).
65) 대만 중소기업처, http://www.moeasmea.gov.tw/(검색일: 2015. 11. 4).

9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① 해외 네트워크 형성 지원
최근 대만과 일본 간에 산업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
다. 2011년 말 대만 · 일본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었고, 2012년 1월에는 대만
행정원이 ‘대만 · 일본 산업협력 가교 수립 계획’66)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4
년 중소기업처는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 개발
을 통한 윈윈(Win-Win)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대만 · 일본 협력 ·
교류 플랫폼’67)이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양국간 상호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
요 산업들에 중점을 둔 더욱 긴밀한 산업 협력의 기반을 닦았으며, 중국시장 개
척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68)

② 신흥시장 진출 지원
최근 신흥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산층은 퀄리티가 높으면서도 알맞은
가격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되고 있다. 중
소기업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프리미엄 제품의 신흥시장 진
출 프로젝트(MVP)’69)를 실시하였다. 주요 타깃 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
아, 베트남 등의 신흥국이었다. 중소기업처는 MVP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무역
국과 협력하에 네 가지 접근방식(시장수요, 혁신 R&D, 제품 디자인, 해외마케
팅)과 세 개 축 기반 프레임워크(혁신 R&D와 제품 플랫폼, 해외마케팅 통합 플
랫폼, 환경 구축 플랫폼)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제품, 디자인, 브랜드 구
축, 마케팅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신흥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70)
66) Taiwan-Japan Industrial Co-operation Bridge-Building Plan.
67) Taiwan-Japan SME Cooperation and Exchange Platform.
68) SMEA(2015), pp.190-191.
69)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약칭, MVP 프로젝트). MVP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4절 나 참고.
70) SMEA(2015), pp.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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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 지원 시 해외 기업 매칭
대만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인큐베이션(Incubation: 창업기업 육성)’과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 창업기업 성장 가속화)’으로 나누어볼 수 있
다.71)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지원정책으로 기
업가 상담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자들은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 및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에 참여함으로써 기업가 문화에 대한 접근 및 국제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다.72) 액셀러레이션 단계는 다시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 단계와 ‘인
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Incubation Accelerator)’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이디어 팩토리 단계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다. 여기에는 기술 평가, R&D 자원 지원,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 인
큐베이션 가이드, 해외 비즈니스 매칭 및 벤처캐피털 자금지원 확보 등이 포함
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상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팩토리
단계 이후 선별된 기업들에 대한 해외 기업 매칭 및 벤처캐피털 자금지원 확보
가 이루어진다.73)

④ 해외 E-Commerce 장려 프로그램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 해외 E-Commerce 장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B2B 및 B2C 플랫폼과 같은 해외
E-Commerce 기능 향상, 디지털 마케팅 인재 육성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한
71) SMEA(2014), p. 195.
72) SMEA(2015), p. 176.
73) SMEA(2015),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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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80여 군데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2015년에 중점을
둔 내용은 ① 수출지향적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E-Commerce 모델을 사용하
여 해외 수출 채널을 확장하고 신규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해외 인
터넷 마케팅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② 중소기업들을 E-Commerce 사례분
석 및 경험공유 모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E-Commerce를 통한 수출 능력
향상에 힘쓰며 ③ E-Commerce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④ 교육, 사례연구 및
경험공유를 통해 E-Commerce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다.74)

⑤ 지방 브랜드 육성
2009년 중소기업처는 지방 ‘유력 기업(bright spots)’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산업 개발펀드 플랜’75)을 시작하였다. 지방 특산품을 생산 · 판매하
는 유력기업들을 선정함으로써 지방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
반적인 생산 가치를 높이고 지방 특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객을 유치하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지방 브랜드’를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여타 지역과 산업들에 모
범이 되어 또 다른 지방 브랜드의 구축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76)

⑥ 포상제도
중소기업처는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위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해외에 진출한 6개 우수 대만기업77)에 대해 ‘해
외진출 대만기업 우수상(

)’을 시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교육기관78)에 대해 ‘글로벌 육성
74) SMEA(2015), p. 164.
75) Local Industry Development Fund Plan.
76) SMEA(2015), p. 190.
77) 해외진출 대만기업 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업은
,
,
78) 글로벌 육성 우수 교육기관상을 수상한 2개 기업은

,

( )
,
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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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육기관상(绩优育成中心-跨国育成)’을 수여하였다.79)

⑦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주최 또는 참가
대만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중소기업자대회(ISBC),80)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국제협의회(ICSB),81) 아시아창업보육협회
(AABI)82) 및 전미창업보육협회(NBIA)83) 등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중소기업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에 있
어 대만이 겪어온 경험들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최
근 대만은 중소기업 창업 육성 및 산학 협력과 관련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이로써 협력적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시각의
발전과 양자간 교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 2014~15년 기간 동안 대만이
개최하거나 참여한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로는 제38회 APEC 중소기
업 실무자회의(2014년 3월), 제21회 APEC 중소기업 각료회의(2014년 9월),
제23회 유럽 비즈니스 혁신센터 네트워크(2014년 6월), 2014 국제 기업가 혁
신 포럼(2014년 11월), 2014 글로벌 기업가 주간(2014년 11월) 및 2015
APEC 글로벌 챌린지가 있다.84)
한편 대만은 중소기업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인도, 엘살바도르와 대만 중소기업 협력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인도, 필리핀
등과 양자간 연례 각료회의를 가졌으며, TPP, WTO 등 다자간 협력 또한 강화
하고 있다. 2014년 8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4 APEC 챌린지를 계기로 지
멘스 대만 지사는 대만경제부 및 인텔과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공동으로 향상

이다.
79)
(2015), pp. 338-339.
80)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Congress.
81)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82) Asian Association of Business Incubation.
83)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84) SMEA(2015), pp. 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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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였으며, 산업기술연구원85)은
윌슨 손시니 굳리치 앤 로사티(WSGR)86)와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초국경
창업육성, R&D 협력, 시장 개척 및 신속한 해외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자원
연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87)

2) 국제무역국
국제무역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비재정적 해외진출 지원으로써 중소기업 해
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업무 위탁 처리, 해외시장 정보 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8)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시장 개척 업무 위탁 처리
국제무역국은 세계시장을 성숙시장, 신흥시장, 대륙시장 등 세 개 시장으로
나누어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역량 강화 및 해외 전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무역파견단의 활동 또한 지원한다.89)

② 서비스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국제무역국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중점 서비스산업’으로 의료관광, 문화
및 창의 산업(공예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 서비스, 프랜차이즈/체인점, 매
니지먼트 컨설팅 등을 선정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 세미나, 포럼, 국제
마케팅 인재 교육을 통한 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제 서비스 구매
자들을 대만에 초청하여 국제협력 및 전략적 제휴 강화 △ 기업의 국제 협력 및
타깃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해외 판촉 및 타깃 시장에서의 전시 활동 조직 등
이 있다. 2014년의 성과로는 11개 서비스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
85)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ITRI).
86)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미국 팔로알토에 위치한 로펌.
87) SMEA(2015), p. 206.
88) 대만 국제무역국, http://www.trade.gov.tw/(검색일: 2015. 11. 4).
89) 상동.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99

여 770만 NTD의 매출을 기록하였다.90)
또한 2014년에는 대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해
외 인지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위한 국제 마케팅 플
랜’91)을 시작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해외 판촉 활동 등 해외 마케팅 및 컨
설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해외언론 초청, 온라인 마케팅 툴 구축, 생산 및 디자
인 아웃소싱, 지적재산권 및 해외 인증 관련 법률 상담 등이 있다.92)

③ 신흥시장 진출 지원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기 중소기업처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중 ‘對신흥
시장 프리미엄 제품 진출 프로젝트(MVP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처와 국제무역
국의 협력하에 시행되고 있다. 국제무역국은 MV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흥
시장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93)를 개시하였다. 타깃 신흥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이며 2013~14년간 주요 목표는 ① 대만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판촉 행사 준비 ② 유통채널 구축 지원 ③ 국내외
광고 및 홍보 실시 ④ 웹사이트 및 디지털 마케팅 관리 ⑤ 타깃 시장의 국제전시
회에 대만 부스 설치 ⑥ 대만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 ⑦ 시인성(visibility)
조사, 판촉 및 시장조사 등이었다. 2015년의 주요 목표는 ① 혁신, R&D 및 생
산 플랫폼 ② 해외마케팅 통합 플랫폼 ③ 시장조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상반기에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는 18억
6,000만 달러(USD)에 달하였다.94)

3) 대만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
1970년 대외무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
90) SMEA(2015), p. 192.
91) International Marketing Plan for Service Industry.
92) SMEA(2014), pp. 205-206.
93) Emerging Market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Project.
94) SMEA(2015),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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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TRA: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는 대만의 비영
리 무역진흥 기관으로, 대만정부, 산업협회 및 여러 영리조직의 공동 후원을 통
해 운영된다. 타이베이 본사, 신추(Hsinchu), 타이충, 타이난, 카오슝 등 네 개
지역의 지사, 전 세계 60개 해외 사무소에 1,300명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
들로 구성된 무역 진흥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TAITRA가 주로 제
공하는 서비스는 해외 마케팅, 타이완 우수성 홍보 캠페인, 서비스무역 진흥,
시장조사, 온라인 무역 서비스, 무역 교육, 국제 무역 쇼 개최 및 전시 시설 서
비스, 국제 컨벤션 센터 운영 및 대외 관계 등이 있다. 이 중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한 TAITRA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5)

① 해외 마케팅
TAITRA는 기업들이 중국, 신흥국 및 선진국의 상품 · 서비스 시장에 진출
하여 기존의 유통경로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지역 무역관계 강화, 지
역 경쟁력 분석,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규모 무역 프
로젝트,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 대만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홍보를 수
행하고 있다.96)

② 타이완 우수성 홍보 캠페인
국제무역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TAITRA가 ‘대만산업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IEP)’97)을 실시하도록 위탁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만산업과 제
품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AITRA는 대만산업의
B2B와 B2C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대만 브랜드에 부가가치 플랫폼을 제공함으
로써 타깃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장 혁신적인
95)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 http://www.taitra.org.tw/(검색일: 2015. 11. 4).
96) 상동.
97) Taiwan Industry Image Enhanc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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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제품에 대해 제23회 대만 우수 금은상(Taiwan Excellence Gold and
Silver Awards)이 수여되었다. 제24회 대만 우수 브랜드 및 제품 선발대회98)
에는 총 498개 기업과 1,180개 제품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202개 기업과
523개 제품이 선발되었다. IEP 프로젝트를 통해 15개 타깃 시장을 대상으로
한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이 시작되었으며, 대만 우수성 홍보를 위한 글로벌 공
식 웹사이트도 개설되었다. IEP 프로젝트를 통해 대만 브랜드들은 타깃 시장의
유통업체와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최대 ICT 제품
유통업체인 마스터데이터(Masterdata)와 필리핀의 옥타곤(Octagon), 미얀마
의 스위티홈(Sweety Home), 베트남의 라이프원(Life 1)과 라자다(Lazada), 인
도의 퍼시픽몰(Pacific Mall)과 이존(E-zone)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99)

③ 서비스 무역 진흥
TAITRA는 대만의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관광, 문화 및 창의 산업, 프랜차이즈, 정보기술,
미용, 인쇄, 전통 중의약 및 비즈니스 제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 기회 포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의료관광과 관련하
여 2008년부터 전시회 개최 및 무역사절단 파견을 적극 추진하여 대만 의료업
체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왔다. 문화 및 창의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에 가
치를 더하여 자체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만은
2,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어 미국, 중국, 한국 다음으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 중 약 90%가 중소기업이며, TAITRA는 이들 기업이 글로
벌 시장 개척 및 브랜드 구축을 적극 해나가도록 지원한다. 정보서비스산업에
서는 대만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TAITRA 산하 서비스산업
진흥센터를 통해 ICT 산업의 각기 다른 부문들을 통합하여 컨설팅, 소프트웨
98) Taiwan Excellence Brand and Product Selection Event.
99)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 http://www.taitra.org.tw/(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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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케팅, 하드웨어 등을 한데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
다. TAITRA의 비즈니스 제휴 프로그램(Business Alliance Program)은 대
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기업들이 대만기업과의 비즈니스 제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고유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무역 · 투자 상담 및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와 대만 기업 간의 장기적인 제휴관계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0)

4) 기타
대만경제부 산하 상업사(Department of Commerce)는 대만의 제품과 가
상서비스를 해외 중국어 사용 시장에 판촉하기 위하여 ‘해외 중국어 전자상거
래 플랜 - 현실 · 가상 통합 채널’101)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대만기
업들이 자금 흐름, 유통, 제품 인증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 전자상거
래 인재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대만을 전자상거래를 위한 ‘혁신 실험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 양안(cross-strait) 전자상거래 연결에 필요
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양안 비즈니스 매칭 장려 등이 포함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42개 기업이 해외 중국어 전자상거래 플랜의 현실 · 가상 통합
채널을 통해 중국 본토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2014년에는 해외 중국어 전자상
거래를 경험하고 상담 능력을 갖춘 세 개 기업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았다. 이
들은 대만 제품을 수출하려는 80개 이상 기업들에 대한 상담가로 활동하게 되
었다.102)
또한 상업사는 ‘스마트 서비스 카운슬링 플랜’103)을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제

100) 상동.
101) Overseas Chinese-Language E-Commerce Plan - Integrated Physical and Virtual
Channels.
102) SMEA(2014), p. 180.
103) Smart Services Counse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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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및 식별 기술(identification technology)
의 통합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새로
운 서비스 모델과 서비스 확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4
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3억 1,000만 NTD 가치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개
척하였다.104)
한편 대만경제부 산하 공업국(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은 대만
의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장 개척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3
년 ‘브랜딩 타이완 플랜 - II단계’105)를 시작하였다. 이 플랜은 대만의 상업 브
랜드가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대만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침투력을 높일 수 있고, 대만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며, 대만경제에 새로운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 2014년 실시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 Acer, HTC, Asus 등 대만 톱
20 글로벌 브랜드를 벤치마킹한 브랜드 개발 유형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에 맞
춤형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지적재산권, 특허, 디자인, 틈새시장 개발 등 선별
된 주요 분야에 대한 전(全) 밸류체인 브랜드 육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자가
브랜드의 글로벌 판촉을 위한 자금 지원 △ 브랜드 관리 및 인재 육성 △ 전향적
인(forward-looking) 소비자 행동 조사 및 분석 등이 있다.106)

다. 재정적 지원체계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중 재정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
인 기관에는 중소기업처, 수출입은행과 국제무역국 등이 있다. 이 중 국제무역
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기능을 하고 있지

104) SMEA(2015), p. 166.
105) Smart Services Counseling Plan.
106) SMEA(2014),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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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주된 역할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업무 위탁
처리 및 해외시장 정보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있다.107)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
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처와 수출입
은행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중소기업처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의 대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단기 자
금 지원 및 융자 컨설팅과 같은 재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 중소기업은 융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직접신용보증, 창업 지
원 등을 받을 수 있다.108)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처의 재정 지원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정책성 전문 대출(

)’이 있다. 자금조

달 방식은 대만정부가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정책성 전문 대출과 일반 대출 간의 차이는
전자가 ① 특정 목적을 위해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과 ②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09)
2013년에 총 24건의 정책성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그중에는 수출기업의 국
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110) 수출 및 해외투자 목적의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수출 및 해외투자 목적의 정책성 대출에는 중소기업발전기금 수출용 대출, 중
소기업발전기금 해외투자용 대출 및 중소기업발전기금 해외건설프로젝트용
대출이 있다(그림 4-1 및 표 4-8 참고).111)

107) 대만 국제무역국, http://www.trade.gov.tw/(검색일: 2015. 11. 4).
108) SMEA(2015), pp. 149-161.
109) Ibid.
110)
(2015), p. 224.
111) SMEA(2015), pp. 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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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소기업 정책성 전문대출 제공체계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장기자금/우정저금
국가발전기금

융자 진단 지원 및
채권·채무 협력

경제부
중소기업처

자금제공

지원

신용보증기금

정책성 전문대출

중소기업
대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처리 확대방안

금융기관

중소기업발전기금
국가발전기금

민간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개발공사
창업육성신탁투자회사
중소기업투자강화실시 방안

융자
보조

자금제공

투자
자본시장

정부부문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 220.

