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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paperisaimedatinvestigatingthefactorstogrow thenew technologybasedfirm(NTBF),

K-MAC.NTBFsneedanenvironmentinwhichnoveltyisencouraged,employeesfindworkmeaningful

andcontrollable,learningisincorporatedintowork,ideasandprocessimprovementsareimplemented

andabalancedfocusoftheinternalandexternaltothecompanyisfostered.Withcollaboration

betweenindustryandacademia,LyndaAiman-SmithmadeaninstrumentofVIQ(ValueInnovation

Quotient),whichisconsistof9factors,33items.VIQResultscanhelpthecompanytodevelopabetter

understandingoftheorganization’sculture,anditsformalsubgroups.Thatistoidentifysubculturesin

theorganization,todiagnosepotentialproblemsorinhibitorsofinnovation,toidentifyorganizational

strengthsforinnovationandsetaquantitativebaseline.UsingtheVIQ,K-MAC analysedthesubculture

ofinnovationpotentialcapability.K-MACorganizedtheCOP(communityofpractice)withtheyoung

employees'participationandtrytosolvetherealproblem intheworkingplace.Thispaperexplained

thediversegrowingtrajectorythroughtheTPM conceptandsuggestforthefuture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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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1)

일반 으로 새롭게 탄생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고 가정하지만 실은 그 반 인 경우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로 창업되어 소규모 상태로 생

존하거나 그 상태에서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주,최종인,2012).

이맥(주)(K-MAC)은 1996년 11월 ETRI(자통

신연구원)재료기술 실장을 지낸 이 환 박사가 설립

본 논문은 2013년 (사)한국지식경 학회 춘계학술 회 사례

공모 에 선정된 연구로,수정․보완을 거쳐 게재되었음

†제1 자,교신 자

논문 수일:2013년 6월 7일;게재확정일:2013년 12월 17일

한 물성분석 문기업으로 2011년 10월 코스닥에 상

장된 기술기반의 벤처기업이다.회사가 보유한 다양

한 여러 기술들(학측정의 원천기술 설계기술,메

카트로닉스 기술,나노 계측,S/W기술 기타 이화

학 련 분석/측정 기술 등)을 기반으로 산업용

정 분석,측정장비를 제조 매하고 있다. 이맥은

보유하고 있는 분석,측정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

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이는 FPD(FlatPanel

Display)산업,바이오 의료진단 산업,분석기기

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환 표는 IMF이 인 1996년 아직 창업의

붐이 일기 에서 창업하 고,여러 난 을 극

복하고 코스닥에 상장과 히든챔피언으로 불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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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심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거의 매년 40

%씩 매출이 성장하 고 최근 3년간 2.5배나 성장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 고용인원이 1999년 30명에서 10년 뒤인 2008년

135명을 기록하 고,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그림 1]

처럼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270여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1]고용창출의 효과:인력의 변화추이

(단 :명)

출처 :회사자료 공시자료.2013년 매출은 6월 기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2009년 세계경기 침체기에

기를 겪었고,그 이후 성장을 하던 2012년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매출액은 203억 9,391만

원으로 년도 371억원에서 반 가까이(45%)감소

했고,당기순손실 22억원의 자를 기록하기도 하

다.하지만 2013년 이맥은 삼성디스 이(SDC),

삼성디스 이 국 쑤 우 공장(SSL)등과 규모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 공 계약을 체결했다. 한 신

규사업 분야인 바이오사업부문에서 국 바이오 기업

인 야훼롱(YHLO)과 총 50억원 규모의 면역진단자동

화기기 공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는 등 2013년

상반기에만 215억의 매출을 기록하 고,2013년말

역 최고의 매출인 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상

된다([그림 2]).

[그림 2]매출액의 변화추이

(단 :억 원)

*2013.6월 매출액은 215.3억,2013년 12월말 500억원 상

물성분석 문기업인 이맥은 창업이후 축 된 분

석기술과 다양한 시료에 한 문 분석경험을 바

탕으로 물성분석 기 과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기와 FPD/반도체 검사기기,바이오/의료진단

사업용 의료 진단기기를 제조 매하고 있다.특히

FPD(FlatPanelDisplay)검사장비 분야의 공정모

니터링을 한 박막두께측정기 분야에서는 세계 1

의 시장 유율을 차지할 만큼 주도권을 쥐고 있었

다.이같은 역량을 인정받아 코스닥 사상 최 기록

인 745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코스닥 시장에 진입

하는데 성공하 고(2011),2012년과 2013년에 연속

코스닥 히든챔피언에도 선정 다.이 환 표는 분

석기기의 국산화에 기여한 을 인정받아 2012년 5

월 국 소기업 회에서 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를 차지하기도 했다.

