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7-90

경기도 중소기업 A/S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문미성 외

Repair and Remanufacturing
Industry Promotion Strategies
of Gyeonggi-Do

연구책임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경기연구원 연구원)
김지혜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7-90

경기도 중소기업 A/S지원 및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인
쇄
⋅발
행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7년 12월
2017년 12월
김군수
경기연구원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17
I S B N 979-11-8884-819-5 93320

ii

연구요약

경기도 중소기업 A/S지원 및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A/S지원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A/S지원의
타당성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또는 업계에서 추진해온
중소기업공동A/S사업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의 품목⋅업종이 다양하고, 동종업
종내 부품표준화도 미흡하여 사업성이 낮아 해당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
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A/S콜센터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A/S기능을 대체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보완 역할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A/S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영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제품 생애주기와 부가가치 생산의 관계에서 생산 관련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
하고 유통, 설비유지, A/S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제품-서비스융합,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자원순환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A/S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경제란 주로 리사이클링
(폐기물의 재사용)에 그치고 있지만, A/S(Repair)는 손상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만족도도 높다. 셋째,
자원순환경제의 하위부문으로서 수리⋅재제조(Repair & Remanufacturing)산업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사업모델로서 발전이 기대된다. 리페어카페가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내에서 ‘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되며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A/S 관련 시장 및 산업 생태계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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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수도권 성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의
21.6%가 중소기업 제품이 고장 났어도 방치 또는 폐기한 경험(고장을 경험하지
않은 소비자 포함)이 있었다. 고장을 경험한 소비자만을 고려하면 약 40.3%가
고장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폐기한다. 특히 건강의료기기와 가구 등이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 또는 폐기하는 비율이 높다. 향후 소비자의 90% 이상이 수리
및 재제조제품 구입의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동A/S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형 A/S지원수요는 기존
정부지원사업 및 기반을 활용한다. 둘째, 경기도는 중소기업 제품 A/S와 관련된
산업생태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제품순환주기의
마지막단계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됨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자원순환경제
실현의 수단으로서 ‘수리 및 재제조업’을 육성한다. 넷째,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및
공공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1) 커뮤
니티 리페어카페, 중소기업 제품 이동수리버스, 중소기업 제품수리 온라인플랫폼
등의 운영을 통한 마케팅 지원, 2) 수리 및 재제조 인력양성, 3) 수리 및 재제조
연구개발 4)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산업공동체 육성 등을 검토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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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의 A/S 품질에 대한 우려와 불만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려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불안정한 A/S
시스템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이는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군의 중소기업 제품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중소기업
제품의 다수가 A/S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신뢰제고 및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공동A/S
센터에 대한 요구와 시도를 해왔으며, 2009년에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공동A/S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이용촉진 조례안’을 김지환 의원
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중소기업 제품의 이용을 활성화하
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상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이다. 여기서 상생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와 제품
판매 이후의 서비스(After Sales Service)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제2조)’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의정 지원의 일환으로 조례에서 제시한 ‘상생지원센터’
또는 ‘공동A/S센터’ 등의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조례에
서 제시하는 ‘공동A/S센터’와 ‘일자리창출’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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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이용촉진 조례
안’에서 제시한 ‘중소기업공동A/S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 소비자수
요 및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
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A/S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정책사업의 중복성, 중소기업 자체 A/S시스템과의
연계고리, 공공의 정책개입의 포인트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제조-서비
스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A/S를 둘러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
착하고 이것이 ‘고용창출’, ‘지속가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공동A/S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문제는 여러 차원의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와의 정책사업 중복성
문제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상당기간동안 중소기업공동A/S센터 운영하고 있는 상
태이다. 둘째,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부품표준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수의 업종 및 제품군에 대한 A/S센
터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비해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A/S
센터망 구축이 현실적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A/S센터의 설치목적이
기업 자체의 A/S망 구축 이전 단계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A/S기능의 아웃소싱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셋째,
제품수명주기에서 생산 전후의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기획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생산이전단계에서는 기획 및 컨설팅, 연구개발 등이, 생산이후 단
계에서는 마케팅 및 A/S 등이 부가가치 구성은 물론 고용에서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 제품-서비스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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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A/S’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컨텐츠 제공까지 공급사슬의 중간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연구방법
우선 중소기업 A/S와 관련된 통계분석 및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중소기
업 공동A/S센터의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현황, 경영여건 등을 분석한다. 통계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하고, 전국사업체실태조사 등을 보조적으
로 활용한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공동A/S센터의 설립배경, 운영실태,
중소기업활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정부지원 공동A/S센터의 장단점과 한계를 검토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A/S실태를
조사하여 중소기업 공동A/S센터의 설립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A/S품질과 소비자들의 대응양태를 파악한다. 넷째, 중
소기업 A/S와 연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생태계 구축방
안을 기획한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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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제1절 중소기업 A/S 현황 및 지원 사례

1.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이 점점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소기
업의 성장이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 등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54만개로 최근 5년간 2.9%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해왔다. 서울 중소기업 사업체수 연평균증가율은
2.3%로 전국 수치보다 낮은 반면 경기도는 4.2%로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연평균증가율(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지역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전국

3,066,484

3,542,350

2.9

서울

685,531

767,399

2.3

경기

618,832

761,202

4.2

전국

11,751,022

14,027,636

3.6

서울

2,754,837

3,153,035

2.7

경기

2,639,451

3,351,309

4.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7). 『중소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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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5인 이상)의 사업체수 증가는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중소제조업 사업체수의 연평균증가율은 4.3%로 약 74,600개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는 6.2%의 연평균증가율로 크게 성장하였다. 중소제조업 종
사자수는 약 318만명으로 2009~2014년동안 연평균 4.1%의 증가율로 성장하였
다. 경기도는 4.7%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0.4%로 증가 수준이 미미
하다. 전국, 서울보다 경기도의 중소제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중소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7). 『중소기업통계』.

서울의 경우 중소제조업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
서울 중소제조업 사업체수 비중은 8%로 5년 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제조업 비중은 8.5%로 2009년보다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중소기업 제조업 비중(종사자수 비중)
구분

제조업 비중
(%)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22.2

22.3

22.5

22.7

22.6

22.7

서울

9.6

8.9

8.9

9.0

8.5

8.5

경기

30.6

30.9

30.6

30.8

30.1

30.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7). 『중소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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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생산액 및 출하액의 경우, 최근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글로
벌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중소제조업 생산액 및 출하액증가율이 크게 떨어
져 2.6%, 3.4%를 기록하였다. 2010~2011년에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2012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증가율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2> 중소제조업 생산액 및 출하액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7). 『중소기업통계』.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4년간 전체 부가가치 생산
중 중소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은 대부분 80%를 상회하는 수준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국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소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은 51.2%로 2007년에 비해 약
0.6%p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59.1%에서 2014년 54.9%
로 약 4%p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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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소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7). 『중소기업통계』.

경기도 중소기업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반면 부가
가치 생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은 양적 성장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경기도에 위치함에 따라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점차 성장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경제기반
으로 여전히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중간재 공급
및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에도
중소기업은 구직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국내외 각종 이슈 및 경기변동 등 외부요
인에 대해서도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역
량을 갖추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판로개척 및 자금 확보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최대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중소기업과 A/S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가
A/S 존재 및 품질이다. 제품 기능, 가격, 품질 뿐만 아니라 A/S까지 제품속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및 생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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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영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 요인이며 가장 중요한 서비스
기능이 되었다. 김익성(2006)의 조사결과에서 소비자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기
피하는 이유 중 A/S 보증 문제(38.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
들은 A/S보다는 제품의 품질, 시장개척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
공회의소(2014)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선호도가 낮은 이유
중 ‘A/S미비’가 53.1%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중소기업연구원(2006)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제품 기피 이유
구매 기피 이유

빈도(개)

비율(%)

A/S 보증 문제

22

38.6

품질 문제

12

21.1

가격 문제

1

1.8

신뢰 문제

21

36.8

기타

1

1.8

합계

57

100.0

자료 : 김익성(2006).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국내 판로지원 방안연구』, 중소기업연구원.

<표 2-4> 대한상공회의소(2014)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제품 선호도 낮은 이유
선호도 낮은 이유

비율(%)

A/S가 좋지 않다

53.1

품질/디자인 좋지 않다

21.5

구매하기 불편하다

11.2

유명브랜드가 없다

11.2

구매할 만한 제품이 없다

8.1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4).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연구』.

