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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최근과 같은 불황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위기 이후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불황기속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하여 분석

- 기업의 기초체력인 ‘재무건전성’과 미래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을 평가지표로 사례기업 10개사 발굴

□ 헤르만 지몬 등 기존문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핵심역량을 토대로

‘혁신기술개발’, ‘전문화․집중화’, ‘글로벌 마케팅’, ‘조직의 유연

성과 일체감’, ‘틈새시장 개척’ 5가지 성공요인을 도출

□ 사례기업 10개사를 분석하여 5가지 성공요인별로 분류

- (혁신기술개발) 전직원의 40%이상이 연구인력이며 매년 매출액의

10%이상을 R&D에 투자 : (주)아이디스, (주)고영테크놀러지

- (전문화․집중화) 한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좁은 영역에서 시장지배력 확보 : 선일금고제작(주), 서울금속(주)

- (글로벌 마케팅)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글로벌 고객과 직접 관계 형성 :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아이젠

- (조직의 유연성과 일체감) 환경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고 직원-기업간

강한 신뢰를 형성하여 일체감 조성 : 대모엔지니어링(주), 샘솔정보기술(주)

- (틈새시장 개척) 고객의 니즈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세분화 전략을

추구하고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 (주)한경희생활과학, (주)동해기계항공

□ 사례가 주는 시사점

- IMF위기와 달리 최근 경제위기에서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 견실경영을 추구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 중요

- 전사적 차원의 혁신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임직원이 일체감을 형성하여

시장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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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현황

1. 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

□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불황기를 맞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 경제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황여파로 2008년 하반기부터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09년 들어 주요 경제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본격적으로 침체

- 2009년 1월 중 광․공업 생산 및 설비투자가 2008년 12월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 : - 18.7%(‘08.12) → - 25.6%(’09.1)

․설비투자지수 : - 25.3%(‘08.12) → - 47.8%(’09.1)

- 2009년 2월 중 수출․수입은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수출 : - 33.8%(‘09.1) → - 17.1%(’09.2)

․수입 : - 31.9%(‘09.1) → - 30.9%(’09.2)

□ 2009년에도 국제금융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실제 1/4분기 중 발표된

경제수치가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은 내수와 수출의 불황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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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동향 및 기업경영 실적

□ 최근 중소제조업의 동향은 하락세

- 2009년 1월 중 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5%p 감소,

평균가동률은 8.0%p 감소, 설비투자업체 비율은 1.1%p 감소

<표1> 중소제조업의 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 12p 1p

생산증가율(%)
105.8
(3.8)

104.7
(△1.0)

109.4
(2.5)

99.3
(△8.4)

91.3
(△16.5)

평균가동율(%) 71.0
(0.5)

69.3
(△1.7)

70.6
(1.1)

64.1
(△7.7)

62.6
(△8.0)

설비투자업체
비율 (%)

17.3 13.9 12.9 10.7 11.8

       자료1) : 기업은행(중소제조업동향, 3.2),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2005=100기준)

자료2) : 중기중앙회 :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2.27,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자료3) : 기업은행(중소제조업동향, 3.2),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09년 2월 중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3% 감소

<표2> 중소기업 수출동향

구 분 2007
2008 2009p

연간 1∼2 2 1∼2 1 2

중소기업

(억불)

1,187.7

(14.0)

1,305.2

(9.9)

194.8

(19.1)

95.5

(19.8)

152.0

(△21.9)

69.3

(△30.2)

82.7

(△13.3)

      자료 : 한국무역협회(3.23)

- 2009년 2월 중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12.2% 감소

<표3> 중소기업 부도업체 동향

구 분 2007
2008 2009

1∼2 2 1∼2 1 2

부도업체수(개) 2,294 2,735 379 186 492 262 230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2 0.04 0.04 0.04

      자료 : 전국기준,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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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 2008년 9월 말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등록법인의

부채비율은 102.6%로 6월말 기준 92.7%에 비해 9.9%p 증가

- 같은 시점의 이자보상배율은 622.1%로 전분기의 941.2%에

비해 319.1%p 크게 감소

- 2008년 3/4분기 현재 위와 동일한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6%로 2/4분기의 9.2%에 비해 2.6%p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세전순이익율은 같은 기간 동안 5.3%p가 감소

- 2008년 3/4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 분기에 비해 3.9%p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형자산증가율은 같은 기간 동안 소폭 하락

<표4> 제조업 영위 상장․등록법인의 재무구조

지 표 ‘07년 ‘08년1-9
‘08 2/4 ‘08 3/4

안정성
부채비율(%) 97.83 - 92.7 102.6

이자보상배율(%) 469.8 - 941.2 622.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5.88 8.1 9.2 6.6

매출액세전순이익율(%) 6.37 6.4 8.7 3.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9.28 25.6 26.0 29.9

유형자산증가율(%) 4.88 4.9 1.8 1.5

      자료1 : 2007 기업경영분석(제조업 종합), 한국은행, 2008

자료2 : 계간「국민계정」, 한국은행, 2008. 4호.

＊안정성 지표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수익성 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100

＊성장성 지표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유형자산증가율=당기유형자산/전기유형자산×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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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황기 기업의 대응전략

1. 불황속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

□ 히든챔피언 기업의 성공비결

- 헤르만지몬(Hermann Simon)이 세계시장에서 1위 또는 2위,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중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500개 기업을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으로 선정

 - 히든챔피언 기업의 선정조건 -

․세계시장에서 1위~2위 또는 3위를 차지하거나 대륙에서 1위 차지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

- 히든챔피언의 목표는 세계시장에서 1등이 되고 이를 유지하는 것

ⅰ) 시장지배력 : 전체시장의 시장점유율( 16 ~ 42% )

ⅱ) 성장 : 매출액 큰 폭 증가( 70 ~ 100% 성장 다수)

- 히든챔피언 기업의 공통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ⅲ) 집중 : 한 분야의 전문가로 시장을 좁게 정의