[표 1]의 회사 발 과정에서 보듯 소수 제품,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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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회사의 발 과정

1996.11 이맥 주식회사 설립 2008.10 덕특구 첨단기술기업지정(지식경제부)

1997.5
기업 부설 “한국물성분석연구소”설립 (과학기

술부)
2009.10

정보디스 이 상 산업기술부문 우수상 수

상(지식경제부)

1998.5기술 신개발기업 선정 ( 소기업청) 2010.2 덕 테크노밸리내 이맥(주)본사 완공

1998.6유망 소기업 선정 ( 역시) 2011.3 시 고용우수기업 선정

1999.2벤처기업 인증 ( 소기업청) 2011.6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지식경제부, 시)

1999.12 문지동 본사 부설연구소 완공 2011.10코스닥 상장

2001.4ISO9001인증획득 2011.121,000만불 수출탑 수상(한국무역 회)

2002.7
수출유망 소기업 지정 ( 충남 소기업지

원센터)
2011.12경제과학 상 벤처기업부문 수상( 시)

2003.9INNO-BIZ기업선정 ( 소기업청) 2012.2
고용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 표창 수상(고용

노동부, 소기업 앙회)

2004.6
생산기술센터 공 ( 지 6,942.19m2,연면

2,945.20m2)
2012.3알러지 진단기기 국 SFDA인증 획득

2005.9 만 지사 설립 2012.42012코스닥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2005.11
500백만불 수출탑 산업포장 수상(산업자원

부)
2012.6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시)

2006.9
국 곤산 법인(科美仪器(昆山)研发有限公司)

설립
2012.6

2012ATC(AdvancedTechnologyCenter,우수

기술연구센터)선정(지식경제부)

2007.6산업자원부 장 우수기업 표창 2012.7반도체 극 박막 분석기기 Nano-MEIS개발

2007.12
덕특구 기술사업화 상 기업부문 우수상 수

상 (과학기술부)
2012.9

2012아시아 태평양 기술 신상 수상(Frost&

Sullivan)

2008.5KGMP인증 획득 (식품의약품 안 청)

2013.5

2013.9

2013.11

2013코스닥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인 자원개발 우수기 (Best-HRD)에 선정

IT이노베이션 상 통령 표창 수상

생산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악하고 차세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코스닥 상장이

후 성장 모멘텀 마련을 해 사업 역 확 에 나서

바이오·의료 진단기기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하고 있다.2011년 우유·식료품·양식어류 등의 잔류

항생제 농도를 측정하는 바이오 기기 ‘Antibiotics

DetectionKitReader'의 유럽 인증을 획득하며 유

럽 시장진출의 발 도 마련했다.국내 시장에서도

동제약에 분자진단 자동화기기 공 계약을,LG생명

과학과 알 르기 면역스트립 자동 측정기기 공 독

계약을 체결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

어가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6월 미국 하버드 의 요셉 마틴 컨퍼런스에

서 개최된 제20회 NEBS연례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바이오 분야 석학들이 자리한 가운데 신개념의

DNA칩인 ‘K-CHIP','K-CAP'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국제 인 생명공학박람회인 '2012

바이오 국제컨벤션에도 참가해 기술을 소개했으며 이

를 계기로 로벌 기업들의 높은 심이 있었다.이

환 표는 "회사의 주력사업 분야인 FPD,반도체

검사장비 사업 이외에 해외 바이오,의료진단 사업에

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이는 사업 다

각화를 차분히 비해온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4사업부문,10부,4실,33 ,

TFT2,해외법인 2로 구성된다.구체 으로 마

부문,생산기술부문,개발사업부문,연구소 등이 있으

며,지식경 추진단(TFT),바이오사업추진단,DNA

chip사업추진단 등의 TFT가 있다([그림 3]).