A/S는 소비자와의 소통기능을 한다. A/S를 통하여 축적되는 처리결과(데이
터)들을 활용하여 제품의 문제점, 소비자의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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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반영된 제품 품질 개선과 신제품 출시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 매출 증대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과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다. 또한 점점
제품만으로 차별화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S 기능
강화는 서비스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최근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판
로를 개척하고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해졌다.

3. 중소기업 A/S 지원 사례 : 중소기업공동A/S센터
1) 설립 배경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전국적인 A/S 조직망을 구축하고 A/S 업무를 운용할
자금 및 인력 확보가 어려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인 A/S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A/S 센터 운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형남(1999)는
소형가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A/S 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림 2-4> 중소기업공동서비스센터 설치 사례
매일경제(199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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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993.10.22.)

중소기업연구원(2006)은 동종 업종간의 공동A/S조직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동종업종간 제품 기술 및 관리 노하우 노출에
대한 우려로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고 빠른 소비패
턴 변화, 경기 불안,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재고 위험 등 위험요인이 산재해있어 A/S
조직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적의 선택안으로 정부지원의 중소기업 공
동A/S콜센터 설립이 제시되었다. 정부예산규모와 한정된 시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공동A/S콜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이다.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동A/S콜센터 성격의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설
립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A/S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A/S지원
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판로확대
및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공동A/S콜센터와 공공구매 A/S센터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를 전국 141개 설치하였다. 2016년 현재 686개 기업에 약 10,200개의
품목에 대한 고객지원서비스를 수행한 바 있다.

2) 사업내용
중소기업공동A/S센터에 사업참여 가능제품군은 14개 제품군으로 생활가전
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이다. 건설자재, 부품,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해당여부
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국내 제조가 아닌 해외 공장 OEM 및 ODM 방식
생산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업 계열기업이거나 신용 불량 거래처로 규
제중인 업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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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소기업공동A/S센터 지원업종(2017년 현재 기준)
연번

산업부문

제품

1

생활가전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가습기, 디지털도어락 등

2

주방가전

음식물처리기,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3

AV기기

프로젝터, 헤드폰, 홈씨어터, 오디오, 스피커, 캠코더 등

4

PC기기

노트북, 모니터, 방송장비, 복사기, 프린터 등

5

멀티미디어

6

차량제품

내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 하이패스단말기 등

7

조명기기

스탠드기기, 형광등, 사인조명, 가로등기기 등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전자사전, mp3, 스마트기기 등

8

가구

9

의료기기

협압측정기, 의료용 냉장고, 의료용기기 등

10

유아용품

카시트, 완구, 유모차, 이유식기기 등

11

스포츠제품

헬스기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구기용품 등

12

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컨텐츠(교육, 게임, 영상서비스) 등

13

산업용기기

산업용계측기, 산업용컴퓨터, 기타 산업기기 등

14

생활용품

사무용 책상, 침대, 의자, 탁자, 진열장, 수납장 등

아이스박스, 보온병 등 휴대용 생활용품,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용품 등

자료 : 중소기업유통센터(http://www.sbdc.co.kr/busi/05_01.asp).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사 후 추가로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의 활용실적별 투입되는
상담서비스 인력의 인건비는 정부가 70%, 기업이 30%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용
실적에 따라 월별 사후 청구한다. 사업참여 기업은 A/S대행업체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와 직접 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A/S지원의 핵심 사업내용은 고객대응 체계 지원이다. 중소기업 공동A/S
고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A/S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A/S전산프로그램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A/S대행업체의 전국 지점망 연계 및
택배A/S센터 운영을 통하여 사업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게 A/S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행기관으로는 AS통합수리센터가 설치된 'SG정보통신'(옛 롯데
전자서비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SK네트웍스가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국 126개
지점망을 연계한 AS 처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AS지원센터의 고객상담센터
는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 9~11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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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소기업 공동A/S 지원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기업수(개)

154

502

708

738

686

A/S상담(만건)

45

198

343

358

-

A/S처리(만건)

3.7

4.9

18.3

37.0

-

자료 : 중소기업유통센터(각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

<그림 2-5>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시스템

3) 운영 성과 및 한계점
공동A/S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A/S시스템 마련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A/S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 업체는 상담 및 A/S서
비스 품질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A/S 처리결과는
데이터로 남아 추후 마케팅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어 제품 품질개선은 물론, 소비
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 신뢰 및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는
매출증대,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센터 운영 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대한상공회의소
(2014)에 따르면 지원기간이 3년, 최대 5년(서비스연장평가)으로 일괄 적용됨에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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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A/S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판로 유지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공동A/S센터는 콜센터 기능에 한정되어 있고 제
품 A/S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
다. 공동A/S센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아 기업에 A/S 상담 및 신청을 함으로
써 기업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림 2-6> 중소기업공동A/S센터 현황도

위와 같은 비판 및 문제제기는 중소기업 공동A/S센터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지원이 기업 A/S시스템의 보완
적 관계인지 아니면 대체적 관계인지(공동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A/S기능의 아웃소싱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A/S는 장기간에
걸쳐 지원되어야 한다. 보완적 관계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A/S시스템이
구축될 때가지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 공동A/S센터는 후자의 관점
에서 단기(3-5년) 설치된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공동A/S센터는 A/S기능 중 콜
센터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적 성격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지
원기간을 늘이기보다는 자체 A/S시스템의 구축 과정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콜센터기능 확대에 대한 참여기업의 요구가 일부 제기되어 왔다. 사실 정책
초기단계에는 콜센터 기능 외에 현장접수, 수리, 교환, A/S품질인증 등까지 고려하
였으나, 업종과 품목마다 상이한 수리과정, 부품표준화미흡, 전국네트워크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콜센터에 한정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전국 A/S망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SK네크워크 등 A/S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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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 부품 및 A/S 장비 미보유 등으로 인해 고장수리 실적
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다업종⋅다품목의 중소기업 제품을 망라하
는 A/S망을 구성하는데 규모의 경제 실현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동종업
종, 동종품목의 A/S기능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 설립한 중소기업공동A/S센터 설립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A/S
조직 설립에는 여러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동A/S조직에 대하여 재검토
하고자 하는 이유는 A/S 기능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써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공동A/S조직이 지니는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로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조직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4. 산업으로서의 A/S : 수리업 현황
A/S와 관련 깊은 수리업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07~2015년간 수리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연평균증가율 1.1%, 2.2%를 보이
며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15년 수리업 사업체수 101,028개, 종사자수 279,935명
을 기록하였다. 전국 수리업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리업 사업체수의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이 2007년 18.5%에서 2015년 20.7%로
증가하였다. 종사자수의 경우 2014~2015년에 경기도의 비중 증가가 약간 주춤하
는 모양새이나 2007년 20.8%에서 2015년 2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수리업 사업체수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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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수리업 종사자수 변화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수리업 세세분류 중 B2C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별하면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
품 수리업 총 4가지로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유하
고 있는 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으로 연평균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은 5년 전보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모두 감소
하였다.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의 경우도 사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종사자수는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수리업 세부업종 현황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산업

2010년

2015년

2010~2015년
연평균증가율(%)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6,352

5,995

-1.2

가전제품 수리업

6,099

7,359

3.8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16

1,041

2.6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6,067

5,986

-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12,492

12,386

-0.2

가전제품 수리업

21,482

27,476

5.0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119

1,290

2.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8,641

8,700

0.1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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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A/S와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A/S
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A/S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의 핵심부문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관점은 중소기업의 ‘A/S기능은 기
업이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많다. 중소기업의 대다수
가 제품개발과 마케팅에 힘쓰고 있어 A/S시스템 구축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품 A/S는 더욱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림 2-9> 스마일커브

자료 : UNCTAD(2015). TRACING THE VALUE ADDED IN GLOBAL VALUE CHAINS:
PRODUCT-LEVEL CASE STUDIES IN CHINA, Geneva.

