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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산업 중 LG전자는 한국 최초의 전자회사이자 가장
앞서 해외 시장 수출과 국제화에 나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달성한 LG
전자의 사례를 단계적 국제화 이론인 ‘웁살라 모형(Uppsala Model)’에 기초하여 각 단계별
주요 전략과 핵심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웁살라 모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LG전자는 누적
되어가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국제화 수준을 높여갔다. 국제화의 첫 단계는
대리상을 통한 산발적 수출이었으며 두 번째 국제화 단계인 해외 판매법인 설립을 통한 규칙
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및 브랜드 구축 단계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선진국의 신보
호무역주의 조류의 극복과 글로벌 전략 완성을 위해 투자 규모와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해외
생산법인을 통한 현지화 단계로 점진적으로 이전해 갔다. 각 단계에서 경험한 주요 도전요인
과 LG전자가 이루어낸 성과는 한국 제조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과 기술과 자본이 부족
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국제화 성공 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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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가장 일찍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성장을 견인하였
고 현재까지도 가장 높은 국제화의 수준을 보이는 산업은 전자산업이다. 2015년 대
한민국의 산업별 수출 기여도를 보더라도 가전, 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
하는 전기전자산업은 전체 수출의 32.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
고 있다. 본 사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회사이며 한국 전자 산업의 국제화를 선도
한 대표 기업인 LG전자(구 금성사)의 국제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78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수출 실적 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기본적인 해외사업
성공을 체험한 후, 단순 수출 단계를 넘어 해외 판매법인 설립뿐 아니라 1981년 미국
Huntsville에 국내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인 GSAI(GoldStar America Inc.)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시대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기업의 해외 투자
는 대통령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일 정도로 외환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던 시절이었
는데 헌츠빌 컬러TV 공장은 한국 민간 자본으로 전액 투자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투자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198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생산기지 해외 진출에 나서
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LG전자의 국제화 역사는 한국 전자산업의 국제
화 역사,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국제화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LG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달성했는지를 국제화 이론
과 결부시켜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경영 분야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지만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기회 포착 및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하여 진입 전략, 국제화 과
정에 겪는 어려움 혹은 기회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접하긴 쉽지 않다(최규성·박정열,
2015).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관련 연구는 크게 산업별과 기업별로 나눌 수 있다.
박영렬·곽주영·양영수(2011)는 한국기업들의 40여 년간의 해외직접투자를 역사적 관
점에서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 준비기(1968~1990년), 성장기(1991~1998년), 조정기
(1999~2004년), 활성화기(2005~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특성과 전략을 살펴보았
다. 한국 전자산업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장세진·박성진(1996)이 한국 전자 기업들
이 1980~1994년 동안 아시아, 북미, 유럽지역으로 해외 직접투자를 수행할 때 순차
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연구한 바 있으며, 전용욱·윤동진(1991)은 한국 가전산업의
대선진국 직접투자를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차원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산업별 연
구보다 저조한데, 현대자동차의 단계별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 전략에 대한 연구(e.g.,
남명현, 2012), 삼성전자나 LG 전자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e.g., 최순
규·이재은, 2008; 최규성·박정열, 2015)와 LG전자의 중국시장 현지화 사례(e.g.,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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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이장로, 2001), ㈜영원무역의 국제화 사례(e.g., 김선식·주규희, 2007) 등이 있
다. 그러나 앞선 논의들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화 초기 단계부터 국제화의 완성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여정에 있어 가장 앞서서 국제화를 추진한 기업인 LG 전
자의 국제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국제경영학 내의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는지와 세부적
사항을 경영사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단계적 국제화’
이론 중 대표적 이론인 웁살라 모형(Uppsala model)에 비추어 LG전자가 국제화를
추진한 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경험한 주요 도전요인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제조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과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국제화 성공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 웁살라 모형을 가지고
사례연구를 한 문헌은 찾기 힘들며 주로 실증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LG전자
라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역사가 웁살라 모형이 제시하는 단계별 국제화
이론을 어떻게 따라 갔는지 단계별 활동을 경영사적으로 고찰해서 단계별 국제화 이
론의 구체화와 설명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 웁살라 모형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지식의 축적을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인
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이 근원적으로 부족하기에 해외 시장 진입
형태에 있어 수출을 많이 선택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웁살라 모형은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
국제화 모형을 따르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태생적 글로벌기업(born global)이나 국
제신생벤처(international new venture) 문헌에서 다루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인 수출 단계 등을 건너뛸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바탕
으로 빠르게 국제화를 진행하며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적인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웁살라 모형이 적용이 가능한지, 특히
자원부족이 심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화를 진행하는
지 고찰하여 기업의 국제화 방식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경영사학적 기여에 더하여 국제경영 실무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 Liesch and
Knight(1999)는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지식은 대표적인 암묵 지식(tacit knowledge)
이며 매우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암묵 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단계적으로 암묵 지식을 축적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전자 산업에서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LG전자의 성공적인 국제화 경로와 역
사를 살펴보는 것은 경영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희망하는 한국 및 중국, 인
도, 동남아 등지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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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1958년 LG전자의 창립부터 해외 현지완결형 생산 체제 구
축이 마무리 되는 1999년까지이며, 이 기간을 웁살라 모형의 국제화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다양한 국제화 이론 및 본
연구에 적용되는 웁살라모형에 대해 소개하며, 제 3장에서 웁살라 모형으로 설명되는
LG전자의 단계별 국제화 역사를 각 단계별 상황과 전략 목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LG전자의 국제화 단계 연구결과를 학문적으로 연결하고 경
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체계
1. 국제화 관련 일반적 연구 및 연구모형
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화를 결정하게 되는 동기와 결정요인에 대
한 연구와 국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국제화 동기에 대한 연구는 기업
이 외국인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에도 불구하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국
제화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획득, 부족한 기술
이나 지식의 습득, 산업수명주기의 성숙, 쇠퇴기 사업의 성장시장으로의 이전을 통한
활력 재생, 자원에 대한 접근 등을 기업이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다(Vernon, 1966; Caves, 1971; Oviatt and McDougall, 1994). 국제화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국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내 기
반을 쌓은 기업들은 새로운 수요처를 해외시장에서 찾을 때 가장 비용이 적은 수출로
시작한다(조동성, 박재찬, 이윤철, 2007). 초창기 단계모형(stage model)은 수출을
시작한 기업들이 수출경험과 지식이 누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
를 늘려가며 국제화 수준을 높여나가는 수순을 따르는 행위를 설명한다(Bilkey and
Tesar, 1977; Reid, 1981). Bilkey and Tesar(1977)은 수출과 전혀 상관없는 경영
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국제화 수준을 높여나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 별로
기업들의 니즈는 상이함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갓 수출을 시작한 기업의 경우 심리
적으로 가까운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외국인 비용을 줄이고자 하지만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진 높은 단계의 기업의 경우 해외 시장과 해외 사업 운용에 더 익숙해
졌기 때문에 수출 기회 등을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좀 더 보편적이고 국제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모델은 단계 모형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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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Johanson과 Vahlne 같은 스웨덴 학자들이 제시한 웁살라 모형이며(Johanson
and Vahlne, 1977; 2009), 기술과 자본,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의 국제화는 간접 수
출과 같은 낮은 수준의 자원투자 형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자회사 설립 등의 직
접투자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 과정이라고 제시한다. Johanson and WiedersheimPaul(1975)은 스웨덴 4개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들은 우선 최소한의 자원투
여로 진출할 수 있는 인접국가로 먼저 진출하여 점진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
로 먼 국가로 진출하는 패턴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Johanson and Vahlne(1977)의 웁살라 모형은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을 설
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며, 국제화를 진행하게 하는 핵심구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시
한다.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상황과 변화 측면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현 상황의 시장지식을 바탕으로 자원몰입이 이루어지며, 투자된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국제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이 추가적
자원투입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점차 국제화 수준이 높아진다. 새로운 지식들에는 고
객이나 경쟁자로부터 얻는 정보, 기술적 정보, 새로운 자원 활용, 제도적 지식 등이
포함된다. 결국 이렇게 경험을 통해 시장 몰입도와 지식수준을 높이게 되면 현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높
아지는데, 이 구조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에의 몰입 수준은 투자된 자원으로
인해 축적되는 지식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1> 웁살라 모형의 국제화 구조