우리나라 기술 산업은 응용분야에서는 뛰어난데 반

해,물리,화학,기계, 자 등 기 과학과 다양한 요

소기술이 복합 으로 요구되는 분석기기 분야에서는

외국제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이같은 시장의 문

제 을 극복하기 해 창업이래 물성분석 기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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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맥(주)의 미션과 비

반으로 성장해온 이맥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 은

다음과 같다.‘창의 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일류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며,세계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

한다’는 미션과 ‘세계 1 아이템을 하는 일류

문기업’으로서 비 하에 월드베스트 아이템 3개와

바이오 아이템 세계 빅3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 하기 한 신기술개발과 우수 인재양성과

확보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특히 인재상으로는

회사의 이니셜인 KMAC을 사용해,새로운 지식(K)

과 다양한 가치(M),실천활동(A),그리고 창의성(C)

을 시하고 있다.

[그림 3] 이맥(주)의 조직도(2013)

이 같은 비 과 략하에 추진해온 사업 역은 물성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용 분석기기로부터

시작해 FPD/반도체 검사장비와 AMOLED,솔라셀

등의 응용사업군,그리고 바이오 의료진단 기기

등 신규 사업분야로 확 해 나가고 있다.

[그림 5] 이맥(주)의 사업 역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첫째,벤처기업이

탄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제품의 지속 개발은

생존에 필수 이다.어떻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있는가를 TPM(기술-제품-시장)의 에서 살펴보고

있다.둘째,단기간내에 조직이 성장함으로써 발생하

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조직내 가치를 공유하는 사

회화 노력과 함께 신 학습문화의 구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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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직의 신잠재력 진단을 VIQ를 통해 살펴보고,

처방을 한 노력을 악하고자 한다.셋째,코스닥

상장기업인 이맥이 천억기업으로 재도약하기 한

미래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본 사례연구를 통해 창

조경제의 핵심인 창업과 함께 기존 벤처기업이 어떻

게 성장하고 이 가운데 지식경 활동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벤처기업이

자발 으로 지식경 추진단을 은 사원을 심으로

만들어 운 하는 사례는 다른 벤처기업에게 좋은 모

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실험실에서 시장으로 :

기술-제품-시장(TPM)의 조합

기술사업화와 기술창업가정신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다.지식기반 경제에서 효과 인 리자는 기

술과 련된 더 많은 훈련과 사업성장을 창출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기술사업화(Commercializationof

Technology,COT)를 통해 이루어진다(Barretal,

2009). 신 신기술 창업을 해서는 재무 리자

와 벤처캐피털리스트 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엔지니어

들을 효과과 으로 력하는 스킬을 갖춘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 같은 심에도 불구하고 여

히 기존 기술 는 신흥 기술을 경쟁력 높은 신규

시장으로의 제품 창출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실이

다.그 이유는 연구자와 사업가간 는 기 들간에

존재하는 자본,스킬의 차이(gap)로 인한 것이며 이

를 소 기술사업화에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고 부른다.과학의 개발과 사업 제품의

개발간에 공간에서 생기는 차이로 인해 기술 벤처를

만들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제 로 개발,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발견과 사업화간에 존재하는 ‘죽

음의 계곡’은 구조,자원 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다(Markham,2002). 부분 학이나 연구기

들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 인력,조직구조를 갖

추고 있으며 이는 왼쪽에 해당된다.한편 기업들은

우측에서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마 , 매, 진,

생산,유통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를 들어

기술인력은 사업인력의 심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이처럼 두 집단의 문화

차이는 한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다른 쪽은 덜

가치를 두면서 나타난다. 한 양쪽은 각기 다른 목

과 보상구조를 갖고 있다.기술 인력은 발견에 가

치를 두고 최첨단 지식을 추구하는데 반해 사업 인력

은 팔리는 제품을 필요로 하고 발견의 가치를 이론

이라고 보고 때로는 소용없다고 간주한다.하지만 기

술과 사업화인력 모두는 연구결과를 뛰어난 제품의

제공으로 바꾸어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서로 도

움을 주어야 한다(Barretal.,2009).