Stan Shin의 ‘smile curve’ 개념은 제조업 가치사슬에서 생산 외 기능이 중
요함을 보여준다. 즉, 제품 수명주기의 단계에서 제품 컨셉, 연구 및 개발, 제품,
디자인, 유통, 마케팅 및 애프터서비스의 브랜딩 등의 가치구성이 높아지는 반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게 됨을 의미한
다. 놀랍게도 기업의 성공은 점점 연구, 브랜딩, 마케팅, A/S 등에 의존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산의 글로벌화 진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제품의 생산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선진국의 경제는 점점 스마일커브의 각각 왼쪽과 오른쪽
에 특화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A/S를 고객과의 혁신적 접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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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기업 경영조직의 핵심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제품-서비스통합의 비즈니스모델, 리버스공급사슬 등이 서비스경제화의 비즈
니스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A/S는 자원순환의 지속가능경제실현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경제란 주로
자원의 리사이클링(폐기물의 재사용)에 그치고 있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
원이용의 전주기마다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원순환과정에서 A/S는 손상
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 사용하는 ‘고장수리(repair)’의 개
념으로서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재활용이나 재제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만족도도 높다. A/S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고 부품분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자원순환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S는 중소기업 지원차원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자 자원
순환의 지속가능경제 실현의 핵심정책수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영환
경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A/S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모델과 지속가능지역경제 모델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1. 서비스경제 비즈니스모델 : 제품-서비스 통합과 리버스공급사슬
제조업과 서비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은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다
양한 범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가치창출에서 마케팅, 디자인,
R&D, A/S 등 서비스 기능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제품의 생산과 공급 중심에
서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사
이징(Servicizing), 제품-서비스-시스템(Product-Service-System; PSS), 그
린서비사이징(Green Servicizing), 지속가능한 제품서비스시스템(Sustainable
Product-Service- System; SPSS),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로 불리운다.
최선⋅김경오⋅한상일⋅서예지(2011)에 따르면 리버스공급사슬(Reverse
Supply Chain)1)은 서비사이징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으로써 서비사이징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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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공급사슬에서 리버스공급사슬로 확장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공급사슬에서는 제품과 재료가 기술개발/
디자인-제품생산-판매/마케팅-유지보수(A/S)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에서 사라졌다. 반면 서비사이징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공급사슬이 유지보수(A/S)
이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컨텐츠 제공으로 확장되어 기존 공급사슬에서 폐기되
었어야 할 제품 또는 재료가 다시 가치를 지니고 재탄생되어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그림 2-10> 리버스공급사슬

리버스공급사슬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공급사슬에서 폐기하였던 제품들을 재활
용(Recycle)하여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재제조(Remanufacturing)
의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만큼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친환경제품과 합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선호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을 회수하여 점검 및 수리, 재설치 등을
통하여 새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개조
(Refurbish)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재사용(Reuse)의 경우에도 제품을 회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무상/유상 임대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확장된 공급
사슬을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리버스공급사슬이 적용되는 서비사이징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에 대응하여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공급사슬에서 폐기 단계에 있는 제품을
1) Kokkinaki(2001)에 따르면 리버스공급사슬은 e-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이론으
로 제품과 재료의 재사용(Reuse)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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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활용하여 제품생산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타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이 가능하다. 둘째, 비용감소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제품
및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처분비용과 원자재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
비자 인식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비사이징을 통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타 기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기술평준화로 인해 제품만으로는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통합시킴으로써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공급생애사슬주기 도입에 따른 스마일커브의 변화

자료 : 최선⋅김경오⋅한상일⋅서예지(2011). “기업의 공급사슬 확장과 가치창출의 상관관계
분석”, 2(3) : 29-55.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 코웨이의 렌탈 비즈니스가 있다. 코웨이는 1998년 4월
렌탈 비즈니스 및 코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코웨이 제품을 렌탈하는 경우 코디가
방문하여 교환주기에 맞춰 필터를 교환해주고 폐필터는 회수하여 분리수거하도록
하여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폐기물까지 관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코디가 방문하
여 제품을 관리하고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 만기 소유권 제도가
있어 제품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는 멤버십서비스를 통해 유지⋅보수⋅관리 서비스를 받거나 새로운 제품을 렌탈하
여 렌탈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코웨이는 렌탈 비즈니스 및 코디 서비스를 도입함
으로써 제품 생산⋅판매 중심의 기존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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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렌탈기간 완료 후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기존에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제품을 무료로 회수하고 있다. 회수
된 제품은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재활용 및 재가공을 거쳐 원료 또는 리퍼브제품
등의 형태로 판매하여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2014~2016년 코웨이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약 70%의 재활
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재활용률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계정의 지속
적인 증가로 인한 출고량 증가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코웨이 플라스틱 재활용
구분

2014

2015

2016

출고량(톤)

8,724

9,185

10,017

재활용량(톤)

6,198

6,353

6,902

재활용률(%)

71.1

69

69

자료 : 코웨이(2017). 『2016 코웨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출고량 : 출고제품에 투입된 플라스틱량(필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 재활용량 : 회수된 제품을 리싸이클링 작업하여 판매한 양
* 재활용률 : (플라스틱 재활용량/플라스틱 출고량)*100

2. 자원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발전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 및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아젠다를 발굴⋅수립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
다. 특히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에 한번 사용된 자원
이 폐기단계에서 수명을 다하는 단선형 경제(Linear economy)의 반대개념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등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에 대한 논의와 중요성 인식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2015년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 채택한 ‘새로운 15년(2016~2030
년)을 위한 개발 의제’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2번째 목표로 포함되었다.
EU에서는 2014년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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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패키지에서는 ‘유럽 제로폐기물 프로그램(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을 통하여 폐기물을 자원화하고자 하였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원국
중 6개의 국가는 20년간 매립률을 90%에서 5%까지 저감하고 재활용률은 85%까
지 향상시켰다. 반면 그 외 국가들은 여전히 90%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5%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무단순화, 이행방법 개선 등 제안하
였다. 2015년에는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Strategy) 이니셔티브를 발
족하였으며 EU가 녹색기술 시장의 1/3로서, 약 1조 유로의 가치를 지니고 2020년
까지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폐기물 회수율(재활용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일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
함으로써 폐기물산업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관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준다.
독일이 자원 효율화 및 폐기물 예방 등에서 선진사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정책인 자원효율화 프로그램과 폐기물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은 2012년 2월 자원효율화 프로그램(ProgRess : German Resource
Efficiency Programme)을 채택하고 천연자원의 추출과 사용을 보다 지속가능하
게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연의 기초를 확보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폐기물예방 프로그램(Waste Prevention Program)
은 폐기물 발생 방지는 물론,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악영향과 경제
성장을 디커플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독일의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Intensity는 감소하는 반면 GDP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2> 독일의 폐기물 발생량 및 GDP

자료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2016). Waste Management in Germany 2016,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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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은 2009년 지속가능한 물질관리(SMM :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를 제안함으로써 물질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다 생산적으로 사
용하고 재활용하여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2015년에 발표된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프로그램 전략 계획”
에는 건설환경과 식량관리, 포장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소 등을 통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2016년 미국 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및 퇴비화된 도시고형폐기
물의 양과 그 비율이 198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900만톤 이상이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이루어졌고 재활용⋅퇴비화율도 34.6%를 기록하였다.
<그림 2-13> 미국의 도시 고형폐기물 재활용율 변화

자료 :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16). Advancing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2014 Fact Sheet, Washington, D.C.

일본은 2000년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폐기물 및 재활용
대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
이 이루어졌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용기포장, 가전, 식품, 건설, 자동차,
컴퓨터, 소형건전지 재활용 등에 대한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 중반
까지는 재활용율이 한 자리수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재활
용율 20.6%를 기록하였다.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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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일본 순환형사회 구축 관련 법체계

자료 : 서세욱(2015).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
구』, 4(1) : 181-213.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며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
며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질을 전생애주기에 걸쳐 생산
적⋅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원의 회수 및 재활용, 재제조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재활용⋅재상품화함으로써 자원 이용 효율성,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
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산업 및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뉴패러다임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재
제조산업 및 Repair 카페 등 수리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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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제조산업(Remanufacturing) 활성화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재제조를 폐기단
계에 있는 사용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품화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거된 제품 및 부품을 물리적⋅화학적 가공을 하지 않아
적은비용⋅자원⋅에너지로 순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표 2-9> 재제조⋅재활용⋅재이용의 정의
구분

정의

재제조

폐기단계에 있는 사용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
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
품화 하는 것

물질재활용

사용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 원재료로 생산에 다시 투입

재이용

사용후 제품/부품의 재사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 및 정비)을 거쳐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https://www.kncpc.or.kr/)