자료：Johanson and Vahln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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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국제화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발적인
수출 주문으로부터 시작되어 규칙적인 수출로 옮겨가고, 그 이후에 자원 집중적이고
요구 수준이 높은 운영모델로 발전해 간다고 본다. 웁살라 모형의 장점은 국제화 과
정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이미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의 다국적기
업들로부터 후발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화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이동시킨 점
이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화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보유한 역량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후
발 기업들이 오히려 국제화를 통해 역량을 신속히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양적, 질적
국제화를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한다. 기업들이 웁살라 모형을 따르게 되
는 이유는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고 국제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
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을 쌓으며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
는 판매법인 설립이나 현지생산법인 설립과 같은 과감한 투자결정을 도와준다.
<그림 2> 웁살라 모형에 따른 기업의 국제화 단계

자료：Johanson and Vahlne, 1977

웁살라 모형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하는데 많은 산업에서 이미 글로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단계를 밟아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따라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기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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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소요시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웁살라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렇게 웁살라 모형이 설명하기 어려운 순차적 과정 없이 국제화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자원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설명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보유한 자원의 수준
이 높거나 제품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나 복수 시장 진입으로 국제
화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단계적 국제화를 일부 따르더라도 대리상을 통한 간접 수출
단계나 법인 영업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국제적 분업
을 통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Dunning, 1993; Dicken, 1998). 주
로 이미 국내시장에서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하
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대기업 뿐 아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태생적으로 국제
화에 주력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Knight and Cavusgil, 1996). 1990년대 이후
탄탄한 기술력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국제화 방
식에 대한 기존의 웁살라모형이나 단계모형의 설명력의 한계가 생겼고, 설립 단계부터
국제화를 진행하는 성격을 가진 태생적 글로벌기업이나 국제신생벤처기업의 행위를 설명
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McDougall et al., 1996; Oviatt and McDougall, 1997). 이
러한 기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경영진의 기존 경험 및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초기 국제화를 시작한다. 전략적 제휴와 같이 네트워
크를

확장해가는

전략을

실행하며(Coviello

and

Munro,

1997)

흡수역량

(absorptive capacity)를 바탕으로 빠른 지식축적을 한다(Fletcher and Harris,
2012).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 등에서 이미 잘 훈련된 인력과 기술 인프라가
존재하는 경우, 즉 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축적되어 있어 개별 기업이 국제화
단계와 속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강태구, 2001; 강태구·한영일, 2007)에
만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오늘날 LG전자가 많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
로 높은 수준의 시장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화과정에 있어 적합한 전략
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LG전자가 국제화를 시작
하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기업의 국제화 경험은 물론 해외 시장에 소개할 만한 제품과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환경이었기에 LG전자의 단계적 국제화 전략은 선택
의 문제가 아니었다. 단계적 국제화 전략은 이렇듯 기초적인 자원 및 기술이 부족한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국제화 전략 중 가장 자원몰입 수준
이 적은 수출로 시작하여 점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해 성장해나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
이다. LG전자가 현지의 판매대리상(sales agent)을 통한 산발적 수출로부터 시작해
직접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해 규칙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참여와
자원투입(commitment)을 높여가는 단계를 거쳐 상품기획과 생산, 판매가 모두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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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해외 생산법인 및 글로벌 전략 수행 단계로 진화했던 과정에 대한 연
구는 웁살라 모형이 원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스웨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기초 토양이 훨씬 더 빈약한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
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표 1>은 웁살라 모형을 직접적으로 적용
한 다양한 국가의 중소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설명한 문헌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단계별 특징을 기술하였다. 웁살라모형이 국제화 논의에서 중요한
모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제로 사례연구를 한 문헌은 한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사례에 웁살라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여겨진다.
<표 1> 웁살라 모형 적용 사례 문헌
저자

대상 기업

주요 결과

Johanson and
Wiedersheim
(1975)

스웨덴
중소기업

4단계 모형: 1) 비정기적 수출, 2) 대리상을 통한 수출,
3) 판매법인, 4) 생산법인

Gankema,
Snuif, and
Zwart(2000)

유럽
중소기업

5단계 모형: 1) 국내 마케팅, 2) 수출 전, 3) 실험적 참
여, 4) 적극적 참여, 5) 몰입

황선대(2005)

한국
중소제조기업

해외시장 여건 악화 시 단계적, 점진적 비국제화를 함.
4단계 모형: 1) 생산법인, 2) 판매법인, 3) 대리상을 통
한 수출, 4) 비정기적 수출

Vahlne,
Lvarsson, and
Johanson
(2011)

