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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의 고유 모델 포니(Pony)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시사점
1)안

연 식*

요 약
현대자동차는 당시 자동차 설계 기술이 전무하고 일천한 조립 생산기술을 보유한 정도였으
나 고유모델 포니의 성공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오늘날 세계 제5위의 완성차 생산
역량을 보유한 강자가 되었다. ‘포니’ 프로젝트는 현대는 물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 시장
에 널리 알린 성공사례로서, 기술역량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는 성공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니’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고찰하여, 역사적 의의는 물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거대 규모 프로젝트 수행역량이 요구되는 우리나라 기업에 유의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양한 문헌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당시 현대차에서
수행된 포니 프로젝트에서의 전략과 활동들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 ‘포니’프로젝트는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거대규모의 해외수출 지향 프로
젝트였으며, 이와같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전략 프로젝트의 기획 발굴,
외부 기술의 학습 및 결합역량을 통한 독자적 고유모델 확보, 통합적 조직역량의 내재화, 해외
시장을 목표로한 도전정신, 경영층의 기업가정신 및 동기부여 리더십, 정책적 지원의 활용 및
반대론자의 논리에 대한 설득 및 이를 돌파하는 경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현대자동차, 포니 프로젝트, 거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가정신

Ⅰ. 머리말
오늘날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GAFA)과,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
리바바(TBA) 등 거대한 혁신기업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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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쉽게도 이러한 거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하여 두각을 나타낸 사례를 갖지 못하
고 있다(성동규, 2018).
기업 경영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1975년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고유모델 ‘포
니’를 생산한 이후 1980대와 199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95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진입하였으며, 현재에도 세계 5위의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채
영석, 2006; 현영석 외, 2014). 1955년 당시, 우리나라는 미군용 Jeep를 재생한 ‘시
발’ 조립을 시작으로 극히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현대차는 후발 주자
였다. 그러나 현대차의 포니의 성공사례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자동차 해외 수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990년 포니 모델은 프레스토와 포니 엑셀에게 자리를 넘겨주
고 시장에서 퇴장할 때까지 국내외에서 약 74만여 대가 판매되었다. 또한 자동차산업
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조선, 반도체 등 거대 규모 제조업의 생산체계와 국가 경제발전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차가 설계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
게 1974년 자체 고유모델을 개발하고 1975년부터 이를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
할 수 있었을까에 집중한다.
그동안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을 위한 주요 연구들은 신제품개발 및 기술사업화 역
량이 무엇인지 역량이 경쟁우위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조, 사업화 전략 등의 연
구에 치우쳐있고(이지형 외, 2009; 박진제 외, 2016; 황경연 외, 2016), 실제로 이런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의 전략과 활동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의 실행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차의 고유모델 포니프로젝트의 성공 과정을 분석하여, 우
리나라의 기업들이 거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만 하는 중차대
한 시점에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혁신전략은 물론 경영층에서의 리더십 활동을 중심
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대차 ‘포니’ 프로젝트의 특성 분석
본장에서는 현대차의 고유모델 포니프로젝트 추진 당시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상황과
프로젝트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프로젝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정주영｣의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프로젝트
아산 정주영(1915~2001)은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두메산골 빈농의 장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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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총 4번의 가출을 시도하였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19세에
상경하였고 쌀가게의 점원으로 출발하였다. 24세인 1940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수
리공장을 운영하였으며, 2년후인 1942년 일본의 기업정리령에 의해 문을 닫았다(박유
영 등, 2002). 아산은 사업기간도 짧고 규모가 작은 상태였지만 자동차의 기본 동작원
리 및 부품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다고 판단된다. 정주영의 탁월한 기업가 정신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김화영 외, 2014 & 2017), 그는 창의적 비지니스 아이디어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문원택 외, 1998).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2013)에 의하면
“창조성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로서, 세종대왕(33.3%), 장영실(16.5%)에 이어 정주
영(5.7%) 등 성인 1005명의 응답자들이 실명으로 제시한 6인중 세번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주영은 자동차가 향후 한국경제를 주도할 전략산업으로 판단하여 실제
로 10만 대의 생산 공장을 설립(1975년 12월)하였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유모델 ‘포
니’의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 기업가였다(현대차, 1992, p.76).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대차는 자동차 자체 설계 및 생산 기술이 없는 후발 기
업으로서, ‘포니’ 프로젝트의 성공은 현대차의 비약적인 도약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기업의 비약적 도약을 추구하는 거대규모 프로젝트
당시 여건상 외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제휴없이는 자동차 공장 설립 인가가 나지 않
았다. 국내의 자동차산업은 1960년대에 중고차 부품을 활용한 조립생산에 이어, 도요
타 자동차에서 CKD(Completed Knock Down) 부품들을 수입하여 조립하던 국내업
체 신진자동차에서 1972년 미국 GM사와 함께 GM-Korea자동차를 설립하여 도요타
모델 대신 GM모델을 생산하였다. GM은 한국자동차산업의 완전 지배를 노리며 후진
국 업체를 단순 생산기지로 인식하였다.
1946년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회사로부터 출발하여 자동차 관련 사업을
계속하던 현대차는 1967년 12월 포드자동차와 조립기술 계약으로 1968년 11월부터
‘코티나’모델의 조립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4년까지도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자
동차 설계 및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이 없는 신생업체였고, 국내 내수시장 또한 취약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사장은 과감히 자체 모델의 자동차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당시 자본금이 17억원의 회사가 30배에 달하는 500여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고부담-고성과(high risk-high return)를 기대하는 프로젝
트였다. 당시 GM의 부사장 H.W. 벤지는 “현대가 고유모델로 자동차를 개발하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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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였다(박지민 외, 2012, p.9).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 및 정세영 사장 등 현
대차 경영진은 “자동차 제조는 성숙한 기술을 요구하며 당시 하이테크기술은 아니고,
소요 자금은 조선소와 수출선 건설에서의 모델을 활용하겠다”고 강력하게 프로젝트 추
진을 선언하였다. 현대차는 자본금 17억원의 회사로서 포니 프로젝트에 최소 3~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외국의 차관으로는 상환능력이 없는
거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최소한 5만대는 국내시장에서 소화해주어야 하는데 국내 내수
시장은 미약하였고, 당시에 포니 프로젝트는 제품개발 및 판매에서 현대차 내부 역량
및 가용 자원으로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였으며 현대차의 기술력 및 브랜드 등 수출능
력과 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모험이 큰 거대 규모 프로젝트였다.