재제조산업 중 자동차 부품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외에 토너카
트리지, 전기⋅전자, 의료, 군수용품 등이 재제조의 대상이 된다. 세계 최대 재제조
산업국인 미국은 약 51.6조원, 73,000개 업체, 48만명이 종사하는 산업규모를 지
니고 있으며 총 121개 제품군에서 재제조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자동차
부품이 72%, 전기기구 8%, 토너카트리지 4%, 타이어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재제조의 경우 매출규모가 51.7조원으
로 미국 전체 보수용 자동차 부품시장의 약 42%를, 프린터카트리지 시장도 재제조
업체들이 약 56%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재제조산업 시장규모
는 약 1/6수준이나 BER제도2), 재제조제품 1년 보증기간 의무화(독일), 제조기준

2) BER(Block Exemption Regulation) 제도는 완성차의 독점적 권리를 제재하고
애프터마켓에 부품공급권한을 부여하여 재제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
는 제도를 말한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2016))
제2장 중소기업 A/S와 산업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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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 British Standard) 내 해체와 사용이후에 관한 규정 강화(영국) 등 재제조산
업 진흥제도가 발달하였다. 일본도 자동차부품 재제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중국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흥 거대 재제조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재제조산업에 관심을 두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제조산업이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적 산업으로서 자원이용 최소화, 자원순환, 에너
지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따르면 재제조의 경우 특수
한 가공과정이 없어 물질재활용의 경우보다 약 25% 자원회수율이 높고 CO2 배출
은 20%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재제조산업이 활성화 되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물질재활용 과정에서 인건비,
에너지 등의 비용을 대부분 다시 투입해야 하는 반면, 재제조의 경우 일부 비용만으
로 재투입하고 중고품에 포함된 가치를 대부분 다시 이용하므로 7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보다 30~60%의 가격책정이 가능하여 소
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 지출비용은 줄여 소비자 효용 증대는 물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15>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비교
신품제조 : 100

물질재활용 : 93

재제조 : 16

자료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https://www.kncpc.or.kr/)

재제조산업은 주요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약 3배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
면 매출 10억원당 제조업은 3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반면 재제조의 경우 8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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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특징이다. 대기업 제록스(Xerox)는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업체인 Park Enterprises
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내 재제조산업은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재제조
대상도 자동차부품,전기⋅전자제품(토너카트리지 중심), 화학촉매 등 한정적이다.
재제조업체는 총 1,600여개(자동차부품 1,300개, 토너카트리지 250개 등)로 대
부분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기업(99%)에 해당한다.
<표 2-10> 재제조 시장규모 비교
구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연간 매출액
(자동차 부품)

63.5조원
(52조원)

21.2조원
(11.2조원)

1.4조원
(1조원)

0.75조원
(0.61조원)

업체 수

73,000여개

24,300여개

1,500여개

1,600여개

고용 인원

48만명

16만명

1.8만명

1.1만명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6). 『재제조산업 현황 및 정책』.

홍보가 부족하여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관심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품질 인증 제품 및 업체가 적고 저급 중고재생품과 구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
신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제조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민원
해결 창구 부족 등 소비자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활성화가 저해
되고 있다. 재제조업체는 원료 수급, 유통 불안정, 원제조업체 참여 미흡 등 열악한
산업환경에 놓여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원제조업체가 재제조산업에 활발
히 참여함에 따라 고품질의 재제조품 생산과 판로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신제품 시장 축소, 기술 및 노하우 노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원제조업체는 재제조산
업에 대해 소극적이다.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인 국내 재제조업체는 고품질 재제조품
생산은 물론, 환경관리, 서비스기능 강화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적용품목 대상 확대, 원료 공급 및 유통시스템 개선, 재제조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재제조산업 육성방안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
다면 재제조품 품질 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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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air Café(수리카페)
(1) 개요
수리카페는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해 특히 쓰레기 감소와 예방에 관심을
가진 Martine Postma에 의해 시작되었다. Postma는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지역커뮤니티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적은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2009년
10월 18일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수리카페를 설립하게 되었다.
수리카페는 모두 함께 물건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
역의 무료 미팅공간이다. 수리카페에서는 수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
리를 위한 도구와 재료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의류, 가구, 전기기구, 자전거, 도자
기류, 가전기기, 장난감 등 모든 원하는 아이템을 수리할 수 있다. 또한 수리카페에
서는 모든 분야의 수리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 전문가가 있어 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집에서 고장난 물품들을 가져오고, 전문가들과 함께 카페에서
수리를 하기 시작하며 이것 자체가 학습프로세스가 된다. 만약 방문객이 수리할
수 있는 물품이 없다면 한 잔의 차나 커피를 즐기거나 다른 사람의 수리 일을 도울
수도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독서 테이블에서 수리와 작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림 2-16> Repair Café(영국)

자료 : Repairpdx(www.repairpdx.org)
Llandrindod Repair Cafe(https://www.facebook.com/pg/LlandrindodRepair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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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일 Postma는 수리카페재단(Repair Café Foundation, 이하
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은 지역그룹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수리카
페를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리카페재단은 수리카페가 지역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리 관련 전문가들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단은 2011년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2011년말 20개의 네덜란드 그룹이 자신의 수리카페를 만들고 매달 1회의
미팅을 조직화하였다. 2012년말에는 50개 이상의 수리카페가 만들어지고 벨기에,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등에 수리카페의 개념이 전파되었다.
2014년에는 네덜란드에 200개 이상, 벨기에에 100개 이상, 독일에 약 75개, 영국
에 10개, 미국에 10개, 캐나다에 1개, 호주에 1개 등 400개 이상의 지역 수리카페
가 세계적으로 창립되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는 네덜란드에 327개, 독일에
309개, 영국에 22개, 미국에 21개, 캐나다에 15개, 호주에 4개, 인도에 1개 등
1,000개의 수리카페가 만들어졌다. 2017년 10월 기준 약 1,400개의 카페가 33
개국에 있다.
<그림 2-17> 세계 Repair Cafe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

자료 : Repair Café(https://repaircafe.org/en)