[그림 6]기술-제품-시장의 연계

출처 :Markham(2002)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방법론이

T-P-M 기법이다.이는 어떻게 기술 push를 피하는가

를 잘 보여주는 개념으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

다.일련의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은 기술을 갖고 사

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기술역량이 매우 독특(unique)

해야 한다. 요한 기술 우 와 이 을 보유했는지

를 확인하고 기술역량이 확인되면,시장내에서 발견

한 고객의 니즈와 연결시켜야 한다.이는 문제해결과

니즈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특히 요한 것이

연결(link)인데 왜 특정기술이 목표시장에 맞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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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TPM에서 본 이맥(주)의 주요제품 시장 확 도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지에 한

논리 근거가 필요하다.이는 가치제안서(value

proposition),사업모델(BM),수익모델,사업 략 등

의 기반이 된다(최종인,2008;Markham,2002).

TPM 개념 속에는 한 개 기술이 여러 개의 제품으

로 구 되고 각 제품은 여러 시장에서 팔린다.그런

데 보통 연구자나 발명가 출신의 기업가들은 자기 기

술을 한 개 제품사용에 을 두고 자기 독창 아

이디어를 넘는 생각에 해서는 잘 수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아이디어와 고객의 니즈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왜냐하면 개발 기에

한 개의 제품에만 을 두어 시작하면,더 좋은

안을 발견할 확률을 없애고 말기 때문이다.물론 운

이 좋아 시작부터 최 의 제품을 찾았다고 해도 차세

제품이 무엇인지를 찾기 어려워진다.이런 측면에

서 [그림 7]에서 보듯 이맥이 근한 물성분석 기

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장가운데 합한 제품을 개

발하여 진출하는 략은 매우 효과 으로 단된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분석,측정 기술을 근간으로

다양한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 역에 진출하고 있

으며,이는 크게 FPD 반도체 검사장비 산업,바

이오 의료진단 산업,분석기기 산업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Lab용 분석기기이다. 기 회사가 보유한 기

술 사업의 근간으로,물성분석기술과 학기술을

이용한 소형 박막두께 측정기,분 분석기 등 실험

실용 분석기기를 학교 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있

다.

둘째,FPD 반도체의 검사장비 산업이다.회사

주력사업인 FPD공정용 모니터링 장비 사업 분야에

서 세계 1 의 시장 유율을 차지할 만큼 주도권을

쥐고 있다.박막두께 측정장비 ST8000-MAP개발로

세계최 4-MASK공정을 양산,실 함으로써 기업

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 다.2012년 세계 최

상용화에 성공한 반도체 극 박막 분석기기인 Nano-

MEIS개발로 반도체 표면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었으며,반도체 시장 진입에 성공하 다.박막두께 측

정 장비로 응용사업인 태양 패 제조 장비 시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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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출하 다.

셋째,바이오 의료진단 산업이다.동 기술을 바

이오산업에 응용하여 국내외 분자진단(DNAchip)과

면역진단 시장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바

이오센서 분야의 표면 라즈몬(SPR)부분에서 국내

최 로 상용화하 다.LGLS와의 업을 통한 면역진

단 역에서의 면역스트립자동화분석시스템도 국내

최 로 상용화하 다.2012년에는 K-CAP,K-Chip

랫폼을 새로 도출하는 원천기술 개발로 세계 인

시장조사 기 인 Frost&Sullivan에서 선정하는 ‘아

시아 태평양 기술 신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이는

2013년 국 바이오기업인 야훼롱(YHLO)과 50억원

규모의 면역진단자동화기기 공 계약으로 연결되었다.

Ⅲ.지식경 활동

1.가치 신질문서(VIQ)를 통한 조직진단

조직은 연구개발부서 만이 아니라 가치사슬 부

문에 걸쳐 신 이어야 격한 변화속의 경제환경에

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Aiman-Smithetal.,2005).

덕특구에는 약 1,500여개의 벤처기업이 있다.이들

은 독특한 기술을 토 로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

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근하고 있다.처음 5-10

명 안 의 인원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은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를 들어 성장과 동

시에 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인재확보가 쉽

지 않다. 한 경력사원들도 충원하게 되는데 신입직

원과 경력직원 간에 이질 문화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 리자 출신의 채용 등으로 다양한 조

직 구성원,공통된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자의 구

성,조직의 성장에 따른 자율성의 요구와 새로운 형

태의 통제요구,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높은 수 에

서 요구되는 조직역량 문제,부문 간 의사소통,우수

인재의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벤처기업에서 발생한

다.이는 벤처기업 경 자와 리더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요한 과제이기도 하다(김인수,2010).