볼보
헤비트럭
사업

기업의 글로벌전략 수립과정에서 생산라인 지역 및 소
유구조를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가며 자원을 점진적으로
더 투자하고 몰입을 높히는 형태를 보임

본 연구에서는 LG전자가 다양한 국제화 이론 중 웁살라 모형에 해당하는 국제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음에 착안하여 국제화 과정을 국내 시장 집중 단계 – 판매대리상
을 통한 수출 단계 –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 단계 – 현지 생산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다. 각 단계 별로 LG전자가 경험했던 상황과 국제화 관련 전략적 결정과 실행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제시하며, 웁살라 모형에서 제시하는 국제화 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
계에서 LG전자가 경험한 국제화 내용을 <표 2>을 통해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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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웁살라 모형과 LG전자 국제화 단계 연결
연도

웁살라 모형
국제화 단계

LG전자
국제화 내용

웁살라 모형 – LG전자 연결 근거

웁살라 모형 단계 특징:

1958
~
1973

국내 시장 집중

초창기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자원이 빈약
하고 글로벌화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
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내수시장에서의 기반
확립에 주력
정기적인 수출은 없으나 간헐적 수출은 이루어
질 수 있음

1962년
미국에
단발성 수출
계약

LG전자:
LG전자도 비록 수출 시도가 있었으나 처음으
로 라디오를 생산하는 등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은 아니었음.
사업의 주력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대체와 농
어촌 라디오 보급에 치중

웁살라 모형 단계 특징:

1974
~
1978

판매대리상을
통한 수출 단계

미국 시장
TV 수출
개시 및 수출
품목 확대

에이전트나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인 수출 활동
을 함.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통
로는 있으나 자원 투입의 정도는 낮음.

LG전자:
정부의 전자공업 진흥계획과 수출촉진 정책에
발맞추어 판매대리상을 통한 수출을 통해 해외
사업 경험 확대와 누적 수출 1억불 달성

웁살라 모형 단계 특징:

1979
~
1988

판매법인 설립

미국, 독일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
수출시장
다변화 진행.
미국
Huntsville
공장 가동

판매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함.
현지 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과 정보의
축적이 활발히 이루어짐

LG전자:
판매 법인이 직접 마케팅 담당하며 신보호무역
주의 장벽 극복위해 노력함.
해외 법인 및 지사 네트워크 본격 확대.
판매법인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원투입을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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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제화 내용

웁살라 모형 – LG전자 연결 근거

웁살라 모형 단계 특징:

1989
~
1999

현지생산법인
설립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생산 기지
전진 배치

현지
장을
어나
보게
자원

시장에의 몰입도가 가장 높으며 해외 시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됨.
투입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

LG전자:
컬러 TV 미국 현지 프로젝트 Project A를 발
족하며 해외 생산기지에 대한 글로벌 전략들을
수립하기 시작.
단순 해외 수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지화를 통
한 질적 국제화를 추구하기 위한 V Project 추진

2. LG전자에 관한 기존 사례연구
LG전자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의 하나로 다양한 경영분야의 사
례연구가 진행되었다. LG전자 관련 문헌은 크게 경영전략, 혁신, 국제경영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표 3>에 정리되어있다. 특히 국제경영 분야의 경우 특정 시장 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LG전자가 현지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전략을 통해 정착
하고 성공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LG전자의 국제화 전 단계부터 시
작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국제화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해외 시
장 자원 투자를 증가시키는지를 웁살라 모델과 연관지어 제시함으로써 특정 시장을
향한 구체적 전략이 아닌 국제화 과정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3> LG전자 사례연구
분야

경영전략

세부주제

저자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문계완·권규청·이주훈(2001)

식스시그마

최경석·이종설·윤원영(2006)

기업 디자인

강현주(2008)

마케팅 전략(프라다폰)

강석원·구자원(2012)

동반성장

전상길·노진수·탕위(2014)

사회적 책임

김성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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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제

저자

EDI

정경수·김병곤(1996)

혁신적 신제품(솔라돔)

권익현·이상현(2006)

Optical storage 산업

안효상·이동현(2010)

가전사업본부

문근찬(2010)

중국 및 미국시장 마케팅

김용규(1999)

독일 시장 진출 – 냉장고

이장로·김용규(2000)

중국시장 현지화

김용규·이장로(2001)

인도네시아 글로벌 소싱

이철·정태영·최순규(2002)

인도 진출

최순규·이재은(2008)

인도 시장 진출 – 정수기

최규성·박정열(2015)

