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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research model that demonstrates the dominant design technology strategy for developing 
and securing dominant design technology based on open innov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 strategic 
model for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design technology, production technology, and production system 
of propeller which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hip propulsion system required by ship owners and shipbuilders. 
By studying large propellers for ships, it is possible to embody a strategic model that can be used as a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of dominant design that is effective in technology field of other industries. In this study, 
HSP (High Skewed Propeller) strategy of Hyundai Heavy Industries, which occupies the largest global market share 
(47.5%, 2007) for more than 30 years until now, is analyzed as a successful case to verify this strategic model.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strategy model of dominant design techn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tages : dominant design project strategy, dominant design engineering technology strategy, dominant design 
production technology strategy, and dominant design production system strategy. The strategic model summarizes 
the key activities at each stage. In addition, the steps and core activities of this strategic model were confirmed 
through the case study. As a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of HSP products, Hyundai Heavy Industries utilized 
open innovation technology to cooperate with outside, that is,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team, and succeeded in achieving technology development 
of dominant design of HSP products by linking it with HSP technology development and acquisi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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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외부환경은 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

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 신을 추구해야 한다.

왜 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응하는 신을 통

해 로벌 경쟁력을 장기 으로 지속시켜 갈 수 

없는 것일까? 이에 해 Christensen[1997]은 이

른바 신기업의 딜 마로서 기업이 쇠퇴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신기업이 새로

운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 노력하고 끊임없

이 신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

는 이유는 괴  기술(Disruptive Technology)

에 효과 으로 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권구  등, 2012].

특히 신제품이 개발된 산업의 기에는 일반

인 기술표 이나 소비 패턴 등이 정해 지지 않

기 때문에 제품의 개량  개선과 련된 다양한 

활동이 개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다양

한 모델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을 

거치면서 생산효율 측면이나 소비자 선호 면에

서 우월한 제품으로 지배제품이 부각된다[이원

, 2008].

공식 인 기 에서 인정한 기술표 은 아니지

만, 를 들면 MS사의 도우나 스마트폰의 안드

로이드, iOS 등이다. 이들은 특정 역에서 고객들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 (De Facto 

Standard) 제품으로 시장에서 폭넓게 선호되는 

기술이나 제품이다. 이 게 한 산업에는 거의 외 

없이 지배  디자인이 존재한다[Schilling, 2006, 

이수 등, 2014; 안연식, 2017].

이러한 에서 기업들은 특정부문에서의 우

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 

해 보유자원을 투입하고 성공을 해 노력한

다. 즉 다수의 고객들을 상으로 신제품이나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특정 역에서 지배  

디자인으로 경쟁우 를 차지하기 해 략 인 

활동을 추진한다.

결국 기업은 지속 으로 생존  성장하기 

해서 차세  신제품이나 기술을 선 하도록 

해당 사업부문에서 지배  디자인 기술의 개발

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공업은 선박의 핵심 제품인 HSP(High 

Skewed Propeller)를 제작할 수 있는 지배  디

자인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해 HSP를 출시함

으로써, 세계 Propeller 시장을 선도하 다. 

공업은 이를 통해 선박용 형 Propeller 시장

에서 세계 시장 유율 1 (2007년 기 , 47.5%)

의 기업으로 30년 이상 지속 인 성장과 경쟁력

을 추구하고 있다[민계식, 2008]. 이러한 성공사

례를 연구하는 일은 학술 으로나 국가산업발

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 공

업은 어떻게 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HSP 제

품을 지배  디자인 제품으로 개발하 는가? 

한 어떻게 세계 1 의 시장 유율을 창출하는 기

업이 되었는가?”를 구체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지배적 디자인 전략과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 

2.1 지배  디자인 개념  략

2.1.1 지배  디자인 개념

지배  디자인(Dominant Design)  지배제품 

디자인(Dominant Product Design)의 개발을 새

로운 개념으로 제시한 Abernathy and Utterback 

[1978]는 이를 기술 신, 즉 제품 신(Product In-

novation)과 공정 신(Process Innovation)에 주

안 을 두고 설명한다.

특히 Utterback[1994]은 지배제품 디자인의 개

념을 한 제품군에서 시장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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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품이며, 경쟁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

도 유율을 갖기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

본 인 디자인으로 정의한다. 한 Afuah[2003], 

Schilling[2006], 이원 [2008], 안연식[2017] 등은 

하나의 제품 범주(category)를 지배하는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 는 로세스 구조가 50% 이상

의 시장 유율을 차지하거나, 련 시장에서 2～

3개의 독  치를 차지하는 경우, 이를 지배

 디자인 는 지배제품으로 정의한다.

Christensen[1998]은 지배  디자인 이론을 기

술 신의 진화 패러다임 의 하나로 설명하고, 

기술발 의 에서 신의 본질에 크게 향

을 미친다고 제시한다.

