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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의 기업역사에 대해 창업자인 김삼조 회장의 경영 시
기(1980~2002)와 2세 경영자인 김진원 사장의 경영 시기(2002~2019) 중에서 회사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선정하여 경영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였
다. 특히 김진원 사장의 경영 시기 동안 진행되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실제 의사결정을
했던 경영자가 직접 그 배경과 의사결정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
한 논문은 매우 드문 만큼 이번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는 김진원 사장이 기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자원기반관점 이론을
바탕으로 경영자의 자질, 기업 내부와 연관된 사람과 조직, 그리고 기업 외부와 연관된
시장전략들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선정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경영자가 그 기업
의 역사 중 주요 사건들에 대해 타인들은 알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다른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2세 경영자가
창업자의 사후에 어려워진 기업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여 결국 수출중심의 강한 중소기
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던 주요 과정들에 관한 서술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나 가업을 물려받을 2세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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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바람직한 국가 경제를 위해 좋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은 매우 중요하다(배근수ㆍ허
철무, 2021).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와 종사자 수의 90.2%를 책임
지고 있다(김진원ㆍ신제구, 2020; 중소기업연구원, 2018). 그러므로, 중소기업 생존율
은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김주일, 2019). 하지만 중소기업 생존율은
1년 차 62.7%, 2년 차 49.5%, 3년 차 39.1%, 4년 차 32.8%, 5년 차 27.5% 정도로
조사되었다(김진원ㆍ신제구, 2020; 중소기업연구원, 2018).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경
영자들이 오랫동안 지속 성장한 회사에 관한 사례를 학습해본다면 더욱 적합한 경영전
략과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회사를 지속성장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런 경영사례 연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드물다(전재일ㆍ임형록,
2015). 특히, 실제로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자가 직접 경영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성과들을 연대기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서술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
다. 또한, 창업자에 이어 2세 경영자가 가업을 계승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사례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Goldman et al., 2021). 그
러므로, 1980년에 설립된 제이피아이헬스케어(주)(JPI Healthcare, 이하 JPI)를 창업
자에 이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년간 경영했던 2세 경영자인 김진원 사장(이
하 김진원)이 직접 경험했던 회사경영의 중요한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
여 연대기적 방법론으로 회사의 역사를 서술한 논문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사건들을 기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자원기반관점 이론(Resource-based
view theory)을 바탕으로 분석해본다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자원기반관점 이론에서
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조직 내 가치 있고(Valuable), 희소성 있고(Rare),
쉽게 흉내 낼 수 없고(Imperfectly imitable), 대체 불가한(Non-substitutable) 자원
들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경쟁사를 압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arney, 1991). 이런 기업의 자원들에는 제품이나 공장 등의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
라, 경영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역량, 조직문화, 업무절차, 시장대응력, 마케팅 전략
등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무형적 자원 등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포함
하고 있다(Barney, 200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는 경영자, 사람
과 조직, 시장전략이라는 세 가지 기업의 자원요소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세 가
지의 요소들이 특히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였기 때
문이다. 첫째, 경영자가 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
에 의해 검증되었다(Qauigley & Hambrick, 2015). 둘째, 기업의 내부환경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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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증명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
다(Crook et al., 2011; Osei & Ackah, 2015).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의 인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검증되었다(Muda & Rahman,
2016). 셋째, 기업의 외부환경인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도 많다(Rehman & Anwar, 2019).
JPI는 故 김삼조 회장(이하 김삼조)이 1980년에 창업한 회사이다. 원래 회사명은 정
원정밀공업(주)(이하 JPI)이었고, 2010년 창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주)로 변경하였다. 김삼조에 이어 그의 장남인 김진원이 2002년부터 어려워진 회사를
함께 경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삼조는 2003년 3월 갑작스럽게 췌장암 판정을 받고
2004년 1월에 사망하였다. 이에 김진원은 김삼조의 사망 후 함께 경영할 동반자로서
사촌관계인 김진국 사장(이하 김진국)과 함께하기로 하고, 자신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
여 지분비율을 동일하게 맞춘 후 본격적인 2세 경영자들의 공동경영이 시작되었다. 김
진원과 김진국은 어려운 회사 상황 속에서도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함께
잘 수행하였고, 시행착오와 작은 성공들을 반복하며 회사를 안정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2010년에는 미국법인인 JPI Healthcare Solutions(이하 JA)와 일본
법인인 JPI Japan(이하 JJ)을, 2018년에는 중국법인인 JPI Healthcare China(이하
JC)를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을 통한 글로벌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JPI의 사업 부문 중 의료용 엑스레이 촬영 시 영상의 질을 높여주는 부품인
엑스레이 그리드(X-ray Grid, 이하 GRID) 사업을 경영해온 김진원과 디지털 엑스레
이 시스템(Digital X-ray System, 이하 DR) 사업을 경영해온 김진국 간에 JPI의 미래
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경영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김진원은 하드웨
어(Hardware) 부품인 GRID 사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활용한 의료진단기술이 있는 회사와의 협업 혹은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엑스레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더 중점적
으로 지향한 반면, 김진국은 DR 사업을 의료용뿐만 아니라 동물용 엑스레이 시장으로
의 진출에 중점을 두면서 두 경영자 간 경영목표에 대한 차이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또한, 김진원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를 위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이하 IPO)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김진국은 기업공개를 통한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대신에 기존과 같이 대주주를 중심으
로 한 가족경영을 선호하였다. 결국, 김진원은 두 경영자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두 경영자가 서로 잘
만난 것처럼 잘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여러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 Fund)와의 미팅을 통해 2018년 말 김진국에게 그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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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인수하기 위한 적정 금액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김진국이 원한다면 이와 동일
한 금액으로 김진원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김진국은 본인의 사
정상 경영을 계속해서 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김진원은 수용하였다. 이후 김진국은
김진원의 지분 50%에 대한 인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모펀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
였고, 마침내 2019년 8월에 한 사모펀드를 찾게 되어 김진원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
었고, 이후 김진원은 같은 달 말에 JPI를 떠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JPI의 2세대를 걸친 39년 간의 경영사에 대해 창업자인 김삼조의 경
영 시기를 창업과 발전의 관점으로, 다음 경영자인 김진원의 경영 시기를 변화와 도약
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2세 경영자인 김진원은 JPI를 경영하는 동안 직접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객관적인 사실
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한 회사의 경영사에서 자원기반관점 이
론에 근거한 기업의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차별화 요소로서 경영자, 사람과 조직,
시장전략을 선정하여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분석하였고, 타인들
은 알 수 없는 실제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를 학습할 수 있으므로
이론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차별적인 의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1> JPI 연도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GRID 매출액, JA 매출액, JJ 매출액
연도

