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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EW DESIGN CENTER

반복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듯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신의 개성이 담긴 인

테리어가 힘을 주고 다음날 집을 나설 때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

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인테

리어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

은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해 저녁이면 휘트니스센터로, 주

말이면 골프장이나 카페로 몰려갑니다. 아니면 고급 수입차 소유

와 명품에 대한 소비로 공허함을 달래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

시적인 위안을 줄 뿐 획일화되고 비슷비슷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시 피곤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매일 드나드

는 집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나 무관심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다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샘과 함께라면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개성 있고 아름다운 집이 나를 반기고, 좋은 음악처럼 심신을 치

유하는 인테리어의 공간이 집을 안식처로 만들어줍니다. 

저녁 식사 후 와인 한 잔이 어울리는 식탁에서 오늘 있었던 어려웠

던 일, 즐거웠던 일에 대해 대화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삶

은 즐거움과 기쁜 일상이 되어 진정한 재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

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으로 집을 나서게 되

고, 집이‘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 됩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이고 아이들이지만 항상 반갑게 대화를 즐기고, 매

일 드나드는 자기 집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 그 속에서 서로 위로, 격려, 이해의 대화를 찾을 때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 성공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한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집이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나만의 집’으로 변합니다. 한샘은 개성 있고 아름다

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자신의 집이 될때

건강, 화목, 성공이 시작됩니다.

프롤로그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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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대표이사 회장 	최 양 하

언제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고객과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주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롤로그

CEO메시지

지난해 한샘은 고객감동과 팀장 중심 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

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

장을 거뒀습니다. 제품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리하우스, 온라

인 등 각 유통별로 고르게 성과를 거뒀지만,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

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한 2017년이었습니다.

한샘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품질·서비스 혁신 통한 고객 감동 실현’

‘본부장 책임 경영체계 구축’

‘전략기획실 기능 강화’

‘전사 중기 혁신과제 추진’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품질·서비스를 혁신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품은 한샘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중가·중고가 제품을 개

발 및 출시하고 반드시 차별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공 협력 기사는 

스템을 정착시키고 정보혁신 마스터플랜을 확립하는 것을 통해 정

보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사 중기 혁신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입니다.

건자재 부문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30% 달성에 도전하겠습니다. 리

하우스 건재 패키지는 월 2천 세트를, 바스는 월 1만 세트에 도전하

겠습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한샘몰에서 월 매출 10억이 넘는 히트 

상품 100개를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중국 사업에서는 BEP를 달성

하고 10% 이익에 도전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0년에

는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주 고객 여러분! 

2018년은 건자재 패키지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 기업이 될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한 시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 서비스(A/S)

를 보완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고객을 한샘의 단골손님으로 만들

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본부장 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샘은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했지만 ‘부엌가구 국내 1위’, ‘미

국·일본·중국 시장 진출’ 등 뚜렷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샘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서는 꿈과 목표를 가진 경영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

부장의 역할을 확립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본부장 

3년, 팀장 1년 책임 경영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셋째, 전략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을 강화해 대·내외 리스크를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일선 근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문화도 혁신해 나가겠습니

다. 디지털 경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ERP 시

품질·서비스를 혁신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해 높은 성장과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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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프롤로그

비전	&	경영방침

한샘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중기 경

영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

다.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의 '고객만족' 수준을 '고객감동' 수

준으로 혁신하여 단골 고객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일선 근

무자 뿐 아니라 한샘인 모두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부장, 팀장이 세계 정상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

다. 세계 500대 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샘의 경쟁 상대는 국내 업체

가 아닌 세계 최강 기업입니다. 세계 최강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는 세계 정상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경영자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건자재 시장 확대를 통한 토탈 홈 인테리어의 완성입니다. 

한샘은 부엌 가구, 인테리어 가구뿐만 아니라 욕실, 창호, 마루 등 주

택 내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과 공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토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샘이 국내에

서 창출해온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으로써 중국 내 100조 도전의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일본, 미국까

지 해외 시장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 경영방침

MID TERM GOAL

LONG TERM GOAL

세계최강기업 도전을 위한

1. 품질·서비스 혁신 통한 고객감동 실현

2. 본부장 책임경영체계 구축

단골 고객 50%

본부장, 팀장의 세계 정상 수준 역량 확보

건자재 시장 확대

해외 시장 확대

세계 500대 기업

KITCHENBACH7 SMOKED OAK

VISION 주거 환경 부문 세계 최강 기업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을 제공하는 기업

세계 정상 수준의 경영자를 끊임없이 양성하는 기업

토탈 홈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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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	단위:	억원	)

(	사업부문비율	)

2017년도 매출액

8,138
(42.1%)

7,209
(42.1%)

8,698
(42.2%)

건자재 패키지와 

고가 시장 석권을 통해

한샘의 브랜드 고급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소개

부엌유통	사업부문

한샘 부엌은 198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부엌가구 시장에서 1위의 점유

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엌유통 사업부문은 개발 연구소를 통한 탁월

한 제품 디자인과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사원 채용 및 교육 시스템, 독자

적인 설계와 온라인 발주 시스템, A급 표준매장 확보율, 그리고 시공 전

문 회사 운영을 통한 자체 시공 관리 경쟁력과 차별화된 A/S 서비스 등 

한층 강화된 대 고객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샘을 이끌어 왔습니다. 