표 4-8. 중소기업 정책성 전문대출: 수출 및 해외투자 목적
목적

주관기관

수출 ·

경제부

해외투자

중소기업처

명칭

용도

자금자료

중소기업발전기금 수출용 대출

기계설비, 신기술

중소기업발전기금

기계설비

중소기업발전기금

기계설비, 기타

중소기업발전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해외투자용
대출
중소기업발전기금
해외건설프로젝트용 대출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 342.

또한 대만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74년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을 설립했다. 2003년 5월에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재정부에서 경제
부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접 및 간접 신용보증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 시 담보 제공,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대,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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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성 대출, 무역자유
화 피해 중소기업 구제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또는 전담
창구를 통하거나,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출입은행
대만 수출입은행(中國輸出入銀行)은 수출신용보험, 전융자(轉融資, 신용거래
융자) 및 여타 자금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만 수출입 업체들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대만정부는 국내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
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수출입은행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
하였다. 1977년 8월 대만 행정원은 수출보험 업무를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
실시 요점(改善投資環境實施要點)｣을 제정하였다. 이 요점에는 “정부는 수출입
무역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야 한다(수출보험 업무 포함)”고 규정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79년 1월 11일 중국수출입은행이 정식으로 설립되었
으며, 재정부의 감독하에 중장기 수출입 융자, 보증 및 수출보험 업무를 처리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만 수출입은행의 주요 기능에는 정부의 경제 · 무역 정
책과의 공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리스크 분담, 산업구조 업그
레이드 및 경제발전 촉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출, 보증, 수출 신용보험, 전융
자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112)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
비스로는 중소기업 안심수출보험과 글로벌슈어 신용보험이 있다.113)
중소기업 안심수출보험(SME Safety Export Credit Insurance)은 D/P,114)
D/A,115) Usance ILC116) 지급 방식에 기반한 단기 신용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리스크 또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112) 대만 수출입은행, http://www.eximbank.com.tw/(검색일: 2015. 11. 4).
113) 상동.
114)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무역 대금결제 방식 중 하나임).
115)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상동).
116) Usanc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취소불능 기한부신용장(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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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중소 수출업체이며, 보험 적용 기간은 선적일로부터 대금수령일(또는
취소불능신용장 만기일)까지이다. 보험 금액은 정치적 리스크117)의 경우 보험
가액118)의 100%까지, 신용(상업적) 리스크119)에 대해서는 보험가액의 80~
9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대금결제 조건, 보험기간, 수입처의 신용 및 수입국
가의 정치 ·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insurance premium)가 결정된
다. 기존에 심사를 거쳐 보험액수를 배정받은 제조상이 신청하면, 수출입은행
은 신청 내용에 의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
며, 이 기간 내에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 후 6일 이내에 화물수출통지서를 제출
하면 수출입은행이 보험증명서를 발급한다. 이후 제조상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된다.120)
글로벌슈어신용보험(GlobalSure Credit Insurance)은 O/A(Open Account),
D/P(Document against payment), D/A(Docnment against acceptance)
결제조건에 기반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대만의 수출업체이며, 지원기간은 보통 1년
이다. 보상비율은 승인된 신용 한도의 90%이지만, 보장 리스크에 따라 이보다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결제조건, 보장금액, 보험기간, 수입국가에 대한 평
가, 수입처의 신용상태 등 리스크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많은 면에
서 글로벌슈어신용보험은 지방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간소화된 대출 신청 및 신고 절차, 높은 리스크 커버리
지 비율, 유연한 대금결제 조건으로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금융통 기회를 제공

117) 정치 리스크(political risk)란 수출목적지에서 수입 또는 외환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수출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에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상품 수입 또는 외환 거래를
중지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118) Insurable amount(보험가액): 수출어음 금액 또는 수출제품 총액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 금액.
119) 신용 리스크(commercial risk)란 수입처가 파산 또는 채무상환 불능상태가 되거나, 지급인도조건
(D/P)으로 수출 후 수입처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도조건(D/A)으로 수출 후 수입처가
수출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수출어음을 인수한 후 기간이 도래하였어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함.
120) 대만 수출입은행, http://www.eximbank.com.tw/(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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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대만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현황
분류

비재정적
지원

지원 내용/프로그램

담당기관

해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대만 · 일본 산업협력 가교 수립 계획

중소기업처

신흥시장 진출 지원

프리미엄 제품의 신흥시장 진출
프로젝트(MVP)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창업 지원 시 해외 기업 매칭

아이디어 팩토리,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처

해외 E-Commerce 장려

중소기업 해외 E-Commerce
장려 프로그램

중소기업처

지방브랜드 육성

OTOP 프로그램

중소기업처

해외진출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해외 진출 대만기업 우수상 수여

중소기업처

중소기업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주최
또는 참가

-

중소기업처

해외시장 개척 업무 위탁 처리

-

국제무역국

서비스산업을 위한 국제 마케팅 플랜

국제무역국

-

TAITRA

서비스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해외 마케팅 지원
타이완 우수성 홍보 캠페인 실시

대만 산업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IEP)

TAITRA

서비스무역 진흥

서비스산업 센터, 비즈니스 제휴
프로그램

TAITRA

해외 중국어 사용 시장에 판촉 추진

해외 중국어 전자상거래 플랜:
현실 · 가상 통합 채널

상업사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 및 식별
스마트 서비스 카운슬링 프로그램
기술의 통합 네트워크 효과적 사용

상업사

대만의 산업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브랜딩 타이완 플랜 II
시장 개척 및 국제경쟁력 향상

공업국

특정 목적의 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정책성 전문 대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수출
및 해외투자 목적의 대출 포함)

중소기업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중소기업처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D/P, D/A, Usance ILC 지급 방식에
중소기업안심수출보험
재정적 지원
기반한 단기 신용 거래에 대한 보험 제공
O/A, D/P, D/A 결제조건에 기반한
거래에 대한 보험 제공
중소기업이 수출 주문을 받아 해외시장을
확대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 제공
해외 잠재고객의 신용도 평가

글로벌슈어신용보험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수출 신용 보험 서비스 창구

수출입은행

자료: 2절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109

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공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보호 이외에도 신용관리 및
채권추심 기능도 제공한다. 신용보험과 자금융자를 동시에 손쉽게 받을 수 있
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1)
이 밖에도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수출 주문을 받아 해외무역 시장을 확
대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기금(SME Development
Fund)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중소기업에 제공된 평균 대출잔액은 2013년
보다 4.23% 증가한 34억 NTD를 기록하였다.122)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경제 환경과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등 기업들이 맞닥뜨
리는 무역 리스크는 무수히 많다. 대외무역을 하는 중소기업이 해결해야 할 기
본적인 문제는 해외 잠재고객의 신용도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은 이와 같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신용보험 서비스 창구를 개
설하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몇 년간 30여 곳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과 협
력하여 중소기업이 대외무역 관련 악성부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
을 평가하는 작업을 지원해왔다. 수출입은행의 2014년 전년대비 수출신용보험
인수 증가율은 16.89%였으며, 고객의 약 80%가 중소기업이었다.123)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하
121) 상동.
122) 상동.
123)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2014), Annual Report 2014,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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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뚜렷한 추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1990년까지
체결된 FTA가 16건에 불과한 데 비해, 1990년대에는 51개의 FTA가 추가적
으로 체결되었고, 2000년 이후로 120개가 서명되었다. 대만 또한 이러한 추세
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008년 이후로 대만 · 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및 대만 · 일본 양자투자협
정(BI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일본에
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대만은 이러한 무역
관련 회담, 협상 및 협정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만의 시장개방이 계속되면서 대만 중소기업도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만 · 중국 ECFA 체결 후 모든 산업 분야가 관
세 절감 또는 비관세장벽 철폐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만기업
들의 수출 비용은 절감되었지만, 대만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국에서 생산 후 중국산 제품을 다시 대만시장으로 들여오는 추세가 더욱 가
속화되었다. 또한 낮은 가격의 중국산 제품이 대만에 대거 수입되어 들어왔다. 이
러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대만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나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한 가지로 대만 중소기업은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함
으로써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 및 차별화를 도모하였다.124)
산업 클러스터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
근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정책 수립 시 산업 클러스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Industry Cluster)란 특정 산업 분야의 회사들이 유관 공급업
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지역적으로 인접한 곳에 밀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보완적 자원(complementary resources)의 제
공, 경쟁 동인(drivers of competition)의 강화 및 기술 · 시장 변화에 대한 발
124) SMEA(2012),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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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 클러스터가 중소기업에 주는 효과는 R&D 및 거래비용 절감, 경쟁 및 시
장 발전을 위한 자극, 호혜적 노동 분업에 따른 안정적인 거래관계 발전 및 신
뢰에 기반한 협력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125)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특
징 중 하나는 대만 중앙지역(Central Taiwan)에서 기업간 협력 조직이 다수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로 자전거, 기계공구, 수공구(hand tool), 수
도관(water supply fittings) 산업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126)
이 중에서 자전거 산업 클러스터는 1980년 이후 16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
했던 대만 자전거 업계가 2000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수출이 급감하면
서 생긴 위기의식이 발단이 되어 형성되었다. 2003년 대만 자전거 제조업체들
은 ‘A-Team’이라는 산업 협회를 만들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새
로운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그림 4-2]에서 볼 수 있

그림 4-2. 2000~11년 대만 자전거 수출 물량 및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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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MEA(2012), p. 101.

125) SMEA(2012), pp. 96-97.
126) SMEA(2012), pp.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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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단가(US$)

6,500,000

듯이 2003년 최저치를 보였던 대만의 자전거 수출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435만 대, 2005년에는 460만 대, 2008년에는 540만 대를 수출
할 수 있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다시 수출이 감소하였지
만, 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127)
대만 자전거 산업 클러스터인 A-Team은 자전거 공급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품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부품
품질 개선과 혁신적 디자인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 시장
선점 및 중국산과의 차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A-Team은 대만경제부 공업국(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MOEA)의

표 4-10. 대만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사례
산업

클러스터 사례

특징
- 3T 생산관리시스템(TPS, TQM, TPM) 도입 등을 통한 친
환경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1) A-Team

- 주변 중소기업에 노하우 전파 및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공유

자전거

- 대만경제부 공업국의 지원을 받음
2) 대만 자전거부품산업
R&D 협회

- 경량, 고가치, 고품질 자전거 부품 개발
- 대만경제부 산업기술과의 지원을 받음
- 제품 품질 및 기술 향상을 통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

기계공구 M-Team Alliance

- 기계공구 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시장 수요에 빠른 대응

1) T-Team 수공구산업협회
수공구

2) 금속수공구 제조업
연구개발협회

수도관

-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 수공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한 방안 공동 모색
- 대만경제부 산업기술과의 재정지원을 받음

1) 대만 배관협회

- 중국과 동남아 저가 제품에 대응하여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2) 대만 수도관 전문가

- ‘T.A.P.’ 브랜드 개발

협회

- 수평적 노동 분업과 협력적 시장 개발 촉진

자료: SMEA(2012), pp. 100-109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7) SMEA(2012), pp.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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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대만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사례는 [표
4-10]과 같다.128)
‘중소기업 클러스터(SME Cluster)’는 대만 중소기업이 지역 및 세계 밸류
체인(value chain)에 연결 ·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SME 클러스터
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우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2014년 대만 중소기업처는 중소
기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4대 중점전략에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을 포함하
였으며,129)130) ‘SME 클러스터를 위한 혁신 및 통합 서비스(Innovation and
Integration Services for SME Clusters)’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① 산업 기술 및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② 기업 업그레이드 및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 지원 모델을 활용하며 ③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SME 클러스터를 위한 기술, 제
품 및 관리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업 클러스터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적

표 4-11. 2014~15년 SME 클러스터 관련 주요 목표와 결과
주요 목표

주요 결과

① 클러스터 발전 기제의 강화
2015

② 클러스터의 통합과 혁신 관련 상담 강화

-

③ 초국경 · 초산업 협력 및 혁신
④ 클러스터의 지식 및 사회적 가치 공유 장려

① 클러스터 사례연구 및 비즈니스 클러스터 ①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혁신 분야 186개
매칭
2014

② 우수 클러스터 리더 양성
③ 공동 브랜딩 및 해외마케팅
④ 서비스 클러스터 상담 및 사회적 가치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11개 혁신 SME 클
러스터 조성 지원
② 21개 시범기업 선정, 일자리 243개 창출,
증분수입(incremental revenue) 17억 NTD

자료: SMEA(2014), pp. 182-183; SMEA(2015), p. 169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8) SMEA(2012), pp. 100-109.
129) SMEA(2014), p. 177.
130) 2014년 4대 중점전략에는 ① 현실ㆍ가상 통합 ② 운영상의 탁월성 추구 ③ 혁신 클러스터 ④ 환경친
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된다(SMEA 2014, p. 177).

