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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 CCCaaassseeeSSStttuuudddyyyooofffPPPaaarrrtttsssaaannndddMMMeeetttrrriiiaaalllFFFiiirrrmmm
---YYYooouuunnngggJJJiiinnnCCCeeerrraaammmiiicccsss---

Si-Young,Bae
Advisor:Prof.Kae-WonLe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ChosunUniversity

Yeongjin Ceramics(Ltd.) in the Farm and Industrial Complex in
Hakgyo,Hampyeongisasuccessfulcompanywhichachievedanincrease
initsaddedvalueandcreatedprofitsofbusinessthroughdevelopmentof
new technology.
However,ithadproblemsinvolvedinindustrialpropertiesandchange

in industrial environments while maintaining the head in domestic
industriesofthesametype.So,byanalysingtheinternalandexternal
salesandmanagementperformance,wefoundtheproblemsandpresent
suggestionsasfollows:
Asthefirstproblem,salesofnew itemsweredepressed.Thegoalof

increasingsaleswasnotachievedbecauseofdelayinmassproduction
duetodelayedqualitytestofnew itemsandatechnologicaldefectin
dealingwithaluminaasamaterial.Second,forexistingitems,salesvaried
significantlyaccordingtotheoperatingratiosofmaincustomersasthe
customerswereconcentrated.
Third,depressedceramicmarketscausedbycontinuousdepressionof

industriesledtodecreasein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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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salesdecreasedduetoareductioninunitpriceofitems,and
increased production cost caused by increase in raw materialand
personnelexpenses.
Fifth,salesinChinesemarketsdecreasedsharply.AsChineseceramics

havegoodquality butcheapprice,demandforourproductsin China
decreased.
Sixth,therewasalimittosecuringcustomersbecauseofintervention

ofbrokers.A possibilitytohaveactivetradewithindustrieswashigh,
butasdirectcontactwithcustomerswasexcluded,ittookmoretimeto
orderandsample,andunitpriceincreasedbecauseofcommission for
brokers.
Seventh,lossofacompetitivepriceinmarketsofJapanandSoutheast

AsiacausedbyKoreancurrencỳsappreciationagainstdollarsandyen's
devaluationwasthebiggestproblem.
Eighth,poorsalesinceramicindustriesaffecteddepressedsales.

Toovercometheproblemsabove,wepresentthefollowingsuggestions:
First,foraggressivesales,itshouldchangeitsapproachtobuyers.
Second,alltheactivitiesofpromotionshouldbereinforcedtoraiseits

brand awareness.For this,itshoul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and
nationalceramicexhibitionsandfairsinwhichproductscanbepromoted
andinformationcanbecollected.
Third,itshouldmakeeveryefforttoimprovequalityofproductsof

high aluminasuch asreinforcementofhigh temperaturestrength and
surfaceandelimination ofspotstosecureabroadermarket.Through
marketresearch on bulletproofinsertand high temperature plate in
Europe and active excavation of capable dealers,sales should be
reinforced and information on quality and price should be collected
through consistentcontactwith industriesthatproducepositiveactive
materialsinJapan.
Fourth,throughsupplementofthepersonnelandallotmentofduties,

maximum efficiencyofbusinessshouldbesoughtfor.
Fifth,costcontrol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costreduction.

Unnecessaryelementsshouldberemovedthroughpriormanage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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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mentdateandprocess,emptyspaceshouldbeminimized,andmore
profitsandlessdistribution costforeach shipmentshouldbepursued
throughastandardizedpackagingsystem whichconsidersinternalweight
andspaceofcontainers.
Itisexpectedthattheresultsofthestudywillbeactivelyusedfor

growth,maintenanceanddevelopmentof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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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준 4대 혁명은 농업혁명,
인쇄혁명,산업혁명,정보화혁명이다.국내 산업발전 과정에서 국내 세라믹산
업도 우리나라의 산업화 내지는 현대화와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는 세라미스트들도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자기변신과 개혁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태동기에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중심으로,

’72～’81에는 제조․설비․투자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기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1980년대에는 구조조정기로 양적으로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
으나 기술수준의 낙후와 저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1990년대부터 지속
적 성장을 위해 각 분야의 생산기반 확충과 더불어 기술혁신에 따른 기술의
자립화,고부가가치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IMF를
극복한 2000년 이후에는 IT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이 전개되고,조선,자동차
산업 등 중공업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는 신성장산업인 NT,
BT 등의 산업화에 기대를 걸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변동기에 세라믹산업도 국토개발에 큰 기여를 한 시멘트산

업,철강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내화물 산업,IT산업의 각종 부품․
소재의 국산화에 크게 도움을 준 중소기업이 있었으나,그 열매는 건설,금속,
기계,전자분야의 종사자들이 차지하고 영광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
인할 수 없다.이런 결과는 굴뚝산업에 익숙해 온 폐쇄성이 강한 세라미스트
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어 21C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세라믹
산업도 창조적 일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에서는 시멘트,유리,단열재 등의 내구성 및 친환경성 건설 신자

재 개발․연구가 이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철강 및 유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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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불가결한 내화물공업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고급 내화물의 국산화 개
발이 시급한 상태이다.1)
자동차산업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가 세계의 빅 5에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앞으로는 친환경적이며 연비가 높고 인명을 중시하는
회사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자동차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리는 다기능 유리,내장재는 불연성 무기 -고분자복합재료,연비를 높이
기 위한 각종 센서,연료전지 등의 연구․개발 등은 세라믹산업체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19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

출감축 활동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됨으로써 에너지
감축 기술,대체 에너지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도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
다.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고 석유소비량이 세계 7위 수준
이며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약 7%로 선진국들에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세라미스트들은 특히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한 연구에 진력하여 경쟁
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절감과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중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차량의 개발,장기적으로는 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
너지개발,원자력에너지의 확대 및 안전성 연구,핵융합에너지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적극개발 및 에너지절약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은 풍력발전,태양열,태양광 발전,수소가스와 연료전지의
분리막, 의 포집,저장에 관한 기술도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연구에도 세라믹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산업의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 중견 세라믹업체에 대해 그 현황을 알아보고 내재하고
있거나 대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도출해내어 미래 지향적 극복방안

1) 이홍림,“한국세라믹 산업의 미래”,한국세라믹학회,세라미스트 제11권 제4호,2008.8.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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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장에서는 세라믹산업의 중요

성에 대해서 알아보고,2장에서는 세라믹 산업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고,제3장에서는 사례연구 대상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고,제 4장에서는 사
례연구 대상 업체의 국내․외 매출과 현황 및 경영분석 결과를 5장에서는
과제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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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라믹산업의 시장분석

1. 세라믹의 일반적 현황2)

1)세라믹의 정의 및 용도

옛날부터 도자기로 알려진 세라믹은 금속재료,고분자재료와 아울러 3대
재료의 하나이다.세라믹의 일반적인 성질로서는 열이나 부식에 강하고 딱딱
하여 부서지기 쉽고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세라믹의 변천을
보면 점토 등 천연재료를 녹로(轆轤)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노(furnace)속에
서 구운 도자기류에서부터 정제된 천연재료로 소성(燒成)해 만든 애자,점화
plus등 산업용 세라믹까지를 종래의 세라믹이라 한다면 신 세라믹이란 높은
순도로 합성한 원료를 사용해 높은 정밀도로 제어해 만든 것으로서 ‘기능성
세라믹’또는 Fineceramic'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라믹은 원료분말에 물 등을 섞어 성형하고 고온으로 구어

딱딱하게 만든다.완성된 세라믹을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결정으로 구성된
결정체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공극(空隙),빈 구멍 또는 많은 불순물이 내
포되어 있으며 그 간격이 세라믹의 강도를 좌우한다.간격이 적으면 적을수
록 강도가 증가한다.그러면 간격이 없는 치밀한 구조를 갖는 세라믹을 만드
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될까?이를 위해서는 원료분말의 입자가 둥글고 가지
런히 잦추어져 있으며 불순물이 적고 대단히 미세해야 한다.분말의 입자는
가열하면 서로 결합해 일체화하게 되며 이때 분말의 입자가 적고 둥글수록
서로 결합하는 힘이 강하게 된다.세라믹을 소성하면 그 체적이 30-40% 감
소함으로 소성 후에 목표로 한 치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2) 이홍림(1990), “엔지니어링 세라믹”, 반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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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은 원료분말에 결합제 등을 가해 훈련(爋練)하여 성형 후 소성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이다.세라믹은 고온에서 소성한 후에는 적지 않게 수
축한다.특히 제품의 두께에 따라 수축률이 변하기 때문에 최종목표치수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형법이
개발되고 있다.또한,성형품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plastic등 기판에 세라믹
박막을 입히는 방법도 개발되어 집적 회로나 광학부품 등 기능소자재료로서
응용되고 있다.

