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ing processes of new product development (NPD) systems.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first-class products, world wide super-class products and hit products, R&D (Research & Development) must 

be competitive. Firms must achie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quality and cost by launching new products. Most 

films focus on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NPD process. However, sometimes, they face to the critical 

challenge of transforming NPD processes entirely reflecting dramatic change of their core products. Transforming of 

NPD process is difficult in that it involves technological and organizational changes in marketing, R&D,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syst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processes and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new 

product development systems. We present a case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es of S company’s NPD process. S 

company has changed new product development systems successfully from a major IT equipment supplier to an 

automotive supplier. Empirical results show successful changes of 10 core NPD processes from understanding the 

market and customers process to after sales process. In case of transformation of NPD, adaption of attribute of 

business is crucial for success factors in the process innovation. This paper shows the bridging the gap between IT 

and automotive industrial dynamics and growth through adaption of two processes in the N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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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IT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IT제

품이 통  기술 집약형 제조업인 자동차에 장착

되기 해서는 단순히 IT제품 개발 로세스만 고

집해서는 성공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한다. 지 껏 IT업체로 성장해 왔던 기업이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변화하는 신제품 개발과정의 

신을 본 연구는 다룬다.

기존 IT제품 개발 로세스는 자동차의 그것과

는 다르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한 차 IT제품

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구 , 애  

등 통 으로 IT를 근간으로 발 한 회사도 이제

는 스마트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등 기존 통

 자동차 산업에 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업계의 추세에 따라 자동차 제품 개발

(배터리) 로세스와 IT제품 개발 로세스는 이

제 상호 업종의 경계를 허물고 변화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시장 환경의 요구에 응하기 하여 

기업은 새로운 신제품 개발과정의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하고 확장성을 갖춘 이유는  

IT용 제품 개발사가 자동차 제품 공 사로 탈바꿈 

하는 과정의 신제품 개발과정의 신을 제시할 뿐

더러, 바로 이것이 다른 산업 역에서도 이 같은  

환 로세스가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New 

Product Development(이하 NPD) 부분에서 지

까지 강조하던 여러 가지 성공 요소들을 선행 연

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선별해 보고, 제 3장에서는  

이를 심으로 이러한 신제품 개발 로세스 변환

에 있어, 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는 추가 으

로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방법론의 용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기

업인 S사의 사례 연구를 자세히 다루며,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신제품 개발과정의 다양한 신활동

을 제시, 이에 한 실질 인 장 시사 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동향

2.1 제품 개발 성공 요인 분석 선행 연구

이미 많은 연구들이 NPD 부분에서 어떻게 하

면 성공 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

에 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연구하

는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에 해 분

석하 다. 이를 해 제품의 성공을 한 다양하

고 수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을 선행 연구 하

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 

하 다.

<Table 1> Product Success Factor in SAPPHO

1. understanding of user needs

2. attention to marketing and publicity

3. efficiency of development

4. effective use of outside technology and external 

scientific communication and

5. seniority and authority of the manager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 

먼  1970년  반에 SAPPHO(The Scienti-

fic Activity Predictor from Patterns of Heuri-

stic Origins)에서는 제품의 성공 인 개발을 

한 요인으로 5가지 결론 <Table 1>을 내어 놓았

다(Rothwell et al., 1974). 이를 바탕으로 1980년

 말까지 NPD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

고, 1990년에 이 NPD 분야에 있어서 Zirger and  

Maidique(1990)에 따르면 <Figure 1>로 성공요

소를 제시하 다. 이 논문에서는 23개의 항목에 

해서 실증 분석을 하 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NPD 분야에 성공요소로 크게 4가지의 결론을 도

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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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itical Elements of NPD

<Table 2> Key Factors Affecting Product Performance

1. The quality of the R&D organization 

2. Technical performance of the product 

3. The product’s value to the customer

4. The synergy of the new product with the 

firm’s existing competences, and

5. management support during the product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process. 

Also important but less significant were the

6. competence of the marketing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and market factors, such as 

7. competitiveness and the

8. size and rate of growth of the target market

첫 번째 성공요소로써 로젝트의 효율 인 

리 부분을 강조하 다. 특히 제조와 마 간의 

업을 잘하게 하는 리 인 스킬을 강조 하 다

(Crawford, 1984).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

째 성공요소로는 략 인 이다. 지속 으로 

제품 개발을 성공시키기 해서는 기술 자체만 가

지고는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high technology)로 발 할수록 빠르게 시

장 변화가 일어나고 경쟁자들이 바로 등장하기 때

문이다. 네 번째 요한 성공요소로는 경 층의 

지지도이다.  