매출액(JPI)

당기순이익

매출액(GRID)

매출액(JA)

매출액(JJ)

(단위)

(억원)

(억원)

(억원)

(십만달러)

(천만엔)

1981

3.2

0.0

N/A

~ 1986

8.6

0.1

N/A

~ 1991

22

0.5

N/A

~ 1996

67

1.0

N/A

~ 2001

103

1.1

N/A

2002

116

1.1

32

2003

86

1.1

41

2004

91

1.5

56

2005

95

4.4

65

2006

103

1.1

71

2007

85

2.5

59

2008

122

4.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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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매출액(JPI)

당기순이익

매출액(GRID)

매출액(JA)

매출액(JJ)

(단위)

(억원)

(억원)

(억원)

(십만달러)

(천만엔)

2009

146

4.7

101

2010

134

6.0

89

54

9

2011

152

6.7

100

53

12

2012

184

9.6

125

59

14

2013

190

17

138

73

21

2014

227

21

157

80

19

2015

252

25

180

79

23

2016

254

31

181

76

45

2017

258

21

185

77

32

2018

260

25

193

74

30

2019

286

32

200(E)

86

33

주：1) 1980년에서 2001년까지의 매출액은 5년 단위로 표시함
2) JPI 매출액은 JA 매출액과 JJ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함.
3) (E)는 예상금액(Expected)

Ⅱ. 창업과 성장기: 김삼조 사장의 경영(1980~2001)
김삼조는 1938년에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삼형제(장남 김한규, 차남 김성
규)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어려서 아버지(김형준)를 여의고(1949년) 어머니(정악지)와
형들과 함께 일제 해방과 6.25 사변을 경험하며 성장하였다. 그는 공군사관학교에 입
학하였지만, 공군 조종사가 되지 못하자 예편하였고, 이후 총무처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1968년에 정성금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슬하에 두었다(장남 김진
원, 장녀 김종윤, 차남 김진태). 이후 베트남 전쟁 시기에 친구인 이기명과 함께 베트남
에서 무역업을 시작하였고, 여기서 번 돈으로 서울시 중구 신당 4동 330-380에 위치
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 이곳에서 1980년 11월에 정원정밀공업(주)를
창업하였다.
첫 사업 품목은 조달청의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당시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었던
GRID로 정하였고, 1982년 2월에 GRID 관련 2종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JPI는 1984
년 9월 보건사회부로부터 국산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지정받았고, 경기도 성남의 공장
에서 제조 활동을 하다가 1988년에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에 공장부지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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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1988년 11월에는 무역의 날 행사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
상하였고, 미국 사업은 1994년 7월 이기명과 함께 미국대리점인 JPI America를 설립
하였다. 김삼조는 1996년부터 신당동 회사부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JPI 본
사를 김삼조의 형 김성규 회장(이하 김성규)이 소유한 방배동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마침 김성규가 정년 퇴임하자 김삼조는 그에게 JPI의 자금관리를 요청하였고, 그래서
1997년 신당동의 건물 신축이 완료되었지만 계속해서 회사는 김성규 건물에 머물렀
다. 하지만 그해 말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였다(변명식, 1998). JPI도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해 경영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1998년에는 사업의 적자 규모 확대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겪
게 되었다. 당시 갑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사태로 인해 원화의 달러에 대해 가
치가 크게 떨어지자 JPI는 더욱 수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인증허가인 ISO 9002를 1998년에, 그다음 해인 1999년에는 CE, KGMP, UL, CSA
등을 획득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요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런 수
출에 대한 공로로 김삼조는 2002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의 재
무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아들인 김진원이 합류하여 함께
경영을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3년 3월에 췌장암이
발병하여 2004년 1월에 사망하였다.