<표 1> 전통 세라믹과 파인 세라믹의 비교

전통적인 세라믹이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데 반해 파인 세라믹은
인공재료를 사용하고 소성도 정밀하게 컨트롤하면서 제조한다.파인 세라믹
은 기계적,열적,화학적,전기적,자기적,광학적 특성에 뛰어난 새로운 기능
을 가진 재료이다.기계적,열적,화학적으로 뛰어난 세라믹은 칼,자동차용
piston,turbineblade,화학용기,인공뼈 등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또한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으로 뛰어난 세라믹은 각종 sensor, IC 기판,
Condenser등 ‘전자 세라믹’으로서 전자분자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파인 세라믹의 기능과 용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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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인 세라믹의 기능과 용도

2)파인 세라믹의 적용분야 및 연관 산업

파인 세라믹의 적용분야를 살펴보면,산업 전 분야에서 세라믹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점화플러그,배기가스정화용 담
체,허니컴 담체 전자부저,피스톤 링 등에 사용되며,정보․통신 분야에서는
IC기판 및 Package,페라이트,자기테이프,서미스터,광통신용 Fiber,반도체
용 치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또한,전기․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료전지용 고
체전해질 전극,고온가스터빈 Blade,수소저장체,태양전지,원자료재,핵융합
로재,방사폐기물 등에 응용 적용되고 있으며,의료․화학분야에서는 인공치
근,인공관절,인공골,인공혈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절삭공구,메카니칼 실,펌프,내화물 등 정밀기계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

되고 있으며,토목․건축분야에서는 단열재로 가정용으로는 칼,원적외선 히
터,레저용품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라믹은 산업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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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파인 세라믹의 적용분야

위에서 세라믹의 적용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세라믹 산업은 타 산업과 아
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라믹의 여러 가지 기능,즉,기계적 기능,열적 기능,생체화학적 기능,

전자기적 기능,광학적 기능 및 자기적 기능과 원자력관련 기능 등과 연관하
여 세라믹은 정보통신 산업,컴퓨터전자 산업,에너지 산업,항공우주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
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라믹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게 되고 이들 산업
의 발전이 세라믹 산업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세라믹의 발전 계승과 파인 세라믹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업을 발전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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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라믹 산업과 타 산업과의 연계

    2. 국내 세라믹 산업 분포3)

         1)세라믹 분류별 업체 분포

<표 3> 세라믹 분류별 업체 분포

구분 전자 구조 환경/에너지 바이오 원료 및 기타 계
업체 수 119 49 14 4 68 254
자료 :기반조사사업 설문조사,코참비즈 외

세라믹 업체를 분류하여 살펴보면,전자세라믹이 119개 업체(47%)를 차지
하고 다음으로 원료 및 기타 세라믹 업체 68개 업체(27%),구조세라믹 49개
업체(19%),다음으로 환경/에너지,바이오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라믹의 전 업종에 대한 사용으로 전자 부품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자세

라믹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재)강원테크노파크 세라믹신소재산업클러스터사업단(2007),“세라믹 신소재관련 산업현황 및 산
업육성을 위한 세라믹 신소재산업 기반조사”,(사)한국파인세라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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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별 세라믹업체 분포

지역별 세라믹 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면,수도권이 127개 업체(50%)를 차지
하고,다음으로 강원권 56개 업체(22%),경상권이 42개 업체(17%),중부권,
호남권의 순서로 나타났다.이는 경기도 이천을 중심으로 한 요업의 발달과
수도권 중심의 산업 발전에 따라 세라믹 업체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 분야별 세라믹업체 분포

구분 수도권 강원권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계
전 자 76 18 10 13 2 119
구 조 18 5 5 19 2 49

환경/에너지 4 1 1 1 1 14
바이오 1 1 1 1 - 4

원료 및 기타 28 25 4 8 3 68
계 127 56 21 42 8 254

자료 :기반조사사업 설문조사,코참비즈 외

지역별 분야별 세라믹업체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수도권의 경우 전자,
원료 및 기타,구조,환경/에너지,바이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강원권의 경
우에는 원료 및 기타,전자 구조,환경/에너지,바이오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한,중부권의 경우에는 전자,원료 및 기타,구조,환경/에너지,바이오의 순
으로 나타나서 수도권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경상권의 경우
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구조,전자,원료 및 기타,환경/에너지,바이오 순으
로 나타났으며,호남권의 경우에는 업체 수도 가장 적으며,분포 현황은 강
원지역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이는 지역적 산업발전과 연관
되어 부품․소재 산업인 세라믹은 다른 기업과 연관성이 깊은 관계로 각 지
역의 산업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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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라믹산업의 규모

1)세라믹산업의 국내 시장규모

<표 5> 세라믹산업의 국내 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요 28,46531,12035,70041,07046,40952,44259,25966,96375,66885,50596,621
생 산 18,05320,22022,64625,36428,36431,81235,62939,09443,78549,03554,924
자급도 63.42 64.97 63.43 61.75 61.17 60.66 60.12 58.38 57.86 57.35 56.84
자료 :기반조사사업 설문 조사,코참비즈 외

국내 세라믹산업은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왔다.
먼저,생산량에 있어서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12%의 성장을 하였으며,앞
으로도 10%대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수요의 경우
도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그 추세가 앞
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내 생산보다 수요의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자급률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이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발전
으로 국내기술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국내기업이 생산치 못하는 품목의 수
입량 증가 들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특히 중국이 저가 표준품의 대량 수입
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2)세라믹 산업의 수출입 현황

세라믹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수출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13%로 증가하고 있으며,수입의 경우에는 연평균 14.7%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대일 무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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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2004년 부품․소재 대일 무역수지 적
자는 전체 대일 무역수지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표 6> 세라믹 산업의 수출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실적
(증가율)

5,577
(13)

6,314
(13)

7,177
(13)

8,091
(13)

9,160
(13)

10,639
(16)

11,738
(10)

수입 실적
(증가율)

10,412
(4)

10,900
(4)

13,054
(19)

15,706
(18)

18,001
(14)

20,645
(14)

23,680
(14)

무역수지 실적 -4,835 -4,586 -5,907 -7,615 -8,841 -10,006-11,942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2005산업자원백서,전자세라믹경쟁력조사(2006,무역위원회)

3)원료 수급 동향

세라믹 원료의 수요현황을 살펴보면,2000-2002년도에는 연평균 6.2%의
증가를 보였으며,2005년도에는 연평균 4.3%의 증가를 보이고 2010년도에는
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전자재료의 경우 2001
년의 경우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133,424ton,2002년의 경우 13%가 증가
한 150,709ton이 증가하였으며,2005년의 경우에는 2002년 대비 19%가 증가
한 180,638ton의 수입량을 보이고 있으며,2010년의 경우에는 2005년 대비
19% 증가한 215,158ton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구조재료의 경우에는 매년 0.5-0.8%의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세

라믹분말의 경우에는 2002-2002년까지 22.2%의 증가로 연평균 7.4%의 수입
량 증가를 가져왔으며,2005년도에는 6.9%,2010년도에는 7.4%의 수입량 증
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경/기타의 경우에도 매년도 3.3-6.2%의 지속적인 수입량 증가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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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원료의 전체적인 수입량 점유율을 살펴보면,전자재료가 50%정도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으며,다음으로 구조재료
가 35.5%,세라믹분말 11.2%,환경/기타가 3.1%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전자
부분의 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세라믹 원료의 수요 및 전망

재 료
수요량(톤/년) 년평균성장률(%)

2000 2001 2002 2005 2010 2000-20022005 2010
전자재료 131,645.6133,424.4 150,709.7180,638.6215,158.2 7 6.2 3.6
구조재료 103,316.6103,879.2 104,898106,389.9110,721.9 0.8 0.5 0.8
세라믹분말 22,352.9 26,111.8 33,381.8 40,795.4 58,361.7 22.2 6.9 7.4
환경/기타 7,305.7 8,119.5 9,363 10,785.2 13,573.8 13.2 4.7 4.8
계 264,620.8271,534.9 298,352.5338,582.1397,815.6 6.2 4.3 3.3

구조 세라믹 원료수요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고온내식․고강도 재
료의 수입은 2000-2002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2005
년의 경우 19%,2010년의 경우에는 19.3%의 매우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하지만,산업용 재료의 경우에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음 알 수 있으며,
내마모용 재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9%의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결과
를 알 수 있다.

<표 8> 구조세라믹 원료 수입 및 전망

재 료 수요량(톤/년) 연평균 성장률(%)
2000 2001 2002 2005 2010 2000-200220052010

고온내식․고강도 589.8 806 1,087.2 1,858.8 4,441.9 35.8 19 19.3
산 업 용 100,178100,250.6100,581.6100,702.2100,896.2 0.2 0 0
내마모용 1,400.9 1,599.7 1,872.8 2,391.9 3,369.3 17 9 9.2
세라믹공구 55.2 70.2 83.4 110 178.8 22.9 22.910.2
기 타 1,092.7 1,152.7 1,273 1,350 1,565.7 7.9 1.9 3
계 103,316.6103,879.2104,898 106,389.9110,721.9 0.8 0.5 0.8

자료 :국내 뉴세라믹 원료 수급 현황(2002,요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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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규모별 현황

1)자본금별 현황

<표 9> 자본금별 현황

구 분 5억
미만

1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500억
미만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계

수도권 47 15 38 13 10 3 1 127
강원권 50 2 3 - 1 - - 56

중부권 4 1 9 4 3 - - 21
경상권 13 5 12 4 6 - 2 42
호남권 1 - 6 1 - - - 8
계 115 23 68 22 20 3 3 254

자료 :기반조사 사업 설문조사,코참비즈 외(2005년 기준)

자본금별 현황을 살펴보면,전체 254개 업체 중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의 경
우가 전체의 45.3%로 115개 업체로 나타났으며,50억원 미만의 경우가 68개
업체,10억원 미만의 경우는 23개 업체,100억 미만의 경우 22개 업체,500억
미만이 20개 업체 등으로 세라믹 산업의 기업이 매우 영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5억원 미만의 경우,강원지역과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다음으로는 50억원 미만의 경우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기업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과 강원권
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현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매출액별 현황

매출액별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10억 미만의 매출 업체는 전체의 34%인
85개 업체이며,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0%인 75개 업체,500억원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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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6%인 59개 업체로 나타났으며,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기업
의 8.7%인 22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의 영세성과 더불어 매출액 또
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매출액별 현황

구분 10억 미만 100억 미만 500억 미만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계

수도권 31 41 37 11 5 125

강원권 38 13 3 1 - 55
중부권 5 5 6 3 2 21
경상권 9 12 13 4 4 42
호남권 2 4 - - 2 8

계 85 75 59 19 13 251
자료 :기반조사 사업 설문조사,코참비즈 외(2005년 기준)

3)종업원 현황

종업원 현황과 관련한 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50명 미만의 경우가 61%
인 154개 기업으로 조사되었으며,100명 미만의 경우는 31개 업체,500명 미
만의 기업은 53개 업체로 나타났으며,500명 이상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한
13개 업체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권과 호남권의 경우에는 500명이상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수도권과 경상권에 500명 이상기업
은 13개 업체가 존재 할 뿐 모든 권역에서 500명 미만의 종업원 종사 기업
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라믹 산업의 기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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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별 종업원 수 현황

구분 10명 미만 50명 미만 100명 미만 500명 미만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계
수도권 24 45 19 29 - 8 125
강원권 32 17 3 2 1 - 55
중부권 1 10 2 8 - - 21
경상권 7 13 5 13 3 1 42
호남권 1 4 2 1 - - 8
계 65 89 31 53 4 9 251