부엌유통사업부문은 올 한해 키친바흐 판매 혁신을 통한 고가 브랜드 이

미지 제고, 키친&바스 패키지 판매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마트 

몰&온라인, 홈쇼핑 채널을 통한 유통 확대, 한샘리하우스를 통한 부엌, 

건자재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샘이 고객님들이 더욱 

신뢰하며 찾으시는 회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토탈 홈 리모델링 관련 제품(부엌 / 수납, 건재)을 리하우스 제휴점

에 판매하는 한샘 리하우스 제휴점 사업부는, 2017년 프리미엄 쇼

룸의 확대와 우수 인테리어 제휴점 육성, 욕실 / 마루 / 도어 / 창호 

/ 조명에 이르는 건자재 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 국내 최

고의 홈 리모델링 브랜드가 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리하우스 제휴점

KITCHENBACH7 HIGH GLOSSY WHITE

리하우스 대리점

재의 단품 위주 판매를 벗어나 한샘 제품으로 전체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리모델링 패키지인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를 통해 리모델링 시장 

점유율을 높여 한샘의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가족의 화목·건강·성공 실현의 절대 조건입니다. 고객

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애 주기, 자녀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토탈 인테

리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고, 머물

고 싶은 곳'이 되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를 성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KB (Kitchen&Bath) 사업부는 대형 표준매장의 확대를 통한 최

고급 부엌가구 ‘키친바흐(KitchenBach)’판매 혁신과 부엌가구의 2

배 시장인 바스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통한 세계 최고 수

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KB사업부의 

핵심 유통채널인 대형 표준매장 운영 확대, 최고급 부엌가구 ‘키친바

흐(KitchenBach)’ 판매 혁신, 부엌 고객 대상의 적극적 패키징 상담

을 통한 키친&바스 판매 확대, 홈쇼핑 온라인몰, 옴니 채널 확대를 통

한 시장 확대, 마트 유통 확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

였습니다. 차별화된 전시, 판촉, 서비스를 바탕으로 중고가 부엌 및 욕

실, 빌트인 가구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표준매장 확

대 및 홈쇼핑/온라인 시장 공략을 통한 전방위 유통채널 구축, 3D 기

반의 신규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통한 상담 효율 혁신을 기반으

로 KB사업부는 향후 10년의 성장을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7

KB사업부 (키친&바스 대리점)

2009년 KB사업부 내의 소규모 팀으로 시작한 홈쇼핑은 지난 2017

년 연 매출 2000억대의 사업부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한샘의 대표 

상품인 부엌을 비롯해 수납, 소파, 침대와 같은 가구는 물론 바스, 

창호, 마루, 조명, 중문 등 건자재 상품까지 홈쇼핑 시장을 공략함으

로써 홈 토털인테리어 업계 시장 1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에는 인터넷, 모바일 판매 확대와 급성장하고 있는 IPTV(데이터방

송) 시장을 새롭게 공략할 계획입니다. 홈쇼핑에서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고객 라이프스타일 맞춤 패키지로 디자인하고 제안해 ‘세

계 최강의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이라는 비전에 맞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홈쇼핑 사업부

년의 혁신을 기반 삼아 한샘이 최고급 브랜드로서 중고가 부엌가구와 

바스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리하우스 대리점 사업부는 우수 인테리어 업체(제휴점)의 대

리점 전환과 전국 프리미엄 쇼룸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부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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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	단위:	억원	)

(	사업부문비율	)

2017년도 매출액

6,494
(33.6%)

6,692
(32.4%)

5,594
(32.7%)

DUSPACE NEW OATMEALLUNA 5000 WHITE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제품과

매장,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인테리어	사업부문

한샘인테리어는 1997년에 인테리어 사업부로 출범, 2001년 가정용 

가구 마켓셰어(M/S) 1위로 도약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1위 가구 기업이며, 2009년부터 9년간 국가 브랜드 가정용 가구 

부분 경쟁력 지수 1위를 차지하며 가정용 가구 부분에서 뛰어난 브

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샘인테리어의 지난해 총매출은 6,692

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부문은 2018년을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최고의 상품, 

매장, 서비스 경쟁력을 통해 향후 세계 최고 기업들과 경쟁에서 앞

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1997년 한샘인테리어 가구 사업의 런칭과 함께 시작된 직매장(플래

그샵) 사업은 1998년 방배점, 2000년 논현점, 2001년 분당점, 2009

년 잠실점으로 확대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직매장 사업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부산 센텀점에 이어 2014년 목동점, 2015년 대구점, 2016년 수원광

한샘인테리어는 수도권 및 지방 상권 공략을 위해 타깃별로 전문화

된 대리점 형태의 유통점을 100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는 대외 경기 상황 악화로 인하여 6% 수준의 성장에 그쳤으나 신규 

매장을 증설시키면서도 점당 매출액은 전년 동일 수준을 방어, 대리

점의 영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한 해였습니다. 인테리어 대

리점 사업부는 지역별 대표 대형 표준 매장을 15개까지 확대하고 

18년 44만여 세대의 신규 APT 단지의 공략 강화를 통해 2018년 도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 내 컨텐츠 및 실별 전문가 양성

을 통한 공간 패키지 영업서비스 강화를 이루고 상권 내 타 브랜드

보다 한 단계 높은 매장 경쟁력과 영업경쟁력을 갖추어, 고객 감동

을 기반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08년 2월에 시작한 온라인 사업은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의 성장을 브랜드, 시공, 물류 등 한샘의 기존 자산만으

로도 이끌어낸 성장 1단계로 본다면, 2015년부터는 제품 라인업 확

대,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온라인 인테리어 유통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타사 대비 품질적으

로나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매년 

고성장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DIY 상품 확대를 비롯한 품질, 서비스 혁신과 MD 육

성 및 히트 상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

형가구, 생활용품 등 홈 인테리어 전반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샘몰 사이트 혁신으로 AR 기능 및 3D 모델링 퀄리티 고