Ⅲ. 변화와 도약기: 김진원 사장의 경영(2002~2019)
1. 김진원, JPI에 합류하다(2001년)
김진원은 197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글로벌 회사인 Procter
& Gamble(이하 P&G) Korea의 Finance 부서에 입사하여 한국과 일본이 속한 P&G
Far East Asia와 P&G Global Business Service Asia 본부가 있었던 필리핀에서 근
무하였다. P&G에서는 Sales Finance, Corporate Profit Forecasting, Accounting,
쌍용제지 M&A, SAP Asia Consolidation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경영대
학원(MBA) 지원을 위해 2001년 8월에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처음으로 아버지인 김삼조의 회사 일을 돕게 되었다. 하지만 김진원의 판단으로는 당
시 JPI는 재정적으로 매우 부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사업구조와 인적 구성에 있어 과감
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진원은 2002년 초 MBA에 합격하여 한국을 떠나려고
하였지만, 김삼조는 김진원에게 회사를 함께 경영하자고 요청하였다. 김진원은 많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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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끝에 당시 JPI가 파산 직전의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장남의 책임감으로 유학
을 포기하고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2002년 3월).
우선 긴급하게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할 부문은 선행연구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사
업구조 전환과 인적 쇄신이었다(곽관훈, 2012). 사업구조의 경우 당시 회사의 주요 매
출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을 인쇄하는 전산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었지만, 기계장치
의 지속적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전산 산업의 특성과 조직원들의 낮은 역량 등으로 인
한 적자의 누적 때문에 김진원은 전산 사업을 더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외부의 관련 업체와 사업매각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병상에 있었던 김삼조의 요청으로 전산 사업 임직원들에게 사업부를
매각하게 되었다(2003년 4월). 비록 JPI는 전산 사업매각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은 받
지 못했지만, 임직원들의 반발 없이 부실사업인 전산 사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김진원은 JPI에 남은 임직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진행하였다. 특히, 회
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평판이 좋지 못했던 김삼조와 친인척 관계의 임직원들이
나 그들과 연관된 공급업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였다. 그래서, 김진원은 사전에 당시
JPI에서 일하고 있었던 동생인 김진태의 양해를 구한 후, 누구나 인적 쇄신 대상이 아
닐 것으로 생각한 김삼조의 차남이자 김진원의 동생인 김진태부터 먼저 회사에서 내보
냈고, 이를 계기로 회사에 불필요한 김삼조와 연관된 모든 친인척과 거래처를 한 번에
정리해냈다. 그리고, 1996년부터 김성규의 건물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본사 사무
실도 김진원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업무와 건물관리를 병행하는 등 공과 사가 제대
로 구별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었다(2003년 3월).

2.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되다(2004년)
김진원에 의해 회사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던 2003년 3월에 김삼
조는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
었던 만큼 김삼조와 김진원은 김삼조의 사망 이후 회사의 경영 구도에 대해 협의하였
고, 김성규의 장남이자 김진원의 사촌 형이었던 김진국과 지분비율을 동등하게 맞추고
공동경영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진원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김진국
에게 양보하였고, 대신 경영안정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김삼조의 건물과 김
성규의 건물을 회사의 담보물로 함께 설정하기로 하였다. 김진원은 김진국과 사촌 관
계로서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냈고 그의 인성과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젊은 2세 경영자 둘이 함께 최선을 다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위기의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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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당시, 인적역량이 부족했던 회사 사정상 오
너십(ownership)을 가진 두 명의 경영자가 마치 창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몰입하여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경영하는 것만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김
진원은 생각하였고,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정대용ㆍ박권홍, 2010). 이후 창
업자 김삼조가 사망하자 두 경영자는 회사를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주로 김진원
은 GRID 사업에, 김진국은 DR 사업에 집중하며 서로의 역할을 구별하여 상호 긴밀하
게 협업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3. GRID 사업에서 희망을 보다, 그리고 행운의 SARS(2003년)
김진원이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시점에 당시 약
간의 거래 관계만 있었던 의료영상기기 분야에서 최고 회사였던 GE Healthcare(이하
GE)에서 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DR에 적합한
GRID의 품질검사를 GE의 구매팀이 아니라 GRID 공급업체가 납품 전 품질검사를 진
행함으로써 GE의 검사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프로젝트였다. 당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엑스레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DR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은 JPI에게 매우 생소
하였고, 이미 오랫동안 GE의 GRID 공급업체였던 일본회사가 진행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당시 구매전략에 있어 복수거래처를 지정하여 상호경쟁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
도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만큼(Chung et al., 2010), GE는 JPI를 구색만 갖추는 용도
로 이 프로젝트에 초대한 것이었다. 당시 JPI에서는 DR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연
구인력이 아직 없었기에 일단 카톨릭대학 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맺고 GE와의 프로젝
트에 참가하였고, 미국에 있는 GE를 직접 방문하여 DR에 필요한 GRID 품질 기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다. 비록 이 프로젝트에서는 JPI가 들러리 역할을 하였지만, GE
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DR이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김진원은 확신하였
고, 이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를 JPI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마침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GRID 품질검사를 담당했던 GE의 담당자가 퇴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JPI의 GRID 기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회사인 GE가
기대하는 GRID 품질 수준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GRID 생산방식과 품질검사 기준을 개선하며 빠르게 GRID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때마침 2002년 겨울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홉기 증후군)의 영향으로 중국 내 엑스레이 수요가 급격히 늘
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JPI GRID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JPI는
중국 내 긴급하게 필요했던 GRID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최대가능 생산량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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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을 주야 2교대로 근무하며 문제없이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JPI GRID는 중국
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4. 디지털 시대에 찾아온 기회, 그리고 GRID BOOK(2007년)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DR에 대한 상용화 시기가 다가왔지만, DR의 중요한 부품
인 디지털 영상을 받아주는 디텍터(Detector)와 이 영상의 품질을 개선해주는 GRID
에 대한 최적화 조건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시장 상황 속에서, JPI는 2003년 GE와
의 프로젝트 이후에 DR용 GRID 최적화에 관한 연구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GRID
개발을 지속해나갔다. 이런 이론적 연구와 검증과정을 통해 국내외 디텍터 회사들의
다양한 사양별로 JPI의 GRID를 최적화하며 DR용 GRID에 대한 시장표준을 JPI가 만
들어나갔다.
JPI는 당시 진행하였던 여러 DR 제조회사들과 디텍터 회사들과의 GRID 최적화 연
구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접근에 관해 정리한 책인 ‘GRID
BOOK’을 2007년 세계 의료영상기기 분야의 최대 학회인 RSNA(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에서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후 GE의 R&D에서 GRID BOOK에
대한 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때 김진원은 GRID
BOOK에 대한 마케팅 효과와 JPI가 연구하는 DR에 최적화된 GRID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적합하다는 확신을 하였다. 그에 따라 GE에게는 정중하게 제안은 감사하지만
JPI가 전 세계 DR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결과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이라 생각하므로 판권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대신 GE가 원하는 만큼
GRID BOOK을 무상으로 보내줄 것이고, 필요하면 JPI의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GRID BOOK에 대한 발표나 연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훗날 JPI의 GRID 사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GRID ROADSHOW’라는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GRID BOOK은 JPI가 DR용 GRID에 대한 표준기술을 가진 회사라
는 인식을 시장에 확장시켜 효과적으로 경쟁사들과 차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기술마케팅 방식의 효과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서 검증되었다(Yadav et al., 2006).

