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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의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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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
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전략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내 가구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지켜온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962년부터 1988년 주식시장 상장 후 1991년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보루네오 가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까지만 살펴보
는 것은 이 기간 이후는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인 가구산업의 역할을 다하지 못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공한 에이스침대
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면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보루네오가구, 에이스침대, 경영전략, 가구산업,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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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루네오가구 위상식 대표는 1988년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포브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루네오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라는 꿈을 밝혔다. 보루네오는 우
리나라 가구회사로는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될 만큼 주목 받는 회사였다.
보루네오가구는 1962년 보루네오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경제성장,
아파트 건설 붐, 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성장한 국산 가구회사이다. 보루네오가구는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시장에서 1위를 지키면서 성장하였으나 일본, 미국 등의 투
자에서 손실이 이어져 1992년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로운 주인으로 보루네오를 경영하였으나 주인이 없는 회사는
침체를 걷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2017
년 7월 5일 상장폐지 되었다.
에이스침대는 1963년 설립되었다. 이후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우리나라 침대시장과
가구시장을 이끌었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대충 만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
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에이스침대는 철저한 ‘품질 최우선주의’를 표방하여 장인정
신이 담긴 침대를 만들었다. 에이스침대도 보루네오와 동일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
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IMF 구제금융은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구업계도 IMF 구제금
융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보루네오가구와 동서가구, 바로크가구를 이끌던 위상식,
위상균, 위상돈 등 위씨 3형제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도 IMF 구제금융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리한 해외진출과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1980년대 황금기를 누린 에이스침대는 창업이후 지금
까지도 안성호, 안정호 형제가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과점
하고 있다.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전략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스침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전략의 기본 수단인 고
객, 비용, 경쟁자에 충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보루네오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단을
외면하고 무리한 해외진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실패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 11월 발표한 ‘100대 기업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
르면 1980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에 들었던 국내 기업 중 73개가 지난 30년 사이
탈락했다. 2000~2010년 사이에는 41개가 100대 기업에서 밀려났다. 치열한 경쟁 속
에서 10년 사이에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100대 기업에서 사라진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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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
다.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
전략을 비교하려는 것이다(방호진, 하순복 2018, 이웅희, 2017, 양성국, 2017).
우선 국내 가구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지켜온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살
펴보고자 한다. 1962년 보루네오통상에서부터 2017년 7월 상장폐지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1988년 주식시장 상장 후 1991년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보루네오 가구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까지만 살
펴보는 것은 이 기간 이후는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인 가구기업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공한 에이스침
대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
면서 성장하는데 기여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보루네오가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했으며, 에이스침
대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몰락
1. 가구산업
가구는 장롱, 책상, 탁자 등 집안 살림에 쓰는 가구를 말한다. 가구는 지면에 수평하
게 제작되어 책상처럼 업무를 돕거나, 선반과 같이 물건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 가구는 용도, 기능, 구조, 재료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사무용, 산업용으로, 기능에 따라 수납용, 휴식용, 거치
용, 공간용으로, 구조에 따라 이동식, 붙박이식, 조립식으로, 재료에 따라 목재, 금속
제, 플라스틱제 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미성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용 가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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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구의 분류
구분

내용
가정용 가구

용도에 따른 분류

주방용 가구
사무용 가구
수납용(Storage) 가구
휴식용(Seating) 가구

기능에 따른 분류

거치용(Surfaces) 가구
공간용(Spaces) 가구
이동식(Modular) 가구

구조에 따른 분류

붙박이식(Built-in) 가구
조립식 가구
목재 가구

재료에 따른 분류

금속제 가구
플라스틱제 가구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아이앤아이알앤씨(2016).