ⅳ) 세계화 : 제품 전문화는 글로벌 마케팅과 결합

ⅴ) 고객친밀성 : VIP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

ⅵ) 혁신 : 혁신의 원동력은 시장+기술지향(65%) 혁신

ⅶ) 아웃소싱 : R&D 직접수행, 핵심역량 아웃소싱 반대

ⅷ) 기업문화 : 직원에게 일체감과 동기 부여하는 문화

ⅸ) 경영자 : 진정한 기업가로 기본가치 중시, 장기재직(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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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기업의 혁신 원천

- 피터드러커1)는 성공한 기업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혁신을

위해 조직적인 실천을 추진해 왔음을 발견

- 기업의 혁신은 천재의 영감보다는 7가지 혁신의 원천(sources

of innovation)에 대한 의식적이고 냉철한 분석에서 시작

- 혁신의 원천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2개

유형으로 분류

ⅰ) 회사 또는 산업 내에 존재하는 4가지 혁신기회

․ 예상 못한 사건(unexpected occurrences)

․ 양립할 수 없는 부조화(incongruities)

․ 프로세스상의 필요(process needs)

․ 산업 및 시장의 변화(industry & market changes)

ⅱ) 회사 밖의 사회적․지적 환경에 존재하는 3가지 혁신기회

․ 인구통계학적 변화(demographic changes)

․ 인식의 변화(changes in perception)

․ 새로운 지식(new knowledge)

-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은 새로운 혁신 원천에 대한 분석

에서 시작됨. 이들 원천은 모든 혁신기회의 원인이 되므로

성공요인으로 겹칠 수가 있지만, 기업상황을 고려하면 하나의

적합한 요인을 선정할 수 있음

1) 피터드러커, ‘혁신과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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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황기 기업경쟁력 전략 및 추진사례

□ 일본 ‘잃어버린 10년’ 불황극복 전략과 추진사례

-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일본의 경기침체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기업은 불황 극복을 위해,

- 원가절감, 경영효율성 제공 등 ‘견실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수익원 창출 등 ‘수익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고 경영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에 주력

<표5> 일본기업의 주요 불황극복전략

불황극복전략 해당사례기업 주요 내용

견실

경영

사업 구조조정 히타치, 캐논 비수익사업 철수․재편

경영효율성 제고 도요타, 닛산 리엔지니어링, 공정단축

리스크관리 강화 마쓰시다, 캐논, 다이에 재무리스크등 위기관리

수익

기반

확대

공격적마케팅 추진 마쓰시다, 세븐일레븐 해외시장 공략강화

고부가가치 제공 히타치, 야마토운수 고객맞춤 차별적 제품

신성장동력 확충 샤프, 캐논, NTT R&D투자로 기술력제고

전략적 연계확대 소니, 미쯔비시 사업제휴 및 공동개발

□ 한국기업의 불황극복 전략과 추진사례

- 한국의 주력 업종의 대표기업에 대한 불황 극복 전략을 재무

유연성과 소프트 경쟁력으로 구분․분석2)한 결과,

2) 삼성경제연구소(2008. 12), 재무유연성은 이자보상배수와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를, 소프트경쟁력은

브랜드, 디자인, 기술력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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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으나 불황극복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량이 외환위기

에 비해서는 매우 강해졌음

-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기본전략과 함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기본전략이 생존전략이라면 맞춤형전략은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대표기업은 긴축 및 구조조정 등 기본전략과 함께

M&A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미래를 위한 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전략을 표방

<표6> 한국 대표기업의 주요 불황극복전략

대응전략 주요내용

삼성전자
전략적 유연성과

성장잠재력 강화

․시장과 연동한 ‘시나리오경영’

․연구개발과 마케팅 통해 성장

잠재력 확보

포스코
우월한 유연역량을

기반으로 공격경영

․최대 규모 국내투자 천명

․가격경쟁력 기반 해외시장공략

현대자동차
시장공략 강화 및

소프트 경쟁력 보강

․불황형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흥시장 확대,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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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형 히든 챔피언 사례 분석

1. 사례기업 선정방향

□ 요즘과 같이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황기에 성공한 기업에는

어떠한 기업이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 성공한 기업을 꼽기

이전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 또는 사업영역을 확대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등 소위 외적성장을 이루는 기업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외적성장 기준은 불황기 성공기업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음.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임. 소위 잘나가다가도 외부 경영

환경이나 내부 핵심역량 보유여부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라

지는 기업도 많이 발생

□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 성공하는 기업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은 필수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님

-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은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여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또한 위기가 지난 이후 수익창출을

위해 발전비전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등 미래를 대비

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례 기업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기

준도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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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기업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 사례기업 선정기준

① 기업의 기초체력지표 : 재무건전성

- 현재까지 발표된 2008년 2/4분기 및 3/4분기의 기업실적을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하여 기업들의 수익성․안정성 등

유동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7> IMF 금융지원시기 vs 2008년 기업경영실적 비교

1997년 1998년
2008년

‘08 2/4 ‘08 3/4

안정성
부채비율(%) 396.3 303.2 92.7 102.6

이자보상배율(%) 94.7 79.4 941.2 622.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8.3 6.1 9.2 6.6

매출액세전순이익율(%) - - 8.7 3.4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1.0 0.7 26.0 29.9

유형자산증가율(%) 13.65 17.2 1.8 1.5

      자료 ; 기업경영분석(2000, 2007), 한국은행

- 이같은 변동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실적이 본격적

으로 하락하는 시기인 2009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왜냐하면 IMF 금융지원시기인 1997년․1998년도의 기업경영

실적을 비교하면 안정성․수익성․성장성 등 모든 면에서

1998년도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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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경우 매

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기업선정의 하나의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성장잠재력 지표 : 기업의 경쟁력

- 기업선정을 위한 다른 하나의 축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경쟁력은 측정요인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향후 수익성 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마이클포