결국 신제품 개발은 막 한 자 이 투입되는 경

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경 층으로부터 충분하게 

지원 받지 못한 과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주

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장상황이 

그 주요한 하나로 강조 하고 있다. First Mover의 

이 과 함께 성장하고 상 으로 큰 시장이 있다

면 훨씬 유리 하다는 주장이다. 자는 이러한 결

론을 내리면서 제품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8개로 <Table 2>에 정의 하 다. 

이후 1990년  반에 제품 개발을 통한 재무

인 성과를 창출하기 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다. Brown and Eisenhardt(1995)는 제품 개

발 경쟁력을 지속 으로 성장시키기 한 요소를 

과거 연구개발 부분을 연구하고, 재에 요한 부

분을 악하고, 향후 미래에 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 논문에서는 <Figure 2>와 같이 재무 인 성

과를 달성하기 한 복잡한 요소들을 제시 하 다. 

여기서 주요 련인자들에 해서는 선의 굵기로 

표 하 다. 자는 이 논문에서 크게 3부분으로 

성공 인 제품 개발 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가 제 로 된 계획, 의사소통, 문제해결, 두 번

째가 성공 인 제품 개발 모델을 한 조직, 마지막 

세 번째가 발  방향에 해서 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한 몇 가지 핵심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계획, 소통, 해결에 한 

부분은 계획모델, 의사소통 모델, 문제해결 모델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보완 이며 시 지 효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

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을 강조 하고 있다. 세 번

째로는 경 층에 한 이해를 숙제로 남겨 두고 

있다. 

즉, 제품 개발은 지속 으로 갱신이 되어야 하

며 회사의 생존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제 로 된 

계획, 원할한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이 잘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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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ctors Affecting NPD Project Success

되어야 시 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를 해 조직, 역할, 로세스 부분이 제품 개발 

신과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숙제로 남겨 

두고 있다. 

90년  말로 어들면서 NPD 분야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는 고객 요구(needs)의 만족을 극 화 하고, 

동시에 시장에 출시시기를 단축하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하기 해서

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Schilling and 

Hill(1998)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 하 다. 

효율 이고 효과 인 제품 개발 로세스는 크게 

4가지 논 (issue)에 의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igure 3>에서, 첫 번째는 기술 략, 두 번째는 

조직 인 맥락, 세 번째는 , 마지막 네 번째는 연

구개발을 지원하는 툴에 한 것이다. 

여기서 자는 회사의 역량을 집 할 수 있도록 

기술 략이 명확해야 하며, 개발 기간 단축을 

해서 내․외부 략  업을 강조하고 있다. 

한 될 만한 로젝트를 선별(screening)하는 로

세스와 동시개발 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과제를 지원하는 챔피언의 역할이 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툴인 Stage-gate process,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DFM(Design For Manufacturing), 

CAD/CAM(Computer Aided Design & Manu-

facturing)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크게 제품 

개발 분야에 있어서 1970년 부터 2000년까지 꾸

히 제품 개발 경쟁력에 어떠한 요인이 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리를 

해서 더 나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즉 개발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한 연구가 제시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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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Model of the NPD Process

3. 연구 모델  연구 방법론 

3.1 성공 인 NPD 도입을 한 연구 모델 개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으로 

기업의 경 활동에 수많은 요인(factors)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통 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크게 나 어 보면 사양(Specification)/시간

(Time)/비용(Cost) 3가지 측면으로 분류 할 수 있

겠다. 첫째는 고객의 요청(needs)을 만족시키는 시

장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품의 사양(speci-

fication)으로 변경하여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Market와 제품을 연결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다(Zirger and Maidique, 1990). 개발이 아무

리 좋고 신 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리

엄 러는 “4세  R&D 신”에서 시장 지배 제품

의 요함을 강조했다(Miller and Morris, 1999). 