가.기반조사 사업 설문조사,코참비즈 외

5. 세라믹 산업의 시장전망 및 특허현황

세라믹 산업의 시장전망 및 특허현황을 구조 세라믹 분야에 대해서 살펴
보면,구조 세라믹산업은 알루미나․지르코니아․질화규소․탄화규소 등 구
조세라믹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분말 시장과 산업용․자동차용 등 용도별
로 제조된 구조세라믹제품 시장으로 구별된다.
구조세라믹의 수요처는 주로 산업기기로 되어 있어 관련 산업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즉,기계 및 금속가공산업․자동차․화학 산업,우
주항공산업 등의 기간산업이 그 수요처이다.최근에는 이들 수요시장들이 성
숙해져 더욱더 내열․내마모․내부식성이 요구되고 있어 구조 세라믹 제품
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구조 세라믹산업 또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여겨지며,2003년

10,777억원,2005년 20,580억원,2008년 20,751억원,2013년에는 39,9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파인 세라믹산업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출 경쟁력

을 갖추어 2013년경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20%로 신장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예측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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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조 세라믹업체들의 경우 일본과 유럽 등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동
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난립되어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
다.또한,선진국에서는 고품위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며,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저품위의 제품시장에 진입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들과 제품 품질에서 경쟁하며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하지만,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고
품위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우리업체들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출원한 구조 세라믹 분야의 기술 분류별 현황을 살펴보면,열적 기

능세라믹이 전체 445건 중 171건(38%),기계적 기능세라믹이 158건(36%),기
계구조용 소재 및 공정은 115건(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출원인들을 살펴보면,10건 미만의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70%이며,

포스코가 19건(5%),랜자이드 테크놀로지가 18건(4%),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3%,도시바 3%,조선내화 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연구개발 동향

세라믹산업의 2001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완료 및 수행과제 현황을 살
펴보면,전자 세라믹이 전체 508개 과제 중 29%,구조 세라믹이 전체 508개
과제 중 25%,원료 및 기타분야가 24%,환경/에너지 세라믹이 16%,바이오
세라믹이 6%로 나타났다.
전자세라믹 분야가 구조세라믹 분야에 비해 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원료 및 기타 분야도 정부에서 적극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기업에서 전체 508개 과제 중 183개 과제(36%),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대학)에서 각각 32%로 나타났으며,실수요자인 민간 기업에서 전체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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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를 차지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보다는 교육기관(대학)이나
연구기관 위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기관,교육기관,민간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연구
기관에서는 전자 세라믹,구조 세라믹 분야가 각각 29%,원료 및 기타분야가
26%,환경/에너지 분야가 13%,바이오세라믹이 3%로 나타나 환경/에너지,
바이오 세라믹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세라믹이 33%,구조세라믹이 21%,환경/에너지

세라믹이 21%,원료 및 기타분야가 15%,바이오세라믹이 10%로 나타났다.
바이오세라믹의 경우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비교해 보면 연구기관은 전체
과제 중 3%를 교육기관은 전체과제 중 10%를 차지해 연구기관에 비해 교육
기관에서 바이오세라믹 분야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교육기관에서도 전자세라믹 분야가 가장 많은 과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원료 및 기타분야가 29%,전자 세라믹이 27%,구조

세라믹이 25%,환경/에너지 세라믹이 14%,바이오 세라믹이 5%로 나타났다.
특히,민간기업의 경우 원료 및 기타 분야의 연구개발이 많은 이유는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세라믹 원료의 수입대체 및 안정적인 원자재 확
보를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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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현황 및 사업현황

1. 회사의 설립 및 연혁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감량경영
이 절대 절명의 과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고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명제가 된 것이다.
전남 함평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주)영진세라믹스(대표이사 배지수)은 이

같은 기업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신기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를 높여 기업가치 창출에 성공한 기업이다.지난 1987년 창립 이후 도자기
․위생도기 소성용 내화물을 만들어 오던 영진세라믹스는 IMF한파를 계기
로 전자부품 소성용 내화물 제조로 과감하게 전환,업계의 선두자리를 꿰찼
다.내화물이란 로 안에서 전자제품(TV브라운관,PC모니터,핸드폰,전지레
인지 등),도자기 등을 소성할 때 받치는 받침대나 구조물을 일컫는다.
그때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내화물을 본격 생산함으로써 외화를 벌어

들인 것은 당연지사이다.관련업체들도 최고의 품질을 국내에서 살 수 있어
원가를 줄이고 납품기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지켜 줘 더할 나위 없었다.(주)
영진세라믹스가 만드는 내화물은 전자부품용을 비롯하여,위생도기․도자기
용,페라이트용 등이다.전자부품용 내화물이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
할 정도이다.또한 최고 품질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파인 세라믹과 전자 세라믹 등에 적용되는 하이 알루
미나,지르코니아,마그네시아 시리즈는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무반응성을 유지하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열 충격에도 강한 것이 특징
이다.이를 토대로 (주)영진세라믹스는 1999년과 2001년,2003년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잇달아 받았으며,전남도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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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또한 2000년 중소기업인증센터로부터
ISO9001을 획득하였다.2003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각각 우량기술기업과 INNO-BIZ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특히 산업자원부로
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또한 2003년에는 백만 불 수출 탑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으며 납세의 성실 납세로 인하여 2004년 납
세자의 날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소성용 내화물 전문 제조업체로 전자제품 소성용 내화물 중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특히 제조공정의 원료 배합,성형,소형 등 주
용 공정기술은 일본 도시바․요타이,NGK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이를 위해서 IMF외환위기로 구조조
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던 지난 1998년 오히려 공
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연구소를 설립했다.페라이트․콘덴서
등 전자세라믹 요도구,도자기,위생도기,타일용 요도구,고온(1,650℃)소성
용 요도구 등 날로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내화물을 개발하기 위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품질의 다양한 요도구를 제조하기 위해 알루미
나,뮬라이트,탄화규소,지르코니아 등 50여 가지 내화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품의 균일한 품질이 보장되며,고인성 지르코니아 볼 세라믹을
비롯해 용융주조용 세라믹 폼필터,세라믹 흡음․단열판넬 등 고부가가치 제
품에 관한 연구실적과 함께 지르코니아․알루미나 슬러리 코팅기술 등이 쌓
이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기술력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주)영진세라믹스의
수출액도 눈에 띄게 불어났다.지난 2001년 27만 8천불에서 2003년에는 100
만 불 수출 탑을 수상할 만큼 성장했고 2004년 196만 불,2005년 120만 불을
달성하였다.이 기간 동안 (주)영진세라믹스는 전국적으로 400여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수출대상국도 2000년 중국 상해에 대리점을 개설한 이
래 대만․인도네시아․일본 등 10개국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
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제14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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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부문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같은 농공단지 내 제2공장 인근 100여 평 부지에 건물을 마련 회사 내에 한
부서로 살림을 꾸려오던 기술연구소를 독립시켜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본
격 진행하고 있으며,기술 인력도 10여명으로 늘리고 연구개발비도 전체 매
출의 7%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오려 관련제품이 출시되는 향후 2～3년 후
면 국내시장 점유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회사 연혁

2. 경영이념

"인화단결,상호신뢰,기술개발"이라는 사훈으로 1987년 창립된 이후 내화
물(KilnFurniture)제조업계에서 세계일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힘차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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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는 주식회사 영진세라믹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기존 유명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있으며,몇몇 분야에서
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WWWeeellleeeaaadddKKKiiilllnnnfffuuurrrnnniiitttuuurrreee"""기치를 항상 인지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21
세기 극한 경쟁을 헤쳐 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영진세라믹스는 우수한 품질
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식회사 영진세라믹스는 검증된 요도구
제조기술력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경
영혁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가속화하여 GLOBAL KILN
FURNITURE COMPANY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나아가
"경쟁력 있는 요도구 제조업체"라는 외형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새
로운 신기술과 신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회사,고객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젊음으로 가득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경주하고 있다.

<그림 4> 기업의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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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현황

2007년 말 현재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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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총 29,324.35㎡의 면적으로 건축 부지면적이 18,879㎡,
제조시설이 7,917.10㎡이며,부대시설의 면적이 2,528.25㎡이다.또한 사업영역확대
를 위하여 2007년도에 인접공장을 인수하여 현재 사업 확장을 준비 중에 있다.
생산설비 현황을 살펴보면,성형용 Press가 15기,원료혼합 Mixer가 9기,

SprayDryer가 2기,Machiningcenter,평면연마기 등 가공장비 9종을 보유
하고 있으며,기타 세라믹제조관련 생산 장비 5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4.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그림 6>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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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소 현황

<표 12> 연구소 현황 및 특허현황

주    소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5-37(학교농공단지 내)우)525-813

보유장비
열충격시험기,고온 Bending시험기,압축강도측정기,고강도측정기,
실험용 전기로 ,실험용 믹서,입도분석기,기공율측정기,SprayDryer,
과립기,고압진공교반기,Imageanalyser

연구실적

SolidCasting법에 의한 요도구 성형기술, JiggerMachine을 이용한
내화갑 제조 기술,Alumina-SiCSandwichPlate제조기술,Zirconia,
AluminaSlurry코팅 기술,고온용(1650℃용)HighAluminaPlate개
발,고인성 지르코니아 볼 세라믹의 개발,세라믹 흡음,단열 판넬 제
조기술,용융주조용 세라믹 폼 필터개발

특허현황

 ZrO2SandwichPlate실용신안등록(제 0224664호)
2-HoleBasePotSagger실용신안등록(제 0244111호)
5-HoleSagger의장등록(제 0284281호)
Al2O3,ZrO2Coating구조 실용신안등록(제 0267517호)

(주)영진세라믹스 기술연구소는 1998년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되어,페라
이트,콘덴서 등의 전자세라믹 Kiln Furniture,도자기,위생도기,타일용
KilnFurniture,및 고온(1650°C)소성용의 다양한 KilnFurniture를 고객의
조업조건 및 설비를 정밀 분석하여 고객에 가장 적합한 내화물의 재질을 개
발하여 KilnFurniture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재의 개발과
새로운 제조공정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또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과 신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활동 결과,SolidCasting법에 의한 요도구 성형기술,JiggerMachine
을 이용한 내화갑 제조 기술,Alumina-SiC Sandwich Plate 제조기술,
Zirconia,AluminaSlurry코팅 기술,고온용(1650℃용)HighAlumina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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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고인성 지르코니아 볼 세라믹의 개발,세라믹 흡음,단열 판넬 제조기
술,용융주조용 세라믹 폼 필터 등을 개발 하였으며,ZrO2SandwichPlate
실용신안등록(제 0224664호),2-Hole Base PotSagger 실용신안등록(제
0244111호), 5-HoleSagger의장등록(제 0284281호),Al2O3,ZrO2 Coating
구조 실용신안등록(제 0267517호)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6. 생산 공정 및 공정 요약

1)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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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생산 공정 요약표

●  고품질의 다양한 KilnFurniture를 제조하기 위하여 알루미나,뮬라이
트,탄화규소,지르코니아 등 50여 가지 의 내화물 원료가 사용되며,제품
의 균일한 품질 보장을 위하여 잘 정제되고 엄선된 원료만을 사용.