수리카페재단의 주요한 의도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다시 수리
하여 물건을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수리카페재단은 지역의 수리카페를 재정적
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기부를 통해 운영되어 도구나 수리 제품의 기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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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카페재단은 네덜란드 조세당국에 의해 공익기구(Public Benefit Organisation,
네덜란드어로 ANBI)로 지정되어 재단을 지원하는 기부자들에게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리카페재단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고 DOEN재
단(Dutch Postcode Lottery Foundation)3), Adessium Foundation4) 등에 의
해 지원을 받는다.
한편 자신의 수리카페미팅을 조직하는 지역그룹들의 글로벌 커뮤니티인
Repair Café International은 Open Repair Alliance를 조직하였다. Open
Repair Alliance는 전기전자제품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수리하기가 더 쉬운 세계를
위해 활동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Open Repair Data Standard를 만들어 세계의
커뮤니티 수리그룹들의 전자제품수리에 대한 오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수리의 긍정적 효과와 옹호를 위해 이용될
것이다. 이 연합체는 2017년 10월 6일 런던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수리활동을 위한
컨퍼런스인 Fixfest 동안 출범하였다. 이 연합체는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을
출발로 하여 매년 10월 3번째 토요일을 국제수리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pair)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항상 국제수리카페주간(International Repair
Café Week)과 일치한다. 이 연합에는 The Restart Project (UK)5), Fixit Clinic
(US)6), Anstiftung Foundation (Germany)7), iFixit (US)8) 등 다른 4개의 회원
3) Dutch Postcode Lottery는 1989년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로 인도주의와 자연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에 기부를 하며 2005년 이래로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4) Adessium Foundation은 Van Vliet 가문이 2005년에 설립한 네덜란드 민간 재단이다. 이 재단은 공공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특히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독립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
이나 재화를 제3자로부터 걷지 않고 그와 연계된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를 받는 공익기구이다.
5) Restart 프로젝트는 런던 기반 사회적 기업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전기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커뮤니티, 학교 및 기업들과 같이 전기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하여 일회용 경제
(throw-away economy)를 넘어가자는 글로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수리하고 버리지 못하
도록 지역 활동을 한다.
6) Fixit Clinics은 DIY(Do-It-Yourself) 및 수리와 학습(fix-n-learn) 커뮤니티 기반 탐구와 발견 워크샵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용된다. 작업 공간, 특수도구와 지침 등을 제공하여 아이템들을 수리하도록 해 준다.
Fixit Clinic는 기본적인 해체, 고장수리와 수리 기술을 사람들이 자신의 고장난 물건을 고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달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공유하여 소비와 지속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과학과 기술의 신화를 벗겨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회로서 더 나은 정책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사고이다.
7) Anstiftung 재단은 공유재, DIY 재화와 지속가능한 지역화에 대한 연구를 실행한다. 핵심 요소는 번영이라고
이해되는 서구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삶의 질이 광범위하고 상이한 제품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실행을 네트워크화하고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들
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재단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시민사회 기반의 혁신활동의 다양한 범위와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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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였다. 모든 참여회원들은 ‘커뮤니티 수리’분야에서 활동
하며 커뮤니티 모임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리기술의 공유를 촉진한다. 이 연합의
회원들은 주로 제품 수리가 줄어들고 용납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를 양산하여 세계
에 거대한 환경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
(2) 특징
수리카페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에서 원하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지역 기반 마을공동체로 볼 수 있다. 민간인의
적극적 활동으로 수리카페가 출발하였으며 기부로 운영되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
부자에 대한 조세혜택만 있다. 특히 수리카페는 비영리조직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수리를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지역민들이 교류하는 카페이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직화되며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수리기술
을 유지하며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수리카페는 일종의 지역 환경운동이다. 수리를 통해 제품들을 더 오랫동
안 활용하여 새로운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양과 에너지를 줄이고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 직접적인 환경이슈를 내걸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행동방식을
교정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수리카페는 지역민 기반의
시민 환경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
수리카페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의 정신적 자세를 바꾸도
록 만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으로 인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량소비행태에 대한 점검
과 반성을 촉진하여 결국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수리카페는 자기실현과 지역 커뮤니티의 공고화에 기여한다. 사람
커뮤니티정원, 이종 문화간 정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수공업과 제조 관련 개방 작업장, 이웃정신을 부활시키
고 공적 공간에 대한 예술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들도 포함된다. 재단은 질적 측면에서의 실증적인 사회 연구도
한다. 지역의 관계네트워크, 인종적 소수 또는 다른 소수자들의 참여, 육체노동 혹은 수공업, 자원 활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태적이고 사회적으로 양립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8) iFixit는 서로 물건을 수리하도록 돕는 사람들의 글로벌 커뮤니티이다. 위키(wiki) 기반 사이트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부분의 물건을 고치는지를 알려준다. 누구나 장비에 대한 수리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존재하
는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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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접 제품을 수리하는 수작업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하면서 지역민들과 교류하
는 공간이 있어 수리의 즐거움과 용이함을 통해 건전한 의식을 만들고, 지역의 환경
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수리활동 자체가 여가선용
과 개인적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 준다.
한편 수리카페는 직업적 수리 전문가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사실 무료 수리라
는 개념은 수리를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 전문가들의 시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수리카페의 방문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
에 고장난 물건들을 대체로 버리는 사람들이며 수리카페에서 버리지 않는 것을 배
우는 대안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수리카페는 본인이 직접 물건들을 들고
와서 직접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리상들과는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수리카페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카페이며 비용 때문에 수리
가게에 가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카페는 부서진
물건이 수리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없다. 수리카페재단은 지역의 자발적이
고 비상업적 기반을 가지는 수리카페들이 출범하도록 지원만 한다. 단지 이러한
지원을 받아 수리카페가 출범할 때에는 수리카페의 로고가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에
항상 사용되어야만 하고 로고에 어떤 변화도 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수리카페는 지역기반의 일종의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역할
을 하면서 새로운 혁신기술과 접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카페마다
도입하면 부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수리카페의 역할과 혁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을 강화시킴으로써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3D 프린팅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9)

9) 실제 일부 수리카페에서는 고장난 부품의 복재를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벨기에의
Kuringen. Dilsen-Stokkem 등의 수리 카페에는 3D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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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편입을 위한 새로운 기업(Entreprise Nouvelle Vers
l’Insertion Economique, Envie10)
(1) 개요
프랑스에는 수리카페(Repair Cafe)와 달리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운동의 관점에
서 수리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Envie 네트워크(réseau Envie)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주로 가전용품을 수리하여 낮은 가격에 제품들을 재판매하
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리된 전자제품의 가격은 새 전자제품의 40~60% 수준이다.
Envie는 원래 민간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발전되었다.
Envie는 1984년 스트라스부르의 Emmaṻs 커뮤니티에 의해 ‘보증된 수리 가전제품
Envie(Envie d'électroménager rénové garanti, ERG)’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기
업이 만들어졌다.11) 아틀리에와 가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1989년부터 Envie 네트
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조직으로 Envie développement가 설립되
었고 1997년에 26개의 Envie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 400명이 노동시
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1998년에 처음으로 Envie 2E(고용과 환경, Emploi
et Environnement)가 설립되어 전자쓰레기(DEEE, e-waste)의 수집과 재순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2001년에 Envie는 재순환과 재이용을 위한 유럽연합사회
적기업(Recycling and Reuse European Union Social Entreprises)의 회원이 되
고, 2002년에 가전제품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과 함께 낭트도시권에서 전자쓰
레기 실험에 참여한다.

10) 경제활동에 의한 편입(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IAE)는 장기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고용하
기 위해 1970년대에 나타난 활동부문이다. 경제와 기업이 직업적 경로의 구축에서 사회화와 교육의 도구처럼
이용된다. IAE는 사회연대경제(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의 구성요소들의 하나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을 받는 활동이다. 경제활동에 의한 편입은 일자리가 없이 사회적⋅직업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직업적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ESS)는
연대, 형평성과 사회적 효용의 원칙에 기반하여 지위, 조직, 기능과 활동을 하는 경제적 구조의 총체를 의미한
다. 한국에서는 흔히 사회적 경제로 불린다. ESS는 경제적 편입과 사회적 결속을 위해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에서 ESS의 경제적 비중은 2015년 기준 237만명이 고용되어 총 고용의 10.5%,
민간 고용의 13.9%, 여성 고용의 15% 등에 해당하며 ESS 인증단체는 221,325개이다.
11) Emmaüs Community는 빈곤층과 노숙자들을 위해 Abbé Pierre 신부에 의해 1949년 파리에서 설립된
국제적인 연대운동이다. 재판매를 위해 버려진 아이템들을 모으는 넝마주이(rag pickers)가 조직화되어 이것
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윤을 이용하고 기금을 걷는 Emmaüs Community 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
다. ERG의 설립도 이러한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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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Envie 참여기업 및 고용현황
구분

1997년

2016년

기업수(개)

26

50

고용(명)

400

2,600

자료 : envie(http://www.envie.org)

2002년 Envie développement은 Fédération Envie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연합시스템은 독립성과 개인적 주도권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응집력을
관리한다. 연합네트워크는 재순환, 가공 및 보급 활동을 위해 수리 활동과 기업들을
위한 연합체이다. Envie는 실제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50개의 연합체이며 그의 창
립 이래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가치를 존중한다. Fédération Envie는 가입된
사회적 기업 집단의 설립, 발전과 촉진 지원, 모든 제3자에 대한 회원들의 집단적
이해 촉진, 회원들 사이의 긴밀한 결합과 시너지 개발 등의 3가지 목표를 가진 사회
적 지역사업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전자쓰레기의 재순환을 의무적으로 만든 EU의 명령(Directive)이 실
행되면서 Envie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2002년부터 확대된
생산자의 책임성 원리는 전기⋅전자설비 제조자들이 자신의 제품들을 수거, 탈오
염화하고 제품의 사용기간 완료 후 가치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수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생태기구에 기업이 운용자로서 가입하여 그들의 제품 일부분
을 다시 수거함으로써 수리할 수 없는 기구들은 재순환시키는 반면 수리 가능한
기구들은 중고로 판매되기 위해 수리가 된다. 만약 유통자가 과거의 가전제품을
다시 수거하는 것을 거부하면 45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1개 기구의 구입에
대응하여 1개 기구의 재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4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가전제품 상점은 무료로 지름 25센티미터 미만의 전기
또는 전자 기구를 다시 수거한다. Envie 상점들은 무료로 기구들을 수거하며 이러
한 법적 의무를 넘어 Envie는 모든 전자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
료로 모든 전자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 기구들이 수리될 수 없다면 지역적으로
Envie의 재순환분야에 의해 처리된다. Envie의 주된 활동은 전자쓰레기 재순환이
지만 경제적 편입을 위한 활동을 보충적인 수단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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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e는 현재 프랑스에 45개의 상점이 있고 새로 수리된 중고 가전제품을 판
매한다. 오늘날 이 네트워크는 다양화되어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구매자로 알려져 있다. Envie에는 50개의 기업이 있고 2,600명 근로자
중 2,100명은 직업적 편입(insertion professionnelle)12) 대상 근로자이며, 500
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여 85백만유로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고용계
약을 맺는 대상자들은 주로 장기 실업자, 사회적 최저소득 수혜자, 큰 어려움을
가진 26세 미만 청년, 장애 근로자 등이다. 2016년에 101,600개의 기구에 대해
보증된 수선을 하여 4,875톤의 폐기물이 절약되었고, 시장 전체에서 수집된 전자
쓰레기의 1/3인 177,000톤을 수거하여 146,000톤을 가공 처리하였다.
<그림 2-18> Envie의 매장 및 전국네트워크