박용태[2011]는 지배  디자인을 기술  우 , 

경제  장 , 시장의 선호도 등에 의해 등장하는 

제품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제품을 심으로 

시장이 통합되고, 기존시장에서의 차세  지배

제품, 주력제품 는 신제품으로 표 한다. 이

수 등[2014]은 지배  디자인을 제품기술에 한정

된 제품 디자인에 한 지배  개념으로 제시하

고, 이러한 디자인 개념은 제품을 규정하는 제품

기술, 제품구조  제품형태를 포함하는 포  

개념으로 설명한다.

2.1.2 지배  디자인 략

기업은 날로 치열해지는 로벌 경쟁에서 지

속 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미 포화상태

로 어들고 있는 기존 시장에서 차세  지배제

품을 개발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박용태, 2011].

한 기업이 지배  디자인 는 제품을 생산한

다는 것은 그 제품이 산업의 표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원 , 2008].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기술이 산업 표 으로 설정되고, 지배  디자인

으로 채택되기 한 략  활동을 추진해야 한

다. 지배  디자인의 결정 요인들로서는 기술  

상호 련성, 보완재, 기업가정신, 환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특정 제품과 연 성이 있

는 기술과의 호환성 등을 통해서 제품의 네트워

크 효용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주요 기능을 보완

하여 고객의 제품 효용성을 높인다. 한 험을 

감수하면서 제품의 확산을 주도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기업의 제품으로 

환하는 고객을 고착화(Lock-in)시켜서 지배  

다자인의 치를 확보하게 한다[안연식, 2017].

지배제품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지배제품이 시장에서 장기 으로 존

속하는 이유는 제품 사양변경에 한 소비자들

의 항, 그리고 생산, 유통, 마 , 애 터서비

스 측면에서 제품 사양 변경에 많은 비용을 래

하기 때문이다[이원 , 2008].

이와 같은 지배제품의 출 은 산업의 진화에

서 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치열한 경쟁이 제품

의 디자인과 특색으로부터 제품의 성능, 비용, 규

모로 바꾸어진다[Utterback, 1994].

따라서 시장에서 지배제품이 결정되면, 량

생산에 의한 생산비용의 감은 요한 경쟁

략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과 이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이유는 노하우, 특허 등 지 재산권을 선두 기업

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오랜 생산과정을 거쳐 

기업에 체화된 지식이나 축 된 기술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의 핵심이 가격 경쟁으로 이행하게 

되면 시장은 소수 기업의 과 화가 더욱 심화

된다. 한 원자재 생산, 부품생산, 조립, 매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수직  통합이 개되며, 

이러한 수직  통합은 잠재  진입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이원 , 2008].

지배제품은 생산공정을 신하고 통합하는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보다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경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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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게 한다. 이 게 지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장 유율을 폭 확 하고, 이것보다 

못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쇠퇴한다[Utterback, 

1994; 이원 , 2008]. 결국 기업들은 제품의 차별

화와 원가에 기반을 두고 경쟁함으로써[Afuah, 

2003],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Utterback, 1994]. 이 게 지배  디자인 제품이 

출 하면 경쟁의 기반이 근본 으로 변하고, 소수

의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다[Utterback, 

1994].

지배제품은 기술 인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

키고, 진 인 변화를 이끈다[Afuah, 2003]. 특

히 기업들 에 지배제품을 추구하여 공정 통합

과 량생산을 이룬 기업만이 그 산업 내에서 지

배기업이 된다[Utterback, 1994].

2.2 개방형 기술 신 략

2.2.1 개방형 기술 신 개념

일반 으로 신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해서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는 한 아이디어를 고객가치

와 지속 인 기업의 이윤으로 환하는 과정, 즉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달하는 로

세스로 설명된다[Carlson and Wilmot, 2006]. 기

업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두 가지의 가치제안을 

하는데, 이는 고객에 한 가치와 회사에 한 

가치이다[Carlson and Wilmot, 2006].

체로 신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며 신하

지 않는 기업은 사라진다. 따라서 신은 리하

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제이다. 신은 

기업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사업의 성공

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Chesbrough, 2003].

많은 기업들이 신 추진 과정에서 회사 내의 

창의력을 요시하나, 소비자의 의견이나 요구

를 반 하는 것에는 소극 이다. 정말 한 사

람들이 자사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여러 기

에도 있다는 을 간과한다[Chesbrough, 2003].

Chesbrough[2003], Chesbrough et al.[2006]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내부의 아이

디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시장 진출의 내부  외부 경로를 사용하는 기

술 신의 신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은 이러한 기

술 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으로 주창한다. 즉 개방형 신을 ‘내

부의 신을 가속화하고 신의 외부 활용을 통

해 시장을 확 하기 한 지식의 의도 인 유입 

 유출의 활용’으로 정의한다[Chesbrough et al., 

2006; Gassmann et al., 2010].

이러한 개방형 신은 기업 내부의 자원으로

만 실행하는 폐쇄형 신 모델(Closed Innova-

tion Model)에서 개방형 신 모델(Open Innova-

tion Model)로의 신 패러다임의 환(Innova-

tion Paradigm Shift)이다. 특히 개방형 신 

로세스는 내부와 외부의 아이디어들을 아키텍처와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Chesbrough et al., 

2006].