Ⅲ. LG전자의 단계별 국제화
1. 국내 시장 수입 대체 단계
1947년 락희화학을 설립해 한국에 플라스틱 산업을 일으킨 구인회 회장은 전자산
업이 해방 후 국민 계몽과 국가 형성에 매우 중요한 필수 산업이라고 내다보고 1958
년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당시 국내에 전자제품이라고는 해방 전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라디오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었고 라디오를 개발할 인력도 부품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전자산업 진출에 대한 반대도 많았지만 구인회 회장은 락희화학의 플라스
틱 가공 역량을 살려 라디오 케이스를 만들고 외국에서 전자 기술자를 유치하면 제품
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1958년 10월 1일 금성사를 설립하였다. 독일
인 기술자 Henke를 영입해 전기기기의 설계 및 제작을 맡기고 그의 주선으로 서독
으로부터 생산시설을 도입하였다. 최초의 국산 라디오 모델은 당시 밀수로 국내에 보
급되어 있던 일제 산요(Sanyo) 라디오를 참고했고, 부품 산업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
내 환경에서 진공관, 스피커, 레지스터 등 핵심 부품은 서독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했
다. 1959년 11월 마침내 국산 최초의 라디오인 GoldStar A-501이 정식 출하되었
다. 별을 모델로 왕관을 연상하도록 만든 마크와 GoldStar 브랜드는 이때부터 1995
년 LG로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CI)가 변경될 때까지 LG의 모든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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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었다. 전자 산업 불모지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의 개발에 매
달린 이유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경제에서 전자산업이 가지는 파급효과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선구적 인식 때문이었다.
국산 라디오가 출시되기는 했지만 라디오는 아직 극소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아
직 Zenith나 Sanyo 등 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어서
GoldStar 제품의 판매는 매우 부진했고, 초기 투자 비용과 재고 부담 등으로 인해 회
사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1년 4월 ‘국산 가능한
라디오 부품의 수입 금지 및 특정외래품 판매금지 법안’을 마련하여 금성사의 국산
라디오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법은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IT 강국이 되는 초석을 놓은 전자산업 관련 최초의 법안이
었다. 이 법안의 공표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밀수품 강력 단속에
따라 외제 라디오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금성사는 의욕적으로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곧 이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 군사정부는
정부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
동’을 전개하였는데 1963년까지 약 2년 동안 무려 20만 대가 넘는 라디오가 농어촌
에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일 년에 수 천대에 불과하던 금성사의 라디오 판매는 1962
년 한 해에만 13만 7천대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금성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급속
히 전자 회로 기술과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전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Alexander Hamilton에 의해 시작되어 독일의 Friedrich
List에 의해 체계화된 유치산업보호이론에 따르면 상업이 증가하고 공업이 막 시작되
는 제2단계에 있는 나라는 국내에서 발흥하는 유치산업(幼稚産業)이 발달할 때까지 여
건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라디오 국산
화를 둘러싼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태동 과정은 수입 금지, 국산품 판로 보장 등 정부
의 강력한 보호 정책과 개별 기업인 금성사의 과감한 투자 및 기술 축적 노력이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결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판매대리상을 통한 산발적 수출 단계
1960년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국산 제품의 수출에
전력을 기울이던 정부(이웅호, 2014)는 1962년 3월 동남아통상사절단을 파견하였는
데 금성사는 여기에 참여하여 최초로 수출 상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담 과
정에서 Sony, Sanyo, National 등 일본 제품이 휩쓸고 있던 동남아 시장의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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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벽을 깨달은 구인회 회장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의 결심을 굳히게
된다. 일본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에
서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빠르게 품질 및 제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는 확신 때문이었다. 마침내 1962년 11월 한국 전자 산업 최초의 수출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미국 뉴욕에 위치한 독립 대리상인 아이젠버그에 금성사가 T-793 32대와
TP-203 30대를 수출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큰 격차가 있었
지만 첫 수출을 계기로 금성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언젠가는 Sony 와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한편 라디
오 수출 개시와 더불어 금성사는 정부의 수출입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는데, 예를 들어 필요한 부품 도입을 위한 수입 쿼터나 수입 금지 품목의 해제, 판
로 확보를 위한 국산화 부품의 수입 금지, 전자 및 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
원할 사항들을 금성사가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가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형
태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수출산업인 전자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와 민간 기업인 금성사의 전략 목표가 일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진 1> 국내기업 최초의 라디오 수출

라디오 생산 및 수출 성공에 이어 금성사는 1963년부터 TV 생산 계획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게 된다. TV는 라디오와는 달리 브라운관, 콘덴서, 저항 등 수 백 종의 기
술 집약적 전기전자부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육성 및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적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 금성사는 TV 국산화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였다. 1965년 금성사는 ‘TV 수상기 국산화 계획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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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품 수출 대책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TV 국산화율 50%를 달성하기
로 약속하는 한편 국가의 외환사정을 감안해 TV 부품 도입에 필요한 외화를 라디오
등 전기기기 제품의 수출 범위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수출입 링크제를 채택함으로써
상공부의 생산 허가를 받아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금성사의 노력의 결과로
1966년 8월 국내 최초의 TV 수상기인 VD-191 진공관 TV 500대가 생산되었다. 최
초의 국산 TV에 대한 반응은 회사의 초기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높은 판매가격
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폭주해 구입 신청을 받아 공개 추첨을 통해 TV 수
상기를 판매해야할 정도였다. 금성사의 국산 TV개발 성공에 발맞추어 정부는 1966
년 12월 전자공업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전자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
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어 1969년 정부는 구체화를 위해 전자공업진흥 8
개년계획을 발표했는데 전자공업단지의 조성,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이 주요 내용이
었다. 금성사는 이에 보조를 맞추어 ‘금성약진 3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확장
이전을 위한 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다. 1974년 구미수출산업공단 입주업체로 지
정을 받아 경북 선산군 구미읍 신부동에 브라운관 공장과 TV조립공장을 완공함으로
써, 사업 초기 부산 온천동에서 2개 조립라인으로 출발한 TV생산시설이 동양 최장
2Km 생산라인을 갖춘 구미전문공장으로 도약하였다. 준공 당시 생산 능력은 연50만
대 수준으로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일관생산 역량을 갖춘 최신 공장이었고 이를 기반
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한국 전자산업의 대표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또한 196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기계공업
단지를 조성하자 금성사는 부산 전기공장을 창원공단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1976년 전기기계공장을 완공하여 냉장고, 에어컨과 엘리베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
다. 창원공장은 총연장 5.5Km에 달하는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생산의 완전 자동
화를 이룩하였고 사출, 가공, 도장, 조립, 포장을 일관작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당
시 한국 최고의 생산시설이었다.
1974년 10월 금성사는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미국 RCA(Radio Corporation
America)와 컬러TV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계
층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컬러 TV 도입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금성사는 국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술력과 생산력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1977년 미주 수
출용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 19인치 모델인 CT-808
생산에 성공하고, 미국을 비롯한 NTSC 방식의 중남미지역에 1978년과 1979년 2년
에 걸쳐 컬러 TV 50만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1978년 12월 금성사는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창업 20
년만에 전자산업 불모지에서 일군 실적이었다.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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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한 것이 1964년 11월 30일인데, 이후 14년 만에 단일 기업
수출 실적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수출 품목은 흑백TV가 4000만 달러, 컬러TV
가 3000만 달러였고 나머지는 오디오제품이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1977년 대망
의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이중 전자산업의 비중은 11%였다.
판매대리상을 통한 산발적 수출 단계에서 금성사가 축적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우
리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고 이 단계의 핵심 전략은 기술 축적과 해외시
장에서 인정받을만한 제품 개발이었다. 라디오, TV 수상기, 컬러 TV로 이어지는 수
출 경험을 통해 금성사는 빠르게 최신 생산 시설과 제조 기술을 확보했으며 한국 정
부는 전자공업 진흥 계획을 통해 기술 인력 육성과 금융, 세제 지원 등을 제공했다.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 획득이 필요했던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수출 잠재력이 큰 전자 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표 4> LG전자 1970년대 수출 실적 추이

(단위：천 달러)