터의 「5 forces model」을 기초로 기업경쟁력을 측정

<그림8> 마이클포터의「5 forces model」

- 마이클포터는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 간의

경쟁정도, 잠재적 진입자, 대체재, 원자재 공급자, 구매자등

5개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경쟁관계에서의 우위에 따라

기업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하였음

- 경쟁정도 결정요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기존기업간의 경쟁정도 : 집중도, 제품차별화 등에 영향

ⅱ)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위협 : 진입장벽에 영향

ⅲ) 대체품의 위협 : 고객의 대체상황, 가격대비 성능에 영향

ⅳ) 구매자의 교섭력 : 가격의 민감성

ⅴ) 공급자의 교섭력 : 원자재 공급자의 교섭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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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례기업 선정기준

-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쟁력을 두 축으로 하여 성공기업을

선정함. <그림9>에서와 같이 재무건전성과 기업경쟁력 측면

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그룹인 A-B-C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경영우수사례, 즉 성공기업으로 선정

<그림9> 경영우수사례 기업 선정모형

3. 사례기업 선정결과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0여개 기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그림9>의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10개 기업 발굴

□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은 2008년 재무제표를 활용, 기업의

안정성․수익성․성장성 등 주요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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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재무분석 결과를 제조업의 2005년 ~ 2007년도의 재무

비율 수치와 비교하여 상․중․하를 결정하되, 2008년 기업

경영실적이 하락했다는 점과 특히, 최근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판단

□ 기업의 경쟁력 분석은「5 forces model」을 기초로 한 기업별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기업평가 자료를 활용

4. 사례기업의 핵심역량 발굴

□ 핵심역량 발굴 및 기업별 경영우수사례

- 사례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과 기업 경영자 및 담당자와의 인

터뷰를 거쳐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핵심역량을

발굴

-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과 피터 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등 기존문헌을 토대로 성공기업의 핵심역량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   

ⅰ) 시장지향적인 혁신기술 개발

ⅱ) 생산제품의 전문화․집중화

ⅲ) 세계적인 기술과 품질로 글로벌 마케팅

ⅳ) 조직의 유연성과 일체감

ⅴ) 잠재적인 수요를 발견,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역량을 1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여기에 소개된 기업은 대부분 여러 가지

핵심역량과 성공요인을 동시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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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핵심역량을 여러 각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잘 맞는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그것은 여러 창문을

통해 밖의 사물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각도의 창문을

통해 사물을 보는 것이 굴절없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 핵심역량별 사례기업

- 사례기업의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기초로 기업별 핵심역량 발굴

<표10> 경영우수사례기업의 핵심역량

핵심역량 사례기업

혁신기술 개발 (주)아이디스, (주)고영테크놀러지

전문화․집중화 선일금고제작(주), 서울금속 (주)

글로벌 마케팅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아이젠

조직의 유연성과 일체감 대모엔지니어링(주), 샘솔정보기술(주)

틈새시장개척 (주)한경희생활과학, (주)동해기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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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혁신기술개발
 
 (주)아이디스

 DVR(digital video recoder) 최강기업

□ 기업개요

동사는 보안시스템용 디지털 영상장치(DVR) 생산업체로서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재투자하는 연구중심 기업으로

세계 최고제품을 30여 국가에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아이디스 대전 유성 1997.9.24
145,326

22,163 81,202

김영달 230 DVR 123,163 27,839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17.9 3,665.0 29.4 19.1 4.0 25.1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51,404 

69,682 71,307 
78,070 81,202 

2004 2005 2006 2007 2008

8,331 

14,177 
15,606 

26,318 
27,839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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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개요

- 생산제품 :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digital video recoder)

￭고해상도(780*480) 녹화,

완벽한 Pentaplex 지원

￭HDD 자가진단기술 활용,

시스템 오동작 최소화

￭자동백업 기능으로 녹화데이터

백업 및 보전

￭MAP를 연동한 원격관제센터

구축지원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미국의 GE, 일본 SONY를 앞지르는 세계 최고기술

․1997년 설립 이래 12년 동안 DVR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선택과 집중전략

․제품믹스의 깊이전략(폭보다는 깊이를 중요시함)으로 이 분야

에서 미국 GE, 일본 마쯔시다․SONY, 유럽 BOSCH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1위 달성

- 아이디어와 연구개발로 승부하는 진정한 벤처회사

․김영달 사장이 KAIST 박사과정에 다닐 때 CCTV의 녹화

테이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DVR(당시 16대 카메라를 연결,

초당 16장 녹화) 제품을 개발하여 시드니 올림픽 장비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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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고, 전임직원의

40%이상이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중심 기업

- 세계 30여국에 80%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미국의 GE, 일본의 마쓰시다 제품을 앞서는 세계 1위 제품

으로 전 세계 30여 국가의 60여 바이어에게 매출액의 80%인

64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

․하니웰, 타이코그룹, 지멘스 등 세계굴지의 그룹과, 삼성테크원,

에스원 등과 함께 파트너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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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1: 

 혁신기술개발
 
 (주)고영테크놀러지

 혁신기술이 불황극복의 비결

□ 기업개요

동사는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PCB)의 납도포를 3차원으로 검사하는 장비(3D SPI)를

개발, 세계시장을 석권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고영테크놀로지 서울금천구 2002.4.25

39,619

4,886 34,350

고광일 112
PCB납도포

3D검사장비
34,733 8,121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14.1 61,708.9 17.2 20.5 47.5 394.1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4,324 

10,500 

16,629 

23,292 

34,350 

2004 2005 2006 2007 2008

206 

1,560 

2,928 

4,671 

8,121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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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개요

- 3차원 납도포 검사장비( 3D SPI: Solder Paste Inspection)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의 납도포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3차원 측정을 통해 검사하는 장비

￭PC,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PCB의

3차원 납도포 검사장비(3D SPI)

￭2003년 독일 Productronica

전시회에서당사검사장비의 품질을

인정받아 유럽진출

￭2002년 설립 이래 꾸준한 성장을

지속, 2006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올라서면서세계시장석권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발품 팔아 시장조사, 창업 7개월 만에 3D SPI 개발