김석 [2008], 김석  등[2008]은 개방형 신

을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신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의 비용을 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 화하는 기업의 신방법론

으로 설명한다. 즉 개방형 신을 연구, 개발, 상

업화 과정의 각 단계마다 기업 내부와 외부 간의 

지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외부의 기술이 

기업 내부로 유입되거나, 그 반 로 기업 내부의 

기술이 외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상업화되는 방

식들을 모두 포 하는 것으로 악한다.

이러한 개방형 신의 선정 기 으로는, 첫째 

기업의 활동이 기술 신 과정에 속하고, 둘째 외

부와의 력이나 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활동은 모두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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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 간주한다. 이 두 조건에 부합하는 개방

형 신의 구체  유형들을 열거하면, 외부 기술

의 구매(Licensing-in), 외부 연구 기 과의 공동

연구, 타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한 합작 

벤처(Joint Venture) 설립, 신기술 탐색과 도입을 

한 벤처 투자, 신기술 도입을 한 벤처기업 

인수 등이다.

한 내부 기술자산의 외부 매(Licensing- 

out), 내부 기술의 사업화를 한 분사화(Spin- 

off) 지원, 기술  문제 공개를 통한 해결책 공모, 

집단 지성을 활용한 지속 인 개선, 개발 툴 공

개, 사용자 피드백 반 을 통한 사용자 신 등

이 열거된다[김석 , 2008; 김석  등, 2008].

Kirschbaum[2004]은 개방형 신을 내부와 

외부의 역량과 지식을 결합하여 R&D와 마  

측면에서 신 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

명한다. 한 기술개발 로젝트의 선정과 승인

은 식별, 정리, 검토 과정을 통해 그 기술의 사업 

가치를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 사업에 필

요한 기술은 확보 과정에서 기술제휴(Licensing 

Agreement)를 포함하도록 강조한다.

Monsef and Ismail[2012]은 개방형 신을 통

한 신제품 개발 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계획, 

개발, 마   상업화로 제시한다. Igartua et 

al.[2010]은 개방형 신 략을 지원하는 신경

의 방법으로 략  기획(Strategic Planning)

을 제시한다.

2.2.2 개방형 신 략

개방형 기술 신의 등장배경에는 문 인력 

유동성의 증가, 벤처 캐피탈의 발 , 기술개발 비

용의 증가  제품 사이클의 단축, 기업의 지식 

독 에서 학, 벤처기업, 외국기업 등으로의 지

식창출 원천의 다양화로 지식환경의 변화 등이 

열거되고 있다[김석 , 2008; 김석  등, 2008].

개방형 신의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

고 있는데, 기업이 기술 신 과정에 외부로부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내향형(內向型) 개방

형 신(Outside-in Open Innovation)과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서 자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다른 경로의 상업화를 모색하는 외향형(外

向型) 개방형 신(Inside-out Open Innovation)

으로 제시된다[Chesbrough and Garman, 2009; 

김석 , 2008; 김석  등, 2008].

이에 따라 Chesbrough 등의 연구[2006]는 내

향형 개방형 신의 핵심 내용으로서, 외부 지식

이 내부 지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패러다임으

로 규정한다. 따라서 신 략을 추진하는데 이

를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한다[김석  

등, 2008].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자사 활용

도가 체로 반도 안되고, 그 비 이 게는 

5%에서 3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

다. 이러한 기업은 자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넘기거나 공유하게 하

는 외향형 개방형 신을 추진하여, 더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김경연, 2007].

도성정과 조근태[2017]는 신사업 발굴을 시도

한 국내 제조업을 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

업의 개방형 신활동이 신제품이나 기술의 개

발 성과에 정  향을 다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다르게 제시한다. 즉 신사업 발굴을 추진

하는 기업 내 연구소의 개방형 신 활동은 신사

업 발굴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

명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감안해서 개방형 기술

신을 추진하는 략이 요하며, 신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하여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Dahlander and Gann[2007]는 개방형 신의 

추진 시에 고려해야 하는 개방성(Openness)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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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자 인 정책과 공식  비공식  지 재

산권(IP)에 한 방어 정도에 따른 개방 수 , 둘

째, 신을 한 외부 아이디어의 종류와 양(量)

에 한 개방, 셋째,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공, 그리고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한 타 기업

과의 공식 인 력 범  등을 제시한다.

개방형 기술 신 략의 성공을 해서는 소규

모의 신을 실행하여 필요 역량과 경험을 축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조직 내에 하는 

근방식, 개방형 네트워크의 극 인 활용, 개방

형 신과 련된 로세스를 지원하는 문조

직의 구성 등 이러한 내부 조직의 비가 요하

다[오상 , 2007; 복득규, 이원희, 2008].