이같은 문제를 객 으로 진단하기 한 유용하고

타당성이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특히 미래성장을

한 가치 신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Aiman-

Smith등(2005)은 이를 가치지능지수(ValueIQ)

는 가치 신 질문서라고 불리는 평가지표를 만들었으

며,이는 여러 연구에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덕의 코스닥 기업인 이맥

을 상으로 VIQ특성을 악하 다.이는 벤처기업

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평가

된다.가치 신 도구인 VIQ는 9개의 차원으로 구성

되며 33개의 항목으로 측정된다.그 세부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그림 8]과 같다.

[그림 8]VIQ의 9개 차원

VIQ조사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

다.먼 벤처기업의 조직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

고,인구통계 는 조직의 하 변수들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조직내 존재하는 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을 수행하는데 잠재된

문제 등을 진단할 수 있다. 한 신을 향한 조직

의 강 을 악하며,무엇보다 양 인 면에서 기 를

제공하여 비교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최종인,권

기환,2013).

연구자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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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VIQ9개 차원

차원 내 용

의미있는 업무(meaningfulwork) 업무에서 각 개인이 조직과 고객에게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것

험감수 문화(risk-takingculture) 높은 수익을 이끌어내기 해 험을 감수하는 것

고객지향성(customerorientation)
잠재 시장에서 Needs와 Want를 식별,요구를 제품과 서비스 가

치로 달하는 것

신속한 의사결정(agiledecision-making)
아이디어와 분석에 한 사용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얼마나 빨

리 조직이 결정을 내리는가

비즈니스 인텔리 스(businessintelligence)
시장 사업 동향을 감지하고 환경과 경쟁자를 확인하여 략

문제를 이해하는 조직의 능력

열린 의사소통(opencommunication) 도 인 일을 말하여 변화를 지원

임 워먼트(empowerment) 직원들이 독립 으로 문제를 악하고 고심하는 정도

사업 계획(businessplanning)
사업계획시 사용하는 정해진 기법이 있으며,폭넓은 사람들이 계획

과정에 참여

출처:Lynda,A.S.,Nina,G.,David,R.,&James,S.(2005).Assessingyourorganization'spotentialforvalueinnovation.

ResearchTechnologyManagement.p.40.

VIQ 설문을 조사하 다.그 결과 아래와 같이 9개

차원 모두가 5 척도에서 평균 값 3.0이상을 나타냈

으며,이 의미있는 업무와 학습 조직에 해서는

직원이 매우 높게 응답하 다.하지만 신속한 의

사결정,개방 의사소통,임 워먼트(권한 양)

사업계획 등에서는 상 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CEO의 평가에서도 평균값의 차이는 있지만 일

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그림 9]VIQ의 조사결과

하 문화에 한 분석결과를 보면 부서들마다 다른

형태의 VIQ결과를 보이고 있다.회사는 10여년 만

에 조직의 규모가 250여명으로 성장하 으며,이들

부서들간에는 각기 다른 하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를 들어 의미있는 업무라는 생각은 5개부

서 모두에게 일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열린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낮은 부서와 높은 부서간의 차

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개 차

원 분석을 통해 각 부서간에 가치 신의 성향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고,경 자와 리더는 이를 잘 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편 CEO가 평가한 VIQ내용을

토 로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면과

그 지 않은 이 발견되어 상호간에 이해하는 출발

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그림 10]하 신문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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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지식경 추진단의 미션

2.지식경 추진단의 설립과 운 성과

2011년 9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회사는 창의

신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해 지식경 추진단(이

하 지경추)을 구성하 다.CEO를 단장으로 각 부별

주임, 리,과장 으로 구성된 15여명의 태스크포스

이 발족되었다. 은 사원을 심으로 구성된 지식

경 추진단은 목표로서 신입 직원 한 사람까지도 경

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경 을 시도하 으며,창의

인 신을 주도해 성공 경험을 통한 체의 주인의

식으로 확산하고자 하 고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 기

업의 신문화를 만들고자 하 다.이를 해 지식경

학습의 일환으로 문가 청 강연회를 지속 으

로 실시하여 문성을 보완하 다.2012년 하반기까

지 1기 지식경 추진단이 활동하 고,2013년에는 2

기 지식경 추진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맥 지식경 추진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첫

째,주임, 리 등 입사 2-3년차 은 직원들이 심

을 이루고 있다.둘째,CEO의 극 참여 지원

과 함께 자유로운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셋째,추

진단 직원들은 각 부서, 장들과 긴 한 화를 통

해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원들과의 연결역할을 하고

있다.넷째,지식경 추진업무를 담하도록 하여 기

존 업무와 이 부담을 여주었다.