가구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매트리스, 침대, 소파 및 기타 내장 가
구를 만드는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침대, 소파, 매트리스 등을 만드는 내장 가구 제조업에 초점
을 두고 파악하였다.
가정용 가구 산업은 집안에서 생활할 때 사용되는 장롱과 침대, 소파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가정용 가구는 가구 산업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용 가구는 주거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소득 수준
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1) 가정용 가구 산업의 특징
가정용 가구는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징을 갖는다. 왜냐하
면 가정용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서 신규 주택 입주 시기에 맞
추어 가구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용 가구의 주요 수요층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이사를 앞둔 가정이기 때문에 결혼 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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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용 가구를 포함한 가구산업 전체는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
징이 있다. 가구는 건설경기, 기업투자, 결혼 등에 영향을 받고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내구소비재이다. 한편 가구의 주원료는 수입목재
이기 때문에 양질의 원자재 및 부자재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구산업은 고용친화형이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이다. 가구산업은 생산요소의
투입 측면에서 보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에 해당한다. 가구 제작과정의 자동화가 쉽지
않고 작업의 상당 부분을 노동자의 숙련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정성훈, 2017). 따라
서 부가가치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에 비해 1인당 부가
가치생산성이 낮다.
한편, 가구산업은 자동화나 기계화 등에 의한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가구 제조업의 고용은 1994년에 7만 명으로 최
대치를 기록하였지만 1998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4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
년 기준으로 보면 사업체 수는 12,800여 개, 종사자 수는 6만 5천 명 정도이다.
<표 2> 가구제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단위：개, 명)

구분

1994년

1998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사업체수

6,387

6,108

9,819

10,027

10,712

12,025

12,722

12,890

종사자수

70,371

43,613

53,236

51,054

52,476

58,761

64,123

65,824

출처：통계청(각 년도), 전국사업체조사.

2) 가정용 가구 산업의 변화
가정용 가구의 변화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용 가구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가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1980년대까지는 내구성과 가격, 1990년대
에는 디자인과 기능성, 2000년대에는 개성과 실용성, 2010년대에는 친환경, 신소재,
인테리어 기능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소득 증가, 1인 가구 증가, 미니멀 라이프, 단순화 등 생활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
비자들이 차별화된 요소를 선호하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시보다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 가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가구산업 결합은 스마트 가구 제품 출하를 증가시키고 있
으며,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가구 산업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출시는 가구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 55 -

｢경영사연구｣ 제35집 제1호(통권 93호)

2020. 2. 28, pp. 51~69.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온라인 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인용 가구가 증가하면서 중저가의 실용
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과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층 고객들에 의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 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에 의해 온라인 가구 구입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
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
는 편리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친환경 소재 가구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구
산업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웰빙을 추
구하는 소비변화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가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합판, 중밀도 섬유보드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일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 화학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소재 가구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2014년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서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012㎎/㎡h에서 0.02㎎/㎡h로 6배 강
화한 후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미래한국, 2019).
다섯째, 브랜드 가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구 시장은 소수의 중대형 기업
중심인 브랜드 시장과 소규모 기업 및 영세사업자 중심의 비브랜드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비브랜드 시장은 70%로
추정되고 있다(박지훈, 2019).
최근 가구 시장에서는 브랜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가구
시장은 중대형 가구 업체들 간의 할인판매와 판촉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문미성 외, 2015).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브랜드 업체의
매출 증가와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가정용 가구 시장은 과거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술 공간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소득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공간 창조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가정용
가구는 단순히 주거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
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용 가구 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가구산업이 가지는 특성을
산업과 시장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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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구산업의 특성 및 변화
산업 특성

시장 특성 및 변화

▪ 노동집약적, 고용친화형 산업

▪ 복잡한 유통구조

▪ 목재산업 중 고부가가치산업

▪ 경기변동에 민감

▪ 중소기업형 산업

▪ 진입장벽이 낮음

▪ 진입장벽이 낮음

▪ 친환경적 특성이 강조

▪ 내구소비재산업

▪ 브랜드가구 매출 증가
▪ 온라인 구매 증가

2. 보루네오가구의 성장과 몰락
보루네오가구의 전신은 1966년 세워진 보루네오통상(주)이다. 창업자 위상식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주택건설이 증가하자 보루네오통상을 설립했다. 보
루네오통상은 1987년 6월 회사 이름을 (주)보루네오가구로 변경하고 1988년에 우리
나라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업계 1위에 올라선 보루네오가구는 이
후 활발한 해외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투자 법인들이 잇따라 적자를 내면서 경
영난에 빠진 끝에 1992년 3월 첫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2001년 7월 보루네오가구의 주요 채권자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보루네오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2001년 11월 보루네오가구는 법
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창업에서부터 주식시장 상장과 법정관리까지의 주요 사항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보루네오가구의 변천사
연도