도화, 동영상 쇼핑 기능을 통해 쇼핑에 최적화된 소비자 경험과 서비

교점과 상봉점을 연이어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플래그샵 방배점, 논

현점, 분당점이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 12여 년의 시간이 걸린데 비

해 잠실점과 부산점, 목동점은 개점 첫 달부터  30억 원 이상의 매출

로 직매장 사업의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신

규 오픈한 대구 범어점은 한샘 직매장 최대 규모인 연면적 최대 1만 

㎡으로 기존 수도권과 부산 위주였던 유통망을 대구·경북지역으로 

넓혔으며,  2016년 신규 오픈한 수원광교점, 상봉점은 모바일 커뮤

니케이션 도입으로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세대 프리미

엄 스마트 플래그샵 모델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매장 유통

은 온.오프라인에서 1만 세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

인 전시 개선과 마케팅을 활동을 통해 매장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2018년에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와 PKG 공간 솔루션을 제공

하여 고객의 삶을 디자인’하는 영업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그 성장

성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플래그샵 (직매장사업부)

인테리어 대리점
온라인

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테리어 전문몰 1

위로서의 위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온라인 사업에 최적화된 상품·콘텐츠·서비스를 통해 2018년에도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감동 세계최고수준에 도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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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사업부문비율	)

2017년도 매출액

1,790
(9.3%)

1,814
(10.6%)

2,194
(10.6%)

차별화된 제품과 디자인, 물류 

시공 부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아파트 가구 영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B2B 영역의

Total Interior Package

전문 업체로 성장하겠습니다.

사업소개

특판사업부문

한샘 특판사업부문은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우량 건설업체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부엌 및 수납가구 

와 관련 상품, 기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샘-Inside의 전개를 통

해 향후 축소되는 분양 물량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샘-Inside’란 거의 모든 컴퓨터에 인텔

이 만든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돼 있다는 뜻의 '인텔 인사이드'

처럼 주택에서도 당사가 취급하는 한샘의 시판용 인테리어 패키지

와 가구를 아파트 분양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특판사업부는 안정적인 시공, 품질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매출, 수주실적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물류 시공 품질 차별화에 집

중하여 특판 부문 선두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판사업부는 중기 목표인 1조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는 다음

과 같은 실천과제를 정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샘-Inside’ 확대입니다. 17년 한샘-Inside Pilot Test를 통

해 물류/시공/품질의 Process를 확보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18년에는 한샘-Inside의 전 Item에 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 요소를 모색하여 시장을 선도해 가고자 합니

다.

둘째, 기존 사업에서 우수 외주 협력사 추가 육성과 직영 시공 조직 

확대, 그리고 열정과 역량이 확보된 시공관리자 보강으로 물류와 시

공 품질서비스를 명품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택시장 정책, 규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감으로

써 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M/

S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스, 창호, 마루 등 건재 패키지와 호텔, 리조트 등 준 

주거시설에 인테리어 패키지를 확대하고 종합건설부문에 도전하여 

Total Interior 전문 회사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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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지난	47년간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온	한샘은	부엌,	침실,	거실,	욕실	등	주택의	모든	공

간에	들어가는		가구와	기기,	소품,	조명,	패브릭,	건자재	등을	제공하는	토탈	홈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1970년	부엌가구	전문	회사로	출발한	한샘은	입식	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우리	가정에	새로운	현대

식	부엌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크대라	통칭되던	부엌가구	시장에	‘시스템	키친’,‘	인텔리전트	키친’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면서	

비효율적인	부엌을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주부만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제2의	거실로	제안하

는	등	부엌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97년에는	침실,	거실,	서재,	자녀방	등에	인테리어	가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욕실,	창호,	

마루	등	건재	아이템까지	확대하여	주택	내	모든	공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

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상해에	직매장을	오픈하여	본격적으로	동북아	시장	공략을	시작

하였으며,	미국,	일본의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	맞벌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자녀방	개발,	건재	패키지	산업	등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가족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부엌가구는 물론 종합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도 

1위 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거 환경 부문 세계 최강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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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eyond  East and West

KITCHENBACH7 HAPTIC OAK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공헌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1970년 설립된 한샘은 국내 가구 - 인테리어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1위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한샘은 앞으로도 주거 환경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가치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한샘은 고객에게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샘은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디자인, 다가올 동북아 시대를 위한 디자

인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한샘은 DBEW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톱 디자이너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는 등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 개발의 산실’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디자인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디자인

동북아 시대를

위한 디자인

서구의 산업화 과정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가져왔으며,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아시아의 산업화 역시 이러한 문

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한샘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나아갈수록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에 부

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환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샘은 정보화 사회를 살

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위한 디지털 주거 문화를 제안하겠습니다.

21세기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서양 

디자인을 무차별적으로 모방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문화를 답습하지도 않는,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

인 개발이 그것입니다. 한샘은 ‘DBEW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겠

습니다.

사업소개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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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9891970~1979 1990~1999 2011~20142000~2010 2015~

SAM대형부엌가구매장 한샘키친바흐 전시장COMFORT I한샘플래그샵 부산센텀점

1988. 12							

HANCAD 개발로 대리점 전산화

1986. 11							

미국 법인 설립

1986						

국내 부엌가구시장 1위 점유

1985. 01							

첫 TV 광고 (행복은 어디있나요)

1983. 12							

수출의 날 1,000만불 돌파

(매출 100억원 돌파)

1981. 01							

KS(한국표준규격) 마크 획득

1980			

부엌가구 EURO 출시

1979. 12							

수출 100만불 돌파

1977. 07							

국내 최초 부엌가구 수출

1970. 09							

한샘 설립

2009. 11	

연간 매출 5천억원 돌파

2007. 10	

ik(interior kitchen) 사업 개시

2006. 01	

프리미엄 부엌가구 브랜드

‘키친바흐(KITCHENBACH)’런칭

2004. 06	

DBEW 디자인센터 개관

2004. 01	

중국 북경 공장 완공

2002. 07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2001	
제1회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 개최