자료 : envie(http://www.envie.org)

Envie에서 수리는 6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수거’로 Envie는 공공단체, 가전
제품 소매상이나 개인들로부터 고장이 나거나 혹은 고장이 나지 않은 버려진 기구
들을 수거한다. Envie의 파트너들은 생태기구들로서 지정된 수거지점을 이용한다.
12) Envie의 활동은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
다. Envie 네트워크는 매년 2,000명 정도 직업적 통합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맞는 자격부여과정
을 제안한다. 직업적 편입의 목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고용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Envie 네트워크의 기업들은 모두 편입을 위한 기업(Entreprise d’Insertion, EI)과 협약을 하며 이는
매년 프랑스에서 관련 협약의 약 13%에 해당한다. EI는 주로 자격증이 없고 금융적 어려움이나 배제의 상황에
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이들에게 최대 24개월의 고용계약을 공급하고 직업교
육, 보상과업, 월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
한다. EI는 1970년대에 출현하여 사회적 연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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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선택’으로 기술자들은 수거된 폐기물 가운데 수리하거나 분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구들을 고른다. 3단계는 ‘수리와 청소’로 수리 교육을 받는 근로자들은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부품들은 개별적으로 통제, 청소 및 교체가 된다. 기능
점검은 기구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도록 해준다. 4단계는 ‘품질관리’로 각 기구는 기
능과 안전 요소를 위해 미적이고 기술적인 최종적인 품질관리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1년 동안의 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엄격한 수리 프로세스이다. 5단계
는 ‘판매’, 6단계는 ‘배달과 서비스’로 각 가계는 배달, 보증연장, 부품 판매, 기구
임대, 고장수리 등을 할 수 있다. 보증은 모든 네트워크에서 1년이다.
Envie의 사회적 비전은 고용 창출, 안정적인 직업적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근
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이며, 이는 Envie 네트워크의 50개
기업들의 존재 이유이자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Envie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거
나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
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직업적 편입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Envie는 내부에서 기술훈련과 사회-직업적 지원 또는 직업적 편입 담당자(chargé
d’accompagnement socio-professionnel ou d’insertion professionnelle, CASP)
를 2개의 핵심 구조로 하고 있다. Envie의 직업적 편입을 위한 직업교육은 일상적
으로 기업의 모든 정규직과 함께 교육적 지원을 하는 엄격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CASP는 금융적⋅심리적 문제들을 가진 근로자들을 지원하여 주거, 이력서 집필,
운전면허증, 건강, 직업교육 탐색 등 일상에서 부딪히는 근로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지원하며 직업적 프로젝트의 정의까지 지원하는 촉진자이다.
Envie에서 직업적 편입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60% 이상이 계약이
끝나면 질 좋은 직업교육이나 새로운 자리를 얻는다. 1984년 창립 이래 Envie
네트워크는 17,000명이 경제활동을 다시 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Envie는 파트너 기업들에게 직접 Envie에서 이미 교육된 사람들을 뽑도록 추천하
기도 한다. Envie의 인적자원 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10여개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직업교육을 보장하고 기술과 능력 획득을 통해 직업
적 편입 프로그램의 근로자들이 전통적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Envie의 사업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Envie는 수리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Envie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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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하게 하기 위하여 Repair Truck으로 프랑스 순회(Tour de France)를 하였
다. 이는 낮은 가격에 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프랑스인들이 수리의 중요성과 제품
의 이용기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프랑스 소비자들의
약 40%가 수리비 때문에 고장시 그들의 설비를 고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낭비를 줄이고 기구들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것을 예방하여 그들의
설비를 유지하고 수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Envie가 조직화하고
Darty, l’ADEME, Castorama et le Groupe SEB 등이 협력하였다.13) 또한
2017년 11월 23~25일 Envie의 45개 가게는 미국발 블랙 프라이데이에 반대하
여 그린 프라이데이를 실시하였다.
(2) 특징
Envie는 고용창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실행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특히 Envie 네트워크가 공유하는
가치는 환경과 수리도 생각하지만 저변에는 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좋은 질의 소비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가전제품은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공산품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이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nvie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
회적 경제 모델이다. 전자쓰레기를 수거하여 수리를 통해 전자쓰레기들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감소시키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고용하여 직업교육을
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
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인다. 특히 Envie는 단순한 단기 고용을 넘어 수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까지 하고 Envie에서 일하는 취약계층들에게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인증제를 채택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이지만 사회적 기업 자체가 정부 의존적이면서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단기적인 임금
만을 지급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3) Darty는 전자제품 대형 전문판매장이고 l’ADEME은 환경에너지관리청, Castorama는 DIY 전문점,
Groupe SEB는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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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e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에서 지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모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대부분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자생성이 약하다. 한국과 같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
는 정책 초반에는 공공의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가 추진되면 이는 결국 예산 퍼주기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Envie와 같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추진 주체나
공공 모두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Envie의 성공은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쓰레기를 수거하
여 재판매한다는 ‘넝마주이’사고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달성된 것
이기 때문이다.

3. 시사점
위에서는 중소기업 A/S와 관련되어 제품수명주기 및 제조-서비스융합 비즈니
스모델, 자원순환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성장 등을 검토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A/S는 단순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차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및 고용창출원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제품수명주기상 A/S를 전후하
여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생태계 육성이 필요하
다. 둘째, 자원순환경제에서 A/S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자원순환
경제에서는 주로 제품폐기 이후의 순환(리싸이클)에 관심을 두지만, 최근에는 제품
폐기 이전의 순환 즉, 수리 및 재제조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
업 A/S와 수리⋅재제조의 연계가능성과 사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
부문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Envie는 가전제품 수리 및 재제조기업의 연합체로서
취약계층의 인력훈련과 순고용창출에 높은 기여를 해왔다. 요컨대 중소기업 A/S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분야, 제조-서비스융복합 비즈니
스 분야로서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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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정책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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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소기업 A/S 이용 실태조사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중소기업 제품 및 A/S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중
소기업 A/S 시스템을 진단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중소기업 A/S 소비자 이용실태와 더불어 리퍼/재제조제품
수요 파악을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A/S 및 제재
조 제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중소기업 A/S 시스템 보완 및 강화,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3-1> 설문조사 설계
구분
모집단

내용
만20세 이상의 수도권 소비자

표본크기

1,066명

표본추출

무작위표본추출법(Random Sampling)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0％

조사기간

2017. 11. 6 ~ 2017. 11. 1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병행

표본 특성

총 1,066명
성별 : 남자 523명, 여자 543명
연령별 : 20대 206명, 30대 248명, 40대 251명, 50대 이상 361명
학력별 : 고졸이하 181명, 대졸 785명, 대학원졸 100명
거주지 : 서울 450명, 경기 485명, 인천 131명
직업별 : 자영업자 98명, 사무직구 531명, 노무직군 76명, 서비스직군
48명, 전업주부 193명, 학생 61명, 무직/은퇴 56명, 기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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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중소기업 A/S 이용실태
만20세 이상 수도권 소비자 1,06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84.3%가 최근 3년 내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899명 중 62.6%가 생활가전, 52.1%가 주방가전, 43.7%
가 PC 기기 제품을 구매하였다(중복응답). 제품의 경우, PC기기 및 차량용품 등은
남성이, 가구, 건강/의료기기 등은 여성이 구매를 많이 하였고 연령별로는 젊은 연
령이 PC 기기를, 고령층일수록 건강/의료기기 구매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중소기업 제품 구매경험 및 구매제품
구매경험