5. GRID ROADSHOW, 전 세계 고객의 마음을 열다(2008년)
GRID BOOK은 당시 DR과 관련한 GRID 사양의 최적화 등에 대한 고객들의 질문
과 JPI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GRID BOOK의 내용이 이론뿐
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임상에서의 실무적인 접근법도 포함하고 있었기에 시장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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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당시 엑스레이 시스템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E,
SIEMENS, PHILIPS 등 글로벌 회사들이 제조공장을 점차 중국으로 이전하는 프로젝
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회사들은 단지 생산에 관한 기술만
전수하였고 DR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일지라도 아직 중
국인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았던 만큼, 혹시라도 이들을 통한 다른 중국회사로
의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았
다. 이런 상황 속에서 JPI의 GRID BOOK은 DR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이론에 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중국 엑스레이 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런 상
황을 인지한 김진원은 이들 엑스레이 회사들에게 GRID BOOK에 포함된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자, GE, SIEMENS, PHILIPS CHINA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엑스레이 회사들이 JPI의 방문 제안을 매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많은 직원
이 참석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영업방식을 JPI에서는 ‘GRID ROADSHOW’라고 불렀다. 이후 이렇게 JPI가 진
행하였던 GRID ROADSHOW 교육을 들었던 고객사 직원들이 때론 승진하여 글로벌
본사에서 일하게 되거나 다른 중국회사로 전직하게 되면서 JPI에 GRID ROADSHOW
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JPI는 이런 GRID ROADSHOW 기회를 활
용해 중국의 북경(Beijing), 상해(Shanghai), 심천(Shenzhen) 등 주요 도시들에 위치
한 많은 엑스레이 회사들을 어렵지 않게 방문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해나갔다. 한
편 GRID BOOK은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및 논문들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버전이 만
들어져서 자연스럽게 JPI가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에 매우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이런 중국에서의 GRID ROADSHOW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엑스레이 고객들에게도 유사한 마케팅 방법을 적용하여 신규고객 확보뿐만 아니
라 기존 고객들에게도 JPI가 기술중심회사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GRID ROADSHOW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
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들을 JPI의 충성고객으로 발전시켰고, 자연스럽게
신규 비즈니스를 협의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이런 마케팅 방식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은
이미 확인되었다(Chumpitaz & Paparoidamis, 2004).

6. GE Strategic Supplier Day에 초대받다(2008년)
GRID가 DR에서 핵심부품으로 주목받으며 JPI와 GE 간의 사업교류가 많아지자 GE
는 JPI를 그들의 전략적 공급업체(Strategic Supplier)에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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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커졌고, 이런 방식의 공급업체 관리에 대한 효과성은 확인되었다(Monczka et
al., 1998). 그래서, GE는 매년 전 세계에서 지정한 약 200여 개의 전략적 공급업체들
만 초청하여 그들의 당해 사업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업체들
의 협조를 요청하는 행사인 ‘GE Strategic Supplier Day’에 처음으로 JPI를 초청하였
다. GE Healthcare 본사가 위치한 미국 위스콘신(Wisconsin)주의 워커쇼(Waukesha)
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참석하는 GE의 공급업체들은 모든 제반 비용을 각자 지급하였
고, 행사 중간에 잡혀있는 GE의 구매팀과의 가격협상 미팅에도 참석해야만 하였다. 김
진원은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해보며 GE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엄청난 압박을
통해 가격협상을 하는지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함께 참석한 JPI 임원들은 이 행사
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협상까지 해야만 하니
앞으로는 아예 참석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진원은 이런 부
담에도 불구하고 세계 의료영상기기 시장을 이끌어가는 GE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
과 기술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사업전략을 듣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런 글로벌 리더의 정확한 시장분석과 협력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단지 GE만의
요청은 아닐 것인 만큼 이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추후 다른 글로벌
회사들과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의
GRID 경쟁사가 주로 확보하고 있었던 GE와의 비즈니스를 JPI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GE의 GRID 구매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자인 구매팀, 기술개발팀, 품질팀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만 하였는데,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매년 GE 본사를 방문하여 이들과의
미팅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GE 내 JPI의 우호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이런 JPI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 행사를 참여한 지 5년 후부터는 GE와의 GRID
사업이 일본 경쟁사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7. 부품회사가 DR 사업까지, 실패한 전략의 시작(2008년)
2008년 JPI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엑스레이 부품인 GRID 사업에 이어 DR 사업
에도 진출하였다. 당시 DR이 점차 보편화 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엑스레이보다 주요
부품의 조립만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GRID보다 DR의
판매가격이 높은 만큼 DR 사업을 통해 매출증가 효과를 예상하였다. 대신 JPI의 주요
사업 품목인 GRID의 주요 고객이 엑스레이 회사였던 만큼, 그동안 GRID 사업을 주도
했던 김진원 대신에 김진국이 새로운 DR 사업을 맡아 고객들과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막상 DR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JPI가 그동안 진
행해왔던 엑스레이 부품인 GRID 사업과는 업의 본질이 다름을 깨닫게 되었다.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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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 엑스레이 회사가 주요 고객인 B2B(Business-to-Business) 방식이었지
만, DR 사업은 실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병원의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하는 B2C(Business-to-Consumer)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B2B
와 B2C 시장으로의 접근시 명확히 다른 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검
증되었다(Mencarelli & Riviere, 2015). 특히, B2B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JPI가 대부
분 예상할 수 있었지만, B2C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였기에 그런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켜줄 다양한 DR 사양이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JPI에서는
부족하였고 조직 내 인적자원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 그런 조직을 잘 갖추
고 엑스레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경쟁자들과의 경쟁은 이 분야의 사업경험이 부
족한 JPI에게는 무리였다. 결국, 그런 사업적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DR 사업은 시작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직을 확장하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어 근본적인 사업 관련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2009년에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DR 사업의 확장을
기대하고 매입한 제2공장 부지는 2012년에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DR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결국 2019년에 이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DR 사업의 적자 규모를 키웠다.