11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안내하며, 제조업 클러스터의 중소기업들이 혁신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5년 주요 과업은 ① 클러스터 발전 기제를
강화하고 ② 클러스터의 통합 및 혁신과 관련한 상담을 강화하며 ③ 초국경 ·
초산업(Cross-border, Cross-Industry)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고 ④ 클러스
터간 지식 및 사회적 가치의 공유를 장려하는 것이다.131)
SME 클러스터 이외에도 대만 중소기업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한 사례로는 중소기업 e-클러스터, 국제
스타트업 공원 및 지방 산업 클러스터(Local Industry Cluster)를 들 수 있다.
대만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 e-클러스터의 설립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e-클러스터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추진 및 온라인상의 기회
활용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e-클러스
터를 통해 IT, 서비스와 마케팅 자원을 통합하여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시너지 효
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2014년에는 27개의 e-클러스터가 조성되었다.132)
또한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National Development Council)는 ‘헤
드스타트 타이완(HeadStart Taiwa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 스타트업
공원(International Startup Park) 설립을 추진했다. 예컨대 타이베이 엑스포
공원을 혁신 창업기업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여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전문가 등을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긍정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형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33)
지방 산업 클러스터(Local Industry Cluster)는 특정 지방(마을, 도시, 커뮤
니티)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현지 재료, 천연자원 또는 전통 수공예 기술
을 사용하여, 고유의 역사적 · 문화적 특징을 지닌 특산품과 관련한 제조업 또
는 서비스업을 제공한다. 대만 중소기업처는 2012년 ‘로컬 문화 산업 지원 계
획’134)을 시작하였다. 이 계획에는 지방 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방 산업의
131) SMEA(2015), pp. 168-169.
132) SMEA(2015), pp. 164-165.
133) SMEA(2015),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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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를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OTOP(One
Town One Product) 프로그램은 총 286개 지역이 중점 지역으로 선정되어
대만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지방 특산품 마케팅 계획’135)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사용한 지방 특산품 시장 개척을 추진하였다.136)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대만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창업기업 지원 시 중점산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만에는 중소기업처가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센터가 2013년까지 난캉 소프트
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난캉 생명공학 인큐베이션 센터, 카오슝 소프트웨어 인
큐베이션 센터, NCKU 인큐베이션 센터 등 네 곳이 있었으며, 2014년 말 신추
(Hsinchu) 생물의학 산업 및 인큐베이션 센터가 설립되어 총 다섯 군데가 되
었다. 이들 인큐베이션 센터에서는 각각 특성화된 전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즉 난캉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의 전문분야는 전자상거래, 임베디
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통신이고, 난캉 생명공학 인큐베이션 센터는
제약, 의료장비, 헬스케어, 농업 생명공학, 카오슝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는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NCKU 인큐베이션 센터는 생명
공학 및 헬스케어, 그린에너지 및 환경보호, 정밀기계가 전문분야이다.137)

134) Local Cultural Industry Guidance Plan.
135) Local Specialty Product Marketing Plan.
136) SMEA(2015), pp. 185-190.
137) SMEA(2013),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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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중소기업처 인큐베이션 센터의 전문 분야
업체명과 전문화된 분야

2012년 업적

난캉(Nankang) 소프트웨어

카오슝(Kaohsiung)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인큐베이션 센터

- 전자상거래,
- 임베디드 시스템,
-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 통신
난캉(Nankang) 생명공학
인큐베이션 센터
- 제약회사
- 의료기구
- 건강관리
- 농업 생명공학

· 육성된 회사: 168개

-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104개)

- 소프트웨어
- 기술 서비스

· 총 투자:

NCKU 인큐베이션 센터

4억 7,100만 NTD
· 일자리 창출:

- 생명공학과 건강관리

23만 1,900개

-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보호
- 정밀 기계

자료: SMEA(2013), p. 186.

대만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은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와 인큐베이
션 센터(Incubation Center)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신흥산업,
‘스마트’ 산업 및 핵심 서비스산업을 선별하여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138) 프
로그램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세 개의 고(高)와 네 개의 신(新)을 달성하
는 것이 목표이다. 세 개의 고(高)는 高산업 발전 자극 능력, 高부가가치 창출,
高성장 잠재력 신흥산업이며, 네 개의 신(新)은 新일자리 창출, 新기술 혁신의
효과적 사용 능력, 新산업 발전 유도 능력, 新신흥시장 개척 능력을 지칭한다.
즉 창업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신흥시
장을 개척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139) 또한 [그림 4-4]에서
138) 대만에서 인큐베이터(Incubator)와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
질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양자는 모두 지침과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통점
이 있지만, 인큐베이터의 경우 다양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자
리를 잡을 때까지 육성하는 것이라면, 액셀러레이터는 보통 3~6개월 동안 기업의 조직, 운영, 전략상
의 어려움을 가려내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SMEA 2014, p. 195).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pp. 119~120(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
로그램(Emerging Industries Accelerator Program)) 참고.
139) SMEA(2014),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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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중소기업 창업 지원 플랫폼은 인큐베이션 센터의 강화, 인큐베이션
센터에 대한 중소기업처의 직접 운영 강화 및 해외 연결 강화 등 세 가지 방식
으로 구성되며, 특히 해외 연결 강화를 통해 신흥산업에 대한 발전 가속화 및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결 강화를 꾀하고 있다.140)

그림 4-3. 대만 창업 중소기업 지원 과정 및 목표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 &
인큐베이션 센터(Incubation Center)

사업기회에 중점을 둔
체계적 지원

대만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
신흥산업, ‘스마트’업종, 주요서비스 산업

·6대 핵심 신흥산업
·4개 ‘스마트’ 산업
·10개 주요 서비스 산업
·경제부 지정 핵심 서비스 산업
·전통 산업의 현대화
- 환경보호, IT, 그린에너지를
전통 산업에 결함
- 제조업의 서비스화
- 고부가가치, 국제화 및
기술에 중점을 둔 서비스
분야 발전

세 개의 ‘高’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터

3개의 ‘高’와 4개의 ‘新’

·高산업 발전 자극 능력
·高부가가치 창출
·高성장잠재력 신흥산업

네 개의 ‘新’
·新일자리 창출
·新기술혁신의 효과적 사용
·新산업발전 유도 능력
·新신흥시장 개척 능력

혁신 지향적
핵심 중소기업

자료: SMEA(2014), p. 196.

그림 4-4. 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 플랫폼

전략

조치

실행 내용
맞춤형 인큐베이션 서비스 개발
인큐베이션 센터의 서비스 효과 제고
● 중고기업 혁신 서비스 바우처 장려
●

인큐베이션 센터 강화

●

난캉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난캉 생명공학 인큐베이션 센터
● 카오슝 소프트웨어 인큐베이션 센터
● 신추 생문의학 인큐베이션 센터(2014)
● NCKU 인큐베이션 센터
●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플랫폼 설치

중소기업처 직접 운영하에
인큐베이션 센터 기능 향상

글로벌 연결 업그레이드

●

●
●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촉진
글로벌 인큐베이션 네트워크 연계

자료: SMEA(2015), p. 178.

140) SMEA(2015),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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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 중소기업처는 2013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ICT, 생의약, 정밀
기계, 그린에너지, 문화 및 창의 산업, 물류 등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141)을 실시하고 있다. 높은 잠재력을 가진 200여 개의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자금지원 및 해외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원
한다. 또한 중소기업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 국제 창업기업 육
성 협력 플랫폼을 설치하였다(예: NBIA, EBN, AABI 및 AAN). 200여 개 후보
기업 중 높은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을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선발하며, 강도 높은 컨설팅과 함께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네트워킹

표 4-13.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중점 신흥산업 변화(2013~15년)
연도

중점 신흥산업

2013

클라우드 컴퓨팅, ICT, 생물의학(biomedicine), 정밀기계, 그린에너지, 문화 및 창의 산업

2014

클라우드 컴퓨팅, ICT, 생물의학, 정밀기계, 그린에너지, 문화 및 창의 산업, 물류

2015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생물의학 및 그린에너지

자료: SMEA(2013), p. 189; SMEA(2014), p. 197; SMEA(2015), p. 180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4-5.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개요

국립 통신대학( NCTU)
(아시아 및 신흥시장 )

멘토링( mentoring)
엑셀러레이터
이큐베이션 센터
투자관리회사
● 맞춤형 (Target) 액셀러 레이션서비스

국립 통신대학( NCTU)
(아시아 및 신흥시장 )

자금지원( funding)

●

●

●

●

●

●

네트워킹( networking)

앤젤 펀드
벤쳐캐피털
기타

선진국 시장 (유럽, 미국, 일본),
신흥시장 (중국, 동남아시아 , 중남미)
에 대한 연결
● 글로벌 인큐베이션 플랫폼 설치
●

2015 년 중점사항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그린에너지
생물의학

자료: SMEA(2015), p. 180.

141) Emerging Industries Accelerato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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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맞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투자를 촉진하고, 선
발된 기업들이 대기업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해외 수주를 받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2015년에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생물의학 및 그린에너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신흥산업이 새로운 전략적
중점 산업이 되었다.142)

다.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 중소기업의 GVC
편입 및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확대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상업사 등 대만의 여러 정부기관은 대만 중소기업
이 국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
들의 목표는 새로운 시장 개척, 마케팅 및 유통 채널 확대(국내외 포함), 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 고유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다.14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대만정부기관들이 시행한 프로그램을 비
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및 신기술 비즈니스 기회 매칭 계획’144)과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회 매칭을
위한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145)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마케팅 활동에서 더
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유통채널 개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구사한다. 또한 이 프로
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이 일반 대중에게 빠르고 집중적으로 노출되도록 적극

142) SMEA(2015), p. 179.
143) SMEA(2015), p. 190.
144) Plan for Promoting SME Business Opportunity Matching in New Products and New
Technologies.
145) Integrated Services Network for SME Business Opportunity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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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마케팅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자신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상업화할 만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
에 접근하거나 시장수요에 더 잘 맞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및 마케팅 개발 프로그램의 흐름은 [그림 4-6]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146)
그림 4-6.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및 마케팅 개발 프레임워크

전략적 목표: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新시장 개척 기회 발굴 지원

- 마케팅 마인드를 가진
디자인 인재 육성
- 중소기업 기업주나 경영진의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습득
지원
-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해외 무역과정 개설

‘비즈니스 매칭’ 행사 준비
대만·일본 기술 매칭 페어(fair)
● 대만·일본 비즈니스 자원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 구축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매칭 행사 준비
● 타이페이 내 개최되는 주요
국제 전시회에 중소기업 부스개설
●

마케팅 서비스 센터 설립

●

마케팅
능력 강화
비즈니스
매장

마케팅 전문가
육성

유통채널
개발

●
●
●

국내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중소기업과 유통업체·에이전시 매칭
중소기업이 초국경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장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SMEA(2014), p. 207.

[그림 4-6]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및 마케팅 개발 프로
그램의 전략적 목적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 기회
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매칭 △마케팅 능력 강화
△유통 채널 개발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비즈니스 매
칭에는 대만 · 일본 기술 매칭 전시회의 개최, 대만 · 일본 비즈니스 자원 네트
워크 협력 플랫폼 구축,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에 중소기업 섹
션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케팅 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무역 실무교육 개설을 추진하였다.147)
146) SMEA(2014), pp. 206-207.
147) SMEA(2014),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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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의 한 가지 예로 대
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최근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
력 · 교류 프로그램’148) 등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대만 · 일본 간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한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행되었다. 이 중 ‘대만 · 일본 중소
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149)은 대만 · 일본 중소기업 교류 채널을 통합
하는 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자금 지원을 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로 2014년에는 89개의 전략적 제휴가 체결되었으며, 13억 5,000만
NTD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개척될 것으로 예상된다.150)
2015년에는 대만과 일본 간 공급 · 수요를 매칭하여 대만기업과 일본기업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핵심기술 통합 적용 개
발), 혁신 기술 및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담과 R&D 보조금을 제공하였으
며, 대만 ·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활동을 조직하였다. 특히 대만 · 일본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 활동으로는 △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
담 서비스 제공 △ 제3국 시장 트렌드 정보 제공 △ 대만 · 일본 중소기업간 초
국경 공급체인과 초국경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 기술 ·
마케팅 · 자금확보(funding)에서 대만 · 일본 중소기업간 협력의 성공률 제고
등이 있다.151)

②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GVC 편입 지원
2015년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의 산업 밸류 체인 연결 글로벌 마케팅 플
랜’152)을 실시하였다. 이 플랜은 혁신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
148) Taiwan-Japan SME Cooperation and Exchange Plan.
149) Taiwan-Japan SME Cooperation and Exchange Promotion Platform.
150) SMEA(2015), p. 191.
151) SMEA(2015), p. 191.
152) Global Marketing Plan for SME Linkage to Industry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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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및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3) 또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중소기업 마케팅 가치 창출 플랜’154)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플랜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성장과 구조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처는 이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 필요자원 검토, 정보 조사, 기획관리
및 후속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서
비스센터를 설치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
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30명이 넘는 숙련된 마케팅 컨설
턴트를 초빙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브랜딩 전략, 제품 개발, 유통채널 개발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처는 중소기업이 겪는 여러
마케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핫라인(0800-017-868)
을 설치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케팅 자원 핸드북,
마케팅 서비스팀 정보, 해외 무역전시회 정보 및 여타 마케팅 기회들을 다운로
드할 수 있는 전용 앱(App) 또한 개발하였다. 2015년에 시행된 주요 프로젝트
에는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센터의 운영,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통합 및 마케
팅 네트워크 · 클러스터 상담 제공, 해외 협력조직 연결 및 해외 기관들을 대만
에 초청하여 해외진출 기회 모색 등이 있다. 2014년의 주요 성과로 말레이시아
소매업체인 선샤인(Sunshine)과 멕시코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세 개의 해외 유
통채널과 성공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였고, 1,128개 제품을 마케팅하여 총 4억
5,200만 NTD의 매출을 기록하였다.155)

153) SMEA(2015), p. 192.
154) SME Marketing Value Creation Plan.
155) SMEA(2015), pp.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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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1)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156)은 기업의 해외 마케팅 채널 확보를 중점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만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
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을 목표로 하여, 다원화되
고 혁신적인 마케팅 계획을 제출한 기업을 선정 · 지원한다.157)
단일 기업 또는 여러 기업의 연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건당 총경비는 정부
지원 경비와 신청기업 자체경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정부지원 경비는 총
경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지원 경비는 단일기업 신청의 경우 매 건당

그림 4-7.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심사 절차

심사단계

신청

자격증

보완

합
격

집행 단계

통

서면
심사

심사
회의

불합격

심사 제외

승인 과
및
통지

불합격

지원 제외

계약
체결
및
지급

진도
보고
심사

통

중간
심사

최종 과
심사

승인
및
지급

불합격

국내외 현지 방문

감가 검수

자료: 중화민국경영과학학회(2015), p. 8.