2017.08

한샘 고양스타필드점 오픈

2016.09

한샘 하남스타필드점 오픈

2016.05

한샘플래그샵 상봉점 개장 (9호점)

2016.02

한샘플래그샵 수원광교점 개장 (8호점)

2016. 0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가구부문 공식 후원 협약

2015. 08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개장 (7호점)

2015. 03		
신문명디자인공모전 <창신> 개최

1999. 01	

한샘 기업사이트 오픈 (Hanssem.com)

1997. 01	

인테리어 사업 시작, 

한샘플래그샵 방배점 개장 (1호점)

1996. 03	

중국 법인 설립

1992. 10	

제3공장 완공 (한국건축문화 대상 수상)

1992. 09	

한샘 신(新) C.I 선언

1991. 04							

방배동 사옥 매입 

1991. 04	

일본 법인 설립

1990. 07	

한샘 디자인 연구소 설립

2014. 09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후원

2014. 08		

한샘서비스센터 사이트(as.hanssem.com) 오픈

2014. 01		

연매출 (2013년) 1조원 달성 (IFRS 기준)

2013. 11		

한샘 통합 멤버십 론칭

2013. 09		

오이도 물류센터 오픈 (5공장)

2012. 10		

한샘 어린이집 개원

2011. 10	

7존스프링매트리스 

‘컴포트아이(comfort-i)’ 런칭

사업소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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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구부문	대상

제조가구부문	대상

가정용가구부문	11년	연속	1위

주거용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주방용가구부문	19년	연속	1위

1980~1989 2000~2014 2015~1990~1999

1984. 11 

제 21회 수출의 날 동탑 산업훈장 수상

1982. 02 

수출 유공 포상

(81년 부엌가구 수출 1위, 가구 전체 수출 2위)

1981. 01 

KS 마크 획득

1999. 08 

일본 굿디자인전(GD) 인증 마크 획득

- 부엌가구부문

1999. 07 

우수디자인(GD) 상품전 국무총리상 선정

 '한샘 메이컵'

1992. 10 

한국건축문화 대상 수상 (제 3공장)

2016.12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가정용가구/

부엌가구 1위

 - 부엌가구부문 10년 연속 1위

 - 가정용가구부문 1위

2016.11

제 4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2016.10

2016 고객만족도 (KCSI) 가정용 가구부문 1위

2016.07

프리미엄 브랜드지수(KS-PBI) '홈 인테리어 부문' 

수상

2015.12

CCM(소비자중심경영) 선정 및 인증 

(2010,2012 3회 선정 및 인증)

2015.12

2015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2012,2014 3회 연속 수상)

2015.03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 은탑산업훈장 수훈 

(최양하 회장)

2017.10 

2017 고객만족도 (KCSI) 가정용 가구부문 1위

2017.04 

2017 국가브랜드 가구부분 수상

인터브랜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36위 선정

2017.03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지수(K-BPI) 

연속 1위 선정

- 주방용가구부문 19년 연속 1위 선정

- 주거용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선정

2017.02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NBCI) 가정용 가구부문 

11년 연속 1위 선정

2014.09 

제 23회 다산경영상 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대표이사 최양하)

2014.01

퍼스트브랜드대상 침대부문 수상

(컴포트아이)

2009. 09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서비스원 정재용 전무)

2006. 11 

제 32회 국가품질 경영대회 

유공자 부문 대통령 표창 (안흥국 이사)

2006. 09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2006. 06 

국가환경경영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5. 01 

국내 가구업계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245호)

2004. 07 

한국회계학회 투명회계대상 수상

사업소개

수상

SAM조이칼리아한샘 201키친바흐3 바흐탠저린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22 23

 ANNUALREPORT 2017

06 WARDROBE

07 BATH

08 FLOORING

05 KITCHEN01 BEDROOM

02 CHILDREN’S ROOM

03 DRESSING ROOM

04 LIVING ROOM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건자재

아이템 부엌 /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건자재

유통채널

타켓

침대, 매트리스, 붙박이장, 이동장, 드레스룸, 화장대, 서랍장, 소파, 거실장, 식탁, 의자, 책상, 책장, 소가구,

생활용품, 패브릭 등

욕실, 창호, 마루, 도어, 조명 등

대형 직매장, 인테리어 대리점, 부엌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리하우스 제휴점, 건설사 특판, 온라인 쇼핑몰

신혼, 이사, 자녀방, 신축, 리모델링, 교체, 선물

세계 최강의 홈인테리어 유통 기업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갈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1970년 부엌가구에서 시작한 한샘은 1997년에 인테리어 가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욕실, 창호, 마루 등 건재 아이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대형 직매장, 건설사 특판, 

부엌과 인테리어 전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인테리어 제휴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서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강의 홈 인테리어 유통 기업’라는 비전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소개

비즈니스	모델

한샘은 침대가 아니라 침실을 제안합니다.

소파가 아니라 거실을 제안합니다.

가구가 아니라 공간을 제안합니다.