8. 새로운 학습기회, 경영자의 자신감을 높이다(2009년)
회사가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자,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김진원은 현업에 대한 중소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은 늘어났지만, 첫 직장이었던 P&G에서 경험하였던 글로벌 회
사의 경영인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과는 큰 차이
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4월에 우연히 한 교육기관을 알게 되었고, 이곳은 당시 국
내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들이 지나치게 네트워킹이나 사교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불필요한 행사 없이 오직 경영자들에게 최고의 새로운 지식만을 교육한다는 목표를 가
지고 있었기에 김진원은 이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김진원은 이 프로그램
을 통해 최신의 글로벌 경영사례 분석이나 경영 서적을 요약한 좋은 강의들을 들으면
서 경영자로서 고민하고 있었던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만큼 경영자로서 더욱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김진원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2009년부터 2016년까
지 JPI의 매출액은 156% 증가하였다. 결국, 경영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새
로운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좋은 경영 성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De Meuse,
2019)를 증명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특히, P&G에서 글로벌 회사를 경험하였던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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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JPI를 경영하면서 중소기업과 큰 차이 중의 하나가 임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의 부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진원은 이곳에서 들었던 좋은 강의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함께 문제해결이나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김진원은 JPI에 사내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올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들의 역량이 발전해야만 하므로 좋은 인재채용과
함께 기존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9. 해외법인을 설립하다, JPI Healthcare Solutions/JPI Japan(2010년)
JPI의 해외 영업 전략은 GRID의 경우 주요 고객인 엑스레이 회사들에 직접 수출을
하였지만, 내수시장이 크거나 엑스레이 회사가 많았던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의
경우 현지 대리점을 활용하였다. JPI는 많은 중소기업처럼 영업팀과 기술팀의 세계화
(Globalization) 수준이 높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현지 대리점을 활용할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점차 JPI의 인적역량이 향상되면서 가격에만 관심이 있고 기술적 문제해
결 역량이 떨어지는 대리점을 통한 기술영업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
선 중요한 국가들부터 현지 대리점을 대신하여 JPI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영업
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고, 해외법인 설립에 대한 중요한 원칙으로는 반드시 현지인을
채용하여 한국회사 대신에 현지 회사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진행은 김삼조와 그의 친구인 이기명 사장(이하 이기명)과 함께 1994년 미
국 뉴욕(New York)에 현지 대리점으로 설립했던 JPI America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우선 첫 협상은 김진국과 그가 계약한 회계사가 이기명과 함께 진행하였지만, 인수가
격 문제로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갈등이 커지자, 이후 김진원이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
고 인수 금액보다는 우선 이기명과 공감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회사의 가치평가액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금액을 따르되, 대신
JPI America의 보유 현금은 이기명이 소유하도록 하고 자산은 JPI의 소유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협상안으로 JPI America의 인수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JPI의 첫 번째 해외
법인인 JPI Healthcare Solutions(이하 JA)이 설립되었다(2010년 3월). 이와 함께
JPI의 해외법인 현지화 전략에 따라 JPI America에서 오랫동안 부사장으로 일했던
Mr. Abe Elgohary(이하 Abe)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를 지급하여 CEO 역할을 맡기고,
김진국은 이사회의 의장인 Chairman을, 김진원은 CFO & President를 맡았다. JA의
설립을 통해 JA가 North America와 South America 지역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역
할을 조정하여 한국에 있는 JPI 본사 영업팀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다음 현지화 진행은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엑스레이 시장이 컸던 일본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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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미국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JPI의 일본
대리점이었던 IBD Inc.(이하 IBD)는 당시 엑스레이 장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
전하는 중간 단계 제품인 Computed Radiography(이하 CR)가 일본 내에서 활성화
되자 JPI의 GRID를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횡령으로 인해 IBD는 갑자기 파산하게 되었고, JPI는 현지법인인 JPI Japan
Inc.(이하 JJ)을 설립하게 되었다(2010년 5월). 당시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JPI는 100% 지분을 투자하여 JJ를 도쿄(Tokyo)에 설립한 후 역시 현지
일본 사장을 채용하였고, 김진국은 이사회 의장인 Chairman을, 김진원은 CFO &
President를 맡았다. 하지만 미국 현지법인과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법인의 경우 현지 대리점 인수를 통해 진행되었던 만큼 JPI의 사업을
잘 이해하는 임원이 있었지만, 일본법인의 경우 대리점의 파산으로 긴급하게 채용된
일본인 CEO는 JPI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특히, 일본시장은 JPI의 GRID 사
업 경쟁자인 일본 GRID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JPI의 일본법인이 안착하기
가 어려웠다. 그나마 2011년 3월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다음 달 JJ가
현지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참가하고자 했던 일본방사선학회가 취소되자 학회에서는
참가비를 환급하고자 하였지만, JJ는 환급을 받는 대신 이 금액을 동일본대지진의 희생
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전시회 참가사 중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JJ에 대한
일본시장의 평판을 개선할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법인을 설립한 후 JPI는 해외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법인
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신만수, 1998)를 바탕으로 이후 중국, 인도, 유럽의 현지법인 설립
도 진행하였다. 특히 현지인으로서 누가 CEO를 맡느냐에 따라 현지법인의 성패가 결
정될 수 있는 만큼 이 세 지역에 대해서 김진원은 계속해서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아보
았다. 이후 중국법인인 JPI Healthcare China를 2018년에 중국 심천(Shenzhen)에
설립하였다.