3. 현대중공업의 지배적 디자인 전략 

모델 및 추진 내용

3.1 조선산업  HSP의 특성

3.1.1 조선산업의 특성

일반 으로 조선산업은 자동차나 스마트폰, 그

리고 자 제품 생산과는 달라서 랜트 산업이

나 건설업 등과 같은 수주산업의 특성이 있다. 즉 

선주로부터 주문(Order)을 받으면 설계(Design)

단계를 거쳐 선박을 건조하는 ETO(Engineering 

To Order) 는 DTO(Design To Order)방식으

로서, 이른바 로젝트 기반의 수주, 설계, 생산 

로세스의 방식이 용된다[이수 등, 2014; 박용

태, 2011]. 이러한 조선산업은 수주 받은 선박의 

기본설계, 구조설계(상세설계), 생산설계로 이어

지는 설계기술(Design Technology)과 생산작업

의 핵심인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이 

가장 주요한 기술이다[ 공업, 1992].

이와 같은 주문방식의 제품설계  생산과정

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개발 로젝트와 

유사하다. 즉 하나하나의 제품설계  생산에 착

수하기 에 조직의 자원이나 제약요인들을 고

려했을 때, 과연 이 시스템 개발 로젝트가 실

행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를 결정하는 실행가능성 분석, 평가, 구  등이 

요하게 인식된다[신유근, 2006].

3.1.2 HSP의 특성

선박용 Propeller는 형 엔진과 더불어 선박

의 항해 속도, 진동, 소음, 연료 소모량 등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이며, 가격, 납기 등

에 있어 요한 조선수주 경쟁력의 요소이다[

공업, 2012].

특히 High Skewed Propeller(HSP)는 일반형

(Conventional type) Propeller와는 달리, Skew 

각도(角度)가 25° 이상인 Propeller를 지칭한다. 

이러한 HSP는 선박의 진동  소음을 획기 으

로 이고 고출력, 연비로 선박의 운행을 가능

하게 해 으로써 선주들로부터 각 을 받게 되

었다.

한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 을 도모

하고 선박  구조물의 기술 합성을 인증하는 

선 회(船級協 )는 HSP 구조설계에 유한요

소법(Finite Element Method)에 의한 강도계산

을 반드시 용하도록 선  규정에 의무화했다

[ 공업, 199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박용 Propeller 기술은 

선주  조선회사가 요구하는 선박 추진시스템

의 요건을 충족하는 HSP 제품의 설계기술, 생산

기술  제품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기술이다. 특

히 선박용 형 HSP는 로젝트의 특성인 장기

간에 걸쳐 수행되는 수주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타 산업의 부문에

서 지배  디자인 기술 개발  확보를 한 

략 수립을 해 사례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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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ominant Design Strategy Model

3.2 HSP의 지배  디자인 략 모델

본 연구에서는 공업이 선박용 형 HSP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지배  디자인 기

술의 개발  확보를 해서 활용한 지배  디자

인 략모델(Dominant Design Strategy Model)

을 <Figure 1>과 같이 제시한다.

이 지배  디자인 략모델은 ① 지배  디자인 

로젝트 략(Dominant Design Project Stra-

tegy) → ② 지배  디자인 설계기술 략(Domi-

nant Design Engineering Technology Strategy) 

→ ③ 지배  디자인 생산기술 략(Dominant 

Design Production Technology Strategy) → ④ 

지배  디자인 생산시스템 략(Dominant Design 

Production System Strategy) 등 4개 단계의 지

배  디자인 기술개발을 한 략 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용 Propeller의 지배  디자인 기

술개발 략에 따라 HSP 제품을 개발하여 상업

화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 단계별 핵심활동

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인 지배  디자인 로젝트 략에서

는 경쟁자 분석  기술 측, 로젝트 검토  

기술 환경 분석, 그리고 로젝트 확정이 이루어

진다. 제 2단계인 지배  디자인 설계기술 략

에서는 지배  디자인 제품에 한 기술 분석, 

연구개발(R&D)  기술 확보 계획이 이루어지

며, 특히 이 과정에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부분과 외부 기술을 활용하기 한 방안을 수립

한다. 제 3단계인 지배  디자인 생산기술 략

에서는 지배  디자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

술이 검토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해 내부의 기술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과 외부 기

과의 력에 의해 추진하는 개방형 기술 신

략을 수립한다. 마지막 제 4단계에서는 지배  

디자인 제품의 생산을 실행하는 생산시스템에 

한 기술 분석, 이를 구 하기 해 자체 기술

로 개발해야 하는 부분과 외부 기 과 력하여 

추진하는 략  방안을 수립한다.

이 게 지배  디자인 기술의 개발  확보를 

한 략모델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실행된 과정과 활동을 구체 으로 분석해 제시

한다.

3.3 HSP의 지배  디자인 략 모델 실행

3.3.1 HSP의 지배  디자인 로젝트 략 수립

국내의 조선회사들은 사업 창기부터 선박용 

형 Propeller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국

내용  수출용 선박을 건조하기 해 필요한 선

박용 형 Propeller들을 주로 일본 기업에 의존

해왔다. 이는 선박의 수주, 가격, 납기 등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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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다.