구매제품

중소기업 제품 고장 경험은 생활가전이 55.0%로 가장 고장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PC 기기 39.1%, 주방가전 38.4%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품과 건강/의료기기의 경우 각각 4.2%, 14.9%로 비교적 고장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생활가전, AV/멀티미디어기기, 차량용
품, 여성은 주방가전, 가구, 건강/의료기기 고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는 PC기기 고장경험이 57.1%로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이상의 경우 생활가전 고
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8

경기도 중소기업 A/S지원 및 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그림 3-2> 중소기업 제품 고장경험

중소기업 제품이 고장난 경우, 전반적으로 A/S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AV/멀티미디어기기와 생활가전의 경우 A/S 비중이 각각 77.0%, 76.4%로 가
장 높았다. 폐기처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제품군은 유아용품과 가구로 고장 후
폐기처분된 경우가 각각 41.7%, 25.0%를 차지했다. 고장 상태로 보관 중인 경우
는 건강/의료기기(34.1%), 가구(33.3%)로 나타났으며 A/S보다 폐기처분 및 보관
비중이 많은 제품군은 가구와 유아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중소기업 제품 고장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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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구매경험자 중 57.0%는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A/S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A/S 경험 비율은 남성(60.6%)이
여성(53.5%)보다 약 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직군과 사무직군이
A/S 경험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A/S를 받은 경우, 수리가 75.8%로 가장 많았
고 소모품 교체 42.2%, 신제품과 교환 15.6%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그림 3-4> 중소기업 A/S 경험

<그림 3-5> 중소기업 A/S 내용

A/S 접수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
고 그 다음으로 A/S직원이 내방(34.0%), 택배/등기발송(31.8%) 순으로 나타났
다. A/S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가 63.17점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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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다. A/S 만족도는 A/S 접수, 가격, 품질, 기간, A/S 센터시설, 친절도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이용자들이
A/S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인 A/S 품질과 친절도에서 66점대를 기록하
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S 가격과 센터시설은 60점대 미
만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A/S 만족도가 낮은 층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직업군에서는 무직/은퇴자, 자영업자의
A/S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중소기업 A/S 접수방법

<그림 3-7> 중소기업 A/S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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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 1,06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A/S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 제품
을 선택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기업제품 구매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7.1%
를 차지했다. 이는 A/S가 소비자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를 고려하여 대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대기업제품 구매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업군 중에서는 전업주부가 A/S를 고려하여 대기업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82.9%,
사무직 79.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A/S에 따른 대기업제품 구매 경험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1,066
명 중 83.0%가 중소기업 공동A/S센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공동A/S센터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자영업자와
사무직군은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편인 반면 사회활동이 적은 무직/은퇴, 전업주부
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림 3-9>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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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이 공동A/S센터 설립 필요성에 더 공감하였고
서울보다는 경기/인천 주민에게서 설립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설립 필요성

2. 리퍼/재제조제품 수요
리퍼/재제조제품을 최근 3년 이내에 구매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32.9%가 경
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0대가 41.1%로 구매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39.8%로 구매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무직/은퇴, 학생은 상대적으
로 낮았다.
<그림 3-11> 리퍼/재제조제품 구매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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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재제조제품을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제조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
업이 52.7%, 국내 중소기업 51.3%로 대⋅중소기업간 구매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리퍼/재제조제품 구매경험자의 13.4%는 수입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리퍼/재제조제품 제조사

품질 인증된 중소기업 리퍼/재제조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86.3%가 구매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본 조사에서 리퍼/재제조제품 구매경
험이 약 33%인 것을 고려하면 구매의향이 약 53%p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품질 인증된 중소기업 리퍼/재제조제품 구매의향은 30대 이상에서 80%를 상회하
는 구매의향을 나타냈으며 20대는 77.%로 비교적 낮은 구매의향을 보였다. 무직/
은퇴, 학생층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구매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품질 인증된 중소기업 리퍼/재제조제품 구매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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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본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중소기업 제품 구매결정에 A/S가 미치는 영향
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S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77.1%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A/S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 A/S를 경험한 경우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A/S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0%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A/S 종합만족도 지수가
63.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A/S 품질과 A/S 친절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는
데 A/S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A/S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A/S센터가 설립되었지만 실제
소비자가 인지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A/S센터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0%에 불과했다. 공동A/S센터에 대한 홍보와 지원 확대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설립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7%로 설립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리퍼/재제조품 구매 경험자는 32.9%로 국내 리퍼/재제조품 시장
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매한 리퍼/재제조제품의 제조
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52.7%)과 국내 중소기업(51.3%)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 인증된 중소기업 리퍼/재제조제품의 경우 유효
표본(1,066명)의 86.3%가 구매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리퍼/재제조품 시장 내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A/S 기능 강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리
퍼/재제조제품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지속가능경제 및 자원순환경제
에 대응할 수 있는 A/S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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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책방향

1.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형 A/S지원수요-기존 정부사업 활용
개별 중소기업의 A/S시스템 구축 등은 정부의 공동 A/S센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공동A/S센터에 전산 및 콜시스템 등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국적 차원의 고객센터망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가 이와 유사한 센터를 경기도 기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은 정부
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많다. 센터 설치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이 높은데 비해 정부
추진사업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의 공동A/S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시장진입 초기단계에 단기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 A/S시스템을 구축하
거나 동종업종/제품간 공동A/S센터 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A/S
기능은 아웃소싱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향후 기업의 중요한
부가가치 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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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제품A/S를 전후한 ‘산업생태계’ 구축 집중
경기도는 ‘중소기업 A/S활동’을 새롭게 부상하는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관련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일커브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생산영역에서의 부가가치비중은 낮아지고 기획연구개발과 제품생산이후의 유
통 및 A/S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제품순환주기의
마지막단계에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A/S기능이
자원순환산업의 일부로서 기능할 때, A/S는 단순히 제품마케팅의 일부요소가 아니
라 독자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3. 자원순환경제 실현의 수단으로서 ‘수리 및 재제조’ 육성
중소기업 A/S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생태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이자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현행 자원순환정책은
제품사용이후 폐기의 단계에서의 재사용(Recycling, Remanufacturig)에 국한되
고 있으나, A/S기능은 수리(Repair)를 통해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활용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한다. ‘수리 및 재제조’를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자원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림 4-2> 수리, 재제조, 리사이클링 등과 제품의 순환

자료 :King, A and Miemczyk, Joe and Bufton, D.(2006). “Photocopier Remanufacturing at
Xerox UK: a Description of the Process and Consideration of Future Policy Issues”,
Innovation in Life Cycle Engineer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7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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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기단계 공공의 인프라 구축 지원
초기단계에서는 정부 및 공공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수리 및 재제조
산업 생태계 구축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Repair&
Remanufacturing’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A/S센터 유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보조의 정당성
이 높다. 그러나 시장창출, 전문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이
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시장창출, 인력양성 등의 기반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시장확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표 4-1> 정책방안 요약
정책방향
마케팅 지원

사업방안

목표

중소기업 제품 수리 순회서비스(주말장터)

초기 시장 창출

중소기업 제품 수리 온라인플랫폼

소비자-수리업자간 매칭

수리 및 재제조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산업공동체 및
클러스터화

리페어 및 재제조 카페

재제조 및 자원순환 관련
동호회

자원순환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경기도경제과학징흥원

대학 repair& remanufacturing 연구센터 설치

GRRC 활용

수리 재제조 산업 연합체 형성(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중장기)

제2절 정책방안
1. 마케팅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1) 중소기업 제품 수리 순회서비스(주말장터)
○ 사업내용
-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제품을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제품,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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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또는 주중에 시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광장 또는 마당을 활용
- 수리불가능한 제품은 무/유상 수거 또는 기부받아 재제조 또는 재활용
단계로 넘김
- 재제조 및 친환경제품 홍보
○ 사업 필요성
- 수리 및 재재조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 지자체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
○ 추진체계
- 경기도 : 사업주관
- 기초지자체 : 홍보 및 장소제공
- 중소기업 A/S센터, 수리업체(자), 재제조업자, 자원순환센터 등과 협력