3. 판매법인을 통한 조직적 수출 단계
1970년대 후반 수출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면서 금성사는 현지 판매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금성사의 첫 해외 법인은 1978년 8월 미국 내에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뉴욕에 주식회사 형태의 현지 판매법인으로 설립된 GSEI(GoldStar
Electronics International Inc.)였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금성사 경영진에게 가
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현지 법인을 어디에 세우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입지 선정의
문제였다. 금성사의 경영진은 시장 접근성과 물류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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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 내에서 복수의 입지 옵션을 검토했는데 한국으로부터의 물류를 담당하기에
가장 유리한 Los Angeles, 미국 전역에 제품을 배급하기에 좋은 중부의 시카고와 댈
러스, 그리고 현지 상권과 거래선이 가장 잘 발달한 뉴욕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일반적으로 연락사무소, 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사”는 branch
office를 의미하는데 이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회사가 해당 국가 또는 미국의
해당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사는 한국 모기업의
일부며 별도 회사가 아니다. 반면 “해외법인”은 현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회사
이며 현지 법에 의한 법인격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도 가능하
고 법인이 설립되는 주(州)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
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주식발행액만큼 자본금이 납입
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 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사업
자 등록과 고용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사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고 해당 주 상무기관으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
(Certificate of Authority to do Business)만 교부 받으면 된다. 특정기업의 지사
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어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
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영업 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해
외 연락사무소의 경우 시장 정보 수집 등 제한된 업무만 수행하고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영사관(대사관)에 신규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복잡한 설립 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 현지법인
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지 시장에서 그만큼 고도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
는 의미이며 현지 시장에 보다 장기적인 자원투입을 천명하는 것이다.
결국 금성사는 여러 입지 옵션 중 영업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 법인 설립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뉴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판매법인을 통한 본격 수출
단계에 이미 접어들기로 한 금성사는 1978년 뉴욕 현지법인 설립에 머무르지 않고
영국, 캐나다, 파나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지사를 같은 해에 잇따라 설립하
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점을 만들었고, 1979년에는 본사에
수출 부문을 신설하여 수출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조율하는 데에 나섰다. 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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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시장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대 연평균 64%에 달하는 수출신장률을 달성한 금성사는 70년대 말 제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선진국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보호무
역주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 확대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뉴욕 법인을 비롯하여 1970년대 후반에 마련한 해외 거점들
은 시장 정보 수집, 현지 고객 선호 파악, 거래선 개척, 선진시장 기술개발 정보 획
득, 수출입 관련 규제 동향 파악, 현지 거래선 관계 심화 등의 기능을 통해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도 금성사가 꾸준히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한편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현지법인 설립 경험은 또 하나의 대형 시장인 유럽에서
의 법인 설립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 나라별로 수입
판매 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던 방식에서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1980년 10월
서독에 현지법인 GSDG(GoldStar Deutschland GmbH)를 설립하여 진출을 본격화
하였다.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미국 시장보다도 까다롭고 유통 거래선이 매우 보수
적인 유럽에서 수입대행사를 통한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당시 금성사는 자
체 브랜드 제품 판매 보다는 구매물량이 큰 OEM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유럽 가전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 기반
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GSDG에 이어 1988년 GSEUK (GoldStar
Electronics United Kingdom Ltd.), 1990년 GSEFS(GoldStar Electronics
France S.A.R.L)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
서 금성사는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각 국가별 시장 환경이 너무나도 독특했고 문
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현지 직원들과의 마찰도 컸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유럽
소비자들은 GoldStar라는 생소한 브랜드에 대해 선뜻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지
제조업체들과 오랜 거래 관계가 있는 유통업체들은 금성사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기
회조차 제공하려 하지 않는 시장 환경에서 금성사는 Liability of foreignness를 톡
톡히 겪었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이어졌는데 1981년 GSJ
(GoldStar Japan)과 GSPS(GoldStar Panama S.A.), 1986년에 GSC(GoldStar
Canada Ltd.), 1988년에 태국 GST(GoldStar Electronics Thailand Co., Ltd.),
필리핀 GSP (GoldStar Phils Sales Co., Ltd.) 등이 설립되어 아시아, 중남미 등으
로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국제화 노력의 결과로 금성사는 산발적 수출 단계를
지나 전 세계 시장에서 조직적으로 판매망을 갖추고 정규적으로 법인 영업을 전개하
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 실적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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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가 넘는 성장을 달성하며 1987년에는 최초로 수출액 10억 달러, 수출 관련
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5> LG전자 1980년대 수출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판매법인 운영을 통한 조직적, 체계적 수출 단계에서 LG전자가 집중해서 축적한
역량은 수출 전문 인력의 육성과 마케팅 역량, 현지 시장 및 경쟁에 대한 정보, 브랜
드 및 유통망, 현지 정부와의 관계 등이었다. 이 단계를 통해 구축된 역량 및 인적 자
산과 축적된 사업 경험은 금성사의 국제화 수준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
다. 먼저 인적 자산 면에서 살펴보면 80년대 초반 금성사 수출부에서 육성된 인력은
추후 각 지역법인 및 지역본부 설치의 핵심 자산이 되었고, 향후 글로벌 전략을 수행
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례로 2007년의 최고경영진 중 남용 CEO, 북미지
역본부장 안명규 사장, 중국지역본부장 우남균 사장, CIS지역본부장 김영찬 부사장,
중남미지역본부장 변경훈 부사장, 중아지역본부장 김기완 부사장 등은 모두 1980년
대 초 금성사 수출부에서 수출업무와 해외 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들이다.
브랜드 측면에서도 직접 법인 영업을 담당하면서 경험하게 된 브랜드의 중요성과 브
랜드 관리의 노하우 등은 추후 LG 브랜드의 글로벌 전개와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화의 완성 단계인 현지 생산 기지
구축 및 높은 수준의 자원투입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외법인 영업 단계를 통
해 축적한 해외 경험을 갖춘 인력과 브랜드는 입지 선정, 초기 투자 집행, 거래선과의
관계 구축 등 오퍼레이션의 다양한 측면에서 핵심 자산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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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생산을 통한 글로벌 전략 수행 단계
금성사가 해외 판매법인 설립을 통해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고 수출품목 다변화를
도모하던 1980년대는 하필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신보호무역주의는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후진국에서 주로 채택되던 전통적인 보호무역
주의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채택되며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 산업 보호와 주로 비관세
장벽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 배경은 세계 무역 확대를 위
한 GATT 협정, 1967년 케네디 라운드, 1973년 도쿄라운드 조인 및 OECD의 무역
자유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빈번한 국제통화 위기를
겪음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무역과 외환에
대해 규제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은 1988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이다. ‘포괄통상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의 대외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
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1974년의 ‘통상법(Trade Act of 1974) 301조’, 수입피해의 구제
를 규정한 ‘통상법 201조’, 반덤핑규제를 강화하고 저작권·특허권의 보호조치를 규정
한 ‘통상법 337조’의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매우 강한 법안
이다. 특히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201조(긴급구제)의 강화는 수입품에 의한 ‘중대한
피해위험’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시장 점유율 감소, 현행 연구개발 투자 수준 유지 가
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수출기업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한 모든 업종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미 수출기업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었다.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내 생산이다. 생산과 고용이 현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현지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면 해당 기업은 현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금성사는 해외 시장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1980년대 초부터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A Project’라고 명명된 컬러 TV
미국 현지 생산 프로젝트는 훈련된 노동력과 인건비, 부품 소싱 인프라, 에너지 비용,
주정부의 조세제도 및 금융지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Alabama주의
Huntsville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공장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Huntsville시와 산업수
지공채 발행계약을 맺었다. 이 채권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최초의 공채였다.
1982년 10월 준공식을 가진 금성사 Huntsville 공장은 민간 자본으로 투자된 우리나
라 기업 최초의 해외투자 사례가 되었으며, 무역장벽을 넘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시장인 미국시장에 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도전요