(   HANSSEM’S BUSINESS SCOPE  )

01

02

03

04

05

06

07

08

한샘은 가구, 조명, 패브릭, 생활용품에 이르는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침실, 거실, 자녀방, 부엌, 서재, 욕실 등 주택의 모든 공간별로 

코디네이션한 패키지 설계를 제공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역량과 

품질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개성 있는 주거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샘의 패키지 설계는

가구가 아니라 

공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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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2015

1,220

2014

992

2016 2017

1,640

2,005

고객은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대형 직매장부터 집 앞의 

인테리어 제휴점과 집안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역량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한샘의 모든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KB 대리점

20152014 2016 2017

2,720

4,515

4,028

4,586

리하우스 제휴점

2014

2,127

2015

3,181

3,623

2016 2017

4,112

건설사 특판

2014 2016 2017

1,814

2015

1,905
1,790

2,194

자재

2014 2015 2016 2017

1,274
1,023

1,882

2,154

인테리어 대리점

2014 2015

1,773

2016 2017

2,153
2,042

2,283

플래그샵 (	단위:	억원	)매출액

2014 2015

1,849

2016 2017

2,701

2,332
2,404

고객은 다양한 유통을 통해

한샘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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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hare No.1

Brand Power No.1

국내 최대의 홈 인테리어 

유통 전문회사 

KITCHENBACH7 CREAM

부엌,	인테리어	가구	부문에서	확고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2017년	기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지수(KBPI)	

주방용가구	부문	19년	연속	1위,	주거용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9개	대형	쇼룸(플래그샵),	400여	개	대리점	

월	450만	명이	방문하는	한샘몰

한샘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부엌가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는 인테리어 가구 부문도 1위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BCI) 가정용가구부문 1위 브랜드 선정 등 

한샘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주부가 선택하는 브랜드입니다.

최대 1만 ㎡ 이르는 원스톱 쇼핑 인테리어 대형쇼룸(플래그샵)을 방배, 논현, 분당, 잠실, 부산센텀, 

목동, 대구범어, 수원광교, 용산아이파크 9개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Exclusive Dealer는 전국적으로 인테리어 전문 대리점 100여 개, 부엌 전문 대리점 

220여 개, 리하우스 대리점 8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샘몰은 신혼, 이사, 자녀방 등 고객별 

맞춤 풀 패키지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월평균 450만 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2017. 3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한국산업의브랜드파워지수(K-BPI) 주방용가구부문 19년 연속 1위, 주거용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 2017. 2   ( 한국생산성본부 )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가정용가구부문 11년 연속 1위

사업소개

한샘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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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OREACHINA
Beijing Office
Shanghai Buying Office

JAPAN
Osaka Head Office

U.S.A.
New Jersey Head Office
New Jersey Plant 1
New Jersey Plant 2
Boston Showroom

中國, 美國, 日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 니다

한샘은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의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샘의	독자	브랜드로	적극적인	공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력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경쟁력’

고객감동	‘서비스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시공	경쟁력’중국에서는 2017년 상하이에 4,000평 규모의 토탈 홈 인테리어 대형 직매장을 오픈하여 중국 

주거 문화에 맞춘 생애 주기별 공간솔루션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캐비닛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보스턴에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은 합리적 마진 체계로 연간 10%의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이 실패한 일본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도쿄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인 시오도메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중국에서는 북경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엌 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고객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인테리어	패키지	디자인을	고객들에게	제공

해왔으며	東과	西를	넘어서는	디자인,	즉	‘Design	Beyond	East&West’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사설	디자인	진흥	기관인‘DBEW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	육성하

는	등	동북아	디자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국내	최초로	홈	인테리어	One-Stop	쇼핑	환경을	구현한	최대	1만 ㎡	규모의	대형	인테리어	

대형쇼룸(플래그샵)과	전국	400여	개의	대리점,	전국	2,500여	개의	리하우스	제휴점,	국내	최대의	홈	

인테리어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한샘몰	등	다양한	유통	혁신을	선도해왔습니다.

한샘은	전국	매장의	전문	상담사원과	배송,	설치	전문	시공사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감동을	제공해왔습니다.	한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모든	접점에서	고객에게‘만

족’을	넘어‘감동’을	줌으로써	다시	찾는	고객이	넘치는	기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샘은	본사와	공장은	물론,	전국	유통망과	협력사,	시공사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과	동시에	생산,	물류가	연동되는	세계	유일의‘3일	납기,	1일	시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투자를	통해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해나갈	것입니다.

미국 보스톤의 고객집에 설치된 제품 2004년 일본 굿디자인 수상한 제품 Japan-Milan 북경 취마도 고층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

뉴욕	&	뉴저지	250개	딜러 오사카 상하이,	베이징

美國  (1986년) 日本  (1991년) 中國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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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회공헌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샘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인류 발전에 공헌'이라는 사명 아래 

우리 모두 저마다의 집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이 도움이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환경	개선

가정의	달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행복수업	후원

한샘은	시·군·구청	등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여	곳의	기관과	가증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	소재	'성심효주의	집'은	수년간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샘은	매년	가정의	달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300여	명과	한샘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샘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복수업을	2014년부터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수업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찾아주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가구	소원	성취	사업

한샘은	여러	재단과	연계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과,	병간호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

가정에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개선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힘을	내어	병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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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하이라이트 

재무 성과

01 성장성 지표 _ 사업부문별 매출

02 수익성 지표

03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04 2개년 재무성과 요약

재무제표
01 재무상태표

02 손익계산서

03 자본변동표

04 현금흐름표

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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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17년 2016년

매출액 2,062,514 1,934,547

매출총이익 598,319 598,777 

영업이익 140,545 159,593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138,232 170,109  

당기순이익 95,938 127,527

총자산 975,706 899,418 

부채총계 468,090 357,885 

자본총계 507,616 541,533 

ROA 9.8% 14.2%

ROE 18.9% 23.5%

부채비율 92.2% 66.1%

차입금의존도 29.7% 3.7%

주당순이익(원) 5,413 7,054 

주당배당금(원) 1,200 1,100 

(단위		|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2016 2017

170,109

138,232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	단위:	백만원	)

2016 2017

159,593

140,545

영업이익

(	단위:	백만원	)

2016 2017

 1,934,547

2,062,514 

매출액

투자정보

한샘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개의	핵심	사업부문인	인

테리어,	부엌유통의	매출이	각각	3%,	7%	증가하고	특판	사업부가	23%	증가한	결과	전사	매출은	

7%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조	625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각각	

1,405억	원,	1,38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2%,	19%씩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효율성	측면에서	매출채권은	전년대비	1,275억	원에서	1,328억	원으로	4.2%	증가하였고,	재고

자산은	전년대비	676억	원에서	731억	원으로	8.1%	증가했지만	여전히	월평균	매출	대비	35%	정도

의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여전히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이	각각	101%,	92%이며,	차입금의존도가	29.7%	수준입니다.

