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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의 현황과 한계9)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

어서 제조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

내 제조 엔지니어링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제조 엔지니어

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으나, 본 보고서에서

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CAD, CAM, CAE, PLM 등

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조 효율을 높이

는 활동(Manufacturing, 2016.2)이라는 협의의 정의

에 따라 국내 현황을 파악해본다.10)

① 중소기업 위주의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2015년 기준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는 총 693개

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8개 업체로 

58.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공인 규

모의 업체가 85개 12.3%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에 대기업은 2개에 불과해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

스는 중소기업 위주의 업종인 것으로 분석된다.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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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보고서에서의 현황분석은 엔지니어링산업 특수분류체계 구축연구
(2016.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시된 분류 및 현황분석 가운데 
협의의 제조 엔지니어링 관련 부분을 재정리하였다.

10)  이러한 정의는 협의의 제조 엔지니어링에 해당되며, 광의의 제조 
엔지니어링은 제조업 가치사슬 전 영역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활동을 
대상으로 세 분류 기준 총 12개 항목으로 분류가 제시되었다(201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 2 회)



2016. 11  159

산업동향 & 전망

②  2006년을 기점으로 활발해진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

집계된 총 693개의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 가운데 2000

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는 약 19.8% 137개 업체에 불과

한 반면, 2014년 이후 설립된 업체는 20.3%인 141개 

업체에 달하며 2006년을 기점으로 설립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체의 설립 추이는 제

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매출 규모와 영업 이익 규모의 지속적 증가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의 총 매출액은 2015년 

기준 약 5조 2,400억원 규모에 이르며, 업체당 평균 매

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동년 약 205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매출 증가라는 제조 엔지니어링의 

양적 성장은 영업이익의 증가라는 질적 성장과 함께 진

행되고 있어 업체당 평균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 약 

16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의 성장은 업체들의 영업활동, 

즉 생산활동과 판매 및 관리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관측된다. 2015년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81%로서 2014년의 5.02% 대비 약 2. 

79%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인 2015년 제조업

(5.43%), 서비스업(5.3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61%)의 평균 수준을 2~3% 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1)

소결하면, 중소 규모의 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은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하여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유지함으로써 수익성

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④ 제조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

제조업의 국가 경제적 비중과 국내 제조 엔지니어링

의 성장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11)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수치를 인용하였다.

(단위 : 개, %)

설립 시기 업체수 비 중

2000년 이전 137 19.8

2001~2005년 117 16.9

2006~2010년 159 22.9

2011~2013년 139 20.1

2014년 이후 141 20.3

<표 2>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의 설립 추이

(단위 : %)

대 중견 중소 소공 기타 전체

제조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수 2 10 408 85 188 693

비 중 0.3 1.4 58.9 12.3 27.1 100

주 : 기타 항목은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표 1> 제조 엔지니어링 분류 항목별 업체 규모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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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인식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 문화는 엔지니어링 부문

에 대한 경시와 함께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문화의 부재

를 야기하였고, 이는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익 확

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 정책 역시 

제조업 측면에 치우쳐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에 특

화된 정책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

업 위주의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가 감당하기에 부담스

러운 수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은 고용 확대의 저해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필요 인력의 적절한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12)

이와 함께 현재의 산학연계 구조는 제조업 전반에 걸

쳐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능을 제한하는 공통된 양

상을 띠고 있다. 즉, 현행 산학연계는 기초기술을 위한 

연구와 응용 기술을 위한 개발 분야 모두가 학문적 접

근에 집중된 학교 기관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연구 성과

의 효과적 사업화 및 상업화가 제한되고 있음은 물론 

산학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등 제조 엔지니어링 활성화

로의 선순환 구조가 제약되고 있다.

12)  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CAD의 경우 1대당 약 3,000만원의 초기 구축 
비용과 CAD 관련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및 정기적 업데이트를 위해 
장비당 연간 약 4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모되어 20~30명에 불과한 
상시 근로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의 높은 임금은 
또 다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 단절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건)

매 출 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매출액 4,802,912,757 4,919,019,464 4,608,698,274 4,568,763,287 5,241,430,199

평균 매출액 14,915,878 14,094,612 12,489,697 12,517,160 20,554,628

영업이익 230,246,179 279,329,230 205,862,071 229,261,607 409,203,924

평균 영업이익 715,050 800,370 557,892 628,114 1,604,721

사례수 322 349 369 365 255

<표 3>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그림 8>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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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과제

초연결생산화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인 인프라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산업혁명이 혁신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경제 주체의 발굴 및 육성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

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을 연결할 것인

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 패러다임과 제조업 가치사슬

의 변화를 주도하며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고 있는 제조 엔지니어링의 국내 현황을 제

시 하였다. 특히, 제조 엔지니어링 업체가 겪고 있는 문

제로서 대외적으로는 제조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조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

책적 지원을,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내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제조 엔지니어링 기능을 축으로 공통된 기능을 

지닌 업체들을 집적시키는 타운 조성을 통해 업체 간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공동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절

감과 다양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을 유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와 개발이 학교에 집

중된 현행 산학연계 방식을 연구와 개발의 주체를 분리

하여 제조 엔지니어링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재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맞춤형 전문 인력의 양성체

제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조 엔지니어링 관련 

법  제도의 체계화를 통해 제조 엔지니어링의 산업적 특

성을 반영한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인식과 정책

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부

족한 것이 사실이나 제조업 가치사슬에서의 역할과 새

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육성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

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궁

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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