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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미로운 음악 소리와 함께 잠에서 챈다. 침대에서 폼을 일으키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며 방 

안 가득 상쾌한 아침 햇살을 담아낸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매직미러 앞에선 나는 오늘의 몸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욕실로 들어가 아침 뉴스를 시청하며 샤워를 즐긴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조명 

이 저절로 켜지고 주방 TV는 냉장고 속에 저장된 음식 목록과 함께 추천 요리 들을 나열한다. 식 

사를 마치고 드레스 룸의 매직미러 앞에 다시 서자 오늘의 일정과 교통 상황， 날씨， 추천 의상이 

차례로 눈앞에 펼쳐진다. 모든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 옆 ‘외출 모드’ 버튼을 살짝 누르자 집 안 

에 켜져 있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수도， 가스， 창문이 자동 점검에 들어간다. 안전을 확인 

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의 집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는 믿음직한 목소리를 내며 원 
격 경비 시스템을 작동한다.’ 

현대통신 1층에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윌패 

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집안의 모든 기기제어가 가능한 최적의 주거 환경을 구현 할 수 

있는 이곳은 현대통신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 낸， 일병 천상에 떠 있는 섬 ‘HTisland’ 다. 

2008년 1월 5일 본사 1층에 마련된 흠네트워크 전시관 HTisland 앞에는 ‘사옥 이전 1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로 분주한 가운데 벽변에 걸린 개나리 빛의 희 

망찬 현수막을 등지고 단상 위로 이내흔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 

*제 10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사례연구센터 주최 전국 대학(원)생 사례개발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작 

.*사례 작성에 도움을 주신 권기환 교수님과 인터뷰에 응해 주신 현대통신의 유상훈 대라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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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꿈꾸며 , 점프 2010’ 모든 직원들의 눈과 귀는 일제히 단상위로 집중됐다. 

“여러분， 우리가 방이동 뒷골목에서 이 곳 신길동 사옥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며 뜨거운 감동을 맛보았 

던 것이 벌써 1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100억을 약간 웃돌던 매출액은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 

9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보를 되짚어 보면 순탄하기만 한 탄탄대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모지에서 맨손으로자갈을골라내듯스스로터전을마련하고부지런히 밟으며 우리의 터전을비옥하게 

일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다시 한 번 온 힘을 경주하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 

습니다- 단 하루도 쉬어본적이 없는 여러분의 열정과 선념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도 힘차게 뻗어 나가라 
라 믿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을 다함께 외쳐봅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가 장내를 휘감는 가운데 현대통신 직원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제2의 도 

약을 꿈꾸며 ! 점프 2010'" 

2. 현대통신개요 

현대통신에는 ‘최초’ 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 붙는다. 하지만 현대통신을 빛내주는 이러한 수식 

어가 처음부터 현대통신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설립 당시 100억 원대의 매출을 근근이 

이어가던 하위권 기업이 지난 2007년 매출액 기준 900억 원대의 업계 수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통신이 밟아온 행보를 되짚어 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현대통신은 1998년 4월 (구)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에서 분사 창립된 기업이다. 여타 기업과 

비슷하게 현대통신은 분사 직후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분사 1년 후 새롭게 취 

임한 이내흔 회장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건설한 성장 발판을 마련 

했다. 이후 본격적인 안정궤도에 접어든 현대통신은 현대전자 시절부터 닦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초’ 라는 신화를 일궈내기 시작했다 현대통신은 2001년 국내 최초 훔네트워크 제품 개발 2003 

년 국내 최초 음성인식 흠네트워크 시스템 개발.2004년 정부 주관 첫 흠네트워크 단지 구축에 성 

공하며 업계를 대표하는 흠네트워크 간판 기업으로 성장했다. 

홈네트워크 제품은 집 안의 여러 가전 기기들을 집 안팎에서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것을 주 기능 

으로 하며 , 인터폰， 비디오폰， 홈오토메이션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현대통신은 

(구)현대전자 시절부터 인터폰을 만들어오던 흠네트워크 토박이 업체로서 국내 주거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현대통신은 현재 홈오토메이션， 홈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SI1) 사 

업， 환기 시스템 사업， 그리고 해외 사업 부문 등 총 5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 현지 

법인을두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꼬리표를 업계 수위 기업이라는 빛나는 간판으로 탈바꿈시킨 현대통신은 

이제 글로벌 흠네트워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날을 꿈꾸고 있다 IMF의 광풍을 직격으로 맞아 

생사의 기로에 섰던 현대통신의 직원들은 그날의 시련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좋은 것 (good)은 

위대한 것 (great)의 적’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국내 훔네트워크 시장점유율 수위 자리를 다투고 있 

1) SI: 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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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통신은 현재의 ‘좋은 것’ 에만 안주하지 않는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기업’ 으로 

거륨나기 위해 현대통신은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3. 훔네트워크산업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은 2000년대 초반 대형 건설사들이 훔오토메이션 제품을 도입하면서 발전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 중반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차별화와 정부 주도의 훔네트워크 시 

범 단지 구축에 힘입어 홈네트워크 제품이 흠오토메이션 제품을 대체하였다. 최근에는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견 건설사들까지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면서 홈네트워크 제품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한 해 평균 신축되는 20~40만 아파트 가구 중 

60~70% 이상에 훔네트워크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홈오토메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한 흠네트워크 제품은 기능과 가격 변에서 홈오토메이션 제 

품과 차이를 보인다 홈오토메이션 제품은 방문자 확인， 조명 제어， 가스/방범， 출동 경비， 원격검 

침 등이 주요 기능이다. 홈네트워크에 비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한정적이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30~ 100만 원 선에서 형성된다. 반면 집안 내 가전 및 기기 간 정보 교환은 물론 외부 접속이 가능 

한 홈네트워크 제품은 연동되는 제품 범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100~20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3.1. 홈네트워크 산업의 구성 및 발전 

훔네트워크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통신 기기 및 가스밸브 등 주택 설비를 서로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집 안에서는 컨트롤러 또는 디지럴 TV를 통해， 집 밖에 

서는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기기 간의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흠네트워크 산업은 흠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기기제작， 솔루션 개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흠네트워크 산업에는 건설과 통신 

을 비롯하여 방송， 가전，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단일 산업군 기 

반의 가치 사슬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프라， 기기， 솔루션， 서비스의 4가지 영역으 

로분류된다. 

각 세분 영역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프라 영역에는 결선 및 배선 공사와 테스트， 인 

프라 장비 판매가 속하며， 기기 영역에는 공용부， 중심기기， 주변기기(가전 포함) 등의 다양한 기 

기 제작이 포함된다. 그리고 솔루션 영역에는 흠네트워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 

템 등의 다양한 솔루션 개발， 서비스 영역에는 흠엔터테인먼트나 홈인포메이션/에듀케이션， 홈오 

토메이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다((도표 1) 참조) . 

국내 흠네트워크 제품 개발의 시작은 90년대 초반 비디오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아 

파트 가구 내 비디오폰을 통해 방문자 확인 및 경비실 통화 기능만이 가능하였으나， 1990년대 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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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들어서면서 흠오토메이션 제품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가스/방범， 방문자 녹화， 출동경비， 원 

격검칩 등 흠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술 유형이 형성되었다. 이후 2000년 접어들면서 홈네트워크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 주도의 시범 지구 확대와 아파트 브랜드 강화 

를 위한 건설사들의 흠네트워크 도입이 증가하여 흠네트워크가 점차 홈오토메이션의 자리를 대체 

하게 되었다((도표 2) 참조) . 

이러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과거 홈오토메이션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토박이 업체들은 기술력과 

건설사 거래선 확보 측면에 있어서 홈네트워크 시장선점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기술 장벽이 거의 사라졌으며， 홈네트워크 시장의 확대 전망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및 건설사 자회사 등 다수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3.2. 홈네트워크 산업의 특징 

훔네트워크 산업의 특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훔네트워크 시스뱀의 실 구매자는 건 

설사로 건설업계의 동향에 따라 흠네트워크 매출은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건설정 

책， 건설사의 방침 등은 흠네트워크 시장 참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 흠네트워크 기기 사업자들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인데，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상 수주 실적이 기기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매출로 반영되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정이 있다 이는 수주 계약 이후 실제 건물이 완공되어 제품을설 

치하는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 경기의 변동에 따른 영향도 대략 

2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매출 변동 후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 

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략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흠네트워크 산업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흠네트워크 산업의 발전 

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기반이 필수적 

이다. 또한 흠네트워킹 전용 단말기 지원과 과금， 보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이 요 

구된다. 결국 훔네트워크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련 사업자들의 

기술 수준도 일정 수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흠네트워크 산업은 다양한 산업의 참여자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산업 

이다. 흠네트워크 산업은 기기，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연계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방송， 통신， 건설， 가전， 장비 등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홈네트워크 사업 

에 참여한다 

넷째，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다양한 업계 전문 기업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복합적 성격의 산업 이기 때문에 단일 사업자의 노력 만으로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 

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흠네트워크 산업 발전 속 

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의 건설， 부동산， 주택 관련 정책 수립은 흠네트워 

크의 주 고객인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며 IT 관련 정책 수립은 흠네트워크 산업 성 

장의 필수 요소인 IT 인프라 보급 속도를 촉진시킬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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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통신의 시작 

4.1. 구조조정 , 분사， 그리고 창업 

1997년 외환위기의 거센 바람은 굳건할 것 같았던 현대전자를 한바탕 뒤흔들었다. 1998년 3월 

21일 아침， 현대전자는 외부 컨설팅회사와 사내 TIT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해 오던 구조조정 계획 

을 발표했다. 한 장의 전단을 받아 든 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 임직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으로 

자리에서 발을 멜 수가 없었다 

‘종합정보통신시대를 이끌어가자’ 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가전을 제외한 반도체와 전자 부문에 

주력하며 정보기기， 통신기기， 정밀기기 등 첨단 분야 제품을 만들던 기업이었다. 설립된 지 6년 

후인 1988년 국내 영업 부문 산하에 홈오토 사업부 를 신설하였고， 2년 만에 독자적인 기술력로 

비디오 도어폰을 개발하면서 정식으로 홈오토 시스템 사업에 진출하였다. 

(구)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는 당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물량의 100%를 수주하 

면서 초반부터 안정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1979년 완공된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등을 통해 한국에 아파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주택명가 였다. 현대건설이 우량고객으로 든 

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 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는 중소기업 위주의 흠오토 시스템 시장에서 

‘경쟁’ 이라는 단어의 심각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옹실 속 화초 같은 조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찾아온 외환위기는 많은 회사들을 부도 및 경영 위기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한 해 

동안 진로그룹， 기아그룹， 해태그룹， 쌍용그룹 등 수십여 개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현대그룹은 물론 현대전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1998 

년 1월과 3월 각각 현대그룹과 현대전자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붙임 15) 참조) . 

“ 1998년도 IMF 관리체제 때 현대전자가 많은 회사를 분사시켰는데 오토넷， 멸티켓， 디지켓 등의 l17R 

회사가 분사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98년 현대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분사한 11 

개 회사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였습니다" 

이내흔 회장， 이데일리TV 인터뷰， 2007 

현대전자는 반도체， CDMA 이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스토리지， 전장 등 5개 핵심 사업을 전 

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PC를 비롯한 VCD , Seπop Box, 일반전화기， 홈오토 등은 현대전자 임 

직원이 주주가 되어 운영하는 MB02) 형태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결국 홈오토 사업 

부는 대기업의 사업성격에 맞지 않고 핵심 기술력이 취약하여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사업부라 

는 판단에 따라 모기업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붙임 16) 참조) . 

1998년 4월， 현대전자 흠오토 사업부의 58명 임직원들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분사에 참여하여 

2) MBO는 management buy out의 약칭이다.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해당 사엽부나 회사 내 

에 근무하고 있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자 매수 또는 경영자 인수라고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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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억 원 규모의 독립법인인 현대통신을 설립하였다. 본사에서 간단한 짐정리를 마치고 도 

착한 방이동 뒷골목 2층의 작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너무 초라했다. 사원들은 그제야 회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울걱하는 듯 했다. 

4.2. 재벌 CEO 출신 중소기업 회장 

현대통신의 이내흔 회장은 1970년 현대건설의 무역부 대리로 입사해 91년 현대건설 사장에 올 

라 현대산업개발을 오가며 8년 동안 CEO를 역임하였다. 무려 3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 몸담아옹 

그는 현대그룹의 핵심 멤버로 건설업계의 ‘대부 ‘라 불려왔을 정도다. 

1998년 10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공개입찰의 실패와 함께 퇴직하여 업계를 떠나있던 이 

내흔 회장은 골프장과 호텔을 다니며 못하지 않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게 경영일선을 떠난 

지 7개월째， 정몽헌 회장이 현대통신 인수를 제의해 왔다. 오랜만에 주어진 휴식기간이 지루하고 

어색했던 그에게 뜻밖의 제의는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이내흔 회장은 두 달여 동안 흠오토메 

이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본 후 건설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단번에 수중에 있던 

15억 원을 들여 현대통신을 인수했다. 

그렇게 다시 경영일선에 돌아온 국내 초대형 건설사의 CEO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서울 방이동에 위치한 조그마한 벤처기업의 2층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국내 건설 도급 순위 1위 기업으로 6조 원대의 돈을 주무르는 현대건설이나 매출이 수백억 원 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 경영의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은 같은 것이죠" 

이내흔 회장， I-weekly 인터뷰， 2001-

4.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답게 

“현대통신에 와 보니 외형이 200억 원을 조금 넘고 업계 순위는 밑에서 두 번째였어요. 사무실도 조그 

땅더군요” 

이내흔 회장， 매일경제 인터뷰， 2004-

이내흔 회장의 눈에 들어온 현대통신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열악했다. 현대전자 홈오토 사업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팀원들이기에 비교적 탄탄한 팀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분 

사과정에서 이미 상당수가 다른 기업으로 옮겨갔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는 많 

이 흐트러져 있었다. 더군다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만 근무했던 직원들은 업무에 수동 

적이었고 고정 관념에 집착하는 고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웠 

던 점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건설업계 ‘대부’ 라는 화려 

한 이력을 가진 이내흔 회장은 직원들이 다가가기엔 너무 어려운 존재였다. 

이 상태로는 기업을 온전히 유지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새로운 시 

작’ 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내흔 회장은 가장 먼저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에 나섰다. 그는 자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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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말마다 부서별로 회식을 행하고 산행， 토론 

등을 손수 추진하였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내마음 갈 

곳을 잃어’ 와 같은 노래로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살을 맞대며 직원들을 이해하고 직원 

들 또한 이내흔 회장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며 유대감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수차례의 토론과 교류 활동을 통해 내부 분위기가 활기를 찾을 때 즈음， 이내흔 회장은 문득 자 

신이 직원들과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1998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공개 

입찰에 실패하면서 정주영 회장의 “그만하면 많이 했어”라는 한 마디에 30년간 몸담아온 건설업계 

를 떠나야만 했다. 퇴사 당시 타의로 자리를 떠나야 했던 이내흔 회장은 일요일도 없이 바쁘게 보 

낸 그간의 세월을 허탈하면서도 아쉽게 느끼고 있었다 현대통신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10년 

을 충성해온 직장에서 사업부진을 이유로 천덕꾸러기라는 낙인이 찍혀 회사가 어려워지자 이별을 

고해야만 했던 것이다. 실력이 부족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이들은 그간의 

고달푼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의기투합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을 다 

짐하였다 

이후 이내흔 회장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2000년 말까지 장단기 차입금을 모두 갚아버 

렸다 외형 성장， 손익율과 더불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무차입 경영’ 을 통해 튼튼한 재무구조를 확립한 현대통신은 1999년 10월 기술평가 우수 벤처기업 

으로 선정되었고. 2000년 7월에는 코스닥 등록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에는 코스닥 기업 중 금융이자 부담이 가장 적은 10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은 이자와 은행에 신경 쓰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차입금을 갚았지요 .. 

- 이내흔 회장， 월간 중앙 인터뷰.2004-

현대전자는 사업부별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마케팅， 개발， 생산， 영업을 1992년부터 기업 차원에 

서 일체화하여 운영해왔다. 따라서 분사에 참여한 현대통신의 직원들은 개발 및 생산 위주의 업무 

를 주로 담당해오던 직원들로서 10년 이상 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왔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 을 운영하는 데는 서투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기술직 중심의 인원 구성만 

으로는 향후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이내흔 회장은 각 기능별 부서에 인원을 대폭 충 

원하여 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춰 나갔다. 

또한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도 감행하였다. 현대전자의 경우 전형적인 대기업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어 윗선 최고 경영진들이 결정을 하고 이를 아래에 지시하는 상명하복(上命下服) 위주의 의사결 

정 이 이루어져 왔다. 건설사의 요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업 계 특성상， 건설사와 

접촉이 잦은 하부 직원들의 의사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데만 1-2개월이 소요되는 이사， 본부장과 같은 단계별 결제 시 

스템은 고객 및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홈오토 사업은 

주력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는 물론 사업부 특성 파악조차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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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흔 회장은 대기업의 ‘지나치게 잘 갖춰진 시스템에 대한 의존’ 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 

다는 것을 발견하고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결재과정을 3단계로 축소하 

고 권한과 책임의 대폭적인 하부 이양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른바 스피드경영이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결재서류는 책상위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 

지 않았다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기본원칙을 엄수하며 한번 작성된 서류는 손에서 손으로 빠르 

게 전달되었고 즉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대통 

신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협력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일분 

일초가 생명인 현대통신의 시계는 이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변신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바 

로 창의력과 문제의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 
- 이내흔 회장， 전자신문 인터뷰 2000-

4.4. 경영진의 솔선수범 

분사 초기 현대통신은 여전히 현대 관련 3사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이 건설하 

는 아파트 물량 수주에 80%이상을 의존하고 있었고 매출 또한 큰 진전이 없었다 당시 현대전자의 

초기 투자 지원과 영업권 보장은 현대통신 직원들의 ‘밥줄’ 을 근근이 이어가도록 하는 놓칠 수 없 

는 끈과도 같았다. 다른 경쟁 기업들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모기업이 보장해주는 영 

업권에만 안주하여 성장은 커녕 당장 하루하루의 밥벌이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내흔 회장은 ‘성장’ 보다 ‘안정’ 에 입맛을 들여가고 있는 직원들의 나태함을 무섭게 꾸짖으며 

옷소매를 걷어 붙였다.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대기업 CEO로서의 위염을 벗어던지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먼저 판매망을 정비하기 위해 건설사별 Key Customer를 발굴하 

고 영업직원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국내 주요 50개의 건설사별로 

4~5명의 Key Customer를 집중 관리하며 시장 동향과 수요 및 불만사항 등을 파악토록 하여 적극 

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고객 인지도가 낮은 현대통신에 대해 100%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 

음 단계로써 사장을 직접 해당 건설사에 방문하게 했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에는 이내흔 회장이 

직접 건설사를 방문하여 영업을 했다. 현대전자에서 분사된 뒤 낮아진 인지도 때문에 자신감과 사 

기를 상실했던 영업 직원들에게 이내흔 회장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최전방 영업맨’ 이었다 영업 

직원들은 최고 경영진들의 추진력과 의지를 몸소 체험하며 다시 한 번 사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두드린다고 호락호락 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끈질기게 두드려대는 통에 

건설사들은 고개를 내밀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현대통신은 2000년까지 현대 계열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80%에서 

20%로 낮추었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 주택 부문 상위 11개 건설사들을 비롯해 중소형 건설사들 

을주거래 선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대통신의 새로운시작을 알리는신호탄이 이제 막쏘 

아 올려진 것이다((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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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통신의 초기 성공 

1990년대 말 찾아온 IMF 경제위기는 주요 연관 산업인 건설업계를 강타하였다 이후 침체 된 건 

설경기는 1998년부터 미미한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IMF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정부가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건설업체가 급증 

하였고， 수주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업체 수는 결국 과다 경쟁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은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해 졌으며. 1999년 롯데건설은 국내 최초로 ‘롯데캐 

슬’ 이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였다 이후 브랜드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 

져 2000년 대림의 ‘e-편한세상’ , 삼성의 ‘래미안’ 등 새로운 브랜드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붙임 17) 참조) 

이러한 건설업계의 동향은 홈오토메이션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설사들이 저마다 브랜드 이 

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하여 단순 비디오 도어폰의 설치보다 고급 흠오토메이션 기기 설치를 선호하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1. 신제품개발 

1990년대의 홈오토메이션 업계는 소수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서울통신기술， 코콤， 코맥스， 한국 하니웰 등이 업계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현 

대통신은 주요 6개 업체 중 4위에 머물러 있었다 1999년 5월 새로 취임한 이내흔 회장은 현대통신 

을 업계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빠듯한 자금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막대한 자 

금을 들여서라도 새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다. 이러한 이내흔 회장의 지시를 반영하여 현대통신 기 

술진들은 확장된 기능의 홈오토메이션 제품 및 이와 관련된 파생 상품을 개발하는 데 부단한 노력 

을기울였다. 

당시 공동 주택 증가 추세에 맞춰 현대통신은 시큐리티 제품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시큐 

리티 기능이 추가된 홈오토메이션 제품과 이와 연계 가능한 시큐리티 상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구)현대전자 시절 국내 최초로 무인 전자경비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이 있었던 현대통 

신은 국내 출동경비 서비스 업체인 (주)에스원과 제휴를 체결하고 그들의 경비 서비스를 접목시킨 

첨단 보안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8개월간의 연구개발 노력 끝에 마침내 출동 보안 서비스가 

추가된 흠오토메이션 제품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붙임 10) 참조) 이로써 현대통신은 이상 사 

태 발생 시 단지 내에 상주하는 보안요원을 즉각 출동하게 하여 공동주택 주거자의 안전성을 향상 

시켰다는호평을받았다 

사후 처방만으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현대통신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곧바로 1999년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문 인식 기술을 

보유한 시큐택(주)과 제휴를 맺고 지문인식 기능이 장착된 출입제어 제품의 개발에 들어갔다. 강 

력 범죄 증가로 외부 침입이나 비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큐리티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당시의 

267 



소비자들은 현대통신의 시큐리티 신제품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해외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큐리티 기능이 포함된 HA.CCTV.DVR을 위주로 현대통신 제 

품들은 현지 시장에서도 적지 않게 판매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현대통신은 흠오토메이션에 연계할 수 있는 응용제품인 원격검침 시스템， 주방용 AV 

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원격검침 시스템은 아파트의 입주세대에 설치된 전기 , 수도， 가스， 온수， 

난방 계량기 등을 원격지에서 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 

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당시 국내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1999년에는 기 

존 흠오토메이션 기능에 인터넷 기능이 부가된 Intelligent Home System 샘플을 개발내기도 했다. 
이로써 현대통신은 1999년 하반기에만 2번의 제휴와 5개 품목의 신제품 출시를 달성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신제품 개발을 강행한 셈이었다. 이 같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의 결과 현대통신은 

1999년 우수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2년 뒤의 매출에 반영되어 2001년 254억 

매출을 달성하고. 2002년에는 전년대비 158% 상승한 40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0년 7월 코스닥 등록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현대통신은 40억 원의 공모자금 중 57%를 컬러 

홈오토메이션 및 DVR(Di멍tal Vìdeo Recording) 등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에 심혈을 기울였다((도표 4) 참조) . 현대통신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업계에 

기술 기반 기업’ 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5.2. 전사적 영엽 관리 

이내흔 회장의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은 안정에 물들어가던 직원들의 의식을 바로잡았음 

은 물론이고 확고부동한 경영기반을 다져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굵직굵직한 길을 걸어오던 

스타급 CEO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여준 의지와 열의는 직원들을 감동 

시키는 데 성공하여 수동적이던 기업문화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었다. 직원들은 이전의 

나태함을 벗어 버리고 이내흔 회장과 하나가 되어 현대통신 특유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전개해 나 

가기 시작했다. 