156)
;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Program.
157) 중화민국경영과학학회(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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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NTD, 공동 신청인 경우 매 건당 최대 1,000만 NTD까지 지원된
다. 해외 중점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중견기업 또는 자유경제시범구역에 속
하거나 글로벌 기업과 산업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우대대상에 해당된
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기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수출입 제조상 등록방법(出進口廠商登記辦法)」에 의거하여 국제
무역국에 등록을 마치고 최근 1년 내 수출입 실적이 있는 회사이다.158)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은 2016년 총 31개 신청 기업(단일기업 29개, 기
업연합 2건)을 선발하였으며, 지원하게 될 보조금은 1억 1,960만 8,295 NTD이
다. 2016년 선발된 기업 및 지원금액은 [부록 표 3]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159)

2) MVP 프로젝트160)
대만경제부는 1999년부터 MVP 프로젝트(優質平價新興市場推動方案,
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161)를

표 4-14. MVP 프로젝트 개요
항목
타깃 시장
타깃 소비군
제품 범위

내용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연평균 소득 8,000~12,000달러($) 정도의 신흥시장 중산층 가정
동급 제품보다 제품 품질이 높은 시장 가격지배자(Price Leader), 제품 가격이 동급
제품보다 낮은 시장 품질경쟁자(Quality Competitor)
식음료, 의복 · 액세서리, 메이크업, 자동차 및 부품, 자전거 및 기타 차량, 통신기기,

제품 유형

가구 및 인테리어, 가전, 오락 · 운동 용품, 영상 · 음향 설비, 문구류, 의료기재 및 기
계설비 등 의식주 행육락과 관계된 최종재 14개 카테고리, 493개 제품이 해당됨.

자료: MVP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http://mvp-plan.cdri.org.tw/(검색일: 2015. 11.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158) 상동.
159) 상동.
160)
; 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
161) ‘프리미엄 제품의 신흥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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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
로 하며, ‘시장수요’, ‘혁신 R&D’, ‘생산설계’, ‘글로벌 마케팅’ 등 네 개 방면에
‘혁신 R&D 생산 플랫폼’,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 ‘환경 조성 플랫폼’ 등
세 개의 플랫폼을 구성하여 대만의 우수 제품 브랜드가 신흥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162)

그림 4-8. MVP 프로젝트 중점 산업 및 최종제품의 선정

우수평가 제품의 범주
최종 완제품
수출우선
대만
이미지 우선
대만 제조
우선

최종 제품

자체
브랜드 우선
우선추진
중점산업

산업전망
우선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완제품(가정용 TV, 브랜드 자전거, 화장품)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DIY가 가능한 보조제품(패션 소품 등)
● 소비자가 지정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소모품 및 부품(타이어, 음향확대기, USB 등)
●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데 사용되는 완제품(병원용 의료기기)
●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식품 생산·포장 기계 설비)

자료: MVP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http://mvp-plan.cdri.org.tw/(검색일: 2015. 11. 4).

[그림 4-9]에는 MVP 프로젝트 추진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MVP 프로젝트에는 3개 플랫폼(혁신 R&D 생산 플랫폼,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 환경 조성 플랫폼)이 있으며, 각 플랫폼에는 구체적인 전략목표가 제시
되어 있다. 이 중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162) MVP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http://mvp-plan.cdri.org.tw/(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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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MVP 프로젝트 추진방안

우수평가 신흥시장 추진방안
혁신 R&D

글로벌 마케팅 통합

전문자원 결합 혁신 연구개발
제품개발 설계 및 응용
브랜드 지원
통합시범전담 지원

해외전시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정

마케팅 통합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산업 이미지 제고

추진부서
환경조성
부문간 자원 통합
시장 정보
인재 양성
성과 확산

혁신 R&D

정책성 업계 전담 방식으로, 우수평가 제품의 품목과 정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업계에 대한 지원기제를 구축

기술처 공업국 무역국

글로벌 마케팅 통합

온라인 마케팅부터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 지원, 제품 체험,
해외 전시 마케팅까지 전면적 국제화 추진 지원

무역국 중기처 투자처

환경 조성

개념전파 및 확산, 현존하는 시장조사 연구자료 별도 통합,
부족한 자료 보완, 연구개발·생산·마케팅 부서 운용

무역국 중기처

자료: MVP 프로그램 공식, http://mvp-plan.cdri.org.tw/(검색일: 2015. 11. 4).

표 4-15. MVP 프로젝트 3개 플랫폼 개요
플랫폼

혁신
R&D

전략

추진 조치

주관기관

통합형 각 정부기관의 자원과 제조업체의 역량을 결합하여 대표성을 가진 제
모범사례의 조업체를 육성하며, 이를 통한 모범사례로 타 업체들에 시범을 보임
발굴 및 * 목표시장 설정 및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조업체간 협력적
신흥시장 공동 개척 지원
시범
중국 대륙에서 대만 명품전시회 개최
* 난징, 천진, 산동, 북경, 운남, 귀주, 절강(닝보) 및 내몽골에서 대
만 명품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대만의 우수 제품을 홍보함

글로벌
마케팅
통합

전시 마케팅의 기획 · 조직
국제무역국
(1) 식품부문
해외전시
(이
* 중국 내 전시회 참가 수속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식품 무역방문
마케팅
계획에는
단을 조직
전담
(2) 비식품부문
부서도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마케팅시장개척단 19
명시되어
개, 전시단 13개 참여 예정: 방직 기성복, 건강미용, 의료 기재,
있음)
증기 기관차 부품, 공작 기계, 차량용 통신기기 등 부문

해외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를 대만에 초청하여 대만기업과의 구매협상 유도
- 대만 특색상품 체험 및 공장 참관을 실시
- 전 세계 구매 파트너 전체 회의, 틈새산업 집단구매 서비스 계획,
2014년 ASEAN 마케팅 채널 결연회, 2014년 우수평가 신흥시
장 결연회, 2014년 소매점 협의회, 중점시장 통신업체 전략적 제
휴 협의회, 2014년 인도 통신설비 협의회, 국제 식품유통 구매대
회, 방직제품 바이어의 대만 방문 등의 활동을 추진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 127

표 4-15. 계속
플랫폼

전략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

추진 조치

주관기관

해외 공동 마케팅 채널 구축
(1) 식품부문
* 대만식품 전용 지역 설립: 중국시장 혹은 유통망 간 협력을 통해,
‘대만식품 전용 지역’ 설립
* 대만식품의 날 활동: 중국, 인도네시아와 ‘대만 식품의 날’ 활동을
실시
(2) 비식품부문
* 마케팅 경로 구축: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대만 우수 녹색
상품 마케팅 경로 구축 활동 실시
* 중국 백화점 유통경로 연합 구축 및 방직업 연합 추진
개별 마케팅 경로의 구축
*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가 다원화되고,
혁신적이며 통합적인 마케팅 방식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글로벌
마케팅
통합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통합
서비스

1. 대만경제무역 웹사이트를 통해 우수 상품을 판매
2. 타깃 시장의 유명 웹사이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조업체가 온
라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3. 타깃시장 바이어 맞춤형 온라인 구매서비스 제공
4. 외국어 매체를 통한 마케팅: ‘Taiwan Products’에 대만 우수제 국제무역국
(이
품 코너를 만들어 글로벌 바이어의 구매 유도
계획에는
대만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우수평가 시장 진출 추진
전담
1.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우수평가 시장
부서도
개척 자문서비스를 제공
2.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평가 시장의 유통업체 및 대리 명시되어
있음)
점과의 협력을 촉진
3. 대만 중소기업이 우수평가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
1. 대만 산업 이미지 홍보 계획
*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홍보 방식을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하는 공공협회의 대만 산업 이미지 홍보 활동을 통해 대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
이미지
제고

2. 공공협회 전시회 참여 제조업체의 판매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
는 경우 이미지관(지역) 설치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만
우수제품으로 선정 및 국가 전체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공작기계 종합 마케팅 계획
* 공작기계 및 부품산업이 신흥시장의 중요 전시회에 참여하여 다원화
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이를 통해 전체 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조업체가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부문간
통합적
자원
제공

‘우수평가 신흥시장 진출방안 추진 판공실’을 설치하고, 단일 서비스
창구를 통해 본 방안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자원과 정책조치를 통합하여 본 방안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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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계속

플랫폼

전략

추진 조치

주관기관

1. 신흥시장의 소비 연구조사
(1)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자동차 부품, 영상설비, 자전
거, 운동기구, 통신기기, 식 · 음료, 가구 · 인테리어 등의 최종
제품 마케팅 연구를 진행. 일본, 한국의 판로개척정책 심화 연
시장정보

구 및 신흥시장 소비동향 조사
(2)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연구 진행
(3) 시장연구 성과와 세미나 교류를 통해 제조업체의 신흥시장 이해
도 및 개척 의지 제고
2. 우수평가 타깃시장인 중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우수평가 제
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 개념을 수집
1.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홍보 관련 모범사례를 제공

국제무역국
(이
계획에는
전담
부서도
명시되어
있음)

2. 「신흥시장 글로벌 업무 선구 분야 육성 계획」
*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과 글로벌 인재 간 연결을 지
원, 보조금 제공
3. 제조업체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신흥시장 개척에 필요한 기능 수요에 따라 경제 · 무역 및 비즈
환경
조성

인재육성

니스 외국어 중 · 단기 과정을 개설
(2) ‘전자상거래 과정’을 개설하여 제조상이 온라인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
4. 우수평가 시장 마케팅 전략 및 인재양성 과정 개설

중소기업처

(1) 우수평가 시장 환경과 특성에 맞게 마케팅전략 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능력을 제고
(2) 우수평가 시장 브랜드 전략에 맞추어 제품 개발 및 유통경로 확
대 관련 강좌 개설
1. 연구성과 확산
(1) 국내 신흥시장 세미나 개최/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 실시
(2) 미디어 특집 보도/ 연구성과물 출판/ 우수평가 신흥시장 안내
웹사이트 운영
(3) 기업 자문 및 진단 서비스 제공
(4) 우수평가 신흥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 비즈니스 정보’
성과확산
국제무역국
격주간 발간 및 ‘국제 비즈니스 정보망’ 운영
2. 통합적 홍보활동 실시
(1) 성과 발표 연계 활동: 각 기관의 본 방안 추진계획 성과를 수집
하고 통합적 홍보활동 실시
(2) 신흥시장 트렌드 세미나 및 포럼: 중국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대만 비즈니스 포럼 및 시장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자료: MVP 프로그램 공식, http://mvp-plan.cdri.org.tw/(검색일: 2015. 11.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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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TOP 프로그램을 통한 지방 특색산업의 국제화
OTOP(One Town, One Product) 프로그램은 대만정부가 지방경제 발전,
지방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방 산업 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 브랜드
육성 및 지방 중소기업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대만정
부는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및 수출성향(Export Propensity)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프
로그램을 통한 대만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마케팅 다원화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그림 4-10]은 OTOP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지방산업 발전 및 해외시
장 개척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지방산업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권 경쟁력
제고 계획’ 및 ‘관광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방산 제품 마케팅 및 지
방 브랜드 중점지역 발전을 위해 ‘OTOP 마케팅 추진 계획’, ‘산업 국제화 지원
계획’, ‘대만 지방산업 중점지역 지원 계획’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브랜드를
육성한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가치 도
약 계획’,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客製) 지원조치’, ‘업계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그림 4-10. 중소기업 지방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 중점조치

지방산업
발전 추진

지방 산업발전기금 지원
상권 경쟁력 제고 계획
관광산업 지원

지방산업 마케팅,
지역브랜드
중점 발전전략

OTOP 마케팅 추진 계획
산업 국제화 지원 계획
대만 지방산업 지역중점 지원 계획
남부 혁신 휴양서비스 산업 추진 계획

해외시장
비즈니스 기회
파악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회 중개 및
대만·일본 중소기업 협력 추진
중소기업 마케팅 가치 도약 계획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客制) 지원조치
업계 국제시장 개척 지원 계획

지역브랜드를 통한
지방 중소기업
발전 중심

다원화된 지원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
방
산
업
국및
내
외전
체
시
장중
개소
척기
업
추
진지
원
을
통
해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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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을 추진함으로써 다원화된 글로벌 시장 개척 마케팅조치를 실시한다.
요컨대 대만정부는 지방 브랜드의 육성과 글로벌 시장 개척 다원화 마케팅을
통해 지방산업의 발전과 대만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다.163)
[그림 4-11]은 지방산업 발전전략과 OTOP 프로그램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방산업 발전전략에는 지원 업무와 판매 업무가 포함된다. 지원 업무는 ① 기
초 지원: 지역생산-지역판매 단계 ② 산업 및 기업 업그레이드 지원: 지역생산국내판매 단계 ③ 해외 수출 지원: 지역생산-해외판매 단계로 구성된다. OTOP
계획은 ②단계에서는 OTOP 지원 계획, ③단계에서는 OTOP 마케팅 추진 계획
을 통해 지역생산 제품이 지방 및 국내 시장에서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확장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164)
OTOP 지원 계획 중 국제화 지원 계획은 대만 OTOP 공동 브랜드 표시, 연
관 산업의 연합 조직, 글로벌 유통경로 협력 등의 방식으로 대만 지방특색 산업
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2015년에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시
그림 4-11. 지방산업 발전전략 추진 방법

해외 채널 협력
해외 중재 판매
해외 전람 전시
해외수출 지원

대만 지방 특색산업 국제화 지원 계획
지역 브랜드 대만 지방산업 지역 중점 지원 계획
OTOP 마케팅 추진(전시판매/유통경로) 계획
구축
지방기금 종합경로 발전 지원 계획
OTOP 권한부여 채널 추가
전국적인 전시회

지
원
업
무
기업구조 업그레이드 계획
제품 심화 지원

지방산업 발전펀드 보조 계획
OTOP 지원 계획

지방/도시
전시회

서비스단 실질 지원계획

지방전시회

지역생산
해외판매

중앙위탁

지방지원

중앙위탁

지역생산
국내판매

판
매
업
부

지역생산
지역판매

기초지원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4), p. 282.

163)
164)

(2015), p. 253.
(2014),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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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타깃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과 제품을 선별하여 지원
했다. 이 계획에서 지원한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 인재 육성 ② 글로벌 마케팅 기
회 중개 ③ 국제 전시회 참여 등이 있다. 이 계획의 지원대상에는 OTOP 식품
(차, 레저식품, 소스류, 과자류) 및 OTOP 생활용품(도자기, 유리, 대나무, 청
결용품)이 포함된다. 2014년에는 대만 차와 생활용품 산업을 지원한 결과 투
자액 1억 5,200만 NTD 증가, 매출액 3억 5,500만 NTD 달성, 953개 일자
리 유지 및 6가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137명 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
었다.165)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1) 수더기업(樹德企業, Shuter Enterprises Co., Ltd.)