3. 독자모델을 통한 해외 수출상품 확보 프로젝트
현대는 단순조립에서 벗어나 72년부터는 50:50으로 합작하여 모든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자사의 완성차에 포드 상표를 붙여 포드자동차의 해외판매망을 이용하겠다는
독자적인 사업역량과 해외수출을 목표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드는 한국의 자
동차 시장의 규모와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완성차 제조사로의 이탈을 막고, 디젤엔진
을 납품하는 전문부품업체로 남기를 원했다. 포드사와의 협상이 3년을 끌다가 결렬되
었을 때 정주영 회장과 최고위임원들은 “당사는 이 협상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합작해
서는 자동차의 양산과 수출은 물론 부품공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국적기업은 합작회사가 경생사로 성장하는 것을 꺼려해서 기술이전에도 소극적이므
로 실제 기술축적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했으며(<표 1>
참조), 당시 정주영 회장은 “합작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자주성이 없으면 장래
성도 없다.”로 술회하며 독자모델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현대자동차, 1992).
1972년 당시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완성차를 생산하던 당시 국내 자
동차산업 수준에서 고유모델 개발은 어려운 일이라는 내외부의 반대파들을 향하여 당
시 정세영 사장도 “고유 모델을 안 만들면 우린 죽어. 반대할 사람은 비켜서서 구경이
나 하라고!” 일갈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는 포드와의 결렬을 선언하고 자동차 기술의 국산화와 고유모델개발
을 목표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고유모델이름은 ‘조랑말’을
의미하는 ‘포니’였고, 차명은 공모를 통해 58,000여 통의 응모작 중에 선정된 것이다.
실제로 ‘포니’브랜드는 포드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미 특허등록을 해놓았던 터라
서 협상을 통해 상표권을 매입하였다(현대자동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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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방식 비교
구분

합작

기술제휴

독자개발

제품수준

고도의 향상 기대

수용능력에 좌우

보유역량에 좌우
(향상 기대 곤란)

개발난이도

비교적 용이

자체개발 要

전반적인 자체개발 要

제품개발 기간

최단기

단기

장기화 예상

기술료

비교적 많음

상당히 많음

경감

투자약

과다

과다

감소

사업리스크

비교적 안전

안전

증가

수출시장

독자성의 제약

일부 제약 예상

독자성 有

경영의 자주성

상당히 제약

확보 가능

확보

경영의 체계화

단기간내
선진시스템 습득

각종 선진시스템
도입 가능

독자적인 경영시스템
개발 要

출처：현대자동차(1987), p.436.