● 자동화된 계량장치에서 입도와 종류가 다른 원료를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일정 비율로 무게를 계량하고 계량이 완료된 원료는 혼합용 믹서로
이송.

● 일정 비율로 계량된 원료를 혼합기에서 균일하게 혼합하는 공정이며,
성형이 가능하도록 수분 및 결합제,윤활제등 첨가제를 넣어서 성형이 잘
되도록 함.

● 각 원료와 수분,첨가제를 혼합한 원료를 요도구 용도에 적합한 형태
로 만들기 위하여 금형에 혼합된 원료를 넣고 유압프레스,마찰프레스,
진동프레스를 이용해 고압을 가하여 제품의 형태를 성형함.

● 혼합된 원료를 고속교반기에서 수분을 첨가하여 슬립형태로 만든 다
음 원료슬립을 석고 Mold에 고압하여 주입하고 석고의 수분 흡수능을 이
용하여 복잡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성형함.

● 토련기에서 진공상태로 만들어진 배토를 석고형틀에 넣고 석고형틀과
RollerMachine의 Head를 회전시키면서 원형의 Sagger를 성형함.

● 배토의 가소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제품의 수분을 제거하여 소성 중 급격한 수분의 증발로 인하여 제품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취급이 용이하도록 건조강도를 부여.

●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고온의 열처리를 통하여
KilnFurniture의 소결강도를 부여하고,열화학반응에 의한 새로운 결합조
직을 만들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공정.

● KilnFurniture의 표면에 스프레이 법으로 고순도 알루미나,지르코니
아 등의 물질로 피소성물과의 반응 및 특성 향상을 위하여 코팅.

●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맞도록 모든 제품은 전수 선별을 통하여
불량을 선별.

● 제품이 훼손이나 파손이 없이 고객에게 안전하게 납품 되도록 포장규
격을 정하여 포장.

● 고객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물건을 도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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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현황

<그림 7> 사업현황

현재 주된 양산화제품으로는 도자기 열처리용 요도구와 전자부품 열처리
용요도구,분말열처리용 요도구 등이 있으며,신규사업화 제품으로는 세라믹
버프,정밀세라믹부품,현무암 섬유 등을 연구진행 중에 있다.이 중 세라믹
버프나 방판 산업과 현무암섬유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향후 주력 사업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1)기존제품 현황(요도구)

요도구(Kiln Furniture)란 가마(Kiln 또는 Furnace)내에서 전자부품(Ferrite,
PTC,MLCC etc)또는 도자기 등의 제품을 열처리할 때 피소성물의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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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전기적인 특성을 유지시켜주는 구조물 등을 칭하는 용어다.
요도구의 종류는 제품의 형상 또는 기능에 따라 내화갑(Sagger),대판
(PusherPlate또는 PusherSlab),플레이트(PlateSagger),RHK Plate,샌드
위치 플레이트(SandwichPlate),세터(Setter),지주(Prop),막대(Bar),스파이
더(Spider)등으로 구분된다.
(주)영진세라믹스는 도자기용,전자부품․분말열처리용 요도구를 국내 200여
업체,해외 20여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경쟁회사는 일본 Toshiba,Muitsui,NGK,Noritake,유럽 Immery,생고방
등이 있다.

(1)요도구 적용분야

<그림 8> 요도구의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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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구의 적용분야를 살펴보면,전기산업과 관련한 콘덴서 및 MLCC전자
부품산업과 도자기,타일산업,고온열처리,ITO Target산업,Ferrite산업,분
말 열처리용 전지양극화물질 열처리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영진세라믹스의 경우,방탄용 세라믹 및 현무암섬유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군수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도구에서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첫째,고온에서 사용 중 변형이 없어야

하다.이러한 변형에 관계하는 주요 인자인 사용온도,최고온도 유지시간,피
소성물 하중,요도구 크기와 형태,요도구 재질,요도구 두께 등을 고려하여
변형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둘째,적재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상온,고온 강도를 지녀야 한다.셋째,승온․냉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열
응력에 크랙발생이 없어야 하며 피소성물과 반응이 없어야 된다.이러한 크
랙의 경우는 여러 단을 적층할 경우,지주의 위치를 잘못 놓거나 너무 많은
제품을 쌓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 즉,내구 강도를 벗어난 힘의 집중에 의한
발생과 주로 사용초기에 나타나는 승온,냉각 과정에서 요도구 내부의 온도
구배에 따른 열응력 발생한 의한 크랙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부조직의 이
완에 의한 열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는
수직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지주의 높이를 일정하도록 하
고,Slit을 넣음으로써 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넷째,소성시 발생되는 가
스 등 휘발성분에 의한 침식이 적어야 하며,다섯째,1,300℃와 500℃ 구간을
반복 열처리함에 따라 발생되는 열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에 나타난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도구를 코팅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는데,코팅재료는 고순도의 알루미나,지르코니아가 주로 사
용되며,모재와 코팅재간의 열팽창률 차이에 의한 크랙,박리 현상을 제어하
는 기술을 필요하다.코팅방법에는 분무스프레이(스프레이 드라이어)후 열
처리하여 접착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코팅 층의 두께가 얇은 스프레이
코팅법과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 세라믹입자를 순간적으로 녹여서 코팅하
는 플라즈마 용사 코팅법이 있는데,이는 접착력이 강한 반면,코팅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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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장점이 있다.마지막 방법으로는 세라믹분말을 Slurry로 만들어서 코팅
후 소성하여 코팅두께를 2mm까지 두껍게 할 수 있는 Slurry코팅법이 있다.

(2)요도구 종류

가가가...도도도자자자기기기 소소소성성성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요도구의 시작은 도자기 산업의 내화갑에서부터 시작한다.따라서 도자기
소성용 요도구는 가장 기본적인 요도구이다.도자기 소성용 요도구는 도자기
소성 공정에서 형태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도자기용 소성용
요도구는 Decoration공정과 Glaze공정을 통하여 도자기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나나나...SSSooofffttt&&& HHHaaarrrdddFFFeeerrrrrriiittteee소소소성성성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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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HardFerrite소성용 요도구는 Ferrite와의 반응없이 고온에서 소
성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소성 중에 Crack이나 변형이 없이 형태를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다다...SSSiiilllllliiicccooonnnCCCaaarrrbbbiiidddeee재재재질질질 요요요도도도구구구

SiC Plate는 도자기부터 전자부품 소성 공정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뛰어난 열전도율로 피소성 제품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요도구이다.
SiC Plate는 Alumina와 SiC 그리고 Alumina의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나 층은 전자부품과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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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콘콘콘덴덴덴서서서,,,MMMLLLCCCCCC소소소성성성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MLCC나 콘덴서 소성시 각각 제품이 균일한 특성 값을 갖도록 해주며,피
소성 제품에 따라 요도구 표면에 Alumina,Zirconia코팅을 처리하여 제품의
변형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마마마...고고고온온온 소소소성성성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나질 요도구의 대표적인 제품으
로 파인세라믹부품(알루미나,지르코니아)등의 제품 소성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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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IIITTTOOOTTTaaarrrgggeeettt소소소성성성용용용 대대대형형형 요요요도도도구구구
투명전극재료인 ITO(Indium TinOxide)Target을 소결하기 위한 1,600도

의 고온에서 변형이 없는 대형의 요도구이다.

사사사...양양양극극극 활활활물물물질질질,,,분분분말말말하하하소소소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양극 활물질에 들어있는 Lithium 성분은 요도구에 대한 침식성이 강한 물
질로 요도구의 수명을 단축하며,분말을 열처리하는 요도구는 냉각시 분말이
가지고 있는 잠열 때문에 발생되는 열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열충격저항성
이 높은 재질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양극 활물질,분말하소용 요도구는
양극 활물질 하소시 발생하는 가스에 대한 내침식성이 우수하고,열팽창계수
가 낮아서 내열충격성과 기계적인 강도가 높은 편이다.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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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불순물 함량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합한 요도구라 말
할 수 있다.

아아아...기기기타타타 KKKiiilllnnn구구구조조조물물물용용용 요요요도도도구구구

위생도기용 요도구,버너타일,고온용 Klin구조물,타일 소성용 요도구,
MIM 분말야금 소성용 요도구 등이 있다.