․S社와 L社 등 대기업 담당자를 3개월 동안 찾아다니며 시장

에서 원하는 장비(제품)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끝에 고객이 당시

2차원 검사장비에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3차원 PCB납도포

불량 검사장비(3D SPI)를 개발하기로 결정

․11명의 엔지니어가 의기투합, 7개월 동안 밤을 세워가며 당시

2차원 검사장비의 그림자 문제와 난반사 등 측정상의 오차와

시간지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제품 3D SP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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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기반 고객맞춤장비를 개발한 것이 불황극복 비결

․전체 112명의 직원 가운데 50여명의 직원이 순수 연구개발

(R&D)인력이며, 이들 연구원이 신기술 개발을 하는데 투자

하는 연구비가 매출액의 10% 수준임

․당사 3D SPI의 경우 Dual / 4way projection 및 특화된 모아레

기술을 이용하여, 예상치가 아닌 실제 측정치에 기반한 데이터

값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신뢰 확보

․고객을 100%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설비와 장치를

설치하고,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 세계 최대․최고 기업을 고객으로

․전세계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upplier : 전자제품

전문생산업체)를 비롯하여 세계굴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해외시장에서는 독일 Productronica 전시회에서 품질경쟁을

통해 유럽최대의 전자회사에 여러 대를 납품계약하면서 활로

개척

․2007년 세계 1위에서 6위의 EMS 업체(5대 휴대전화 제조기업

가운데 4곳, 세계 5대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4곳,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 등)와 거래

․국내시장에서는 경쟁제품 제품과의 성능비교를 통해 L社 및

S社 등 고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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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2:

 전문화 ․ 집중화
 
 선일금고제작(주)

 35년 기술력에 디지털 기술 접목

□ 기업개요

동사는 35년간 축적된 기술력에 디자인 컨셉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인테리어 금고를 생산하여 전 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고 매출액의 80% 수출

① 기업현황(‘07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선일금고제작(주) 경기 파주 1974.7.10
15,753

10,733 12,323

김영숙 128 금고 5,020 190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213.8 119.5 26.1 1.2 4.1 -0.4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9,746 

11,860 11,843 12,323 

18,000 

2004 2005 2006 2007 2008
-788 

127 151 190 
250 

2004 2005 2006 2007 2008

    * 동사는 5월 결산기업으로 2008년 매출액 및 순이익은 추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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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35년 축적된 기술력에 디자인 컨셉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와인 색상의 신개념 인테리어 금고 생산

￭내화․내충격 시험을 만족시킨

세계적 기술(LU)

￭발상의전환 : 기존의어둡고칙칙한

금고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와인

&블랙의 조화를 가진신개념인테

리어 디자인 금고 Lucell 출시

￭매출액의 80%이상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품질의 제품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35년의 기술력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

․창업자인 고 김용호회장은 독일․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금고회사를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익혀 1974년 선일금고제작을

설립했으며, 1980년대 초 국내최초로 불에 타지않는 금고 개발

․세계 최초로 전면에 강화유리 디자인 패널을 입힌 인테리어

디자인 금고 Lucell 개발 - 기존의 내화기술을 갖춘 금고에

디자인을 입히는 한편, 도난을 방지하는 방도기능을 업그레

이드하고 금고상단의 잠금장치(락 장치)를 통한 고객의 사용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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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과 신용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내용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내화

금고의 성능을 증명해보였으나,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부족하여 판매가 순조롭지 못한 상태였음

․세계적인 인증기관(UL 등)의 테스트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면서

해외 고객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여 수출 본격화

․또한 선일금고의 내화금고 모델이 3시간 이상의 화재(2004년

낙산사 화재 사건 3시간, 경기도 파주 한국유통 화재 사건

3시간)속에서도 내용물을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면서 당사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

․2004년 김용호 회장의 유고로 회사경영을 맡게 된 김영숙

사장은 제2의 성장을 위해 ‘혁신프로그램’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식을 깬 신제품 NPS와 Lucell을 출시하며 불황극복

- 세계가 인정한 선일금고

․선일금고가 미국 UL사의 내화-내충격 시험을 동시에 만족시

킨 것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었으며, 금고제작 수

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었음

․유럽 전역에서 인정하는 스웨덴의 품질규격, 러시아의 연방

규격,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시스템 ISO9001 획득하였으며,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에 금고를 공급

․총매출액의 80%이상을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80여 국가에

수출하여 2006년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



사례로 보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

- 23 -

 유형2:

 전문화 ․ 집중화
 
 서울금속(주)

 한우물 경영으로 세계수준 부품기업 성장

□ 기업개요

동사는 28년간 기술개발 투자로 선반가공에 의해서 제작되는

나사가공기술을 냉간단조 공법을 활용한 ‘전조기술’을 국산

화하는데 성공한 부품전문기업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서울금속 인천 서구 1981.3.18
55,586

39,498 41,935

나윤환 210 금속파스너,나사 16,087 5,835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245.5 256.0 11.9 9.7 -12.3 -0.4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28,995 
33,906 

42,552 
47,822 

41,935 

2004 2005 2006 2007 2008

6,850 

3,783 

2,020 

7,062 

5,835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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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휴대폰․컴퓨터․TV 등 정보통신 및 생활가전 제품에 사용되는

정밀나사와 자동차용 볼트

￭선반가공에 의해 제작되는 나사

가공기술을 냉간단조공법을

이용하는 ‘전조 기술’ 국산화 성공

￭세계최초로 0.4mm용 정밀나사를

개발하는 등 기술개발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24건

￭공정개선 통해 원가절감 및 품질

개선으로 경쟁력강화, 매년 매출

30%신장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한 우물 경영으로 세계수준의 제품경쟁력 보유

․창업 이후 28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선반가공으로

제작되는 나사가공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냉간단조 공법을

적용한 ‘전조기술’로 제품국산화에 성공

․2005년 부설연구소를 설립, 26명의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0.4mm용 정밀나사를 개발하는 등 세계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