특히 영업 사원들은 세부적인 지시에 따라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고객 관계 관리에 총력을 기울 

였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같이 건설사를 방문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를 

즉각 제품에 반영하도록 했다. 영업직원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관심사항을 파악해오면 기술， 생 

산， 기획 등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분석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즉각 생산에 들어갔으 

며 영업담당자는 이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궁리를 했다. 이렇게 고객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선보인 이후에는 다시 고객의 반응을 살폈다. 피드백 내용을 분석하고 제품의 색상， 모양， 

기능 등을 조금씩 변형시킨，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만들어 냈다. 덕분에 건설사들로부터의 호응은 

긍정적이었다. 몸에 꼭 맞는 맞춤양복을 뽑아내는 듯한 현대통신의 제품은 ‘현대통신의 제품이라 

면 OK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더불어 영업사원들은 관계가 구축된 건설사 고객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스케 

줄을 관리하고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면서 친분관계를 다지는 데 부단히 힘을 썼다. 특정 건설사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전기 관련 담당자， 차장， 부장， 본부장 등 4-5명을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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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들을 소위 Key Custorner라 부른다. 현대통신은 이러한 건설사별 Key Custorner를 발굴하 

여 매일같이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고 친분을 쌓았다 잦은 방문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데이터베이 

스화를 통해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기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갔다. 

신규 영업 사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제품을 파는 사람만큼은 제품 

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신규 영업 사원들에게 최소 월 1회， 많게는 주 1 

회의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5년 이상 현장 경력을 보유한 영업사원이 신입 영업사원 한 

명을 전담하여 개인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씩 1박 2일 

로 진행되는 영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우수한 영업 방식이 전사적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치밀한 노력의 결과 대우， SK, 쌍용， 한화 등 차츰 새로운 건설사와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고， 이를 통해 판로가 더욱 다각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대통신의 거듭되는 성장은 

시장점유율로도 이어져 홀로서기를 시작한 1998년 29%였던 훔오토메이션 수주 점유율이 2000년 

40% 까지 증가하여 흠오토메이션 업계의 1위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5.3. SI 사업 진출과 수출 확대 

2000년 현대통신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SI(Systern Inte맘때on)사업에 진출하였다. SI란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rn: 지 능형 빌딩 시 스템 )의 하나로서 기 업 을 대 상으로 하여 정 보시 스템 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 구축， 운영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대통신은 SI 사업을 통해 

기업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향후 집 안팎을 연결하는 흠네트워크 사업도 한 

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현대통신은 S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인원 

을 채용해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약 1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00년 12월 미국의 빌딩자 

동제어 시스템 공급회사인 존슨콘트롤Gohnson Control)과의 국내 주공급선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 

적으로 SI 사업 에 진출하였다. 

한편 현대통신은 1998년부터 시작해옹 수출사업을 확대하여 유럽을 비롯해 미주，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활발한 수출활동을 전개하였다. 현대통신은 바이어들에게 인터폰과 비디오폰， CCTV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시큐리티 쇼에 자체 전시실을 설치하고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 

는등적극적으로해외 판로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수출비중도점차확대 되었다 

수출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1999년 6월에 유럽 · 중동지역에서 기계부품， 건설자재 

등을 취급하는 독일의 DTW사와 3년간 3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당시 DTW사 

는 독일을 비롯한 네덜란드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벨기에， 터키 등 14개 국가에 쇼룸과 딜러 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DTW사와의 계약 성사는 현대통신의 제품을 유럽 전역으로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했다. 

5.4. 생산 내부화와 기술 위상 확립 

2000년대 접어들면서 건설사들은 아파트 차별화의 일환으로 기능화， 고급화를 앞세우면서 홈오 

토메이션 제품을 앞 다투어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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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이내흔 회장은 향후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이내흔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품질’ 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그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 ‘사상누각’ 에 빗대어 표현하곤 했다. 제아무리 영업력이 있고 사후 

서비스가 만족스러워도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모래 위에 세워진 건물’ 이 아니 

겠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로써는 제품 생산을 모조리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100% 

OEM3) 방식의 생산 체제가 그리 달갑지 않은 눈치였다 OEM 방식의 경우 별도의 생산 라인을 구 

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생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 

다. 반면 자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경우， 품질이나 수급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게다가 

생산량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대량의 부품 구매로 구매 교섭력을 증대시킬 가능 

성도 있었다. 

이내흔 회장은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당시의 현대통신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1년에는 254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변이 없다면 

이듬해에는 4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었다. 매출 호조에 힘입어 현대통신은 새 공장을 세울만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내 몇몇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내 성남 지역에 주목하였다 당 

시 성남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이나 연구 개발 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들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 일정 기간 재산세 경감 등 다양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 

고 있었다. 따라서 성남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원가 절감이나 감세 혜택 등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 

과가 기존의 OEM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곧이어 성남을 최종 공장 부지로 선정하고 중원구 상대원동에 55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리 

고 생산 콘베이어 시스템， 생산 장비， 테스트 장비， 각종 계측장비 등을 설치하고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어 나갔다. 2002년 3월에 완공된 성남공장은 4~5%의 원가절감 효과는 물론， 현대통신이 기 

존에 가장 염려했던 품질 및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2002년 무렵부터는 

흠오토메이션 업계가 저가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맞춰 성남공장이 완공되면서 

저가 공세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통신은 품칠 경쟁력 향상을 위해 IS0 9001 인증 취득을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 

했다((도표 5) 참조) . 당시 인증 취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IS0 9001 인증을 

취득하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은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홈오 

토메이션이나 흠네트워크 제품은 아파트와 수명을 같이 하므로 최소 5~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수 

명 주기를 갖는다. 특히 홈오토메이션에 비해 CPU 속도 변에서 50~ 100배， 소프트웨어 용량 변에 

서 100~1 ，000배가량 뛰어난 흠네트워크 제품은 고장이 잦을 가능성이 높아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한다면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국 

제화 추세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됐다. 

IS0 인증 취득을 위해 현대통신은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사내에 품질 경영 시스템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 각종 문서， 현장 검증 단계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 

3) OEM(Ori맑1외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방식):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自社)상품의 제조를위탁하여， 그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판매하는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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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SO 인증 취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제 표준 취득은 현대통신 제품의 기술적 안정성을 대외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6. 현대통신의 사업 확장과 위기 

1999년， 정보통신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엠블렘(인증마크)을 부여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4)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0년 ‘인터넷 정보 가전 기술 개발 

투자 종합 계획’ 5) ‘전력선 통신용 관련 사업 활성화6)를 위한 정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IT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했다. 현대통신에게는 그야말로 호재가 아닐 수 없었 

다. 그러나 나날이 첨예화 되고 있는 IT 시장에서 10여 년 동안 고수해온 흠오토메이션 사업만으 

로과연 경쟁력을유지할수 있을지는의문이었다. 

한편， 대형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사태，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그리고 입주민 유치 경쟁의 심화 

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에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정 

부의 IT 주거환경 부추김 이후 소비자들의 재택근무， 주 5일 근무제 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 

영하여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이른바 사이버 아파트7)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삼성물산의 삼성 사이버 아파트를 시작으로 LG건설의 e-Village , 대우건설의 디오빌 

(The 0 Vill) 등의 아파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나 테크노와 같은 이미지가 아파트 
차별화의 요소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6.1.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습득 

창립 이후 현대통신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초기 100억 원을 웃돌던 매출은 2000년 무렵 

70% 이상 늘어났으며 꼴찌에서 두 번째이던 국내 시장 점유율 또한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고된 

성장통을 겪으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온 현대통신은 어느덧 안정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 

였다. 그렇지만 현대통신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4)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 

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주거용， 업무용 등 건축물에 대 

해 인증해주는 제도로 99년부터 시행됐다 

5) 세계시장에서 인터넷 정보가전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해한 인터넷 정보가전 산업육성 종합계획 

의 하나로 가정 내 통신설비기술， 10Mbps급 전화선 모댐기술， 유무선 홈오토메이션 컨트롤러 등 137~ 신규 

기술개발을 위해 2002년까지 총 452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 

6) 정보통신부는 세계적으로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력선 통신 산업을 활성 

화하기 위해 전력선 통선용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 

7)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의 각종 가구와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한 선종 아파트이다 인터넷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2000년 삼성물산(주)과 (주)CVnet가 첫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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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첨단화 돌풍은 현대통신을 단숨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홈오토메이션 전문 업체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내흔 회장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굴지의 대기업 

들이 차례로 쓰러져 가던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써 위기의 ‘위’ 자에 대한 노심초사였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홈오토메이션 사업은 업계 특성상 수주 계약과 매출 시차로 인한 현금의 유동 

성 문제， 개발과 설치의 시점차로 인한 기술 및 자재 수급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흠오토메이션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통신으로서는 홈오토메이션 시장의 불 

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홈오토메이션 사업의 특성상 영업수주를 한 후 약 2년이 경과해야만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많고 특히 제품의 개발 시점과 설치 시점 간 시간차로 인해 기술적 · 자재 수급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내흔 회장， 전자신문 인터뷰 2000-

어느 날 아침， 이내흔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였다. 갑작스런 회의 소집에 임원들은 영 

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눈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회의실에 들어선 이내흔 회장은 자리에 앉 

기 무섭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것은 바로 미래 성장 엔진으로 흠네트워크 

사업을 육성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고 이내 회의장은 술 

렁거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머뭇거리던 한 임원이 말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으로서 넉넉지 않은 자 

금 사정에 시장 개척 비용까지 맡아가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기 

다렸다는 듯 또 다른 임원이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분사 직후 갖은 위기를 간신히 넘긴 끝에 매출 

호조와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굳이 모험까지 해가며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사실상 매번 녁넉지 않은 자금에 골머리를 썩는 중소기업이 시장 개 

척 비용까지 맡으며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꿈과도 같았다 홈네트워크라는 정의조차 제 

대로 내려지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최첨단 제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만만 

치 않을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흔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한 어조로 ‘자금의 한계라는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위험을 자초하는 일’ 이라며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 

는 지금이야 말로 장래를 내다봐야 할 때’ 라고 말했다. 또한 홈네트워크 제품은 홈오토메이션 기 

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발달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홈오토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뤄왔 

던 현대통신에 승산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오히려 현재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흠네트워크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그 이익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내흔 회장의 제안은 곧바로 연구개발로 이어졌다. 그의 강력한 호소에 결국 대부분의 임원들 

은 신사업 추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또한 현대통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믿고 있 

었기에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후 현대통신은 시장도 마련되지 않은 허허벌판에 깃발을 꽂고 

신기술개발을시작했다 

272 



“홈오토메이션 국내 1위는 물론 21세기 디지털 및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에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회 

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 흠오토메이션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토털 인텔리전트 홈 · 보안(Total 

Intelligent Home & Security) 사업 에 적 극 진출할 것 입 니 다 .. 

- 이내흔 회장， 서울경제 인터뷰， 2000 

이내흔 회장은 2000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얻은 공모 자금 40억 원가량 가운데 7억 원을 홈네트 

워크 사업 추진에 투자했다((도표 4) 참조) .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몇 번씩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흠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쏟았다. 

현대통신의 기술진들은 홈네트워크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 끝에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인터넷 

기능이 추가된 정보 단말기를 개발해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집안에 있는 기기들과 네트워킹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단말기를 흠네트워크 제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질 

적인 홈네트워크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른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중앙 기기와 하부 가전 

및 기기와의 연동은 물론 집 밖에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흠네트워크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특히나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네트워킹， 즉 연동 기술이었다. 

흠네트워크 제품은 어떤 제품과 연동을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기능 구성이 달라지는 특정을 보 

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전 및 기기업체들과 연동이 가능해야 했 

고， 이를 위해 현대통신 제품과 연통되는 제품 각각의 모률 부문을 연결해야 했다. 그런데 연동하 

는 기기， 가전 업체마다 보유한 모률이 서로 달라 현대통신은 각각의 모률에 적합한 연동 기술을 

모두 습득하고 조율해야 했다. 가령 ‘A업체’ 는 ‘a모률’ 을 사용하고， ‘B업 체’ 는 ‘b모률’ 을 사용한 

다면， A와 B업체의 제품 모두를 연결해야 하는 현대통신은 양 쪽 모률에 맞는 연동 기술을 소화해 

내야만했다. 

당시 현대통신의 자체 기술만으로 여러 업체들이 제공하는 수많은 기기들과의 연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현대통신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홈네트워크 제품 

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을 만한 선진국의 여러 업체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당시 흠네트워크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던 론워스(LonWorks) 네 

트워크 기술8)을 개발한 미국 에쉴론(Ech리on)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론윈스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 

워크 기능을 내장한 가전제품이나 시스템 등을 한데 묶어 상호 연동성을 갖게 하는 네트워크 제어 

기술이다. 

만약 현대통신이 론워스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정 내 

기기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홈네트워크 제품 제작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한시라 

도 빨리 네트워킹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내흔 회장은 그 길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에쉴론 사에 

제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0년 10월， 마침내 현대통신은 에쉴론과 제휴를 체결하고 홈네트워 

크제품의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동시에 현대통신은 국내업체인 젤라인과 제휴를 체결했다. 별도 배선 없이 전력선을 통해 데이 

터와 음성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통신기술을 응용하여 홈네트워크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 

8) 1989년 에셜론(Echelon)사가 제안한 홈오토메이션을 위한 제어용 네트워크 시스템 가정의 토스터기 , 전구， 

스위치와 같은 작은 장치에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넣어 지능화된 네트워킹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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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전력선 통신기술은 가정이나 사무실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기술로 이 

를 활용할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 홈네트워킹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마침내 현대통신은 국내 최초로 훔네트워크 제품(홈패드와 흠서 

버)을 출시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에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6.2. 신제품 마케팅의 난관 극복 

여러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확보한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제품 개발에 성공한 

현대통신은 시장 반응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의 문은 쉽게 열리 

지 않았다 신기술에서 오는 생소함으로 인해 현대통신은 또 한 번의 난항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사들에게 홈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기존의 흠오토메이션만으로도 입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당초 기대와 달리 홈네 

트워크제품에 대한건설사들의 반응은다소냉담했다. 

현대통신 영업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흠오토메이션을 팔아오던 영업사원들에게도 홈네트워크 

개념은 낯설기만 했다. 기술진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 한층 복잡해진 기술과 제품의 다양한 기능은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해보였다. 

“흠네트워크 사업을 시작 할 때의 어려움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흠네트워크 사업은 백지 상태에 

서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제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숙지된 상 

황에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홈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잘 볼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면， ‘'Oc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득했을 텐데， 말하 

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듣고 있는 고객들도 잘 볼랐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영업사원들도 제품이나 기술에 관해 새롭게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 
- 현대통신 마케팅팀 유상훈 대리와의 인터뷰 중 -

이후 현대통신은 본격적인 제품 홍보를 위해 2001년 후반 무렵부터 영원 사원 교육을 확대해 나 

갔다. 특히 관련 기술 동향 및 제품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영업 사원들이 제품 판매에 좀 더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도록했다 

제품 관련 지식을 익힌 영업 사원들은 곧 홈오토메이션 사업에서의 영엽방식과 같이 잦은 방문 

을 통해 고객사와 접촉 빈도를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소함으로 구매를 기피 

하는 건설사들에게 신기술 동향과 함께 홈네트워크 제품의 성장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구)현대전 

자시절부터 축적한 현장 경험， 각종 특허 실적 등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영업 사원들의 계속되는 방문과 제품 설명은 건설사들의 홈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 

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흠오토메이션과는 구분되는 월등한 흠네트워크 기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 

였으며， 특히 홈네트워크 제품이 주는 최첨단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 탓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막상 제품을 도입하는 것에 망설였고 그 중 간간이 제품을 도입하 

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 수주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소 더딘 속도였지만 2001년 후반부터 홈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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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수주 계약이 1~2차례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편 당시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부분이었다. 실제 홈오토메이션 기기 이용자 대 
부분이 기계 작동에 서툰 40대 이상의 주부들이었기 때문에 기기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오토메이션 제품 보다 더 심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흠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편의성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는 현 
대통신의 또다른과제였다. 

이 같은 고민이 계속되던 가운데 현대통신은 2002년， SL2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자사의 

음성인식 기술을 현대통신의 흠네트워크 제품과 접목해보자는 내용이었다. SL2는 이전부터 훔네 

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오던 기업이었다. 그러던 중 흠네트워크 시장 확대 조짐에 
따라 적극적인 파트너 탐색에 나섰으며 현대통신에게 협력의 손을 내민 것이었다.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던 것도 잠시， 이내흔 회장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SL2의 음성인식기술이 자사의 홈네트워크 제품과 결합된다면 기기사용에 서툰 사용자들의 편의성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을 입힌 흠네트워크 제 

품은 아직까지 업계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것이었기에 이러한 SL2의 제안은 이내흔 회장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이내흔 회장은 SL2에 곧바로 수락 의사를 전했고， 현대통신 4명， SL2 

3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되어 서둘러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다. 

개발비용은 상대적으로 재무적인 여유가 있었던 현대통신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SL2는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며 흠네트워크 제품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만 전 

념할 수 있었다. 사실상 두 기업 모두가 시장 선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공동 업 
무 추진과정은 최고경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년 후， 현대통신은 국내 최초로 음성 인식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 내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었다. 이 제품은 양산 가능한 가격대의 시제품이었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이 온통 현대통신 

에 집중되었다. 현대통신은 홈네트워크 ‘최초 개발’ 이라는 이력에 더해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시켜 

새롭게 출시한 2세대 홈네트워크 제품으로 ‘최초’ 라는 또 하나의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건설사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건설사들은 음성인식기술이 장착된 흠네트워크 제품을 ‘입주자 
와 함께 호흡하는 시스템’이라며 매우 반겼다. 비로소 홈네트워크 제품이 사용자의 ‘똑똑한 조력 
자’ 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흠네트워크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현대통신은 2003년 총 330여 기업들의 경합 속에서 진 

행된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투자 손실 위험을 감수 
하고서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던 현대통신의 시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붙임 12) 참 
조) . 

6.3. 저가형 모델 출시와 이후 성과 정체 

홈오토메이션 제품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때， 그 이미지는 사람들이 미래에 꿈꾸던 최첨단 유 

비쿼터스(Ubiquitous) 에 가까웠다. 이에 홈오토메이션 제품은 아파트 브랜드 차별화를 고민하던 

건설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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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머지않아 훔오토메이션 제품 가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 

래 정보화 아파트 구현을 떠올리며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기능의 흠오토 

메이션 제품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용면에서 큰 효용을 주 

지 못하는 제품 탓에 건설사들은 홈오토메이션 제품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건설사들의 압력 속에 홈오토메이션 기기업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시 주요 경쟁 업체 중 

하나였던 서울통신기술은 대리점 수를 늘리는 등 하부 유통망 강화 전략을 수립해 중소 건설업체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또한 컬러 비디오 도어폰 등 20만원 내외의 저가 제품들을 출시하 

며 중소 건설업체 수요를 잠식하고자 했다. 코맥스는 틈새시장인 리모텔링 수요를 겨냥하여 저가 

형(스마트 홈시스템 ]][) 제품을 출시하고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현대통신 역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던 터였다. 경영진들에게 전달되는 영업활동 보고서에 
건설사들의 가격 인하 요구가 차츰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건설사의 요청이 계속되자 현대통신 

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욱고 제품의 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 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평 

균 주 3~4회씩 모임을 가지며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 

지만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설사들의 가격 수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 

였다. 

대책 위원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기능 활용 빈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특정 기능을 제외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책 위원회는 부가적인 기능을 제거하여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 
서도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홈오토메이션 제품을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품 컨셉이 정 

해지자마자 신속하게 제품 제작에 들어갔다. 때마침 생산 내부화를 위해 신설된 공장이 적시에 완 

공됨에 따라 생산 원가를 감소시키는 것이 한결 수월해 보였다. 

2002년 11월， 현대통신은 마침내 방문자 영상 확인 및 통화 기능， 경보 기능 및 자동 통보기능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장착된 100만 원대 미만의 보급형 홈오토메이션 기기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었다. 또한 청각 장애나 소음 발생을 싫어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동작 상태를 빛으로 알려주는 플 

래시 기능을 추가하여 실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잃지 않았다 저가형 제품은 가격과 더불어 

소비자의 이용 편익까지 고려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건설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 

다. 또한 그만큼 수주량도 증가했다. 

그러나 수주량이 일정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 가격 이 낮아져 2004년부터 3년 

간 600억 대의 매출에서 성장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4년 전후로는 시장에 많은 

경쟁업체가 뛰어들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이 쏟아졌다. 계속되는 저가경쟁으로 인해 

2005년 현대통신은 분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붙임 21) 참 

조) . 

7. 현대통신의 재도약 

2002년을 기점으로 흠오토메이션 시장에 저가 바람이 부는 사이 홈네트워크 시스템 수요가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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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들어서면서 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도표 

6) 참조) .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통신은 홈네트워크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전략 방향의 수정을 감행하였다.2004년 현대통신은 기존 국내영업부를 홈네트워크 

사업부로 개편하고 그 아래 돼Q 사업 1, 2, 3팀 , 빠J 공사관리팀 , SI 사업부의 5개 팀을 두었다. 이 

는 홈네트워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붙임 5) 참조) . 

7. 1. 산업 진화 

흠오토메이션은 워낙 느린 속도의 통신이었기 때문에 가전 기기의 세부적인 제어보다는 끄고 켜 

는 정도의 간단한 용도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설치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일반 

가정까지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 중반， 새로운 제품의 등장은 자연스레 촉진되었다.2000년을 전후로 컴퓨터 보급 확대와 

함께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이 두드려졌다. 2000년대 초 26.5%밖에 되지 않았던 초고속 인터넷 보 

급률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4년 75%를 상회하였다. 정보통신 휴대폰 보급률 또한 2004년 75% 

를 기록하였다(<도표 7) 참조) . 여기에 더해 가전 장비들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어 감에 따 

라 홈네트워킹을 위한 기본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결국 속도가 느린데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던 

홈오토메이션은 더 이상 첨단기술이 아닌 구식으로 비춰지기 시작했고 산업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홈네트워크로 옮겨졌다. 

국내 IT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을 감지한 정부는 2004년 IT839 정책 9)을 내놓았다(<붙임 18) 참 

조) . 그 중 홈네트워크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9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2003년 발표되었던 디지털홈 계획에 이어 정부가 

흠네트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 결과 홈네트워크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정부 주도의 ‘홈네트워크산업협회’ 가 발 

족되면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홈네트워크 산업은 본격정인 성장세에 들어갔다. 

훔네트워크 성장 움직임은 건설업계에서도 나타났다.2004년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률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자 건설사들은 아파트 입주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도표 8) 참조) 입주 유도 

에 활용할 새로운 ‘가치’에 골몰하던 건설사들은 최첨단 기술인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분양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건물인증 제도’ 까지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첨단 아파트임을 강조하기위해 흠네트워크 도입을 서둘렀다. 

당시 국내 건설업계의 선두 그룹에 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홈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사실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아파트가 첨단 아파트의 원조 격 임을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2005년부터 

‘래미안 U-플랜’ 전략을 통해 기술(U-Tech) . 성능(U-Qualiψ) , 디자인 (U-Desi망1) , 서비스(U

Service)를 통합한 감성 지능 유비쿼터스 아파트로서의 이미지를 광고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2, 3군 건설사들도 1군 건설사10)들의 첨단 아파트 열풍에 합세하여 홈네트워크 제품 

9) IT839: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및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통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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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서두르기 시작했다. 

흠네트워크 시장 확대가 가시화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시장 진입을 시도하 

였다.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가전만을 만들던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홈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들은 직접 홈네트워크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경동 보일러의 경우 과거 보일러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흠네트워크 산업에 뛰어들었고， LG 

전자는 인터넷 가전에서 제품 라언을 확장시켜 홈네트워크 토탈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또한 동문 

건설은 르네코라는 홈네트워크 브랜드를 출시했고， 대한전선은 훔네트워크 전문 계열사 위즈홈을 

설립했다((붙임 19) 참조) . 이처럼 흠네트워크 산업은 시장 확대의 움직임과 동시에 경쟁 또한 치 

열해질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 

7.2. 새로운 파트너， 최고의 기술 

홈네트워크 제품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기기 및 가전과의 연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연동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통신은 다수의 업체 

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다양한 제품과 기술적 언어를 맞추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동시에 홈네트워 

크 제품군의 대표 브랜드로 IMAZU(Imagine Zenithal Union: 최고의 결합을 상상하라)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현대통신은 2003년 KTF와 제휴를 맺고 휴대폰으로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하는 VMll)서비스 개 

발에 착수했다. 당시 타 업체들도 홈네트워크 시장에 뛰어 들기 위해 이동통신 관련 업체들과 제휴 

를 체결하고 VM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킹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나 홈네트워킹 기술을 계속해서 자체 

개발해오던 현대통신은 안정적인 기술력에 더해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 

제 현장에서도 기술을 수월하게 구동할 수 있었다. 수차례의 테스트를 수행해낸 이듬해 봄 현대통 

신은 업계 최초로 VM 서비스를 상용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나아가 현대통신은 LG전자， 린나이 코리아， 벌트인 가전업체 쿠스한트， 경동 보일러， 동양매직 

등 다양한 가전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그들 제품을 현대통신의 흠네트워크 제품과 연 

동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에 몰두했다. 

