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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겐코리아는 2021년 영업성과 달

성을 위해 KPI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

며 야심찬 포부를 갖고 한 해의 포문

을 열고 KPI와 목표에 집중해서 1년

을 달려왔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중

간에 전략을 수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신규 사

업을 위한 인력선발이었다. 저변이 약

한 신규 사업에 비즈니스가 잘되는 회

사에 다니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은 어려웠다. 기존 채용방법으로의 

신규 인력선발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스타트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먼저 전담 계약을 체결한 서

치펌과 협의하여 인력선발의 최우선 

순위는 풀필먼트로 정했다. 지원자와

의 제안으로 시스템 개발도 중요하지

만 서비스 기획자가 필요하여 선발대

상을 확대하기도 했으며, 피벗(Pivot·

시장에 맞지 않는 제품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사업아이템을 전환하는 것)하

여 사업방향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고 고객의 소리

에 귀기울였지만, 결국 신규 사업의 

KPI는 매출과 이익이 아닌 ‘사람’ 선발

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계기였다.

인사팀 KPI 방향전환 필요

인사팀의 KPI도 방향전환이 필요

했다. 연초 검토한 ① 채용 리드타임 

10% 단축 ② 경력사원 채용 시 서치

펌 사용비용 20% 절감 ③ 채용·선발 

후 1년 내 퇴사율 20% 감소 ④ 입사 

후 성과평가 A 이상 받는 비율 20% 

증가 ⑤ 직무별 지원자 비율 20% 향

상 ⑥ 채용전형별 합격자 비율 20% 

증가 ⑦ 채용지원자 직속상사 만족도 

10% 향상 등 채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중시한 지표관리에서 직접 소싱하

는 것으로 채용전략을 수정하였다.

1명이라도 적합한 인원이 있으면 직

접 제안하고 입사시켜 채용타깃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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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2009년 2월 18일

•업종 ｜ 아마존 플랫폼 이용한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 판매

•임직원수 ｜ 374명(계약직 포함, 2021년 3월 기준)

•매출액 ｜ 4,033억 1,902만(2020년 기준)

•비전 ｜ 제품 다각화(차량용 제품, 

           ex. 테슬라 모델3 전용 강화유리 제작 등)

           글로벌 Top3 Player. 해외 매출 90% 이상

(주)슈피겐코리아

특별기획 
2021년 국내기업 HR 총정리   ▶   슈피겐코리아 사례

2021년 슈피겐코리아는 직원의 성장과 만족을 위해 노력했다.

임원 인사제도, 직원 인사제도, 관계사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2022년에는 HR이 현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KPI와 연계하여 

신규 사업지원에 최대 전력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임직원의 ‘성장’과 ‘만족’ 위해 
노력한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