내용

1966년 9월

보루네오통상주식회사 설립

1971년

인천 공장 설립

1972년

법정관리 시작

1980년

홍공지점 및 직매장 개설

1981년

미국지점 및 직매장 개설

1985년 10월

보루네오가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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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1987년 6월

이태리 밀라노 사무소 개설

1988년 9월

기업공개, 주식시장 상장

1991년 12월

법정관리 시작

2001년

법정관리 해제

1) 성공 요인
보루네오가구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동화 대량생산 시
스템 도입이다. 보루네오가구는 1970년대 국내 처음으로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하였
다. 또한 보루네오가구는 자개장 중심의 국내 가구시장에 서구식 가구를 도입한 회사
이기도 하였다. 보루네오가구는 아파트건설이 증가하기 시작한 1975년부터 호황을 누
리기 시작하였다.
가구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서울시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건설 실적을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면 서울시의 경우 1975년부터 아파
트가 전체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고, 1985년에는 무려 6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 증가는 보루네오가구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표 5> 서울시 주택 건설 실적

(단위：호, %)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총계

1970

NA

NA

36,280

1975

28,852(54.5)

22,794(43.1)

52,925

1980

24,869(46.6)

22,791(42.7)

53,375

1985

8,968(17.1)

33,694(64.1)

52,529

1990

34,040(28.3)

53,855(44.7)

120,371

1995

10,375(10.0)

76,988(74.3)

103,617

출처：1. 1965~1981년 자료：건설부, 건설통계편람
2. 1982년 이후 자료：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주택/건설-주택건설실적통계)
* 다세대와 연립은 제외함

보루네오가구는 자동화설비를 통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튼튼한 가구라는 명성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창업주 위상식의 동생 위상균, 위상돈은 각각 동서가구, 바로크
가구를 설립하여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80년대 국내 가구시장의 1, 2, 3위를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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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보루네오가구의 장롱은 신혼부부들의 혼수감 1순위였고, 바로크가구가 내놓
은 대발이장롱은 없어서 팔지 못하는 히트상품이었다.
둘째, 세분화된 사업영역이다. 창업자 위상식을 포함해 3형제가 가구업에 뛰어들었
지만 각기 다른 가구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보루네오는 모던스타일,
동서가구는 세미모던스타일, 바로크 가구는 세미클래식 가구를 생산하여 거의 겹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사업을 해 나갔다.
보루네오가구는 1989년 6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선정한 “90년대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66개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다(중앙일보, 1992). 그러나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의 실패는 보루네오에 위기를 가져왔다.
해외시장 진출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덕화, 김희선 등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회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7~1998년
외환위기에 주저앉고 말았다(동아일보, 2017).