포니는 첫해에만 1만9천여대가 팔려나갔고, 단숨에 국내 승용차 시장점유율 43.5%,
소형차 시장점유율 66.7%를 차지하며, 라이선스로 생산되던 중형차 시장까지 잠식했
다. 1976년 7월에는 국산차 최초로 에콰도르에 수출됐으며 1985년까지 총 29만4천여
대가 판매됐다. 포니는 1982년 ‘포니2’로 이어진다. 1984년부터 캐나다에 수출돼 미
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닦은 포니2는 1990년 1월까지 35만9천여 대가 판매됐다. 따라
서 포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 셀러인 엑셀 모델로 연결되었고, 100%의 우리 기
술로 생산된 엑센트 모델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포니 프로젝트는 독자모델의 개발과 수출지향적 프로젝트로서 한국 자동
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시도했어야 할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였다. 많은 반
대파의 주장을 물리치고 수행된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전략적 및 미래지향적 도전이
자리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으며, 당시 여건에서 현대차와 한국 자동차산업의 도약을 가
져온 거대규모 프로젝트였다.

Ⅲ. 현대차 ‘포니’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본장에서는 ‘포니’ 프로젝트에서 경영진과 내부 조직에서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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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정을 고찰하여, 성공요인들을 제시하고 향후 국내 기업들이 거대규모 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연계하고자 한다.

1. 세계 수준의 전략 프로젝트 기획 발굴
포니를 고유모델 승용차로 개발한다는 것은 설계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경험이 전무
하고 단지 조립생산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현대차의 당시 상황으로서는 무모한 도전이
었다. 즉 현대차는 국내에서조차 당시 확실한 후발주자였다.
해외에서는 자동차 선도국가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1962년 3
년 중소형차 허가를 얻은 신진공업이 16인승 마이크로버스를 조립하여 국내 자동차 메
이커로 부상하였고, 63년에는 미군이 불하한 부품으로 유선형 승용차 350대를 조립하
여 64년에 소형승용차 제조허가를 받은 국내 최대의 강자였다.
따라서 포니 개발프로젝트는 현대차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프로젝트였다.
당시 성숙단계에 있는 글로벌 해외 선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역량을 단
기간에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포니 프로젝
트에서 현대가 고수한 고유모델 확보 전략은 외국기업의 예속에서의 탈피 및 자립, 자
동차 공업의 수출사업화 그리고 한국 자동차공업 전반의 자립 및 여타공업의 발전을
목표로하는 원대한 사명감에 기반을 둔 세계 수준의 전략 프로젝트였다.
현대차가 당시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이한 프로젝트는 포드사 및 GM 등과 협
력하여 생산공장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추진한 ‘포니’
프로젝트는 단지 외부의 협력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서, ‘고유모델’을 갖고자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신기원을 수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 뿐만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해야할 세계수
준의 독창적인 전략 프로젝트를 기획,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관학
관련 3주체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집하고 자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거대규모의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해야만 해당 시장 영역에서와 한국 경제의
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외부 기술의 학습 및 결합역량을 통한 독자적 고유모델의 확보
한국형 승용차의 고유모델 선정과 설계는 외국에서 생산 시판된 일이 없는 새로운
차형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생산비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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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가 싼 경제성이 높은 차, 자가용 및 영업용의 겸용으로 국민차로서의 성장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차, 산길이나 험로에 적합하고 견고성 및 기동성이 높은 차, 속도는 최
대 시속 140km 정도로 설정하였고, 승용차로서 화물겸용으로 쉽게 전환개발이 가능
하며, 소형 군용차 제조시 부품공용이 가능한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차였다. 1974년
10월, 55회 토리노 국제모터쇼에 진출, 76년 2월 정식으로 ‘포니’가 출시, 1,238cc와
1,439cc모델(1979년), 수냉 4기통, 4단 수동 변속기, 최고시속 155km, 연비는 시내
주행 13km/l, 고속도로 주행시 17.6km/l, 가격은 227만3,270원(당시 자장면이 60원
이었으므로 오늘날 약 2억원으로 추정)으로 책정하였다.
<그림 1> 한국형 고유모델 포니의 당시 스케치도

출처：현대자동차, 1987, p.187.