- 23 -

｢경영사학｣ 제32집 제4호(통권 84호)

2017. 12. 31, pp. 5~36.

인도 만만치 않았다. 평균 임금이 한국 대비 4.2배에 달하는 미국에서 생산하여 경제
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 금성사는 40일이 넘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출물류기간을 단축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통상 해외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 해
외생산공장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
성사 Huntsville 공장은 준공 6개월만에 가동률 100%에 도달하여 이런 우려를 불식
시켰다. Huntsville 공장의 초기 성공으로 경험과 현지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금성사
는 곧 이어 컬러 TV 생산라인 증설공사에 착수하여 1984년 제2TV공장을, 1985년에
는 전자레인지를 생산 품목에 추가하여 제3공장을 완공하였고, 1987년에는 완성품
창고 및 제4공장을 완공하는 등 미국 내 생산기반을 계속 확장하였으며,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현지생산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사진 2> Huntsville 공장 생산 1호 TV 출하

미국에서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금성사는 1983년 유럽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입지 선정을 위해 유럽 내 주요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국가
별 경제 정책의 안정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유럽 내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
수한 노동 인프라를 보유한 독일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금성사가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전자레인지를 비롯해서 VCR, 컬러 TV, 비디
오테이프 등 거의 모든 한국산 가전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어졌고, 이는 금
성사가 유럽 생산기지 확보 계획에 속도를 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1986년 6월 서
독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주 보름스(Worms) 시와 공장설립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 현지 생산법인인 GSE(GoldStar Europe GmbH)가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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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공장은 1987년 11월 완공되어 EC 및 북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VCR과 컬러
TV를 연간 약 55만대 생산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치·사회 전반에서 민주화 욕구가 분출되면서 노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그 결과 임금이 급격히 상승되어 한국 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금성사도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
었는데 1989년 노사분규로 40일 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기업 이미지 추락과 매출 기회 상실,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국
내 시장 선두자리를 경쟁사에 내어주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
내 제조업 환경 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대내적 요인은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 및 시
장개방 요구,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들과 결합되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에 걸쳐 금성사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해외생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
는 계기가 되었다. GSAI와 GSE는 한국의 후발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검토할 때 입
지선정이나 현지 오퍼레이션 설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금성사도 1980년대
후반 합작과 단독투자 형태의 해외 생산법인 투자를 가속화 했다. 터키의 가전 기업
인 Vestel과 합작으로 V-GS(Vestel GoldStar Electronic Sanayi Ve Ticaret A.
S.)를 설립하였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중남미 시장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미국 내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던 Huntsville 공장의 이
전을 위한 포석으로 멕시코 북부 멕시칼리에 GSMX(GoldStar Mexico S. A. DE.
CV.)를 설립하였다. 또한 노동력이 풍부하고 수출 여건이 양호한 필리핀에도 현지 최
대의 유통기업인 Collins와 합작으로 GSCP(GoldStar Collins Phils. Inc.)를 설립하
였다.
1989년부터 금성사는 그룹차원의 V-Project 추진에 발맞추어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비전
하에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글로벌 전략의 골자는 1980년대에 추진해 온
국제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지역별 상호보
완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축, 현지 법인의 의사결정 및 인력구조 현지화로 자율경
영 완성, 현지 법인의 독자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자생력 확보’ 등을 주요 전략방향으
로 삼았다. 80년대의 국제화 전략이 경영 활동의 무대를 한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
으로 확대한 양적인 개념이었다면 89년부터 추진한 글로벌 전략은 기업의 현지화와
생존력을 강화하는 질적인 개념이었다. 이는 금성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다국적 기
업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인식과 경영의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를 주요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담당을 중심으로 현지경영체제가
구축되었는데, 북미, 중남미, 서구, 동구, 중동CIS, 일본, 중국, 아주 지역 등 9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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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부가 설치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시스템 마련과 철저한 현지화가 추진
되었다. 한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뿐 아니라 R&D, 디자인 등 부가가치가 높
은 기능들의 해외 전개도 촉진되어 주요 지역에 해외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센터들
이 설립되었다. 가장 먼저 독일 보름스(Worms)에 GSEL(GoldStar Europe
Laboratory)가 설립되었고, 이어 미국 시카고에 첨단기술 연구소 GSNAL(GoldStar
North America Laboratory, Inc.)가 설립되어 미국의 Zenith사와 공동으로
HDTV (High Definition Television)의 연구를 주도하였다. 글로벌 디자인의 연구
개발을 위해 Ireland Dublin에 설립된 GSDT(GoldStar Design-Tech. Ltd.)는 글
로벌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상품 디자인 개발과 유럽 지역의 연구개발센터 역할을
병행 담당하였다.
1995년 시무식에서 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많은 부담을 무릅
쓰고 그룹의 명칭을 LG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36년 동
안 사용되어 온 ‘금성사’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새롭게 ‘LG전자’
라는 명칭이 등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명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현
지 대리상을 통한 수출로 시작하여 판매법인, 생산법인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세계화
의 틀을 마무리한 금성사가 본격적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영에 나서게 되는 전환
점이기 때문이다. 즉 외형상의 세계화에 이어 질적인 측면과 내면의 글로벌화가 시작
된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아이덴티티인 CI 변경과 동시에 새로 취임한 구본무 회장
은 취임사에서 “과감히 도전해 최고를 성취하는 강한 LG를 만들기 위해 조직 전부문
의 역량을 세계 초우량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사명 변
경과 새로운 CI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였다.
CI는 기업이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축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Gregory and Wiechmann, 1997), 새로운 사업전환점을 맞아 변화를 모색하기 위
해 CI를 변경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김귀련·김원택, 2014).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에서 제2의 도약을 선언한 LG전자는 곧바로 1995년 7월 미
국 최대의 가전회사인 Zenith Electronics Corporation 주식 55%를 인수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Zenith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HDTV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로
미국 TV 시장에서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 SONY와 더불어 Top 3
브랜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었다. LG전자는 Zenith의 최대 주주로
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아직 미국 시장에서 생소한 LG 브랜드를 보완할 TV 브랜드
를 얻는 것과 동시에 HDTV 관련 첨단기술과 디지털 셋톱박스, 유·무선 영상 및 데
이터 전송 기술 등 차세대 디지털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Mexico에
있는 Zenith의 컬러 브라운관 공장과 LG전자의 컬러 TV 공장과의 수직계열화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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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생산 능력을 갖춘 북미지역 최대의 컬러 TV 생산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추진되면서 단순 조립 생산
만으로는 수입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브라운관 등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로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다. 인수 이전부터 자금난과 운영효율 미달로
어려움을 겪던 Zenit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LG전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활동에 돌
입하였다. 공장에 대한 정밀 실사와 생산 라인별, 제품별 원가 분석 작업을 통해 근본
적인 제조경쟁력 개선활동이 이루어졌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부채 탕감과 재무구
조 개선 노력이 전개되었다. Zenith가 보유한 공장들 중 멕시코에 위치한 Reynosa 공
장을 제외한 4개의 생산기지와 설비를 매각하여 경제성이 낮은 제조부문의 축소도 단
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Zenith의 경영정상화는 난항을 거듭하였
고 결국 1999년 Chapter 11 기업회생계획(Pre-packaged Reorganization Plan)이
Delaware 주 연방법원에서 승인되면서 기존 주식은 모두 소각되고 LG 전자가 2억 달
러의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Zenith는