2) 실패 요인
보루네오가구는 국내 가구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자 해외로 진출했다. 먼저 진출한 홍
콩시장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실패를 겪게 된다. 미국 LA에 10
여개의 직영점을 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적자는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
고 법정관리를 받게 했다. 해외진출 사례를 홍콩과 미국, 일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콩 진출 성공
보루네오가구가 홍콩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표준화된 이탈리
아식 가구를 중고가(中高價)로 제공한 점이다. 그리고 홍콩의 모든 전시장이 대한민국
본사와 연결되어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홍콩에서의 성공은 이후 동남아
시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2) 미국과 일본 진출 실패
보루네오가구가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17).
보루네오가구는 한 때 미국 내 대리점이 19개에 이를 정도로 공격적으로 미국시장
을 공략했다. 그러나 동양적 감각의 가구가 미국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둘째는 현지화전략의 실패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방이 작기 때문에 가구가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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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일본 소비자들이 가구 선택에 있어 매우 까다롭다
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소비자들은 가구를 뒤집어 놓고 바
닥재나 마감재까지 체크해서 반품을 했다.
셋째, 브랜드이미지 구축 실패이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가구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비즈리포트, 2018). 보루네오가구는 저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광고에 엄청난 비용을 썼지만 광고효과는 미미하였다.
넷째, 무리한 공격적 경영전략 선택이다. 시장규모도 작고 구매성향이 단순한 홍콩
과 동남아시아에서 거둔 성공만 믿고 미국과 일본에서 동일한 전략을 추구한 결과는
실패로 이어졌다. 즉 보루네오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
하게 해외진출을 서두른 것이 보루네오의 실수라고 할 수 있다(한국경제, 2018).
미국과 일본에서의 실패는 가구업의 특성을 무시한 전략을 추구한 결과이다. 소비자
의 생활스타일에 따라 선택되는 가구가 달라지는 특성을 무시하고, 충분한 준비 없는
해외진출은 유동성위기를 가져왔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Ⅲ. 에이스침대의 성장비결
1. 에이스침대의 탄생과 성장
에이스침대는 침대 및 가구 제조 기업이다. 에이스침대는 1963년 안유수회장이 에
이스침대공업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78년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KS마크를
받았다. 1980년대 후반 신도시 건설,1)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침대 소비 증가 등에 힘
입어 에이스침대는 업계 1위에 올랐다.
1992년에는 글로벌 침대브랜드인 미국 ‘시몬스’와의 기술 도입 계약에 기초하여 시
몬스침대를 설립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침대시장은 에이스와 시몬스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면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차남 안정
호에게 시몬스침대를, 2002년에는 장남 안성호에게 에이스침대의 경영권을 승계했다.
단일침대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은 ‘에이스 침대공학 연
구소’와 국내 최초로 완공한 무인생산시스템 등 각종 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
대 시설과 최첨단의 기술로 생산되는 에이스의 품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한국IR협의회, 2018). 에이스침대의 주요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도시 건설은 70년대는 서울 강남, 과천, 반월 등이 이루어졌다. 80년대와 90년대는 목동, 상계
동에 주택중심의 도시 내 도시건설,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를 대상으로 한 1기 신도시건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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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에이스침대의 변천사
연도