2) 기술개발 사업

(1)정밀구조 세라믹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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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구조 세라믹 부품은 영진세라믹스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을 주
도하는 제품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용 정밀세라믹부품과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용 정밀세라믹 부품 및 개인방호용 방탄세라믹 판,내마모성세라믹 부품,기
계장비용부품 등을 기술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주)영진세라믹스의 고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대

형크기의 세라믹부품을 제조하여 반도체,LCD장비용 세라믹 부품으로 납품
을 하고 있다.
반도체,LCD용 대형 알루미나 세라믹부품 시장전망을 살펴보면,2004년

407억원,2006년 500억원,2008년 600억원,2010년 770억원의 시장으로 그 규
모가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영진세라믹스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탄용 세라믹 판 제조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국방규격에 의한 방탄성능 검증을
받아 현재 국방연구소와 나노액체 방탄재 기술개발과제를 공동연구로 진행
중에 있다.또한 방탄세라믹과 나노액체 방탄재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탄시스
템을 연구하여 국방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주력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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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라믹 버프

PCB제조 장비 중 Deburringmachine의 소모성 부품으로 CeramicBuff는
PCB제조 공정의 PLUG인쇄공정에서 PCBP/N상의 Viahole에 열경화성
에폭시 잉크를 플러깅할시 Viahole주변에 불필요하게 전사되어 경화된
에폭시 잉크를 세라믹으로 마찰시켜 PCBP/N 표면에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의미한다.
세라믹 버프의 구조는 세라믹,복합 Rubber,Sponge,BakelitePipe로 구

성되며,세락믹은 고경도의 입자상 세라믹의 결합체로서 Roll의 외부에 부착
되어 회전하면서 기판의 에폭시 잉크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복합 Rubber
는 박편(11*11*12mm)상의 세라믹을 고정하면서 높은 탄성계수로 세라믹 연
마면의 평탄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또한,Sponge는 낮은 탄성계수를 갖
으면서 연마시 충격을 흡수하며 세라믹과 PCB기판의 밀착성을 높여서 균일
한 연마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BakelitePipe:2000rpm으로 고속 회전하는
연마기 주축에 세라믹 Buff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라믹 버프의 용도는 적측형 PCB기판 제조 공정 중 도금된 구리박막의

표면을 정면 하는 기능을 하는 세라믹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라믹 버프의 기술동향을 보면,다공성 연마석은 국내에서는 연질금속의
연마를 위한 용도로 연마 휠 등의 몇 종류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 수준이다.
Platetype,단층 PCB를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연마벨트 type장비는 국산화
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연성이 있고 얇은 FPCB(FlexiblePrinted
CircuitBoard)에 적용하기에는 표면연마 특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PCB장비 제조업체에서는 기존 연마 장비를 개선하여 FPCB의 표면

연마에 적합하도록 CeramicBuff를 적용한 표면연마장비를 개발 하였다.
2003년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Plug에폭시 제거용 세라믹 버프와 설비가
수입되면서 세라믹 버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아직 국산화 연
구 사례는 없으며,CeramicBuff제조기술은 일본의 Kamitsu와 Kure-No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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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우위에 있으며 일본,한국,대만 등의 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
이다.따라서 이번 영진세라믹스의 PCB기판연마용 세라믹 Buff개발은 65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IT
산업 경쟁력 제고 및 PCB연마장비의 국산화 개발 가속화를 가져오리라 예
상된다.
PCB 산업은 네트워크 장비와 이동통신단말기,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
기술(IT)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

<표 13>CeramicBuff의 시장규모

국내 상당수 PCB제조업체에서는 기판의 Viahole플러깅 잉크를 제거하
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수직형 샌더(sander)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경박
단소화 되고 있는 PCB의 발전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라믹 버프 사용하
는 업체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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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eramicBuff의 기술 개발은 다양한(SiC, , )종류의
Ceramic Buff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수입대체에 따른 국내 PCB제
조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나아가 연마 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따른
국내 장비 업체 개발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CeramicBuff의 수요증가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FPCB업체의 Buff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경쟁력 있는 CeramicBuff제조 기술개발로 국내 시
장 공급 및 일본,대만,중국 등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eramicBuff의 세라믹 미세기공제어 기술을 통한 경량,단열 세라믹 등의

다공성 세라믹부품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현무암 섬유

현무암은 천연부존자원인 암석을 그대로 섬유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성 재
료이다.Basaltfiber나 그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재료들은 기계적 강도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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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에서 우수하다.내열성이 뛰어나 초저온(-260℃)에서 고온(1,000℃)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아직은 국내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
지만 외국에서는 산업섬유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무암 섬유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으며,배터리 분리막,환경

필터,원적외선 및 단열성을 이용하여 생활 건강 및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콘크리트 강화섬유,고강도 복합재,방화재,자동차 머플러용 흡음재,
고온 작업복 및 장갑,고온용 Buffer,용접복 등 폭 넓은 산업에서 사용되므
로 향후 개발에 따른 사업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리 섬유는 원자재 가
격 상승 및 환경 유해 요소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
며,현무암 섬유의 경우 다른 섬유보다 많은 생산을 보이고 있다.
현무암 섬유의 기술현황을 보면,국내에서는 (주)영진세라믹스,쎄코텍이 연
구개발 시험 생산 중에 있으며,일부 수입하여 가공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의 현황을 살펴보면,프랑스의 PaulDhe'가 1923년 처음으로 filament
방사하였으며,Russia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용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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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용으로는 각국에서 1995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2000년대에 들
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러시아의 KamennyVek이 기술
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중국,미국에서 일부 생산 중에 있는 실정이
다.현재는 개발단계로 수율이 낮고 제조단가가 높은 현실이며,2007년 약
2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향후 생산회사와 생산량 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 41 -

Ⅳ. 기업의 경영 기능별 전략분석

1. 인사조직

<표 14> 직종별 학력․연령현황

(단위 :명)

구분 학 력 연 령
총원 박사 석사 대졸 고졸 기타 총원 50대 40대 30대 20대

관리직 11 1 7 3 11 4 5 2
생산직 54 4 40 10 54 9 29 14 2
연구직 9 1 1 7 9 1 2 6
총계 74 1 2 18 43 10 74 14 36 22 2

(주)영진세라믹스의 직종별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표>과 같다.먼저 직종
별 인력은 관리직 11명,생산직 54명,연구직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직종별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관리직의 경우에는 석사급 1명,대졸 7명,고졸 3명으
로 구성되었으며,생산직의 경우에는 대졸 4명,고졸 40명,기타 10명으로 구
성되었다.또한 연구직의 경우에는 총 9명이며,박사급 1명,석사급 1명,대
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50대가 14명,40대는 36명,30대 22명,20대 2명

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경우,대졸이상이 9명이며,세라믹전공 및 신소재공학 등을 전공

한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
어 전문 연구원이라 할 수 있으며,추후 인원 충원시 전문직 수행능력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주)영진세라믹스의 연구소 인원의 업무를 살펴보면,타 기업들은 1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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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정도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주)영진세라믹스는 1인이 2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서 시급을 요하는 업무발생시 중복으로 인하여
다른 과제를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연구소 인원을 충원하여 과제를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충원

시 연구 인력의 학력 및 연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능력 있는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연구인원을 충원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주)영진세라믹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세라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
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1년 전만 해도 연구원들
이 여러 명이었는데 현재는 1～2명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원시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연구소 인원을 보강하려고 해도 취업희망자들
이 사무직을 선호하고 업무량이 많은 연구직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영진세라믹스는 전남 함평 학교농공단지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지리
적인 문제로 출퇴근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인원충원에 문제점이 있다.
(주)영진세라믹스의 직급별 인원을 보면,총인원 대비 과장급 이상 높은 직
급에 있는 관리자들이 많다.직급별 비대칭 현상으로 인하여 높은 직급의 직
원의 주 업무인 관리감독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직급별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연구개발의 중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관리직 홀대로 이어져 관리직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직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현재 직원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연봉재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서 모든 직종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주어 직종별 괴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또
한 직원들 스스로 각자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인력 충원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원부족 및 기피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
법으로 기업 스스로 교육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생산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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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 수준은 평균 고졸 이하로서 새로운 방향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교육이 필요하다.이는 OJT교육 및 외부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또한,신기술 습득과 관련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직 사원들의 애사심 고취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생산직사원들의 대부분이 타성에 젖어 노력에 비해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에,생산직사원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공장 내 신규 사업에는 인원을 별도로 신규 채용으로 보강하고 기존 생산분
야에서는 자연감소 발생시 추가 충원을 배제함으로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2. 국내 마케팅 현황

(주)영진세라믹스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액 현황 및 Item별,거
래처별 매출현황을 살펴보고,국내 마케팅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전체 매출액 현황

<표 15> 연도별 매출 목표 및 실적

<단위: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매출액(억원) 62 50 12 63 56.7 6.3 61 56 5

점유율(%) 100 81 19 100 90 10 100 92 8

증감률(%) - - - 1.6 13.4 △47.5 △3.2△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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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2005년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62억원이
며,그 중 국내 매출액이 81%인 50억원,해외매출의 경우에는 19%인 12억원
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63억원이며.국내

매출액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전체매출액 중 90%를 차지하는 56.7억원으
로 나타났다.또한,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47.5% 하락한 6.3억원으
로 해외수출부진이 전체매출액 상승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전년대비 3.2% 하락한 61억원으로 나타났

으며,국내매출액은 56억원으로 전년대비 별다른 하락을 하지 않았으나,해
외 수출의 경우에는 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를 차지하며,전년대비
20.6%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총매출액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심각
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회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된다 하겠다.

    2)Item별 매출현황

<표 16> 연도별 Item별 매출현황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Ferrite 28.80 30 20
원료하소용 22 27 41
Alumina 7 10 12

도자기,기와 등 9 7 4
RackSetter 0 6 11
기타 33 20 12



- 45 -

<그림 9> 연도별 Item별 매출현황

<표 16>과 <그림12>은 연도별 item별 매출현황을 보다 알기 쉽게 비교
하기 위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Ferrite용을 살펴보면,2005년에는 전체매출액 중 28.8%의 매출점유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2006년의 경우에는 30.3%로 전년대비 1.2% 증가를 나타냈으
나,2007년의 경우에는 19.7%로 10.6%의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하소용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전체매출액 중 22.2%를 매출점유율

을 나타내고 있으며,2006년도에는 26.7%로 전년대비 4.5%의 증가를 나타냈
으며,2007년도에는 전체매출액 중 40.6%로 매우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High-Alumina Plate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7.5%,2006년도 9.6%,
2007년도에는 11.8%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매출액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자기,기와,위생도기용의 경우에는 2005년도 8.6%의 점유율에
서 2006년 7.1%로 다시 2007년도에는 4.0%로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RackSetter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다가 2006년도
부터 매출액이 발생하는 신규 Item으로 6.1%로 나타났으며,2007년도에는
11.3%로 5.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기타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32.9%에서 2006년도 20.2%,2007년도에는 12.6%로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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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래처별 매출현황

<표 17> 거래처별 매출현황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S세라믹 1 10 13
Y세라믹 22 26 37
I세라믹 8 13 5
S전자 7 2 3
해외 19 10 9
기타 43 39 33

