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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하는 초고수익 기업은 금융, 제약, IT서비스 등 비제조업에 속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조기업 중에서도 초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일부 존재하는데, 일본의 공장 자동화용 센서 및 머신 

비전 시스템 제조기업 ‘키엔스(Keyence)’와 대만의 카메라 렌즈 제조기업 ‘라간 정밀(Largan Precision)’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쟁 기업들이 알아내기도 어렵고, 알아도 모방하기 어려운 혁신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는 것이다. 키엔스는 영업/마케팅 중심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해 고객의 숨은 니즈를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또는 업계 최초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 라간 정밀은 생산 중심의 경영시스템 혁신

과 생산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경쟁 기업들보다 20%p 이상 높은 생산 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두 개의 히트 상품이나 특허 기술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해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경쟁

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초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초고수익 제조기업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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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수익을 창출하는 제조기업

초고수익 창출은 모든 기업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수익이라는 단어는 

제조기업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단어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초고수익 기업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달러(한화 약 11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50% 이상으로 적용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금융기업, 지주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제약기업과 IT서비스기업이 대부분이다<차트 1 >.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제조 설비의 대규모 증설이 필요하고 각종 원자재 구입 비용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 수 없다. 경쟁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기술력을 Catch-up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대체 

제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를 감안하면, 제조기업이 초고수익을 지향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든 기업들이 전세계 상장 제조기업 중 단 2곳 

존재한다. 일본의 공장 자동화용 센서 및 머신 비전 시스템1 제조기업 ‘키엔스

(Keyence)’와 대만의 카메라 렌즈 제조기업 ‘라간 정밀(Largan Precision)’이다.

이들을 더욱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속한 산업에서 두 기업의 수익성만 유독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비결을 

1　산업용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사물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측정하는 장치, 공장자동화 시스템

에서는 생산된 제품의 결함 검사, 생산 수량 측정, 제품 위치 정렬 등에 활용

•United Therapeutics(바이오, 62억달러, 66%)

•PeptiDream(바이오, 50억달러, 51%)

•메디톡스(바이오, 32억달러, 56%)

•펄어비스(소프트웨어, 29억달러, 64%) 등

•Visa(IT서비스, 2,790억달러, 66%)

•Mastercard(IT서비스, 1,752억달러, 54%)

•Gilead Sciences(바이오, 1,060억달러, 58%)

•CME1) Group(금융, 518억달러, 61%)

•Mazda(제조, 91억달러, 4%)

•카카오(인터넷서비스, 85억달러, 8%)

•Xerox(제조, 83억달러, 7%)

•Logitech(제조, 70억달러, 10%) 등

•Apple(제조, 9,204억달러, 28%)

•Google(인터넷서비스, 7,868억달러, 26%)

•Amazon(유통, 6,232억달러, 3%)

•Facebook(인터넷서비스, 5,225억달러, 45%)
•삼성전자(제조, 2,943억달러, 14%) 등

전세계 상장 기업 중 초고수익 제조기업은

키엔스와 라간 정밀 단 2개

50% 이상

50% 미만

100억달러 미만 100억달러 이상

영업이익률(’16년 기준)

시가총액

(2018.01.19 기준)

초고수익 기업

•Keyence(제조, 792억달러, 53%)
•Largan Precision(제조, 174억달러, 58%) 등

*국내 상장 기업 중에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음.

시가총액 및 영업이익률 구분별 기업 예시 1

전세계 상장 기업 대상, LG경제연구원 분석

Source : Thomson Reuters, 기업별 IR 자료(괄호 안은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업종, 시가총액, 영업이익률)

1) Chicago Mercantile Exchange(시카고 상업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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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시장과 비교하면 그 차이

가 두드러진다. 최근 반도체 제조기업들도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는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나 SK하이닉스의 경우, 

2017년 영업이익률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론(Micron)

과 같은 경쟁 기업들 역시 30% 내외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듯이, 최근의 높

은 수익성은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키엔스와 라간 정밀은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기업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키

엔스의 경쟁자로는 옴론(Omron), 안리츠(Anritsu), SUNX 등을, 라간 정밀의 경쟁자

로는 써니옵티컬(Sunny Optical), GSEO, 칸타츠(Kantatsu)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경쟁자들은 규모 측면에서 키엔스와 라간 정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옴론과 SUNX, 써니옵티컬은 10% 내외, GSEO는 2% 내외에 불과한 영업이익

률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 경쟁자들의 수익성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경쟁자들은 높아야 10% 내외의 수익을 올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5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일까?