포니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탄생당시 5도어 해치백 모델로 외형과 설계는 이탈디
자인(ItalDesign)의 유명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가 맡았고,
엔진은 미쯔비시(Mitsubishi) 새턴(수냉 4기통 OHC 1,238cc)으로 80마력(6,300rpm)
최대토크 10.8km(4,000rpm) 최고속도 155km/h), 차체는 랜서(Lancer Evolution)
의 것을 이용하였다. 변속장치는 동시치합식 전진4단 후진 1단의 수동변속기였으며,
현가장치는 앞바퀴 맥퍼슨 스트럿 뒷바퀴 판 스프링 방식이었고, 제동장치는 하이드로
릭 2중식으로 앞바퀴는 디스크 방식, 뒷바퀴는 드럼방식이었다. 연료계통의 기화기 형
식은 스트롬버그 2벤츄리 수직형이었으며 수동초크를 채용했다. 연료탱크 용량은 45ℓ,
냉각계통은 강제순환 수냉식, 서머스탯은 왁스형 타입이 적용되었다.
한국형 고유모델 개발에 착수한지 1년 6개월, 차체설계를 시작한지 1년여만에 74년
10월 고유모델의 설계작업은 완료되었고, 이탈디자인에서 시제작한 차와 완성된 설계
도면을 보내왔다. 그러나 75년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발족한 기술연구소에서 그대로
깎고 다듬어서 시험차를 만들었지만 부품들이 조립되지 못하였다. 국산 계측기의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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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준이 낮아 오차가 생겼던 것이다. 결국 계측기를 전부 수입하여 다시 부품을 만들
자 제대로 조립되었다. 90%의 국산화율을 달성하였고, 엔진도 주요 부품만 미쓰비시에
서 들여왔다. 포니는 스타일링이 매우 우수하였고, 크기와 제원이 에너지 위기 이후의
자동차 시장성에 적합하였으며, 내구성이 좋았고, 한국이 자동차 역사상 최초로 고유모
델의 차를 출시하여다는 호평이 이어졌다(현대자동차, 1992). 즉 포니는 자동차디자인
차원에서 선도 주자들의 각축장인 유럽인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취향 및 도로사정에 맞는 경제형 모델인데다가 내구성이 좋아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
어, 첫해 10,726대 판매하여 승용차 판매량의 43.5% 차지하였다. 생산역량은 포니의
생산 이전에 즉 창업초기 포드사의 코티나 등 일부 차종의 엔진 등 위탁 조립생산 경험
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탁월한 미래지향적 목표를 수립하고 자동차 사업에서 이를 기획하고 구현하고
자 도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제가 1967년 자동차산업에 처음 손을 댔을 때 우
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보면 일본 자동차를 들여다가 조립만 하는 이른바 KD(Knockown)생산이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을 갖
춘 고유모델의 차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강행하였습니다.”(현대자동차,
1992, p.76).
당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사업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방안의 하나는 “분
할 정복(divide and conquer)이었다. 고유모델 승용차생산을 위해 수립한 전략은 (1)
외국의 설계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자동차 차체설계를 의뢰, (2) 완성
차 제작을 위한 전문분야별 외국인 자문, (3) 차체 스탬핑용 금형 중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주요 부분품은 1차에 한해 외국 전문메이커와 기술협조계약으로 특허권 및 기술
협조 지원으로 개발, (4) 스탬핑 및 금형제작 기술은 해당 요원의 해외훈련으로써 성취
가 주요 골자였다.
이를 위해 현대차에서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포니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프레스,
금형, 조립(생산기술), 주조, 단조, 엔진, 설계 등 부문별 책임자를 설정하고 각 담당자
및 부서를 기존 경험을 중심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제를 완성하는 접근법을 적용하
였다. 세부적으로 승용차 설계는 이태리의 자동차 설계용역회사인 롬발디, 베르토네 등
과 협의하고, 금형은 일본의 오기하라 또는 후지철공소와의 1차 발주후 자체 제작을,
스탬핑은 일본의 아이다, 아미노와 미국의 나이아가라 등과 접촉하고, 주조 및 단조는
조선을 포함하여 영국의 GKN, 미드랜드들 유럽지역 회사와, 엔진공장은 디젤엔진을
영국의 퍼킨스와 가솔린은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부품은 후차축과 변속기를 주축으로
영국의 이튼, 터너 등을 대상으로 협력파트너 선정을 위한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조
립공장 확장 및 종합기술센터 등도 별도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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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별 협력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현대와의 발
주를 얻기 위한 현지업체들의 도움으로 폭스바겐, BLMC터키공장, 후지중공업, 혼다,
도요타자동차 공장을 견학하여 공장건설에 참조할 수 있었다.
디자인은 이탈디자인사의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작품이었는데, 그는 당시 30대 중반
의 젊은 나이였지만 독일 폴크스바겐의 파사트ㆍ실로코ㆍ골프, 이탈리아의 알파 로메
오, 일본의 이스즈 117 등을 디자인한 실력자였다. 또한 미쓰비시의 새턴엔진과 트랜
스미션을 탑재, 차체(under body)는 미쓰비시 소형차 랜서의 것을 그대로 이용, 금형
은 일본의 오기하라, 프레스는 프랑스사의 기술을, 폭스바겐 골프, 란치아 델타와 같은
명차의 스타일링을 채용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에는 영국인들이 참여하였는데, 조지 턴불(George Turnbull) 현대차
부사장으로 3년간 계약으로 초빙하였으며, 모리스 마리나 2대를 셈플로 구입하였다.
조지 턴불은 당시 세계 자동차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대형 메이커 중 하나인
영국 BLMC(British Layland Motors Corporation) 부사장이었다. 이는 공장 설계와
건설을 위한 공학적 자문과 기술공여회사들로부터 제공되는 기술정보를 검토하고 평가
하는데 자문하였다. 또한 그롤 통해 샤시, 차체, 각종 시험, 금형, 프레스, 엔진 등 각
부문의 영국 전문가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는 설계도면과 엔진 등 제조기술을
외국기술회사와의 용역 및 기술 협조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는다는 전략에 따라 <표
2>에서와 같이 각각 파트너들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처음 시도해보는 프로
젝트에서의 시행착오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도 있었다.
<표 2> 기술부문별 파트너 선정 결과
기술 부문