기술부분에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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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지식 경 으로 흡

수하여 시장의 의견을 반 한다. 수정된 기술을 시

장에 가져가 다시 시장의 반응을 반 하는 순환 사

이클을 계속 으로 돌림으로써 궁극 으로는 고객

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고객의 의

사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4세  R&D

가 내놓은 방법이다. 즉 시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하

는 기존제품의 틀을 깨는 신제품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를 해 기본 인 아키텍처의 변화와 조

직역량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한 Cooper(1979)는 NPD의 핵심 성공요인을 시

장의 이해와 마  능력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아무 제품이나 개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시장 지

배제품을 만들어 내기 해서는 시장의 이해를 근간

으로 한 마 과 연계를 해야 한다. 한 선택과 집

을 통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극 화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 해서는 병

열개발 로세스(parallel process) 혹은 업조직

(cross functional team) 등 어떠한 제품 개발 

로세스로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모두 

강조를 하고 있다. 한 NPD 측면에서 Schilling 

and Hill(1998)은 Time to Market의 단축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First Mover로써 

시장 선 에 한 수많은 이 이 존재함을 강조하

고 있다. 이를 해서는 로세스의 가시성 그리

고 병열 로세스(parallel process)  단계-게이트 

로세스(stage-gate process), QFD(Quality Func-

tion Deployment), DFM(Design for Manufac-

turing), CAD/CAM(Computer Aided Design & 

Manufacturing) 등 연구개발 리도구(Tool) 등

도 강조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리도구(Tool)에 한 

근 보다는 로세스 인 근을 논 하고자 한다. 

특히 과제 리 측면에서는 Cooper(1999)가 주장하

는 8가지 핵심 요인들(critical factors)을 포함한 

Right projects와 Doing projects right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한 가시성확보를 한 과제 리 

체계 신과 연구개발의 노하우 축  측면에서 

같은 실수를 개발자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재발방지 체계구축에 해서도 논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로 고객 가치는 가격 경쟁력이 주요하다. 

이를 해서는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

해야 한다. 제품 개발 기부터 제품의 원가를 감

하여 이익을 극 화 하는 것이다. Anderson(2004)

은 원가의 80%는 개발단계인 개념(concept) 설계 

단계와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 진다고 강조

하고 있다. 한 다르게 표 하면 개발단계에서 원

가를 감할 수 있는 기회가 80%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기단계에서 이러한 제품구조

의 결정이 향후 벌어질 제조, 공 망(supply chain), 

력사, 품질, 신뢰성, 서비스 등에 한 략을 결

정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용 감의 80%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활동(activity)이 제품

수명주기 체에 해서 비용(cost) 감 략에 가

장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

젝트 리의 Triangle 모형의 세 변수에 해당하는 

사양(specification), 시간(time), 비용(cost)을 참조

하여 도출하 다(Goffin and Mitchell, 2010). 

나머지 한 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선정하 다.  세 가지 산출 

변수에 해서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내, 외

부 로세스 업 그리고 조직과 조직 간의 역할 

 각 조직 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방법

과 업무숙련도(skill)에 한 요소라 단하 다. 

이를 네 번째 변수인 력(collaboration) 변수로 

도출 하고자 한다. 

통합 인 수  제고를 해서는 연구개발 부분

에 어떠한 신이 필요한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로세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

야 하는지에 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해 <Figure 4>에서 에서 선정한 4가

지 변수를 성공 인 NPD 연구 모델로 매핑을 하

다. 이를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도출한 변수

들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향상이 되는지를 사례 효

과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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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Successful NPD Research Model 

한 IT NPD에 특화 되어 있는 요인들 이외에 

무엇을 보강하면, Automotive NPD로 빠르게 그리

고 성공 으로 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제 3.1 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에서 설

정한 4가지 에서의 IT NPD에서 Automotive 

NPD로 환하는데 있어, 심층  단일 사례 연구

(In Depth Single Case Study)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S사에서는 IT용 Battery 사업

에서 Automotive용 Battery 사업으로 본격 진입 

하면서 기존 NPD 분야에 있어서도 Automotive 

시각으로 로세스를 환하는 시도를 하 다.  

본 연구는 최 한 빨리 환을 한 특단의 책

으로 진행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 다. 본 연구자

는 2012년 반부터 2015년 말까지 NPD 변환에 

직  참여를 하여, 체 로젝트의 PM(Project 

Manager)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능동 인 참여 찰을 통하여 사례의 증거가 수집된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참여 찰의 경우, 연구자가 피 찰자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외부 찰자보다 냉정하게 단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인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사례연구 내부자의 으로 실을 악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Yin, 2003). 한 본 사례 연구의 

데이터 수집 부분은 S사가 외부 컨설 을 받으면

서 여러 계층의 인터뷰  진단을 통해 수집된 자

료 이므로 참여 찰에 한 연구자의 편향성 문

제를 극복하고 본 사례 연구의 객 성이 확보 되

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존 S사의 IT NPD 도입 사례를 연구 

모델에 맞추어 먼  간단히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

보고, 이이서 Automotive NPD 로세로 환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