공업은 선박수주 경쟁력의 확보를 해

서는 자체 으로 선박용 Propeller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생산 설비, 제작 기술, 제

작 경험 등이 무하고, 기술 인력의 확보도 어

려운 문제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선박의 선주  조선회사들이 선호하는 선

박용 Propeller 제작회사와 기술 력을 추진하

는 것이 효과  략으로 제시되었다. 결국 선박

용 형 Propeller 사업에 진출해 성공하기 해

서 제작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모색해

야 했다.

당시 세계 조선업을 선도해온 일본의 Propeller 

제작회사들에 심을 가지고 기술 력을 추진했

는데, 표  Propeller 제작회사로서 Kobe Steel

사, Nakashima Propeller사 등이다. 이들  Kobe 

Steel사는 일본의 선박용 형 Propeller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다(한일재

단). 한 Kobe Steel사는 높은 생산성과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조선회사와 해

외 선주들이 선호하는 선박용 형 Propeller 제

작사로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

공업은 1984년 2월 Kobe Steel사와 선

박용 형 Propeller의 설계기술  생산기술 도

입에 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해외 선박용 형 Propeller를 제작, 공 할 수 

있었다[ 공업, 1992].

‘80년  반이후 선박의 진동  소음에 한 

규제가 강화되고 고출력, 연비 선박의 필요성

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연료의 

약과 진동  소음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고효율의 HSP 제품을 선주들이 요청함으로써, 

조선회사들은 본격 으로 HSP 제품의 장착을 

채택하 다.

공업은 HSP 제품의 설계  생산 련 

문제를 Kobe Steel사와 의를 했으나, Kobe 

Steel사 뿐 아니라 형 Propeller 제작회사들은 

첨단 HSP 제품의 설계와 생산기술을 자체 으

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효율의 HSP 제품을 자체 으로 설

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첨단 제

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지

배제품을 통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 의 기

회 다. 이러한 HSP 제품개발은 로벌 시장에

서 기술 리더십을 갖게 되는 Propeller 제작회사

들의 사활과 직결된 과제로 제시되었다.

공업은 HSP 제품을 독자 으로 설계 

 생산할 수 있는 필수 기술로서 설계기술, 생

산기술  생산시스템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이

들을 확보하기 한 HSP 개발 로젝트의 타당

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로젝트 추진방

안을 수립하 다.

3.3.2 HSP의 지배  디자인 설계기술 확보

선박용 형 Propeller 제작을 해서는 기본

으로 Propeller의 유체역학  설계와 Propeller 

강도(强度)계산기술이 요한 설계기술이며, 이

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Propeller 설계도는 

선주, 선 회 등 계기 의 사  설계승인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업은 Propeller의 

유체역학  설계와 보(Beam)이론에 기 한 익면

(翼面) 강도계산기술을 자체 개발해 Propeller 설

계에 활용함으로써, 일반형 Propeller 설계기술에 

한 높은 평가와 신뢰를 인정받았다[ 공

업, 1992].

그러나 HSP 설계기술의 개발을 해서 유한

요소법에 의한 강도계산기술이 으로 필요

했다.

이에 따라 공업은 이를 내부에서 자체

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외부의 력을 통해 확

보하는 방안 에서 어느 것이 보다 효과 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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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했다. 그동안 축 된 일반형 Propeller의 

강도계산 경험과 유한요소법 소 트웨어의 구조

설계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내부에서 개발

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결국 

HSP 구조설계에 용해야 하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강도계산기술의 개발을 해 내부에 연구

개발 을 구성하고 추진하 다.

1990년 6월 HSP 강도계산기술을 자체 개발하

면서, 실무용 HSP 설계 소 트웨어를 구 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게 자체 으로 개발한 유한요

소법에 의한 Propeller 강도계산기술은 높은 평

가를 받아 수조시험연구회(Korea Towing Tank 

Conference), 한조선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

다. 그리고 실제 건조선박용 HSP에 용하여 

각국 선 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HSP 제품

의 설계능력과 외 기술신뢰도를 크게 향상시

킬 수 있게 되었다[ 공업, 1992].

3.3.3 HSP의 지배  디자인 생산기술 확보

HSP 제품의 생산기술은 일반형 Propeller의 

기술수 에 비해, 고도의 정 한 생산기술이 요

구된다. 첫째, 칭 날개의 3차원 자유곡면형상

(Free Curved Surface Shape)을 갖는 Propeller

의 특성을 자세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이론과 방

법, 둘째, 3차원 자유곡면의 Propeller 형상을 컴

퓨터 내에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구 하는 기술, 

셋째, 자유곡면형상의 형 Propeller 칭 날개

를 동시에 가공하는 삭기술이 필요하다[매일

경제․한국산업기술진흥 회, 1993; 차수와 주

상윤, 1991; 김화  등, 1991; 최병규 등, 1991; 한

국과학기술원, 1990].