그러던 2003년 5월 정보통신부는 “Di밍얹1 Life 실현을 위한 Di믿talHome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누구나 기기 ,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 

털 생활환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특히 , 2007년까지 전체 가구의 61% 

인 1 ，000만 가구에 디지털 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덧붙여 정보통신부는 세부 추진사항으 

로 홈네트워크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KT와 SKT 양사업자 주도로 2개의 컨소 

시엄을 출범시켜 시범적으로 전국 1，300세대에 무상으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 

를 피력하였다. 이런한 컨소시엄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민간 업체가 구축했던 기존 경우와 달 

10)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 원 이상인 업체 
l1)VM서비스(virtual machine) 휴대폰을 통해 가정 내 가전 및 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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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부 계획에 의거하여 구성된 최초의 컨소시엄인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내흔 회장은 홈네트워크 시범단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흠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인지도 

를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즉시 TFf를 구성하고 각종 자격 요건을 충족시 

키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컨소시엄에 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직원 

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긴장감이 역력했다 드디어 심사 당일， 현대통신은 각종 장비 성능 경쟁 

테스트 (BMT)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그리고 신용 평가 등 자격 요건 심사를 차례로 통과하며 두 

개의 컨소시엄 중 하나인 KT컨소시엄에 참여 기회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대통신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기기， 가전 업체와의 연 

동이 말썽을 부렸다. 이전까지 연동 기술을 맞춰오던 업체들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낯선 업체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새롭게 조율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퇴근시간도 없는 철야가 다시 시작되었다. 시 

범 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 직원들이 연동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만 매달렸다. TFf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술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 

루에도 수차례씩 회의를 벌였다. 그렇게 제품 연동에만 3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 현대통신 

은 관련 사업자들의 모든 제품과 연동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마침내 2004년 3월 12일 현대통신은 마포 강변 현대흠타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통합을 총괄하 

면서 최초의 흠네트워크 시범 단지를 구축， 개통하였다. 현대 마포 시범단지 개통은 최초로 정부 

계획에 의거하여 구성된 컨소시염이 공개한 시범 단지였던 만큼 업계의 이목을 단번에 끌었다. 현 

대흠타운 시범단지는 기존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부유층을 상대로 했던 것에 반해 대중성을 

갖추어 흠네트워크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초의 시범단지 구축 성공은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길 고대했던 내부 구성 

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외부 건설업체와 소비자에게 현대통신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열섬히 하면 된다는 지극히 흔한 말을 실천으로 

옮기는 동안 현대통신의 행로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과의 연동 서비스 구축 경험을 축적한 현대통신은 2005년에 

는 HTCP(Hyundai Telecom Common Protocol)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까지 연동 기술을 개 

발함에 있어 중섬을 기기， 가전 업체들에 두었고 연동 기술을 일일이 조율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현대통신만의 자체 통신 규약을 개발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업체들과 솔루션 호환을 손쉽게 달성 

할 수 있었다. 다른 업체와 손쉽게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남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 표준이 돋보인 이 

유는 토박이 업체로서 그만큼 기술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 

문이었다 

그 결과 현대통신은 2005년 들어 'Technology Fast 500 Asia Pacific" 에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딜로이트 컨설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 

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타이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고속 성장 

한 500대 기업을 선정한 가운데 현대통신이 225위를 차지하였다. 

“완제품이 아닌 2년 뒤에 설치할 제품의 도면만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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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점에서 최초， 자꾸만 무엇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점은 건설사들을 설득할 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 

다. 사실상 저희가 흠네트워크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러한 이력들이 한 몫 한 것입니다.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믿을만한 업체를 찾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꾸준히 최초의 기술 개발이나 시범단지를 구 

축하고 신기술을 위한 제휴를 해왔다는 점，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하여 다양한 현장 설치 경험을 갖춰왔 

다는 점은 건설사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현대통신 마케팅팀 유상훈 대리와의 인터뷰 중 -

7.3. 전략적 유연성의 극대화 

흠네트워크 사업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만큼이 

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즉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 2004년 무렵 점점 치열해져 가는 경쟁 

구도 속에 기존 고객 유지와 새로운 고객 확보가 현대통신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 

다. 이에 현대통신은 경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한정된 범위의 

특정 소수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고객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었다. 흠오토메이션의 경우에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가 

작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모양， 설치 장소 정도만 선택이 가능했던 반면， 흠네트워크 제 

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연동되는 기기와 가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었고 따라서 광범 

위한 선택 사항이 존재할 수 있었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 차별화가 더욱 분양의 화두가 되면서 건 

설사들은 아파트를 차별화시킬 특화 아이템을 원했다. 

현대통신은 우선 자사의 경쟁 우위인 연동 기술을 토대로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연동 관련 요구 

를 빠르게 구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과정을 더욱 체계화시 

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객 요구 사항을 제품 개발 절차의 첫 단계에서 분석하는 새로운 프 

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요구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제품 

의 기능에 반영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기 위한 조치였다. 더불어 현대통신은 기존에 축적 

해온 건설사 DB를 분석해 건설사별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특화 아이템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제품에 아파트 브랜드 로고를 새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 등 브랜드 이미 

지에 맞는 제품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홈네트워 

크 관련 기술과 최신 제품 트렌드를 정리하여 건설사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으로 

써 고객들이 최신 기술을 보다 빨리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통신의 전략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바로 건설사들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가용 자 

원 측면에서 중소기업인 현대통신보다 우위에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사 제품에 대한 자부 

심과 대중 마케팅 성향으로 건설사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대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한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적으로 지체되기도 했다. 반면 현대통신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사들의 요구를 우 

선시 여기는 분위기가 설립 초기부터 이미 형성된 데다 4단계의 짧은 의사결정 구조까지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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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한층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가가능했다 

“대기업은 자사 위주의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장을 자사에 맞추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영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인 건설사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의 요구사항을 잘 맞춘다는 것은 전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현대통신 마케팅팀 유상훈 대리와의 인터뷰 중 -

그 결과 2004년， 전체 수주 규모의 14%를 차지하던 현대통신의 흠네트워크 제품 수주규모는 

2005년에 65%로 증가하였다. 수주잔고 역시 건설사들이 홈네트워크 도입을 확대하던 2004년 

1 ， 900억 원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 ， 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2004년 수주액 

은 2~3년 후인 2007년 매출에 반영되어 9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2007년의 극적인 매출 확대는 2005년 2006년 600억 원대의 매출 둔화를 극복한 것이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도표 9) 참조) . 

7.4.고객 만족경영 

현대통신은 고객만족을 경영 원칙으로 삼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고 

객의 고객， 즉 최종 사용자인 입주자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흠네트워크 제품은 주요 고 

객을 건설사로 하여 산업재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실질 사용자가 건설사의 고객인 입주민이라는 

점에서 소비재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현대통신은 두 부류의 고객 모두를 고려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 한 고객감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현대통신은 2004년 기획관리본부 산하에 ‘마케팅팀’을 발족시키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을 공 

식화 하였다. ‘마케팅팀’ 은 기술 연구소와 영업부 등 부서 간 교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정보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제품 기능과 디자인 컨셉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마케팅팀’ 은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와 설문지를 돌려가며 불만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원하는 기능 등을 조사했다. 또한 수도권 곳곳의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구 

매 의사를 가진 잠재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면밀한 분석을 거 

쳐 생산팀 . 기술 연구소， 그리고 디자인 담당 직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었다. 

자료를 건네받은 생산팀은 최종 사용자로부터 발훼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헬스 케어 기 

능의 제품을， 2006년에는 MP3 및 FM 라디오， 그리고 디지럴 액자 등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 

한 월패드12)를 제작하였다. 기존의 홈네트워크 제품이 조명 · 가스 난방 기기 등을 제어하는 하나 

의 ‘장치’ 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은 편의성과 재미를 가미되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층 기여하였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12) Wall-Pad 가정의 주방이나 거실 벽면에 부착된 형태로 존재하는 홈네트워크 핵심 기기. 기존의 비디오 도어 

폰에서 한층 더 발전된 기기로서 홈네트워크 월패드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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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마케팅팀’ 은 집안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에도 심혈을 기울였 

다. 구체적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를 섭외하여 내부 디자이너들을 교육시키고 공동으로 회의를 거 

친 뒤 튀지 않으면서도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웰빙， 감성 등의 요소를 부각시켜 직각이 일색을 이루던 홈네트워 

크 월패드에 유선형 디자인을 도입하였다((붙임 9) 참조) . 업계에서 참신하다는 반응을 불러일으 

켰던 이 유선형 디자인의 맘'IT-2000시리즈는 주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Good 디자인 상， 벤처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붙임 6) 참조) 

더불어 브랜드 관리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온라인， 월간지 , 주요 신문 등을 통해 제품의 홍보 활 

동을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MBC 러브하우스와 같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제품을 후원하며 

PPL13) 활동도 실행하였다((붙임 13) 참조) .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소비자들의 인지 수준을 높 

이기 위해 m매ZU(홈네트워크 브랜드)와 홈오토메이션 브랜드(INOVA) 브랜드를 m매ZU하나로 

통합시켜 브랜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했다. 흠네트워크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는 초기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홈오토메이션 및 훔네트워크 제품에 두 개의 브랜드를 사용하던 것이 유 

용했지만， 홈네트워크 제품이 대중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브랜드를 분리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인지 

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2004년 발족된 ‘서비스팀’ 은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을 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매일아침 한 

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전날 접수된 고객의 불만 사항을 함께 나누고 개선안을 토론하는 모임을 가 

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리는 이 모임을 통해 ‘서비스팀’ 직원들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 

으며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층 신속하채 대응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클레임 당일 처리율도 점차 향상되었다.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의 결과， 현대통신은 2004년 한국능률협회에 

서 주관한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KDPI) 1위 , 2007년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 (KBPI) 4년 연속 1위 
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전까지는 공급업체의 기술로 주도되던 흠네트워크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 

양화， 고급화 되어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디자인적으로 

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통신 김용범 전 마케팅 팀장， 전자신문 인터뷰， 2006-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대통신은 기업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에도 나섰다 직원들이 스스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 및 환경을 갖춰 신바람 나는 경영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개선제안제도， Beer Day, 칭찬 경영 

등을 시행하면서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진행했다((붙임 11) 참조) . 이 

내흔 회장 또한 취임 초기부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조직 구성원’ 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의 소통 

13) PPL(Product Placement): 영화나 TV 드라마 등 영상매체에 기업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의 이미지를 심는 기법 

282 



과 화합을 강조했고， 각종 행사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2005년에는 기업경영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선제안제도 

를 마련하였다. 종업원들이 수시로 원가절감， NS , 기능 개선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디어 기안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제안제도는 직원들에게 기업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일할 맛 나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 

개선제안제도의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효과적이었다. 주방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주부들의 편 

의를 위해 ‘주방용 기기에 음성 인식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떠냐’ 는 아이디어는 개선제안제 

도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이내 의견은 곧바로 시행되었다. 꼼꼼한 검토를 거친 뒤 현대통신은 기 

존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주방용 서브 기기에 적용시킴으로써 2006년 국내 최초로 음성 인식 주방 

을선보였다. 

2007년부터 현대통신 사옥 옥상 정원에서는 주기적으로 Beer Day7} 열렸다. 조직 구성원들 사이 

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매월 한 쌍의 칭찬자와 칭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 

물을 증정하는 ‘칭찬합시다’ 제도도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을 ‘칭찬의 날’로 정해 

칭찬 휴가， 콘서트 티켓 증정 등 비공식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사내에 친밀감을 높이고 창조적인 업 

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칭찬 경영’ 제도는 이내흔 회장이 직접 주관하였는데， 

하부 직원들과 경영진 사이의 벽을 허무는데 효과적이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을 위해 생일에 케이 

크 및 삼페인 증정， 결혼기념일에는 꽃 배달 이벤트를 하는 등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 

았다. 

현대통신의 직원 감동 경영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년 

에 불과했던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003년에는 2.16년， 2007년에는 3.63년까지로 증가했다. 

2007년 통계청 발표에서 제시된 중소기업 근무자의 평균 근속 연수 1.83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이 바로 현대통신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었다. 

7.5. 글로별 기업으로의 도약과 환기 사업 진출 

국내 흠네트워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세계 흠네트워크 시장 규모 역시 점차 

증대되기 시작했다. IT 인프라 보급 확산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4년 638억 달러， 2005년에는 768억 달러， 2007년에는 1 ， 027억 달러로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국내 홈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세계 흠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세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았고， 곧 현지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진출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현대통신 역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2005년 무렵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 

하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공동 주택 중심의 주거형태가 발달해 있었고， 동시에 흠오토 

메이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략 대상 국가 1호로 선택되었다. 현대통신 

은 곧 현지 파트너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기가 프라이즈( Gigaprize)를 선택했고 제휴를 맺어 현지 

합작 진출에 나섰다. 그리고 도쿄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인 히가시 아자부， 샤쿠지코엔 지역 신 

축 아파트에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공급하며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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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토메이션 제품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흠네트워크 제품에 대해서는 

2006년 초반까지 단 한 건의 수주도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내흔 회장은 직접 국제 전 

시회를 누비며 홈네트워크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했지만 해외 시장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국내에 비해 산업 발전이 느린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훔오토메이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 

문에 홈네트워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일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 중동 지역이나 신흥 시장 국가의 경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회만 잘 포착한다면 홈네트워크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 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색 끝에 2006년 3월 현대통신은 카자흐 

스탄의 최대 상업 도시인 알마티시 (市)의 애플타운 현장에 홈네트워크를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 

켰다 홈네트워크 제품의 수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당시 업계 최초로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에 성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진출은 무척 값진 성과였다. 

“이번 진출은 카자흐스탄의 최대상업도시인 알마티시(市)에 한국의 IT 기술과 유비쿼터스 시설을 공 

급한다는 데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흠네트워크 업계 1위의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 

전 영업본부장 최상현 상무， 전자신문. 2006-

해외 진출 방식의 고도화와 해외 진출 품목의 다각화를 통해 점차 글로별 기업으로 성장에 성장 

을 거듭하던 현대통신은 2007년 신길동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 이 

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었다. 

제2의 도약을 위해 현대통신 임직원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흠네트워크 

사업에 편중된 수익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본 끝에 환 

기 시스템 사업이 현대통신의 3단계 성장 기반으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주거 환경 기대 수준이 높아진데 더해 정부의 환기 설비 관련법 개정으로 향후 환기 

시스템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정부는 2006년 신축 혹은 리모텔링 하는 100 

세대 이상 공동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제품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이는 환기 시장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환기 시 

스템 수요는 2006년 전년대비 2배로 성장하며 3 ，000억 원대를 기록했다(<도표 10) 참조) . 

물론 신사업 진출에 따트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으로 기존 공조 

기기 업체를 비롯하여 설비 자재 관련 업체， 주방 환기 관련 업체， 대기업까지 약 40여개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대체재라고 볼 수 있는 공기 청정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위협적이었다. 또한 건설 분야 중 전기 부문에 속하는 훔네트워크 전문 업체인 현대통신이 설비 부 

문인 환기 사업에 진출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반면 환기 시스템 사업은 기존 건설사와의 거래 시 추가 판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특히， 흠네트워크 제품과 연동도 가능해 두 제품을 따로 구입하여 연동시키는 데 드 

는 추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건설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환기 

시스템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의 ‘홈’ 시장 이외의 학교나 공공시설 등으로 시장 저변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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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었다. 기존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된 데다 특별한 기술 장벽도 없었기 때문에 현 

대통신 입장에서 환기 시스템 사업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겨졌다 

고민을 거듭하던 현대통신은 환기 사업 진출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7년 본격 

적인 환기 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술이 전무했던 현대통신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ODM14) 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현대통신은 환기 사업팀을 신설 

하여 사업 진출을가시화시켰고， 환기 시스템 전문브랜드인 1NOVA'’를선보이며 환기 시스범 사 

업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8. 최근의 경영 이슈 

언제고 회복되리라 기대했던 국내 건설 경기는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요를 초 

과한 공급물량은 미분양률을 치솟게 만든 데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건설 경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결국 국내 상황에 견디다 못한 주요 국내 건설사들은 해외 시 

장으로 눈을 돌렸다((도표 11) 참조) . 이러한 가운데 국내 홈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경쟁이 더욱 격 

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내 홈오토메이션 

및 흠네트워크 판매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현대통신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인 사업 구 

조를 통한 균형잡힌 창출’ 은 중요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8. 1. 현대통신의 주요 현안 

2007년 상반기에만 하루에 한 개 꼴로 약 180개 건설사가 무너졌다. 건설경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침체를 이어 왔으며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했다. 

미분양 물량은 공식적으론 13만 채， 업계 추산 25만 채로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승 부담은 향후 건설사들이 고가의 흠네트워크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산업 내 경쟁은 ‘출혈 경쟁’ 이라 일컬어 질만큼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 후발 

주자로 진입한 삼성중공업은 신규 진입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상반기 분양아파트 2만 세대 중 

7천 세대 수주에 성공하여 업계에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삼성중공업의 진출로 이젠 삼성그룹 내에 

만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 삼성SDS ， 삼성 중공업 등의 여러 회사가 흠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체의 홈네트워크 자회사 설립도 늘었다. 금호건설과 대우건 

설을 거느린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IT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를 설립하고 계열사 건설 물량의 절 

반에 해당하는 홈네트워크를 자체 제작 하기 시작했다((붙임 20) 참조) . 

결국， 1999년 당시부터 활동했던 5~6개의 홈오토메이션 전문 업체에 더해 삼성전자， LG전자， 

14) ODM(Ori맹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 디자인 제품 생산 방식)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 

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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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삼성중공업 등의 대기업 계열사， 대림 1S , 아이컨트롤스， 포스데이타， 파도시스템건설사 

등의 1T 자회사까지 20여 개의 사업자가 홈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을 펼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일 

부 전문 업체들이 주로 하던 사업이었지만 차세대 유망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업체들이 뛰어 

들었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분양 세대는 줄고 있는데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 

후 수주 물량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흠네트워크 세분 시장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 기기 분야는 감소세 

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매출증가를 기대했던 솔루션 분야마저도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매출 감소세 때문인지 세분 시장 가운데 기기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은 4개 분야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3년간의 수치만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순 없겠지만 세분 시장의 재편 가능 

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도표 12) 참조) . 
흠네트워크 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통신의 앞길이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총매출에서 홈네트워크 및 홈오토메이션 제품 비중이 60% 선에 육박하 

면서 현대통신의 총 매출은 홈오토메이션 및 홈네트워크 제품의 매출에 좌지우지 되고 있었기 때 

문이다((도표 13 , 14) 참조) . 
2002년 당시 홈오토메이션 업계에 불어 닥친 저가 바람으로 인하여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현대통신의 연매출은 6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2004~2005년 두 해에 걸쳐 건설 

사들이 홈네트워크 제품 도입을 증가시키자 수주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어 

2007년 총매출은 900억 원대로 치솟았다. 

물론 이렇게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업 구조의 균 

형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이라는 목표 아래 현대통신은 2000년 S1 사업， 2007년 환기 사업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분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매출의 대 

부분은 국내 흠오토메이션， 흠네트워크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붙임 22) 참조) . 

S1 사업의 경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극단적 시장포화’ 에 비유될 만큼 수백 여 개의 업체 

들이 진입하여 가격 경쟁 국변에 접어든 지 오래였다. 2007년 시장 규모가 15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삼성 SDS , LG CNS , SK C&C 등 소위 ‘빅 3’ 라 불리는 업체들의 매출이 34%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여건에서 S1 관련 기술적 우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대통신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2007년 들어서면서 환기 시스템 사업에도 진출하였지만 1년도 채 되지 

않는신생 사업부인 만큼그성과를논하기에는아직 이른감이 있었다 

해외사업 부문의 경우， 50개 국가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저가의 CCTV, 비디오폰， 흠오토메이션이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도표 15) 참조). 2008년 8월 기준으로 CCTV 

및 DVR 제품이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흠오토메이션이 10%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 

이었다. 단가가 높은 홈네트워크 제품의 경우， 이들을 구매할 해외 바이어를 찾기가 어려워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는 6개 국가 정도 밖에 없었다. 더불 

어 현지 법인이 처음 세워진 일본은 아이폰， 파나소닉과 같은 현지 기업들의 시장 장악으로 시장 

침투가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했다. 

종합해 볼 때， 사업 다각화를 통한지속적 수익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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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결과적으로 미진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현대통신 내부에서는 수익 구조 다변화 노 

력의 강도 높은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8.2. 고민하는 이내흔 회장 

저녁 무렵 이내흔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묵직한 보고서 하나가 놓여졌다. 내일 주간 회의 전 

까지 검토해야 할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2007년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선정한 신흥 유망 IT l17ß 

국가에 대한 홈네트워크 수출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흠네트워크 시장 

발달과 관련해 각 국의 IT 관련 정책 및 인프라 보유 수준， 건설 경기， 신도시 개발 계획， 주거 형 

태， 제품 구매가 가능한 소득층 분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내흔 회장은 보고서를 꼼꼼하 

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국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건설 경기는 호황이었으며， 2050년까지 8조 위안을 투입하는 서부 지역 개발 계획으로 향후 건실 

한 성장세가 전망되었다. 최근 수년 간 IT 시장이 연 20%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은 2007년 

기준 2억 2천만 명의 인터넷 가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가품 소비도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내에는 이미 상당수의 현지 흠네트워크 업체가 있고 

게다가 국내 대기업까지 진출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 되었다. 

ASE따i 지역의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네 국가는 공통적으로 무역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최근 IT 관련 제품의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IT 인프라 보급도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도나 품질 변에서 

는 아직 한국과 큰 차이가 있어 보였다. 게다가 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군도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힘들 것으로 보였다. 또한 모두 메이드 문화권에 속 

해 있기 때문에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사람이 대체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UAE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률이 60%를 상회 

하고 있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향후 3년 동안은 IT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보았 

다. 또한 오일 머니가 유입되면서 수도 아부다비에만 10여 개가 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 중 

인 가운데 앞으로 약 2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호황으로 중동 지역 

부유층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UAE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진출 시 여타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 부담(liability of fore빵mess)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터키는 IT 제품에 대한 내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국내 IT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국가이다. 게다가 2005년 한-터키 간 IT 분야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어 진출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아파트 건설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지리적으 

로 CIS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됐다. 그러나 영어를 상용어로 채태하지 않고 

있어 홈네트워크 제품 언어 구현과 현지 인력 교육 · 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집 

권여당이 정당 폐쇄 소송에 걸려 있어 정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건설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건설경기는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따라 호황을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극동 중섬 도시인 합로프스크시(市)의 20만 평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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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7 ， 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극동지역 개발 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 수요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2005년부터 ‘e-Russia’ 정책 추진을 위해 약 6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인터넷 보급을 비롯해 통신 인프라 확산에 힘쓰고 있다는 점 역시 진출에 있어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통유럽 국가에 속한 헝가리의 경우， 무선통신 보급률이 77.69% , 인터넷 보급률이 23.22%에 달 

해 1T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에서도 1T 인력 교류 활동을 진 

행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1T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헝가리 

는 전체 인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20%가량을 차지해 흠네트워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 

진 소비자층도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두터웠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헝가리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건설경기는 불황에 직변하고 있었다. 

중남미 최대 1T 시장은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 내에서는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충당할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향후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외국 자본 

이 유입되면서 고급 주상 복합 주택과 서민 아파트 투자가 함께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브라질 

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수장국이자 2014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이기 때문에 시장 공략 

에 성공한다면 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지 막 국가는 최 근 1T 신홍 강국으로 떠 오르고 있는 인도였다. 인도는 Sofuνare 분야를 중심 으 

로 IT 시장이 발달해 양질의 1T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7.8%의 경제성장으로 구매력 

을 갖춘 소비계층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Hardware 분야의 발전이 꽤나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 

또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긴 이내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구조 안정화’ 문제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후보국 선정 문제까지 맞 

물려 머리가복잡했다. 