해서 도출하고, 이를 신한 방법을 통해 앞서 제

시한 연구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자

료의 수집은 외부 컨설 을 통한 R&D 환경 분석

과 IT NPD 로세스의 황 조사와 분석 그리고 

Automotive 선진회사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재 IT NPD 로

세스와 Automotive NPD 로세스의 차이(gap)가 

분석 되었으며, 이 분석 결과를 토 로 차이(gap)

를 따라 잡을 수 있는 로세스를 수립 하고, 실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gap)에는 기존 IT NPD 로세스

와 비슷한 부분도 있었으며, 완 히 Automotive

에만 용되고 있는 부분, 크게 2 부분으로 나눠 

질 수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인 비슷하지만, 사용하

는 용어 등이 다른 부분은 통합(Merge)하는 것으

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완 히 새로운 부분은 

추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 다. 이

러한 연구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Figure 5>로 

도식화 할 수 있겠다. 

<Figure 5> System of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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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국내 연구 센터까지 포함 하여 각기 다른 

제품을 개발, 제조, 매하는 사업부를 두고 있는 

회사다. 한 국, 동남아, 유럽에 해외 개발 센터 

 제조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규모

로는 종업원 수 약 1만 명에 매출규모 약 1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 배터리를 담당하는 사업부와 

해외 사업장을 상으로 연구개발 련 부서 부

를 상으로 하 다. 한 인터뷰 상자는 사업

부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진

행이 되었다. 이와 병행해서 각 로세스별 주요 

산출물에 해당하는 문서와 각 종 연구개발 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상으로 정확한 황 분석

을 진행 하 다. 

본 사례연구의 상 로젝트는 사업부 로젝

트로써 실제 기간은 약 2년에 걸친 로젝트 다. 

이러한 정확한 황 악 결과  시사 에 해서

는 사례연구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4. 사례 연구

4.1 기업의 기존 상황

S사는 통 으로 IT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매우 짧은 제품의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가진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3

개월의 개발 기간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

에 납품하는 형 인 B2B 회사이다. 그런데 기 

자동차(EV)용 배터리를 공 하게 됨으로써, 자동차 

OEM(고객사)을 상으로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의 개발 기간을 가져가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여기서 S사는 딜 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기존 

IT용 배터리는 고객사에서도 길어야 1년에서 3년의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보이는 반면 

자동차는 5년에서 15년의 제품수명주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 통 으로 자동차 OEM들은 이미 

100년 이상 경 활동을 해 오면서 형화 된 로세

스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유럽, 미국, 일본으로 크게 3분화 되어 발 을 

해 오면서 조 씩 다른 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ISO/TS16949란 국제 규격을 만들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기 해서는 부품공 사(supplier)는 

반드시 수하도록 바 었다. S사 역시 여기에서 자

유로울 수 없었다. 즉 ISO/TS16949 인증 심사를 받

아야 하며, 매년 정기 감사(audit)를 받아야 한다. 그

러기 해서는 원래 사용하던 IT 측면에서의 자체 

로세스 용어부터 변환을 해야 하며, 기존에는 요

하게 생각하지 않던 부분도 매우 요시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엔진에 해당하는 배터

리는 이를 제어 하는 ECU(Electric Control Unit)와

의 통신도 매우 요하게 되었다. 즉, 배터리를 제어

하는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ECU와의 제어를 

제 로 동작하기 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소 트

웨어 개발 한 매우 요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소

트웨어 개발 한 마음 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A-SPICE 인증을 받아야 했다. 단순히 IT용 배터리

를 개발해서 제품을 제공하던 로세스에서 국제 규

격, 국제 인증을 받아야 고객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즉 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환이 되어야 했다. 

결국 S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Automotive 제

품 개발 로세스로 빠르게 변환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다. 즉 로세스 임웍(framework)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게 되었다. 그 다면, 기존 IT

제품에 맞춘 로세스가 자동차용 부품개발 로세

스에 어떠한 제약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악해야 했

다. 그래서 이를 비교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지,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  기존의 로세스를 무시하고, 새롭게 로세스

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인식해야 의사결정이 가능

해졌다.

4.2 기존 로세스 연구

S사의 IT제품을 수십 년간 만들어 온 기업이다. 