따라서 HSP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먼  3차원 Propeller 날개 모델링을 해 매끈한 

곡면(Ferguson Chord-Length Spline Surface)

의 생성 방식으로 자유곡면형상을 구 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술이 요구된다[ 차수, 주상윤, 1991; 

김화  등, 1991].

한 3차원 칭 날개의 Propeller 가공작업을 

해 NC 가공기계의 범 (Limit), 기계 구조물 

간  기계와 작업 소재물 간 충돌 문제 등의 제

약조건들을 만족하는 공구 치(Cutter Location) 

데이터의 계산방법이 필요하다[박정환, 1991; 최

병규 등, 1991; Choi et al., 1993].

이러한 HSP 제품의 3차원 익면 가공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생산기술의 수 은 HSP 제

품의 가공 정 도와 생산성에 크게 향을 미친

다[김화  등, 1991].

공업은 HSP 생산기술의 개발을 내부에

서 자체 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외부의 력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외부와의 공

동 개발 방안이 효과 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HSP 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략을 추

진하기로 하고 Kobe Steel사, 랑스의 Dassault 

System사 등과 의를 했다. 먼  Kobe Steel사

는 내부 기술력의 능력 문제가 제기되었고, 한 

CATIA 소 트웨어를 개발한 기술력을 확보하

고 있는 Dassault System사는 과다한 비용, 장

기간의 개발, 기술 소유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

다. 반면에 한국과학기술원(산업공학과)은 공동

연구개발의 추진 시 기술개발비  기간, 연구개

발내용의 수, 기술 소유권 확보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단되었다. 결국 국내 연구기 과의 산

학 동연구를 수행하는 공동개발 방식의 개방형 

기술 신 략을 추진했다.

공동개발 내용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이 3차원 자유곡면의 Propeller 형상을 컴퓨터 

내에서 구 하는 기술과 공구 치 데이터의 계

산방법 개발을 수행하고, 공업 연구개발

이 이를 제품화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

도록 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매우 효과

으로 HSP 생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한국

과학기술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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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HSP의 지배  디자인 생산시스템 확보

일반 으로 NC공작기계는 3축 제어방식으로 

수평 는 수직이동의 가공작업을 하는데, Pro-

peller는 5축 제어방식의 Face-Milling 작업이 

삭가공의 효율을 높인다[최병규 등, 1991; 박

정환, 1991].

선박용 Propeller는 4～6개의 날개가 서로 

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물 소재의 가공작

업은 칭되는 날개를 동시에 가공을 해야만 가

공작업시간의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용 형 Propeller 삭가공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공작기계

를 사용한다[한국과학기술원, 1990; 매일경제․ 

한국산업기술진흥 회, 1993].

이는 Propeller의 칭 날개를 복잡한 가공조

건에 맞추어 2개의 삭공구가 동시가공을 하는 

이  5축 제어방식의 CNC 공작기계(Dual 5-axis 

CNC machine]를 사용하기 때문이다[최병규 등, 

1991, 박정환, 1991; Choi et al., 1993].

HSP 생산시스템은 CNC 가공 시스템의 개발 

 확보가 핵심이다. 즉 HSP의 효율 인 가공작

업을 해서는 3차원 형상 모델링 기술, 이  5

축 가공 NC 데이터 생성, NC 가공 테이  제작 

등을 수행하는 생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수 이다

[김화  등, 1991].

공업은 HSP 생산시스템의 구 을 해

서 선행 단계인 HSP 생산기술개발을 공동 연구

개발로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과 역할

을 나 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

구 이 3차원 형상 모델링 기술과 이  5축 가공 

NC 데이터 생성 부분의 소 트웨어 개발을 수행

하고, 공업 연구개발 은 NC 가공 테이  

제작 부분의 개발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분담

의 결과로서, 공업은 HSP 생산시스템, 즉 

가공 자동화 시스템의 구 을 성공 으로 완료

했다. 구 된 생산시스템의 내용은 Propeller의 3

차원 곡면형상 모델링(geometric modeling), Kine-

matics modeling, NC Tool Path(CL) Data, Post- 

Processing 등을 생성해서 처리하는 로그램들

로 구성되고, 이를 도식화한 HSP 생산시스템의 

흐름도는 <Figure 2>와 같다.

이 HSP 생산시스템은 주물 소재의 삭가공

을 한 용 소 트웨어이다. 공업은 이

러한 CNC 가공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기술을 

외부와 공동개발에 의한 개방형 기술 신 략을 

통해 구 했다. 이에 따라 공업은 HSP 가

공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작 기술

을 독자 으로 확보하 다[ 공업, 1992; 김

화  등, 1991].