하지만 생각은 곧 2가지로 좁혀지는 듯 했다. 그 첫 번째는 홈네트워크 사업의 공격적인 해외 진 

출을 통한 ‘지역 다각화’ 였다 현대통신의 최대 강점인 홈네트워크 제품의 해외 진출을 통해 수출 

사업의 매출 성과를 끌어 올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성공한다면 현대통신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흠 

네트워크 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번째는 최근 진출한 환기시스 

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품 및 시장 다각화’ 였다. 향후 흠 이외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SI 사업이나 환기시스템 사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했다. 그러나 SI 사업은 대기업이 시장 

에 대거 포진해 있고 진출한 지 10년이 되어가도록 미진한 성과를 보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다는 시장 전망이 밝은 환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익구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았다. 두 가지 사안이 현대통신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내흔 회장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 

‘홈네트워크 사업의 공격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면 117H 국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홈네트워크 진출 후보국을 선별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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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어떠한 진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 

‘2007년 새롭게 진출한 환기 사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환기 사업과 홈네트워크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에 잠겨 있던 이내흔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잠시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어느덧 어 

둑해진 창밖을 주시했다 마침 퇴근하는 현대통신의 직원들이 동료들과 웃으며 회사를 나서고 있 

었다. 웃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에 이내흔 회장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이 자리에 섰는가.’ 

‘숙제로 남아있는 균형적인 사업 구조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를 우리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 
가’ 

지금까지 줄곧 숨 가쁜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여전히 성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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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붙임 1 > 현대통신(주)의 기업소개 

사 업 장 몬J.t: 서올시 영등보구 신길동 4273-12 연대통신빌딩 

공장: 경기도 성님시 중원구 상대원동 143-1 

지접:부산，대구，광주，대전 

때외: Hyundaí Telecom JAPAN 

대R이J.J- 이내븐 

사업분야 용네트워크， 몽g토메이션， 완기.IBS 등 

설립일 1998. 4. 25 

종 업 원 사무직 연구직 영업직 생산직 기타 

84영 37명 46명 16명 2명 

출처 : http://www.hyundaitel.co.kr 

〈붙임 2> 현대통신(주)의 주요 연혁 

1988.01 연대전찌산업빼 g오도 시스염 사업 진훌 

1995.03 국내 최조 무안전자 경비 시스엉 훌시 

1998.04 연미전자 시엉 구조 조정에 따라 g오토 시스명 서업부문 문사 

1998.04 연대통산산업g링 

1998.12 국내 죠l초 흘러 용오토 셰대기기 훌μ 

1999.00 이내은 잉장 대표이사 

1999.10 벤처기업 경가 우수기얼 안증 (서을지양 중소기업정} 

2000.07 쿄스틱 등록 

2001.10 !1!내트원크(!1!.서버 및 !1!D드) 시스g 출시 

2002.12 I SO 9001 인증획득 

2003.12 용버트원크 시스g으로 Tα|틀 이늪뻐이션 대싱- 종밟l상 국무증리8 수싱 

2004.03 마포강연 연대!1!EI용， 정보통신부 용버트워크 시엄딘지 중 죄조 구혹 및 오픈 

2004.07 연미통신 ’NOVA ‘ 2004묘택능률업외 소비J:t 디자인 선g도 KDPI)" !1!오토메 01션부문 1 워 

2005.01 국버 좌조 음성안석 g버드워크 시스엄 마지동 동부앤트헤일떼 적용 

2005.02 일롤 도B 연지업인"Hyundaitelecom Japan’설립 

2007.03 연대통신 imazu(OI마주) ‘ 제 8 J:t 만국산업의 브련드 m임’ g오토메이션 부문 3년 연속 1워 션정· 
잉국능를엉외걷설팅 주관 

2007.03 완기.1.1스명 INOVA 훌시 

2008.03 연국t!업의 브랜드m엽(K-BPI) 용오토메이션 부문 4년 연숙 1 위 산징 

출처 : http://\\때w.hyunda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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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현대통신(주)의 사업영역 

출처 : htφ:/ /www.hyundaitel.co.kr 

〈붙임 4) 현대통신(주)의 주요성과 

·매출액 
(딘워 빽만원) 

91179 

일론， 유럽， 미국， 

중동및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셰체 81개국의 
때외시장공략 

2007년 3월 

환기사업을시짝이여 
환기시스댐 시ε얘l서의 
입지를넓여가고있음 

·당기순이익 

4837 

IBS(lntellígent 
Building 
System)..lt업을 
중심으로건물 및 
구조울의기계실tll. 
전력，조명， 

겠뒀린딪겠t대e.t 원격 
감시및쩌l어시스댐 

구축사업을왈발01게 
전개 

(딘위 빽인원) 

5671 

3607 M “ 3576 

2003 2004 없어 2006 2007 2아o 2004 200õ øα)6 2007 

·수상실적 

2003.12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4.03 마포강변 현대훌타운j 정보통신부 옴네트워크 시범단지 중 최초 구축 및 오픈 

2004.07 현대통신 lNOVA ’ 2004한국능률협회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 !φPl)’용오토메이션부분 

2007.03 현대통신 imazu(이마추)채 8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2 홈오토메이션 부분 3년 연속 1위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8.03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원(K-BPI)홈오토메이션 부문 4년 연속 1위 선정 

·총 보유 특허 수: 27건， 실용신안수:11건 

출처 : http://www.hyunda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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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현대통신(주)의 조직도〕 

(2004년 조직도〉 

출처 : 전자 공시 시스템 (2004) 

(2007년 조직도〉 

l플폼뜸홉l를 

출처 전자 공시 시 스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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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현대통신(주)의 수상내역〕 

2003. 12 흠네트워크 시스템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종합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4 07 현대통신 INOVA(이노바) ‘'200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 디자인 선호도(KDPI)" 흠오토메이 

션부문 l위 

현대통신 INOVA(이노바)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 상품으로 선정 산업자원부 주최， 한 

국디자인진흥원주관 

2004.09 현대통선 imazu(이마주) 홈네트워크 부문 ‘2004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선정 브랜드스톡 주최 , 

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 

2004. 10 현대통신 imazu(이마주) 홈네트워크 부문 ‘2004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 한국소비자포럼 및 한 

국경제신문사주최 

2004. 11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엽자원부 행정자치부 후원 “2004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6. 10 현대통신 HNT-2100 및 HNT-2070 “한국디자인진홍원 우수산업디자인 (GD) 상품선정.. 주최 : 

산업자원부，주관: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12 현대통신 HNT-2100 “2006 벤처 디자인” 금상 수상， 주최 . 한국디자인진홍원 yπ..J， 문화일보， 

후원: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조달청 

2007. 03 현대통신 imazu(이마주) ‘제 8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홈오토메이션 부문 3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7. 10 “2007년 우수산업디자인 (GD) 전” 카메라도어폰 HCC-300 ， 제품선정(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2008. 03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K-BPI) 흠오토메이션 부문 4년 연속 1위 선정 

〈붙임 7> 현대통신(주)의 특허현황 

NO 며。 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프。득료 -1Lq tj: 

18 버스방식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스위치를 1997-29877 97/6/30 엠0404 04/7/5 

이용한통화로장치 

19 관리실 호출시 자동응답 장치 및 방법 1997-47846 97/9/19 487090 05/4/25 

20 컬러 및 흑백 겸용 도어 비디어폰 및 그 제어방법 1997-47847 97/9/19 304787 01/7/24 

21 세입자방송장치 및 방법 1997-53757 97/10/20 496515 05/6/13 
22 원격에서 음성인식을 이용한 흠오토메이션 20아o어)3-1 5073 03/3/11 506168 05/7/27 

홈네트워크의 원격관리시스템 

23 흠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음성안내 및 디바이스 2005-114085 05/1 1/28 755956 07/8/30 

제어장치와그방법 

24 TCPIIP 기반의 흠네트워크의 원격복구 시스템 2005-73784 05/8/11 832214 08/5/19 

및그방법 

25 전력 감시 시스템 2006-22425 06/3/9 839237 08/6/11 

출처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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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현대통신(주)의 실용신안 현황 

NO 명 칭 출원변호 출원일 등록번호 프P드등 「르'iJ 

홈오토메이션의 버튼 고정구조 1993-10088 93/6/10 118710 98/3/6 
2 도어폰과 본체의 인터페이스 회로 1994-32805 94/12/3 117403 98/2/6 

3 소형도어의 개방 안내장치 1994-36854 94/12/28 124149 98/6/9 

4 박스덮개 잠금장치 1994-36856 94/12/28 133946 98/10/15 

5 캐비닛 도어 힌지장치 1994-39534 94/12/31 120342 98/4/2 
6 흠오토메이션 카메라의 촬영각도조절 장치 1996-38165 96/11/2 161878 99/9/7 

7 흠오토메이션 카메라의 촬영각도조절 장치 1996-38166 96/1 1/2 155564 99/6/3 
8 출입통제장치 1997-03841 97/3/5 299029 02/12/11 

9 홈오토메이션 카메라의 촬영각도조절 장치 2002-32515 02/10/31 301770 03/1/8 

10 흠오토메이션용 적외선 차단 부재 2002-32516 02/10/31 301771 03/1/8 

11 홈오토메이션용주방모니터의 각도조절 장치 2004-14417 04/5/24 359086 04/8/5 

출처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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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HNT-3120) [HAC-307V(기축용)) 

;ζllJ 'Tπ7 T-ó ~ v 욕실폰 

[HKT-2 1O) [HBP• 210) 

도어카메라 도어락 

[HCC-1000) 

출처 : 현대통선(주) Catalog 재구성 

[HDL-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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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현대통신(주)의 제휴 목록 

SL2 2002 

KTF 2003 

LG전자 2003 

글로벌데 이타시스템 (GDS) 2004 

린나이 코리아 2004 

쿠스한트 2004 

경동보일러 2004 

동양매직 2005 

(주)KT 2005 

SK텔레콤(주) 2005 

현대정보기술 2006 

SK텔레콤(주) 2006 

(주)유진로봇 2007 

출처 :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계약대상 

(주)에스원’ 

(주)에스오케이， (주)캡스 

엠아이넷 

씨큐택(주) 

에슬론(Echelon) 

기인텔레콤 

탤
 

냄
 

존
 Oohnson Control INC) 

위즈네트 

계약년도 계약내용 

1999 출동서비스와 연계하여 출동서비스를 위한 제품 개발 및 판매 

1999 Cyber APT의 Home Automation S야따ity 및 화상통신이 가능한 정보단 

말기의 개발과생산 

1999 지문인식 시스템의 제품개발 및 판매 

2000 훔네트워크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론워스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 에슬론과 개발/생산/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 

2000 데이터와 음성통신을 별도 배선없이 전력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 

술을 응용한 홈네트워크 제품의 공동개발 

2000 빌딜자동제어 시스템공급회사인 존슨콘트롤 (미국)과 국내주공급선 

계약을 체결하여 IBS (빌딩자동화시스템)시장진출을 본격화 함 

2001 인터넷 접속 하드웨어 칩 전문 개발업체인 위즈네트와 협약체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판매중인 웹차메라서버와 터치스크린 동 네트워크 관련 

제품에 꾀칩”을 응용해 기술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정보형 단말기를 

비롯한 인터넷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 

홈네트워크 음성인식솔루션 사업제휴 

Home Network Service에 대한 업무 제휴 

Home Network Total Solution에 대 한 업 무 제 휴 

CT1및 통신사업 업무제휴 체결 

흠네트워크 시스템 연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흠네트워크 시스템 연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업협력 

디지털 흠사업의 협력제휴 

시스템 수주개발 공급， 시공 업무 제휴 

디지털 액자서비스 “랴뷰” 사업관련 제휴 

로봇을 활용한 흠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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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 현대통신(주)의 ‘Beer Day . ‘칭찬합시다’ 

(2007년 6월 . BeerDay. 현대 통신 사옥 옥상〉 

(2008년 5월， 이내흔 회장(오른쪽)과 칭찬 대상자 고객만족텀 조용호 대리(왼쪽l) 

출처 : http://www.hyunda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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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시상식 사진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고건 총리가 현대통신 관계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장변〉 

출처 한국일보 

〈붙임 13> 현대통신(주)의 러브하우스 참여 가정 

〈강원도 정선 은정이네〉 〈증신동 을비디1> ‘중닝 딩진 셰흰이네〉 〈표전 수진이네〉 

출처: MBC 박수홍 - 윤정수의 러브하우스 홈페이지 

〈붙임 14> 1997~2000 건설경기 상황 

79.9 
(조원) 

1997 1998 1999 2000 
출처·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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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현대전자 분사 대상 사업부 

회사명 

멸티 캡 

업무내용 

PC 생산및 판매 

분리방법 

종업원 지주회사에 현대전자 PC 사업부의 영업권과 자산을 
양도함(MBO) 

현대통신산업 HlA 개발 생산， 판매 종업원 지주회사에 현대전자 HomeAuto 사업영업권과 

자산을 양도함(MBO) 

현대디지털테크 MIDI , STB 개발， 생산， 판매 종업원 지주회사에 현대전자 MIDIISTB 사업의 영업권과 

자산을양도(MBO) 

복사기업대 복사기임대사업 종업원 지주회사에 현대전자 복사기 임대사업의 영업권과 

자산을 양도(MBO) 

MMSI 영상 및 방송 시스템 종업원 지주회사에 현대전자 MMSI사업의 영업권과 

자산을 양도(MBO) 

위성부품생산 위성 탑재용/지상용 초고주파 종업원 주주회사에 현대전자 위성부품 생산설비 자산양도 

부품 제조 및 연구 개발 (MBO) 

출처 : (구)현대전자 내부자료(1998) 

〈붙임 16) 현대전자 분사 당시 상황 

“ 현대전자는 반도때， CDMA 01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스토라지， 전장 등 5개 핵심 샤업을 전략J.t업g로 칩종 

육성하며， PC를 비롯한 VCD, 않ttop Box. 일반전와기. Home A따。 등은 면대전lt 임직원이 주주가 닭어 
운영아는 MB。명태로 분리아여 운영m고， 위성상업은 외국외J.t와 합짝 또는 사업매각을 주전Ot며， 증대명 컴퓨터 및 
워크스댐이션 상엽은 그룹 계열J.t인 환대장보가술에 01핀Ot기로 했다~ 

출처 · 현대전자 사내 보도자료 1998 

용 l “ 함짜 열하는 척훨들을 택상으로 확는 안력감축할 꽉업으로 열IJf 후역I 
쩍창 풍료7} 없액철칙도 모 른략는λ 샤촬을 열;생확'7J7} 합.:zJ 않왔습다략" 

"ti대검쳐{구}꺼쩍윌 l 
1~]1 생장 

출처 조영진/분사를 통한 기업의 가치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주)현대멸티캡 사례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경 

영대학원/2001 

298 



〈붙임 17) 브랜드 아파트 등장 시접 

회사명 

롯데건설(1999) 

삼성물산(2000) 

현대건설 (2000) 

우림건설 (2000) 

SK 건설 (2001) 

두산건설 (2001) 

LG 건설 (2002) 

대림산업 (2002) 

대우건설 (2003) 

출처 개별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홈페이지 

〈붙임 18) IT 839 VS. u-IT 839 전략 품목 비교 

구분 IT 839 

주요 표준화 선도， 기반기술 개발 

전략 초기시장 창출， 투자자금 지원 

해외진출 지원， 선도기술 개발 

8대 WiBro -지상파 Dπ7 

서비스 -흠네트워크 - VoIP 

- RFID -DMB 

W-CDMA -텔레매틱스 

3대 BcN 

인프라 -USN 

- IPv6 

9대 - 차세대 이동통신 - 임베디드 S끼V 

아파트 주상복합 

낙천대 롯데캐슬 

래미안 트라펠리스 

홈타운 하이페리온 

루미아트 카이저펠리스 

SKVIEW 

위브 플래티넘 

자이 에클라트 

e편한세상 아크로빌 

푸르지오 트럼프월드 

u IT 839 

- 기술중심에서 시장 활성화 위주의 전략 강화， S끼V， 부품 

강화 

- 국제규범 대응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산업간 컨버전스 대응을 통해 블루오션 창출 

- HDSPNW-CDMA 

-광대역 융합서비스 

- u-Home 서비스 

텔레매틱스 위치 

기반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u 센서 네트워크(USN) 

-소프트인프라웨어 

- RF1D. USN 활용 서비스 

-IT 서비스 

- WiBro 

DMB.Dη7 서비스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기기 - ITSoC/융합/부품 

신성장 -디지럴 TV - DC , S끼V 솔루션 - 광대역 홈네트워크 기기 - RFID까JSN 기기 

동력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디지털 TV. 방송기기 - 임베디드 SW 

ITSoC -지능형 로봇 차세대 컴퓨팅/주변기기 - 디지털콘테츠 SW 솔루션 

- 차세대 PC -지능형 로봇 

출처:한국흠네트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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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홈네트워크 경쟁자 변화 

l 기존 경쟁 rmm.I년 [f]J챔 l 

서".，신기흩 
SCOMMTECH 

Kocom 

獅
斷

m 

빽
 엄
 

밤r현빼훌션 

α삐W삐빼 M삐명W빼l 

출처. 각신문자료 

〈붙임 20) 흠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한 대기업들 

.L렐 -1 
급호Ot^IOt냐 

출처’ 각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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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 현대통신(주) 매출 변화 요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D 

1999 

• 2000년 고급홈오토매이션 기기의 
수요증가로 인한 홈오토메이션 
가격 상송은 200깅년-2004년의 
종예출상송으로 이α죠/ 

2000 2001 

출처 :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2002 

〈붙임 22) 현대통신(주)의 수익구조 안정화 노력 

2003 2004 

현대통신의 경영전략 및 목표 

1. 우량한 재무구조 유치 

2 선행투자및 제휴 

3.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의 균형 

4 영업매출 및 주주이익의 극대화 

사내 보도자료 

(단우1 :십억 원) 

• 2002년 이 후의 홍오토메이션 가격 

하략은 2005년 매출 하략과 
2006년의 매출 둔화 움직임율 
기재옴 

2005 2006 2007 

“이제는 홈오토메이션 (Home Automation)에 편중된 사업을 홈네트워크(Home Network) . 시큐리티 (Security) .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및 SI(System Integration) 사업으로 다각화하여 수익 구조의 균형적인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 

-창립 5주년 회사보도 

회사개요 중 미래목표 부분 

홈네트워크 통합솔루션의 최고 전문기업을 목표로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행기술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수익 구조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여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하여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 

중하도록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hyunda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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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06년， 07년 환기 관련 정책들 

환기μ스댐관련정쩍 

건쭉물의 셜비기준 등01 관한 규칙 

애로 짓거U 뭘및몇월옳 of는 100쇄대 이상 공동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때 대한 환기설비기준 마련， 시a땅 0.7외 
이상 환기알 수 있도록 설비를 갖주도록 O~는 설비기준 
동매 관만 규직 개정안 시앵(건설교통부 2006,02) 

다중이용시설등연설매공기절 판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죽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끓찌혔옳 일맞재 
유지 • 관리아기 워Oß 지아역JJ-， 여객지동자터미널과 
E벤시설의 대압설. 공양시설의 맺뀔m닮， 도서관， 믿멸관 
및 미슐관， 의료기관， 실내주자정， 절도역샤 대압설을 

대상으로 공기정와설비 및 환기설비 설지를 의무확시킴 
(환경부 1996.12패정， 2007년 없} 개정) 

출처 건설교통부홈페이지，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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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결펀현정쩍 

문gηi상언제시g 

감정가 기준 댐찌밟 잭정 및 표준건축비 대애서 건축비가 

인정되어 높은 탤찌빚l!J] 따론 고문gηt 거래를 금지시키기 
워얀 조지 D~련 (2007) 



〈도표 1> 홈네트워크 산업의 구성요소 

톨훌톨 

도표자료 

띠
허
 
원
 돼
 

E
-
E
-이
」
 

뼈
 밟
 꿇
 

공용부기가 
증상)1기 

주연기기 

- UI선공사 
왼프리정비 

-연띨선 및장비 
설치 a스트 

-로바폰， 관리온， 
키오스크!무인햄l 

-톨게이트'lII01. 
g 버트워크윌드， 

STB 
협상전화기， 
도어릭， 원쪽의릎 

l!IHt 

- 건설업체 - 기가제조업체 

통신엉n 기전엎찌 
-앙승업3 

인프a구흑업체 

g버트영크 SW 용앤터댐인먼트 

기B슐루션 용인포뻐미션 
음오토메이션 
용시큐리티 

g멸스쇄어서비스 
유지관리서tll스 

-IPTV.DTV. 
VoD셔바I~ 

-화g전와.8 뷰어 

무인탬l 주자랜l 시 
스g셔비스 

- 앙문지앨!. 훌입통제 
원격깅셔서비스 

- 원격제력댈1 ， 원격으I~ 
셔비스 

흘네트워크 분야별 lllI훌비중 

-8버트입크기기 
。s

-8 버트워크기기 
m들웬어 

-음해트입크보안l 

E띔 sw 

·인프라 

l기기 

·용후션 

.，서비스 

- 기기제조엎제 - 톨산업JJ 

기전업찌 기전업체 
-앙승앙찌 

의료앙II 
-큰련즈응P에 

출처 한국흠네트워크산업 협회/u-life를 위 한 지능형 흠네트워크/진한 M&B/2008 

〈도표 2> 흠네트워크 제품 발전 과정 

구문 1째대 2쩌대 와』대 4때대 5.1에대 

시기 1990초반 1990증반 1990후반 2000중반 2000후반 

III품 비디오폰 흥잉토머l이션 옴오토때이션& 흩네트입크 유UI쿼터스 

확장 옴네트임크 

주가기능 -방문자확인 -가스/앙염/비상 -출동정비 ‘생왈펀의및 인터넷 -ÃI능엉 옴서버 

-문열림 -와줄모드설정 -직다이일 -조영l커튼찌어 -ÃI능영 USN&FFID 
-경UI실 통와 -방문자녹와 -원격검칩 및 -각종기기제어 →J~ity기반 서비스 

가스떼어 

가구당금액 10-20만 원 30-50만 원 60-100만 원 1α)-200만 원 200만 원 이상 

출처 · 현대통신，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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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06년 .07년 현대통선(주) 건설사별 수주 비중 

껴
〕
 

E{ 

쁨
 

뾰
 
% 

짧
 
% 

대
 

,‘ 

% 

룻더|건설， 4% 

깨 01씨써건설， 

4% 

대링아이앤에 

스， 5% 
KCC건셜 

2% 

금호산업 

2% 2% 8% 4% 

2007년 수주상왕 2006년 수주상황 

출처: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도표 4> 2000년 공모자금 사용내 역서 

HA HN CCTV 정션윈프라 기탁운엉자금 

(단우1 : 천원) 

사용목적 二그 구 Q!빼、 t:::I 
0::::1 = 

14ααx 1. Dig뼈J Door士。ck 개 발 

1，EOO，α)J 2. 칼라 Home ，llLJt。및 D\IP개발 

λ| 설자금 500，αx 3. CC1V S않tem 개 발 

젖;0，αx 4. 전산 인 프라 Up--grade 

πX)，αû 5. 흠 네 ε뭐코 사업추진 

운영자긍 007,fJ:ß 긴급소요및원자ÃH 구매 운영 

)1 타 

출처 현대통신(주) 사업설명서 (2000) 

304 



〈도표 5> 현대통신(주)의 품질경영 프로세스 

출처 : 현대통신(주) 내부자료 

〈도표 6> 국내 흠네트워크 산업 규모 

2004년 

출처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2005년 

〈도표 7> 한국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006년 

정보통신기기및셔버스보급률 

80% 

70% 

60% 

50% 

40% 

30% 

20% 

2000 2001 2002 2003 

-←휴대폰 -률인터넷이용 -• PC """*-조고육인터넷 

출처 전자정보센터 

(단우I : 억 원) 

109 ‘881 

2007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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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아파트 미 분양율 

생9Il쩨마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출처:국토해양부 

총 물량 [H비 며분앙물량 

·종분양 물량 • 미분앙 몰렁 

〈도표 9) 현대통신(주) 매출액(1998 - 2007)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i 12892 

0 

56뚱O 

미붐양현황 

(tI춰:셰찌) 

ua혈4 

7a172 빼139 
5121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백만원) 

166 
66389 64108 6451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 . 현대통신(주) 사업보고서(199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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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환기 시스템 시장 산업 동향 

40α〕

(추정) 

8000 
(예상) 

2008 2004 2때5 2006 2007 2008 

〈환기시스템 시장 규모〉 

출처:산업기술시험원 

(억원) 

〈도표 11 ) 국내 건설사 지역별 해외 건설 수주 현황 

4~00(l OOO 

4(1 00(1 000 

3~00(l OOO 

3(1 00 (1 000 

2~00(l OOO 

2(1 00(1 000 

l~OO(l OOO 

1(100(1 000 

~OO(l OOO 

0 

2004 2005 2006 

훨뀔휠뿔 

톨힐뺏뺑훌P 
앤헐훨lÞ 

쨌빨P 첼헬쫓뿔뜸￡ 

흉혼i 
〈환기 시스템 참여기업〉 

단위:천달러 

200'7 2008 

l 중동 l 아시아 l태평양，북미 ·유럽 l아프리카 l중남미 

출처: 해외건설 수주통계 (2008)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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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흠네트워크 분야별 매출 비중(2005 ~ 2007) 

2005 

2006 

2007 

-'2!프프라 • 기 기 • 흩캉륙i션 • 서 납I~ 

출처 : 흠네트워크산업협회 (2008) 

〈도표 13) 현대통선(주) 총 매출액과 HJA 및 H이 제품 매출액 비교 

(백만원) 

100,000 

9α000 

8α000 

70 ,000 
60 ,000 

50 ,000 

40 ,000 
3α000 

20 ,000 
10,000 

0 

(백만원) 

70 ,000 

60 ,000 

50 ,000 

40 ,000 

30 ,000 

20ι000 

10 ， 0이] 

‘-/‘ 
/' 
~ 

tr 

2001 2002 2003 2004 2005 

〈현대통신 총매출액〉 

2001 2002 2003 2004 2005 

<HJA 및 HIN 제품 매출액〉 

출처 : 현대 통신 (주) 사업 보고서 (2001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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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e 톨’ 
70 ,000 

〈도표 14) 2001~2007 현대통선(주)의 제품별 매출액 

60 ,000 

50 ,000 

40 ,000 

30 ,000 

% 써
γ
l
 

m 
m 
m 

m
ω
 m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방TV 

-‘-H/N , H/A SYSTEM-톨{디지털도어략 
......... CCTV 류 

...._무인경비시스템 

..... 기타 

출처 현대통신(주) 사업보고서 (2000l ~2007) 

〈도표 15) 현대통신(주) 매출액의 내수 및 수출 비중 

92..17% 92..39% 

2004 

91.81 
% 

.댐수 

l수출 

2005 2양06 2007 

출처 : 현대통신 (주) 사업 보고서 (20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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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1차 인터뷰(6/26) 

·성장경로관련 질문 

문 1 . 현대통신(이하 귀사)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매출 실적의 증대를 거듭하며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CD 연구 개발 기술력 @ 마케팅/영업 능력 @교섭능력 

@ 가격경쟁력 @ 경영진 리더십 @기타( 

경영진 리더십: 가장 주된 요인은 ‘경영자 리더십’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나 

기발한 IT페I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내흔 회장님의 리더십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 

다. 분사 당시 홈오토메이션 시장에는 5개 정도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대통신은 3~4위 

정도의 위치로서 현대물량의 100%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현대통신의 전체 물량 대비 4O~50%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흔 회장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다각화 하는 

데 전력하셨습니다. 즉 2군. 3군 건설사까지 거래선을 넓히기 위해 최전방의 영업망까지 직접 수 

주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거래선 확보， 건설사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력: 저희는 최초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벤치마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선도자로서 모두 다 처음 시도했던 것입 

니다. 현대통신이 참여했던 시범사업 역시도 기술 개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 

다. 