가) 기업개요
1969년에 설립된 수더기업은 수더플라스틱공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대만
을 대표하는 수납용품 및 R&D 디자인 제조업체가 되었다. 1969~79년 동안
수더플라스틱공장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초콜릿 상자, 칼자루 등을 제
조하면서 경험을 쌓았으며, 창업자가 전자부품 산업에도 수납용품에 대한 수요
가 있음을 파악하고 부품상자를 출시한 후, 연이어 금속공구 수납용 플라스틱
공구함을 출시하며 브랜드의 명성을 쌓았다.166)
1979년 수더플라스틱공장은 수더기업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
후 ‘작은 물건에 고유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이념을 기초로 하여 사업이 번
창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 대화재로 창업자가 30년간 일구어온 공장이
모두 불에 타버리자 경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영국 유학 중이던 경영후
165)
(2015), p. 258.
166) SMEA(2015), pp.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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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가 대만으로 돌아와 수더기업을 대화재의 위기에서 재건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때 경영후계자가 사용한 전략은 독창적 디자인, 환경보호 기능 중
시, 브랜드 다원화 및 해외시장 공략이었다. 수더기업은 이후 성공적인 부흥기
를 맞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대만 경제부가 수여하는 제15회 작은거인상
(

) 및 제21회 국가반석상(

)을 받았다. 또한 경영후계자는

2014년에 창업모범상 등을 수상하였다.167)

표 4-16. 수더기업 기업개요

설립연도

1969년

본사

고용인수

230명

자본금

사업영역

타이중시 난툰구
(台中市 南屯區)
1.5억 NTD
(2015년 1월 기준)

비금속 가구 및 장식품 제조
해외지사: 인도 영업지사, 홍콩, 싱가포르, 독일에 판매 대리점

해외진출 상황

주요 해외 거래처: Walmart, The Container Store, The Home depot, Tesco, B&Q,
Carrefour, TRUSCO, ASKUL, Officeworks, theWarehouse 등
글로벌 유통업체

자료: 수더기업, http://www.shuter.co/agent.asp(검색일: 2015. 11. 4); 타이중시정부 경제발전국(臺中市政府經濟發
展局, 2015), p. 1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해외진출 성과
수더기업은 1979년부터 자체 브랜드를 만들면서 소비자 브랜드 수납용품
기업으로 정식 전환하였다. 이후 해외시장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국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樹德 Shuter’, ‘Shuter’, ‘Livinbox’와 ‘原
品 Orin’ 등 네 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樹德 Shuter’는 주로 대만 내
수용 사무 수납용품 시장을 타깃으로 하며, 최근 몇 년간은 사무용 잠금 수납장
치 제품의 인도시장 수출에 주력하였다. ‘Shuter’는 공업 수납용품 및 OA 사무용
품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70여 개 국가에 판매되고 있다. ‘Livinbox’
16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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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급 사무용품 브랜드로 미국과 호주의 가구 · 생활용품 시장을 타깃으로 하
여 서류철, 캐비닛, 테이블, 키리스(무열쇠) 락커, 다용도 보관함 등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原品 Orin’은 주로 해외 ODM 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
지 수더기업은 아시아, 미국,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시장에 광범위하고 뛰어난 수납 제품 판매를 목표로 한다.
‘樹德 Shuter’ 브랜드는 인도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168)
수더기업 마케팅 전략의 주요 특징은 다원화된 마케팅 경로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본래 수더기업은 내수 위주였으나 중개상, 대리점, 무역상을 주요 판매
경로로 활용하여 해외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고,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함으
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갔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6개 대륙
70여 개 국가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매년 해외 매출이 20%씩 성장하고 있으
며,169)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3:7의 비중 구성을 보이고 있다.170)
과거에 B2B 위주였던 수더기업은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B2C 경영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에 수더기업이 개설한 My Shuter 온라
인 쇼핑몰 사이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1)

다) 정부지원정책 요인
수더기업은 기업 구조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
다. 대만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은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172)을 통해 수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대만정부는 수더기업의 전문기술 개발과
해외마케팅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을 펼쳤다. 특히 수더기업에 특별
프로젝트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수더기업이 친환경 제품 등 해외 소비시장을
168) Ibid.
169) MA
(2015), p. 117.
170) 30
(2014), p. 149.
171) SMEA(2015), pp. 133-135.
172)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장 4절 가의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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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더욱 세밀하게 타기팅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쓰고, 혁신적 브
랜드 이미지를 갖추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173)

2) 완스촹이(頑石創意, Bright Ideas Design Co., Ltd.)

가) 기업개요
1999년에 설립된 완스촹이는 대만을 대표하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중
하나이다. 이 기업은 2D 디자인과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시작하
여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미디어,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등 문화 콘텐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174) 특히 멀티미디어의 도입을 통해 대만 국립고궁박물원(National
Palace Museum of Taiwan)의 디지털화를 이끌었으며, 이후 3년간 계속해
서 국립고궁박물원의 디지털화를 담당하였다. 2003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 특별전시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초청되어 이 박물관의 통합 디자인 서비
스에 참여한 바 있다.175)
2004~07년도 완스촹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였다. 이때 완스촹이
와 국립고궁박물원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는 대만의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국가디자인상까지 수상하였다. 창화화훼박람회(彰化花卉博
覽會)와 대만 디자인 엑스포를 통해 대만 현지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켰
다.176) 또한 완스촹이의 CD-ROM 시리즈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대만 국
내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중요한 상들을 휩쓸었다. 예를 들어 ‘송
(宋)대의 점다(點茶) 문화’177)는 2002년 일본 디지털 콘텐츠 그랑프리를 수상
173) SMEA(2015), pp. 133-135.
174) 대만 중소기업처 제23회 국가반석상 수상 기업(2015), p. 60, http://hyweb.moeasmea.gov.tw/
moeasmea/wSite/public/Attachment/f1414726816609.pdf(검색일: 2015. 11. 4).
175) SMEA(2015), pp. 109-111.
176) SMEA(2015), p. 61.
177) Whisked Tea of Su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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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색의 마술사, 마티스’178)는 2003 디지털 콘텐츠 프로토타입 디자인
상(공업국)과 2004년 최고 디지털 혁신 황금상(행정원)뿐 아니라 2003 일본
디지털 콘텐츠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또한 ‘세계 고대문명 탐사 시리즈: 테라
코타 전사와 진시황의 말들’179)은 프랑스 박물관 협회(AVICOM)가 수여하는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하였다.180)
2014년 완스촹이의 영업수입은 2억 NTD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4억
8,000만 NTD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81) 또한 주당순이익
(EPS) 역시 2012년 1.21NTD에서 2013년 1.26NTD, 2014년에는 2NTD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대륙은 물론 영국과 미국 시장
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중국에는 영업 거점을 마련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
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완스촹이의 2014년 해외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였다.182)

표 4-17. 완스촹이 기업개요

설립연도

1999년 1월

본사

고용인수

72명

자본금

사업영역
영업수입
해외진출 상황

타이베이시 난강구
(臺北市 南港區)
1.9억 NTD
(2014년 10월 기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박물관 · 미술관 서비스
2012년 l.07억 NTD(EPS 1.21NTD), 2013년 1.13억 NTD(EPS 1.26NTD),
2014년 2억 NTD(EPS 2NTD)
해외지사: 중국
주요 해외 거래처: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박물관

자료: 완스촹이, http://www.brightideas.com.tw(검색일: 2015. 11. 4); 經濟部工業局(2015), p. 11; 대만 중소기업처
제23회 국가반석상 수상 기업(2015), p. 58, http://hyweb.moeasmea.gov.tw/moeasmea/wSite/public/
Attachment/f1414726816609.pdf(검색일: 2015. 11. 4). 참고하여 저자 작성.
178) The Magician of Color – Matisse.
179) The World Ancient Civilization Exploration Series - Terra Cotta Warriors and Horses of
Qin Shi Huang.
180) SMEA(2015), pp. 109-111.
181)
(2015), p. 11.
182)
(201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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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진출 성과
2007~13년까지 완스촹이는 성공가도를 달렸다. ‘대만인이 직접 이야기하
는 대만’을 핵심 컨셉으로 하여 대만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일례로 완스
촹이는 대만경제부 공업국이 실시한 ‘주도성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主導性產
品計劃, Leading Project Plan)’의 지원을 받아 Katz Fun 3D 고해상 애니메
이션을 제작하기 위한 R&D에 아낌없이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이 애니메이션
은 미국 애니메이션 채널에 방송되었고, 제47회 골든벨 어워드에서 최우수 애
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3년간 대만과 중국
양국에서 ‘원명원(圓明園): 진시황의 화려한 정원’183)전시의 기획을 담당하였
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이 프로그램을 ‘해석 및 재구축’ 카테고리의 5대
최우수 고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화 및 창의 산업에서 대만과 중국
간에 협력한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184)
원명원 전시가 오픈한 이후 완스촹이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해외시장
을 확대해나가면서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완스촹이가 아시아 예술을 전시하는 전 세계 박물관들과 협력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185)

다) 정부지원정책 요인
완스촹이는 해외진출을 추진함에 있어 상기에 언급한 대만경제부 공업국의
‘주도성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대만 중소기업처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도 받았다.186)

183) Yuan Ming Yuan - Qing Emperor’s Splendid Gardens.
184) SMEA(2015), pp. 109-111.
185) 대만 중소기업처, 제23회 국가반석상 수상 기업(2015), p. 61, http://hyweb.moeasmea.gov.tw/
moeasmea/wSite/public/Attachment/f1414726816609.pdf(검색일: 2015. 11. 4).
186)
(2015),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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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업국의 주도성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주도성(主導
性)187)이 있는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
함으로써 신흥산업 발전, 기술수준의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의 개선을 꾀하
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원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투자 가속화방안(
)」에 의거한 「주도성 신제품 개발 지도 방법(
)」에 따라 실시된다.188) 주도성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
용은 정부 보조금과 자체조달 자금을 통해 충당된다. 정부 보조금은 총비용의
40% 한도 내에서 증여(영업외수입)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
격은 ① 대만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② 국내에 연구개발 부서 또는
충분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일정한 재무건전성189)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④ 실제 연구개발 실적을 가지고 ⑤ 적절한 연구개발 계
획과 상품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90) 완스촹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
구개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91)
이와 함께 중소기업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증을 통해 완스촹이가 은행
대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완스촹이는 16년간의 경영 경험을 바
187) 이 계획에서 ‘주도성(

)’은 ①제품의 핵심기술이 대만 내 현재 기술수준보다 높고 ② 제품 연관

효과가 높으며 ③ 시장잠재력이 크고 ④ 관련 산업의 발전까지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함(대만경제부
공업국 주도성계획전담판공실, 주도성 신제품 개발 지원 계획 설명자료, p. 9).
188) 신추 생명의료 과학공원(Hsinchu Biomedicine Science Park), http://www.hbmsp.sipa.gov.
tw:9090/itri/tw/images/NewsList990412_05.htm(검색일: 2015. 11. 4).
189) 이 계획에서 재무건전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혹은 그 책임자나 그 동업자는 어음 사용 1년
내 공식적인 환불 기록이 없을 것 ② 기업 혹은 그 책임자나 그 동업자의 은행은 대출 연체금이 없거나
이전의 계약 위반 재무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지 않을 것 ③ 회사 순생산액이 그 실수입 자본 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것 (주주권익/실수입 자본금액) ④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업체의 순생산액이
정직할 것, 비록 회사 실수입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미달하더라도 신청을 선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 전 준비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평가 서비스 기관의 지적재산권 평가 증명 서류와 함께
재무심사 자료를 심의받아야 함.
190)
(2005), pp. 6~8.
191) 대만 중소기업처 제23회 국가반석상 수상 기업(2015), p. 59, http://hyweb.moeasmea.gov.tw/
moeasmea/wSite/public/Attachment/f1414726816609.pdf(검색일: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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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해외진출 및 자체 브랜드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런데 해외 전시회 참여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이 회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최근
에는 문화 창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지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은행들은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해당 산업의 기업
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다행히 대만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으로 완스촹이는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자체 브랜드 개발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192)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본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대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에 앞서 우선 우리가 시행하고 있
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부, 환경부와 같은 중앙부
처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KOTRA, 중소기업
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
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글로
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
192) 상동,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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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원은 물론 수출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
원정책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함으로
써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확대와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193) 이 사업

표 4-18. 중소기업청의 주요 수출지원정책 현황
사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수출역량

-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 유망 및 선도, 글로벌 강소 등

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금융 융자

3단계 구분에 따른 맞춤형 수출 지원
-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
로벌 역량 진단,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
-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
전시회,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 수출, FTA 컨
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 FTA 체결지역에 현지마케팅 지원
- 전국 12개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
-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민간의 전문서
비스를 제공(해외 현지 컨설팅 비용의 50~70% 지원)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설립 초기의 위험부담
경감(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제공)
-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제고)
- 고성장기업의 자율적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창의적 해외시장 개
척 지원)
- 수출품 생산비용에 필요한 자금 소요 지원(기업당 10억 원 이내 대출한도,
총 융자규모 1,000억 원)

자료: 중소기업청(2015a), pp. 329~376 참고하여 저자 정리.
193) 수출역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초보(240만 달러 이하), 수출 유망 및 선도(240~420만 달러),
글로벌 강소(420만 달러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지원 한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중소기업청 2015a,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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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 현황
부처 및 기관

사업 및 지원 내용
-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확대, 전문무역상 본격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시장 정보제공, FTA 활용지원, 글로벌 전문기업
집중 육성(수출 1억 달러 이상 기업확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중소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해외진출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 IT 산업 해외진출 지원(전시상담회 개최, 해외진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콘텐츠, 스포츠 등 소관 영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 개척 지원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수출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 중소 ·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인력

국토교통부

난 해소를 위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해외건설 신시장개척을 위한 주요 활동 지
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주요국 세정외교 추진, 현지 세법 · 세정에 대
한 정보 제공)
-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인획득 컨설팅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해외특허권 확보, 현지 특허분쟁 관련 컨설팅 및
관련 비용 지원, 관련 정보 구축 · 제공)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코트라 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온라인 마케
팅 지원, 수출구매 상담회 개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등)