- 싸고, 좋고, 빠르게 제조업 기본에 충실

․동사는 제조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을 철저하게 준수. 나윤환 사장은 “좋은 제

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부품소재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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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갖춰야 할 성공비결”이라는 점을 강조

․정밀나사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특허 14건 (등록 5건,

출원 9건), 실용실안 9건, 의장등록 1건 등을 보유하게 되었

으며, ‘06년 중기청으로부터 이노비즈기업으로 지정

- 지속적인 공정혁신 및 경영혁신 통해 수익창출

․설비자동화 등 생산 공정 개선과 ERP시스템 구축 등 사무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수익창출 노력

- 물류비용과 납기문제 해결 위해 해외법인 설립

․샤프트 부품소재국산화 개발에 성공(1992)한 후, 해외진출

시작. 중국에 1호 공장(1999) 준공 이래 지난 10여년 동안

인도네시아 중국 쑤저우, 텐진, 후이저우, 위이하우, 필리핀

등에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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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글로벌 마케팅
 
 (주)메타바이오메드

 세계 90여 국가에 200여 영업망 확보 

□ 기업개요

동사는 주력제품인 생분해성 봉합원사, 치과용 충전재 및

골수복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영을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

① 기업현황(‘08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메타바이오메드 충북 청주 1990. 3
30,291

10,738 18,611

오석송 89 치과재료 19,552 2,565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54.9 1,196.8 24.4 8.5 22.3 0.1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7,295 
8,609 

11,022 

15,222 

18,611 

2004 2005 2006 2007 2008

342 365 

1,058 

3,279 

2,565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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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수술용봉합사, 치과재료 등 주력 제품에 대한 핵심기술과

원가경쟁력으로 세계시장 개척

￭생분해성 봉합원사(단사)를 세계

에서 2번째로 개발, 미국 등

세계 31국가 71개거래 업체 판매

￭근관충전재는 높은 품질로 세계

74개국 165거래처에 수출

￭중국 포두시에 자회사 설립,

근관충전재 원가경쟁력 확보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수술봉합사․치과재료 전문제품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 세계 90여 국가 200여 영업망을 확보한 글로벌 마케팅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딜러를 통한 공급으로 시장에 빠른

Landing 및 수요처 다변화

․매년 10여 개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술동향 파악,

신 시장 개척, 제품홍보 및 신규고객 발굴

- 미국과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 현지시장 공략과 생산제품

원가경쟁력 확보

․2008년 9월, 미국법인 MetaBiomed Inc.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설립, 현지에서 치과용 재료를 생산하여 Made in USA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2010년 현지법인에서만 30억원

매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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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의 하나인 근관충전재(GP, PP)는 치과재료로 제품

특성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내몽고 포두시에 현

지법인을 설립하여 600여명의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

써 낮은 제조원가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 주력제품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생분해성 봉합원사에 대한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매끈한 표면으로 인해 조직반응이 적게 나타나 박테리아

감염위험이 적은 봉합원사(단사)의 상품을 세계 2번째로 개발

․근관충전재는 롤링작업을 통해 160개 이상의 다양하고 정확한

테이퍼와 사이즈로 제조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세계 165곳의 거래처에 납품

- 제품 개발 및 생산 담당 우수인력 보유

․1990년 회사설립 초기부터 치과의료용 재료 및 제조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여 제품개발에 투입

․연구인력 10명 중 6명은 연구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로

기술경쟁력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음

- 인체 해면골과 유사한 생체적합성 골수복재 신규개발

․골수복재는 함몰된 부위에 신생 자가골이 채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제품인데, 당사의 골 수복재와 치과용 골수복재는

타사 제품에 비해 신생 골 형성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8년 유럽판매인증(CE마크)과 미국 FDA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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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글로벌 마케팅
 
 (주)아이젠

 창업 6년만에 세계 30여국 글로벌 시장개척

□ 기업개요

동사는 ‘1포켓 3노즐’ 방식의 쾌변(관장)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전기․물 안전마크를 획득하여 세계 30개국

글로벌 시장을 공략

① 기업현황(‘08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아이젠 경기 김포 2003.1.1
8,617

5,594 11,140

유병기 38 비데 3,023 233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185.0 229.2 5.4 2.7 8.3 -2.1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803 

3,643 

7,247 

10,289 
11,140 

2004 2005 2006 2007 2008

-166 

-461 

289 

615 

233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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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특허기술을 갖춘 비데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장점을 보유

￭‘1포켓 3노즐’의 세계최초

특허기술 등록제품

￭수압이 약한 지역을 위한

수압펌프 내장

￭사용빈도에 따른 최적의

절전환경 기능

￭설치환경에 따라 변하는 설치

확장성(폭, 홀간격, 라운드, 소형변좌)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세계최초 쾌변노즐의 특허

․기존의 비데가 ‘세정’과 ‘비데’ 기능만 있는 반면, (주)아이젠

제품은 ‘1포켓 3노즐’ 방식의 쾌변(관장)기능을 갖춘 특허제품3)

․당사 제품은 비데제품으로는 국내최초로 전자식비데의료기기

인증(IB-7970, ‘09.1 식약청)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남

- 세계 30여국에 글로벌 시장개척

․(주)아이젠은 미국․유럽․중국․러시아․호주․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0여 국가에 비데를 수출

․비데는 전기와 물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안전마크와

물 안전마크를 획득하여야 수출이 가능. 이에 따라 당사는

캐나다(전기: CUL), 러시아(전기: GOST-R), 영국(물: WARS),

호주 등 모든 대상국가의 국제규격을 인증 받음

3)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1포켓 3노즐‘ 방식의 쾌변(관장)노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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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억 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신제품 개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시설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매출 증대

․생산라인 증축 등을 통해 월 2만대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며,

창업 6년 만에 연간 150%의 비약적인 성장

<그림10> (주)아이젠의 재품개발, 시설투자, 매출 추이

* 2008년 당초목표는 150억원, 그러나 세계적 불황으로 전년대비 10%성장한 111억원

-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현재 (주)아이젠은 비데업계 3-4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사제품이 기능,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익성(영업이익률) 또한 높아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기업연구소의 개발활동 및 실적, 쾌변노즐 특허기술(1포켓 3