파트너

계약금액

기타

디젤엔진제조

영국 퍼킨스

152,000$

기술료 엔진 리터당 2$ 별도

차체설계

이탈디자인

1,477,000$

가솔린엔진 제조

일본 미쓰비시

1,300만Y

대당 2,500Y 별도

엔진주물공장

일본 미쓰비시

3,300만Y

대당 400Y 별도

자동차 공장 건설

영국 조지핸리 턴불

년 100,000$

상여금 2만$포함

기타 설계, 시험,
부품 등

John Ray
Crosthwaite 등

년 210,000$

외국인 총6명

출처：현대자동차(1987)에서 저자 정리.

이와 같은 현대차에서 고유모델 포니를 통해 확보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
외에서도 각광받는 소형차 솔루션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확보해야할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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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현 시점에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고유모델이어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현대차의 고유모델의 개발은 설계부터 생산설비까지 모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서 제작한 사례로서 엄밀하게 본다면 적정 외국기술 도입에 따른 ‘자체 고유모델 개발’
이었다. 따라서 고유모델 확보는 국내에서도 다수 고객들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외국
의 비즈니스모델과도 차별화된 탁월한 시장주도적 창의성이 내재된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글로벌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3. 통합적 조직역량의 내재화
아산은 국내 기술의 수준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각 부문별 기술을 통
합하고 이를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습을 통해서 내부 조직역량으로 결집하여 포니 프로
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보고 조직역량의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적극 발
휘하였다. 즉 외부의 역량을 국내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아산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미
래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학습을 통해서 역량개발 및 축적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성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의 역량이 결집되지 못한 초기 수준의 벤처기업에서는 특히 경영진이
넓은 미래관점에서의 목표를 제시하고 조직의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림 2> 체인연결 혁신 모델