KOTRA

- 전략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IT, 지식서비스, 의료 · 바이오 및 친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자료: 중소기업청(2015b), pp. 323~362, pp. 562~597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의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교육, 홍보 및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전시
회 참가 등 4개 분야 20여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지원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의 수출 지원사업은 [표 4-18]과 같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
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의 주요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은 [표 4-19]에 개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각
자의 주관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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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
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확충되었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이전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던 것에서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로 변화했다.194)195)
201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17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 중견기업을 400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 및 지원기관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196) 또
한 2016년 초에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목표를 3,000개에서 5,000
개로 늘려 최대한 많은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선택적 집중 육성이 추진되고
있기에 그 성과가 차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
별로 상이한 각종 제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통합과 수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197)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형식상 매우 유사하게 보
인다. 지원의 내용도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194)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상품이 급증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지원기
관간 협력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중복·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수출지원센터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했다(김정곤 외
2014, p. 47).
195) 김정곤 외(2014), pp. 44~49 참고.
19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2013. 9. 23), https://www.exportcenter.go.kr/common_board/wee
klytrade/notice_read.jsp?num=20894&board_type=1(검색일: 2016. 5. 11).
수출지원 ‘통합적 컨트롤 타워’ 절실｣(2016. 4. 20), http://
197) ｢정부수출지원, 정책효과 ‘글쎄’…
www.focus.kr/view. php?key=2016041900171753630(검색일: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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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
적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4-20]은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양국의 지원정책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 벤
치마킹하고자 하는 대만의 정책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
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을 육
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
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
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대만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을 우리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
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
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
다. 즉 대만은 비교적 중소기업의 자생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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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한국

대만

비고

- 신흥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
그램을 통한 기업 창업 · 육
화사업
성 및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 창업 육성 과정 개설
한국은 중소기업청에서, 대만은
사업
역량 강화
- 비즈니스 시장 정보 제공, 전 중소기업처에서 제공
- 고성장(가젤형) 기업 수
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세미
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 등을 통한 우수 마케팅 전
운영
략 확산
중소기업
- 전국 12개 수출지원센
수출지원
터 운영
센터 운영

- 중소기업
터(SME
Service
소기업의
지원

문제해결 서비스 센
Instant Solution
Center)를 통해 중
개별 니즈 상담 및

해외
-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
- 대만과 일본 간 산업 및 무
네트워크
용 지원(해외 현지 컨설
역 협력 강화(대만 · 일본 협
형성 및
팅 비용의 50~70% 지
력 · 교류 플랫폼)
활용 지원
원)

상동

상동

한국의 경우 세계 여러 교역거
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
-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
-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를 는 등의 물리적 지원을 제공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저
인큐베이터
글로벌 인큐베이션 네트워크 다면, 대만은 중소기업 인큐베
렴한 비용으로 사무공
운영
와 연계
이션 센터와 글로벌 인큐베이
간 제공)
션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생태
계 조성에 중점을 둠
- 해외시장 정보 제공(산
자부)
- 중소기업의 산업 밸류체인 연
- 전략산업별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
결 글로벌 마케팅 플랜, 중소 한국은 산업부와 KOTRA에서,
(IT, 지식서비스, 의 료
확대
기업 마케팅 가치창출 프로그 대만은 중소기업처에서 제공
· 바이오 및 친환경산
램
업의 해외진출) 지원
(KOTRA)
신흥시장
진출 지원

-

한국에 비해 대만은 신흥시장
- 프리미엄 제품의 신흥시장 진
을 타깃으로 한 중소기업 진출
출 프로젝트(MVP)(중소기업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
-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
한 해외기업 매칭으로 더 구체
외기업 매칭(중소기업처)
해외 기업
칭을 통한 상생협력 추
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
- 비즈니스 제휴 프로그램을 통
매칭
진(산업통상자원부, 중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
한 해외기업 매칭 플랫폼 제
소기업청)
업과 중소기업의 1:1 매칭을
공(TAITRA)
통한 상생협력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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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계속
한국

대만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
중소기업
터 설치를 통해 대기 -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를 조
산업
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
클러스터
상생협력을 유도(산업부, 쟁력 제고(공업국, 산업기술과)
형성
중소기업청)

지방
브랜드
육성

-

대만은 OTOP 마케팅 추진 및
지방산업 국제화 지원 계획 등
- 지방 산업 개발펀드 플랜 · 을 통해 지방 브랜드의 육성
OTOP 프로그램: 지방 브랜 및 국제화를 적극 지원, 한국의
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경우 지방 브랜드 육성이라기
해외수출 지원(중소기업처) 보다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
터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창
업, 해외진출을 지원

- 게임, 애니메이션, 방
송영상 콘텐츠, 스포츠 - 의료관광, 문화 및 창의 산업
등 소관 영역의 글로 (공예 및 디지털 콘텐츠 등),
벌 경쟁력 강화 및 해 정보 서비스, 프랜차이즈/체인
서비스
외시장 진출 · 개척 지 점, 매니지먼트 컨설팅 등 중
점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
무역 진흥
원(문화체육관광부)
- IT 산업 해외진출 지원 진출 지원(국제무역국, TAITRA)
(전시상담회 개최, 해외 - 서비스산업 진흥센터 운영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TAITRA)
진출 one-stop 서비스
제공)(미래창조과학부)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

-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촉
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수출형 우수 중소
기업 육성(환경부)

비고
’14년 기준으로 대만에는 11
개 중소기업 클러스터가 조성
되어 공동브랜딩 및 글로벌 마
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
고 있음

-

대만과 한국 모두 IT, 방송영
상 및 디지털 콘텐츠 등 서비
스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을 적극 지원

-

- 전문업종 위주의 단체 전
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문 전시
한국은 KOTRA, 대만은 TAITRA
무역촉진단
지원(중소기업청)
회 및 국제무역쇼 개최, 해외 무
가 담당
파견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역 전시회 참가(TAITRA)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KOTRA)
수출품 생산자금 지원(기
수출 및 해외투자 목적의 사업에
수출자금 업당 10억 원 이내 대출
대한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중
지원
한도, 총 융자규모 1,000
소기업처)
억 원)(중소기업청)

-

자료: 본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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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1. 요약 및 평가
가. 한 ·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
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
치사슬을 통한 간접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
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
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상황 변
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수
출대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
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전부터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일반 중소기업 ·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
년대 국가의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
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
기업들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
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들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
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
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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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
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GVC에 진입 방법이 다양하지만,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98)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
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여기서 능동적 수요
대응이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창립 초기 해외시장 및 바이어를 적극적
으로 찾아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후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선시켜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적극적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
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설립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
이 좋지 않을 때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시장
이 회복되었을 때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해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
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
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
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

198) 기술 습득 초기의 경우, 대만은 기업 창립자가 다국적기업에서 일한 경험이나 OEM 공장을 운영하면
서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을 발전시켰다면, 한국은 창립자가 국내 대기업 출신이거나 독자적
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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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
업체명

업종

성공요인
- 선도적 시장 진입, 기술력 보유(2015년 글로벌광학렌즈 시장점유율 세
계 1위)
- 성공적인 GVC 편입으로 다국적기업들에 핵심 부품을 공급
- 적극적 신기술 투자, 일본과 공동연구 개발

플라스틱 - 전문 기업화, 적극적 마케팅 전략
大立光电
(Daliguangdian) 광학렌즈 - 정부정책 지원
• 1969년 외자기업 관세 및 세금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가공수출구 설
립으로 세계 유수 광학기업 투자유치
• 창업자들이 해당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며 축적한 경험, 기술,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기업설립 운영에 성공
- 창업자의 염색경력(기층 노동자에서 부공장까지 전 생산공정 경험)
- 글로벌기업과 적극적 협력
• Adidas, Nike, FILA 등 글로벌 스포츠브랜드와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
儒鸿企业
(Ruhong)

방직,
의류

- 일본기술 수용, 선진국 기계 도입, 니치마켓인 특수 옷감시장 진출
- 해외기지 설치로 생산원가 절감, 관세혜택
- 전자관리통합시스템 개발로 생산관리 효율성 제고
• 대만경제부 기술처 ‘시범성 정보 응용 개발 계획’ 정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관리 네트워크의 전자화 시스템을 설치
- 산 · 학 협력을 통한 新사업화 전략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 일본, 유럽 기업과의 협력으로 기업역량 강화
• 선진기술 습득 후 독자적 기술 개발로 OEM에서 ODM으로 전환
- 산 · 학 협력을 통한 R&D 능력 배양 및 다원화된 R&D 인력
• 직원의 31.4%가 R&D 인력, 부품 내재화율 제고, Walmart, Carrefour
제품 납품, 신속한 신형기종 공급

伸兴工业
(Shenxing)

재봉틀
설비
제조

- 2002~03년 대만경제부의 R&D 보조금으로 생산통제 컴퓨터 시스템 개발
- 고객 중심적 사고로 앞선 신제품 개발 제시
• 생산 내재화율과 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통 부품과 각 상품의
전 세계 생산 규모를 늘려 원가 절감
- 대만은 R&D 중심지, 해외는 생산기지로 운영하여 주문량 폭증에 대응
하고 시장을 주도
- 글로벌 브랜드 및 유통업체와의 분업을 중시
• 브랜드 업체 및 유통업체는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션싱은 ODM에
집중하여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음.

자료: 본 보고서 제3장 pp. 56~67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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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에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199)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지속적
인 R&D 투자, 시장 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이다. 본 연구
에서 정리한 한국기업 사례는 정부정책 요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세 개의 사례
기업 모두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던 점에서 향후 정부 지원정책 시행
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및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
된다.

표 5-2. 한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성공요인
업체명

업종

성공요인

스마트폰 - 전 세계 AF 드라이버 IC 시장의 36%를 점유하는 세계 1위 기업
동운아나텍

카메라
부품

- 시장 변화에 맞춘 상품의 기획 및 R&D 투자
- GVC 상위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네트워킹
- 매출의 95% 이상이 ODM 제품
- 중국 화장품 OEM, ODM 1위 업체
- 적극적인 해외박람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OEM, ODM 수
출계약을 수주하고 인지도 상승

코스맥스

화장품

-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생산인프라 구축
• 전 임직원의 25%가 R&D 인력, 분기마다 신제품 설명회 개최 홍보
- 현지화 전략 구사
•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R&I 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고객 니즈 충족
상품 개발

디에이치
라이팅

자동차

-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할로겐

- 제품 품질 및 관리시스템 확보

전구

- 신흥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 확대

자료: 본 보고서 pp. 73~8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199) 저자와 인터뷰한 대만공업기술연구원 홍입유(2015. 11. 17)에 따르면 대만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기
술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범용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과정 초기에 기업을 함
께 참여시켜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할 때 철저하게 기업들의 수요를 먼저 듣고 기술 개발에 착
수하고 있다(대만 공업기술연구원 홍입유(

) 인터뷰(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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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
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
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
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만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Li Xue Cunningham(2012)의 연구에서도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특징은 중소
기업 네트워크와 선별적 개입이라고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별 경제
구조, 산업구조, 기업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대만은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
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MVP라는 수출확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가 지역별 창조경제혁
신센터를 형성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

표 5-3.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특성

국가

GDP 대비

중소기업

수출비중

특성

44.2%

민영기업

높은 수준의 개입

중소기업 위주

400%

서비스 중심

제한적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130%

가족 운영

선별적 개입

43%

혁신 지향

적극 개입

경제 특성

발전전략

사회주의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혼합

홍콩

자유경제

대만

자본주의 경제

중국

한국

산업화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

정부 지원정책

자료: Li Xue Cunningham(20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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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대만은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제
품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을 개선하여 해외진출에 나서고 있다.
대만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공 사례로 본연구의
4장에 제시된 완스촹이는 영국과 미국 등 특정 글로벌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수
더기업은 해외매출이 연 20%씩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완스촹이는 대만경제부
공업국이 시행한 선도적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Leading Project Plan)의 비용
지원 및 중소기업처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자금 지원을 받아 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해외 마케팅
에 성공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만정부가 ‘주도성’ 있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즉 제품의 핵심기술이 대만 내 현재 기술수
준보다 높고, 제품 연관효과가 높으며,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련 산업의 발전까
지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으로 선별적 지원이 중
요시되어야 할 우리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더기업은 대만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국의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하여 전문기술 개발
과 해외 마케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특별 프로젝트 보조금을 제
공 받아 제품의 고급화와 글로벌 마케팅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성
공하였다. 수더기업이 다원화된 마케팅 경로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을 확
대하고 기업 자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개발이 가능했기에 정부 지원의 효과
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중소기업의 GVC의 참여양상은 산업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산업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GVC에 편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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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준호, 김종일(2007)은 GVC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기존에 정형화된 모형은 없으며, 각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개별 연구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GVC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GVC를 통제
하는 주도 중핵기업의 경쟁우위를 파악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200)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휴대폰 산업을 예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편
입 상황을 정리하여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을 파악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경향의 차이를 짚어보았다. 휴대폰 산업이 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며, GVC 참여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별로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국 GVC 참여의 대표적인 양상(휴대폰 산업), 대만의 해외진
출 지원정책 및 기업사례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 양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의 GVC 참여 상황 파악이 진행된다면 보다 자세한 양국 GVC 참여 양
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및 정부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봄에 있어서 수출 측면에
치우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대만의 비교 연구를 진행함에 따른 양
국 관련 통계의 제약에 기인한다.201) 또한 기업 사례가 제조업에 국한되어 조
사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200) 이준호, 김종일(2007), pp. 6~7 참고. GVC 유형화는 수요자 주도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
학기반형(제조업 기준)으로 나뉘며, 서비스업은 수요자 주도형, 생산자 주도형 및 전문공급자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기업이 될 수 있는 전문공급자형 산
업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업종은 GVC에 편입되는 것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201)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통계가 제공되나, 대만에서 공개한 해외투자 통계는 중소기업
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통계 획득이 어려웠다.