내용

1963년 9월

에이스침대공업사 설립

1977년 7월

에이스침대로 법인 전환

1978년 12월

가구업체 최초 KS마크 획득

1992년 4월

에이스 침대공학연구소 설립

1994년 11월

ISO 9001 인증획득

1999년 10월

국내 최초 HS(Hygiene-Safety)마크 획득

2005년 10월

업계 최초 환경마크 인증 획득

2008년 11월

가구겔러리 에이스에비뉴 오픈

2016년 9월

에이스해리츠 매트리스 론칭

2019년 3월

2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기업 선정

2. 에이스침대의 경영전략
에이스침대는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포지셔닝의 STP전략2)을 효율적으로 사용
해왔다. 여기서는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STP전략, 광고전략, 핵심역량 전략 등을 간략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장세분화
에이스침대는 침대시장을 신혼부부, 30대 주부, 40대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는 신혼살림하고의 조화성과 세트구입에 초점을, 30대 주
부들에게는 기능성과 가격을, 40대 이상 주부들에게는 정통성과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2) 목표시장 설정
에이스침대는 고급 이미지를 선호하고 구매력이 풍부한 40~50대의 중, 장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선정하여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였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생활이 안
정되고, 결혼 후 가구를 교체할 때 보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2) STP전략은 S(Segment, 시장세분화), T(Targeting, 목표시장 설정), P(Positioning, 포지셔닝)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각 단계 활동의 첫 글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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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지셔닝
에이스침대는 초반부터 브랜드 1위였고 침대업계 최고의 인지율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가구시장 불황과 소비자들이 침대의 전문성보다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침대를 구매할 때 가구 세트로 구매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에이스침대에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불리
함을 극복하고 경쟁업체와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포지셔닝 전략을 구사하였다.
에이스침대는 인체공학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최첨단 침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리포지셔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침대공학연구소, 이동수면공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최적의 수면조건을 반영한 침대를
생산하였다. 즉 에이스침대는 침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가구에서 과학으로 전환하여
침대의 과학화를 주도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브랜드파워 구축을 위한 광고전략
한국능률협회는 ‘2019년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스침대는 침대분야 1위로 선정되어 2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
다. 에이스침대가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구축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는 슬로건으로 침대에 인체공학과 수면
공학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침대를 가구 구입 시 세트로 구입하는 것
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은 ‘침대를 바꾸면 아침이 바뀝니다.’ 슬로건으로 앞에서 정착된 침대는 과학이라
는 인식에 기초한 브랜드 자산을 감성적인 영역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침대과학은 생명을 위한 과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에이스침대의 핵심 자
산인 침대과학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여 침대시장의 선도 기업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에이스침대는 침대와 관련된 이론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5) 핵심역량에 기초한 전략
기업이 구사하는 경쟁전략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말
한다. 에이스침대는 창립 이후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고수해오고 있
다.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침대를 만든다는 것이다.3)

3) 품질중심의 경영 사례 한 가지는 서울경제, 2019/3/14, “에이스침대 최고만 만든다....미세한 차
이에도 올스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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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는 브랜드경쟁력의 기반은 품질에 있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1990년대 가구업계에 불황이 왔을 때 종합가구업체들
이 침대시장 공략을 강화했다. 에이스침대는 종합가구업체의 물량 공세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즉 차별화전략을 선택하여 기업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원자연, 유상열, 2016).
에이스침대는 고객, 품질, 비용 등 경영전략의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핵심역량을 구
축했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전문 업체의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품질 우선의 경영전
략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에이스침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3. 에이스침대의 미래 환경
우리나라 침대 시장은 규모가 커지면서 프리미엄 시장과 가성비 시장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렌털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코웨이와
가성비를 앞세우고 있는 신흥 기업들, 기능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라돈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매트리스 서비스 시장이 변화
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에이스침대의 미래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면장애 환자 증가
우리나라 수면장애4) 환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숙면과 관련된 침대시장
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숙면 관련 시장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조, 일본은 6조, 우리나라는 2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동아일보, 2019).
우리나라 수면산업 관련 시장 2조 원 중에서 매트리스 시장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면장애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에이스침대를 포함한 침대산업 전체
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앞으로도 수면의 질에 대한
4) 수면장애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등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잠을 자
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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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가 매트리스에도 쉽게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것은 에이
스침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 연도별 월별 건강보험 수면장애 진료인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01,201 97,364 103,969 98,164 97,268 94,770 96,326 96,961 99,849 103,777 100,697 105,450
2014년 83,534 80,137 84,491 82,276 80,824 76,869 81,143 80,965 82,007 83,318 78,288 86,047
2015년 93,944 87,107 94,140 90,851 86,002 84,806 90,561 88,021 91,930 99,371 93,258 100,671
2016년 101,534 103,085 110,216 101,282 99,796 97,902 94,553 93,395 97,069 101,553 98,280 104,406
2017년 104,855 104,933 109,659 101,574 103,988 104,366 102,398 108,312 115,787 104,521 108,364 110,329
2018년 122,136 111,557 121,338 114,836 115,729 109,905 112,975 114,112 112,454 130,123 125,295 125,799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 렌털업계의 성장
에이스침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기업은 2011년 매트리스 렌털 사업에 뛰어든 코웨
이다. 코웨이는 매트리스 랜털 판매와 관리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웨이
는 2018년 기준으로 관리계정 44만 1000개, 매출액 182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외
에도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웅진랜털, 현대랜털케어 등이 매트리스 렌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에이스침대를 위협하고 있다.