거래처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17>과 <그림 13>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본 자료에는 해외수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해외수출 분야의 경우
에는 다음 장에서 논의를 되므로 거래처별 매출현황에서는 논외로 하고 국
내 거래처별 매출현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0> 연도별 거래처별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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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현황을 살펴보면,I세라믹의 경우 2005년도에는 8.5%로 나타났으
며,2006년에는 13.4%로 5% 포인트 정도 증가를 보이다가 2007년도에는
5.4%로 8% 포인트의 급감함을 보이고 있다.2006년도와 2007년도의 증감의
원인은 I세라믹의 가동률 증감에 의한 것으로 거래업체의 가동률에 많은 영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한 사항이라 판
단된다.
S세라믹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점유율이 매우 미약한 1.1%로 신규 거

래처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2006년에는 8.7% 포인트 상승한 9.80%로 급신
장하였고,2007년에는 소폭 상승한 13.2%로 나타났다.
Y세라믹의 경우에는 최대의 거래처로서 2005년에는 전체 매출액 중

2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006년에는 소폭 상승한 26.5%로 2007
년에는 11% 포인트 정도 증가한 37.3%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Y세라믹 업체의 증설에 따른 sagger와 setter수요
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S전자의 경우에는 2005년 7.1%,2006년 2%,2007년 3%로 나타나 2006년

점유율의 하락 후 점유율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2005년 43.1%,2006년 38.5%,2007년 32.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해외 마케팅 현황

1)국가별 수출 현황

(주)영진세라믹스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바,현재 10개국에 수
출실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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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해외 수출국 현황

(주)영진세라믹스의 수출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2004년 중국에 전체
해외 수출실적의 61%인 1,200,584(USD)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 24%인 466,432.8(USD),인도 10.5%인 205,658.5(USD),다음으
로 이집트에 55,683(USD)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이집트,기
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국가별 수출 실적 비교

(단위:USD)
구 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캐나다 기타 계
2004
(점유율)

1,200,584
(61)

205,659
(10)

466,433
(24)

52,683
(3)

-
(-)

41,766
(2)

1,969,129
(100)

2005
(점유율)

571,092
(47)

255,635
(21)

204,421
(17)

55,256
(5)

27,990
(2)

99,245
(8)

1,215,643
(100)

2006
(점유율)

416,029
(64)

55,811
(9)

175,755
(27)

4,760
(1)

-
(-)

-
(-)

654,360
(100)

2007
(점유율)

221,737
(46)

42,922
(9)

136,222
(28)

47,743
(10)

780
(0)

32,225
(7)

483,6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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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8.26%가 감소하였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71,092(USD)로 50%이상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인도의 경우
24.30%의 증가를 나타낸 255,635(USD)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이
집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캐나다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46.2% 감소하였으며,국가별로는 중

국의 경우,27.2% 감소한 416,029(USD)로 나타났으며,특히 인도의 경우
78.2%가 급감한 55,811로 나타났다.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소폭 감소한 결
과를 알 수 있다.
2007년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감소한 상태를 나타내

고 있다.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시장이 여전히 제일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인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국가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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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수출 업체별 수출현황

<표 19> 해외 수출 업체별 수출현황

구분 HRW전자 TT HN자기 WK PTS A&D PI 기타
2004 503,883 166,732 166,443 - - - 41,198 963,177
2005 384,119 252,067 105,055 98,000 23,518 16,948 14,016 319,916
2006 213,677 43,507 22,269 83,000 153,485 24,253 4,760 107,403
2007 49,846 42,922 25,926 79,900 106,882 39,439 1,346 286,913

주요 업체별 수출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2004년도의 경우 HRW전자
503,833(USD)로 전체의 27,3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다음
으로 TT사로 166,732,HN자기 인도네시아 166,443,PI사가 41,198의 순서로
나타났다.2005년도의 경우,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HRW전자,TT,HN자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WK,PTS,A&D사가 신규 진출 하였다.2006년의 경우
에는 중국시장의 경우 여전히 매출액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신규 진입
하였던 WK,PTS,A&D의 경우 소폭 증가의 형태로 나타났다.2007년의 경
우에는 HRW전자의 경우에는 80%의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으며,다른 업체
의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을 가져왔으며,기타 업체의 경우 신규 수출 기업으
로 진입한 HK도자기,Ceramica,Techceramic의 수출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해외 수출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

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해외시장 매출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3)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주)영진세라믹스의 주요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Sandwich가 34%로 가장 높은 점유율 나타냈으며,내화갑이 15%,Pla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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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ileS/G가 11%로 나타났으며,Spider,대판,Ring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도자기류의 경우가 4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으로 Plate Sagger가 15%,PusherPlate가 12%,Hi-Plate,
SandwichPlate,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는 Ferrite/콘덴서가 전체시장의 72%로 가장 높은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고온용 Plate가 16%,도자기용 요도구가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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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경우에는 Ferrite/콘덴서가 전체시장의 43%로 가장 높은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고온용 Plate가 30%,도자기용 요도구가 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고온용 Plate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주요 품목의 수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진세라믹스의 사업영역의
진출과 관련하여 중점사업의 부문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마케팅 전략

    1)제품전략

(주)영진세라믹스의 제품 중 경쟁력제고를 위해 중점 투자해야할 Item을
분석하기 위하여 BCG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BCG매트릭스에 따르면 전략형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성장률과 시장점유율

을 기반으로 형성된다.시장성장률은 사업단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한다.이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은 전
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판매액의 비율을 나내는 것으로 사업단위의 상대
적 힘을 나타낸다.현금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새
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는 크지 않은 반면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이익
이 꾸준히 창출되는 영역으로 내화물(전자부품 소성용,2차 전지 분말소성
용)사업 영역으로 나타났으며,별의 영역은 말 그대로 시장성장률과 시장점
유율이 높아 떠오르는 사업단위를 말한다.그러나 반면에 계속적으로 유동자
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 또한 있다.이는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계로서 기술개발,생산시설의
확충,시장개척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부문으로 현재 주력제품으로
양산체제를 갖추고 양산하고자 하는 것은 버프(PCB기판 연마용)사업 부문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DOG는 시장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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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래성도 없으며,시장점유율 또한 낮아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능력 또한 부족한 사업영역으로 도자기 소성용이 이에 해당된다.이는 요업
의 최조로 인하여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의 철수를 고려
해야 할 부문이다.미지수는 시장성장률은 높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영역에
속하는 사업단위로 시장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있으나 반면
낮은 시장점유율로 인하여 장래성이 불분명한 그야말로 미지수의 사업부문
이라 말할 수 있는데,현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현무암,맥반석
섬유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리라 본다.

<그림 13>BCG 매트릭스

물물물음음음표표표(((???)))

현무암 섬유
맥반석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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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화 물

별별별(((SSStttaaarrr)))

버 프
현금흐름
+
--

현금흐름

++

--

현금흐름
+
-

현금흐름
++
-

2)가격경쟁력

제품별 개별원가계산에 의하여 가격이 산정되고 있으며,품질과 비교하여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세라믹산업의 경
우 선진국 특히,일본이 상당한 시장의 점유율 보이고 있다.엔고현상이 발
생치 않은 시점에서는 세라믹부분에서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현재의 환율 및 앤고현상,위엔화 문제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은 일본 제
품 보다 국내의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54 -

따라서 국제환율의 변동이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리스
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판매경로

현재는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샘플을 제시 후 수
락이 있을 경우 직접 접촉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로로 이루어져 있다.이러한
경우 확실한 판매가 이루어지며 또한 기존 업체의 소개를 통한 신규 거래처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따라서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단지를 선정하여 대리점 개설을 통하여 기존제품의 전시
및 대리점 인원을 통한 판매 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촉진(홍보)전략

첫째,인터넷을 통한 바이어를 발굴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인터넷 BizMatchingsite(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
시켜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의 사양 등을 제공한
후 관심 업체가 연락하여 올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제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며,관심 기업체의 DB화를 통하여 유관 기업의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지도 및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국내 유관기관에서 특정지역이나 국가를 지정하여 시장개척단이 방

문하기 전에 도착국의 시장조사를 미리 진행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방문국의
수출업체에 관심업체를 연결하여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개척
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섯째,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전시회를 관람하여 관심업체를 발굴 할

수 있다.특히,전시회는 단기간에 많은 업체에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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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전문전시회는 지속적으로 참
여하되 전시회 선정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카달로그를 통한 방법을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TRA의 경우 국내 수출유망 기업들의 카달로그를 종합하여 하나로 제작
하여 해외호텔이나,상공회의소 등 유명기관이나 장소에 카달로그를 비치하
기도 하며,수출자의 제품홍보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5. 경영분석

(주)영진세라믹스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영분석을 위하여 각 연도
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연도별 재무비율 및 B/S,P/L분석을 실시하였다.

(1)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적 건
전성 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비율분석은 그 자체가 높은 수준의 분석
기법은 아니지만 기업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분석이다.비
율분석을 통해 기업 경영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
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안정성,성장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여 기업

의 경영성과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였다.

1)유동성비율

유동성은 기업의 단기자금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비율이다.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제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공급자나 단기성 대출을 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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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기업이 단기부채를
지급하려면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단기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유동성은 주로 단기간 내에 현
금화되는 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여 측정한다.그리고 단기지급능력을 평
가함에 있어서는 영업부채와 재무부채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유동
부채를 포함하여 유동성을 산정한다.

①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대표적인 유동성비율이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

한다.유동비율을 단기지급능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유동자산은 주
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므로,유동자산이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
는 유동부채보다 충분히 많다면 단기지급능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② 당좌비율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속에서도 현금화하는 속도가 빠른 유동자산으로 유

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비율이다.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판매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다.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중에는 진부화되어 판매되기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따라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더 엄격히 파악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을 분자로 사용되는 당좌비율을 측정하게 되었다.

당좌비율
유동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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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도별 유동성비율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유동비율 373 536 169 359
당좌비율 326 486 146 319

기업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되는 표준비율이 필요하다.표준
비율로는 분석하는 기간에 달성하기로 계획하였던 목표이익률과 당해 기업
의 과거비율 또는 평균비율,동일 산업내 유사한 경쟁기업의 비율,동일 산
업내 다른 기업 전부의 평균비율(산업별 평균비율),동일 산업내의 선두기업
의 비율 등이 있으나 표준비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이상적인 표준비율을 분석기준으로 삼고자 한다.4)
연도별 유동성비율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유동비율은 2005년에는 373%

로 나타났다가 2006년에는 전년대비 43.7% 증가한 536%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도에는 68.5%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 169%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유
동비율의 경우 2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는 판단을 하지만 유
동자산은 대체적으로 운용에 따른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 보
유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당좌비율의 경우는 2005년도에는 326%로 나타났다가 2006년도에는 486%

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146%로 급격히 감
소한 상태이다.당좌비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이상을 안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유동성비율을 살펴본 결과 1년 이내의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이 평균적으로 359%,당좌비율이 319%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상
태라고 판단된다.

