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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 모르는

해외전시회 성공 스토리
해외 전시회를 알면
수출이 보인다
20개 기업의 수출 성공 스토리

에스엠스위치
SM SWITCH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기업명

에스엠스위치(주) (SM switch)

대표자

왕영대

주요사업

Rotary Dip Switch, Mini Slide Switch, Push Button Switch,
LED Module

설립일

1995년 2월 10일
(2015년 해외영업 강화를 위해 법인명을 ‘에스엠스위치’로 변경)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가동 3502호

홈페이지

http://www.smswitch.net

참가전시회

2015~2017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Hong Kong Electronics Fair(Autumn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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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스위치

한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은 길이 보인다.

발전하는 전기, 전자 산업을 보면서 스위치 시장의 확대를 직감한 왕영대 대표는 1995년,

전자부품 전문기업 <에스엠스위치> 왕영대 대표도 그랬다.

<에스엠스위치(당시는 ‘성문전자’로 출발, 2015년 해외영업 강화를 위해 법인명을 ‘에스엠스위치’로
변경)>를 설립했다.

“연구원님, 많이 바쁘시네요. 곧 신제품이 나오나 봅니다?”
“요즘 디지털 이동전화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2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할 거라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에스엠스위치>의 목표는 분명했다.
스위치 국산화!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부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외 제품은 품질은
좋지만 선적이 늦어질 경우 납기에 차질이 생기고 단가 압박 또한 컸다.

대학 졸업 후 전자부품업계에 입문한 왕영대 대표는 품질 관리부터 영업까지, 30여년 간 다양한

이런 현실에서 부품 국산화를 이룬다면 <에스엠스위치>는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판로를 확보할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삼성, LG, 현대, 한화…

수 있고, 대기업은 원가 절감과 구매 납기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을 방문할 때마다 보게 되는 신기술은 사업의 기회로 여겨졌다.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왕영대 대표는 스위치란 스위치는 모두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국산화
‘전기회로의 개폐나 접속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위치는 전기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이
아닌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형광등만 해도 스위치가 없었다면 매번 형광등을 분해해서 그 안의
전깃줄을 이어서 불을 켜야 한다.
하지만 스위치가 있어서 자유롭게 형광등을 켜고, 끄는 것처럼 앞으로 이동통신, 교환기가 2세대,
3세대, 4세대 발전을 거듭할수록 스위치 사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누름 버튼 스위치, 회전 스위치, 변환 스위치….
종류가 다양한 스위치는 대표적인 다품종 부품.
스위치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각각의 금형을 만들고, 자동검사설비를 갖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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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버튼스위치’ 국산화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에스엠스위치>는 당시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던, 또 다른 신제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고품질의 Rotary Dip Switch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정밀금형제작과 자동검사설비에 수십억
원 이상 투자했고, 2008년과 2009년, MINI Rotary Dip Switch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며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전기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을 국산화한 공로로 2012년 ‘전자·IT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에스엠스위치>는 삼성 SDI, LS산전, 현대중공업, LG CNS, 노틸러스 효성,
Autonics, 일본 Toyota, Fujitsu 등 국내·외 최고의 전자, 통신, 산전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산화의 어려움은 예상했지만, 개발을 50% 진행한 상황에서 맞게 된 자금난으로 <에스엠스위치>는

생산하는 제품도 Rotary Dip Switch, Mini Slide Switch, Push Button Switch, LED Module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힘든 진퇴양난에 처했다.

등 수백 가지에 이르는 <에스엠스위치>는 2015년부터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Hong Kong
Electronics Fair(Autumn Edition))>에 참가하고 있다.

그 때 전환점이 된 대사건이 일어났다.

“대표님, 스위치 국산화 작업! 다 끝났습니까?”
“그게… 국산화에 성공해도 납품은 장담 못 한다는 기업들 얘기도 있고, 자금도 한계고 해서…
계속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완성하세요. 지금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해서 기업들마다 난리 났어요.
가뜩이나 부도로 넘어가는 기업이 부지기수인데 1,500원하던 부품이 2,500원으로 올랐으니
어디 배겨나겠습니까? <에스엠스위치>가 하루 빨리 스위치를 납품해야 기업들이 삽니다.”

