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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 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라오스에서 독보적인 자동차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글로벌화를 시도하고 있는 코라오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다. 코라오홀딩스는 한국인이 설립한 라오스 현지 
기업이며 2010년 한상 기업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했다. 본 연구는 코라오홀딩스가 라오스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고 라오스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경영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March(1991)가 제시한 조직학습에서의 활용(Exploitation)과 탐험
(Explor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경영혁신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문화적 혁신과 
프로세스 혁신을 분석했다. 기술의 활용과 탐험, 프로세스 혁신과 문화적 혁신에 대하여 매트릭스 분석을 하였다. 기술의 
활용은 초기 시장진입 전략으로, 기술의 탐험은 시장확대 전략으로, 문화적 혁신은 지속성장 전략으로, 프로세스 혁신은 
경영합리화 전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에 기술의 활용과 탐험의 균형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고 현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는 문화적 혁신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제어 : 활용, 탐험, 코라오 홀딩스, 라오스, 자동차 시장, 현지화 전략
Abstract  Kolao Holdings has a dominant market share in Lao Automotive market, wherever Japanese automotive 
makers have the biggest market share in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company that was founded by a  
Korean in Laos has firstly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among companies which Koreans founded 
abroad. Applying the model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by March(1991), this study is aiming at finding 
out what the management strategy leaded to Kolao's success in Laos. In addition, this study figured out the 
company's process innovation and cultural innovation. In result, it is summarized that the exploitation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entry to Lao market, the exploration activities to expanding market to neighboring countries, 
the process innovation to creation profits, and cultural innovation to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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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10개국의단일시장및단일

생산기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함으로써 명목

GDP 2조 5천억 달러, 인구 6억명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출범했다. 그중에서 인도차이나반도를 관통하는 4000여

킬로미터메콩강유역의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국가에 비하여 새로운 세계경제의

젖줄로부상하고있다. 이들 5개국에중국을포함하여메

콩강경제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이라고

불린다. 라오스는 1992년 GMS가입에 서명하면서 문호

를개방하기시작하였다. 라오스는 1997년 ASEAN의정

식회원국이 되었고 2013년 WTO에 가입하여 많은 품목

의 관세를 철폐했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말레이시아와고속철도건설프로젝트를계약했다.

라오스는 GMS 5개 국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리

적, 경제적 환경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국가이다. 라오스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적지만국

토는 23.7만 km2로 남북한을 합한 면적보다 넓다[1]. 매

년 8%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소

득은주변국가에비해낮은 1760달러(2014년 기준)이다.

국토의 70% 이상이산악지대로되어있으며연평균 1800

mm의 풍부한 강수량과 메콩강으로 인하여 전기가 전체

수출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는 바다

가없고철도또한거의개설되어있지않아대부분의운

송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맡고 있으나 도로 포장율은

15%(2013년기준) 정도에그쳐도로사정이매우열악하다.

일본 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

운데 예외적으로 라오스에서 독보적인 자동차 시장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는 코라오홀딩스(‘코라오’라 부른다)가

있다. 코라오는 한국인이 설립한 라오스 현지 기업이며

2010년 한상 기업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모지와 같은 라오스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고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으로 성장한 코라오의 경영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오스 자동차시장 환경과 코라오 창

업자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코라오의 경영전략을

March(1991)가 제시한 활용(Exploitation)과 탐험

(Exploration) 모델을적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또한코

라오의 프로세스 혁신과 현지화를 위한 조직 문화적 혁

신 사례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를 위해 코라오

IR자료, 언론 보도내용, 증권사 기업분석자료, 연구기관

의 정책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라오스 자

동차 시장을 개척하고 이웃 국가에 까지 사업영역을 확

대하는코라오의국제화전략은향후아세안신흥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기업은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적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 활동을 탐험적

(Exploration) 활동과 활용적(Exploitation) 활동으로 나

누어살펴볼수있다. March는 1991년 자신의논문에서

활용과 탐험을다음과 같이구분했다. 활용(exploitation)