영업력: 본사의 영업력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마케팅은 좀 취약했었습니다 마케팅보다는 영 

업력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가격경쟁력. 시장 자체가 가격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교섭능력. 회장， 임원들 모두 현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교섭능력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문 2 귀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사에서 갖추지 못한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흠네트워크는 “연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업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홈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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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상품업체가 접촉해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적 

언어 (프로토콜)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본사는 이 부분에서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관련 질문 

문 3 기업은 각 기업마다의 조직을 대변하는 문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저돌적인 이미 

지， 삼성의 냉철한 이미지 등) 귀사의 조직문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오는 형태로써 상명하복 형태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모두 현대출신이기 

때문에， 저돌적 이미지와 같은 전통적인 현대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고객중심의 경영방식을 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대통신이 경쟁 

사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역시도 자사 위주의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장을 

자사에 맞추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영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인 건설사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 

문입니다 건설사의 요구사항을 잘 맞춘다는 것은 전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유 

연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 

하기가어렵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 관련 질문 

문 4. 구|사의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2B(건설사， 시공사 등) 시장에서 귀사는 어떠한 마케팅 

/영업 방식을 통하여 고객을 관리，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먼저 타켓을 정하고 고객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나라의 5만개 건설사 중 실질 

적으로 분양을 하는 건설사는 50군대 정도 안팎입니다. 한 건설사 당 전기 관련 담당과 차장， 부 

장， 본부장 등 4명 정도의 Key-man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200명을 타켓으로 합니다. 각 사람마다의 

요구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고객맞춤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 

다 직원을 붙여 적극적으로 고객마케팅을 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고객 의사를 많이 반영합니다. 흠네트워크 제품에 관련해서 기능， 디자인， 현장설치， 건 

설사 로고 등 접촉과 정에서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통신은 

이러한 점에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사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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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위에서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 대기업만 해도 자사가 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해 

야 하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의 자부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역시도 현장 

에 발 빠르게 자사제품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 설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5. 최근에 귀사는 B2B 시장에서 기축시장을 비롯한 B2C 시장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귀사는 B2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재 국내 B2C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업계에서 해외시장과 B2C 시장을 보고 있으나 
현재는 작기 때문에 회사유지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다각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2C 시 
장은 기본적으로 무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품들은 유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닫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B2C 시장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고 
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시장이나 지금 살고 있는 곳 리모델령 공고가 나오면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홈네트워크 관련된 곳을 찾아보기는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문 6. 건설사들의 홈네트워크 도입이 증가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이라고 들었습니다. 홈네트워크 시장 

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언제입니까? 

2004년도부터 분양， 건설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건설사에서 차별화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삼성 

래미안， 현대 홈타운이 힐스테이트로 바뀌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의 브랜드가 중요해졌습 

니다.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것은 가치가 중요해 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은 가치를 심어주 

기 위해서 경쟁사와 다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흠네트워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차 

별화를 위해서 , 그래서 예전엔 분양광고 전면에 홈네트워크가 꼭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IT839 

정책도한몫해서 홈네트워크제품적용이 확늘었습니다. 

문 7 소비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를 바라보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건설사의 입맛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B2B 업체들이 다들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 

을 아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냐 쓰는 사람이 고객이냐 하는 고민 말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가 우리의 고객입니다. 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엔 소비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 

에 입주자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건설사가 ‘이런 것을 만들어 와라’ 이 

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당자들이 홈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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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입찰방식 때문에 이제는 건설사들이 다 정해옵 

니다. 

·경쟁 관련 질문 

문 8. 구|사의 주요 경쟁사로는 서울통신기술， 코맥스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가 생각하는 주 

요 경쟁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경쟁사는 19~20개가 있습니다. 전통 홈오토메이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대통신， 서울통신기 

술， 코맥스， 코콤， 한국하니웰이 전통업체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한전선， 

삼성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또， 건설사 IT 자회사는 대림 IS , 아이컨트롤스， 포스데이타， 파도시스 

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타에는 신규진출업체들이 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관련해 

서 단지서비스와 같이하는 곳이 있습니다. 씨브이넷과 이지벌이 그것입니다. 

문 9. 2007년 상반기에 대기업인 삼성중공업 후발 주자로 진입하여 단숨에 3위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 

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위협요소는 없습니까? 

씨브이넷， 서울통신기술은 삼성계열이고 이지빌은 LG 계열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주요 

경쟁자라면 서울통신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2등이 서울통신기 

술， 3등이 이지빌， 4등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코콤의 순입니다. 그러나 이지빌은 경쟁자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지빌은 GS건설 말고는 현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GS건설의 모든 물량 

을 이지빌이 합니다. 현대통신이 현대건설을 100%하듯이 말입니다. GS건설이 올해 분양을 굉장 

히 많이 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선이 다양한 곳을 경쟁자로 봅니 

다. 전통적으로 서울통신기술을 경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분양하는 건설사는 약 5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43개 정도의 건설사를 하고 있고 서울통신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30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은 2~3군 업체들， 브랜드네임을 주요시 하는 업체 

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통신의 시장 점유율은 35%였다가 2004년도까지 지금은 26%정도 

됩니다. 서울통신은 23% 정도입니다. 

문 10 귀사는 주요 경쟁사에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 

떤 부분에서 열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객관리 능력， 현장관리 노하우， 영업력과 현장능력， 기술력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대응， 현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치 공사 관리부분에 우위가 있습니다. 반면 마케팅 쪽 

313 



이 부족합니다. 광고나 전시회 등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같 

은 경우는 마케팅을 먼저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LG와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돈이 드는 마케팅에 비 

교해서는 열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부분에선 크게 차이나 영향력은 없습니다. 

·미래 전략관련 질문 

문 11 . 구|사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 

도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CD R&D 강화 

@제품생산확대 

@기타( 
꿇
 

야
엽
 
얘
띠
 

뻐
 유
 

@ 

@ 
@홍보/프로모션강화 

@생산코스트절감 

해외진출， 생산 코스트 절감 R&D 강화， 홍보/프로모션 강화， 우수인력 확충， 제품생산 확대의 

순서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진출은 현재 모든 사업자들의 화두입니다. 현대통신 

도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시장 탐방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아직도 초인종 

시장에 머물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인터폰， 비디오폰， 홈네 

트워크 순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초인종에서 바로 홈네트워크로 넘어갈 수 있 

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12. 현대통신에서 내외부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회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 

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케팅， 기술 R&D , 인사조직 전략 등) 

내부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사업 다각화입니다 1천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매출을 2천억， 3천 

억 원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공표하고 있는 대외 목표는 없습니다 대 

신에 제 2의 도약이라는 의미의 ‘점프 2010’ 의 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전략도 일단은 사업 

다각화， 경우에 따라 M&A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문 13 사업 다각화는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환기시스템 등과 같은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기 사업을 처음 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건설은 전기와 설비로 나누어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 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비 부문에 

있어서는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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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아이템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게 신규 사업 진출은 매우 힘든 일입 

니다. 일단 내 · 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적습니다. 상부에서 받아들여지고， 흠 

네트워크와 함께 연동될 수 있으며， B2C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것， 또한 판로가 있는 것을 찾다보 

니 환기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환기는 일단 설비 부문의 아이템이며， 법규 개정으로 환기 설비가 

의무화 되었으며， 홈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하고， 학교 및 헬스 건물 등의 B2C 시장에 진입 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P1V 등과 같이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좀 더 키워 월패드 

가 서버 역할을 할 수 있거나 다국적 기업 및 B2C 시장의 메이저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 월패드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변서 다양한 기능 수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어필할 수 있 

는 쪽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14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것은 홈오토메이션제품입니까? 홈네트워크 제품입니까?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오토메이션 제품에 많이 치중된 편입니다. 흠네트워크， 

CCTV , DVR , 인터폰 등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과 같은 제품은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 

다. 그래서 정말 많은 수량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저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큰 수익 달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매출관련 질문 

문 15.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경기의 악화로 수주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1999년에서 

2000년까지의 매출액 증가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분양은 줄었지만 저희가 코스닥 등록을 하고 이내흔 회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리고 회장님이 최전방 영업맨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 

고 저희가 초반에 자리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 16. 2002년의 갑작스러운 매출 증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주와 매출이 있는데， 2년 전의 수주결과가 바로 매출액입니다. 지금 1 ，000억 매출을 했다고 하 

면 2년 전에 사업한 결과를 지금 거둔 것입니다 이 기간의 경우(2002)는 이 기간에 거둔 실적 

(2000)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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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2004년 매출액 둔화요인은 무엇입니까? 

초기에는 홈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홈오토메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의 유비쿼터스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재의 홈네트워크 단가보다 비싸게 홈오토메이션을 판매했습 

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격인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문 18. 2007년 매출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2004년부터 늘어난 홈네트워크 매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변 됩니다. 

·기타질문 

문 19 영업 활동 시 건설사 고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귀사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로 건설사들에게 ‘최초’ , ‘최고’ 에 도전하는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완제품이 아닌. 2년 

뒤에 설치할 제품의 도면만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최초， 

자꾸만 무엇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점은 건설사들을 설득할 때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 

가 홈네트워크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은 계약을 맺을 수 있었 

던 것에는 이러한 이력들도 한 몫 했습니다.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건설 

사들은 믿을만한 업체를 찾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초의 기술 개발이나 시범단 

지를 구축하고 신기술을 위한 제휴를 해왔다는 점， 오랫동안 업계에서 활동하여 오랜 현장 설치 경 

험을 갖춰왔다는 점은 건설사들에서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문 20. VM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휴를 맺으셨 

습니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2003년 KTF와 처음 제휴했습니다.VM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방식을 뜻하며， 이동통신업체의 유 

료서비스업니다. 이를 저희 측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적용시켰습니다. 

문 21 영업사원 교육 중 하나로 영업 스킬에 관한 교육도 있다고 하셨는데， 영업 스킬에 관련된 교육으 

로는 어떤 강의들이 있습니까? 해당 강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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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스킬은 외부업체에서도 교육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개념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내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 22 훔네트워크 제품의 디자인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디자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부 디자이너가 있지만 외부 디자인 전문 업체에게 맡기고 있습 

니다 

문 23 마케팅 팀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케팅 팀에서 흠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하는 활동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좀 더 소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연구소， 선전， 영업 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24. 홈오토메이션 브랜드와 홈네트워크 브랜드가 이마주(IMAZU)로 통합되었는데， 브랜드 통합을 

한이유는무엇입니까? 

초기 홈오토메이션 브랜드와 훔네트워크 브랜드를 이원화시킨 이유는 흠네트워크의 차별화를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홈오토메이션의 판매가 떨어지고 흠네트워크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굳이 브랜드를 분리하느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문 25. 대외 자료에는 이내흔 회장님이 오시면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홈오토메이션 사업부가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장님이 오셔서 분위기를 잡아주셨습니다. 스타급 CEO가 오면서 그 밑에 직원들이 사기충천 했 

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그 당시에 같이 등산도 다니고 술도 드셨다고 합니다. 

문 26. 말씀하셨던 초반의 주요 5개 경쟁사는 어디 입니까? 

서울 통신 기술， 현대， 코콤， 코맥스， 하니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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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7. 이마주의 제품 출시 당시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기술 개발이 빨랐던 것은 아닙니까? 

기술 개발， 현장 개발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음성인식 같은 경우 

도 업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지만， 동부 센트레벌로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시도 

한 것이 많습니다. 업계 선도로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 28.0EM 방식에서 자체 생산을 위해 2002년 성남 공장을 신설하였는데， 공장 신설에는 어떤 요인 
이 작용하였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을 가격만 따지고 본다면 외주를 주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 가격 

말고，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인건비 분할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 

로 한두 개를 생산할 때는 외주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직접 계산 해보면， 그런 것들은 

몇 대를 생산했을 때 얼마냐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표 대수， 손익분기점이 얼만데 얼마까 

지 해야 한다. 여기 시점 넘어섰을 단계에 총 비용이 얼마냐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금 

융적으로 물론 우위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 29. 가격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술적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기술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다수의 영업이었다면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 

나 지금은 건설사가 사이즈를 다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2) 2차 인터뷰(8/25) 

·성장 경로관련 질문 

문 1 . 분사 초기 3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갖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귀사의 의사결정 단계는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안자 팀장 본부장 - 사장(현재 회장) 순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구 

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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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계 관리 관련 질문 

문 2. 귀사와 거래하는 건설사는 누구이며 주로 어떠한 사항들을 요구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 건설사(1군)로는 현대， 롯데， 대림， 포스코， 두산， 한화， 쌍용， 동부 건설사이며 2군 건설사 

로는 신성， 성우 등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타 건설사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제품인 특화 아이 

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군 건설사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것들을 제시하는 방 

식이라면 2군 건설사에게는 현재 1군 건설사들이 시도하려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 3.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관심을 보일 화제를 가지고 잦은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사적인 스케줄 관 

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경 

영진들에게 선보이기도 합니다. 

문 4. 그러한 것들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배운 스킬을 접목시키기 

는 어렵고， 영업 스킬 등은 주로 사수(회사 선배)를 통해 전수되고 있습니다. 

문 5. 업계에서 영업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현대통신만의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품이 비슷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의 제품을 구입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런데 사실상 영업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찾아가고 얼굴을 익히는 것이 

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정말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대라는 브 

랜드와 기능，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업 사원의 매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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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관련 질문 

문 6. 홈네트워크 제품은 홈오토메이션에 비해 기술적으로 더욱 까다롭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사 홈네트워크 제품의 사후관리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PC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동작 유무를 확인하고 원격 접속을 통해 

제어는 가능합니다 원격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를 바 

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격 관리방법에 대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 7. 2002~2003년 당시부터 홈오토메이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귀사 

의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VE(Value Engineering) 저비용으로 고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미 개발되었던 것 

을 VE를 통해 가격을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위원회를 진행하여 원가절감에 대 

한 회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8. 2008년에 생긴 PJT POOL은 무엇이며 이를 도입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하면 작은 기술연구소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프로 

젝트가 끝나면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원 관리를 위해 

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PMO(Project Managemεnt Offìcer)는 대기업 위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동 

종 업계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보통 하드혜어 팀 

에서 PMO를 합니다.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결과 보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제조 기반의 연구조직에서는 잘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문 9. 귀사의 제품 아이디어는 주로 어떤 경로에 의해 획득하고 계십니까? 

아이디어 회의는 임원들과 마케팅 팀이 모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 

이디어가 더 이상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라고 한다면 개선제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가격 . NS 비용 절감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를 평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식의 

보상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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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략관련 질문 

문 10. 귀사는 98년부터 유럽을 기점으로 수출을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주요 수출 품목은 

무엇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거래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수출 품목은 비디오폰， 인터폰 위주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 

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CCTVVCR 쪽이 있고， 비디오폰， 인터폰 쪽이 있고， 홈오토메이션과 흠네 

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흠네트워크 제품을 취급하는 바이어가 별로 없습니다. 해외 쪽 바이어 

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유통만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CCTV. 비디 

오폰， 인터폰 등 홈오토메이션 제품 위주입니다. CCTV 30%. 비디오인터폰 30%. 예전에는 인터 

폰 비디오폰 비중이 높았으나 지금은 CCTV 비중을 강화중입니다. 업체를 차리면 사는 사람이 있 

어야 하는 것처럼 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시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출을 굉장히 오래했는데도 매출이 100억 대에 머무는 것은 인터폰 비디오폰 

홈오토메이션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홈네트워크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문 11 바이어 발굴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됩니까? 

바이어 발굴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시회 참가， 참관을 많이 합니다. 이 외에 출장이 있습 

니다. 장기간 출장을 통해 나라를 돌면서 영업하듯이 바이어발굴을 합니다. 영업하듯이 아니면 해 

당업체 추전에 따라 바이어 리스트를 입수해서 메일을 통해 구매의사를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 

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를 바이어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기타질문 

문 12. 홈오토메이션 및 홀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해 정확한 산정 자료는 없습니다. 기업마다 산정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이것은 홈네트워크와 흠오토메이션을 합친 자료이며， 민간 분 

양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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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IG5 2005 2006 2007 2008. 8 

현대통신 39 32 27 비슷 

서울통신기술 33 30 23 비슷 

코콤 20~ +1.2 20 18 10 

삼성전자 거의없음 7 15 10 

LG전자 거의없음 5 10 5 

삼성중공업 7 8 13 

이지빌 기타 5~7 8 

코맥스 20~ 15 6 

문 13. 기업 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홈네트워크 일등기업이 되자”를 목표로 잡고 처음 시작했을 때 업계에서 3, 4등 했다가 2년 뒤 

에 1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홈네트워크 선도 기업이 되자”라는 목표의 초점은 분위기를 이끄 

는， 즉 최초의 뭔가를 자꾸 시장에 던져서 이것이 시장의 표준이 되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최초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훔네트워크 제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어떤 방향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시장에 준다는 것은 

쓰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행 

복”입니다 

문 14. 홀오토메이션이 판매를 위해 건설사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파생제품이라고 해서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80가지가 있습니다. 즉 lineup이 다양하게 구 

축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기능을 조금 추가 하면서 건설사에 맞춰서 해줍니다. 

문 15. 영업력과 관련해 귀사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까? 

업계에서 영업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현대라는 이름， 기능， 가격을 제외하면 영업사원 

의 매력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격， 제품 

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영업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업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긴 부족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좋다， 이 기업이 좋다 하는 우호적인 감정은 형성될 수 있었 

지만 결국 제품과 가격에 따라 고객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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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2005년 현대통신 프로토콜(HTCP)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다른 업체들은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라고볼수 있나요? 

현대통선 프로토콜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업체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언어를 맞춰야 

하는데， 초기에는 연동 업체의 기술력이 부족해 저희 쪽에서 통신언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연통 

해야 하는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업체에 저희가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TCP를 만들어 업체 측에서 저희의 통신언어로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득부분을 말씀드 

린다면， 건설사들은 각자가 이용하는 업체들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여러 건설사에게 수주를 하려 

면 많은 업체들과 연동을 해야 하는데. HTCP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업체들과 연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영업을 할 때에도 건설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어렵다기 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 

다. 결국에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많은 연동 경험을 통한 기술력 축적이 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봅니다. 

3) 3차 인터뷰(9/12) 

• 사업 기반 구축기 (1998~2000) 관련 질문 

문 1 . 홈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할 당시 기술적인 어려움(네트워킹 기술)을 제외하고 다른 어려움은 없으 

셨습니까? 

훔네트워크 사업추진을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갖추어진 흠네트워크 영업을 시작 

한 것은 2002년 정도였습니다. 2000년 당시 흠네트워크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홈네트워크 

사업을 시작 할 때의 어려움은 기술뿐이 아니었습니다 훔네트워크 사업은 백지상태여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숙지된 상황 

에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흠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잘 볼랐기 때문입니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면， ‘oc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말하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튿고 있는 고객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 

했습니다. 때문에 영업사원들도 제품이나 기술에 관해 새롭게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 성장기 (2001 ~2003) 관련 질문 

문 2. 2002년에 성남에 공장을 세우셨는데 성남 지역에 공장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장 신설로 인해 가장 크게 이득을 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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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성남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관리청에서 

면세의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혜택 때문에 성남에 공장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신설로 인한 가장 큰 이득은 수급안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가절감이나 품질관리도 있지만 

수급안정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주로 흠오토메이션을 생산했고 홈네트워크 제품 생산 

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 3. 2000~2003년까지 홀네트워크 판매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 실적은 어떠 

했습니까? 

2003년까지는 거의 홈오토메이션 시장이었고， 건설사들의 홈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도 거의 없었 

기 때문에 실적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말 2002년 정도부터 홈네트워크 영업을 

시작해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흠네트워크 제품의 실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양 파라곤， 

동부 센트레빌， 현대 슈퍼벌과 같은 곳에 완제품을 수주했습니다. 

문 4. 2002년， ISO 9001 인증 취득을 위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 

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입니까? 

훔네트워크라는 것이 아파트와 수명을 같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품질 

을 보증해야 합니다. 또， 소비자 접점에 설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흠 

오토메이션은 고장이 거의 없지만 흠네트워크의 경우 여러 기기와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문 5. 2003년， KT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를 획득하셨는데 당시 컨소시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없 

었습니까? 마포시범단지를 최초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당시 컨소시엄 참가 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약 150억 원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홈네트워크에 대 

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기술력 , 제품 테스트， 업 

체 평가， 실적 , 신용도 평가 등의 많은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컨소 

시엄을 통한 성과라고 한다면 KT 컨소시엄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기술에 있어 선도를 한 

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초기였기 때 

문에 서비스의 범위 설정 , 많은 업체와의 연동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최초의 시범단지 구축 과정 

에서 어려웠던 점은 역시 연동이었습니다 기존에 기술을 맞춰보았던 업체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 

했던 낯선 업체들과 연동 기술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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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기 (2004--2007) 관련 질문 

문 6 홈네트워크 제품에 자동 복구 시스템， 자가 진단 기능이 도입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홈네트워크를 시작할 당시인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시스템에 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초기에는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 원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빨간불과 초록불로 표시하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 사업 관련 질문 

문 7. 환기 사업을 시작할 [대， 인원 확충， 광고비， 교육비， 자제 소요바를 비롯해 다양한 비용이 드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떤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까? 이 밖에 어떤 비용이 들었습니 

까? 