2018년	회사는	‘품질,	서비스	혁신	통한	고객	감동	실현'과	'본부장	책임	경영체계	구축',	'전략기획실	

기능	강화',	'전사	중기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세계	최강	인테리어	유통	전문	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자	합니다.

2개년 재무 하이라이트재무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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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2017년 2016년

성장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내 부엌유통사업부문   8,698 42.2% 8,138 42.1% 6.9%

인테리어사업부문 6,692 32.4% 6,494 33.6% 3.1%

특판사업부문 2,194 10.6% 1,790 9.2% 22.6%

기타 2,154 10.4% 2,128 11.0% 1.2%

소계    19,738 95.7% 18,550 95.9% 6.4%

해외 중국 385 1.9% 389 2.0% 6.4%

미국  296 1.5% 304 1.6% -2.6%

소계   681 3.3% 693 3.6% 2.3%

기타 206 1.0% 102 0.5% 59.7%

총매출액	(*) 20,625 100.0% 19,345 100.0% 6.6%

(*)	상기의	표는	연결조정효과를	반영한	결과임

성장성	지표	사업부문별	매출

인테리어	사업본부의	매출은	6,692억	원으로	2016년	6,494억	원에	비

해	3%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인테리어	사업본부는	각	유통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성장	동력들을	끊

임	없이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유통들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전시와	브랜드를	정비하고,	기존	유통과의	시너지도	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은	영업사원	전문가육성	및	시즌별	마케팅강

화,	전시개선을	통해	동북아	최고	수준의	토탈	홈	인테리어	매장을	완성

해	나갈것이며,	온라인은	가구에서	생활용품까지	아우르는	홈인테리어	

전문쇼핑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엌유통	사업본부의	매출은	전년의	8,138억	원에	7%	증가한	8,6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B사업부는	홈쇼핑과	표준매장으로	인해	2%	성장

하였고,	꾸준히	고성장을	했던	리하우스사업부	역시	영업사원	인당매출	

증대에	힘입어	13%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부엌유통	사업본부는	상권	공략	강화,	체계적인	영업사원	

육성,	제품	혁신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으로의	시장	확대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표준	매장인	프리미엄	쇼룸	

‘리하우스’	10여	개	점의	운영과	리하우스	대리점	개설,	인테리어	스타일	

패키지를	통하여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

이고,	건자재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KB사업부는	표준매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마트,	몰,	홈쇼핑/

온라인	활용도	확대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판	사업본부는	제품	공급납기의	안정,	물류/시공	품질의	차별화,	그리

고	전국적인	입주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3%	성장,	매출	2,194

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특판	사업본부는	최저입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하고	고객감동	현장관리를	통해	점진적인	매출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

다.	친환경	자재의	사용	및	패키지	플랜	제안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	하

고,	외주	협력사	육성을	통한	원가	차별화와	국내	주요	건설사와의	네트

워크를	확대하여	특판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기타부문에서	2,154억을	기록하여,	전사매출	1조	9,738억을,	연결

기준매출	2조	625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투자정보

계정과목 2017년 2016년

매출액 2,062,514 1,934,547 

매출원가 1,464,195 1,335,770 

매출총이익 598,319 598,777

판매관리비 457,773 439,183 

영업이익 140,545 159,593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8,232 170,109 

법인세비용	 42,294 42,581 

당기순이익	 95,937 127,527 

주당순이익	 5,413 7,054 

자산	 975,706 899,418

부채	 468,090 357,885 

자본	 507,616 541,533 

구분 2017년 2016년 산업평균비율(*)

유동비율 101.4% 164.2% 141.8%

부채비율 92.2% 66.2% 174.4%

차입금의존도 29.7% 3.7% 31.8%

총자산회전율 2.1회 2.2회 1.8회

구분 2017년 2016년 산업평균	비율(*)

매출총이익율 29.0% 31.0% 16.9%

판매관리비율 22.2% 22.7% 14.1%

매출액영업이익율 6.8% 8.2% 2.8%

매출액순이익율 4.6% 6.6% 2.0%

총자산이익율(ROA) 9.8% 14.2% 3.6%

자기자본순이익율(ROE) 18.9% 23.5% 9.9%

(단위		|		백만원)

(*) 산업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 

2016’을 참조했으며 당사의 경우 2004년 5월 3일

자로‘가구 및 기타제조업’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

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산

업평균비율을 적용했음.

(*1) 산업평균비율은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2016’을 참조했으며 당사의 경우 2004년 5월 3일

자로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

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산업

평균비율을 적용했음.

2017년	영업이익은	2016년	대비	12.0%	감소한	1,405억	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8.7%	감소한	

1,382억	원,	당기순이익은	24.8%	감소한	9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ROA는	전년	대비	

4.4%p,	ROE는	4.6%p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한샘은	연결매출	20.625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야만	기업	성장이	가

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2017년이었으나,	고객감동과	팀장	중심	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핵심사

업에	집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들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업부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온라인에	최적

화된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연	22%	성장하며	2008년	사업부	창설	이래	지속된	고속성장의	추세를	이

어갔습니다.	2017년	소비자	유통	부문의	비중은	78%	였으며,	2018년에도	한샘은	유통별	상품	경쟁력	확

대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수익성	향상과	함께	재무적	안정성과	활동성에	있어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동

비율은	101.4%로	전년에	비해	62.8%p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92.2%로	산업평균	대비	82.2%p	우수

한	수준입니다.