은 순화(refinement), 선택(choice), 생산(production), 효

율성(efficiency), 집행(execution) 선발(selection), 실행

(implementation) 등의 활동이라 했다. 반면 탐험

(exploration)은 탐색(search), 변형(variation), 위험감수

(risk taking), 실험(experimentation), 유연성(flexibility),

발견(discovery), 유희(play), 혁신(innovation) 등의활동

이라했다[2]. 이런다양한활동들에대해March(1991)는

‘기존 지식의 사용(use of already known)’을 ‘활용’으로,

‘새로운 지식의 추구(pursuit of new knowledge)’를 ‘탐

험’으로 다시요약했다. 그는탐험이활용보다수익면에

서 불확실하고 시간이 더 걸리고 조직에서 실행과 채택

을하기에더멀게나타난다고했다. 활용의결과로경영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은 크지만 향상의 변동 폭은 작은

반면탐험은크게성공하거나실패할수있어향상변동

폭은 크게 나타나게 되어 활용과 탐험이 경영성과에 다

른영향을준다고했다. March가활용과탐험에대한명

확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개념을 제시하는 수준의 포

괄적인 개념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3]. 이 후로 많은

경영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과 탐험을 구분했다.

첫 번째로 활용과 탐험을 프로세스 측면으로 이해하여

투입(input)차원에서 파악하기도 하였고[4] 결과(output)

차원에서 파악하였다[5]. 애플의 아이팟의 예를 들어 보

자. 김효정(2010)은 “아이팟이 출시될 무렵에는 이미

MP3플레이어가 나와 있었다. 애플은 편리한 UI와 우수

한 디자인을 더해 아이팟을 개발하여 돌풍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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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에 투입된 기술은 국지적인 탐색기술에 불과하여

‘활용’에 해당하지만 결과물 측면에서 보면 급진적 혁신

을가져왔기에 ‘탐험’에 해당한다.” 라고했다[3]. 두 번째

로조직의역량, 연구자의지식기반등의정도(degree)에

따라 탐험과 활용의 개념이 달라 질 수 있다. 조직의 역

량은 지식의 다양성(knowledge diversity), 지식탐색 활

동(search activity), 과거 경험(experience) 등다양한요

소에 의해 달라진다[6].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서는 활용

적 탐색활동이 다른 기업에게는 탐험적 탐색활동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별 경제적 수준의 상이함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Jensen(2006)은 활용적 혁신(Exploitative

Innovation)은 기존고객을대상으로하는점진적혁신이

라 하고, 탐험적 혁신(Exploratory Innovation)은 새로운

고객과시장을대상으로하는혁신활동이라정의했다[7].

조직의역량및기준이상이함에따라활용과탐험에대

한 구분이 바뀔 수 있음을 Lavie, Stettner and

Tushman(2010)은 스위스 시계산업을 대상으로 설명했

다[8]. 세 번째로 활용과 탐험은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해당조직이속한산업이하이테크산업혹은로우

테크 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이밖에도 He

& Wong(2004)은 기존 제품시장 영역을 개선하려는 목

적의 기술혁신 활동을 활용적 혁신으로 규정하였고[9],

새로운 제품시장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목적의 기술혁신

활동을 탐험적 혁신으로 정의했다. 특히 활용과 탐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 자체의 역량, 자원이나 프로세

스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즉어느기업의탐

험적활동이다른기업에게는활용적활동이될수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실제 탐험적 활동과 활용적 활동이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과 공정활동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첨단산업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탐험적 활동

은제품혁신과공정혁신모두유의한영향을준반면전

통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혁신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

다. 활용적활동은전통제조업에서만공정혁신에영향을

주고 첨단업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기술변화가빠른첨단업종에서는새로운기술과시장

에 대한 탐험적 활동이 효과적인 반면, 기술변화가 느린

전통제조업에서는 탐험적 활동을 통한 제품혁신과 기존

제품시장 영역에서 활용적 활동이 필요하다[10]. 기업의

경영자원은한정되어있으므로활용적활동과탐험적활

동은 상충(trade-off) 관계이다. 활용적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증가하면탐험적활동에투입되는자원은감소하

게 된다. 반대로 탐험적 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이 증가하

면장기적성과창출의가능성이높아지며활용적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활용적 활동은 기