<Figure 2> HSP Automatic Machining System Flow

특히 HSP 생산시스템은 정 한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가공부 별 가공공구궤 (Tool Path)

을 육안으로 사 에 확인하여 제품의 오작을 미

리 방지한다. 한 설계도면 치수 상의 정 도를 

유지하고, 최 가공경로, 상 가공소요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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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해서 제공한다. 이러한 최 가공경로에 따

라 효율 인 삭가공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가

공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높은 정 도와 우

수한 품질의 HSP 제품을 생산한다[김화  등, 

1991]. HSP 생산시스템은 획기 인 생산성 향

상, 기술수  제고, 외경쟁력 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시스템을 개발  확보한 

공업은 선박용 형 HSP 제작회사로서 신뢰성 

향상, 첨단기술의 자립화 등을 성취했다[김화  

등, 1991; 김 성, 1992; 매일경제․한국산업기술

진흥 회, 1993].

3.4 HSP의 지배  디자인 략 성과

2017년 2월 공업은 선박용 Propeller를 

생산하기 시작한지 31년 6개월 만에 5,000호기

(지름 10.6m, 무게 77톤으로 그리스 Thenamaris 

사의 30만 톤  원유 운반선에 탑재)를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업, 2017; 한경우, 2017]. 

공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 34개 조선소

에 선박용 Propeller를 공 함으로써, 세계 시장

유율 1 (2007년 기  47.5%, 2015년 기  31%)

를 차지하고 있다[민계식, 2008; 공업, 2017]. 

이는 HSP 설계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지배  

디자인 기술을 확보하여 달성한 기록이며, 이 기

록은 조선업 역사가 90～150년인 독일, 일본 등의 

업체들보다도 매우 빠른 기록으로 평가된다[한경

우, 2017; 공업, 2017].

이러한 획기 인 성과는 공업이 선박용 

Propeller의 제품 리더십을 경쟁사들보다 먼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측면에서 연료소

모량이 으면서 선박의 운항속도 향상, 진동  

소음 방지, 무게  항을 이는 제품설계기술의 

개발과 제품 신,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Furan 

공법을 활용해서 15%의 공수 감, 연 11억 원의 

인건비 등 제작비용의 감  2주에서 1주일로 

제작기간을 단축하는 생산기술의 개발과 공정

신을 이루어낸 결과이다[이승제, 2004; 이성근 등, 

2015; 박정환 등, 2016; 한경우, 2017].

즉 공업이 지배  디자인 기술개발을 통

해서 작업 환경에 보다 합한 설계  생산시스

템을 신하여 HSP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  디자인의 성과는 공업이 제

품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박용 Propeller 로벌 

시장에서 세계 1 의 기업으로 올라서는 핵심 동

인이 되었다[ 공업, 2017; 김 성, 1992].

이 게 공업은 HSP의 지배  디자인 

기술을 자체 으로 확보하여 세계 최고 수 의 

제품을 공 하고, HSP 제품을 장착하는 선주와 

조선회사들의 요구사항을 우수한 기술력으로 충

족시켜 고객가치를 제공한다[ 공업, 2009].

공업은 1985년부터 선박용 Propeller를 

생산한 이래 지 까지 국내 조선소는 물론 일본, 

국 등  세계 조선소에 공 하고 있으며, 

재는 연간 340기의 Propeller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업, 2017; 공

업, 2012].

공업은 일 이 기슬 력 계를 맺은 Kobe 

Steel사와 기술제휴업무를 종료하고 기술사용료

(매출액의 3%) 지 을 단했으며[ 공업, 

1992], 1995년 Kobe Steel사는 세계 최고 수 의 

선박용 형 Propeller를 생산하여 일본 국내  

해외 조선소에 공 하던 Propeller 사업을 정리

하고 철수했다(한일재단).

4. 토의, 결론 및 시사점

4.1 토의

본 연구는 선박용 HSP의 지배  디자인 제품

을 개발하기 한 개방형 기술 신 기반의 략

이 효과 으로 실행된 사례를 통해서 지배  디

자인 략 모델을 실증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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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공업은 선

박용 Propeller 시장의 미래를 측하고, 성능이 

탁월한 차세  Propeller인 HSP를 생산할 수 있는 

략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선박용 형 Pro-

peller는 선주와 조선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수

주․생산하는 로젝트 기반의 제품이다. 먼  

Propeller 생산에 앞서 요구되는 설계사양(Design 

Specification)을 검토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

는 강도계산을 한 후, 설계조건들을 반 한 생산

설계를 진행한다. 이는 생산작업에 필요한 목형자

동제작기계, CNC 공작기계 등의 생산설비들을 

사용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요건들을 분석, 정리

해서 이를 생산시스템에 반 하는 작업이다. 이

러한 생산설계를 기반으로 최종 HSP 제품을 생

산하는 로세스를 수행한다.