10. 창업 30주년,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다(2010년)
2010년은 JPI가 창사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2004년 창업자 김삼조 사후 김진원과 김
진국 2세 경영자들은 그동안 사업과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현업에 더 집
중하였다면, 이제는 JPI의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일들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에 2010년 11월에 진행될 창사 30주년 행사에서는 사명과 CI(Corporate
Identity)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 발표도 준비하였다. 기존 사명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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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밀공업(주)’는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들었고, 이미 해외에서는 회사의 영어명칭인
‘Jungwon Precision Industry’의 첫 자를 따서 ‘JPI’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기에 어렵
지 않게 새로운 사명을 ‘JPI Healthcare(제이피아이헬스케어)’로 변경하였다. 이제 막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JPI에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회사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임직원들과 초대한 사업 파트너들에게 진정성 있게 소개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마침 김진원은 수강했었던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기업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었다. 기업의 가치관은 사람의 가치관과 같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인 사명(Mission),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 핵심가치
(Core Value),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인 비전(Vision)으로 구
성된다(전성철, 2011). 그래서 2010년 7월 JPI 전 직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기업 가
치관 교육을 함께 공부하며 임직원들의 생각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김진원은 회사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게 되었다. 이를 통해 JPI의 가치관으로써 사명은
‘삶의 질 향상(Improving Quality of Life)’, 핵심가치는 ‘혼(魂, Passion), 창(創,
Creativity), 통(通, Communication), 애(愛, Love), 락(樂, Fun)’, 그리고 비전은 ‘2020
년 한국 최고의 의료기기회사가 되자’라고 정하였고, 이를 창사 30주년 행사에서 공식
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행사를 통해 JPI는 지난 30년 동안의 ‘정원정밀공
업’ 시대를 뒤로하고 본격적인 ‘JPI Healthcare’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고, JPI의 임
직원들과 국내외 사업 파트너들에게 JP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줌으
로써 이런 전략적 차별화가 JPI의 중요한 기업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11. JPI GRID의 기술 수준을 높이다. GE와의 프로젝트(2013년)
김진원이 회사경영을 맡기 전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업무가 2000년 9
월에 GE에서 구입한 정밀 절단기(Sawing Machine)를 활용한 GRID 프로젝트였다.
원래 GE에서 DR의 활성화를 예상하고 이에 적합한 GRID를 직접 개발하려 하였지만,
GE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이 프로젝트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정밀
절단기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우선 그들의 GRID 공급업체에 구매 희망 여부를 문의하
였다. 하지만 다른 GRID 회사들은 이 기술의 상용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절하
였지만, 김삼조는 앞으로 GE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과감하게 이를 구입하기로 결
정하였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팀을 보유하고 있었던 GE조차 낮은 생산성과
품질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DR용 GRID를 그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인력을 보유한 JPI
가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밀 절단기 입고 후에 더 이상의 개발이 진척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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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그래도 김진원은 세계 엑스레이 시장을 주도하는 GE에서 연구했던 시제품이
라면 분명 연구의 방향성은 옳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신 이 정밀 절단기를 그대로 사
용하기보다는 JPI의 관련 팀원들과 협의하여 큰 사이즈의 DR용 GRID 대신에 유방 촬
영용 엑스레이(Mammography, 이하 마모)에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GRID부터 개
발하도록 결정하였다. 다행히 이 시도를 통해 마모용 GRID의 생산성과 품질을 만족시
킬 수 있었고, 이후 TOSHIBA와의 협업을 통해 JPI는 2007년 8월부터 디지털 마모용
GRID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디지털 마모용 GRID에 대한 적합한 해
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회사들이 JPI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JPI가 마모용
GRID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2010년 2월에 프랑스 BUC에 위치한 GE의 마모 글로벌 본부(이하 GE BUC)
에서 새로운 Digital Breast Tomosynthesis(이하 DBT)용 그리드 개발에 대한 요청
을 JPI에 하게 되었다. 이제 막 디지털 마모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GE
BUC은 기존의 2차원 방식의 마모 영상에 3차원 방식의 영상을 결합하여 좀더 조기에
유방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DBT 개발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아
주 정밀하게 가공된 특이한 사양의 GRID가 필요하였는데, 이런 생산 설비와 경험이
있던 GRID 회사는 당시 JPI가 유일하였다. 일단 JPI에 DBT용 GRID 개발에 대한 GE
BUC의 협업 요청이 왔을 때 김진원은 주저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하지만 GE BUC의
DBT용 GRID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의 GRID 사양보다 매우 까다로웠기에
JPI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포기 없이 GE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
침내 2013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에 대해 2013년 말 RSNA에서 DBT에 최
초로 GRID가 접목되어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영상의 대조도와 선예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는 논문(Introduction and Benefits of an Anti-scatter Grid in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RSNA 2013)이 발표되어 마모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결국, 이런 GE와의 GRID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JPI가 기술을 중시하
는 실력있는 회사라는 인식을 시장에 강하게 심어줌으로써 주요 글로벌 엑스레이 회사
들이 새로운 GRID 개발에 대한 요청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JPI
연구진들도 최고수준을 가진 글로벌 회사들의 연구진들과 함께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
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던 중소
기업과 대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와도 유사하였다(김금숙, 2011). 이후 GE의 정
밀 절단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엑스레이 GRID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양이 요구되는
산업용 엑스레이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JPI는 GRID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되어 JPI가 2000년에 GE의 정밀 절단기를 도입한 결정은 성공적이
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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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 GE LEAN 프로젝트(2016년)
2015년 GE Strategic Supplier Day 행사에서는 당시 화두로 떠오르던 4차 산업혁
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비하기 위한 GE의 혁신 프로젝트인
‘Brilliant Factory’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GE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GE와 모
든 공급업체가 함께 참여해야만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행사에 참석한 공급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GE의 Brilliant Factory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업체들이 LEAN, Digitalization, Additive Manufacturing, Advanced Technology
단계를 완료해야만 하였고, 각 단계를 진행할 때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컨설팅 비
용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수익에 대해 GE와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계약
을 맺도록 요구되었기에 행사에 참석한 공급업체들은 참여를 주저하였다. 특히, 이 프
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신규 가치창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생
산원가와 제조시설을 모두 공개해야만 하였기에 부담스러웠고, JPI의 임직원들 역시
이에 대해 우려하며 JPI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김진원은 앞선 GE
와의 DBT용 GRID 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GE에서 강조한 대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노규성, 2021),
JPI 스스로 이에 대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GE에서 지도해준다고 제안할
때 과감히 진행해보자는 결정을 하였다. 그래서 JPI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GE에서 진
행하는 Brilliant Factory 프로젝트에 신청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2016년 11월에 GE의 Brilliant Factory의 첫 단계인 LEAN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일본 HINO에 있었던 GE Global LEAN Center의 담당자가 지정되어
JPI와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약 6개월간 GE와 함께 진행한 LEAN 프로젝트를 통해
JPI 생산현장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GE의 우수한 생산관리와 신기술을 배우게 됨
으로써 JPI 임직원들에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의 기회가 되었고, 이후 그들과의 신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번 프로젝트 참여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였다.