지경추는 처음에는 조직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추구

하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소

통의 창구역할을 하 다.무엇보다 임직원들이 작은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변화와 신에 신뢰를 갖게 하

고,나아가 보람과 지를 통해 ‘즐겁게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요

일 ‘커뮤니티 데이’활성화, 자게시 설치,칭찬릴

이,단체복 제작,아이디어 회의룸 설치 등 작지만

필요한 변화를 직원 참여와 함께 이끌고 있다.

앞서 조사한 VIQ 한 지식경 문가 청 강

의에 참여한 자가 지식경 추진단과 함께 회사의

황을 악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 이같

은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조사를 실시하 다.

직원이 조사에 응답하여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에 해 숫자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추진단 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매우 유용

하 다.여러 번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회사의 황

을 객 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이는 회사

의 경 진과 소통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 다.

한 가지 사례로서 VIQ의 첫 번째 조사항목인 의

미있는 일(meaningfulwork)에 한 회사의 심은

매우 높았다.왜냐하면 개인과 조직의 비 을 일치하

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기술

기반의 회사는 인재 심의 회사이므로 일하다가 도

에 이직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비슷한 나이의 은 추진단 직원들이 먼 상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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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문제의 원인을 악하 다. 한 그동안

장에서 부장 승진 때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했

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 다.이를 지식

경 추진단에서 제안하여 계획을 수립 후 경 진의

지원하에 처음으로 2012년 하반기에 4개월에 걸쳐

한밭 경 학과와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2013년 출범한 지식경 추진단 2기는 직원의 불편

함 해소 등 작은 변화노력으로부터 벗어나 사

략과 연계된 지식경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첫째,

업노력이다. 인스토 ,부서간 업만족도 조사

후 문제 도출,부서장 미 ,결과도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둘째, 로젝트 사업성 분석이다.신규사업

타당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고,타당성 시트 등

을 하고,실무자들도 작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향상시킨다.셋째,ERP매뉴얼 제작 등이다.부서별

ERP 로세스를 확인하고,모듈별 ERP시뮬 이션

하며,매뉴얼 작성 등을 부서공지와 교육 등을

한다.넷째,사업체질 강화활동으로 각 부장/장 주

하에 진행하고,각 별 체질강화활동을 매주 지경

추에서 모니터링하며,분기별 사업계획 검시 사업체

질 강화활동 내역 검 등이 포함되며,연말실 평가

에 반 도 고려한다.

이처럼 지식경 추진단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며,

회사의 략과 깊이 연계되어 진행하고 있다.이같은

경험이 은 직원들의 경 마인드 구축에 도움이 되

며, 업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략을 뒷받침하는 역

할로서 기 된다.

Ⅳ.천억기업을 향한 제언

1.천억기업의 특성

이맥의 비 에는 2015년 1,5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5년부터 매년 7월 소기업청은 천억

기업을 발표하며,2013년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결산 기 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 한 벤처기업은

년보다 35개(9.2%)증가한 416개로 나타났다.조

사방법은 벤처확인제도 시행(1998)이후,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63,314개사)을 상으로 신용

평가회사가 보유한 2012년도 결산 기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 성과

를 분석,벤처천억기업 진입까지의 성공요인을 악

하 다.416개 벤처 천억기업 에는 로벌 수 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 육성하고 있는 ‘월

드클래스 300’에 38개사가 있다.공개한 상장기업은

217개사(51.9%),코스닥 174개사,유가증권시장 42

개사,코넥스 1개사로 나타났다.천억기업 당 평균

투자유치건수는 6.0건,평균 투자유치 액은 44.5억

원이며,업종별로는 기계·제조·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52%)과 컴퓨터·반도체·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32%)등에 많았다.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235개사(56.5%),지방소재 기업이 181개사(43.5%)