2) 중소기업 제품 수리 온라인플랫폼
○ 사업내용
- 고장난 중소기업 제품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와 수리업자(체)를 연결하
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 구축 : SNS와의 연동화 방안 검토
- 소비자와 수리업자간의 안정된 거래 및 결제시스템 구축
- 택배 등을 활용한 제품 및 부품 이동
○ 사업 필요성
- A/S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폐업 도산기업제품, 중국산제품)을 소
비자들이 간편하게 인터넷, 모바일과 택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리서비스
를 받을 수 있음
○ 추진체계
- 경기도 :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 사업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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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SK네트웍스 등과 같은 A/S전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수리 전문인력이 플랫폼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함
<표 4-2> 수리 온라인플랫폼 사례
품목

자동차

악기

아이폰

플랫폼

카닥

∙
∙
∙
∙
∙

고객과 자동차수리업체를 중개
수리 견적요청 및 실시간 비교 가능
자동차 수리뿐만 아니라, 픽업과 렌트카 서비스 가능
1년 무상보증
수입차를 대상으로 하는 카닥테크샵이 있음

리페어허브

∙ 어쿠스틱 악기 제작 및 유통전문 기업 ㈜위키위키에서 운영
하는 국내 최초 악기 리페어 O2O 서비스
∙ 음악인(소비자)과 악기리페어전문가를 매칭
∙ 간편한 수리 접수 : 수리할 악기 정보를 접수창에 입력하면
가까운 리페어전문가에게 빠르게 연결
∙ 합리적인 리페어 표준요금 제시
∙ 이용 방법 : ① 상담신청 ② 리페어허브 안내전화(상담 및
전문가 연결) ③ 리페어전문가 상담 및 견적
④ 리페어샵 직접 방문 ⑤ 확정 견적 안내 및
리페어 진행 ⑥ 악기 수령

픽스나우

∙ 삼성, LG에 비해 A/S제도가 미흡한 애플사의 아이폰 수리
서비스 제공(출장/택배 수리)
∙ 모델별 수리비용 공개 및 수리 부품 평생보증
∙ 테크니션 모집 및 자사 기술교육 후 활동 개시
∙ 테크니션은 가맹비, 광고비 등 납입없이 원하는 근무시간에
담당지역에서 근무 가능
∙ 이용 방법 : ① 온라인예약 ② 테크니션 현장방문 ③ 결제
방식 선택

수리반장(수리부문)
가전

내용

* 수리 외 클리닝,
생활케어 서비스가
있음

∙ 가전수리⋅클리닝 O2O서비스 제공
∙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심의 전국망 구축
∙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전문 마스터(수리기사) 모집하고
수리반장에서 직접 관리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질 표준화
∙ A/S 받기 힘든 해외중저가제품 수리 가능
∙ 산학협력 및 은퇴자 재교육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 이용 방법 : ① 견적요청 ② 진단 및 예약 ③ 수리 서비스
및 마무리

자료 : 리페어허브(http://repairhub.co.kr/)
픽스나우(http://www.fixnow.co.kr/index)
“[2020]유니콘] 수리반장”, 전자신문(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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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양성
1) 수리 및 재제조 인력양성
○ 사업내용
- 업종별 수리전문기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청장년 수리 및 재제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단기, 중기)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기술습득 및 현장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사업필요성
- 수리 및 재제조의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전문 수리 및 재제조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기존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제품의 생산과 엔지니어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리’와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의 교육이 미흡한 상태임
- 수리 및 재제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 사업의 의의
- 자원순환형 ‘수리 및 재제조’ 산업의 인적기반 확충
- 청장년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일자리
○ 추진체계
- 주관 : 고용노동부 / 경기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산업별 중소기업협회 및 단체, 재제조산업협회,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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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air & Remanufacturing Cafe14)
○ 사업내용
-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지털기기 등을 수리, 재제조 또는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
- 품목별로 정기 개최 : 대학동아리 등과 연계
○ 사업목적
- 수리 및 재제조와 관련된 지역학습공동체 형성
- 청년 전문인력의 양성
○ 사업방식
- 주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생활용품 및 디지털기기 관련 온라인 동호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그림 4-3> Repair Cafe(Community)

14) 리페어 카페 (Repair Café) 개념은 암스테르담에서 발생. 리페어 카페 재단 (www.repaircafe.org)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주최.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주기적으로 열렸으며 30여명 정도가 자전거,
팔찌, 램프, 바지, 장난감 흔들 목마 등을 납땜 인두와 같은 도구로 수리. 당시 조직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물을 수리하는 것에서 많은 즐거움을 얻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여기서 공유되고 있는 기술에
놀랐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Repair Café는 지역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접촉하고 사람들이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노하우와 실용적인 기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죽 작업에서부터 목공 또는 전자 공학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
고 지식을 교환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라고 리페어카페를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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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가능사례 : 음향기기(오디오) 온라인 커뮤니티 “실용오디오”
- 오디오 관련 지식 및 정보, 수리점, 제작⋅자가수리 정보교류
- 장터게시판을 통하여 중고제품⋅부품 판매 및 구매 활동
- 지역별 동호회 형성
- 발전 가능성 :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로 수리 및 재제
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음. 따라서 지역별 동호회를 통하여 본인의
제품을 수리⋅재제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제품 수리 및
재제조, 관련 정보교류 및 학습 등 자원순환 활동으로 확대 가능. Repair
& Remanufacturing Cafe 활성화의 핵심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큼.
<그림 4-4> 음향기기 관련 커뮤니티 사례

자료 : 실용오디오(http://www.enjoy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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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Repair & Remanufacturing) 연구센터
○ 사업내용: 수리 및 재제조 관련 연구개발 및 인증체제 구축
- 자원순환을 위한 업종별 부품 표준화방안
- 리페어 및 재제조제품 인증시스템 구축: 디자인⋅설계⋅계측⋅성능 및
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기술축적으로 인증기관화 도모
- 재제조 제품디자인 기술개발
○ 사업필요성
- 수리 및 재제조 제품시장 확대의 걸림돌로서 부품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공동A/S 및 재제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며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됨
- 부품 및 수리기술의 표준화, 재제조제품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dma
-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기술개발이
지속되어옴(예 :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Centre for remanufacturing 등)
○ 추진체계
- 주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 : 수요조사 및 타당성 연구 수행

4. 유관제품군별 ‘수리 & 재제조센터’ 설치(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 동종 및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제품 A/S센터, 수리전문업체 등을 집적하
여 원스톱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이미 도산된 중소기업 제품, 중국산제품 등도 A/S가능성 높음(과거 청계
천상가 등과 유사)
-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및 판매전시장 역할도 추가가능
-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용
- ‘수리 및 재제조’ 창업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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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필요성
- 동종 및 유관의 중소기업 제품 A/S기능을 집적하여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 도모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 추진방안
- 수리 및 재제조의 기술적 수준이 안정적이고 시장성이 확인된 부문부터
추진 : 예를 들어 ‘중소기업가구리폼센터’가 현실적으로 가능
- 대도시 또는 대도시 인근(GB해제)에 조성하여 소비자 접근성 제고
- 기반시설 재정지원 : 토지 및 건축비 공공이 제공, 입주기업기관에는 분양/
임대,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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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air and Remanufacturing
Industry Promotion Strategies
of Gyeonggi-D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sibility and policy direction of SME
A/S support.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A/S
support for SMEs in order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SME product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joint A/S center for
SMEs. The related ordinance was initiated in Gyeonggi-Do.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SME A/S center is low and
sustainability is low due to various reasons. The government-sponsored
joint A/S center is also limited to A/S call function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A/S function of SMEs. First, in terms of product life cycle, the portion
of value-added in the production-related sector declines, and
distribution, equipment maintenance, and after-sales service accounts
for a larger portion. Business models related to product-service
convergence, reverse engineering, etc. are highlighted. Second, A/S's
role in the development of resource circular economy becomes more
important. In Korea, resource circular economy focuses on mainly
recycling (reuse of waste), but A/S(Repair) is less costly and
satisfactory because it restores damaged products to origin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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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disposing and processing them. Third, the repair and
remanufacturing industry as a sub-sector of the circular economy are
expected to develop as a new social and economic business model. The
repair café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nd is
expanding globally. In Europe, "repair" related social enterprises are
activated and contribute to job creation.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demand for A/S support for
SMEs needs to leverage existing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infrastructure. Secondly, Gyeonggi-Do needs to concentrate on building
industrial ecosystem related to SME's A/S. A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advanced, the business area is expanded at the end of the product
circulation cycle. Third, the 'repair and remanufacturing'

has to be

fostered as a means of realizing the circular economy. Fourth, in the
early stag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support publ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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