2. 초고수익 제조기업의 경영시스템 혁신 사례

초고수익의 비결은 당연히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경쟁 기업보다 더 나은 점이 있지 

않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다. 키엔스, 라간 정밀과 같은 초고수익 제조기업 역

시 경쟁 기업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외부로 드

러나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도 모방하기 어려운 내부 경영시스템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일회성 제품 차

별화 또는 기술 차별화에 만족해서는 초고수익 제조기

업이 될 수 없으며, 경영시스템 혁신과 같이 경쟁 기업

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 차별화

가 이루어져야만 초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1) 영업/마케팅 중심의 경영시스템 혁신 : 키엔스

공장 자동화 관련 센서와 머신 비전 시스템을 만드는 

일본의 키엔스2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기업

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본 전자기업 중 시가

총액(약 87조원3)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유명하다. 소

니(시가총액 : 70조원), 닌텐도(68조원), 캐논(58조원)

2　창업자는 다키자키 다케미쓰, 1974년 리드 전기 설립, 1986년 회사명을 키엔스(Keyence, Key of Science의 약자)로 변경,  

공장 자동화 관련 센서, 머신 비전 시스템, 설비 제어 기기, 전자현미경 등을 개발 및 판매 

3　2018년 1월 19일 현재 주가 기준, 환율은 1엔=10원 가정, 일본 전체 기업 중 시가총액 6위

회계

연도

413
42%

매출(십억 엔) 영업이익률

35%

41%

53%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71

키엔스(Keyence) 경영 실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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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일본의 대표 전자기업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 중 키엔스

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또한 키엔스는 높은 수익성으

로도 유명하다. 회계연도 2017년 기준, 매출 4,127억엔 중 2,189억엔을 영업이익으

로 남겨 영업이익률이 약 53%에 달할 정도이다.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지난 20

년간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이 1999년의 35%일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차트 2 >.

그렇지만 키엔스가 옴론, 안리츠 등과 같은 경쟁사에 비해 기술적으로 탁월하다는 평

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전체 매출 규모가 경쟁사를 능가하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독보적인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도 알지 못하는 니즈

(Unmet Needs)를 파악하여 경쟁자들에 비해 6개월~1년가량 먼저 신제품을 출시했

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사들이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

정 기간 동안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 키엔스의 제품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사의 유사 제품 대비 30~40% 높은 가격을 받으며 판매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1년 키엔스는 세계 최초로 물에 녹는 소재를 서포트 재료로 

사용한 3D 프린터를 출시했다. 홈이 있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3D 프린터

만으로 작업을 끝낼 수 없고, 홈을 깎아내는 2차 공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키엔스의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3D 프린터로 생산된 제품을 간단하게 물에 씻어내는 것만으

로 작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될 수 있었

다. 수용성 서포트 재료를 사용하는 3D 프린터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

았지만,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

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경쟁사 대비 6개월~1년 앞선 신제품 출시가 끊임 없이 지속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제품이 고객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점이다.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수많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언급

되는 사실이지만, 실제 기업에서 

경영시스템으로 정착된 사례를 찾

기는 어렵다. 이같이 교과서에서

나 나오는 이상적인 영업/마케팅 

시스템을 실제 경영시스템으로 구

현하는 부분에서 키엔스의 특별함

이 나타난다.

