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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산시는 미래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의지와 잠재
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
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역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의 중
견기업지원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선도기업을 월드 클래
스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부산에는 
328개의 선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의 5대 전략산
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5대 전략산업 : 해양, 융합
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글로벌강소기
업,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
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을 선별한다.

Ⅱ. 본론

1. 조사개요

1.1 조사대상

A기업군 월드클래스 300
B기업군 글로벌 강소기업
C기업군 A, B군 이외의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1.2 조사내용

1) 기업개요 : 설립연도, 주생산품, 산업군, 기업상장여

부, 국책사업 인증여부 등

2) 일반현황 : 매출, 종사자수, 부채비율, 수출액, R&D 

투입자금 및 인력, 특허출원 및 등록

2. 조사결과

표 1. 기업군별 표본수

구분 표본 수
A기업군 12
B기업군 17
C기업군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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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군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A군보다 많은 기업

을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수가 적다.

표 2. 평균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CAGR
A군 84,229 102,190 102,855 11.27

B군 28,797 34,160 38,002 17.61
C군 28,607 31,089 31,850 12.28
전체 30,652 33,850 34,766 12.52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의 특성 분석
(부산광역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hidden champ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Busan Lea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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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부산광역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 지

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정부의 중견기업지원 사업을 신청 하여, 선정 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2016

년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선도기업과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중간 단계인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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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출액은 A군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연평균 성

장율의 경우 B군이 가장 높게 나왔고, A군이 가장 낮다.

표 3. 평균고용인원(최근 3년)

(단위 : 명, %)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CAGR
A군 208 232 225 68.28

B군 90 91 102 7.83
C군 91 98 102 10.34

전체 96 102 106 10.04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은 A군(68.28%), C군

(10.34%), B군(7.83%), 의 순으로 나타나며, A군의 경우 

전체 평균인 10.04%를 크게 웃돌고 있다.

표 4. 영업이익(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평균

A군 7,639 5,126 7,619 6,794
B군 529 992 1,342 955

C군 1,881 1,858 1,782 1,838
전체 2,022 1,933 1,972 1,973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A군(6,794), C군(1,838), B군

(955), 의 순으로 나타나며, A군의 경우 전체 평균인 

1,973를 크게 웃돌고 있다.

표 5. 부채비율(최근 3년)

(단위 : %)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평균

A군 95.38 104.38 133.93 111.23
B군 230.81 268.66 244.12 247.86

C군 188.96 204.77 237.86 209.18
전체 187.69 204.41 234.37 207.60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A군(111.23), C군(209.18), B

군(247.86), 의 순으로 나타나며, A군의 경우 전체 평균

인 207.60보다 크게 낮다.

표 6. 연구개발비(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매출액

대비 비율
A군 2,469 2,497 3,582 3.55
B군 810 519 892 2.62

C군 490 536 566 3.68
전체 593 618 714 3.62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A군(2,850), B군(740), C군

(450), 의 순으로 나타나며, A군의 경우 전체 평균인 552

보다 크게 웃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C

군(3.68), A군(3.55), B군(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비와는 다르게 C군이 가장 높게 타나타고 있다.

표 7. 수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최근3년 최근2년 최근1년
매출액
대비 
비율

A군 54,603 69,807 74,018 60.52

B군 8,188 9,673 11,836 34.01
C군 5,561 6,424 6,338 15.62

전체 7,522 8,927 9,107 18.21

  최근 3년간 수출액 평균은 A군(66,143), B군(9,667), C

군(6,048), 의 순으로 나타나며, A군의 경우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또한 같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표 8. 산업군

(단위 : 기업수)

구분 해양
융합
부품

창조
문화

바이오
헬스

지식
인프라

A군 6 4 1 1 0

B군 6 11 0 0 0
C군 17 120 56 17 44

전체 74 135 57 18 44

  부산광역시의 5대 전략산업은 전체 융합부품(135), 해

양(74), 창조문화(57), 지식인프라(44), 바이오헬스(18)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군의 경우는 해양이, B군의 

경우는 융합부품 쪽의 산업군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해양의 경우는 A군, B군 모두 상위권으로 포진되어 있다.

Ⅲ. 결론

 「선도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월드클래스300」의 

순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현황 역시 같은결과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조금 다르게 표출되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진행하

고 있어 A군, B군, C군의 순서로 매출액이 높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A군과 C군이 역전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출액 증

가에 따라서 연구개발비용 또한 그에 상응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채비율을 보았을 때도 재무구

조의 건전성이 특징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수출액이다.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이 C군, B군, 

A군의 순서로 2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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