자제 소요비(개발비)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환기사업은 ODM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DM은 설계를 만들어 그에 맞춰 개발하도록 주문하고， 해당 제품은 주문자가 독점할 수 있는 방 

식입니다. 

문 8. 환기 시스템의 경우.ODM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ODM 
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환기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ODM방식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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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수정 및 보완 내용 보고서 -
홈네트워크 전문기업 현대통신: 구조조정 대상에서 글로벌 전략 추진까지 

1 .사례수정 및보완 

1. 최고 경영자의 활동 부분 보완 

분사 기업 경영자들은 분사 초기 조직 체계를 바로 잡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을 정 

상화시키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한다. 분사 기업 경영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처음 제출했던 사례에 

서 이내흔 회장의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CEO 인터뷰나 신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 

집하여 이내흔 회장의 활동들에 대한 내용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다뤘다. 이로써 분사 기업 경영자 

들이 초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에 필요한 활동들을 부각시켰다. 

2. 다각화 전략 부분 보완 

다각화전략과관련하여 환기 사업 내용을보완하였다. 최근의 경쟁 업체 수나대체재와같은내 

용들을 보완하여 환기 시스템 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학습자로 하여금 기업 

을 둘러싼 환경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현대통신의 다각화 전략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최근의 경영 이슈 

최근의 경영 이슈와관련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에 관한내용을보완하였다 특히， 사례의 마지막 

부분에 진출 국가로 고려해볼만한 I17H 국가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내용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현지 시장 정보 부족， 진출 국가에 대한 선택 기준 등 중소기업 경영자들 

이 실질적으로 흔히 부딪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다루었다. 이로 하여금 학습자는 경영자의 입장에 

서 기업의 장래 의사 결정을 한층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그림，표보완부분 

〈붙입 4) 현대통신의 주요성과 

〈붙임 16) 현대전자 분사 당시 상황 

〈붙임 19) 홈네트워크 경쟁자 변화 

〈붙임 20) 홈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한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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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현대통신의 수익구조 안정화 노력 

〈붙임 23) 06 ， 07년 환기 관련 정책들 

〈도표 2) 홈네트워크 제품 발전 과정 

〈도표 10) 환기 시스템 산업 동향 

〈도표 11) 국내 건설사 지역별 해외 건설 수주 현황 

〈도표 13) 현대통신 총 매출액과 HlA 및 HIN 제품 매출액 비교 

〈도표 15) 현대통신 매출액의 내수 및 수출 비중 

II. 티칭노트 수정 및 보완 

1.2번 문항 - 분사 기업의 성공요인 

2번 문항은 현대통신의 성장 스토리를 따라 살펴보면서 분사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을 다 

루었다. 초기 제출한 사례는 분사 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으로서의 성공 요인에 가까웠다. 수정 

된 문항은 분사 기업이라는 특수한 점을 감안하여 분사 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어떤 역량들을 구축 ·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지를 살폈다. 

2. 5번 문항 -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 

5번 문항은 현대통신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 

방향을 도출해 보는 문항이다. 이 과정에서 진입 대상 후보국 선정에 필요한 점수 배분 기준을 추 

가함으로써 진입 대상 후보국 선정 과정을 보다 자세히 다뤄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 현지 법인 

활용 전략과 관련하여 양국 간 사회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 기업과의 제휴 추진 시 상 

호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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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정 및 보완 내용 종합〉 

구 분 I차제출 2차제출 

사 례 • 이내흔 회장의 활동 부분 • CEO 인터뷰 자료나 신문기사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기존 

보다상세히 다룸 

• 다각화 전략 부분 • 환기시스댐 산업관련 정보 추가 

-경쟁자 

대체재 

• 최근 경영 이슈 중 글로벌 • 국가로 진출 고려해볼만한 l17H 국가에 대한 정보 추가 

시장진출내용 

티칭노트 • 성공요인 (2변 문항) • 분사기업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분사 기업의 성공요인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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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해외 진출 

(5번 문항) 

-전문화된 기업으로의 성장 

독자적 시장영역의 확대 

조직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효율성 강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유연한 변화대처 

·진출국가선정 및 해외진출전략내용보강 

-진입 대상 후보국 선정에 필요한 접수 배분 기준을 추가함 

-일본 현지 기업과의 제휴 추진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다루었음 



I농aching Note 

1.사례 개요 

1.1. 사례 요약 

홈네트워크 전문기업인 현대통신은 1980년 (구)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에서 출발， 1998년 모 

회사로부터 분사한 중소기업으로 현재 185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홀로서기에 성공하여 업계 

수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통신은 지난 2007년 설립 당시보다 7배가량 성장한 9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제품 다각화와 시장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현대전자의 훔오토 사업부 직원들은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같은 

해 4월 지금의 현대통신을 설립하였다. 이후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내흔 회장이 조직적 체계의 

부재로 혼란스러웠던 현대통신을 인수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체계 확립에 나섰고 이를 기점으 

로 현대통신은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적극적인 R&D 투자와 영업력 강화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를 확보하여 현대계열 건설사에 편중되어 있던 수주구조를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 

다 

현대통신은 홈오토메이션 제품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네트워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전략 

적 제휴를 체결하여 발전된 기술인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2001년 국내 최초로 

홈네트워크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또한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적극 

적으로 제품에 반영하였으며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업계 수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현대통신은 수익 구조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00년 SI 사 

업 2007년 환기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더불어 세계 81개 국가에 CC1V, 흠오토메이션， 홈네트워 

크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홈네트워크 시장 확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진입과 대형 건설업체의 흠네트워크 자회사 설립이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수주 물량 확보 측면에 

서 현대통신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 홈네트워크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현 

대통신은 기존의 사업 다각화 노력이 미미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 같은 산업 환경 변화를 심각하 

게 인지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현대통신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달성하고 ‘훔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기업’ 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 학습목표 

분사는 IMF 경제위기 당시 빠른 시간 안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많이 활용된 경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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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존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거나 신규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관계 회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IMF의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 
실사업 정리 및 대규모 인원감축을 감행하며 분사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최근에도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분사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사례에서는 일반 기업과 태동을 달리하는 분사 기업이 지속적인 자구 

노력으로 창업 당시 직변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그리고 사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분사 기업 경영자에게 경영상의 지침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 

다 더불어 현대통신의 미래 성장 전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다각화 및 글로벌화 추진 

과정을 다뤄 국제경영， 전략경영，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을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과 지속적인 성 

장을 추구하는 여러 기업 경영자들에게 전략 수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분사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IMF 당시 현대통신 역시 (구)현대전자로부터 경쟁력 확보 

가 어려운 사업부로 인식되어 분사대상에 올라 구조조정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후 현대통신은 

분사 기업으로서 겪게 되는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홀로서기에 성공하여 
업계 수위 기업으로 등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통신 사례는 크게 다섯 가지 학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분사 기업 

의 경영 정상화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자원부족과 사기저하로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분사 

기업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직의 결속력 강 

화와 경영 체계 정립. CEO의 강력한 추진력 등은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 

이다. 두 번째는 현대통신이 업계 수위 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해 보고 

자 했다. 기업의 성공 요인들은 단발적인 행동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기 

적으로 변화 · 강화되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현대통신 

의 기술 개발 역량， 고객관계관리 역량， 높은 조직 볼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 구 

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축적 · 강화되었으며， 성공으로 이끌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는 초기 기업 경영자에게 올바른 자원 활용 및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는 극심한 경영환경 변화를 겪는 IT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 수립할 수 있는 미래 전략에 관한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자원 및 조 

직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다각화 전략의 

중요성이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육성 · 강화하기 위해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새 

로운 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판단해 봄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 

째는 현대통신이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분석해보고 적절한 전략 방향을 

도출 하는 것이다. 진입 대상 후보국가 분석 과정과 신규 시장 진입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통신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통신 사례는 분사 초기 기업들， 기업 설립을 앞둔 벤처 창업자， 대기업과의 경쟁에 직변한 

중소기업 경영자， 그리고 글로별 기업으로 도약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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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과제 

본 사례는 분사 기업의 경영 정상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되 

었다. 따라서 사례를 올바로 이해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답을 구할 

필요가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분사 이후， 창업기업으로서 현대통신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그리 

고 현대통신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분사 당시 업계 하위권이었던 현대통신이 홈네트워크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동인은무엇인가? 

• 이내흔 회장이 환기 사업 강화와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미래 전략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까 

닭은 무엇인가?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라. 

·환기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은무엇인가? 

• 향후 현대통신은 홈네트워크 사업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 

전술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조직 활력화 이슈 

- Ghoshal, S. & G. A. Bartlett (1996). "Rebuilding behavioral context: A blueprint for corporate 

renew:며"， SloanMar.μ19emmt Review, 37 (2), pp. 23-36. 

2. 산업 매력도 및 다각화 이슈 

- Porter, M. E. (1987). “From competitive advantage to corporate sσategy" , Harvard Business Review, 65 

(3), pp. 43-59. 

3. 해외 진출 이슈 

- Ghemawat, P. (2001). “Distance s버1 matters: The hard reality of global expansion" , HarvaγdB짜jη따 

Review, 79 (8), pp. 137-147. 

-B따tlett， C. A & S. Ghoshal (1986). 'Tap your subsidiaries for global reach" , Ha1ψ'ardB:째ness Review, 
64(이， pp.87-94. 

본 사례 분석에서는 조직변화관리， 전략경영론， 그리고 국제경영분야의 기초적인 이론을 활용하 

여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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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분석 

2. 1. 창업 당시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 구조조정에 따른 분사 이후 창업기업으로서 현대통신이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그리 
고 현대통신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일반 기업과 태동을 달리하는 분사 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 패배의식 만연， 자립경영 실행의 

한계， 취약한 경쟁우위， 그리고 저조한 매출 성과 등과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통신 역시 1998년 (구)현대전자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홈오토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독자 

적인 기업경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분사 초기에는 모기업에 대한 의존적 사고， 조직 구성 

원의 패배의식，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신뢰도 저하， 조직 관리 체계의 부재， 그리고 사업실적 부 

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설립 1년 후 이내흔 회장이 취임하면서 확고한 경영이념 아래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추 

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러웠던 조직 질서체계가 회복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내흔 회장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힘씀과 동시에 기능별 부 

서의 역할 강화 및 권한과 책임의 대폭적인 하부이양， 그리고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분사 2년 후인 2000년 현대통신은 시장점유율 40%를 기록하며 

업계 수위기업으로등극하였다. 

1 ) 분사기업의 딜레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본 

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기업분할이나 기능의 분사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분사는 일반적으로 수익 

성， 성장성이 부정적이거나 기능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 부문을 모회사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흔히 분사되는 기업은 사업 초기에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경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명확한 사업 아이템과 확실한 시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타 중소기 

업의 창엽보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조직 규모가 크고 조직 체계가 복잡한 대기업에서 중소 규모 

로 전환됨으로써 정보소통과 의사결정이 신속해져 조직에 활력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분사 창업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큰 혼란과 동요를 경험하기 쉬우며， 기 

업 전체 시스템 중 일부분인 개별 사업부문만이 분리된 경우에는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 

당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분사되는 사업부는 대개 실적이 좋지 않고 효 

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사 기업은 설립 초기에 경쟁력 확보 및 자금 운영에 어려움 

을 겪기 쉽다. 따라서 분사 기업은 분사직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여타 벤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을 위한 경영 혁신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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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내 패배의식 만연 

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는 1998년 대기업의 사업성격에 맞지 않고 핵심 기술력이 취약하여 경 

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분사되어 현대통신이 설립되었다. 분사에 참여하지 않 

는 직원들은 해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분사 

가 모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자 직원들은 두려웅， 배신감， 적대감 등 감정적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10년의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현대전자에 몸담아온 ‘현대맨’ 들에게 닥친 이 

같은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대전자의 홈오토 사업부에서 10년 이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던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현대통신은 상대적으로 구성 인력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모기업의 적절한 지원 

과 더불어 현대건설 물량의 100%를 그대로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수요를 가지고 출발 

할수 있었다. 

그러나 만사가 순풍에 쫓단 듯 순조롭게 움직여 주진 않았다 분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조직원간의 팀워크가 많이 흐트러 

지게 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울타리에서 떨어져 나와 ‘중소기업 명함’을 갖게 된 직원들은 깊은 

혼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위축된 태도로 업무에 임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열정과 희망 보다 

는 불안과 상실감이 사내에 만연하고 있었다. 

(2) 취약한 자립경영 기반 

현대전자는 마케팅， 개발， 생산， 영업을 기업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일 

반적인 공통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부의 관여 비중이 크지 않았다 아무리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술진 위주의 구성은 기업 운영 차원에서 많 

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 개발이 성장의 주요 요인임은 분명했지만 관리의 토대가 

되는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고서는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의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근무해 오던 직원들은 펼요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서툴렀다. 무엇보다도 변화관리를 전담할 전반 경영자(GeneralM없lagement)의 부재 

는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3) 낮은 경쟁 우위와 저조한 매출 성과 

분사 당시 업계 주요 6개 업체 중 4위에 머무르고 있던 현대통신은 그나마 발생하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그룹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분사 이후에도 ‘날 도와줄’ 삼촌 정 

도로 모기업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진정한 고객’ 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익숙하질 못했다. 물론， 

분사 직후에도 현대통신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현대계열 

건설사의 매출실적에 따라현대통신의 매출또한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구조였다. 

다시 말해서， 이렇듯 신설된 분사 기업은 시작부터 경영자와 직원들의 의지 부재 속에서 발전과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옷한 채 모기업 울타리 주변만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모기업에 대한 의 

존 습관은 곧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원들의 나태함과 수동적 태도로 이어졌고 ‘매출 100억 대를 근 

근이 유지하는 꼴찌에서 두 번째 기업’ 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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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요인 극복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과거보다 치 

열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가운데서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지속적 

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건실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 조직 체계의 부족， 사업 실적 부진 등을 겪으며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던 

현대통신이 업계 수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나마 일찍 탄탄한 경영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사의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현대통신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에는 이내흔 회장의 역할이 컸다. 설립 1년 후 두 번째 CEO로 취임한 이내흔 회장은 현대통신의 

열악한 내부 여건과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혁신적인 경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 

하였다. 

(1) 의식 전환과 조직 활력화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 조직으로서의 활력이다 태생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 

한 중소기업은 여느 기업보다 더욱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조직의 활력은 조직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에 달려있다. 기업 내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비효율적인 정보 흐름을 의미한다. 분사 직후 현대통신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혼란스러움과 패배의식을 느끼면서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것은 곧 조직 전 

반의 커뮤니케이션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분위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조직 내 활력은 급격히 

사그러들게 되었다. 

‘건설업계의 대부’ 라 불리는 스타급 CEO의 등장은 그 존재만으로도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를 맛본 탓에 사기가 위축되어 있던 직원들은 이내흔 회장의 화려한 이 

력 앞에서 더욱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기업 고위 관리층만을 상대해오던 그 또한 작은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젊은 직원들이 영 어색하게 느껴졌다. 당시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 과정 

에서 이내흔 회장이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이었다. 현대건설 재직 당시 이내흔 회장의 호된 꾸지람은 나이 지긋한 관리자들의 정신 

을 혼미하게 만들어 비틀거리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부임 당시 이내흔 회장에게 가 

장 요구되었던 리더십은 대기업 CEO의 강력한 카리스마 보다는 침체된 사내 분위기를 개선시키 

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우게 만들 부드러운 카리스마였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이내흔 회장은 1년 간 매주 부서별 

로 회식을 주최하고 주말마다 등산， 세미나 등을 손수 챙겼다. 이렇게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개진될 경우에는 수렴하여 즉시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다. 오랜 기간 익숙해져 있던 대 

기업 근무 적의 습관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혁신을 이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졌다. 그러 

나 그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까이에서 접한 직원들의 의식은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나갔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존’ 에 대한 필요성은 이내흔 회장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까지 확 

산되었다 다시 말해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현대통신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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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결국， 현대통신을 활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그 모습을 변모시키게 되었다. 

(2) 경영기반 안정화 

전형적인 대기업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던 현대전자는 최고 경영진들이 결정을 하고 아래에 지시 

를 내리는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고객과 자주 접하는 중간 관리자 이하 

의 계층에서 시장 파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로 발굴되는데 반해， 대기 

업적 구조는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주력사업이 아니었던 홈오토 사업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사업 특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또한 투자순위에서 빌려 주 

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운영상의 제약으로 사업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다 

이내흔 회장은 기술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던 조직 체제를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여 기능별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대폭적인 하부이양을 통 

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하부 계층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3단계의 단순 

한 결재과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품의 모양， 크기， 성능 등 건설사의 사 

소한 불평까지도 놓치지 않고 제품에 반영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즉각적으로 출시하였 

다. 이러한 슬림화된 조직구조와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자원 배분은 강점으로 작용하여 시장 변화 

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 고객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기업으로서 

크게 어필할수 있게 하였다. 

(3) 사업 목표 재구축과 경영성과 구현 

사실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는 대기업 사업부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위기의 

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없었다. 무사안일한 직원들의 사고방식은 분사 후에도 일부가 그 

대로 이어졌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경쟁 우위를 보 

인 것이 그 증거였다. 이에 이내흔 회장은 직원들의 나태함을 강경하게 꾸짖고 혼란스러웠던 사내 

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계 4위를 했던 현대통신을 1등 기업으로 만들자는 기 

업 목표를 선포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 
기 위한실행 전략을신속하게 추진하였다. 

이내흔 회장은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영업력을 강화했다.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는 주 

요 건설사들의 Kε:y Customer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관리하였다.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세 

미나를 개최해 직원들 간 영업노하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열 번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건설사 

문이 있다면 그 다음단계로 사장이 나서서 영업을 하도록 했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에는 이내흔 

회장이 직접 최전방 영업맨으로 나섰다. 분사 초기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지도를 보완해 

준 것은 이러한 현대통신 특유의 끈질김 이었다. 그리고 이내흔 회장의 이름 석 자는 든든한 신용 

보증서 역할을 했다. 또한 사례에 나타나 있듯이 이내흔 회장은 전략적 제휴를 활용해 기업에게 필 

요한 자원과 역 량을 빠르게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기 업 상장을 통해 획득한 자금으로 기술 개발 역 

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현대통신은 분사 2년 후인 2000년， 수주 기준으로 흠오토메이션 시장 점유율 40%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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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뀔용Il 극복 I 
조칙내패배외식 만연 〉삿、、 /까’〈 의식 전환과죠칙 활력화 

취약한자렵 청영 기반 〉、、J‘γ~ 청〈정 기반안정화 

낮온경쟁우위와 사업목표채구축과 
저조한째훌성과 1"~ '2( 끼경영성과구현 

- 상관관계 높음 -_. 상관관계 낮음 

〈도표 1> 분사 기업의 한계와 장애요인 극복 과정 

록하며 업계 1위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고， LG , 동부， 대림， 롯데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를 따내면서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2.2. 성공요인 분석 

, 분사 당시 업계 하위권이었던 현대통신이 흠네트워크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동인은무엇인가? 

분사 기업이 초기 난관을 극복하고 내재된 장점을 잘 활용하여 성공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부적인 변화 노력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끈질기게 추진하는가 

여부이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현대통신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성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지난 10여 년 간의 현대통신 성장 스토리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통신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3단계로 구 

분하고 각 시기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 여건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흠오토메이션 사업 역량 강화에 힘씀과 더불어 홈네트워크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시기를 사업 기반 구축기’ 로， 흠네트워크 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매출액이 눈에 띄게 성장한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시기를 ‘성장기’ 로 정의하였다. 더불어 홈네 

트워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홈오토메이션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률 둔화 움직임을 극복하 

였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기를 ‘재도약기’ 로 구분하였다. 

성장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주요활동을 살펴본 결과， 현대통신의 핵심 성공요인은 (i) 기술 

개발 역량의 강화를 통한 전문화된 기업으로의 성장， (ii) 고객관계관리 역량을 통한 독자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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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현대통신의 성장 단계 

영역의 확대. (üi) 높은 조직 몰입을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효율성 강화， 그리고 

(iv) 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유연한 환경대처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현 

대통신이 사업 기반 구축기， 성장기， 그리고 재도약기를 거치는 동안 축적 · 강화되어 왔다. 

1) 전문화된 기업으로의 성장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IT 기술의 발달로 편리하고 첨단화 된 미래지향적 가정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흠네트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홈네트워크 환경이란 가정 내의 가전기기 및 시스 

템을 외부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각각이 원격 접근과 제어가 가능하고， 음악， 비디오， 데이터 등 

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1) 

흠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대림산업. LG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자들과 

KT. SKT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 그리고 서울통신기술， 코맥스， 코콤과 같은 기기업자 등 다양 

한 분야의 업체들이 진입해 국내 흠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불어 정부의 흠네트워 

크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한 바 있다. 

흠네트워크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현대통신은 흠네트워크 발전과정 초기 단계인 흠오토메이션에 

서부터 시작한 토박이 업체다. 현대통신은 사엽 경험을 통해 자원과 역량을 구축한 훔네트워크 사 

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확 

보하였다. 

분사 이전 대기업의 사업부였을 당시 현대통신은 경영진의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예산 집행， 

그리고 투자결정권의 부재로 운영상 제약이 많았다. 투자우선순위 또한 저조했던 탓에 빠르게 변 

화하는 IT 사업의 필수요건인 연구개발이 어려웠고， 따라서 수익성에 기반을 둔 영업활동이 제한 

1) 출처: 홈네트워크 동향 및 서비스 적용모벨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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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사 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자결정이 이 

루어지고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흠네트워크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핵심 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했고 기업의 목표가 명확해 지는 결과를 가져왔 

다. 

현대전자의 일개 사업부에 불과했던 현대통신은 반도체， CDMA, 이동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스 

토리지， 전장 등 5개 핵심 사업에 밀려 모기업에서는 물론 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분사 이후 현대통신은 상품을 전문화하기 위해 제품 생산， 연구개발， 영업 등 모든 활동을 

흠오토메이션 및 흠네트워크에 집중하였고 이를 위해 IBS , 시큐리티 등 다른 사업부의 초점도 주 

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사업 기반 구축기에 현대통신은 제품의 기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를 실 

시했다. (주)에스원， (주)S-OK와 같은 출동 경비 업체와 제휴를 체결하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 

고， 지문 인식 기술을 가진 시큐텍 (주)과의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흠오토메 

이션 시스템의 시큐리티 기능을 향상시켰다. 더욱 고급화되고 지능화된 현대통신의 제품은 당시 

아파트 차별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던 건설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 

였다 

이후 2000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획 득한 40억 원의 공모자금 중 16억 원을 흠오토메 이션 기술 개 

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더욱 강도 높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노하우를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첨단화된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을 무렵 7억 원을 흠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태생적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개 대기업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틈 

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통신은 시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 

발을 시작하여 시장 개척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전을 택했다. 흠네트워크 제품 제작에 필 

요한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의 제휴를 실시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2001년 10월 국내 최초로 흠네트워 

크 제품(홈패드 및 흠서버)을 출시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현대통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 

명하듯 시장은 급성장했다. 

현대통신의 흠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은 성장기에도 이어졌다. 2001년 젤라인과의 제휴 

를 통해 현대통신은 전력선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한 8L2와 공동 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 국내 최초로 음성 인식 흠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 다시 한 번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높은 기술력을 재입증하면서 선도 기업 으로서의 지위를 시장에서 갖춰나감과 동시에 

‘현대전자에서 짤린 분사 기업’ 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홈네트워크 전문기업’ 이 되었다. 