존제품의 품질개선, 생산비용 절감, 불량품 개선에 영향

을 주며 탐험적 활동은 신제품 개발, 제품다변화를 통한

시장개척 활동에 영향을 준다[11]. 하성욱(2010)연구에

의하면활용적활동은매출액성장률에는거의영향을주

지않고기존사업의효율성에약간을영향을주는반면

탐험적 활동은 기존 사업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전혀 주

지않고새로운사업의창출에만영향을준다는것이나

타났다[12]. 정동섭(2011)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탐험과

활용의 유형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조직문화, 환

경의동태성등맥락변수를잘고려해야한다고했다. 즉

혁신적조직문화에서는탐험과활용이균형을이룬양면

형 활동이나 탐험적 활동이 가장 좋은 대안이며 환경의

동태성이 낮고 혁신적 조직문화를 갖추지 못한 조직은

탐험적 활동 보다는 활용적 활동이 나은 대안이라고 했

다[13]. 자동차 산업과 같은 융합산업의 시장 경쟁력은

산업의 진행에 따라 도입, 확산, 발전 단계로 구분하여

R&D 지원과시장진입제도개선, 타산업과융복합을통

하여확보된다고했다[14]. 기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해

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등이

유효하며 해외 현지 창업 기업이 시장진입과 확대를 위

해서는 현지인의 의사결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15].

본 연구에서는March가 제시한활용과탐험을기반으

로하고, 선행연구에서제시한투입과결과물의측면, 조

직의 역량 정도, 맥락(context)에 따라 활용과탐험의 개

념을구분하여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정의된활용과

탐험을 코라오 기업활동에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을

파악하고코라오의시장진입, 시장확대, 글로벌화에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창업하

여 해외로 진출한 사례가 아니고 라오스 현지에서 창업

하여 시장을 개척한 특별한 점을 고려하여 라오스 현지

화를 위한 조직 문화 혁신활동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

였다. 일본 자동차가 장악하고 있는 라오스 자동차 시장

에늦게진입하여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수익을극대화

하기 위해 현지 자동차 시장에 집중된 프로세스 혁신과

CEO의 리더십도 함께 분석했다. CEO의 윤리의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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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활동은 재무적 성과, 조직적 성과,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3. 라오스의 시장과 코라오홀딩스 개요
3.1 라오스 시장의 특성
라오스는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

에둘러싸인내륙국으로주변국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

매우 높다. 라오스는 남북으로 길게(1,700km) 뻗은 형태

로 도로망 구축이 충분치 않으며 도로 포장율도 15%로

운송여건이 열악하다. AEC의 출범에 따라 내륙국 물류

한계가 역내 물류허브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라오스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경쟁이 적은 시장으로 시장이 미성숙 단계이고 모든

분야의인프라가부족하기에향후국가경제발전과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대부분의 산업이 과점형태

로 경쟁이 적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 과점기업의 하나로

자리잡으면큰선점효과를구현할가능성이높다. 한국

의 대 라오스 수출은 2014년 156백만 달러, 수입은 18백

만달러규모이이다[17, 18]. 한국의대라오스수출의대

부분은 승용차, 화물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코라오가

라오스에서 소형트럭을 제조하고 있어 라오스로 원동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차량관련 제품 수출비중이 약 77%이다.

라오스 1000명당 자동차 보급률은 43대로써 소득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라오스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누적등록대수는 34만대

정도이고오토바이는 120만대이다. 자동차등록대수성장

률은 매년 평균 10% 이상이다. 라오스의 차종별 구성은

2014년 기준으로 픽업트럭이 52%, 승용차 15%, 소형버

스 12%, SUV 6%, 상용차 15%로 픽업트럭이 월등히많

다. 픽업트럭이 많은 이유는 농업과 같은 생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열악한 도로사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의경우도요타가전체의 62%로압도적우위를

보이고 있고 코라오가 자체 CKD(Completely Knocked

Down: 완성품관세회피를위한부품수입및현지조립)

로 7%를 차지하고 있다. 픽업트럭에서 도요타가 우위를

보이고있는이유는현대나기아에서픽업트럭을생산하

고 않기 때문이다.

3.2 코라오홀딩스 개요
코라오홀딩스는 라오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차

를 수입 판매하고, 자체브랜드 ‘KOLAO’ 오토바이와

‘DAEHAN'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코라오디벨로

핑(KOLAO Developing; KDC)’을 100% 보유한 라오스

내 최대 민간 역외 지주회사이다. 코라오는 1997년 라오

스에서 ‘General Motors'를설립하고중고차유통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였다. KDC는 1999년

라오스남부에위치한사바나캣(Savannahcat) 공장을인

수해 중고차를 조립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0년 기

아차, 2001년 현대차와 딜러십 계약을 체결하고 라오스

에서 본격적으로 신차 판매를 했다. 2003년부터는

'KOLAO'라는독자브랜드오토바이를생산하여오토바

이 시장에도 진출했다. 코라오의 중고차 사업은 2010년

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35.5%를 차지했을 만큼 주력

사업이었다. 라오스정부가 2012년 ASEM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ia-Europe Meeting) 개최와 2013년 WTO