수익성	지표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2개년	

재무성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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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Ⅰ.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75,449 150,11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2,786 127,478 

기타유동금융자산 111,091 191,167 

기타유동자산 19,806 17,794 

당기법인세자산 215 246 

재고자산 73,097 67,647 

유동자산총계 412,446 554,446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1,605 - 

Ⅱ.	비유동자산	 종속기업	및	관계	기업	투자 28,212 25,579

유형자산 314,725 220,572 

투자부동산 92,693 901 

무형자산 15,785 10,74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1,665 58,445

기타비유동자산 29,103 18,948

이연법인세자산 9,470 9,781 

비유동자산총계 561,655 344,972 

자산총계 975,706 899,418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투자정보

자산 2017년 2016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6,537 264,192

단기차입금 107,672 17,005

당기법인세부채 17,932 23,294 

기타유동부채 17,735 13,490 

충당부채 16,585 19,770 

유동부채총계 406,461 337,752 

Ⅱ.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43,000 3,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703 1,817

기타비유동부채 693 176

충당부채	 134 51

순확정급여부채		 12,098 15,090 

비유동부채총계 61,628 20,134

부채총계 468,090 357,885 

자본금      23,534 23,534

자본잉여금      38,097 38,095

기타자본구성요소 -155,775 -49,396

이익잉여금 601,661  529,204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507,517 541,438 

비지배지분 99 95

자본총계     507,616     541,533 

자본	및	부채총계 975,706     899,418 

(단위		|		백만원)

자본 및 부채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38 39

 ANNUALREPORT 2017

손익계산서

투자정보

(단위		|		백만원)

2017년 2016년

Ⅰ.	매출액 2,062,514 1,934,547 

Ⅱ.	매출원가 1,464,195 1,335,770 

Ⅲ.	매출총이익 598,319 598,777 

Ⅳ.	판매비와	관리비 457,774 439,184 

Ⅴ.	영업이익 140,545 159,593 

Ⅵ.	영업외수익(비용) 기타수익 7,138 10,851

기타비용 12,616 10,291 

금융수익 4,643 5,278 

금융비용 4,897 1,716

지분법이익 3,420 6,394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8,232 170,109 

Ⅷ.	당기순이익 95,938 127,527 

Ⅸ.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037 -3,176 

관계기업투자평가 435 -3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손익 -3,632 - 

해외사업	환산손익 -6,097 410 

Ⅹ.	총포괄이익 85,606         124,419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계

2016.	1.	1	(당기초) 23,534 38,095 -49,421 422,887 435,095 99 435,194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손익 127,531 127,531 -4 127,52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176 -3,176 - -3,176

관계기업투자평가 - - -385 41 -344 - -3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410 - 410 - 410

총포괄손익	계 - - 25 124,397 124,422 -4 124,419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연차배당 - - - -18,080 -18,080 - -18,080

소유주와의	거래	계 - - - -18,080 -18,080 - -18,080

2016.12.31	(당기말) 23,534 38,095 -49,396 529,204 541,438 95 541,533

2017.	1.	1	(당기초) 23,534 38,095 -49,396 529,204 541,438 95 541,533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손익 - - - 95,951 95,951 -14 95,93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037 -1,037 - -1,037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평가손익
- - -3,633 - -3,633 - -3,633

관계기업투자평가 - - 3,005 -2,570 435 - 435

해외사업환산손익 - - -6,097 - -6,097 - -6,097

총포괄손익	계 - - -6,724 92,344 85,620 -14 85,606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연차배당 - - - -19,888 -19,888 - -19,888

자기주식의	취득 - - -99,655 - -99,655 - -99,655

종속기업지분	일부	처분 - 2 - - 2 18 20

소유주와의	거래	계 - 2 -99,655 -19,888 -119,540 18 -119,523

2017.	12.	31	(당기말) 23,534 38,097 -155,775 601,661 507,517 99 507,616

자본변동표

투자정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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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6년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217 153,989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09,852 189,554

이자수취 2,522 5,078

이자지급 -1,517 -2,627

배당금수취 1,226 1,034

법인세의	납부 -45,866 -39,05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4,309 -53,358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순증감 80,334 -6,806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1,517 68,109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32,730 -81,956

유형자산의	처분 1,882 3,192

유형자산의	취득 -116,623 -31,532

무형자산의	처분 19 11

무형자산의	취득 -5,974 -4,363

투자부동산	처분 - 313

투자부동산	취득 -92,932 -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291 -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92 -326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234 -20,075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91,836 -4,493

장기차입금의	증가 40,000 3,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12,751 579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7,831 -1,081

종속기업투자	지분의	처분 20 -

배당금의	지급 -18,080 -18,080

자기주식의	취득 -99,655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70,858 80,556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50,112 68,601

Ⅵ.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805 955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5,450 150,112

현금흐름표

투자정보
(단위		|		백만원)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한샘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8년	3월	8일

투자정보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3월	8일)	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한샘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

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

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

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한샘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샘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는 종전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

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

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

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

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

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

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

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

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를 포함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감사의견

기타사항

감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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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외법인부문

경영정보

사업부	구조

회사현황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사외이사

감사

조창걸

최양하

강승수

이영식

오윤택

최철진

정일영

임창훈

안흥국

대표이사

1970년 창업

대표이사

1979년 한샘 입사

1995년 한샘 입사

1996년 한샘 입사

2011년 사외이사 선임

2009년 감사 선임

2017년 사외이사 선임

2017년 감사 선임

1990년 한샘 입사

한샘은 세계 정상 수준의 역량확보를 위해, 과거 CEO중심의 

1인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가진 기업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습니다.