공업은 선박용 Propeller를 제작하는 경

쟁사들 보다 먼  차세  HSP 제품을 지배  디

자인으로 확보하기 한 기술개발 략을 추구했

다. 이를 해서 HSP 설계기술, 생산기술  생

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요소기술들을 분

석하고, 이를 자체 으로 확보하기 한 지배  

디자인 개발  확보 략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자체 으로 개발할 요소기술과 외부의 기

술 력이 필요한 요소기술을 면 하게 검토하여 

분류했다. 특별히 외부에서 확보해야 할 기술들

은 외부기   업체들을 평가한 후, 최종 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과의 업을 통한 공동연

구를 수행해 확보하는 략을 추진하 다. 이

게 추진한 개방형 기술 신 략을 기반으로 해

서, 세계 어느 Propeller 제작회사도 보유하지 못

한 첨단 HSP 제작 기술을 비교  짧은 기간에 

은 산을 투입하여 획기 인 지배  디자인 

개발  확보 략을 성공할 수 있었다. 만일 이

러한 략이 없었다면 선박에서 요한 동력장

치인 차세  HSP 제작 기술의 부재로 조선 산업

의 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한편, 1995년 Kobe Steel사의 Propeller 사업

철수에 따라, 일본 국내 어선용 소형 Propeller를 

생산하던 Nakashima Propeller사는 2005년 형 

HSP를 략 으로 개발하여 세계 Propeller 시

장의 30% 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로 부상함으

로써, 공업과 더불어 세계 시장을 장악하

고 있다(한일재단, www.nakashima.co.jp).

4.2 결론

공업은 지배  디자인 기술개발의 핵심

인 HSP 설계기술, 생산기술, 생산시스템의 개발 

 확보 략을 4단계로 수행하여 성공 으로 달

성했다.

이러한 지배  디자인 기술개발 략은 1) 지

배  디자인 로젝트 략, 2) 지배  디자인 설

계기술 략, 3) 지배  디자인 생산기술 략, 

4) 지배  디자인 생산시스템 략 등 4개 단계

의 략 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HSP 설계기술은 자체 으로 개

발한 HSP 설계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해결하

다. 한 HSP 생산기술과 HSP 생산시스템은 

회사 내부 연구개발 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의한 개방형 기술 신

략을 실행하여 성공 으로 개발해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업은 HSP 설계기술과 HSP 

생산기술을 독자 으로 확보함으로써, 지배  

디자인 기술을 보유한 HSP 제작회사가 되었다

[ 공업, 1992; 김화  등, 1991]. 이 게 

공업은 HSP 설계와 HSP 생산기술 반에 

걸쳐서 획기 으로 지배  디자인 기술의 Know- 

How를 확보하여, HSP 제품을 선 해 로벌 

Propeller 시장에 공 하는 세계 최고 수 의 기

업이 되었다[ 공업, 1992; 김 성, 1992; 매

일경제․한국산업기술진흥 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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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업은 조선기자재의 핵심 분야인 

선박용 형 엔진과 함께 첨단 HSP 제품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

업은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최강의 조선경쟁력

과 최고의 치를 확보하여 세계 1 의 조선국

가로 우뚝 서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4.3 시사

본 연구는 로젝트 기반의 지배  디자인 기

술을 개발하기 한 략  근 모델로서, 개방

형 기술 신을 활용한 성공 로세스를 연구모

델로 제시하 고, 이를 차세  선박용 Propeller

인 HSP 제품을 공업의 HSP 설계기술, 생

산기술  생산시스템의 개발 사례를 통해서 실

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신제품의 개발  상업

화를 통해 로벌 시장에 지배  디자인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제품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국내 

벤처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사

은 로벌 지배  디자인을 지향하는 에서 

차별화된 략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련 제품에 요구되는 기술  시장 상

황을 분석하고 측하여 기존 기술과는 제품 기

능이나 성능, 품질 차원에서 본질 으로 개념이 

월등하게 뛰어난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로벌 사업 략 즉 지배  디자인 확보 략을 추

구하는 것이 요하다.

공업은 선박용 Propeller 제품의 지배  

디자인 치를 확보하기 해 당시에 세계 어느 

Propeller 제작회사도 보유하지 못한 차세  HSP 

생산역량의 선 을 략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로벌 시장에 극 으로 도 했다는 

이다.

둘째, 로벌 지배  디자인의 치를 확보하

기 해 특히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

하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 설계기술, 생산기

술  생산시스템 확보를 해 내부  외부 기

술개발 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업은 첨단 HSP 제품의 생산역량 확

보를 해서 제품 설계기술, 생산기술  생산시

스템을 자체 으로 확보하기 한 효과 인 

략으로, 일부 외부의 기술 력이 필요한 부문에 

해서는 효과 인 개방형 기술 신 략을 추

구하여 성공하 다. 이 게 개방형 기술 신 

략을 추진함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은 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요소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개방형 기술 신 략을 통해 외부 기

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기업

의 기술개발은 내부 개발부문과 외부와의 공동

개발부문이 긴 하게 연계된 종합 인 기술개발 

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내부 핵심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외

부의 기술역량을 업의 에서 수용하도록 

기획된 기술개발 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다[김찬호 등, 2012].

공업은 HSP 제품의 생산역량 확보를 

해 내부에 설계기술 개발 , 목형 자동제작 기

술개발 , CNC 가공기술 개발 을 구성하고, 이

들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과의 업을 통한 공

동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개방형 기술

신 략을 통해 지배제품인 첨단 HSP 제품의 제

작 기술을 성공 으로 개발해서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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