15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기존 연
구 검토 및 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함에 앞서 중소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간략히 점검해보았다.202) 우선 지원방식에 있어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
원 부족, 기업 요구와 괴리된 지원프로그램, 지원금액 부족이 과제로 평가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2015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뿌
리기 방식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조사기업의 41%,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원
방식에 가깝다고 응답한 기업이 32.7%로,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정
책 지원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투자지향적 지원이 아닌 단기성과에 치중
한 정책이 많은 점, 선별적 지원이 아닌 뿌리기식 지원으로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점, 장기전략 없이 일시적 필요에 따라 정책이 제정되어 지나치
게 세분화되어 있는 점도 제기되었다.203) 그 외에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핵심정책 역량으로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204)
202) 여기서 제시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당면과제는 2013년 및 2014년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2015
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조사기간: 2014. 11. 7~11. 17)를 추가로 참고
하여 정리한 것으로, 2015년 이후 개선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15a).
203) 중소기업중앙회(2015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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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당면 과제
- 일률적 · 형식적 지원, 해외진출 역량 고려한 단계별 지원 부족
- 기업요구와 괴리된 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

- 지원금액 부족
- 다수 대상의 단순 뿌리기 방식, 단기성과에 치중한 정책
- 알짜배기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 지원기관 분산,205) 각 부처 · 지자체가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수출지원정책의
복잡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자체 간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미확립
-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불편

정보지원

- 정보 제공기관의 산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부족
-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나 지원서비스 미흡

지원 산업별

- 제조업 중심의 해외진출 지원(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외마케팅사업)

다양성 부재

-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수단 필요
(정책요인)
-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확대, 무역금융 및 정보지원 수요,
해외 법인이나 지사 설립 지원에 대한 낮은 만족도
(대외적 요인)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환율변동성, 국제경제 상황 및 이에 따른 경쟁여건 변화, 무역장벽(FTA 활용과
인증 · 지재권, 계약분쟁 발생 가능성 등 비관세장벽)
(중소기업의 보편적 문제점)
- 대기업 종속성, 핵심사업의 쇠퇴 또는 부재, 혁신능력 부족, 경영능력 취약,
부진한 글로벌화
- 선진국 대비 낮은 경쟁력으로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기술부족과 자금난, 혁신 창출의 원동력인 조직 신뢰의 부재, 우수한 인력 부족

자료: 김정곤 외(2014), pp. 64~67; 기획재정부(2014); 관계부처 합동(2013); 중소기업중앙회(2015a) 참고하여 저자
정리.

또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체계가 복잡하여 적절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이 애로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접근성 불편이 과제로
204) 중소기업중앙회(2015a), p. 28. 조사대상 기업의 78%가 알짜배기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50.9%가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37.2%가 신성장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 32.5%
가 생산기반의 공정혁신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5)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은 KOTRA, 중진공을 비롯하여 31개 기관에 달한다(기획재정부 2014,
p. 5; 김정곤 외 2014, p. 66, 재인용).

156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206) 그 외에 정보지원 미흡,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시되었다.207)
수출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요인으로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맞춤형 지원, 무역금융 수요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있으며, 환율
변동성, 국제 경쟁여건 변화, 무역장벽 등의 대외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208) 중소기업의 보편적인 문제점으로는 대기업 종속성, 핵심사업의 쇠퇴
또는 부재, 혁신능력 부족, 경영능력 취약, 부진한 글로벌화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핵심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위기수준에 대해 더 심각하다고 응답
한 기업209)들은 기술 부족과 자금난, 조직 신뢰의 부재, 우수인력 부족을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210)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앞 절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당면과제에서 지원기관별로 상이한 각종 제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통합과 수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화 · 간소화 ·
유연화를 통해 전반적인 시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할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211)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원제도의 접근성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편리하다는 의견보다 많으며, 이는 지원제도의 체계가

206) 중소기업중앙회(2015a), p. 10, p. 11 참고.
207) 김정곤 외(2014), pp. 66~67 참고.
208) 김정곤 외(2014), pp. 66~67, p. 93 참고.
209) 조사대상의 28%.
210) 중소기업중앙회(2015a), p. 23, p. 24 참고.
수출지원 ‘통합적 컨트롤 타워’ 절실｣(2016. 4. 20), http://
211) ｢정부수출지원, 정책효과 ‘글쎄’…
www.focus.kr/view.php?key=2016041900171753630(검색일: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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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여 기업이 적합한 제도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애로요인과도 연계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처, 국제무역국, 공업국, 상업사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 부처들은 모두 대만경제부 산하 조직으로 모든 지원업
무가 경제부라는 단일 부서에 통합되어 있어 정책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되는 효
과를 내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대만의 사례를 우
리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중소기
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제도 체계의 복잡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처에서 운영하는 ‘바로서비스처리센터’를
참고해볼 만하다. 바로서비스처리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관련 대출정
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
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 센터에 연락하여 필
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연계해주는 서비
스도 제공하여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돕고 있다.

2)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212)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
책이 다수에 대한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이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
원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만기업 사례에서도 상
품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수의 기업에 대한 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효율적인 사
212) 중소기업중앙회(2015a), p. 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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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집
중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사례국인 대만은 중점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정책으로 중소기
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대
만정부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 산업213)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등 주요 업종별 ‘인큐베이션 센터’를 조성하
여 각 업종에 적합한 멘토링과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육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 국제 창업기업
육성 협력 플랫폼을 설치하여 해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큐베이
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214)을 제공하여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
다.215) 이 프로그램은 인큐베이션 센터에 속한 200여 개 후보기업 중 성장 잠
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 해외 네트워킹 등 맞
춤형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기업들이 대기업 공급망에 참여
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수주를 받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
를 설치하여 설립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토록 지원(사무공간 제공, 마케팅, 법
률, 회계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 여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즉 중점 육성이 필요한 기업을 조사하여 국내에서의
해외진출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선별적이고 체계적이
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검토를 고려해볼 수 있다.

213) 6대 핵심 신흥산업, 4개 스마트 산업, 10개 주요 서비스산업, 전통산업의 현대화 산업(환경보호, IT,
그린에너지를 전통산업에 결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고부가가치 · 국제화 · 기술에 중점을 둔 서비
스업.
214) 2015년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생물의학 및 그린에
너지 등 5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215) 기업의 조직, 운영, 전략상의 애로사항을 가려내어 3~6개월 내에 성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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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신흥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지로, 신흥시장에 대한 정
보 및 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김정곤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보다 저개발국에 해
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저
임금 활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216)
한편 대만은 수출대상지로서 신흥국을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
다. 특히 최근 신흥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산층이 지향하는 높은 품질이나 적
정한 가격 수준을 추구하는 소비 패턴이 대만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17년 전인 1999년부터 이미 신흥시장을 타깃으
로 한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 프로젝트(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목표시장, 목표 소비군, 제품의 범위 및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217) 그리고 시장수요, 혁신 R&D, 생산설계, 글로벌 마케팅 등 네 가지 부
문에 대해 혁신 R&D 생산 플랫폼,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 환경조성 플랫
폼을 구성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마케팅 통합 플랫폼(해
외전시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글로벌 마케팅 채널 구축, 온라인 마케팅, 마
케팅 통합 서비스, 산업이미지 제고)과 환경조성 플랫폼(시장정보, 인재육성,
성과확산)은 아주 구체적인 부문까지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지원하여 높은 성과
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18)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상품도 신흥시장의 이러한 소비 성향에 적합한 수출상
216) 김정곤 외(201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저개발국에 대한 FDI를 하는 경향이 강한 이유로
저임금 활용이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기는 하나,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는 통계자료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해석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17) 목표시장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며, 목표 소비군은 연평균 소득 미화
8,000~12,000달러 정도의 신흥 중산층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제품 범위를 동급 제품보다 제
품 품질이 높은 시장의 가격 지배자와 제품가격이 동급 제품보다 낮은 시장 품질경쟁자로 설정했으
며, 제품 유형은 의식주 · 운송 · 기계 · 여가 관련 최종재 493개 제품이 해당된다.
218) 2015년 상반기에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는 미화 18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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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KOTRA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 전략 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가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만의 신흥시장에 집중된 중소기업 진출지
원 전략 벤치마킹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GVC 참여 확대는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향이 될 수 있다. 기존 연
구에서 중소기업이 GVC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수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
법이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국제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시
된 바 있다.219)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
서도 이러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 분야에서 다국적기
업들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GVC에 편입되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로 대기업
이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내부화시켜 최종 브랜드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중소
기업이 GVC에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이러한 구조
로 인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이 증가했으며, 이는 곧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
중 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절에서는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 및 정부 지원책을 참고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GVC 편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19) 본 연구는 이준호, 김종일(2007), p. 2에서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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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이 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육성이 필요함은
한국과 대만 사례의 비교로도 이미 그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수행(2013)은
대만식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수직적 계열화 구조에서 탈피해서 수평적으로 분산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께 발전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
계 구축은 곧 중소기업의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 생산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주도하여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1년 전부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성하여 대 · 중소기업 상
생협력 및 스타트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별 · 산업별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형성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역량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끌어 성장하는 모델이 구축되고 있지
만, 이와 함께 대만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클러스터도 중소기업의 자생력
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기술 개발,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
종 업계 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 협력관계 형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대만에 설립된 산업 클러스터로는 자전거, 기계공구, 수공구, 수도관 산업 클러
스터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노하우를 전파하
고, 부품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대만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수출상품220) 이던 자
전거가 2000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수출이 급감하며 그 대책으로 대만
220) 1980년 이후 16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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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제조업체들이 산업클러스터인 ‘A-Team’을 형성하였다. A-Team은
자전거 공급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품 혁신 및 업그
레이드를 촉진,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전거 시장을 선점하며 중국산 제품과
의 차별화를 달성한 성공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클러스터
에 대해 대만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
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
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FDI 유치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본 연구 3장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
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를 유치하여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1969년 외자기업에 관세 및 세금우대 정책을 제공하는 가공수출구를 설립해
저명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되었다. 다국적기업 취업 경험 및 기술 습득
이 기업 창업의 바탕이 된 것이며, 창업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해외 생산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
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과제는
우리 중소기업과 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유치방안이다. 이
준호, 송창석, 이춘우(2013)의 연구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FDI 추진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
안으로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계 다국적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자사의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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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계시킬 경우 해당 외국기업의 R&D 투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외국인투
자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
는 방안이 제시되었다.221)

3)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GVC 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으로 낮은 기업 인지도와 해외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의 정책 사례에서 ‘비즈니스 매
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벤치마킹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비즈니스 매칭’은 중
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
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
금지원을 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222) 또한 비즈니스 매
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 트렌드 정보 및 R&D 보
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
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
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
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
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대 ·
221) 이준호, 송창석, 이춘우(2013, p. 105, 재인용).
222) 2014년에 13억 5천만 대만 달러의 수익이 예상되는 89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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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통
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해외마케팅 지원보다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과의 해외 공동진출이기에 중소기업의 호응도
가 높으며, 우리가 역량 있는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만과 차별화되는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업종 및 2, 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은 다소 미흡
한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소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체계와
연계한 산 · 관 · 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2, 3차 협력업체로의 확대를 유도하
고 있지만 시행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상생협력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는 대만의 해외기업 매칭방안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글로벌 마케팅은 중소기업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
센터’, 그리고 ‘무료 컨설팅 핫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마케팅
서비스센터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특이한 점은 컨설팅 서비스, 필요자원 검토, 정보 조사, 기획관리 및
후속조치를 모두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30명이 넘는
숙련된 마케팅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신속
하게 포착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료 컨설팅 핫라인
(0800-017-868)은 수시로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마케팅 자
원 핸드북, 해외무역전시회 정보 및 마케팅 기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용
앱(App)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223) 이상의 서비스는 매우 직접적이고 기
업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벤치마킹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223) 이상의 노력으로 2014년 대만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해외 3개의 유통경로와 네트워킹에 성공하
고, 1,128개의 제품을 마케팅하여 총 4억 5,200만 대만달러(한화 163억 원 상당)의 매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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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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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만 중소기업 현황
부록 표 1-1. 대만의 산업별 · 규모별 기업 수
(단위: 개, %)

산업별\규모별

총계

농·림·어·
목축업

광업 및 토석
채취업

제조업

전력 및 가스
공급업

용수 공급 및
오염 복원업

영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 및 보관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비율

대기업

2012

1,337,890

1,306,729

97.67

31,161

대기업 비율
2.33

2013

1,363,393

1,331,182

97.64

32,211

2.36

2014

1,386,128

1,353,049

97.61

33,079

2.39

2012

11,868

11,817

99.57

51

0.43

2013

12,088

12,027

99.50

61

0.50

2014

11,638

11,568

99.40

70

0.60

2012

1,226

1,203

98.12

23

1.88

2013

1,192

1,166

97.82

26

2.18

2014

1,177

1,151

97.79

26

2.21

2012

142,918

137,436

96.16

5,482

3.84

2013

144,760

139,099

96.09

5,661

3.91

2014

147,404

141,817

96.21

5,587

3.79

2012

451

320

70.95

131

29.05

2013

553

423

76.49

130

23.51

2014

680

546

80.29

134

19.71

2012

7,426

7,127

95.97

299

4.03

2013

7,506

7,211

96.07

295

3.93

2014

7,480

7,155

95.66

325

4.34

2012

104,394

103,130

98.79

1,264

1.21

2013

108,779

107,498

98.82

1,281

1.18

2014

113,400

112,164

98.91

1,236

1.09

2012

678,054

661,201

97.51

16,853

2.49

2013

683,983

666,857

97.50

17,126

2.50

2014

686,183

668,428

97.41

17,755

2.59

2012

31,707

30,662

96.70

1,045

3.30

2013

31,345

30,283

96.61

1,062

3.39

2014

31,399

30,281

96.44

1,11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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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계속
(단위: 개, %)

산업별\규모별

전체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비율

대기업

대기업 비율

2012

126,894

126,499

99.69

395

0.31

2013

131,083

130,653

99.67

430

0.33

2014

134,809

134,326

99.64

483

0.36

2012

17,526

16,823

95.99

703

4.01

2013

18,521

17,794

96.07

727

3.93

2014

18,882

18,141

96.08

741

3.92

2012

16,410

14,165

86.32

2,245

13.68

2013

17,381

14,947

86.00

2,434

14.00

2014

17,989

15,490

86.11

2,499

13.89

2012

28,460

27,180

95.50

1,280

4.50

2013

31,499

29,986

95.20

1,513

4.80

2014

34,318

32,766

95.48

1,552

4.52

2012

40,214

39,549

98.35

665

1.65

2013

41,881

41,167

98.30

714

1.70

2014

43,675

42,932

98.30

743

1.70

2012

29,968

29,563

98.65

405

1.35

2013

29,039

28,607

98.51

432

1.49

2014

28,857

28,376

98.33

481

1.67

2012

1,432

1,421

99.23

11

0.77

2013

1,630

1,622

99.51

8

0.49

2014

1,866

1,852

99.25

14

0.75

의료 보건 및

2012

417

407

97.60

10

2.40

사회 복리

2013

616

604

98.05

12

1.95

서비스업

2014

683

667

97.66

16

2.34

2012

22,511

22,407

99.54

104

0.46

2013

23,899

23,791

99.55

108

0.45

2014

26,685

26,572

99.58

113

0.42

2012

76,014

75,819

99.74

195

0.26

2013

77,638

77,447

99.75

191

0.25

2014

79,003

78,817

99.76

186

0.24

숙박 및 요식업

정보 및
통신 전파 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오락 및
레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주: 1) 2012년부터 본 표에 사용되는 통계는 중화민국 제9차 수정에 해당되는 신산업표준통계에 따름.
2) 표에서 사용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정표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광업 · 채석업의 경우 납입자본 8,000만
대만달러(NT$) 이하이며, 그 외 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영업수입 1억 대만달러(NT$) 이하의 기업을 지칭함.
3) 조직분류 중 ‘외국계기업 지사’의 경우 외국계회사가 대만경제부 상업사에 신고 후 설립하였다가 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영리활동도 할 수 없어 2014년 이후 기업 수에 집계되지 않음.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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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대만의 산업별 · 규모별 매출액
(단위: 대만달러(NT$), %)