건재사업부

직매장사업부

INT대리점사업부

리하우스사업부

온라인사업부

KB사업부

홈쇼핑사업부

경영지원실

기획실

한샘연구소

감사실

C/S센터 생활용품사업부

INT상품기획실

디자인실

통합구매사업부

생산기술연구소

제조사업부

통합물류사업부

특판사업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44 45

 ANNUALREPORT 2017

회사현황

한샘상암

DBEW 디자인센터

해외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빌딩

Tel   02-6470-3114

Fax 02-6470-69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22-8	

한샘	DBEW	디자인센터

Tel  02-740-1100

Fax 02-742-2111

북경한샘

1 7 0 5  J i n c h e n g ,  J i u ke s h u , 

Tongzhou District, Beijing. China

뉴저지	Headquarter Office

200 Helen Street, 

South Plainfield, NJ, 07080

Tel  1-908-754-4949 

Fax 1-908-754-6969

상해	판매법인

11F, Center88, 88 Changning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상해	직매장

1F L102 and 2F,  Center88, 

88 Changning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Tel  86-400-006-3388

뉴저지	1공장

155 Helen Street, 

South Plainfield, NJ, 07080

Tel  1-908-226-3470

Fax 1-908-226-3474

뉴저지	2공장

157 Helen Street, 

South Plainfield, NJ, 07080

Tel  1-908-753-1143

Fax 1-908-753-1179

CHINA

BEIJING HANSSEM INTERIOR 

CO., LTD. 

U.S.A

HANSSEM CORPORATION 

OSAKA MAIN OFFICE 

541-0043 / OSAKA, CHUO-KU,

 KORAIBASHI 2-2-7

TOEI BUILDING 1F

Tel   81-6-6223-5051~4

Fax 81-6-6223-5066

보스톤	직매장

335 Bear Hill Road, 

Waltham MA 02451

Tel  1-781-487-0101

Fax 1-781-487-0110

뉴저지	신규공장

20 Kilmer Road, 

Edison NJ 08817

JAPAN

HANSSEM INC. 

제4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31

Tel  031-8041-2621

Fax 031-499-2563

충청	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사학연금빌딩	4층

Tel		

부엌영업        	042-524-6481

인테리어영업	 042-524-6487

Fax															042-524-9405

강원	사업소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8-11	

광덕빌딩	3층

Tel   033-763-3542

Fax  033-763-6677

방배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길	19-5	

Tel  02-591-2300

연산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25

Tel  051-866-9680

논현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48	

Tel  02-542-8558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9-7	판테온빌딩	

Tel  031-719-3100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7	

Tel  02-3430-6900

부산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25	

Tel 051-790-8500

목동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1

Tel 02-6344-7000

수원광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90

Tel 031-888-0800

대구범어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Tel 053-749-8500

용산 아이파크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한강로3가) 리빙파크 5F 

Tel 02-6373-3500

한샘플래그샵

한샘홈

글로벌		네트워크

제3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Tel   031-496-1101

Fax 031-498-8078

대구	사업소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73	

(동인동	2가)

Tel		

부엌영업        053-741-6943

인테리어영업	 053-745-3430

Fax	

부엌영업								053-741-8252

인테리어영업	053-741-8252

제5공장	(오이도	물류센터)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2-11	

Tel 031-412-2420 

군포물류센터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	E동	1.5층

Tel  031-460-2269

Fax 031-460-2262

부산	사업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종근당빌딩	602호

Tel		

부엌영업        051-867-7231

인테리어영업	 051-865-3973

특판영업								051-867-3205	

Fax	

부엌영업								051-866-1962

인테리어영업	051-865-3983

특판영업							051-865-7219

지방 사업소

호남	사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46	

지우빌딩	2층

Tel		

부엌영업        062-383-1601

인테리어영업	 062-383-1607

특판영업								062-383-1607	

Fax															062-383-1604

국내 네트워크

제1공장	(한샘인테리어	물류센터)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127-11	

Tel  031-412-0801

Fax 031-482-8189

공장

OSAKA DISTRIBUTION CENTER

160-0022 / OSAKA, SUMINOE-

KU, NANKOUHIGASHI 7-1-106

Tel   81-6-4703-1150

Fax 81-6-4703-1151

제2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52

Tel   031-489-0611

Fax 031-491-0165

회사현황

HANSSEM

INVESTOR 

RELATIONS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빌딩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빌딩 (03929)

82-2-6470-3114

company.HANSSEM.com

TEL       82-2-6470-3114  |   FAX 82-2-6470-6990

E-mail  ir@hanssem.com

대표이사

가구

대형 직매장

CHINA

기기

인테리어 건자재

부엌 전문 대리점

USA

생활용품

인테리어 대리점

JAPAN

임직원수

자본금

매출액

주식발행 내역

사업영역 및 주요 아이템

국내 유통망

해외법인

조창걸 명예회장, 최양하 회장

부엌가구, 침대, 붙박이장, 소파, 홈오피스, 자녀방 가구 등

9개

Beijing Hanssem Interior Co., Ltd. (China)
Hanssem (Shanghai) Home Furnishings Co., Ltd.

식기세척기, 오븐, 후드 등

욕실, 창호, 마루, 도어 등

220여 개

Hanssem Corporation

조명, 패브릭, 생활소품 등

100여 개

Hanssem Inc. 

3,033 명

235억 원

2조 625억 원

23,533,928주 (액면금액 천원, 2002년 거래소 등록)

(2017.	12.	31	기준)

기업정보

HANSSEM (Shanghai)

Home Furnishings Co., Ltd.. 

리하우스 대리점 8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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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2-6470-3114  |  Fax: 82-2-6470-6990

company.HANSS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