그러므로 기존 IT NPD 로세스 한 잘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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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uccess Factors of S Company IT NPD Introduction

되어 있다. Automotive NPD 로세스로 성공

으로 환하기 해서는 기존 IT NPD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S사는 1990년 반부터 NPD 부분에 로세스 

신을 꾸 히 추진해 왔다. 그 당시도 R&D 부분에 

<Table 3>과 같이 진단을 7개 역에 해서 진행

하 다. 그 결과 연구모델에 한 핵심 4가지 변수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3> NPD Innovation in IT Industry

1. Product(Strategy, Portfolio)

2. Product Planning

3. Project Management

4. Drawing & Development

5.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6. Organization, Human Resource

7. Product Data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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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이러한 략을 연구모델에 따라 수행한 결

과 각 략에 핵심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

분 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연구 모델과 매핑 하여 

<Figure 6>으로 정리가 가능했다. 즉 <Figure 6>

에서 S사는 이미 IT용 NPD 도입을 성공 으로 마

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 업의 

환에 직면 한 것이다. 즉, IT제품에서 Automo-

tive 제품으로 환 하면서  다른 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Automotive NPD 도입을 얼마나 빠르게 

환하는가가 제품 개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즉, 회

사의 사활을 좌우하게 하는 시 을 맞이하 다. 

4.3 기존 로세스의 한계

S사의 기존 로세스의 한계를 이해하기 해

서는 크게 업의 특성을 먼  이해를 해야 하겠다. 

S사는 B2B 기업으로 고객사가 많지 않다. 10개 

내외 이며, 물량의 70～80%가 주요고객에 몰려있

는 상황이었다. 

즉, 주 고객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에 맞물려서 개발 로세스도 구축이 되어 있었으

며, 이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로세스 다. 한 

고객사가 원하면 3개월 안에 단납기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공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업의 

특성을 응하기 해서는 매우 유연한 로세스

를 가져 갈 수밖에 없었다.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한 1년 이내

로 매우 짧은 수명주기를 가져가는 모바일 폰에 들어

가는 배터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한 로세스가 미흡했다. 

수주부터 목표원가의 개념을 가지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걸러내는(screening) 

로세스 한 부족했다. 한 신제품 개발을 시작 하

여 제품 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고개의 요

구 조건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

한 개발 일정과 개발 조직, 개발비용에 해서 정확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요구사항분

석 로세스가 강하지 않았다. 신제품 개발 간 

간에 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Automotive에

서 요구하는 검 리스트가 빠진 상태에서 내부 

검을 하는 요소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신제품 개발 로세스에 경쟁력을 가지기 해

서는 이를 뒷받침 할 조직 형태 한 매우 요하

다. 그런데, S사의 경우는 주로 개발 기는 개발

이 담당하고, 양산이 가까워지면 제조기술, 제조

에서 이 을 받는 형태의 신제품 개발 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 즉 Automotive에서 요구하는 동시

공학(simultaneous engineering)을 가능하게 하는 

로세스가 아니었다. 

양산에 돌입하기 해서는 Automotive 로세스

에서는 PPAP(Part Production Approval Pro-

cess)란 것을 고객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S

사는 통 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 신제품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 이지만, 고객사는 개발 샘

(Sample)을 량으로 공 을 받아서, 자동차에 장착 

약 6개월에서 1년간 실차(road)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러기 해서는 IT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개발 샘

을 마치 량생산에 하는  양산 체계를 갖추고 

샘 을 공 해야 한다. 즉, 기존 IT 개발 샘 리와

는 수  자체가 다른 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

한 IT제품 개발 로세스에도 존재 하기는 하

나, Automotive 제품에 비해 그리 요성이 강조되

지 않았던, 샘 의 평가(validation) 부분이 매우 

요하게 부각이 되었다. 이를 해서는 V-Model이

란 것을 기존 자동차 로세스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었으며, 기존 IT 로세스가 평평(flat)한 로세

스 다면 Automotive NPD는 이러한 V-Process

로 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동차 

OEM은 매우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 리를 통해서 

고객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 기존 S사가 리하는 ECM(Engineering Change 

Management)보다 매우 강하게 리가 되는 로

세스 다는 것이다. 양산 이후에도 Automotive 

로세스에서는 기본 SOP(Start of Production)+6개

월 이후 검하는 로세스가 존재 하 으나, IT제

품 개발 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 

어떤 경우는 기존 양산 일 때는 이익을 못 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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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NPD Process Core Conversion Factors

<Figure 9> Core Conversion Factor Research Model Mapping

도 단종 이후 막 한 이익을 내어 개발 단계에 투자

된 그리고 그 동안 까먹었던 손실 액을 회복하고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Automotive업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양산이후 시장(after sales) 부