국산화의 길을 열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IMF 사태였다. 한보, 삼미, 진로, 기아, 쌍방울 등
대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환율은 1주일 사이에 2배로 치솟은 1997년.
<에스엠스위치>는 Push Button Switch 국산화에 성공하며 1,500원~2,500원으로 가격이 오른
수입품보다 800~1,500원 낮은 700~1,000원에 국산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을 했다.
품질은 수입 제품과 같은데, 단가는 50% 저렴한 <에스엠스위치>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빨리 제품을 달라’는 대기업의 요청 전화가 빗발쳤다.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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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에스엠스위치

개최장소

홍콩종합전시장(Hong Kong Convention Centre)

개최기간

2017. 10. 13(금) ~ 10. 16(월) (4일간)

개최연혁

1980년부터 개최, 2017년 37회째

전시 성격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전자 전시회

규모

전시면적 75,497㎡, 참가업체 4,300개사, 참관자 64,763명

전시 품목

전자장비, 가전제품, 3D 프린팅, IT·통신기기, 스마트 홈기기 등

시장 가능성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 홍콩 추계 전자전시회
-비
 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1대1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이벤트,
제품 시연회 등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 마련
-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홍콩에서 판매된 웨어러블
기기는 약 47만 대, 이 중 밴드 및 손목시계의 아웃도어형
웨어러블 제품이 26만4,000대로 웨어러블 제품 유망
- 사물인터넷(IoT) 세계시장 또한 2020년 1조7,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연결된 기기 300억 개의 수요 기대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참여를 앞두고 영문, 중문 카탈로그와 회사소개서, 홈페이지 제작,
전시용 포스터, 제품 전시대 제작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왕영대 대표는 KOTRA 홍콩무역관의
메일을 보고, 전화기를 들었다.

“<에스엠스위치> 왕영대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10년 간 여러 전시회에 다녀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바이어 매칭 주선에
해외 마케팅 상황, 홍콩 현지 전자제품 업계 동향 정보까지, 최신 자료를 많이도 보내주시네요~”

<에스엠스위치>는 2007년, Rotary Dip Switch의 유럽 수출을 시작하는 등 일찌감치 해외
진출에 포문을 연 기업이다. 2011년에는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지만, 그동안은 국내 기업의

“대표님, 내년이 <에스엠스위치> 직수출 원년의 해 아닙니까?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시는데, 저희가 힘껏 도와야죠.”

해외생산기지 구축에 따른 간접 수출. ‘2016년을 본격적인 직수출의 해로 삼겠다’고 결심한
왕영대 대표는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가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다.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처럼, 따뜻한 지원 속에 KOTRA 한국관에 부스를 설치한 <에스엠스위치>는
자신 있게 제품들을 전시했다.

아시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과
기술 발표가 중심인 서구권 전시회와 달리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좋은
해외 파트너를 만나서 성장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에스엠스위치>에게는 적격(適格)이었다.

“뭐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나 했더니 스위치군요.”
“저희 <에스엠스위치>는 삼성, 현대, LG, Toyota, Fujitsu 등에 공급하는 특A급 제품입니다.
직접 만져 보고, 돌려 보시죠.”
탁탁!
“경쾌한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스위치가 깨끗하고,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네요. 샘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스위치의 샘플을 원하시죠? 여기 모든 종류의 샘플이 있으니 필요한 걸 가져가시죠.”

<에스엠스위치>는 해외 전시장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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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부스를 보석처럼 꾸며서 시각적으로 화려한 만족을 주고, 바이어가 직접 스위치를 켜보고,
돌려보게 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제품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 알게 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샘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샘플을 가져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스위치는 제품 특성상, 전시회장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알면 수출의 길이 열리니

샘플로 테스트를 하고, 제품이 좋다고 여겨지면 소량의 오더를 진행해 신뢰성 테스트를 짧게는

큰 꿈을 위해 체험을 활용하고,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진행한다. 이 과정이 통과된 뒤에야 초도물량을 주문하고, 고객 판매에서

샘플을 다양하게 준비하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대량 주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에스엠스위치>의 성공 전략

실제로 지난 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16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에서 미국, 일본,
인도, 터키, 홍콩 바이어와 상담한 <에스엠스위치>는 올해 2분기, 홍콩, 미국 바이어로부터 초도
계약을 위한 연락을 받았다. 다른 국가에서도 신뢰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2016년 5만 달러를
기록한 직접 수출은 내년, 5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或者)는 결과가 너무 느리지 않냐고 말하지만 왕영대 대표는 초조해하지 않는다.
제품에 자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기에 결과 또한 좋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왕영대 대표는 100년 기업을 꿈꾸고 있다.
지금처럼 해외전시회에 꾸준히 나가며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일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또 열리면서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쌓이다보면 어느새 이루어질 100년 기업의 꿈.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주요 성과

찬란한 미래를 위해 <에스엠스위치>는 긴 호흡으로 달리고 있다.

2015년 ~ 2017년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특성상 스위치는 바이어 샘플수령 →
시테스트 → 신뢰성테스트 → 초도물량주문 → 대량주문까지
약 2~3년의 시간 소요
••현장 상담 : 미국, 일본, 인도, 터키 등의 바이어와 전시회 부스 상담 후
현재까지 업무 진행
••올해 2분기, <2016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에서 만난 홍콩,
미국 바이어와 초도계약 성사
•
다른 국가에서도 시테스트 및 신뢰성테스트 진행 중
•기타
•
직수출 50만 달러 달성 예상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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