노즐)을 포함한 기술성이 우수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국내

및 해외거래처 등을 통한 판매증대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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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4: 

 조직유연성과 일체감
 
 대모엔지니어링(주)

 직원들과 함께 도전하는 세계 빅5 경쟁력

□ 기업개요

동사는 건설기계 어태치먼트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직원과

함께한 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

하였으며, 2010년대에 동 업계 세계 빅 5에 도전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대모엔지니어링(주) 경기 시흥 1989. 7
26,030

12,271 37,666

이원해 84 건설기계
어태치먼트

13,759 5,042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89.2 1,785.7 12.6 19.3 10.9 20.5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17,361 
19,467 

24,266 

33,975 
37,666 

2004 2005 2006 2007 2008

986 

368 
758 

2,653 

5,042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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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건설기계 Attachment(브레이커 등) 생산 전문기업

￭굴착기 앞에 바꿔 끼울 수

있는 제품으로 암석천공용

브레이커, 고철절단용 쉐어,

콘크리스파쇄용 크라샤, 쉐어

와 크랴사기능을 겸비한 멀티

프로세서 등 생산

￭‘품질보증센터’를 설립, 문제

점이 있는 부품을 조기발견하

고, 원인을 제거하여 품질과 생

산성 향상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직원과 함께한 혁신프로그램

․2004년 원자재가격 상승 및 매출증대에 따른 품질저하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혁신프로그램 추진

* (1단계) 수익성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2단계) 목표 및 변화

관리체계 안정화 → (3단계) 원가․수익성 분석 → (4단계) 중장기

경영전략 및 수익구조 경영 → (5단계) 연도별 경영혁신활동 등

총 10회에 걸친 혁신프로그램 적용

․직원과 일체감을 조성하며 추진한 혁신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에는 시행초기에 비해 동일한 인력구조하에서 생산성

향상 2.7배, 실패비용(F-COST) 79.3%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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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인정받는 품질과 신뢰로 승부

․신설한 '품질보증센터'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문제점이 있는

부품을 발견하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A/S 제로에

가까운 품질향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

․해외고객에게 대모엔지니어링(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도 2만 달러

상당의 제품도 교환

- 이익도 공유하고 인정도 함께하는 훈훈한 기업

․대모엔지니어링은 강도 높은 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도

경영진 스스로가 혁신활동에 솔선수범을 보여 일체감 형성

․2010년대 건설 중장비 Attachment류 5대 제조업체 성장과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목표 달성 시 특별성과급을 전직

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 및 이행 중

․이원해 사장은 당사를 방문한 외부 손님에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할 것을 권유. 이는 직원의 건강을 위해 식단하

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과 직원과 함께한다는

일체감 때문임

-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 구축

․생산공정의 대부분이 외주공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대모

엔지니어링 제품의 품질력은 결국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에

있다는 결론 하에 협력업체 품질 및 납기능력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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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품질 및 납기부문 우수협력업체를 선발 및 포상하고

현금결재 시행

․또한 시화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며, 매월 산학연 혁신클러

스터 회의를 통한 협력업체 기술력배양 및 품질향상에 주력

-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IMF가 호재

․1998년 IMF 시기에 동종업계 수위를 다투던 기업들이 법정

관리로 내몰리면서 동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였으며,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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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4: 

 조직유연성과 일체감
 
 샘솔정보기술(주)

 트렌드를 읽고 신속한 대처로 선점

□ 기업개요

동사는 디스플레이 산업분야 트렌드가 기존의 Multi Cube

시스템에서 산업용 LCD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

‘산업용 LCD를 이용한 콘텐츠사업’ 기회를 포착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샘솔정보기술(주) 서울 구로 1999.6.19
12,399

9,552 15,390

양태준 46 관제시스템 2,847 190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335.5 443.6 8.3 1.5 21.3 2.8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6,670 

10,628 
12,019 12,688 

15,390 

2004 2005 2006 2007 2008

312 

497 
531 

598 

190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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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통합정보시스템(SI) (사례: 인천국제공항통합관제시스템)

￭종합관제시스템(민․관․군)

헤드쿼터 모든 상황판 구축

￭컨트롤 SYS, HW, OP등을

통해 상황판에 디스플레이

하는 진입장벽 높은 SI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설치,

기술력과 빠른 A/S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민감성

․대표이사 양태준이 10여 년간 동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기술과 영업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의 트렌드가 기존의 Multi Cube 시스템

에서 산업용 LCD(DID : digital information display)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

-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선점

․산업용 LCD를 이용한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상존. 기회요인은 삼성전자가 대형

LCD 판넬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위험요인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것과 제품을 설치 후 광고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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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분석과 시장분석, 그리고 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 기존의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제품을 이용한 광고

영업을 하는 것 보다는 ‘산업용 LCD를 이용한 콘텐츠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

․과거에는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설치․구축이 주요 업무인

‘하드웨어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

하는 ‘콘텐츠 회사’로 변신

- 3년 후 미래를 대비한 전략과 장기적인 비전 구축

․외부환경 및 기업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미래 로드맵을 구축

2010년 매출규모 397억원, 경상이익 38억원, 경상이익률은

9.6% 목표 설정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레이아웃 및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특허도 3건을 등록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임

- 직원과 동고동락하는 일체감

․대표이사가 직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술개발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일체감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신뢰

경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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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5:

 틈새시장개척
 

 (주)한경희생활과학

 주부이기에 가능했던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

□ 기업개요

동사는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발견, 스팀청소기를 개발하였으며,

동 업계 선두기업으로 확실한 상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향후 건강 컨셉을 도입, 제2의 도약을 준비

① 기업현황(‘07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한경희생활과학 서울 금천 1999.9.2
26,629