재도약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린나이코리아， 경동보일러， 동양매직， 8KT 등 더욱 다양한 업체 

들과 제휴에 나서 홈네트워크 연동 기술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였다. 확고한 기술적 

지위를 확립한 현대통신은 2004년 정부 주관 첫 흠네트워크 단지를 구축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2005년에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인 HTCP(Hyundai Telecom Common Protocol)를 개발해 내는 데 성 

공하였다 더불어 2006년에는 홈오토메이션과 흠네트워크 관련 모든 제품을 'Th매ZUJ 브랜드 하 

나로 통합시키는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에게 직접 인지도를 높였으며 선택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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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8년 창업 당시 128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07년 900억 

원대까지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 

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술 

혁신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때， 초기 진입 기업이 지니게 되는 선점효과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독자 시장영역의 확대 

분사 기업은 모회사로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받고， 특정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확실한 시 

장을 갖고 출발한다는 데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같은 이점은 자칫하면 대기업의 보호에 익숙해 

지도록 만들어 자립경영 및 위기의식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주체 

적인 업무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설하게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통신의 초기 경영모습에서도 그룹 계열사 물량의 100%를 수주하며 모기업이 보 

장해주는 영업권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기업을 합리적인 ‘고객’으로 인 

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던 구성원들의 사고는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내흔 회장의 등장을 계기로 직원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시장을 확보하기위해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면서 현대통신은 서서히 성장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사업 기반 구 

축기에 현대통신은 주요 건설사들의 Key Customer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 관리하고 정기적 

인 방문을 통해 관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직원 

들 사이에서 영업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영업력을 갖춰나갔다. 이내흔 회장도 대기업 

CEO로서의 체변을 벗어던지고 직접 영업에 나섰으며， 그 결과， LG , 동부， 대림， 롯데 등의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홈네트워크 제품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성장기에는 고객 요구 사항에 더욱 기민하게 대처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홈오토메이션 제품에 비해 기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홈 

네트워크 제품은 그 특성상 고객의 요구 사항 또한 다양해 질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경우 시장의 선호를 자사제품에 맞추어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현대통신 

은 시장의 선호에 자사의 제품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디자인， 기능， 부가 서비스 등 고객이 펼요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 까지도 제품에 반영하여 원하는 제품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현대 

통신은 스피드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 , 생산， 마케팅을 운영함으로써 변화가 빠른 시장 환 

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건설사 자회사 등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된 재도약기 동 

안 현대통신은 더욱 적극적인 고객 관계 관리에 들어갔다.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건설사와 

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고객들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 

려는 건설업계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건설사별 브랜드 성향을 가미한 특화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341 



더불어 첨단 기술인 홈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제품 특성， 

미래 동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돕고 동시에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 

한 대형 건설사들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중견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사에서 사용된 아 

이템들을 제안하여 한층 수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현대 그룹 계열사에 80% 이상 의존하던 수주 의존도를 개선하여 그 수준을 10% 대까지 

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40여 개가 넘는 다른 건설사들의 수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서의 점유도 증가하여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모기업의 경영 방침 및 매출에 

의해 좌우 되었던 현대통신이었지만 독자적인 시장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제한된 자원과 역량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기 

술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통신이 속해있는 IT 업계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특성을 신속 

하게 파악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는 말이 

다. 더불어 주요 연관 산업인 건설업계의 특성 상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시되고 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했다는 점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쟁 열위인 분사 기업이 성공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력은 물론 인력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자생력 있는 독자 시장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3) 조직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효율성 강화 

대규모 모기업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고용불안과 자부심 결 

여는 초기 분사 기업이 겪게 되는 과도기적 양상 중 하나이다. 하루아침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속이 바뀌게 되니 구성원들이 느끼게 되는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과 낮아진 사회 인지도는 자연 

스럽게 위축감과 상실감， 패배의식 등을 불러오게 된다.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최고 경영자의 설득과 모범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였다. 

건설업계에서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홀륭한 경영수완을 발휘해 오던 이내흔 회장의 영입은 당시 

중대한 터닝포인트로 작용했다. 이내흔 회장의 통찰력과 확고한 신념， 강력한 추진력은 구성원들 

의 의식을 바로잡았으며， 확고부동한 경영기반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업기반 구축기 당시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패배의식으로 악화 일로를 걷던 기업 내부 분위 

기를 바로잡기 위해 이내흔 회장은 매주 부서별로 회식을 추진하고 산행， 세미나 등을 직접 개최하 

면서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참여의식 고취에 열을 올렸다. 최고 경영자이기 이전에 기업 구 

성원으로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고 신념과 의지를 가까운 곳부터 전파해 나갔다. 조직의 

내부 분위기는 점차 개선되어 갔다 직접 영업 활동을 하며 보여준 의지와 열의는 영업 인력들에게 

모범이 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기도 했다. 

설립 초기부터 구성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만들어 간 현대통신의 기업문화는 현대 그룹 

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전사적 차원의 강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과 끈기가 바로 그것 

이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힘을 결집시켜 주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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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업문화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홈네트워크 

에 대한 이해는 홈네트워크 사업이 성장할 당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략 방향을 유연하고 즉 

각적으로 변경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칭찬경영’ , ‘Beer day' . ‘기념일 챙기기 운동’ 등을 마련하여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철저히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효율 

성을 배가시켰다. 특히 2006년 마련한 ‘개선제안제도’ 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새 

로운 아이뱀 및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하도록 했다. 물론， 제안된 안건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 진급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를가져 오게 하였다.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경영자의 신념은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통신은 최고경영자의 열의와 위기의식 공유를 통한 

조직 구성원 결속력 강화를 통해 분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일구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유연한 변화대처 

분사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핵심사업 위주의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며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섬유， 자동차 

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산업보다는 소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지식， 서비스 

업종에 더욱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흠네트워크 산업은 시장의 빠른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과감한 투 

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분사 당시 현대전자의 관료적 조직 특성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데에만 1~2개월이 소요되게 만들어 시장 대처 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 

다. 더욱이 하부 계층의 의견이 상층부로 잘 전달되지 않아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 

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했다. 

분사 후 현대통신은 슬림화된 조직구조와 주력 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결재 과정을 3단계로 축소시켰고， 권한과 책임의 대폭 이양을 통해 시 

장 특성을 반영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재도약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개발 초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더불어 2004 

년 ‘마케팅팀’ 을 신설하여 연구소와 현장 사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각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유도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현대통신은 조 

직 내에서 계층 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에 있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의 교류와 부서 간 협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흠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소규모 기업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분사 후 현대통신 사례와 같이 소규모 조직이 경영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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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현대통신의 성공요인 

2.3.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 이내흔 회장이 환기 사업 강화와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미래 전략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까 
닭은 무엇인가?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기업 간 경쟁， 고객 동향， 국내외 시장 

상황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건설 정책과 IT 정책은 홈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IT 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2004년부터 IT 839 전략. U-IT 839 전략， NEW-IT 전 

략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며 흠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건설 정책에 있어서 

는 2007년 부동산 과열 현상 및 투기 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업 

체의 분양가부담이 한층높아져 향후건설업체의 홈네트워크제품도입은감소할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 진출과 대형 건설업체들의 자회사 설립이 잇따랐기 때문에 추후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를 뒤이어 2007년 삼성중공업이 흠네트워크 브랜드인 

‘바하’를 앞세우며 시장에 진출하였고， 하반기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IT 자회사인 아시아나 

IDT를 설립하며 계열사(금호건설， 대우건설)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 

했다 1년간 분양되는 아파트 세대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사의 이 같은 자회사 설 

립은 기존 홈네트워크 업체의 아파트 수주 물량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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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업계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아파 

트 미분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 일로에 

접어든 것이다. 최근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분양 

가 상한제에 따른 건설사들의 건축비용 줄이기 노력은 향후 고가인 홈네트워크 제품 채택 수요의 

감소로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홈네트워크 업체들은 산업 발달이 미진하던 해외 홈네트워크 시장의 성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IT 인프라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흠네트워크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부터 신흥 개발국까지 글로벌 홈네트워크 시장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홈네트워크 기술이 앞서있는 한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 

이 익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술한 4가지 측면의 환경 변화를 종합해 보았을 때，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흠오토메이션 및 홈네트워크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60% 

를 차지하는 현대통신의 경우， 내수 시장에 국한된 사업만으로는 향후 수익성이 불확실해질 수 있 

다. 

따라서 현대통신의 주요 경영현안인 수익 구조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 다 

각화를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각화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사업부 가운데 경쟁 우 

위가 가장 강력한 흠네트워크 사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현 

대통신은 기 진출한 환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홈네트워크 사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구조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환기 시스템 사업은 현대통신이 가장 최근에 진출한 사업 영역으로 주력 제품인 홈네트워크 시 

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추가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환기 시스템 사업은 건설사 고객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홈네트워크 사업과 운영상 유사한 점이 많고， 더불어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환기 사업은 현대통신의 

‘균형 잡힌 수익구조 마련’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내 시장의 경쟁 심화와해외 홈네트워크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감안할때， 현대통신은해 

외로의 공격적인 진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가 

는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4. 환기 사업의 경쟁력 강화 

, 환기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실행방안 
은무엇인가? 

현대통신은 오랜 숙원이었던 ‘수익 구조 다변화’ 달성을 위해 2007년 환기 사업에 진출하여 ‘제 

품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환기 시스템의 수요층이 기존의 건설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대중 

공동 시설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층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품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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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시장 다각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기존 흠네트워크 사업과의 자원 및 지식 공유 

로 사업부 간 시너지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업 다각화 전략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현대통신의 환기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산업 

매력도 분석， 진입 비용 분석， 그리고 다각화한 신규 사업부와 기존 사업부 간의 시너지 창출 여부 

분석을 차례대로 수행할 것이다. 이 후 생산， 마케팅관리，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기술 개발 등 경 

영상의 주요 기능적 측면에서 환기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좀 

더 공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써 환기 전문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1) 다각화 타당성 분석 

현대통신의 환기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마이클 포터의 ‘다각화 전략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였다. 마이클 포터는 기업의 다각 

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산업 매력도 분석’ , ‘진입 비용 분석’ , 그리고 ‘개선도 

창출 분석’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개선도 창출 분석’ 

을 시너지 창출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분석 테스트 결과， 현대통신의 다각화 전략 

이 타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1 ) 산업 매력도 분석 

신규 진출한 환기 사업의 다각화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이 구조적으로 매 

력을 지니거나 매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조적 매력도 

분석을 위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동인 모형 (5 forces model)을 이용해 산업 환경을 분석하였다， 5 

가지 동인이란， 기존 경쟁자간의 경쟁，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 교섭력，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 

체제의 위협을의미한다 

먼저 기존 경쟁자간의 경쟁 양상을 살펴보면， 산업 초기에는 중견 · 중소업체 등의 전문 기업이 

주를 이루어 14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신규업체들의 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환기 시스템 시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2006년 시장 규모가 3 ， 000억대 

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가량 규모가 성장하였다 2008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8 ， 000억대의 시장 

규모를 갖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기업， 공조업체 등이 포함된 40여 개의 업체 

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에 비해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 졌다. 

다음으로 공급자 교섭력이다. 환기 시스템 전통 업체인 중견 · 중소업체들은 주로 자체 기술 개 

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대기업들은 과거 일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체 

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일본 제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현대통신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설계생산(ODM) 방식을 채택하여 외부에서 환기 시스템을 공급받고 있다. 종합해 볼 때， 환기 시 

스템 제품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렵지 않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쉽고 다수의 전문 업체들이 존 

재하기 때문에 공급자 교섭력은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구매자 교섭력이다 환기 장치 설치 의무화로 1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텔링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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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지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환기 시스템의 수요 영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잠재 수요층이 확대된 만큼 

경쟁자들도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 
다. 더구나 현대통신의 경우에는 소비자 교섭력 측면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규모가 유사한 
중소 홈네트워크 엽체는 마케팅 자원이나 인지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소비층 가운데 이미 거 

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설사를 우선 공략할 가능성이 큰데， 이들 건설사는 한꺼번에 제품을 대 
량으로 구입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구매파워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 소비자들보다 더욱 교섭력이 

강하다. 

다음은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다. 환기 시스범 시장의 확대 전망에 따라 최근 대형 가전사， 보 

일러업체， 차량용 에어필터 생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2007년 

에서 2008년까지 2년 사이에만 보일러업체인 린나이코리아， 귀뚜라미， 대성첼틱 등과 차량용 에어 

필터업체인 성창에어텍 등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은크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대체재의 위협이다. 법에서 규정한 의무 설치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가정이나 소 

규모 시설 소유주들은 환기 시스템 대신 공기 청정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기 시스템 설치비 

용은 30평에 약 250만 원인 반면， 대체재인 공기 청정기는 대용량 제품 가격이 최대 150만 원이므 

로 가격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이들은 공기 청정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관련법 의무 

규정에 따라 건설사나 대중 이용 시설과 같은 대량 수요자들은 환기 시스랩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환기 시스템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공기 청정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수요자들은 환기 시스템을 

대체할 만 한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체재의 위협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기 시스템 산업은 공급자의 교섭력은 낮은 수준이며 대체재 또는 대체 서비스의 

위협 수준이 역시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진입이 쉽고 기존 경쟁 

이 치열하며， 잠재적 진입자가 많고， 구매자의 교섭력 역시 높다. 비록 경쟁이 치열하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 매력도가 그리 낮지 

않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2) 진입 비용 분석 

환기 시스템의 시장 매력도는 그리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환기 사업 진출 시 진입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비용 측면에서는 기술 및 영업 활용과 관련하여 환기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인력 충원이 예상됨 

에 따라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ODM 방식의 생산 체제로 인한 외주 가공비， 

테스트 장비 등 자제 구입 비용， 운송 및 보관비 , 신제품 홍보에 따른 일정 수준의 광고비가 수반 

될 것이다. 반면 현대통신은 ODM 업체를 활용하여 설비나 인력 등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건설사들을 우선 공략할 경우 광고 및 홍보에 드는 비용도 

조금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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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측면에서는 환기 시스템 판매， 필터와 같은 소모품 판매를 통한 성과가 직접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주력 제품인 홈네트워크 제품과 교차 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설사 이외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법 개정 이후 비교적 꾸준한 수요가 발생해 사 

업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간접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환기 사업 진출 시 ODM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출에 예상되는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대 수익 측면에서 다양한 직 ·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 

보다， 환기 사업은수요가비교적 안정적이며 향후 ‘홈’ 이외의 새로운시장확보가가능하다는점 

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이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너지 창출 분석 

새로운 사업 추진에 앞서 현대통신은 홈네트워크 사업에서 축적한 자원 및 역량과 환기 사업의 

자원 및 역량 간의 공유 및 보완 가능성， 즉 두 사업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현대통신은 흠네트워크 사업에서 획득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오랜 기간 축적해 옹 시공능력 

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 설계 및 건축 공사， 전기 공사 부문에서 환기 시스템 사업과 자원 

을 공유할 수 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 시공을 병행할 경우，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 

다는 장접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객 네트워크와 판매 인력을 활용하여 동시에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업 교육 및 관련 활동을 두 사업부가 공동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 

특히 기술연구소 산하에 있는 PJTPOOL을 적극 활용한다면 두 사업부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PJTPOOL은 자원관리， 비용관리， 리스크관리， 일정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팀의 

POOL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008년 초에 도입되었다. 이는 H끼N， S끼N， F.끼N， 

기구 팀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시 다른 프로젝트에 투 

입하는 방식이다 H끼V팀이 주축이 되어 ProjeαManager를 선발하고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결과를 보고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PJTPOOL을 적극 활용할 경 

우， 홈네트워크 사업부의 구성원과 환기 시스템 사업의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증대되 

며， 이를 통해 두 사업부의 구성원 간 현장 경험과 시공 능력 등의 원활한 이전 및 공유를 도모할 

수있다. 

(4) 타당성 분석 종합 

〈도표 4> 환기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종합 
테스트 내 용 분석결과 

매력도 최근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급격한 수요 증가 전망으로 중 

테스트 사업 자체의 매력도는 그다지 낮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진입 비용 Cost-of-En며rTest를 통한 환기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시， 사업 추진에 따른 중상 

테스트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시너지 창출 홈네트워크 사업에서의 다양한 현장 경험， 오랜 기간 축적해 옹 시공 능력， 기존 상 

테스트 고객 네트워크는사내 뀐TPOOL 등을통해 환기 시스템 사업과공유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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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매력도 분석， 진입 비용 분석， 그리고 다각화한 신규 사업부와 기존 사업부 간의 시너지 창 

출 여부 분석을 거친 결과， 현대통신의 환기 사업 진출은 타당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대통신 

은 기존 핵심 역 량의 강화와 활용을 위하여 앞으로 환기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환기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사업부간 기술 이전 및 활동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직적 측면에서도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홈네트워크 사업팀과 환기 사업부 간의 시너지 창출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 

안을 정리해보면 〈도표 5)와 같다. 

향후 전개될 환기 시스템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치열한 경쟁을 고려할 때， 전술한 세부 실행 방 

안에 더하여 현대통신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한층 공격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현대통신은 환기 사업부를 독립적인 사업부서로 두지 않고 시스템 사업부 안에 

‘환기 사업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점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성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조기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환기 사업부로의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다. 

이에 더해서 경쟁 우위 획득을 위하여 환기 시스템 전문 중소업체에 대한 M&A를 고려해 보아 

야 할 것이다. 이후 환기 시스템 관련 기술력 및 노하우 강화와 환기 시스댐 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환기 시장에 참여한 경쟁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할 때， 다수의 M&A대상 기업이 존 

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대통신은 보유역량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M&A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대통신이 보유한 기존 자원과 역량을 신규 사업부와 결합해 새로운 경 

쟁우위를 창출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표 5) 환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 

구 분 내 용 

생 산 •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건설사는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환기 시스댐 설치를 
기피할 것이므로， 중 저 기능의 제품생산에 주력해야함 

• 흠네트워크와 연계시킨 패키지 상품을 생산해야 함 

마케팅관리 적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충까지 공략하기 위해서는 소요 자원 확대가 수반되므로， 흠네트워크 

사업의 기존 거래선을 이용하여 건설사를 집중 공략 해야 함 

서비스 cs센터의 공유를 통해 흠네트워크 시스템 고객과 환기 시스댐의 고객을 동시 관리해야 함 

인적자원관리 고객 네트워크의 공유를 위해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을 공유해야 함 

기술 개발 PJTPOOL 활동을 통해 사업부 간 기술 및 자원을 획득하여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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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훔네트워크 사업의 해외 진출 

’ 향후 현대통신은 흠네트워크 사업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 
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 

과거 세계 흠네트워크 시장은 미약한 IT 인프라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더디게 발전 

해 왔다. 그러나 2007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PC 및 모바일 기기 

확산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홈오토메이션 서비스’ 를 통해 형성된 홈네트워크 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들이 ISO와 IOS 등 표준단체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시작함에 따라 향후 홈네트워 

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내 흠네트워크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누적과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통신의 경우，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흠네트워크 사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산업 환경의 변화는 향후 성장을 불투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대 

통신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균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지 

역 다각화’ 를 추진하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사례 분석에서는 진입 시장 선정， 내부 역량 및 

자원 분석， 진입 방식 결정의 3단계 진입 전략 Framework를 활용할 것이다. 진입 시장 선정에 있어 

서는 국내에서 흠네트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인을 추출하고 국가별 CAGE 모텔을 적 

용시켜 진입 시장 매력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내부 역량 및 자원 분석 과정을 통해 해외 진출 

시 기존 내부 자원과 역량의 활용 방안과 보완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진 

입 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1 국가 1 Agent 전략，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방식， 일본현지법인 활용 등 

세부적인 진입 전략을 제시해 볼 것이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일단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에 

관하여 살펴볼것이다. 

1)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세 계 홈네 트워 크 시 장규모는 2004년 638억 달러 2005년 768억 달러 2007년 1 ， 027억 달러 로 점 

차 확대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의 성장세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환경에 

서 앞서가고 있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 졌으나 IT 인프라 보급의 확산과 

전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여타 신홍 국가에서도 홈네트워크 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 흠네트워크 시장 동향에 따라 국내 홈네트워크 기기업자들 

은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아시아， 이란， 중동， 이탈리아， 유럽， 러시아， 미국， 

남미와 같은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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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 국가선정 

(1) 진출 후보국선정 

흠네트워크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인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홈네트워 

크 제품을 판매할 진출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수준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미 높은 수준의 IT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자국 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내의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업체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 

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IT 기술이 이제 막 발탈하고 있는 신흥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2007년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해외 유망 신흥 IT l17H 국’ 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 

여 주요 국가별 현대통신의 진출 가능성을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몇몇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인도，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 

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헝가리， UAE , 필리핀 등을 유망 신흥 IT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2) 국가 간 차이 분석 : CAGE 모델 적용 
CAGE 모텔은 P때kaj Ghemawat 교수가 제안한 국가 간 차이 분석 틀이다. 이 분석 모형은 해외 

진출 시 진입 국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Ghemawat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 시장의 규모에 현혹되어，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각종 요소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추진 할 경 

우， 자신의 사업 이 성공했던 국가와 앞으로 진출할 국가 간의 다차원적 인 차이 , 즉 ‘거 리’ 를 고려 

해 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 이 다. 그리 고 두 국가 간 거 리 를 문화(C버ture) , 행정 (Adrr1inisσation) , 지 

리( Geography) , 경제 (Economic)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외 진출 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적 으로 Ghemawat는 기 업 이 속한 산업의 특성 에 따라 4가지 차원의 영 향력 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CAGE 모텔의 4가지 차원 중에서 흠네트워크 시장이 발달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11개 국가의 시장 매력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 6) 유망 신흥 IT 국가 선정기준 

단계별 주요분석 항목 

IT 시장분석 연평균성장률/IT 시장규모 

수출입분석 30대 수출입국가/수출품목별주요국가/ 

2차자료조사 

교류협력분석 EDCF 지원/시장개척단파견국가 

설문조사 업계의 시장전망/재수출 · 진출국가 

출처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7 

고려사항 

1인당 GDPI통신보급률 

2005 수출입규모12004 수출입규모/해외 진출 

기업 수 

정부 간 협력관계/민간협력관계 

품목별주요국가/정부요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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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흠네트워크 산업 발전의 주요 영향 요인 

홈네트워크 산업이 발달하는 데에는 고층화 · 밀집화 된 주거 형태， 정부의 IT 육성 정책， 초고 
속 인터넷 보급률， 건설 경기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외 현지 시장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 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지국 언어， 건설 경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도시 개발 계획， 개별 신홍 

개발국의 구매 여력을 지닌 고소득층 분포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경우， 홈네트워크 산업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 거리， 행정적 거리 그리고 경제적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다만 지리적 거 

리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화적 거리를 대표하는 요소는 언어이다 언어는 해외 진출 시 여러 가지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지국의 언어를 흠네트워크 제품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가전， 기기와의 연동을 위한 현지 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을 수행할 경우나 현지 업체에 유 

지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일수록 진 

출국가로서의 매력도가 높다. 시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흠네트워크 제품에 언어 구현이 어려운 특 

별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다. 

두 번째 요소는 주거 형태이다. 국내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밀집된 주거 형태가 발달하여 홈네트 

워크 제품 설치를 위한 배관 및 배선 공사가 편리하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 

택 문화가 발달하거나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진입 대상으로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세 번째 요소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신도시 개발 계획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동 주택 수요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꼽을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IT 인프라 발달 여부이다. 정보통신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유망 신홍 IT l17R 
국가는 대부분 이미 IT 인프라 조성 및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 
률과 각국 정부의 IT 육성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요소는 건설 경기이다. 시공 단계부터 배관， 배선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는 훔네 

트워크 시스템은 주로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므로 건설 경기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흠네트워크 제품 

의 판매 가능성도 커진다. 