분이 매우 요한 로세스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데도 불구 이러한 부분에 S사는 경험이 없었으며, 

당연히 여기에 한 로세스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매우 단편 이지만 몇 가지 S사의 IT 

신제품 개발 로세스와 자동차업종(automotive)으

로의 환을 한 신제품 개발 로세스에 제약 을 

통해 기존 로세스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이를 제

품 개발 로세스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Figure 

7>과 같다. 한 IT NPD에서 Automotive NPD로 

변환(transform)하는데 핵심 요소로 <Figure 8>로 

표 할 수 있겠다. 이를 사양(specification) , 비용

(cost) , 시간(time)  그리고 업(collabo-

ration) 의 기존 제시한 연구 모델로 매핑을 하면 

<Figure 9>와 같다. <Figure 8> Key Transform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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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각 핵심 성공요인 용 사례

4.4.1 시장, 고객 이해  고객 요구 분석

Automotive NPD로 환 하면서 고객 요구사항

을 매우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했다. 그리고 인력도 매우 우수한 인력으로 구

성을 했다. 이 조직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한  

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각 기능 조직에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4.4.2 수주 선별(Screening) 로세스

NPD 심의회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NPD 심의회

를 비하는 로세스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정

리하게 되었다. NPD 심의회의 주 은 마  내

부 조직인 상품기획에서 비를 하게 하 으며, 

업에서 NPD 심의회를 의뢰 하게 하는 로세스를 

도입 하 다. 이 의뢰에 따라 상품기획에서는 업에

는 가, 장기 물량, 시장 분석 등을 요청하 으

며, 제품 개발 에는 실제 재료비 분석을 한 가상 

BOM(Bill of Material)과 제품 설계 개념, 구매에

서는 각 부품의 재료비, 제조에서는 생산라인 구축개

념, 품질에서는 품질보증(warranty) 정책 그리고 

상품기획 스스로는 목표원가를 제시 할 수 있도록 

NPD의 기 로세스를 구축 했다. 이를 상품기획

에서 모두 취합하여 상 이익률과 상 이익 액을 

추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NPD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

이다. 이때 특히 개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NPD 

심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구분을 하 다. 

4.4.3 제품 평가(Validation) 로세스 

S사는 이러한 제품 평가에 한 요성을 인식

하게 됨으로써 조직 자체를 정비 하게 되었다. 즉 

기존 개발  소속에서 개발 자체 으로 평가를 진

행 하던, 소  자주평가 기능을 분리 하 다. 기존 

품질 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던 기능을 역

시 분리하여 제품 평가(validation)를 담할 수 있

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하게 되었다. 즉, 개발 에

서 자체 으로 검증 하던 것을 이 신설된 평가 

에 의뢰를 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즉 개발 자체 으로 주  평가를 하다가, 안 성 

부분에서 락 할 수 있는 부분을 타 문 에 의

뢰를 함으로써 객 으로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

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 다. 

4.4.4 제품/부품 승인 로세스

부품 개발  승인 업무에 한 규정을 S사는 수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각 수행 업무를 최

소단 로 나 고 이를 수행할 담당 부서와 지원부

서 그리고 승인 부서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그런데 이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방 했다. 

이유는 부서 이기주의를 바꾸고 업하는 마인드

(mind)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더욱 요하게 되었

다. 즉 문화(culture)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는 원히 풀지 못하는 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하나를 결정하는데 상당기간, 약 3

개월에 걸친 기나긴 기간 동안 때론 싸우고, 때론 

토론하고 때론 의사결정을 하도록 경 층에 상정 

하는 등 고통을 거쳐서 정리를 하 다. 

4.4.5 개발 샘 리 로세스

기존 IT 개발 샘 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어도 

Automotive NPD에서는 A샘 , B샘 , C샘 , 

D샘 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개발샘 을 ES

(Engineering Sample)로만 정의하여 사용하던 IT 

NPD에서는 완  새로운 근 방식이었다. 그러므

로 S사에서도 Automotive NPD로의 용을 해 

이미 Automotive 업에서 사용하던 샘 의 개념을 

받아 들여, S사 자체 인 정의를 하게 되었다. 각 

개발의 완성도에 따라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개발

샘 을 정의를 하 다. 