가입을 위해 2012년 안전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중고차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다. 코라오는 이를 대비해

2012년부터 CKD사업을 준비함으로써 사업구조를 혁신

했다. KDC는 1997년사업을시작한이래라오스최초로

선진화된사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라오스유일의자

동차, 오토바이생산및AS시설기반을갖춘자동차메이

커로서전국 7개주요도시에직영 AS센터및쇼룸을운

영하고 있다. 코라오의 사업부문은 크게 현대차 기아차

등신차딜러십판매, CKD 자체브랜드 ‘DAEHAN’ 자동

차 생산 판매, 오토바이, 악세사리및 AS 서비스로나눌

수 있다. 2014년 신차 판매가 전체매출액의 65.9%를 차

지했지만 2015년 상반기엔 58.3%로 비중이하락했다. 그

이유는 2013년 3분기부터시작한 CKD 자동차판매가크

게늘었기때문이다. CKD 매출비중은 2013년 연간기준

으로 4.0%에 불과했지만 2014년 18.7%, 2015년 상반기

26.4%로 큰 폭 상승했다. 신차 부문에선 중국자동차와

건설중장비도포함되지만현대차와기아차판매가 95%

이상이다. 오토바이는 자체브랜드 7개 ‘KOLAO’ 모델을

생산해라오스내총 319개의직영점과프랜차이즈를통

해 판매하고 있으며 35%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6만 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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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오스 진출전략 분석 
활용과탐험에대한개념은March(1991)가 제안한활

용과 탐험의 기본개념과 선행연구자들이 구분한 내용을

조사하여 <Table 1>과같이정리하였다. 이런개념을활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활용적 활동을 기존 지식의 활용,

기존제품시장에 대한 영역 개선, 단기적 관점의 기술혁

신 활동으로 개념화 했다. 탐험적 활동은 새로운 지식의

추구, 신제품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입, 신규 고객의 창

출, 장기적 관점의 기술혁신 활동으로 정의했다.

Exploitation Exploration
Auh and
Menguc
[19]

exploitation is chiefly
interested in refining and
extending existing skills

and capabilities

exploration is concerned
with challenging
existing ideas with
innovative concepts

He and
Wong
[9]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imed at
improving existing

product-market positions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imed at
entering new
product-market
domains

Jensen
[7]

extent to which units
build on existing
customers

develop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Kane and
Alavi
[20]

incremental learning
focused on diffusion,
refinement, and reuse of
existing knowledge

the development of new
knowledge or replacing
existing content within
the organization’s

memory
Lavie et al
[8]

refinement, choice,
production, efficiency,

selection,
implementation,
execution

search, variation, risk
taking, experimentation,
play, flexibility,

discovery, innovation

March
[1]

refinement and extension
of existing competencies,
technologies, and
paradigms exhibiting
returns that are positive,

proximate, and
predictable

experimentation with
new alternatives having
returns that are

uncertain, distant, and
often negative

Yalcinkaya et
al.
[21]

the ability to improve
continuously its existing
resources and processes

the ability to adopt new
processes,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unique
from those used in the

past

<Table 1> Definition of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4.1 활용적 활동과 탐험적 활동
4.1.1 활용적 활동
코라오의 라오스 시장진출 전략의 활용적 활동의 첫

번째는 2003년 자체 브랜드 KOLAO 오토바이를 생산해

서 판매한 것이다. 사바나캣 공장을 인수하여 여러 나라

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공급

받아독자적인디자인과뛰어난조립기술로일본의고급

제품과 중국의 저가제품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하

였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를 반제품으로 수

입 재조립하여 판매한 것이 코라오가 라오스에 진출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012년 라오스 정부가 중고차 수

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고자동차 반제품 수입 판

매는코라오의주력사업이었다. 중고자동차시장에서는

제조사와가격이주요의사결정요소이므로한국산중고

자동차를 일본자동차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은 성

공적이었다[22]. 세 번째는 2000년기아차와, 2001년 현대

차와 계약을 맺고 라오스 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함으로

써 한국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2012년엔 현대상용차 및 두산인프라코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차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도

현대차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다. 2014년 신차매출액

은전체매출액의 65.9%인 237백만달러이다. 네번째는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 차별적으로 라오스에서 최초로

AS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중고차

는품질·디자인보다AS와부품공급이더중요하다. 부품

판매와 AS매출액이 2014년 5.7%인 20백만 달러를 기록

했다.