LG전자의

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로 구조가 변경되었다. Zenith 인수 초기 막대한 인수 비용과 해외 M&A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 그리고 경영정상화 실패에 따른 파산 신청과 회생절차
등은 LG전자의 글로벌 전략 추진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인
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어려움을 깨닫고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방식
을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 기업을 관리하면서 얻은 글로벌 경영관리 역
량은 뒤이은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운영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비록 Zenith 인수
초기의 재무적 성과는 빈약하였지만 Zenith가 보유한 VSB(vestigial side band)라는
원천기술로 인해 추후 LG전자는 미국식 디지털 TV를 만드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대
당 5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되어 매년 수 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게 된다.
해외 생산법인의 확충과 CI 교체에 이어 해외 전 지역에서 ‘GoldStar’ 브랜드의
‘LG’로의 전환 작업도 이루어졌다. GoldStar 브랜드는 품질과 가격포지션이 낮았던
수출 초기부터 사용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
어 있었는데 LG전자는 브랜드 교체와 더불어 고급 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LG 브랜드로 혁신 제품을 다수 출시하고 과거와는 차별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 예로 1996년 LG전자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교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0개국에서 동일한 콘셉트의 표준화된 글로벌 광고를
실시했는데, 이는 마케팅 같은 기업의 핵심 활동이 글로벌 차원에서 조율되고 표준화
되는 글로벌 경영의 출범을 알리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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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금성사 – LG전자 브랜드 로고 변천
1958~1996