4.4.6 변경 리 로세스

기존 IT제품에서는 양산단계에서 변경 리를 

용하던 것을 Automotive 제품에서는 개발단계부터 

변경 리를 용하 다. 변경 리가 요한 이유는 

IT NPD는 실제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가 길

어야 1년에서 3년이다. 그러나 Automotive는 10년

에서 길면 20년까지다. 그러므로 향후 단종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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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필드 즉 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면 10년  개발 이력을 추 하여 이 부분이 구

의 귀책사유인지, 분석하게 되는 매우 요한 작업

이 있게 된다. 이때 변경이력 리를 제 로 해 두지 

않으면 바로 고객에게 덜미를 잡  모든 최종 고객

의 리콜(recall) 캠페인 비용을 S사가 부담해야 하

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4.7 양산시작(SOP)+6개월 로세스

기존 IT NPD에서는 양산이 시작이 되면 개발

은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반면, Automotive NPD

는 양산이 시작이 되고  EOP(End of Produc-

tion) 가 되어야 비로소 개발이 끝이 난다는 개념

으로 로세스를 정립하 다. 이유는 ISO/TS16949

의 APQP(Advanced Product Quality Plan)에서는 

단종 될 때까지 개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 시 에 그 동안의 실

패사례와 슨&런(Lesson & Learn)을 정리하

여 차기 과제에 비를 하는 요한 로세스 다.

4.4.8 양산이후(After Sales) 로세스

IT제품을 개발해 온 S사의 경우는 양산이후

(after sales) 부분은 없었다. 를 들어 최종 사용

자가 단종이 되면 그 이후 이미  다른 신제품으

로 갈아타는 속도가 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양산이후 시장을 생각하고  이를 한 비

용 인 부분을 NPD에 있어서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Automotive NPD에 있어서는 양

산이후 시장이 매우 요한 역이었다. 이를 해 

S사는 비슷한 환경에서 경 을 해 오고 있는 선진 

회사를 벤치마크(benchmark) 하 다. 그리고 여

기서 S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로세스 

를 들어 BOM(Bill of Material)의 서비스 단

를 정의 하는 등 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수행

할 조직 한 신설 하 다.

 

4.4.9 동시공학(Simultaneous Engineering) 

로세스

S사는 이를 제 로 동시 공학을 용하기 해서 

PM(Project Manager) 조직을 폭 보강하 다. 

창기는 ISO/TS16949에서 주장하는 조직 구조인 동

시공학을 도입하기 해서 NPD 로세스도 APQP

에 맞게 정립하고 하 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림

과 말뿐으로 실행이 제 로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PM 조직이 강력하게 강화되지 않고서는 으

로 기존 개발 PL(Project Leader)에 끌려갈 수 밖

에 없는 구조 다. 한 기존에 IT NPD를 경험한 

인력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쉽게 그들의 경험

인 문화를 버릴 수 없는 것도 큰 장애 요인이었다. 

그러나 S사도 와 같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차 

Automotive NPD에서 주장하는 동시공학에 근

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서 DMQP(Development, 

Manufacturing, Quality, Purchase)가 매주 1회씩 

모여서 동시공학 회의를 개최 하는 등 과제 기부터 

모든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 되었다.

4.4.10 V-Model과 V-Process

Automotive 배터리는 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를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와 통신을 하여 각 

배터리 셀, 모듈, 팩에 한 안 성 부분을 제어를 

하는 것이 매우 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 부분은  

Automotive NPD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 성공 요인이다. 

처음에는 S사도 이 부분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품 개발 로세스와 혼동을 하여 V-Model을 

제품 개발 로세스와 매핑 하여 정립하기도 하

다. 즉 제품 개발 로세스와 소 트웨어개발 

로세스는 근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를 혼동하여 

정립을 하는 시행착오를 하 다. 

시행착오 한 부분은 기존 Stage Gate Process

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부터 하드웨

어, 소 트웨어의 구 , 단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거쳐 평가까지, 일련의 V-Process를 하나의 Stage

에 각 세부 단 로 매핑 하 다. 그러나 고객에 샘

이 공  될 때마다 이 V-Process가 반복이 된

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Figure 10>에서와 

같이 각 단계(stage)별로 V-Process를 매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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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apping of V-Model to Stage-Gate Model 

<Figure 11> Automotive NPD Conversion Effect

으며, 상세설계 Stage 단계에서 고객에 샘 이 

세 번 납품이 된다면 세 번의 V-Process가 반복 

수행 되어야 했다. S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서 V-Model과 V-Process를 정립한 것이다. 