4.1.2 탐험적 활동
첫 번째는 중고차 판매업이 주 비즈니스였으나 2012

년 라오스정부가환경오염및안정성등을이유로중고

차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으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여 자체브랜

드 ‘DAEHAN’을 판매하는 CKD신차사업을 시작했다.

CKD신차사업은검증된중고차판매업을검증되지않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모험이었다. 그렇지만 CKD신차사업

은기존중고차조립인력을그대로활용할수있다는점

과물류및재고관리가간소화된다는점, 생산효율이개

선된 다는 점, 원가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점 등 장점이

많았다. 2013년 1톤트럭 Super-1을처음으로시장에내

놓았고 빠르게 중고차 사업을 대신하여, 2013년 출시된

Super-1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CKD신차 매출액은 8백만 달러에서 2014년 전체 매출액

의 18.7%에 해당하는 6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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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오토바이와 CKD신차로베트남까지시장을

확대하였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시장은 높은 품질의 일

본 혼다 제품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저가형 오토바이가 새롭게 진입했다. 코라

오는 자체 오토바이 브랜드 ‘KOLAO’ 의 시장 포지셔닝

을 '품질좋고저렴한오토바이'로정하고품질은혼다와

비슷하지만가격은혼다의 80% 수준인오토바이를생산

하는데 성공했다. 2014년 코라오의 베트남 오토바이 시

장점유율은 45%이다. 또한베트남의버스제조공기업인

Vinamotor와 CKD 신차판매계약을체결하여베트남북

부시장에도 진출했다. Vinamotor가 라오스에서 CKD부

품을 수입하여 생산 판매하는 방식이다. 베트남 남부시

장에는코라오가연간 2만대생산이가능한공장을세워

유통까지 직접 담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2 프로세스혁신과 조직․문화적 혁신
4.2.1 프로세스 혁신
첫 번째는 '누수 없는 Value Chain'이라는 브랜드 관

리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열화하는 전략이다. 자동

차의생산 판매, AS와 부품유통, 완성차수입 판매, 중고

차환매서비스및매매, 자동차할부금융도입, 자동차판

매망을통한코라오의다른아이템을판매함으로써계속

해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를실행하고있다. 선택

과집중을통해계열화함으로써누수가없는 value chain

을 구축하여 라오스의 제 1의 자동차 기업이 되었다. 자

동차 판매는 라오스 전국 138개의 직영쇼룸(20개)과 딜

러(118개)를 통해, 할부금융은 대형 직영 쇼룸에 계열사

인인도차이나은행이입점해서이루어지고있다. 쇼룸에

서는 자동차의판매, AS, 부품, 악세사리, 소모품의판매

뿐만아니라고객이AS를받는시간동안가구등생활용

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도 조성해 놨다. 쇼룸에서는

차량을교체하려는소비자들에겐환매와중고차매매서

비스까지 도와준다. 두 번째는 라오스 최초로 자동차 할

부금융서비스와 오토론을 도입했다. 라오스에서 할부금

융서비스는 코라오만 시행하고 있어 매출증대와 시장점

유율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할부금융서비스는 코라오

가 2008년 설립한인도차이나은행을통해이루어져절대

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 차량과 ‘DAEHAN’ 브랜

드트럭에대해서는인도차이나은행을거치지않고회사

가 할부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영 쇼룸을 통한

자동차판매는 60%가할부금융이고 40%가현금결제이

다. 할부금융서비스 외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오토론도 시행하고 있다. 라오스 현지 은행을 통해 오토

론을실시하여자체할부금융비중을낮추고있다. 세 번

째는딜러십과오토바이프랜차이즈사업이다. 코라오는

라오스전국에총 118개의딜러십을보유하고있다. 딜러

에게신차판매와부품, 서비스제공권한을부여하고판

매실적과 잔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코

라오는딜러들로부터최초자동차금액의 30%를현금으

로받고나머지 70%에 대해서는 3~6개월할부로돌려받

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코라오의 오토바이 매출액의

50% 이상이오토바이프랜차이즈사업에서발생하고있

다. 코라오 오토바이 가맹점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지

방에까지 총 226개가 운영되고 있다[23, 24].