15,390 70,739

한경희 120 스팀청소기등 11,239 246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136.9 6,100.0 0.7 0.9 -18.4 172.7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14,667 

71,621 

86,703 

70,739 

2004 2005 2006 2007

465 

2,478 2,568 

246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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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대한민국 스팀기술의 리더 - 국내 제1의 생활가전 전문기업

￭걸레질하다 떠오른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부마음 사로잡아

￭제품개발만 3년 걸린 ‘한경희

스팀청소기’

￭후속 아류제품의 추격에도

업계 1위 상품 경쟁력

￭주부를 편안하게-스팀청소,

스팀다림, 스팀진공, 스팀테라피

등 신상품 출시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대한민국 스팀기술의 원조, 한경희 생활과학

․대한민국 주부들의 고민-걸레질하는 것과 깨끗한 청소-을 몸

소 체험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연결할 수 있었음

․평범하지만 기막힌 아이디어와 제품컨셉 - 기존 생활가전과는

실용성과 차별성에 다른 컨셉의 제품

- 확실한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확장

․‘한경희’ 대표이사의 이름을 제품의 브랜드로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친밀감으로 구매력 있는 주부들에게

직접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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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제품개발로 실용적

이고 만족도 높은 제품을 생산

․한경희스팀청소기에 이어 한경희스팀다림, 한경희스팀진공,

한경희음식처리미니, 한경희스팀테라피 등 생활가전용품으로

제품계열을 확장함으로써 제품출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고객의 상승하는 기대감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

․고객니즈는 충족될수록 상향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고객만족 제고

․스팀청소기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경우에는 제품자체에

만족을 하지만, 경쟁사의 유사제품이 출시되면서 스팀기능이

일반화되면서 차별화된 기능을 갖춘 제품 개발에 노력

- 생활가전에서 ‘의학생활용품’으로 새로운 컨셉 개발

․아토피 예방 건강스팀청소기인 ‘아기사랑 아토스팀(SI-5000)'을

출시, 기존의 편리한 청소기능을 강조한 1세대 스팀청소기에서

아토피 예방기능으로 소비자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한 용품을

개발하는 등 고객의 잠재니즈를 신제품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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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5:

 틈새시장개척
 
 (주)동해기계항공

 국내 최초 소형유압크레인 개발기업

□ 기업개요

동사는 기존 소형 유압크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초소형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외

소방관련 장비를 개발 및 생산

① 기업현황(‘08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업체명 소재지 설립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대표자 종업원 생산품목 자본총액 당기순이익

(주)동해기계항공 충남 공주 1997. 6
18,016

5,517 17,462

양창학 125 고소작업차 12,499 3,446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산
순이익율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44.1 4,911.85 18.0 19.1 37.6 60.5

②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 연도별 순이익(백만원)

8,405 8,977 

11,171 
12,688 

17,462 

2004 2005 2006 2007 2008

776 
453 

1,835 1,862 

3,446 

2004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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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의 개요

- 중소형고소작업차, 특수용도크레인, 초경량 항공기, 항공안전

시스템 등

￭소형 유압크레인을 최초로 개발

하면서 유압장비 생산에 전념,

소형화물차량에 장착하는 고소

작업용 크레인 개발

￭국내 최초 회전익 초경량 항공기

‘담비(Dambi)’ 개발

￭이외 산업기계 30여종과 소방

관련 장비 등 개발

□ 핵심역량 및 성공요인 분석

- 소형 유압크레인을 국내최초로 개발

․1992년 소형 유압크레인을 개발한 이래 유압장비 생산에

전념하면서 소형화물차량에 장착하는 고소작업용 크레인

개발에 주력

․소형트럭장착용 크레인 분야의 최고기업으로 기술력을 축적

하면서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

- 성장원동력은 신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2000년 (주)동해항공이 (주)동해기계를 합병하여 (주)동해기

계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항공기 안전착륙시스템과 초소형 항공기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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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이외 2003년 개발 완료된 화재진입 장비도 차세대 유망

아이템의 하나임. 소형가스터빈을 이용한 화재진압용 소방

관련 특수차는 물이 아닌 기체를 활용한 차세대 화재 진압

장비로서 소방차 120여대에 준하는 능력을 보유

- 고객지향적 마인드로 아이디어를 상품화

․2000년부터 산악지대가 많고 활주로가 부족한 국내 지형에

맞는 초경량 항공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시작하여

2003년 국내 최초 회전익 초경량 항공기 ‘담비(Dambi)’ 출시

․담비는 활주거리가 짧고 초경량으로 산악인 허영호씨가 세계

일주용 장비로 선택할 정도로 전문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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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1.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례 선정배경

□ 2009년에도 국제금융의 불안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은 내수와 수출의 불황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2008년 후반기 기업경영실적을 보더라도 2008년 2/4분기에

비해 3/4분기에 안정성 및 수익성에서 뚜렷한 감소세

□ 기업은 이러한 불황기에 유동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하는 한편, 위기가 지난 이후 성장을 위한 발전비전

수립과 기술개발을 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것이 요구됨

-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은 세계 시장에서 1위․2위를

차지하는 500개 기업(Hidden Champions)을 분석한 결과, 7개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성공한 기업에 대한 특성에서,

이들 기업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혁신을 위해 조직적인 실천을

추진해왔음을 발견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우수사례를 선정 및 분석

- 여기서는 기업의 기초체력인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잠재

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 조합을

통해 경영우수사례 10개 기업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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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경영우수사례 10개 기업에 대한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또 유형별로 정리

2.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핵심역량과 사례

□ 혁신기술개발

- 혁신기술개발은 성공기업의 공통적인 특성임. 핵심 사업 분

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과감하게 R&D 투

자를 해왔으며,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 인력의 연구를

지원해왔음

- (주)아이디스는 DVR 제품에 집중하여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비에 투자하고 전임직원의 45%이상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연구개발기업

․DVR만을 전문적으로 연구․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미국

GE, 일본 마쯔시다․SONY, 유럽 BOSCH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1위를 달성