4) 이계원(2005), 신경영분석, 조선대학교 출판부, p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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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정성(레버리지)

레버리지비율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와 부채의 원리금 지급능력을 분
석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다.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면 고정비 성격의
재무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손익확대효과가 발생한다.기업에 자금을 제
공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채무이행능력을 파악하여야 신용의사결
정을 내리게 되므로 레버리지비율는 신용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부채비율,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이다.이 비율은 자본구성의 균형을 측정하
는데 사용되는 비율로서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본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재무적 위험 때문에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약화되기 쉽다.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이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

부채비율
총부채
자기자본 ×

자기자본비율은 일명 보통주비율이라고도 하며,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보여준다.자
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
자기자본
총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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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부채비율,자기자본비율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채비율 83.4 102.0 112.0 71.3
자기자본비율 54.5 49.5 47.2 50.4

부채비율의 경우 2005년에는 83.4%로 나타났으며,2006년에는 102%로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12%로 다시 12%증가하였다.미지급금과 미
지급비용이 200%이상 증가한 결과임을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었
다.또한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의 증가가 큰 폭으로 증감함도 함께 확인
하였다.부채비율은 3년 평균 71.3%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의 경우에는 2005년 54.5%에서 2006년에는 소폭 하락한

49.5%,2007년에는 47.2%로 나타났다.이는 총자본 중에서 타인자본의 경우
에는 증가하고 자기자본의 경우에는 타인자본의 증가폭보다 소폭으로 증가
한 결과라 할 수 있다.자기자본비율의 3년 평균은 50.4%로 나타났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는 기업의 안
정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3개년도 평균을 본 결과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하여 기업의 대책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② 고정비율,고정장기적합율
고정비율은 자기자본 중 어느 정도가 비유동자산에 투하되어 있는가를 나

타내는 비율로 부채비율과 더불어 안정성 측정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기업
의 자본은 각 자산에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서 지급능력과 수익성을 크게
하여야 한다.이때 지급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비유동자산은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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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기자본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유동자산에 자기자
본을 투입하여도 지급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비
율은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표시하며,자기자본이 자금의 회전율이 낮은 비
유동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준다.이 비율이 높을
때는 자기자본이 비유동자산에 과대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이로
인하여 자금의 유동성이 낮아진다.이 비율의 일반적인 기준은 보통 100%를
최저 안전한계로 보고 있다.

고정비율
비유동자산
자기자본 ×

고정장기적합률은 고정비율의 보조비율로서 고정자산에 투자된 자기자본
의 비율을 말한다.고정자산에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5)이 비 율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00% 이하
를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

장기부채 자기자본 ×

<표 22> 고정비율,고정장기적합률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고정비율 81.9 91.7 107.3 93.6

고정장기적합률 52.4 48.3 71.4 57.4

5) 이계원(2005), 신경영분석, 조선대학교 출판부,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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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율을 살펴보면,2005년 81.9%로 나타났으며,2006년 91.7%,2007년
107.3%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국고보조금의 감소와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
에 따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정비율의 시정을 위해서는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개년도 평균 고정비율의 경우에는 93.6%로 나타났다.
고정장기적합률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52.4%로 2006년도에는 소폭 하

락한 48.3%로 나타났으나,2007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2007년도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결과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50%정도 하락
하였으나,장기금융상품의 증가로 고정장기적합률이 상승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3개년도 평균을 살펴보면 57.4%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고정비율과 고정장기적합률을 토대로 볼 때,비유동자산

의 증가로 인하여 이 비율들이 소폭의 변동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따라서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하였듯이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에 더욱 신중한 판
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수익성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은 기업의 출자자가 사업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성을 측정

하는 척도로서 기업이 부채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레버리지효과에 의해 자
기자본순이익률이 총자산순이익률에 비해 큰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매출액영업이익률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
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
로 나누어 구하였다.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활동 결과에 따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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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으로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효율성을 측정
하는 지표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

매출액순이익률이란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이다,즉,매출액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일명 매출
마진이라고도 한다.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매출액 ×

자기자본이익률을 살펴보면,2005년도에는 17.2%로 나타났으며,2006년도
에는 11.6%로 전년대비 32.5%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2007년도에는 3.3%로
71.5%의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3개년 평균과 비교할 경우에도 2007년에는
평균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자기자본의 투입에 비
하여 당기순이익이 낮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투자에 대한 사업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5년도에는 1.9%로 나타나고 있으며,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1.8%로 나타났으나,2007년도에는 3.6%로 증가
함을 알 수 있다.3개년의 평균은 2.4%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살펴본 결과 매출액의 변화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소

폭 하락하였으나,판매비와 관리비 부문에서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특히,퇴직급여 및 수선비와 해외시장개척비의 항목이 전년대비 낮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2005년도에는 10.4%로 나타났으며,2006년도에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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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년대비 25%의 감소를 보였으며 2007년도에는 2.0%로 전년대비 74.7%
의 급격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3개년도 평균은 6.8%로 나타나 2007
년도에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면,기업의 영업활

동에 의한 수익성은 낮게 나타난 반면,영업외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오히려
매출액순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수익성비율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17.2 11.6 3.3 10.7
매출액영업이익률 1.9 1.8 3.6 2.4
매출액순이익률 10.4 7.9 2.0 6.8

4)성장성비율

기업의 성장성이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규모와 경영성과 등이 얼마
나 확대되었는가를 보여준다.따라서 성장성 비율은 재무제표 각 항목에 대
해 일정기간 동안 증가율로서 측정한다.
총자산증가율은 총자본증가율이라고도 하는데,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에 당

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와 같이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
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총자산증가율
기말총자산 기초총자산

기초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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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가율은 당기매출액의 증가분을 전기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외형적 신장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매
출액증가율은 제품가격의 상승과 판매수량의 증가와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 ×

이익증가율은 당기이익의 증가분을 전기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이익
증가률은 기업의 수익성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이익증
가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이익증가율
당기이익 전기이익

전기이익 ×

<표 24> 성장성비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평균

총자산증가율 0.00 0.25 -0.11 0.04
매출액증가율 -0.31 0.01 -0.02 -0.11
이익증가율 -0.08 -0.24 -0.76 -0.36

총자산증가율을 2005년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2006년도에는 0.25%
의 증가가 있었다가 2007년도에는 소폭 하락한 -0.11%로 나타났다.3년 동
안의 평균은 0.04%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0.31%의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와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를 보이다가 2007년
도에는 다시 하락의 신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3년 동안의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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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0.11% 하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증가율을 살펴보면 매년도 하락을 하고 있은 것을 알 수 있으며,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성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2007년도에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재무제표 분석

(1)대차대조표 분석

(주)영진세라믹스의 B/S를 살펴 본 결과,기업의 총자본의 77억원으로 나
타났다.총자본금은 자기자본이 약 47%인 36억원이며,부채가 52% 정도인
40억원이며 국고지원금액에 10% 정도인 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조달방법을 살펴보면,자기자본의 경우에는 유․상 증자를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으며,부채의 조달은 정부 정책자금 및 금융권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국고지원금의 경우에는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및 구강과학
연구원 개발사업참여 등 국책사업의 과제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S상의 문제점으로는 R&D(무형자산)이나 P/L/상의 경상연구개발비
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이는 계정과목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가 존재하므로 연구소 관련 인건비,시험개발비,운영비 등이 모두 과
제 성공시에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허 출원시 이를 일정기간
상각을 통하여 정리해야 하며,과제 실패시에는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
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차입금현황을 살펴보면,사모전환사채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발생하
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40% 정도가 급증하게 되었다.이는 지식경제부의
투자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추후 이 자금의 활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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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업경영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자금의 활용에 대한 기업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손익계산서 분석
<표 25> 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금액 금액 금액

매 출 액 6,245,809,370 6,285,212,263 6,128,707,416
매 출 원 가 4,805,854,238 4,835,033,885 4,961,208,461

판관비

인 건 비 780,700,072 776,653,740 958,451,814
접 대 비 100,898,420 99,713,100 110,971,656
감가상각비 92,135,147 52,254,481 28,074,648
지급수수료 40,542,653 61,401,642 45,170,038
운 반 비 131,533,675 103,414,083 90,139,425

해외시장개척비 33,951,643 28,603,106 18,159,884
기 타 139,760,820 134,141,212 140,171,337

영 업 이 익 120,441,712 193,997,014 △223,639,849

영업외
손익

이자수익 37,333,971 56,222,384 171,380,243
이자비용 115,223,089 107,776,741 145,961,940
기 타 51,736,809 48,864,078 78,223,620

당기순이익 650,883,284 103,732,312 △119,997,926

손익계산서를 살펴본 결과,매출원가는 2005년과 2006년에는 매출액 대비
77%이었으나,2007년에는 80%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환율의 변동
에 의한 문제점으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절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는 2005년과 2006년에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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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폭이 없었으나,2007년에는 전년대비 23.4%의 급증하였다.이는 최저
임금의 상승과 주5일제 근무제로 전환되면서 주말 근로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감가상각비의 경우 신규기계장치의 구입
분에 대한 감가상각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2005년과 2006년에는 양(+)의 값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119,997,926원으로 급감하였다.이에 대한 원인으
로는 중국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시장의 매출액 감소와 환율 등에 대한 문
제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주5일제 전환 등으로 인하여 일
반관리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감절감과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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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제 및 극복방안

1. 과  제

(주)영진세라믹스의 국내․왜 매출현황을 살펴본 결과,2004년도 이후 급
격한 매출액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대내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신규 Item 매출의 부진이라 할 수 있다.
2006년의 경우,RackSetter는 당초 8억원의 신규매출을 예상하였으나,당

초 목표의 50%인 4.1억원의 매출만이 발생하였으며,Gelcasting의 경우 당
초 1억원의 매출이 예상되었으나,가공상 문제로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다.2007년의 경우에는 Buff의 품질 및 test지연으로 인한 양산지연과
Alumina소재의 대형 size의 기술적인 부분 미비로 인하여 매출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Buff의 경우 양산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1년