4.2.2 조직․문화혁신
첫 번째는 현지 라오스인으로 구성된 라오위원회를

운영하고라오스인이한국인직원을평가하게하는시스

템을 정립하여 현지인 중심 경영을 추진했다. 4000여 명

의 직원 중 한국인은 전문인력 150여명에 불과하다. 부

서별 라오스인 핵심인재들로 구성된 라오위원회(Lao

Committee)는 주요 인사 및 조직관리 현안을 스스로 결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라오가 전 세계

한상기업 중 가장 현지인을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

진이유이다. 또 다른현지인중심경영은직원평가시스

템이다. 현지인 근로자가 한국인 매니저를 평가하며 전

체 근무평정에 25% 비중으로 반영하고 추후 피드백 되

는시스템이다. 평가항목은 ‘현지인들과인격적으로교류

하는가?’, ‘라오스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등 라오

스 문화 존중 및 상생하는 관계를 강조 한다. 두 번째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코라오가 라오스에서 벌어들인 수익

을라오스에재투자해은행도만들고무료학교도운영하

고, 수해성금도내자라오스인들은코라오를국민기업으

로받아들였다. 해마다 100만~150만 달러를 저소득층 무

상교육과 탁아소·유아원 등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에서세금납부액도 1위지만사회공헌활동도

1위다. 현재 5개학교 1300명학생을대상으로무상교육

을 실시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계적으로

학교를설립할계획도갖고있다. 이밖에도코라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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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0만 달러를기부해부아손총리와함께기부문화재

단을 설립했다. 코라오 CEO는 “라오스는 제2의 조국이

자 제2의 고향입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었으니, 이젠

제가 갚을 차례죠.”라고 말한다[25].

4.3 창업주의 리더십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공하기까지는 창업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코라오 CEO는 실패를 딛고 라오

스라는 열악한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자동

차시장을개척했다. 남들과다르게하고현지국가의발

전과함께하며준법경영을하고기업의경쟁력과영속성

은 현지화에 달려 있다고 믿는 코라오 CEO의 리더십이

야말로 코라오가 라오스 국민으로부터 국민기업으로 사

랑받는 이유이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코

라오 10계명(KOLAO Ways)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일본자동차가장악한라오스자동차시

장을 라오스 현지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코라오의 경영

전략을 March(1991)가 제시한 활용과 탐험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활용과 탐험의 개념 구분은 연구자마다 조

직의다양성과경험, 기존고객대상의점진적개선과새

로운 고객 대상의 혁신, 기존 제품시장 영역의 개선활동

과새로운제품시장영역의진입등에따라다르게적용

했다. 또한 코라오의 경영전략을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

문화 혁신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중고자동차 사업이

주력이었던 코라오가 중고자동차 수입금지에 대비하여

CKD 신차사업을준비하고주력사업으로변경한것, 자

체 브랜드 오토바이와 CKD 신차로 베트남까지 시장을

확대한것은탐험적활동으로정의할수있으며이는곧

코라오의글로벌화에기여했다. 독자적인디자인과조립

기술로중국과일본의틈새시장을공략한오토바이사업,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것,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차별적인 AS정책 등은 활용적

활동으로써 그 결과 라오스 시장에 진입하여 확고한 시

장점유율을확보했다. 자동차사업과관련하여수익의극

대화를 위한 누수 없는 Value Chain 구축, 라오스 최초

자동차할부금융서비와오토론도입, 딜러십과프랜차이

즈사업을통한전국적인판매망구축은 프로세스혁신

으로써 코라오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했다. 현지 라오스

인중심의인사시스템, 라오위원회운영, 사회공헌활동은

조직 문화혁신으로써코라오의현지화와지속적인성장

에 기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 [Fig. 1]과 같이 요약

할수있다. 본연구의의의는해외창업후현지화에성

공하여역으로코스피에상장한코라오의경영전략과성

과를March의탐험과활용을기반으로분석하였다는점

이다. 탐험과 활용은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

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시

장을 개척하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시사점

을 주고 있다. 본 사례조사 연구 과정에서 관련 보고서,

기업 IR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에대한실증적검증에는한계성을지닌다. 또한코

라오가 라오스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창업주의리더십이무엇보다중요한요인이지만본연구

에서는 리더십에 초점을 두지 않아 향후 CEO의 리더십

이코라오의현지화와글로벌화에어떻게영향을미쳤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 Summary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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