- (주)고영테크놀러지는 전체 112명의 직원 가운데 50여명의

직원이 순수 연구개발(R&D)인력이며, 이들 연구원이 신기술

개발을 하는데 투자하는 연구비가 매출액의 10% 수준

․당사가 개발한 3D SPI의 경우 Dual/4way projection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측정값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맞춤 장비를 개발

한 것이 불황극복 비결

․전세계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upplier: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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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생산업체) 중 2007년 세계 1위에서 6위의 EMS 업체(5대

휴대전화 제조기업 가운데 4곳, 세계 5대 자동차부품업체 가

운데 4곳,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 등)와 거래

□ 전문화․집중화

- 성공기업은 대부분 한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좁은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함. 이는 마

이클포터의 수익원천 중 하나인 ‘집중화’에 해당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히든챔피언에서도 ‘제품의 깊이‘를 강조

- 선일금고제작(주)는 35년의 축적된 기술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노력을 통해 80여 국가에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

․동사는 내화․내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UL규격의 안전한

금고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금고상단에 잠금장치(락 장치)를

설치, 고객의 사용편의성을 제고

․기존의 딱딱하고 투박하고 형태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고,

인생의 보석상자의 컨셉을 담은 새로운 인테리어 금고 출시

- (주)서울금속은 창업이후 26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로

국내 처음으로 냉간단조 공법을 활용한 ‘전조기술’을 활용하여

나사를 개발하여 이를 국산화하였음

․2005년 부설연구소를 설립, 26명의 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최초로 0.4mm용 정밀나사를 개발하는 등

세계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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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납기 등을

부품소재업체가 갖춰야 할 성공비결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수

□ 글로벌 마케팅

- 성공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은 전문기술과 제품으로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눈길을 돌려 글로벌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임

- (주)메타바이오메드는 수술봉합사․치과재료 전문제품으로

전 세계 80여 국가 200여 영업망을 확보한 글로벌 마케팅

체계를 확립

․매년 10여개 이상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여 기술동향을 파악

하고 제품홍보를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신규고객을 발굴

․미국법인 MetaBiomed Inc.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설립,

현지에서 치과용 재료를 생산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등 현지시장 공략과 생산제품의 원가경쟁력 확보

- (주) 아이젠은 기존의 비데기능에 더하여 ‘1포켓 3노즐’ 방식의

쾌변(관장)기능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비데전문기업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해외에서 까다로운 ‘관장노즐 특

허’ 및 전기(CUL, GOST-R 등) 및 물(WARS, WATER MARK)

안전마크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30여개국에 수출

․당사 제품은 비데제품으로는 국내최초로 전자식비데의료기기

인증(IB-7970, ‘09.1 식약청)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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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유연성과 일체감

- 성공기업은 경제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업기회를 혁신으로 대

응하는 성향이 있으며, 해당산업의 트렌드 변화에서 사업기회

를 포착했음. 또한 직원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특유

의 조직문화가 있으며, 직원과 기업간 강한 신뢰를 형성하여

일체감 조성

- (주)대모엔지니어링은 직원과 한마음으로 추진한 혁신프로

그램을 통해 생산성 향상 2.7배, 실패비용(F-COST) 79.3% 절감

․경영진 스스로가 혁신활동에 솔선수범을 보여 신뢰와 일체

감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에서 인정받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

․2010년대 건설 중장비 Attachment류 5대 제조업체 성장,

매출 및 순이익목표 달성 시특별성과급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계획

- (주)샘솔정보기술은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의 트렌드가 기존의

Multi Cube 시스템에서 산업용 LCD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기회를 선점

․산업용 LCD를 이용한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형 LCD 판넬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

기회를 포착하고 ‘산업용 LCD를 이용한 콘텐츠사업’을 시작

□ 틈새시장개척

- 틈새시장개척은 시장의 새로운 니즈 또는 기존 니즈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거쳐

고객의 마음을 얻어내는 마케팅노력과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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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등을 동시에 필요로 함

- (주)한경희생활과학은 주부들의 고민-걸레질과 깨끗한 청소-

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상품으로 연결함으로써 스팀청소기를

히트시킬 수 있었음

․기존 생활가전과는 다른 컨셉의 제품을 ‘한경희’ 대표이사의

이름을 제품의 브랜드로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친밀감으로 구매력 있는 주부들에게 직접 어필

․동사는 고객니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향이동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신상품 ‘아기사랑아토스팀’)으로 고객만족 제고

- (주)동해기계항공은 항공전문기업과 기계전문기업을 합병하

면서 획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소형 유압크레인을 이용한

고소작업용 크레인 제작 외에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초소형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

3. 사례가 주는 시사점

□ IMF 시기와 비교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

- 2008년 2/4분기 ~ 3/4분기 경영실적과 1997년~1998년 경영

실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음<표6참조>

․부채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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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IMF 금융지원시기 vs 2008년 안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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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및 성장성에서는 유형 자산을 제외하고 증가

<그림12> IMF 금융지원시기 vs 2008년 수익성․성장성 비교

□ 견실경영을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노력

- 불황기에 기업들은 원가절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 이번에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된 10여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점에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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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기업은 견실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왔음

□ 전사적 차원의 혁신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임직원이 일체감 형성

- 불황기 혁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직원이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고 동질감을 고취하여 위기 극복

□ 시장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그림13> 고객니즈와 만족도

- 고객의 니즈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다, 경쟁사의 추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객의 잠재

니즈(unspoken needs)를 빠르게

포착하여 충족시킴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delighter)하는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한 제품 및 시장조사와

기술개발노력이 중요한 상황임

□ 혁신역량 기반 내실경영과 신규수익원 발굴

- 기업의 경영환경과 내부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각 기업들은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는 역량을 극대

화하여 내실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신제품을 개발하여 신규

수익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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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위기가 호재

- 경쟁력 있는 기업은 불황기에 경쟁업체들의 도산으로 동종업계

선두로 나서면서 시장의 이익을 독과점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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