출처：Kline & Rosenberg, 1986,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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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와 같이 표현되는 Kline & Rosenberg(1986)에 의해 제시된 체인 연
결 모델(Chain-Linked Model)은 사실장 포니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후에 발표된 것
이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첫째, 거대규모의 혁신이 기업이 포착한 시장에 대한 기회
와 기술역량에 대한 기회와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포니 프로젝트도
아산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포니의 잠재적 시장으로 식별한데서 출발하였으며, 포
니 이후의 다양한 모델들이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체인 연결 모델에서 혁신의 과정은 잠재적 시장에 대한 파악 → 새로운 제품에
대한 발명/생산을 위한 분석적 설계(Analytic Design) → 상세설계 및 테스트 → 재설
계 및 생산 → 물류 및 시장진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고유모델 포니도 잠재적 시장의
기회를 포착한 아산이 이후의 혁신과정을 지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로 판단된다.
포니모델을 신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초기 설계 그리고 상세설계 및 테스트, 재설계
및 실제 생산,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체인연결 모델에서는 전과정에서 이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연구(Research)
와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지식이 상호작용적인 투입 및 활용 그리고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진다(Miller, 1999).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한 설계 및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과
정을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외부의 다양한 연구자나 조직으로부터 학습을 통해 획득
하였다. 뿐만아니라 단순한 외부 연구성과나 지식의 투입이 아니라 내부 담당자가 이
를 1:1 매칭으로 학습한 결과가 내부 지식으로 변환되어 활용되도록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는 구성원들이 현대차 내부에 “독자 개발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었고,
73년 8월 정세영 사장과 담당자가 이탈리아 출장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영국지사를 통
해 독자모델 설계를 맡아줄 이탈리아 전문업체인 이탈디자인(Ital Design)사를 소개받
고, 독자모델 계약을 체결한다. ‘포니 프로젝트 팀’이 공식 발족되었다. 70년대 초, 포
드와 GM의 거절을 겪은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당시 엔진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의 현대차는 우선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를 검
토했다. 1973년 영국의 퍼킨스사와 디젤엔진제작.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사와 가솔린
엔진제작을 위한 기술제휴원칙을 합의했다.
정세영 사장은 엔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63년초부터 시작된 단양시멘트공장 프로
젝트에 자신과 같이 참여하였던 강명한 부장을 책임자로 선임을 하게된다. 당시 강명
한 부장은 단양시멘트공장 프로젝트를 마치고 독립사업을 하고 있었다(강명한, 1986).
수출하려면 합작해서는 안된다고 파악한 정주영 회장은 초일류기업과 합작을 포기하고
그보다 낮은 기업과 분야별로 기술제휴를 통한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미쓰비시에만
10%의 지분을 허용하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포니 개발 총책임자로
정세영 사장을, 그리고 플랫폼과 엔진기술이 전무한 현대는 미쓰비시 제품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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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해외업체와의 협력하였다. 현대차에서 일본에 가는 사람은 일본어, 이탈리아
에 가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어, 영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워야 했으며, 분야에서
가장 앞선 차를 10대씩 들여와서 분해하고 설계도로 만드는 역공학을 성취하였다.
디자인과 차체 설계를 맡은 이탈디자인에 연락관을 파견, 신차 디자인 과정과 방법
을 어깨너머로 습득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정우화 차장을 선발로 토리노에 파견하였
다. 당시 현대차 연구소의 이충구 대리 등 총 5명의 연락관은 연수 중에 이탈디자인 전
문가들이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메모한 ‘이태리 기술 노트’가 신차 개발에 디딤돌
이 되었다. 이들은 근처에 아파트에서 자취하면서 낮에는 이탈디자인사의 기술자들이
일하는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밤에는 작업에 대해 연구토론을 거듭하여 총화골조차
체의 설계기술을 완전 습득하였다. 일본 오기하라 금형제작사에도 기술자를 파견하여
2년 6개월간에 걸쳐 금형제작 및 프레스 작업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이 종합자동차 공장 건설이 확정된 1973년부터 2년여에 주요 분야별로
총 200여명의 해외 기술연수생이 파견되었고, 다시 국내에 연인원 2,000명의 직종별,
단계별 작업자를 대상으로한 전파 교육이 시행되었다. 또한 사내 주니어보드(Junior
Board)에서는 경영관리와 함께 생산, 판매, 자재, 부품, 정비기술 등 전분야의 문제점
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례 기구도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지식을 전환하고 활
용하는 학습 능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최순권 외, 2001)이 중요하다. 전략적
글로벌 프로젝트의 성공적 실행과정에는 전반적 프로세스에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의
투입 및 활용 그리고 이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내 능동적인 학습역량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경영 지향
포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직전에 포드사와의 협상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포드사의 세계 판매망을 활용하여 현대가 생산한 소형차 판매가 타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현대는 고유모델을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내수시장에서는 규모의 경
제를 이룰 수 없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식
하고, 이를 포니프로젝트의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정주영 회장과 당시 정세영 사장은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
국에 수출하지 않고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동차사업에
도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현대차, 1992.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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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해외에 첫 수출로 남미 에콰도르행 선박에 5대를 수출하였고, 76년말 1,019
여대를 수출하여 257만$의 매출을 얻었고, 1978년에는 12,200대 수출하는 개가를 올
렸다. 1982년 부분변경 모델인 포니2를 출시하였다(가격은 341만1천원). 1977년에는
1,439cc 92마력짜리 엔진의 포니과 왜건, 픽업 트럭 등 가지치기 모델도 등장하였다.
1984년부터는 북미에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캐나다에서 85년 50,780대 판매하여 수
입차 판매 1위 달성하였다.
1984년에 단일 차종으로서는 처음으로 50만대 생산을 돌파 하였으며, 1975년 12
월~1985년 12월까지 293,936대(내수 226,549대, 수출 67,387대)가 생산되었다. 특
히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미국에도 1986년에 진출하였다.
<표 3> 회사별 승용차 생산실적
회사

조립능력

1970

1971

1972

GM Korea(신진)