13. 사람의 중요성을 느끼다. 결국 경영의 핵심은 사람
김진원은 2002년부터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
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된 원인 중에서 좋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
히, 좋은 인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각 회사의 조직문화에 적합한
사람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어진 성과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인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결국, 좋은 인재는 좋은 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효과적인 업무 배정, 명확한

- 121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2호(통권 102호)

2022. 5. 31, pp. 105~129.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 이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업문화, 정확한
성과평가 및 보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선행연
구에서도 좋은 인재의 채용이야말로 전략적 인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확인
되었다(이갑두, 2011). 그래서 김진원은 이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인사팀과 적극적으
로 채용과정에서부터 함께 참여하였고, 모든 신입사원 교육 때에도 한 시간 동안 경영자
가 직접 회사의 역사와 사업 현황, 그리고 회사의 가치관과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발전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좋은 인재를 잘 채용하고 더 좋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도 경영자의 중요한 책
임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임직원들에게는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 회사를 빨리 떠나
게 만드는 것 역시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김진원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임직원
과 헤어지는 과정은 오히려 경영자가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부작용 없이 진행해
야만 떠나게 되는 임직원이나 남게 되는 임직원들 모두에게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해온 회사의 기업문화를 보여줄 수 있었다. 물론 좋은 인재를 만나는 것도,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임직원과 헤어지는 것 역시 경영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만, 실제로 운도 많이 작용했던 만큼 경영자는 항상 인재관리에 있어 매우 겸손해야 한
다고 김진원은 생각하였다. 이후 김진원은 더욱 효과적인 인재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역량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4. 또 하나의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 사업의 방향성과 비전 제시
사람과 조직에 관한 경영자의 역할과 함께 경영자의 다른 중요한 역할은 임직원들에
게 지속해서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 속에
서 사업의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문창호, 2012). 김진원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오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업 방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 JPI의 전 세계 주요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
다. 또한, 김진원은 시장전략을 효과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도식화하
여 간단한 장표로 만들어 지속해서 강조함으로써 회사 내 경영자와 임직원들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성과를 달성해낼 수 있는 조직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하였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변화 추세에 대해 더 많이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불확실한 미
래를 주도할 기술과 그에 따른 사업적 기회를 정확히 파악해서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 김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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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경영자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습 민첩
성(Learning agility)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Dai et al., 2013).

15.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다. 함께 할 수 없는 두 경영자
김진원은 김진국이 합류한 2004년 이후 공동경영자로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
게 수행하였고,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졌던 회사를 결국 살려내어 글로벌 강
소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김진원이 주도하는 GRID 사업은 지속적인 성
장과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반면, 김진국이 주도한 DR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며 많은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표 2> JPI의 최근 3년간 사업별 영업이익 현황
년도

영업이익(사업별)

(단위: 억원)

전체

GRID

DR

기타

2016

40

47

(11)

4

2017

30

41

(12)

1

2018

23

39

(13)

(3)