로 나타났으며,창업 후 매출 천억 원 돌 에 걸린

기간은 평균 17.0년이다.하지만 R&D투자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신 노력을 통해 단기간(7년

이내)에 매출 천억 원을 돌 한 기업도 6개사에 달하

다.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46,016명(‘11

년 134,410명)이며,업체당 평균 고용인력은 351명

(’11년 323명)이다.고용증가율은 ‘10-‘12기간 평균

소제조업(3.5%)의 2.5배, 기업(4.7%)의 1.8배로

‘양질의 일자리’생산의 주역으로 평가되었다(기청,

2013)

한편 매출 1조 벤처의 경우는 2008년 1조 매출을

달성한 NHN㈜(1.51조원)은 5년 연속 1조원 를 유

지했으며,㈜넥슨코리아(1.11조원),한국니토옵티칼㈜

(1.07조원),㈜성우하이텍(1.01조원),㈜유라코퍼 이

션(1.01조원)이 신규로 1조에 진입하 다.이밖에 8

천억원 기업으로 ㈜휴맥스(0.88조), 서울반도체

(주)(0.86조),㈜삼동(0.83조),㈜모뉴엘(0.83조)등이

있다(기청,2013).

의 천억기업은 4개이며,이들을 상으로 조사

한 결과,성공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의 지속성,해외시

장 개척/국제화,양손잡이 R&D 략,개방형 신

략 등이 제시되었다(이경주,최종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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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벤처기업의 도약요인

주요 도약 요인 주요 내용

1. 조직내 충만한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경 자/임직원의 강렬한 성장 열망과 리스크 감수

-신제품,신기술의 개발과 신 역의 개척(T-P-M)

-새로운 시장과 경 환경에 극 진출 인재확보

2.해외시장 개척/국제화

-해외 시장 기술의 확 와 기업성장의 가능성

-국제화는 시장 확 와 성장의 지름길

-창업 기부터 수출과 국제화 략 추구 인재 확보

3.양손잡이 R&D 략과 구조

- 재의 경 자원/기술뿐 아니라 미래를 한 기술/자원투자

-빠른 기술과 경쟁환경 변화 속에서 변화를 기회로 환

-새로운 기술에 합한 차별화된 조직설계 운

4.개방형 신 략

-외부 연구개발의 극 활용으로 시간 단축과 효율성 증

-비활용 내부 기술의 외부화로 수익창출

- 학과 공공연구기 의 원천기술 활용

자료:이경주,최종인(2012)

2.제언 :보완 략

회사는 지 까지 두 차례의 외부 환경 기는 있었

지만 내부 역량강화와 새로운 신제품과 신시장 개척

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향후 회사가 설정한 비

에 맞는 일천억 기업으로 도약하기 한 보완 략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가 정신의 지속성 확보이다.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이란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어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비록 자원이 충분하지 않더라

고 이를 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경 진만이 아니

라 리자들과 직원들도 기업가정신을 갖고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신 역의 개척을 해 노력하며,새

로운 시장과 경 환경에 극 으로 응하는 것이다.

이를 해 직원이 흡수능력(absorptivecapacity)

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창업자와 임

직원의 강렬한 성장 의욕과 함께 창업자가 기업 구성

원에게 제시하는 비 과 목표,그리고 이의 공유는

기업성장에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경주,최종

인,2012).이를 해서는 내부인재 만이 아니라 기

업가정신이 충만한 인재를 외부로부터 유입하고 이들

을 상호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VIQ조사

에서 나타난 요소들에 한 분석과 보완 노력이 필요

하다.