동안 양산안정 및 신제품을 추가하여 Upgrade를 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Alumina소재의 경우 생산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기존 인맥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기에 시장인지도를 높이는 전략과 품질 안정 이후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제강,화학공장 등의 틈새
시장 확보 등과 같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시장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기술개발을 통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기존 Item의 경우 주요 거래처의 집중화에 따라 주요 거래처별 가

동률에 의하여 매출액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I세라믹의 경우 2006년과
2007년도에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극활 물질용 Sagger의 수명개선을 통한 A/S 위주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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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를 실시하고 Hi-AlPlate의 신제품 위주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하여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여야 하며,좀 더 다양한 주요 거래처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본다.
셋째,업계의 불황 지속 특히,KilnFurniture의 시장 축소로 인한 매출액

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SoftFerrite시장이 약 6억 5천만원,도자기 위생
도기용이 약 1억 6천만원,기타 제품이 2억 5천만원 정도의 매출감소로 나타
나고 있다.
넷째,환율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및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원가 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 차원의 전사적 원가 및
비용 절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중국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중국시장의 매출액 감소의 이유로는 중국 업체,특히 샤먼 TDK의 매출이

2004년도 560,722에서 2005년 48,735로 급격히 감소하였는 바,이는 자국 업
체의 SandwichPlateSagger를 사용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저가의 중국산 Kilnfurniture의 품질향상으로 (주)영진세라믹스 제품의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하였다.중국산 Plate,Sandwich의 품질향상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 대판과 더불어 갈수록 매출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또한,중국 내 Agent에 의존한 시장 및 업체 정보획득,Agent의 영업활동
부진 등이 이유로 들 수 있다.특히,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에이전
트의 신규시장 확대 노력부족과 기존거래처의 주문에 의존한 매출 유지의
결과 매출액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여섯째,시장 확대 노력부족을 들 수 있다.
신규시장 및 바이어에 관한 정보 부족,바이어들의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테스트기간 및 단가조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공급업체를 바꾸지 않으려는
바이어들의 특성과 GlobalKilnfurniture제조사들의 유럽/아시아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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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Brand인지도와 고품질로 인한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부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납기지연으로 인한 업체 불편을 들 수 있다.
일부 업체에 대한 납기지연과 샘플 대응 지연,긴급발주분에 대한 적극적

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는 개별 업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딜러
및 유통업체의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기관리 및 샘플의 신속대응으로 주문확보 시기를 단축하고 업체

별 DATA관리를 통한 개별업체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한편으로는,요구/개선
사항 및 시장동향파악 등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
요하리라 본다.
여덟째,고정거래처 부족이다.
(주)영진세라믹스의 해외 수출 중 중국시장 매출액이 2억원 6천만원 정도

로 3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시장 경제 침체에 다른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현 거래처 중에서 다음 주문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소량 주문하는 업체일지라도 고정거래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왜냐하면 고정거래처가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 시장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홉째,고온용 Plate의 영업 확대 미비이다.
2006년 판매중점 품목인 High AluminaPlate의 시장조사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였다.중국시장 내 자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하여 가격상의 이유로 견적 제시 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gent를 통한 영업이 아닌 직접 접촉하는 형태의 영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열번째,시장선도형 신규 Item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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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tem들은 이미 경쟁이 포화된 상태이므로 현재 기업에서 개발 중인
세라믹버프 및 현무암섬유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열한번째,중개상의 개입으로 인한 거래의 한계에 있다.
업체와 타 Item으로 이미 거래가 형성된 무역상을 이용한 경우 거래가 순

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사용업체와 직접적인 연락이 배제되므로
주문 & 샘플 진행 내용 확인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중개상의 커
미션은 단가상은을 야기 시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영
업부문의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수출 확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열두번째,달러의 원화평가절상 및 엔화평가절하에 따른 일본 및 동남아

시장 내 가격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달러의 원화평가절상은 매년 5% 이상 원화평가절상이 이루어졌
다.(2004년 1,144.67원,2005년 1,024.31원,2006년 955.82원,2007년 922.88원)
또한 엔화의 경우에도 매년 2% 이상의 엔화평가절하(2004년 :109.24,2005
년 111.21,2006년 평균 환율 :118.41)가 이루어져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단가의 상승을 통해 대외경쟁력과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따
라서 환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열세번째,중국시장의 판매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중국산 품질향상 및 달러의 원화절상의 변동으로 인한 중국시장 내 판매 감
소가 2005년과 2006년 전년대비 50%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품질 개발 및 제품개선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열네번째,도자기업체 매출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기 산업의 경기침체 및 대형 Kilnfurniture메이커의 동남아시장에서의
영업 확대와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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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복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대내․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
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공격적 영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바이어의 접근 방식의 변경이 필요

하리라 본다.현재 바이어를 발굴하여 견적/샘플을 제시한 후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기대치 이하일 경우 거래중단으로 잠정적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품질개선의 샘플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거래의 관심도 표현 및 시장에
형성된 가격정보를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제시 후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으
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기별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요구되며,

업체별 신속한 샘플 대응 통한 오더 확보기시를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Agent와 관계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영업전략 회의 통하여 시장 및 업계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대외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국내․외 세라믹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등을 적극 활
용하여 제품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을 해야 할 것이며,또한 신제품 홍보 와
바이어에게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영문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매년
upgrade를 하여 업체 및 바이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Offer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신규시장 확대를 위하여 HighAlumina류의 고온강도 및 표면,반점

등의 제거를 통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방탄 Insert
시장조사 및 역량 있는 Dealer발굴 및 유럽 내 고온용 Plate시장조사 및
영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일본 양극활 물질 업체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
여 품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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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인원충원을 통하여 업무분담을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중장기 영업계획 수립 및 신규시장개척,홍보업무,출하관리,바
이어 관리 등으로 분업하여 실무교육 등을 이용하여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
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출하일,출하방법의 사전관리로 불필요한 낭비요소제거를 하고 수출
품에 대한 포장방법의 표준화 및 컨테이너 내부 무게와 공간을 고려한 최적
의 포장방법을 통해 빈 공간 최소화 및 출하 당 금액의 최대화를 통해 물류
비 절감을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수출입부대 비용의 통계화를 통하여 수출
품 가격 원가 산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매 출하분 마다 비용을 산출 /
집계하여 부대비용의 정보를 공유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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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함평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주)영진세라믹스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신기
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이윤 창출에 성공한 기업이다.지난
1987년 창립 이후 도자기 ․위생도기 소성용 내화물을 만들어 오던 영진세
라믹스는 IMF한파를 계기로 전자부품 소성용 내화물 제조로 과감하게 전
환,같은 업계의 선두자리로 나설 수 있었다.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내화물
을 본격 생산함으로써 외화수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에게 원가를 줄이고
납품기한도 빠르고 정확하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주)영
진세라믹스가 만드는 내화물은 전자부품용 뿐만 아니라 위생도기․도자기용,
페라이트용 등이다.전자부품용 내화물이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다.또한 최고 품질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완전
히 반영하고 있다.파인세라믹과 전자세라믹 등에 적용되는 하이 알루미나,
지르코니아,마그네시아 시리즈는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무반응성을 유지하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열 충격에도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잇달아 받
았으며,전남도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으
며,수출 백만 불 달성 수출 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내 동일 산업 내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의 특성 및 전체적

인 기업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이를 국내․외
매출액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먼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신규 Item의 매출의 부진이라 할 수 있다.
Buff의 품질 및 test지연으로 인한 양산지연과 Alumina소재의 대형 size

의 기술적인 부분 미비로 인하여 매출액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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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존 Item의 경우 주요 거래처의 집중화에 따라 주요 거래처별 가
동률에 의하여 매출액의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업계의 불황 지속으로 인한 특히,KilnFurniture의 시장 축소로 인

한 매출액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환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품단가 인하와 원재료 및 인건비의 상승

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출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중국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중국시장의 매출액 감소의 이유로는 중국 업체들의 자국 업체의 S/P를 사용
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저가의 중국산 Kilnfurniture의 품질향상으로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하였다.중국산 Plate,Sandwich의 품질향상으로 대판과
더불어 갈수록 매출증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여섯째,중개상의 개입으로 인한 거래의 한계에 있다.
업체와 타 Item으로 이미 거래가 형성된 무역상을 이용한 경우 거래가 순

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사용업체와 직접적인 연락이 배제되므로
주문 & 샘플 진행 내용 확인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중개상의 커
미션은 단가상승을 야기 시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달러의 원화평가절상 및 엔화평가절하에 따른 일본 및 동남아 시

장 내 가격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도자기업체 매출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기 산업의 경기침체 및 대형 Kilnfurniture메이커의 동남아시장에서의
영업 확대와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격적 영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바이어의 접근 방식의 변경이 필요

하리라 본다.현재 바이어를 발굴하여 견적/샘플을 제시한 후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기대치 이하일 경우 거래중단으로 잠정적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품질개선의 샘플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거래의 관심도 표현 및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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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가격정보를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제시 후 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으
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Agent와 관계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영업전략
회의 통하여 시장 및 업계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대외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국내․외 세라믹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등을 적극 활
용하여 제품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을 해야 할 것이며,또한 온라인 마케팅 서
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의 Offer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신규시장 확대를 위하여 HighAlumina류의 고온강도 및 표면,반점

등의 제거를 통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방탄 Insert
시장조사 및 역량 있는 Dealer발굴 및 유럽 내 고온용 Plate시장조사 및
영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일본 양극활 물질 업체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
여 품질 및 가격정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인원충원을 통하여 업무분담을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중장기 영업계획 수립 및 신규시장개척,홍보업무,출하관리,바
이어 관리 등으로 분업하여 실무교육 등을 이용하여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
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출하일,출하방법의 사전관리로 불필요한 낭비요소제거를 하고 수출
품에 대한 포장방법의 표준화 및 컨테이너 내부 무게와 공간을 고려한 최적
의 포장방법을 통해 빈 공간 최소화 및 출하 당 금액의 최대화를 통해 물류
비 절감을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수출입 부대비용의 통계화를 통하여 수출
품 가격 원가 산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매 출하분 마다 비용을 산출 /
집계하여 부대비용의 정보를 공유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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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현황 및 국내외 매출현황과 경영분석
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을 성장,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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