여섯 번째 요소는 고소득층 분포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국 GDP와 같은 

전반적 인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그러나 GDP는 해당 국가의 평균적 인 소득수준만을 보여줄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GDP가 낮은 국가이더라도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층이 존재해 성장 가능한 시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홈네트워크 제품 구매 의사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고소득층이 분포하거나 고소득층의 구매 활동이 왕성할수록 진출 시장으로서 

의 매력도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사례 분석에서는 문화적 거리 (C)와 관련하여 언어와 주거형태를， 

행정적 거리 (A)와 관련하여 신도시 계발 개획과 IT 육성정책을 경제적 거리 (E)와 관련하여 초고 

속 인터넷 보급률， 고소등층 분포， 그리고 건설경기 등을 파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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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CAGE 분석 

앞서 선별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유망 신홍 IT 11개 국가의 매력도를 비교 · 분석한 결과， <도표 

7)에 정리되어 있듯이 러시아， 중국， 브라질， 터키， UAE 5개 국가가 진출 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수 배분 기준을 살펴본 뒤 ,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UAE에 대해 개략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본 사례 분석에서는 언어， 주거형태，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의 요소들을 국가별 시장 환경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0점， 1 점， 3점을 부여했다. 언어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영어를 공용어나 상용어로 채택한 국가일 경우 1 

점을 부여했다. 주거 문화에서는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에 1점을， 최근 발달하는 주택 

형태까지 공동주택일 경우 최고점인 3점을 부여했다. 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 

혹은 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 1점을， 그 중에서도 주택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 

으로 보이는 계획을 가진 경우에는 최고점인 3점을 부여했다.IT 정책 측면에서는 IT 정책을 시행 

하고 있는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흠네트워크 산업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 

책을 추진 중일 경우 최고점인 3점을 부여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현 시점에서의 보급률이 

양호할 경우 1점을， 향후 관련 인프라 보급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최고점인 3점 

을 부여했다. 또한 건설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는 1점을， 건설경기가 활발한 가운데 주택 수요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최고점인 3점을 부여했다. 고소득층 분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고소득층이 존재하므로 고소득 계층이 비교적 두럽거나 최근 활발한 소비 성향을 보일 경우 최고 

점인 3점을부여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비교 · 분석한 결과， 진출 국가로 러시아， 중국， 브라질， 터키， 

UAE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들 5개 국가 가운데 UAE가 가장 높은 점 

수를 획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UAE는 영어를 상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 최근 오일달러의 유입 

때문에 고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거 건물도 대부분 고층 아파 

트이며， 2008년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사디야트 아일랜드 개발 계획’ , ‘알라하 

비치 콤플렉스 개발 계획’ 등과 같은 107R가 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5 

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15.6%에 달하여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2006년 한국과 IT 분야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는 점도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 UAE가 흠네트워크 사 

업 진출을 추진해 볼만한 가장 유망한 국가라고 판단된다. 

(5) 추가고려 요소 

CAGE 분석을 통해 11개 국가의 문화적， 정책적， 지리적， 경제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 

중국， 브라질， 터키， UAE 5개 국가가 흠네트워크 제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보국 선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은 다른 몇몇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메이드 문화(하녀 문화)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홈네트워크 기능을 사람이 대체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홈네트워크 수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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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 〈도표 7)CAGE 모텔에 따른 국가 간 차이 분석 

1 헝가라 2 터키 3UAE 4‘브라질 

Di없nce 언어 • 헝가라어(영 독어 구사가능) •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아랍어 ·공용어(아랍어)， 상용어(영어) ·포르투갈어 

ofCulture 주거형태 • 아파트는 많으냐 많은 세대가 붙어 • 아파트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 아파트 형태가 대부분이며 아부다비， •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최근 
(문화적 거리) 있는 형태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아파트건축도늘고있음 아즈만， 두바이， 라스알카이마에 계 브라질의 부동산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주택 건축은 늘어나지 않음 속적인 주거 및 복합건축물 건설 계획 게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고급 주상 

으로 주택 건설량이 증가할 전망 복합 주택， 서민 아파트 등의 투자 증가 

가예상됨 

Distanceof 신도시 • 신도시개발계획을 찾지 못함 • 공업지역을 출루(CORLU)와 체르케지 • 사디야트 아일랜드 개발 계획 (호텔 • 신도시개발계획을 찾지 못함 
Administration 개발계획 쿄이 (CERKEZKOY) 지역으로 분산하는 29개， 마리나 3개， 주거용 빌라 8,000 
(행정적 거리)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채， 아파트 38 ，000가구 설립 계획) 

• 알라하비치 콤플렉스 개발 계획(완공 
후 120，애0명 이상의 거주인구 예상) 

IT • 인터넷 보급 확대 계획(컴퓨터 구매 • 한·터키 간초고속 인터넷， 전장정부 • 한국은WiBro 및 흠네트워크， 테레 • 정부의 국민인터넷 보급 확대 정책 및 
육성정책 지원， 사용자 교육， 학교 무료 접속 구형 등 IT 분야협력 강화를위한 매틱스등다양한 IT 서비스의 UAE 신규 PC 가격 하락및 대출확대 등에 

등) 양해각서 체결 (2005) 진출을 논의하였고， 장관회담과 함께 힘입어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 

·연간 소득 2만 달러 이하인 가계 대 한 UAE 간의 협력확대를 위한 IT 
상으로 IT 제품 구매 시 소득세 공제 분야 MOU를 체결 (2006) 

혜택(구매가의 50%) 

Di없nce 물리적 8,180km 7,752km 6，789때1 17,557km 
of Geo망-aphy 거리 

(지리적 거리) 

Distanceof 초고속 • 무선통신 보급률 77.69% , 인터넷 .2007년 터키의 인터넷보급률은 22.8%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5.6%(2005)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8%(2007) 
Economic 인터넷 보급률 23.22% , 초고속 인터넷 보급 • 터키의 최대 유선통신사업자인 Turk • 인터넷 사용률 26 .7% 중 광대역 인터넷 •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에서 통신 부문에 

(경제적 거리) 보급률 률 11.9%(2α)6) Tele∞m의 ADSL 패키지 가격인하로 이용자 60.9% 융자제공， 앞으로도 제공할 예정에 통신 

• 인터넷 시장 급속도로 성장， 브로드 보급률이 증가할전망 • 통신시장이 발달， 브로드 밴드 가입자 부문발달이 전망됨 

밴드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기대됨 .2002년 이후 경제회복으로 고소득층의 증가전망 

고소득층 • 전체인구(약 900만 명) 중 20%가 소비확대 • 지속되는 고유가와 경제호황으로 중동 • 부유층(인구 10%)의 GDP 점유율 49.8% 
분포 고소득층 지역 부유충증가 • 인구 1%인 최고부유층 GDP 점유율 

• 최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증가 16%(인구 약 1억 9천만 명) 

전망 • 경제호황， 임금상승 등으로 전반적 소비 
λd↓1까) 

건설경기 •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건설 • 대지진 이후 복구되지 않은 노후한 .2008년 6월 기준， U뾰의 전체 프로젝트 • 아파트 수요 증가로 부동산 수요 확대 
경기악화 건물， 최근 5년 연구 인구증가율이 20% 규모는 총 8 ，822억 달러로 이중 건설 프 • 주택 부족으로 앞으로 주택 수용 증가할 

• 건설 중 건축이 약 36%를 차지하며， 를 넘는 급격한 인구팽창 등의 요인으로 로젝트 규모 7 ，346억 탈러로 전체 프로 전망 

06년 긴축정책으로지속적인 감소 주택 수요가늘어 건설경기 활성 젝트의 83%의 비중 

추세 



〈도표 7) 계속 

·중국어 D잉tance 언어 

ofCulture 주거 형 태 

(문화적 거리) 

5 인도네시아 6 필리핀 

• 인니어 (B왜asa Indones뻐) • 타갈로그어 (공용어 ), 영어 (상용어 ) 

.2006년 3분기 콘도미니엄 판매가 최 • 크게 하우스 형태의 타운하우스， 방가 
저치로 하락했읍 2007년 애널리스트 로 하우스와 콘도미니엄 형태로 나됩 

들이 아파트 대거 공급을 전망하고 • 최곤에는 부유층들의 고급 콘도미니엄 
있으나， 금리하락과 건자재 비용 상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승으로 인해 공급가를 낮추지 않고 
분양을미루고있음 

7 중국 8 인도 

• 흰두어 18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 주거형태는 대부분 아파트이며 2025년 • 현재 249억 채 중 177억 채는 시골주택 
까지 60억m2 면적의 도심주택 건설 계획 

Distanceof 신도시 

Administration 개발계획 
(행정적 거리) 

IT 
육성정책 

• 선도시개발계획을 찾지 못함 

·인도네시아정보사회 2015년‘ 

정략적 U 지원정책 

·정부의 강력한 IT 확산정책: 

4P(정책， 파이트(인프라스트럭쳐 l ， 

민영화，사람) 
• 현재 유선과 무션을 다 합쳐도 통신 
보급률이 20%가안됨 

• 보니파시오 글로별 시티를 유명 종합 • 동 • 서부지 역의 경제력 격차 감소， 국토 .2030년까지 3억 인구를 도시화한다는 목 
병원， 국제학교， 국제 컨벤션 센터， 싱가 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 도모를 표로 순차적인 도시개발 추진 
포르 및 한국 대사관， 대형 쇼핑몰을 위해 2050년까지 8조 위안을 투입하는 
갖춘 복합 선도시로 개발 중 서부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 

.2때4년 1분기에는 IT 분야 투자 26억 .11차 5개년 규획 (2006-2010) 기간 동안 • 케랄라 주(洲)를 중심으로 시민의 생산 
3 ， 000만 페소 가운데 92%가 콜센터 투자 2억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해 인터넷 성， π 기술 및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π 
에 집행된 것으로 조사 보급률 15% 향상 계획 정책 시행 

• IT Park(일정 요건을 갖춘 IT 단지 및 
건물에 공단 조성 및 투자 인샌티므 

제공) 

Distance of 불리 적 5,302km 
Geography 거라 

(지리적 거리) 

Disαlceof 

Economic 
(경제적 거리) 

뻐
 

957km 4,692km 

~J낀수소「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0.1% • 초고속 통신망 가입비율이 0.1% 미만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수가 2억 2천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 미만 
인터넷 • 열대 우림 기후의 군도라는 지리적 (인터넷 보급률이 9.6% , 그 중 초고속 (2007 , πU) (2008 , 전체 인구 11억 중 310만 명에 불과) 
보급률 특성으로 전국적 네트워크 커버리지 통신망가입은 8%) .IT가 비교적 양호한 발전수준 유지 • 인도정부가 2010년까지 2000만 개의 광 

달성이 어려움 ·각지역 간정보통신 인프라차이에 따 대역 회션을 설치할 계획이며 Wl!IlaX구 
라네트워크구축이 어려움 축 사업이 인도의 광대역 서비스 활성화 

에 포문을열 계획 

고소득층 • 인구의 약 10%(전체인구 약 2억 • 인구(약 8900만 명)의 80%가 월 소득 •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고가품과 저가품 •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이 급속히 확대 
분포 5천만 명)인 부유층과 나머지 서민층 27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의 소비 양극화 현상이 었음 중 

으로소비구조양분화 ·고급가전， 주택， 정보통신기기， 화장풍주택 수비계층인 고소득층은향후 4년 
• 중산층의 고급 공동주택 수요가 증가 금 • 은 보석류 소비 역시 높은 상승세를 이내에 엠00만 가구에 달해 지금보다 

보임 60% 증가함 것으로 전망(2005) 

건설경기 ·건설경기 활성화 • 마카티 지역의 주택 및 콘도 임대료 상 • 대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들은 고가 주택 • 주택수요는 폭통하는 데 공급이 이를 따 
·대부분이 아파트나유통상가， 백화 승률은 지난 2004년 9.3%, 2005년 이나 정부는 신주택 개발 시행령을 통해 라가지못함 
점의 볼에 투자됨 12.9% , 2006년 17 .3%, 2007년 21.8%로 고가 주택 건설을규제하고 중저가주택 ·인도지방정부들이 대규모주택 건설 사 

4년간 무려 60 ，3%의 상승 공급을장려하는규정이 마련 업을진행중 

Q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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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계속 

Distance 언어 

ofCulture 주거형태 

(문화적 거리) 

Distance of 신도시 

뻐미뼈σauon 개발계획 

(행정적 거리) 

IT 

육성정책 

Distance of 물리적 

Geography 거리 

(지라적 거라) 

Distanceof 조고속 

Economic 인터넷 

(경제적 거라) 보급률 

고소득층 

분포 

건설경기 

9 러시아 

·러시아어 

10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어(상용어 영어) 

11. 태국 

•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99%가 아파트형 주택， 2때6~201O주택 프로그램 •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콘 • 방콕 중심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및 고소득층이 선호 

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8000만 m'의 아파트가 도미니엄， 서비스 아파트 등의 건설이 활발함 하는 콘도미니엄 건축이 급증 

신축될예정 

·극동의 중심도시 합로프스크시(市) 개발계획(약 ·데사파크시티를저밀도의 친환경적얀 도시로개발중 ·신도시개발계획을찾지 못함 

20만 평 부지에 총 3단계에 거쳐 아파트 7 ，000가구 

공급계획) 

.2애5년부터 e-Russia 정책을추진하고 있으며， 6억 .2020년 아시아의 IT 허브가된다는 ‘M며a빼’s Vì잉on’ .2002년부터 rr 2010' 중장기 계획을수립하여 정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통신 인프라 확충， 전략의 초석인 전자정부를 구현 중 화 인프라 투자증진에 힘쓰고 있음 

산간지역 인터넷 보급등에 집중하고 있음 

6，619때1 

•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3% 
• 와이브로나 와이맥스 기반 상품을 제공할 기업들 

의 진출이 활발함 

4,619km 3,727km 

• 유선 브로드 밴드율이 10%로 낮은 상황 • 초고속 인터 넷 보급률 10% 

•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나 • 전체인구 6，200만 명 중 10%인 6oo~7oo만 명 

지라적 제약이 장애요인으로작용 

• 인구의 10%(인구 약 1억 4천만 명)이 부유층이며 전체인구(약 2 ，700만 명)의 약 23.1%인 화교로 지칭 • 왕족 귀족 지배계급이 전체 인구(6，때0만 명)의 5% 

고가의 서구 최고급 브랜드를 선호함 되는중국계가상권장악 

• 고유가로 경제성장과 중산층 소득 증대 • 고소득층의 수요증가로 고급주택 가격이 급등세 

.2006년 연면적 50.2백만 m'에 달하는 60만 호의 • 연간 10%의 속도로 도시화 진행 • 부동산 시장의 밝은 전망에 따라 주택 수요증가 

주택 건설(전년대비 15.2% 증가) • 건설경기 성장세， 최근에는 도로， 철도， 상 • 하수도 • 고급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공급도 

관련 프로젝트의 인프라프로젝트가 많았음 늘어남 



〈도표 8)CAGE 분석 결과 종합 

헝가리 터키 UAE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C 언어 () • l • • () • l • l l 
주거 형태 () • • • l • • • • • • 

A 선도시 개발계획 • l • • • l • • • l • 
IT 육성 정책 • • • • () l • () • l () 

G 지리적 거리 • • • • • • • • • • • 
E 초고속인터넷 • • • • • • • l • • l 

보급률 

고소득층분포 • • • • • () • • • • l 
건설 경기 • • • • • • • • • l • 
합계 11 16 19 15 8 10 18 12 18 10 10 

접수 환산 기준. 3점 /()1점 /00점 

건설사 관계자와 최종 소비자들이 자국 상품에 강한 선호도를 보일 경우에도 자사가 보유한 기술 

력이나 품질 수준과는 무관하게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5개 국가에 

대해서도 진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3) 내부 자원 및 역량 분석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현대통신의 역량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외 진출 시 그대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해외 진출 시 현대통신의 

내부 역량 활용방안과 보완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 개발 역량은 기술 담당자나 제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 상대적으로 다 

른 역량들에 비해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출국의 현지 기후나 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새 

로 제작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가전 및 기기 연동과 관련하여 낯선 현지 업체들의 관 

계자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기술력파조정 및 통합 역량이 요구되어 진다. 

고객관계관리 역량은 해외 진출 시 단기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구 

축된 고객관계관리 역량은 국내 건설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현지 건설사 

와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때는 그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언어 장벽， 풍습과 같은 

문화적 차이는 현지 거래선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 건설사와의 동반 해 

외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구축된 관계를 다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알수있다. 

높은 조직 몰입 역시 해외 진출 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요소들이 지리적인 거리나 문화적 거리로 인해 현지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계 몰입도가 낮은 현지인을 채용하거나 파견된 직원의 조 

직 몰입도가 감소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 시， 채용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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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관계 및 조직 몰입도를 높이거나 현지로 파견된 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관리하기 위한 추 

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도 해외 진출 시 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시차나 문화적 차이 등으 

로 인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지와 

본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신속함을 유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해외 진출 시 현대통신은 국내에서 홈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쌓아온 기술 자원이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해외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구축해 놓은 일본 현지 법인과 홈오토메이 

션 거래 경험， 거래 관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해외 진출 방식 
해외 시장 진입방식으로 ‘1 국가 1 Agent 전략’ ,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방식’ , 그리고 ‘일본 현 

지 법인 활용’ 등을고려해 볼수 있다. 

(1) 1 국가 1 Agent 전략 

현대통신은 홈네트워크 제품 관련 수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판매방식보다는 위 

험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Agent 중심의 수출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진출 가능성을 가진 국 

가로 선정된 5개 국가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신흥국가들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gent 방식은 홈오토메이션 수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진출 방 

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관련 위험도가 낮은 Agent 중심의 

간접수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간접수출방식은 해외 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무역상사의 인재 및 자금， 해외 판매망 

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 특히， 최소의 투자만으로도 현지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철수 시에도 다른 진입 방식에 비해 손실이 적다. 반면， 거래처가 불안정하고 

해외 고객이나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간접 

수출방식에 의존할 경우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및 제품 이미지 창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 

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통신은 간접수출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동 

종 업계에서 가장 글로벌화 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Conunax의 ‘1 국가 1 Agent 전략’ 을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 초기， 해외 시장에 대한 몰입 수준을 높였던 경쟁업체 Conunax는 현지 파 

트너의 열정과 노력이 판매 실적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지파트너의 영업활동을 독 

려하기 위해 각 국가에 단일 Agent와 판매 계약을 맺어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전략을 구사하였 

다. Conunax의 이러한 전략은 현지 파트너와 독점 총판 형식을 통해 인간적 유대관계를 높임으로 

써 현지 파트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해외 진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Conunax는 지역별 진출이 고도화 될 경우， 현지파트너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시행하고 책임 

을 강화시켰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국 Agent에 대해 사후 서비스(NS)까지 위탁하여 현지 시장 

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결과적으로， Conunax는 이 같은 ‘1 국가 1 Agent 전략’ 을 통해 

80여 개 국가에서 균형 잡힌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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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9> 코맥스의 지역별 수출비중 

구분 북미 중남미 유럽 
X 

효
 

아프리카 아시아 

2.80% 14.60% 

대양주 

수출비 중 23.60% 14.70% 29.10% 14.10% 1.10% 

출처: 한국경영사학회， 코맥스의 세계경영에 대한 역사적 조명， 2003 

현대통신은 이러한 Commax91 ‘1 국가 1 Agent 전략’ 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에서 오는 위험을 최 

소화하고 동시 에 현지 파트너 와의 relationship 강화를 통해 현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켜 야 한 

다. 이러한 ‘1 국가 1 Agent 전략’ 은 현대통신의 내부 역량이었던 조직 몰입도 향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만 하다. ‘1 국가 1 뱅ent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현지 파트너의 열정과 능력이므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경우에 

현대통신은 가장 먼저 최상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Agent를 선 

발한 이후에는 현지 파트너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내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현대통신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고객관계관리 역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통신은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국내 건설사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해 

외 진출시에 과연 적용될 수 있을지 걱정할수도 있다. 

〈도표 10> 국내 건설사틀의 지역별 해외 건설 수주 현황 

II역별 빼엎 건절 수주 현흉 

단위·전 US $ 
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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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Ot.시어 .EI용양，북마 ·유럽 l아프리카 l중납마 

출처 해외건설협회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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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들의 글로벌화 동인 중 하나가 고객의 해외 진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건설 

사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 지 

역， 중남미 지역 등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경기가 나타나고 있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움직임 또한 숨 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통신은 국내 건설사와의 긴밀 

한 관계를 활용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시 동반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진출 방식은 해외 시장 진출 시기 및 지역 선정이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대통신의 역할은 다소 수동적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 

래선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반면， 국내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방식은 기존 건설사와의 관계를 활용한 것이기에 

현지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건설사와 거래를 할 

경우보다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될 경우， 

국내 건설사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해외 진출 방식은 해외 시공 경험 

을 축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중인 건설사와의 신규 거래를 구축하는 데 유 

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흠네트워크 제품 설치는 제품의 우수성 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시공 능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 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부 

분의 국내 건설사는 초기 해외 진출을 위해 흠네트워크 사업자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 해외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대통신이 국내 건 

설사를 통한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시공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기존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 

았던 건설사도 해외 진출 시 현대통신에게 협력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 건설사와 

동반 진출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다면 향후 현지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점을 지닌다. 

(3) 일본 현지법인 활용 전략 
현대통신은 2005년 건설 산업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에 Hyund따 TelecomJapan을 설립한 바 

있다. 건설 기술의 미래 동향을 파악하고 건설 산업에서의 차별화 우위를 갖추기 위한 중장기 포석 

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막상 진입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일본 홈네트워 

크 시장에는 아이폰， 파나소닉과 같은 자국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았다. 여기에 자국 제품을 선 

호하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 성향까지 더해져 현대통신은 현지법인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난 

항을겪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훔네트워크 산업 및 IT 산업이 매우 발전한 국가이므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주시할 펼요가 있다. 일본은 BSA(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에서 발표한 ‘2008 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 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IT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국가다 또한 한국 

홈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기기 및 가전을 제어하는 제어 네트워크 분야에서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2004년부터 IPTV 서비스도 본격화되어 흠엔터테 

인먼트 분야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 일본 정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06 중점 계획’ 을 추진하여 

홈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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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현지국 자회사의 역할 유형 

Strategic importance of 
local environment 
High Low 

Competence 먼 
。f local 띤 
。rganization

Strategic Contributor 
leader 

Black hole Implementer 

「
。
펙
 

따라서 현대통신은 기존의 일본 현지 법인을 선진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전 

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 현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 

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신흥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우선 일본 현지 법인의 현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rtlett과 Ghoshal의 이론에 비춰보았을 때 Hyundai TelecomJapan의 현 위치는 ‘블랙홀’ 로 표현 

할 수 있다. ‘블랙홀’ 은 현지 자회사의 4가지 유형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현지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핵심역량 부재로 현지 시장에서 이익 확보가 어려운 포지 

션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 시장의 중요성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법인을 지금의 위치에서 ‘전 

략적 리더’ 의 역할로 옮겨가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블랙홀’ 역할을 하는 자회사를 ‘전략적 리더’의 포지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 

는 방법의 하나가 전략적 제휴이다. 이와 관련하여 Ericsson의 사례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Ericsson의 미국 자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블랙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다 1983년 Honeywell 

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Honeywell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전수받음으로써 전략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선례로 비추어 봤을 때， 현대통신은 현지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일본 자회사의 핵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대통신은 일본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들의 유통망과 고객 접점을 활용하면서 외국 기업으로서의 불 

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패널티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지 홈네트워크 업체와의 제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존재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의 주거 문화를 살펴보면， 같은 아파트 형태라고 할지라도 국가 

간 공동주택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도 한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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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의 맨션’ 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전체 주택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 

도 30~40가구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진이 잦아 일본인들이 상대적 

으로 낮은 건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새로 건축되는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대 

부분을 차지하며， 그 규모도 중대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두 국가의 주거 문화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두 업체는 각 국의 주거 형태에 맞는 흠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현대통신은 국내에서 축적한 대규모 아파트 관련 홈네트워크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업체로부 

터는 소규모 아파트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정리한 내용의 전략으로 일본시장 내에서 입지가 확보된 후， 전술한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해 

현대통신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상 신흥국가 진출 

시에 현대통신의 낮은 브랜드 파워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으 

로서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지 거래선 확보에 있어 어려움에 직변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통신은 일본 제휴 파트너와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추구하여 IT 

선진국인 일본의 원산지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현대통신은 낮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및 시사점 

본 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분사 기업이 경영성과 악화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춰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논의하였다 현대통신은 모기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 

쟁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독립 경영을 이용한 분사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우위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현대통신 사례를 통해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사례 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분사 기업은 초기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사업목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사 기업은 

사업 초기 홀륭한 리더십과 경영수완을 겸비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분사 기업 

은 한정된 자원으로 핵심 사업에 주력해 전문화를 추구하고 점차적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사업영역 

의 확장과 시장영역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또한 중소규모의 기업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 기 

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례 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기술지향과 

시장지향을 중소기업 경영의 기본 지침으로 삼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작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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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규모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구성원들은 구성원들 간 혹은 기업과 구성원들 간 일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고 독특한 기업 문화를 마련하고 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을지속해 나가야한다. 

현대통신 사례는 분사 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해 준다. 경쟁의 과열， 내수시장의 협소함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은 보다 나은 경 

영여건을 찾기 위해 해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 진출 시에는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 

핵심역량， 그리고 해외 경험을 고려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제， 사회 · 문화적 환경， 해당 

산업의 발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출방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통신 사례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와 장기적 거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성공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은 남달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결 

같은 원리가 존재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모든 변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세계 수 

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혁신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조 

직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명확한 목표의식 아래 경영진의 강인한 의지를 반영하 

며 움직일 때 두드러진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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