1996~2014

1996년 취임 1주년을 맞은 구본무 회장은 향후 10년 동안 LG그룹을 끌어갈 비전
을 담아 ‘도약 2005’를 선포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의 질과 양 모두에서 1등 실현’,
‘고객감동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최고의 보람 있는 직장 달성’ 등이었다. 이에 따라
LG전자도 ‘The Best Global Company’를 미래상으로 하여 세계적 관점에서 경쟁하
겠다는 ‘도약 2005’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LG전자 CEO 구자홍 사장은 “도약
200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혁신과 신사업의 추진으로 전략적
육성 사업과 성장 유망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고 Globalization의 적극적인
전개입니다” 라고 밝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전략에 박차를 가했다. 9
개의 지역 담당을 8개의 지역본부로 개편하는 한편 향후 지역본사제도에 대비하게 했
다. 아울러 현지완결형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각 지역에 생산법인을 지속적
으로 설립해 원가경쟁력의 현지화, 생산성 극대화, 현지 시장에 맞는 고품질 확보, 현
지 인력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1996년은 LG전자의 해외
생산기지가 그 숫자와 규모 면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기록하는 해가 됐다. 먼저 세계
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던 중국에서 중요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앞서 1995년 8월에
설립된 LG전자의 중국지주회사인 LG전자중국유한공사(LGECH)는 중국 현지에서 산
발적으로 운영 또는 건설되던 10여 개의 생산법인에 대한 지분 및 경영 참여를 통해 연
구개발, 생산, 판매,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지에서 진두지휘했다. LGECH는
설립과 동시에 중국 텐진시 천진전빙상공업공사와 樂金電子天津電機有限公司 설립 계약
을 맺었고, 1996년에 에어컨, 컴프레서,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등을 생산하는 대규
모 백색가전 및 부품 공장(LGETA：LG Electronics Tianjin Appliances Co. Ltd.)
을 완공하였다. 같은 해 후난성 창사시에 컬러브라운관 공장(LGESG：LG Shuguang
Electronics Co. Ltd.), 랴오닝성 션양시에 TV 생산 공장(LGESY：LG Electornics
Shenyang Inc.), 장쑤성 난징시에 세탁기 공장(LGEPN：Nanjing LG-Panda
Appliances Co.) 등이 잇따라 준공되어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TV, 에어컨, 전자레인
지, 세탁기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대한 중국 현지 생산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후
LG전자의 중국 생산법인들은 한국의 구미, 창원 공장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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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혁신과 꾸준한 확장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중국에서 발 빠른 생산기지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1996년 동남아의 전
략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에는 종합 전자 생산 기지인 LGEDI(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 설립하여 기존에 이미 가동하고 있던 컬러 TV, 냉장
고, 세탁기 합작 공장인 LGEAE(P.T. LG Astra Electronics) 및 필리핀 태국 등지의
TV 공장과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풍부
한 노동력과 높은 근로 의욕,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산업 육성 정책 등 제조업 환경
이 우수한 나라이다. LGEDI는 생산의 90% 이상을 인근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고 LG전자의 동남아지역 최대 생산
기지로 중국, 한국과 함께 3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 이외에도 브라질 아마존의 Manaus에 대규모 가전 복합단지인
LGEAZ(LG Electronics da Amazonia Ltda.) 공장 준공, 영국 웨일즈 종합 전자단
지 투자 결정 등 굵직한 해외 생산기지의 준공 및 기공이 1996년에 이루어지면서
LG전자는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온 해외 현지생산체제를 10년 만에 마무리하게
됐고, 그 해 11월 수출의 날에 ‘수출 50억불탑’을 수상하고 12월 TV 수출 10억 달
러 등을 달성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의 큰 이정표를 세웠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기업의 국제화 동기와 국제화 과정은 국제경영학의 핵심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자 기업이자 가장 먼저 국제화를 진행한 LG전자(구 금성사)가 웁
살라 모형에 제시된 대로 대리상을 통한 수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한 규칙적 체계적
수출 단계를 거쳐 현지 생산법인을 통한 세계화로 진화해갔으며, 이전 단계에서 축적
한 경험과 인적 자원을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였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웁살라 모형의 단계를 따라 시기를 구별하였으며 첫 수출이 성사된 1962
년부터 최초의 해외 법인이 설립된 1978년까지를 국제화 1단계, 1978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지에 해외 판매법인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국제화가 진행된
1988년까지를 국제화 2단계, 현지화와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완결형 체제와
세계화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를 국제화 3단계로 구분하였다. 물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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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현지 조립 공장은 1982년에 미국 Huntsville에 설립되었지만 세계 각지에 생산
기지와 R&D센터 등이 설립되고 제품개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기능들이 전개된
것은 1990년대였다. 이 시기에 회사 명칭이 LG전자로 변경되면서 8개의 해외지역본
부가 출범했고, LG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글로벌 생산 거점이 완성되었다. 많은 개발도상국
기업들 막대한 지식이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LG전자는 단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였고 전자 산업에서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 시사점
LG전자의 단계별 국제화 경로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자동차 등 후발 국제화
기업들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었고 한국 기업의 압축 성장과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모
델이 되었다. LG전자가 개척한 해외 판매법인과 현지 생산기지들은 후발 한국 기업들
이 해외직접투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Knickerbocker
(1973)가 지적한 같은 산업에서의 경쟁기업들이 서로를 따라 진출하는 효과처럼 LG
전자가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했던 뉴욕, 뒤셀도르프 등은 이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후보 입지가 되었고, 최초의 생산 공장이 진출
했던 앨라배마 주에는 2002년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이 들어서면서 핵심적인 미국
내 생산 기지가 되었다. 본 연구는 LG전자가 국제화 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도전요인
과 성과를 분석하기에 국제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웁살라
모형이 제시하는 단계별 국제화 이론을 적용해 국제화 수준 단계별 배경과 주요 활동
을 경영사적으로 고찰하고, LG 전자가 웁살라 모형의 국제화 단계들을 넘어갈 때마
다 직면했던 장애 요인들과 이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단계별
국제화 이론의 구체화와 기업의 국제화 행위 설명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산업별 국제화 과정 연구들이 존재하나 개별 기업이 국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환경과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으며, 특히나 따를 이정표가 없었던 시기
에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화를 이끌었던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
업의 경우 자원이나 해외 시장 경험이 근원적으로 부족하기에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 우위를 가지기 힘들지만, 경험적 지식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 국제화를 강
조하는 웁살라 모형은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웁살라 모형을
따르는 LG전자의 국제화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실제 기업들이 각 단계에
서 어떤 방식으로 국제화를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국제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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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시기의 시대적 상황 및 기업 상황을 고려해볼 때, LG전자의 성공적인 국제화 경로
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경영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원수준이나 경쟁우위가 낮은 개
발도상국 등지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사례와 해당 시대 및 기업 환경에 적합했던 이론을 연결시
킨 탐색적인 연구이기에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는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국제화 이론에서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웁
살라 모형의 유효성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한국 전자산업의 국제화
를 선도했던 기업의 발전사 연구 측면에 기여하였다. 또한 LG전자의 기존 문헌은 LG
전자의 국제화 전략을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으나 특정 시장 진입이나 현지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LG전자의 국제화의 긴 역사를 국제경영 이론과 연결지어 분석하
는 연구로써 의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했던 기업들의 다른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화나, 시대별 국제화 흐름의 변
천사에 대한 발전사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해외 진출과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LG전자는 LCD
TV의 등장과 스마트폰 도입이라는 중대한 두 번의 기회를 실기함으로써 후발 경쟁사
인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액정표시장치 LCD
TV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LCD TV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LG전
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방식과 액정표시장치(LCD)로 개발력과 마케팅을 분
산하면서 삼성전자에 기선을 빼앗겼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자통신 업계의 핵심제품으로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
한 대응에서도 LG전자는 Apple, 삼성전자 등에 뒤떨어져 1등 도약에 실패하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Haier, Heisense, Meidi 등 후발 중국 업체들이 품질 개선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더욱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비록 2000년대 후반 LG전자의 해외 사업성과가 회사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
지만 아직도 LG전자는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휴대전화 등 모든 가전제품 시장
에서 세계 3위 이내의 입지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과거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선
도한 경험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 및 시장 트렌드에 접목할 수
있다면 LG전자는 다시 한 번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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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ical Review on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LG Electronics based on the Uppsala Model

Khee-hong Song*·Jai-ho Chung**·Hye-jin Cho***

2)

Abstract
Electronics industry has been Korea’s leading exporting industries which
experienced the first internationalization stage of Korean firms. LG Electronics is
the first electronics firm in Korea that succeeded in foreign market penetr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nd became a world leading MNC. This study adopts
Uppsala model of internationalization to analyze how LG Electronics transform
itself from small and medium sized firm without competitive product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to successful MNC. Uppsala model proposes that firms
gradually intensify their activities in foreign markets, as firms can accumulate
market knowledge to utilize such knowledge in increasing market commitment.
First, the firm started to export in sporadic manner by using export agents.
Second,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allowed LG Electronics to set sup
its own foreign sales subsidiaries. Establishment of sales subsidiaries allows for
regular and planned exporting activities. Lastly, LG Electronics established foreign
manufacturing subsidiaries which need a large resource commitment. The
sequential foreign market entry is especially followed by emerging market firms,
since they lack competitive resources or knowledge, and LG Electronics’
internationalization history displays such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Key Words> LG Electronics, Internationalization, Entry Mode, Uppsal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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