둘째,해외시장 개척과 국제화는 창업 기부터 도

약을 한 요한 조건이다.도약에 있어 시장의 확

는 요한 계기가 된다.국제화는 시장확 와 성장

의 지름길로서 국내 천억기업들은 창업 기부터 수출

과 국제화 략을 극 추진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

복하 다(이경주,최종인,2012). 재 회사는 FPD검

사장비 매출의 경우 국내외 해외 각각 6:4의 비율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해외시장의 비 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바이오시장이 세계 시장

의 1%에 불과하므로 기단계의 바이오사업도 로

벌 시장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양손잡이 R&D 략과 조직구조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업기회를 연결해주며 성장

을 이끄는 핵심 략이다.양손잡이 략은 재의 경

자원과 기술뿐 아니라 미래에 비한 기술과 자원

을 투자하는 것으로 미래의 시장변화와 문제를 기회

로 바꾸어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따라서 재

회사가 운 기반을 두고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와 같

은 재의 기술을 활용(Exploit)하는 것과 동시에,새

로운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 환경에 비하는

탐색 활동(Explore)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재 회사는 연구개발에 한 투자를 매출의

10%이상 꾸 히 하고 있으며,미래 아이템 발굴을

해 물성분석에 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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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있다.특히 우수 연구개발

인재가 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한 효과 동기부여와 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개방형 신 략을 확 하는 것이다.조직

내부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외부의 R&D역량을

극 활용함으로써 신의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특히 학과 공공연구기 과의 긴

한 력 계는 원천기술을 확보에 유리하다(서리빈,

윤 덕,2012;이경주,최종인,2012).이미 회사는

덕특구에 치한 이 을 최 한 활용하여 정부출연

연구소(표 과학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ETRI,화학

연구원 등)와 지원기 (덕특구지원본부, 테크노

크 등) 학(카이스트,한밭 ,충남 등)의 인

라를 활용하고 있다.특히 이맥은 필요한 기술

확보 방법으로 OpenInnovationSystem을 극 활

용,외부로부터 기술획득을 하고 있다.한 로 유

자칩 진단기술을 2010년 건국 학교로부터 이 받

으면서 본격 인 사업을 추진하 다.이 받은 기술

을 바탕으로 RealTimePCR핵심 인 모듈기술인

HeatingBlock 실시간 형 측정 시스템에 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타 회사들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한,와 린 용량결정,B형 간염 약제내성 진단,암

진단 등이 가능한 DNAchip을 상용화 개발 에 있

다(김선근,배용국,2012).이처럼 보다 극 인 개

방형 신 략을 사용해 시장의 문제를 확인하고,이

를 해결할 자원과 기술을 학,연구기 ,특구지원본

부 등 외부로부터 조달받아 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M-P-T 략).

Ⅴ.결론

본 연구는 연구소에서 나와 만들어진 기술기반 벤

처기업이 국내외 기 속에 어떻게 성장하고,새로

운 시장과 기술을 결합해 나가며,이를 뒷받침할 가

치 신 잠재력을 확보하고 내부 지식경 활동을 어

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벤처기업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핵심기술,우수한

인재,그리고 고객 시장의 발견에 있다.본 사례

연구에서도 물성분석이라는 원천기술을 토 로 시장

의 문제를 찾아 이를 독특한 제품으로 만들어 성과

를 거두고 있음을 이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이를 TPM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조직수명주기에 따르면 조직도 사람처럼 성장해

가면서 일정한 수명주기를 갖고 있다.조직은 각 단

계별로 성장을 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한 기가

발생하여 조직발 을 해시키기도 한다. 를 들어

처음 조직이 생기면 경 자의 창의성을 통해 성장하

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리더 개인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리더십 문제로부터 기

가 발생하고,이를 잘 극복해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 리더십에 의존한 성장은 차 조직이

성장하면서 권한 양(임 워먼트)의 요구에 만나게

된다.이때 권한 양을 받을 수 있는 리자의 역량

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성

과가 달리 나타난다. 한 자율성의 기가 나타나

며 이를 잘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하

다.이같은 성장단계별 기요인을 악하기 해서

도 가치잠재력을 측정하는 VIQ는 조직의 상을 명

확히 진단하므로 성장을 한 매우 의미있는 출발

이 된다. 한 구성원들을 학습조직화하고 지식경

을 행동측면에서 실시하여 조직의 문제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지식경 추진단이 구성되어 이같은 역할

을 수행하고, 은 시각에서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경 마인드를 체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본 사례는 다른 소벤처기업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새로운 성장을 한 TPM의 활용과 조직수

명주기에서 나타나는 성장 단계별 기를 극복하기

한 가치잠재력 평가인 VIQ분석,그리고 직원 스

스로 지식경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노

력 등은 다른 소벤처기업들도 심을 갖고 습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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