4.4.11 핵심 성공요인 토론 

이상과 같이 10가지의 핵심 성공 요인에 해서 

각 요인별로 어떻게 S사가 용을 해 왔는지 알아

보았다. 기존 IT용 신제품 성공요인으로 매핑을 했

던, 로젝트 리의 Triangle 모형 <Figure 6>과

는  다른 성공 요인들이 별도 추가(<Figure 9>)

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5.1 연구모델 산출 변수 개선을 통한 NPD 도입 

효과 

S사는 사례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IT NPD

에서 성공하 던 로세스를 기본으로 하 다. 그

리고 기본 4개 변수인 Specification, Time, Cost, 

Collaboration 부분에 추가로 10가지의 요소를 Auto-

motive NPD로의 빠른 변환을 한 핵심 요소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제품 개발 과제 수가 14년 비 20% 증가 

하 다. 개발 일정에 한 수율 한 30%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제품 개발 로세스 부분에 

COPQ(Cost Of Poor Quality 낭비요소)를 폭 

감함으로써 불필요한 실험(DOE) 등 20% 이상 

일 수 있었다. 한 동시공학 체계가 형성되어 기존 

형에 한 수정 횟수와 양산라인에서의 시험생산 

횟수를 임으로써 제품 개발의 비용과 리드타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  

특히 가장 큰 효과는 에 보이지 않는 정성

인 부분 <Figure 11>이라 하겠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로세스와 시스템에 맞게 

동시 공학 으로 업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culture)가 형성되었다. 기존에 불필요한 토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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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Automotive NPD Conversion Effect : Cost Reduction through DFM

논쟁을 하여 시간 , 비용측면 손실을 발생 시키

던 것을 본 로젝트를 수행 한 결과 이러한 불필

요한 손실이 에 띄게 사라졌다.  

한 <Figure 12>에서처럼 제품 개발 기부터 

모든 부서가 조기 참여(early engagement) 하다 

보니 양산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양산으로 이 하는 DFM(Design For 

Manufacturing) 체계가 마련되었다. 

조직 인 측면에서도 기존 IT에는 없던 PM 조

직의 형태가 <Figure 13>과 같이 갖추어 졌으며 

이를 통한 강력한 NPD형 조직으로 구성이 된 것

이  하나의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강력한 PM(Project Manager) 조직은 기본

으로 강력한 기능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이 되

었다. 사람에 한 평가 권한, 제품의 기획부터 양

산과 그 이후까지의  과정에 한 게이트와 각 

게이트간의 이익/손실 리를 책임지게 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운

이 되게 하 다. 

<Figure 13> Organizational Effect

5.2 연구결과 시사   향후 과제

본 연구 논문에서는 S사의 Automotive NPD로 

환의 성공 핵심 요인을 알아보았다. 

사양(specification) 부분에서는 시장과 고객의 이

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과제 선별, 제품의 테스

트와 평가의 요성이 추가 되었으며, 비용(cost) 

측면에서는 변경  리와 양산 이후의 생산성 극

화로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조 되었다. 시간

(time) 측면에서는 부품과 제품의 고객승인 로세

스와 기 제품샘 의 고객 제공이 요했다. 마지

막으로 업(collaboration) 측면에서는 동시공학

(simultaneous engineering)과 이를 지원하는 PM 

(Project Management) 조직 그리고 Stage-Gate 

제품 개발 로세스 단계별 V-Model과 V-Pro-

cess가 추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시사 은 이러한 10가지

의 핵심성공 요인이 로젝트 리의 Triangle 요

소와 같이 NPD 로세스에서 상호 계를 가지

고 움직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새로운 NPD 

로세스가 움직이기 해서는 조직이 뒷받침이 되

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NPD가 꾸 히 용이 

되기 해서는 변화 리를 한 교육이 필수 으

로 따라와야 정상 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S사가 직면한  다른 도 은 로벌(Global) 운

이란 것이다. 이제는 제품 개발을 국내에서만 하

는 것이 아니라, 로벌 차원에서 개방형 신(open 

innovation)을 해 M&A를 통해서 해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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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고 해외에서도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즉, 

제품 개발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에서 동

시 다발 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시 지 있게 성공 인 신제품을 개발 할 것인

가 하는 것도  다른 NPD에서의 숙제로 남아 있

다. 차기 연구 과제로써는 본 논문에서 언 된 핵심 

성공 요인 이외에 추가로 Global NPD Operation

의 핵심 성공 요인에 해서 규명, 용 하는 부분

이다. 과연 국내 NPD에 핵심 성공요인이 해외 

Global NPD에서도 같이 용이 될 수 있을지는 

매우 흥미로운 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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