키엔스의 다키자키 다케미쓰 회

장은 1974년 창업 당시부터 “기 수용성 소재를 활용한 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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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개발, 생산과 달리 영업은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CEO는 숫자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하며 영업 관리의 체계화를 최우선 과

제로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 사원의 평가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평가한

다. 과정에 상관 없이 많이 팔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키

엔스의 영업 사원에게는 판매 성과보다 더 중요한 평가 지표가 고객을 만난 횟수와 

고객의 니즈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한 횟수이다. 1주일에 2~3일은 고객사를 방문

하는데, 하루에 6~10개의 고객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한 모든 고객사에 대해 상

세한 외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주중에 고객사를 방문하지 않는 날은 

하루 100여건의 전화 통화를 하며 고객들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를 방문하

기 전에는 선/후배간의 롤플레이를 통해 영업 사원의 지식을 고객보다 혹독하게 검

증하고 있다. 고객사의 공장만 방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고객사

까지 방문하여 고객사의 공장에 대한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기도 한다. 영업 사원 개

개인이 고객사에 적합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컨설팅 역량을 갖추도

록 한 것이다. 고객사의 본사 생산 관리 담당보다 키엔스의 직원이 고객사의 공장을 

더욱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

의 신뢰를 얻었고, 경쟁사는 얻을 수 없는 고객사의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고객사별 숨은 니즈를 찾고 ‘니즈 카드’라는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니즈 카드’는 다년간 영업 경험을 쌓은 상품기획 담당자

를 통해 분석되며, 공통적인 니즈만 선별, 최적의 조합을 통해 제품에 반영된다. 컨

셉을 기획하는 수준의 상품기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발 스펙과 각 스펙

의 우선순위, 목표원가까지 제시할 정도로 상세한 기획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 니즈를 찾는 과정만이 아니라 R&D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까지 체

계화 함으로써 영업/마케팅의 혁신이 전체 경영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히트 상품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 

최초 또는 업계 최초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출시되는 제품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불필요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성을 최소화

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 생산 중심의 경영시스템 혁신 : 라간 정밀

키엔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초고수익을 실현한 기업이 있다. 대만의 카메라 렌즈 제조

기업인 라간 정밀4이다. 라간 정밀의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초소형 

4　토니 첸과 스콧 린 공동 창업, 1987년 설립,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렌즈 개발,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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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비구면 렌즈이며, 해당 시장에서 약 32.9%의 점

유율5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TV, 디스플레

이 시장의 경우 세계 1위 기업도 10% 이하의 영업이익률

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만으로 

초고수익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라간 정밀이 경쟁 

기업은 만들 수 없는 차별적 성능의 렌즈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애플도 라간 정밀 뿐만 아니라 GSEO, 칸

타츠 등 3개 업체에서 동시에 아이폰 카메라용 렌즈를 납

품 받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제품 간 성능 차이는 미미하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들과 

30~40%p 이상의 현저한 영업이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높은 원가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차트 3 >.

라간 정밀의 초고수익 창출은 차별적으로 높은 수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일반적으로 5~6개의 초소형 렌즈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아이폰7 12메

가픽셀 카메라의 경우, 총 6가지의 렌즈를 5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쌓아야 한다. 그

리고 6가지 렌즈의 모든 축이 ±0.002밀리미터 이내로 정확히 정렬되어야 한다. 렌즈

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각 렌즈의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각 

렌즈의 생산 수율을 90%까지 올렸다 해도 최종 제품 안의 6개 축이 모두 일치할 확률

은 약 50%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라간 정밀은 생산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각 렌즈의 생산 수율을 100%에 가깝게 올리고 최종 제품의 생산 수율은 

90%이상6으로 올렸다. 경쟁 기업의 수율이 최대 7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수율의 차이는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의 차이로 나타

났으며, 영업이익률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라간 정밀의 CEO, 아담 린이 

“특허는 단순히 제품 개발 과정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

보다 생산 시스템의 혁신이 렌

즈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다.” 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라간 정밀은 차별적인 수율 향

상을 위해 제조 공정과 방법, 

즉 생산기술에 대해 집중적으

5　2016년 기준, Source : Business Insider

6　Source : Nikkei Asian Review(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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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자하고 있다. 공정 설계 및 최적화부터 금형 제작, 생산 설비의 개발 및 제작까