3) 가성비 매트리스 시장 성장
질 높은 수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이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가성비를 앞세운 매트리스 기업들이 에이스침대를 위협하
고 있다(한국경제, 2019).
삼분의일은 에이스침대 가격의 1/3 수준으로 다섯 개의 메모리 폼을 겹쳐 만든 매트
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누스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 하나일 정도
로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이다. 특징적인 것은 40만원을 넘는 제품은 없지만 가
성비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분의일과 지누스의 경우 기존 기업과는 달리 유통과 배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대리점 운영비용을 줄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는 수백여 개에 이
르는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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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맘은 후발업체지만 10만 원대의 가격과 라돈 수치는 국내 안전 권고 기준의
1/30 정도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컴포티즘1968은 브랜드리스
란 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 한샘도 침대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대량생산,
강력한 유통망,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에이스침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일런
나잇, 슬라운드 등 많은 업체들이 저가 매트리스 경쟁에 가세하면서 가성비를 중시하
는 매트리스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4)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소비자들이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소비
자들이 라돈침대 파동을 계기로 브랜드파워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과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침대를 고르기 시작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기존의 침대에 IT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찾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기존 침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자
인 및 기능적 요소를 추가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침대제조업체들의 단체인 전국침대연맹의 수면위원회가 2013년 영국인 2042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의 침실 5가지 기능’을 조사한 결과 중에서 침대
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탁이나 자체살균 시스템을 갖춘 침대(47%), 둘째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
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침대(42%), 셋째는 수면 중 몸의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측
정해주는 스마트 침대(33%) 기능이다. 즉 뭔가에 감염되거나 감기에 걸렸을 경우, 또
는 심근경색 조짐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
사결과가 나왔다(영국 전국침대연맹, 2013).
이러한 스마트 가구의 특징은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 사용자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침대와 매트리스는 수면 중 뇌파, 심장
박동,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실내의 온도 및 습도
제어, 침대의 기울기제어 등의 기능이 적용된 침대ㆍ매트리스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인더스트리뉴스, 2018). 따라서 에이스침대도 이러한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장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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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전용욱, 2008). 장수기업들은 한 차례 이상의 큰 위기를 극복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수기업 중에서도 위기 대응능력의 차이에 따라 단순 생존형과 우수기업으
로 도약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은 기회 활용능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기업들은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기회로 활용하여 도약해 왔다. 여기서의 기회 활
용은 호황기 때의 일시적인 성과 향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장수기업들은 환경 변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에이스침대는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구제금융
이라는 환경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업계의 도요타가 되겠다’는 보루네오가구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
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를 앞세운 에이스침대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가
지고 진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가구산업과 침대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경영전략
을 구사했는지를 파악하였다.
보루네오가구는 1962년 보루네오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9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구시장에서 1위를 지키면서 성장하였으나 1992년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
어갔다. 이후 경영권분쟁에 휘말리면서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반면에 보루네오가구와 함께 1980년대 황금기를 누린 에이스침대는 창업이후 지금
까지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에이스침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전략의 기본 수단인 고객, 비
용, 경쟁자에 충실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보루네오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단을 외면
한 무리한 해외진출이 발목을 잡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가 구사한 경영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루네오가구와 에이스침대의 사례를 조망하였지만 성격이 다른 기업의 성
장과 실패 요인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
루네오가구의 전체 기간을 조명하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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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Fates of ‘To be a Toyota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Sung-Kuk Yang*
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ixed fates of ‘To be a toyota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I want to find out how the leading companies in the furniture industry and
bed industry in Korea have reached today. In other words, I want to compare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BIF(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Co) and Ace
Bed.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growth and decline of BIF, which was ranked
first in the evaluation of domestic furniture brands in Korea furniture brand
evaluation.
From 1962 to 1988, after listing the stock market and entering court
administration in 1991, I will examine the path that BIF have followed and
draw up the problems.
Next I take a look at the successful growth of Ace Bed with the slogan is
‘The bed is not furniture, it’s science.’ Since the founding, I would like to
find out why it has contributed to growth while maintaining its unique status.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process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furniture industry and bed industry.
<Key Words> BIF(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Co), Ace Bed, Business Strategy,
Furniture Industry, Sleep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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