25,000

10,394

7,161

5,179

현대

16,000

2,356

2,398

1,165

아세아

13,200

1,737

2,869

1,731

기아

8,400

-

계

63,100

14,487

12,428

9,525

자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특히 시장성 평가 국내 판매가격은 200만원이 넘었지만, 수출가격은 100만원 미만
이었다.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출혈 수출’ 즉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
를 지원하는 꼴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표 3>에서와 같이 국내 시장의 협소함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만 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진출의 당위성이 필연적
인 과제로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초기 포니는 잦은 고장으로 소비자 불만과 조롱의 대상이었다
(박재항, 2017; 현대자동차, 1992). 이것은 수출이 당시의 국내 자동차 기술수준으로는
매우 높은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수출지향적 자동차산업을
추구한 결과였다. 정주영 회장은 자서전에서 “선진국이 후진국과 합작 사업을 하면 예외
없이 후진국을 단순한 시장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
유 모델 자동차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수출전
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이 명확하였고, 67년 정부에 제출한 현대차 설립신청서에
는 “수입 대체 산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할 뿐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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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출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명시하였다(현대자동차, 1987, p.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결과로서 시장의 확대는 물론 캐나다에서의 극한지역, 중
동지역의 폭서 환경, 아프리카에서의 불량오일이나 부품사용 관행 등 가혹조건에서도
동작하는 고품질, 고성능 차량기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75
년 대만을 필두로 76년에는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리베리아, 바레인, 엘살바
도르 등 6개국에 해외대리점 망을 구축하였으며, 수출유망 지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수출 마케팅 역량 확보 또한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이런 성과는 수요예측 문제, 가
격문제 등을 사전에 적극 검토하고. 유가 폭등에서의 돌발악재를 돌파한 결과이다.
<표 4> 년도별 포니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실적
생산 물량

시장점유율
(국내, %)

기타

43.5

포니픽업

년도

내수

수출

1975

50

-

1976

10,950

742

11,692

1977

19,666

5,100

24,766

1978

38,462

11,582

50,044

1979

49,830

15,056

64,886

포니1400

1980

22,693

12,079

34,772

자동변속기모델, 3도어

1981

30,386

14,965

45,351

1982

53,314

13,280

66,594

1983

55,670

15,706

71,176

1984

56,629

36,378

93,007

1985

77,490

70,145

147,635

+액셀+프레스토

1986

73,964

278,164

352,128

미국수출개시, -포니1

50

포니웨건

+포니2모델

출처：매스컴 자료 종합.