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

직적으로도 R&D 부서, 그 중에서도 생산기술 관련 R&D 부서의 위상을 대폭 향상시

키고 있다. 2008년까지는 5개의 R&D 부서 중 생산기술 관련 부서가 제정설비부(製

程設備部) 하나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 가공기술부, 제품기술부, 제정설비부의 3개 

부서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4년에는 성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3부, 금형 및 

공구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5부, 신제품 평가 및 생산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

개발6부, 자동화 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7부, 코팅 및 진공 관련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8부, 기타 제조 공정 상의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개발9부 등 총 6

개 부서로 확대되었다. 2015년, 연구개발3부와 같이 성형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

구개발10부가 추가되어, 현재 생산기술 개발 조직은 총 7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재무 총 책임자(CFO), 생산 총 책임자(COO) 등과 동등한 위상의 부서장 7명이 생산

기술 개발에 배치된 것이다<차트 4 >.

일반적인 기업 관점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경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라간 

정밀은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특화된 경

영 구조로 과감히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40% 초반까지 떨어진 매출총

이익률을 2016년 6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영업이익률도 50% 이상으로 회복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키엔스와 같이, 라간 정밀도 생산 시스템의 혁신을 경영시스템 전반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 기업과의 생산 수율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의 블랙박스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라간 정밀은 

이사회

이사장

감사실

CEO

정보실 재무부 관리부 업무부 구매부 제조부
품질

관리부

생산

관리부

유지

보수부

해외

사업부

연구

개발

1부

(광학

설계)

연구

개발

2부

(구조

설계)

연구

개발

3부

연구

개발

5부

연구

개발

6부

연구

개발

7부

연구

개발

8부

연구

개발

9부

연구

개발

10부

생산기술 개발 부서

라간 정밀 조직도(2017년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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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생산 기술의 분리 개발과 도제식 교육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소수에 국한시키고, 각 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상호 정

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했다. 회사 시설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회사 외부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는 직원도 소수로 제한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용화할 수 있

는 업무는 통합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표준화/문서

화하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 공유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도제식 교육으로 유명한 일본과 독일의 기업들도 효율화를 위

해 모듈화, 표준화, 문서화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산 시스템 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라간 정밀의 경우, R&D의 비효율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산기술을 블랙박

스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 기업별 최적화된 경영시스템 혁신의 중요성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초고수익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차별화가 아

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면, 제조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페

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서비스 기업보다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 제조기업 관점

에서 지속적 차별화가 가능한 방안은 경쟁 기업이 알아 내기도 어렵고, 알아도 모방하

기 어려운,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본질적 차별화가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서 소개된 키엔스의 체계화된 컨설팅 영업 방식, 라간 정밀의 생산기술 중심

의 도제식 R&D 등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초고수익 제조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경쟁력과 각 기업의 문화에 부합하는 경영시

스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해도 각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와 관련성이 낮거나, 각 기업의 구성원들이 보유한 역량 및 성향과 상이한 시스

템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도 지속되기도 어려운 것이다. 키엔스의 영업 방식이 고객

에게 높은 가치를 주는 것은 맞지만, 개개인이 컨설팅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 기

존의 관계 중심의 영업 방식이 오랫동안 내재화된 기업 등에서는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불만, 구성원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키엔스

도 R&D 직군은 경력직을 뽑지만, 영업 직군은 신입 직원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수한 경력 직원이 들어와도 얼마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신입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일본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충분한 컨설팅 역량을 갖

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엔스의 문화에도 융화된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상당수는 근시안적인 관점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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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되어 히트 상품 하나 또는 차별적인 기술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기

업이 당장 현금 흐름이 막혀서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원

이 넉넉해서 미래 준비를 하고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운용하지만, 어떤 기업은 그 중에서도 일부를 경영시스템 개선

에 활용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활용하지만 일부의 기업은 당장 숫자

로 보이는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에 몰두한다. 당장은 후자가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한 기업이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견고하게 버티며 더욱 오래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초고수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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