산업별\규모별

총계

농·림·어·
목축업

광업 및
토석 채취업

제조업

전력 및
가스 공급업

용수 공급 및
오염 복원업

영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송 및 보관업

숙박 및 요식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율
30.23

대기업

대기업 비율

26,267,306

69.77

2012

37,649,075 11,381,770

2013

38,460,894 11,321,842

29.44

27,139,052

70.56

2014

40,240,506 11,839,868

29.42

28,400,638

70.58

2012

37,067

19,966

53.87

17,101

46.13

2013

40,262

21,881

54.35

18,381

45.65

2014

47,134

23,508

49.87

23,627

50.13

2012

44,830

35,402

78.97

9,428

21.03

2013

47,718

37,180

77.92

10,538

22.08

2014

48,033

37,712

78.51

10,321

21.49

2012

14,002,782

4,375,488

31.25

9,627,294

68.75

2013

14,368,660

4,074,252

28.36

10,294,408

71.64

2014

15,054,553

4,323,807

28.72

10,730,746

71.28

2012

895,151

3,692

0.41

891,458

99.59

2013

944,235

4,281

0.45

939,954

99.55

2014

1,016,077

4,557

0.45

1,011,519

99.55

2012

181,289

55,632

30.69

125,658

69.31

2013

182,086

54,501

29.93

127,586

70.07

2014

187,655

55,979

29.83

131,676

70.17

2012

2,088,385

1,235,537

59.16

852,848

40.84

2013

2,040,944

1,340,692

65.69

700,251

34.31

2014

2,162,496

1,411,725

65.28

750,770

34.72

2012

13,439,023

4,102,447

30.53

9,336,576

69.47

2013

13,545,522

4,151,590

30.65

9,393,932

69.35

2014

14,154,603

4,266,050

30.14

9,888,553

69.86

2012

1,049,942

262,656

25.02

787,285

74.98

2013

1,077,132

262,169

24.34

814,963

75.66

2014

1,098,184

269,873

24.57

828,311

75.43

2012

460,649

321,381

69.77

139,267

30.23

2013

492,075

342,378

69.58

149,697

30.42

2014

540,748

371,052

68.62

169,696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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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계속
(단위: 대만달러(NT$), %)

산업별\규모별

전체기업

중소기업

비율

2013

1,016,833

109,473

10.77

907,360

89.23

2014

957,248

113,244

11.83

844,004

88.17

2012

2,235,043

186,220

8.33

2,048,823

91.67

2013

2,179,157

195,397

8.97

1,983,760

91.03

2014

2,387,871

207,354

8.68

2,180,517

91.32

2012

944,188

189,948

20.12

754,240

79.88

2013

1,161,144

225,317

19.40

935,827

80.60

2014

1,136,063

226,824

19.97

909,239

80.03

2012

628,374

189,138

30.10

439,236

69.90

2013

653,793

198,268

30.33

455,525

69.67

2014

674,048

210,774

31.27

463,274

68.73

2012

371,661

130,672

35.16

240,989

64.84

2013

396,116

131,896

33.30

264,220

66.70

2014

441,608

137,081

31.04

304,526

68.96

2012

9,577

6,820

71.21

2,757

28.79

2013

10,523

7,822

74.33

2,701

25.67

2014

12,282

8,708

70.90

3,574

29.10

의료 보건 및

2012

5,440

1,933

35.53

3,507

64.47

사회 복리

2013

6,036

2,179

36.11

3,856

63.89

서비스업

2014

8,995

2,184

24.28

6,811

75.72

2012

80,578

48,023

59.60

32,555

40.40

2013

80,067

48,626

60.73

31,441

39.27

2014

85,389

50,765

59.45

34,624

40.55

2012

213,242

111,460

52.27

101,782

47.73

2013

218,593

113,942

52.12

104,652

47.88

2014

227,519

118,670

52.16

108,849

47.84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오락 및
레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856,503

대기업 비율

961,866

전파업

10.95

대기업

2012

정보 및 통신

105,364

중소기업

89.05

자료: 經濟部中小企業處(2015), pp.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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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만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2016년 성과
부록 표 2-1. 2016년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선발 기업 및 보조금 현황

번호

기업 명칭

105A0103 대만백화공업주식유한회사
105A0113 흥채실업주식유한회사
105A0121 가군흥업주식유한회사

계획 명칭
PAIHO 혁신 신발소재 주에쓰(中越)시장
통합마케팅 계획
SINGTEXⓇ 북미시장 활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4.0 계획
가군흥업 글로벌 시장개척 마케팅 계획

보조금액심사
(신TWD/원)
$2,889,600
$4,000,000
$4,400,000

복수실업 활로개척 및 브랜드혁신 심화를
105A0124 복수실업주식유한회사

통한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애완동물

$3,500,000

식품시장 진출 계획
105A0202 대능과기주식유한회사
105A0205 모보주식유한회사

대능과기 ‘글로벌 선진 박막인쇄산업
TOP-1’ 활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계획
아시아 O2O 창의집단 마케팅 계획

$4,037,780
$3,000,000

Qualicure 고부가가치 UV 고체화재료 미국,
105A0212 국정화학주식유한회사

일본,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인도네시아 시장 $2,550,000

105A0306 견박주식유한회사

인도 · 아시아 신시장 개척 계획

마케팅 확대 계획

105A0307 천명제약주식유한회사
105A0406 자통컴퓨터주식유한회사
105A0413 정달광전주식유한회사
105A0416 광원과기주식유한회사
105A0417 애신주식유한회사
105A0420 지외자신과기주식유한회사
105A0501 동육실업주식유한회사

천명제약 말레이시아 신시장 개척 통합마케팅
계획
자통컴퓨터 해외 신흥시장 활로개척 및 확대
계획
Litemax 틈새시장형 모니터 GDP+ 약진
계획
브랜드강화 및 거점확대를 통한 고급 다매체
모니터 대유럽 통합마케팅 계획
Axiomtek 브랜드 응용 IoT 제품 국제시장
개척 계획 - 아시아, 유럽, 중동
대만 오락설비 시뮬레이션 글로벌 개척 계획
METEOR 브랜드 미국 고급 LED 건설용
전구 시장 개척 계획

$4,000,000
$4,200,000
$4,075,000
$4,025,000
$4,000,000
$4,324,967
$3,676,448
$3,6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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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계속

번호

기업 명칭

계획 명칭

보조금액심사
(신TWD/원)

ASEAN 시장확대 중동 시장개척을 위한
105A0508 억광전자공업주식유한회사

억광전자 고유 조명브랜드 Everlight

$2,950,000

신흥시장 마케팅 계획
105A0511 정원광전주식유한회사
105A0513 기력속공업주식유한회사

생태권 혁신경영을 통한 구미 주력시장
마케팅 계획
기력속공업 베트남 시장확대 및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활로개척 계획

$4,380,000
$3,550,000

105A0603 대만앵화주식유한회사

대만앵화 ASEAN 시장 개척 계획

$1,750,000

105A0607 교신과기공업주식유한회사

해외 고급 삼륜차 부품시장 약진 계획

$3,000,000

105A0608 대승정밀주식유한회사

4-safe 호주 연합전시를 통한 고유 브랜드
시장확대 계획

$3,800,000

105A0718 백룡기계창주식유한회사

백룡 주사기 제품의 터키 중개 시장개척 계획 $4,000,000

105A0721 내통과기주식유한회사

내통과기 해외시장 마케팅 및 거점확대 계획

105A0722 안구식품기계주식유한회사

안구식품 중동 및 슬라브 기계시장 개척 계획 $4,500,000

105A0723 봉안차업주식유한회사
105A0724 고명철기업주식유한회사
105A0729 합제공업주식유한회사

해외 활차 A/S 시장 활로개척 마케팅 계획
GMT 브랜드 전동 정밀 슬라이드 계열
제품의 글로벌 시장 마케팅 계획
스마트형 유럽·아시아 등 해외 거점 진출
부가가치 마케팅 계획

$2,843,500

$2,000,000
$5,000,000
$4,100,000

105A0814 대원자개발주식유한회사

대원자 차·음료 해외 마케팅 활로개척 계획

$4,800,000

105A0905 원예국제무역주식유한회사

행복성장- 최초의 순례 계획

$5,000,000

아력사컴퓨터기계주식유한회사
105B001 쌍미생물과기주식유한회사
홍군과기주식유한회사
영전기기공업주식유한회사
105B005 거업정밀기기주식유한회사
건화기기주식유한회사
합계 : 31건

AS ONE 치아보건 산업의 한 마리 용 ASEAN 글로벌 시장 개척 계획
혁신 생산라인 기술, 新실크로드 개척을 위한
공작기계 생산라인 공동 마케팅 계획

$5,250,000

$6,400,000

$119,608,295

자료: 중화민국경영과학학회 발표자료(2015. 7), ｢補助業界開發國際市場計 計畫簡介(글로벌시장개척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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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Policy Challenges for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n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Taiwan’s Case
LEE Seunshin, LEE Hyuntae, NA Suyeob, CHO Gowoon,
OH Yunmi, and LEE Jungo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nd Taiwan
share very similar problems; both suffer from relatively small
domestic markets and limited positions in the respective markets.
Therefore, the survival of SMEs in both Korea and Taiwan - which take
up the largest portion in both economies  depends on their
capacity for increased overseas expansion. In today’s world where
the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nationalized, the SM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 direct exports of SMEs in
proportion to the total direct exports are decreasing in both
economies. But the complex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ndicates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point to a decrease in SMEs’
overseas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 that
actually, many SMEs engage in indirect exporting by participa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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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hains of major companies, and compared the total exports
(including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xports) of SMEs in Korea
and Taiwan.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proportion of
indirect exports to total exports in Taiwan SMEs has greatly
increased over time, that of Korean SMEs has shown little difference.
This has led the total exports of Taiwanese companies to increase
while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decreased.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he changes in the industry structures
in the two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and major companies in GVCs. In the 2000s, the proportion of
major companies in the Taiwanese economies grew rapidly, intens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under which
SMEs provided for the intermediate goods for exports to major
companies. This practice increased indirect exports of Taiwanese
SM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major company-oriented export
structure and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persisted, with no
progress in the GVC relations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This meant that the increase in Korea’s total exports in the 2000s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The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visible in the two countries’
cellular phone industry. The GVC structure in Korea and Taiwan
differs very much in that for Taiwan, SMEs ar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GVC than Korea. For SMEs in Korea, where major
companies mostly internalized the value chains and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final brand production process, it is not easy for SMEs
to engage in GVCs, or participate in the global market or a high
value-add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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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into the cases of SMEs that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 in both Taiwan and Korea, we can derive several implications.
First, although there exist multiple ways to enter GVCs such as
supplying parts and components to a multinational company or
procuring overseas contracts as OEM or ODM, in order for such trials
to succeed, the SME in question must have a solid technological
base. Long-term investment in R&D and research personnel are
essential. Second, an active response to the demand is also integral
for the company’s success. The SMEs who did succeed in entering
overseas markets, actively respond to the foreign buyers’ needs.
Third, active overseas investment strategy is also essential. Another
common trait that these SMEs shared was that they all actively
sought to build production factories or sales networks in China or
Southeast Asia, where they can enjoy multiple benefits including
obtaining a new market and low-cost factors of production.
Taiwanese cases of SMEs who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s show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the beginning stage of
industrialization is to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by utilizing
measures like FDI. Many Taiwanese SME personnel learned technology
and garnered experience working at multinational companies, and
by utilizing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med during this initial
stage, was able to continue the OEM, ODM relations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Also, Taiwan’s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Depart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ctively supported SMEs to develop and construct hightechnology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and supported companies
to enhance R&D capacity and application technology by sha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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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government-led research projects on basic science. For
Korean SMEs, the factors for success also included continued R&D
investment, an adequate prediction of the market demand and quick
response to the changes, global networking, etc.
The policy supports for SMEs’ overseas expansion in both Korea
and Taiwan overlap in many areas: both include SME capacity
development, operating SME export support center, support for
building and utilizing overseas sales network, operating export
incubation centers, overseas marketing, etc. But within this broad
context of similarities,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as well; we
evaluated Taiwan’s policy supports as focusing more on nurturing
SMEs’ self-sufficiency, when compared to that of Korea.
First is regarding the operation of SME incubation centers. In
Korea’s case, the government builds export incubators in major
trading bases and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their 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Taiwanese government operates domestic
incubation centers, nurturing SMEs while at the same time designates
a key industry each year to provide intensive consulting and
mentoring service, financial support and even a chance to participate
in a major company’s supply network. They especially focus o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verseas counterparts
by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overseas incubation network.
Second, the Taiwanese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ng the
companies for entry into overseas markets. The MVP (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 program, a type
of SME exports supports program, has been in operation for 17 years,
much longer than Korea’s. Third, Taiwan provides a match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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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verseas companies to selected venture companies in order to
derive more specific results. In Korea’s case, the country provides a
matching service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encouraging
overseas expansion by supporting their collaboration. But Taiwan has
adopted a more direct approach that directly matches domestic SMEs
with overseas companies. Fourth, in terms of creating SME industry
clusters, Korea has constructed regional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encouraging collaboration between major companies
and regional SMEs; while Taiwan has built industry clusters around
regional SMEs, supporting collaboration among SMEs and creating
synergy by encouraging common technology development, branding
and global marketing.
This research analyzed the Taiwanese government’s policy
supports for Taiwanese SMEs, its successful cases of integration into
GVCs, and challenges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SMEs,
proposing several measures to support their overseas expansion and
integration into GVCs.
The measures to support SMEs’ overseas expansion include:
integrating departments related to supporting SMEs and increasing
their accessibility, selective support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emerging markets and the importance of expanding supporting
services, and providing suggestions on benchmarking Taiwan’s
exports support programs that target the emerging market.
The measures to increase SMEs’ GVC participation include: creating
SME clusters, encouraging SMEs’ participation in overseas production
network through the FDI, utilizing business matching and glob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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