포니는 75년 12월~82년 12월까지 29만7천903대, 포니2는 82년 1월~90년 1월까
지 36만3천598대가 생산되는 등 총 66만1천501대가 생산되었다(<표 4> 참조). 그러
나 해외에서 10년 10만마일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기술개발과
생산 확대가 이루어졌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특히 포니는 미국에서
소형자동차에 대한 무역규제로 일본기업들이 중대형자동차로 전환함에 따라 생겨난 틈
새시장을 1976년 수출로 파고들었다는 절묘한 환경변화의 기회를 활용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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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영, 2001, p.53).
이와 같이 우리 기업은 거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내수에만 집중해서는 승산이 없다.
‘포니’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
고 성공해야만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특정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 경영층의 기업가 정신 및 동기부여 리더십
“어느날 자동차 수리 대금을 받으러 관청에 갔다가 건설업자들이 공사비 받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가 1백원이면 건설업자들은 몇 천원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장에
초동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안에 ‘현대토건사’ 간판 하나를 더 달았다.”라고 하였다.
더 큰 비지니스에 도전하려는 그의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대목이다. “무리한 결정이
라 할지라도 성공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결정에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위험을
추구하는 마인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발밑과 주위를 살피면서…오르는 사람이 용이
하게 먼저 정상에 오른다.”라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다(이홍, 2005).
아산은 젊은 나이에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수리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자동차에 많
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의 기본 동작원리
및 부품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축적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거대 프로젝트인 자동차
의 설계 및 양산체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아, 자네 돈인가? 실패하면 내 돈 까먹는 거야, 젊은 사
람이 왜 그리 패기가 없어! 내 돈으로 독자모델을 만들어보라니까!” 1973년봄 서울의
세운상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제품기술과(현대차 기술연구소의 전신) 소속 정주화 차
장에게 정주영회장이 “독자모델이 있어야 수출할 것 아니야, 실패해도 좋으니 맘껏 해
봐”하고 격려와 채찍질을 가했다는 사실에서 아산이 가진 기업가정신은 모험을 감수하
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였다.
따라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려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는 아산과 같이 구성
원의 열정을 격려하는 전략지향적 기업가로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을 적극적인 동기유발하는 기업가정신과 동기부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6.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고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돌파하는 경영
1971년 만 2년을 끌어오던 포드와의 합작협상이 결렬되었고, 내부에서는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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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반대가 심했으나, 정세영 사장은 “우리 차를 만들지 않고
는 값을 싸게 할 수 없고, 양산, 수출이 불가능하여 많이 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1992, p.168)”.
그러나 1973년 1월 정부에서는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고 80년대 자동차 공업의
기본목표를 ‘완전 국산자동차 생산 및 수출기반 확립’이라고 선언하여 현대차에게 원군
으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일부 관료와 학자들의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 아산의 친지들과 관계자들 조차 “자동차는 워낙 대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고
도의 기술산업인데 자동차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현대가 여기 뛰어들었다가 자칫 잘
못되면 지금까지 일군 사업까지 망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산은 “오래전에
직접 자동차 기름을 손에 묻히며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자동차를 해보았으
면 하는 욕망이 있다. 정비공장과 건설 중기공장의 운영을 통해 자동차 기계원리에는
조예가 깊다고 자부한다. 다만 설계 및 생산기술에는 어차피 선진국 대메이커의 도움
을 받아야 하는데, 선진국 대기업들은 조립을 주로 저개발국의 경험없는 나라들과 하
기 때문에 한국이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처음부터 경험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면서(현대자동차, 1992, p.33), 정책당국자 또
는 학자들의 반대기류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아산은 “학자들은 후진국의 경제개발에는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과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
다. … 40년대의 아르헨티나, 50년대의 인도, 60년대의 브라질, 70년대의 멕시코가 모
두 이런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으로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
나,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가 다
르게 앞서가는 선진국의 기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끝내는 모두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현대자동차, 1992, pp.75-76).
이와 같이 글로벌 경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고 이를 활용하면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 내지 돌파하는 과
감한 경영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Kotter(1990)는 관리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리더십은 조
직의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여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즉 전략적 리더십활동은 사업의 전략적 방향
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유인 및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이다. 이러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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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대차 포니 프로젝트에서 정주영 회장의 리더십과 전략에 의한 내부 활동이 주효
하였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 위해 본받아야할 포니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대차에서의 고유모델 ‘포니’ 프로젝트에 대한 성격을 사례연
구로서 고찰하였는데, 현대 포니(Hyundai Pony)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현대차
가 생산한 후륜구동 소형차이며, 플랫폼과 엔진까지 100%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한민
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이다. 포니는 현대차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로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 고유 자동차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창업주 아산 정주영은 현재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는 미래지향적 모험을 추구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역할, 조직 내부 및 외부와의 환경요인을 주도하고 연결하는 환경관리자,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자, 전반적인 상황을 통합하고 의사결
정하는 통합관리자로서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획기적인 경제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바탕으로 한 기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유형의 글로벌 프로젝트의 추진이 절실
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니 프로젝트를 추진한 현대차의 경영층 및 조직의 전략과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주는 시사
점으로는 세계 수준의 거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를 기획 및 발굴해야 하며, 외부 기술의
학습 및 결합역량을 통한 독자적 고유모델의 확보, 통합적 조직역량의 내재화, 해외 시
장을 목표로 한 글로벌 경영의 도전정신, 경영층의 기업가 정신 및 동기부여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 및
돌파하는 경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포니 프로젝트 추진 당시 상황에서의 국내 성공사례라는 특수성이 주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확보한 기술역
량의 다수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당시 환경, 소요된 시간과 비용,
기술역량 수준의 차이 등에 관한 요인 및 성과변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분
야 이외에 예를 들면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에너지, 우주산업 프로젝트 등 세계최고
수준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기업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확장 연구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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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n
Hyundai Motors Company’ Unique Model “Pony”
Project as a Large Scal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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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undai Motor Company(HMC) had no automobile design technology in the
1970s, but it possessed a one-time assembly and production technology. However,
with the success of its unique model “Pony”, it has become a stronghold with the
capacity to produce the world’s fifth-generation finished car. Pony is a successful
model that not only promoted HMC as well as Korea in the global market, but
also analyzes the process of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competency and is a success model that ha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that Korean companies can utilize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mpanies that need the ability to carry out large projects to become a global
corporation as well as historical significance by examining the success cases of
Pony in the 1970s. As a research method, I analyzed the contents of various
documents, and summarized the strategies and activities in the “Pony” project
conducted at HMC.
As a result, Hyundai Motor’s “Pony” project was a large-scale overseas exportoriented project based on the entrepreneurship of Chung Ju Young. In order to
be successful in companies like this project, it is necessary to plan and identify
world-class strategic projects. internalization of integrate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challenging spirit aimed at overseas markets, entrepreneurship and motivational
leadership of management, use of policy support and persuasion of opponent
respectively.
<Key Words> Hyundai Motor Company(HMC), Pony Project, Entrepreneurship,
Glob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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