주：1) (13)는 영업손실 13억원을 뜻함

하지만 DR 사업의 문제점과 미래를 바라보는 두 경영자의 관점은 크게 달랐다. 김
진원은 JPI의 DR 사업의 인적 구성이나 핵심역량이 부족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차
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김진국은 DR 사업을 인체용뿐만 아
니라 동물용까지 확장함으로써 매출을 증가시켜 적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
다. 특히, 김진원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GRID와 같은 부품 사업 분야가 더욱 적합
하므로 이 분야에서 JPI의 핵심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랫동안 JPI가 파
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대부분의 고객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료용 시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김진국이 생각하는 DR 사업의 개선안인 동물용 시
장으로의 진출은 비록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군이 전혀 달라지
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과 마찬가지이므로 오히려 적자의 폭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김진원은 우려하였다.
한편 김진원은 현재 JPI의 GRID 사업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 가치, 그리고 좋
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 학습을 통
해 임상적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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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잠재적 경쟁자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JPI는 GRID 생산과 판매라는
기존의 하드웨어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AI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새롭
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사업 확장전략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Cefis, 2010), 우선 많은 적자로 인해 GRID의 수익조차 상
계하고 있었던 DR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후 앞으로 JPI
의 GRID 사업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GRID 사업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JPI의 미래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DR 사업의 개선에 대한 생각은 두 경
영자의 의견이 매우 달랐다. 그런 차이 때문에 점차 임직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기에 김진원은 회사의 사정이 괜찮을 때 선제적으로 김진국과의 공
동경영 구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진원은 2018년부터 JPI
에 대한 기업가치평가와 함께 김진원과 김진국 중 한 경영자의 50% 지분을 사모펀드
가 매수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고, 2018년 12월에 김진원은 450억 원의 회사
가치평가액으로 김진국의 지분 50%에 대해 사모펀드가 49% 지분을, 김진원이 1% 지
분을 매수하는 제안을 김진국에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공정한 협상을 위해 같은 가치로
김진국이 원한다면 김진원의 지분 50%를 다른 사모펀드와 함께 매입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김진국은 자신이 김진원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를 더욱 희망
하였고, 2019년 8월에 사모펀드 YJA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김진원의 지분 50%를 인수
하게 되었다. 이후 김진원은 그동안 준비했던 업무인계 작업을 마치고 2019년 8월 말
부로 JPI를 떠나게 되었다.

Ⅳ.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JPI의 기업역사에 대해 김삼조와 김진원의 경영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사건들에 대해 시간의 진행에 따라 경영자의 관점으로 서술하였다. 김삼조가 1980년
JPI를 창업한 이후 2002년부터 김진원이 경영을 맡게 되었고, 김삼조의 갑작스러운 죽
음으로 2004년부터 김진국과 함께 공동경영을 시작한 후, 위험을 감수했던 기업구조
조정,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과감한 의사결정, 글로벌 기업과의 적극적
인 기술협력, GRID BOOK을 활용한 마케팅과 영업 전략, 업의 본질을 간과하고 진행
했던 사업으로 인한 실패경험, 중소기업으로서 쉽지 않았던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화
전략, 미래 변화에 대한 경영자의 선제적 대응, 경영자의 중요한 책임인 인재관리, 2세
경영인들 간에 서로 잘 협업한 후 좋게 헤어지는 과정 등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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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경영자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김진원이 경영
했던 시기 중 JPI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김진원이 직접 서술
함으로써 실제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앞서 서술하였던 JPI의 중요한 성과로 연결되
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자원기반관점 이론에서 강조하였던 기업의 차별화된 자원인
경영자, 사람과 조직, 시장전략이 중소기업인 JPI의 시장경쟁력으로 발현되어 결국 성과
로 창출되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회사의 중요 자원인 경
영자의 자질, 회사의 내적 역량인 사람과 조직, 회사의 외적 역량인 시장전략이 자원기
반관점 이론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설명하였던 가
치 있고, 희소성이 있으며, 쉽게 흉내 낼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써 검증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속하여 발전시킨다면 시
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결국 좋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본 논문에서 소개된 JPI의 실제 여러 경영사례
를 통해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JPI와 유사한 규모의 중소기업
들이나 수출제조기업들의 경영자, 혹은 2세 경영을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
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자에게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
해볼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제 3자 관점에서의 기업역사나 경영자
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 의사결정을 직접 하였던 경영자 자신의 이야기
를 정리한 논문인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는 실무적으로 직접적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JPI의 성공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
하였던 자원기반관점 이론에 근거하여 선정한 경영자, 사람과 조직, 그리고 시장전략이
라는 각 변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좀더 깊이 있는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JPI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결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가 창업자인
김삼조와 2세 경영자인 김진원이 경영한 시기 동안의 사건들을 서술한 논문인 만큼 김
진원이 떠난 이후 JPI가 어떤 성과를 창출해내었는가에 관한 사례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록 이번 논문이 경영자가 직접 서술
하였다는 점은 차별화되었지만, 대신 본인 관점의 서술인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은 한계일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연구의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 제 3자의 관찰자 관
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번 연구에 대한 객관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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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tudy of JPI Healthcare:
Focusing on the Leadership of Jin-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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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JPI Healthcare during the period of
leadership by the founder, Mr. Sam-Jo Kim (1980~2002), and by his successor,
Mr. Jin-Won Kim (2002~2019). Mr. Jin-Won Kim carefully selected some key
events that impacte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JPI Healthcare during his
leadership period, annotating them with his own narratives about the internal
reason and background behind his business decisions. Since primary self-study
of a business leader is exceptionally rare,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valuable.
Additionally, Mr. Jin-Won Kim, a capable business leader himself, chose
and described some important events related to three valuables that impact
business performance: competency of execu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human capital, and effectiveness of market strategy based on Resource-based
view theory.
Therefore, this study will aid business leaders in SME(Small-Medium Enterprise)
who are seeking appropriate solutions to overcome difficult business situations
or strategies to develop their companies into strongly globalized SMEs. Furthermore,
there are many practical implications available for future business leaders
who are planning to succeed enterprises.
<Key Words> JPI Healthcare, JPI, Jin-Won Kim, Sam-Jo Kim,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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