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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히든챔피언

은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된 대륙 1위 안에 들고 연 매출

액이 50억 유로 이내에 속하는 기업으로

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기업’

으로 정의)에서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

아 장기근속자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독일 중소기업 숙련인력의 이직률은 

2% 미만이고, 충성도가 대기업보다 더 

높은 편이다. 이에 여기서는 중소기업 A

기업과 히든챔피언 B기업의 핵심인력 확

보·개발·유지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기

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기업- 중소기업 

1845년 창립된 A기업은 300명 종업원을 

보유한 가족기업이다. 현재 CEO는 5세

대로서 1978년에 가업을 승계하였고, 6

세대인 아들도 가족경영에 참여하고 있

다. 주요 사업은 산업용 건조장비 및 열

처리 장비(재료처리기술 및 필터기술 포

함) 전문 제조이다. 20명의 직업훈련생을 

고용하고 있다.  

핵심인력 확보방안  ｜  A기업은 좋은 평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

원을 하는 편이다. 온라인 모집, 지역 신

문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종업원의 내부 추천을 통해 신규 핵심인

력을 확보하고 있기도 한다. 처음부터 전

문가(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한다는 전략

이다. 예를 들어 건조기술에 능통한 인재

를 채용해서 그들의 지식을 활용,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용하는 것이다. 

선발된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 만족도

는 높은 편이다. 성과 만족도가 높지 않

다면 기업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한다. 

수습기간을 통해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서 원하는 적합한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처음부터 핵심인력을 선발 및 면담 때 

CEO를 비롯하여 관리자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참여시킨다. 핵심인력이 기업문

화와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이다.  

핵심인력 육성방안  ｜  핵심인력을 육성하

기 위해 직업재교육을 주로 수행한다. 이

를 위해 기업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하게 이루어진다. 즉, 직원들의 니즈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9

년부터 인사부서를 새롭게 구조화함으

로써 체계적으로 재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기업 내외부적으로 재교육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Global HR 

독일 중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의 핵심인력 확보는 이원화된 

직업훈련제도 및 학위과정,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좋은 평판과 기업이 속한 지역의 매력도가 

핵심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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