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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인기 비결로는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 특유의 월정액 기반 방식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한 번 돈을 내면 무제한으로 

양질의 영화 및 드라마를 즐기는 경험은 유료영화 건별 결제, 무료영화 광고폭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는 이를 디지털 구독경제라고 부른다.

디지털 구독경제의 시대가 온다

구독경제는	크게	기존	구독경제와	디지털	구독경제,	그

리고	렌탈	비즈니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월정액	등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규격화된	서비스를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존	구독경제는	주로	부정적	의미의	헬스클럽	비

즈니스와	비견된다.	A라는	동네에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

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유료	멤버십에	등록한	후	최소한의	방문

만	하는	것이	이득이다.	고객들이	계속	북적인다면	기구

를	관리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등	지출이	크기	때문

이다.	최근의	헬스클럽	이야기가	아닌	일종의	사례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자.	그러나	기존	구독경제가	최대한	많

은	고객에게	수익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오프라인	자산을	

아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렌탈	비

즈니스도	기존	구독경제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렌탈	

비즈니스는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를	찾아가는	방문판매	

형식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와	제품이	추구하는	

글  ●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산업금융부장

방향성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흐르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디지털	구독경제,	즉	넷플릭

스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구독경제다.	

디지털	구독경제는	기존의	구독경제	및	렌탈	비즈니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운용방식	및	비전에	대해서는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구독경제…사업자와 고객의 노림수

현재	디지털	구독경제는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물론	애플의	애플TV	플러스,	아

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올해	하반

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O2O(Online	to	Offline)	플

랫폼	시대가	도래하며	온라인	사업자가	

오프라인을	변화시키거나,	오프라인	사

업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구독경제	문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많아

지고	있다.	이케아는	제품	임대와	재활용	

등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서큘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	프레임을	

통해	가구	임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맥도

날드는	월정액만	내면	커피를	매일	마

실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자

동차를	공유하는	현대자동차의	현대	셀

렉션도	큰	틀에서	여기에	포함된다.	쿠팡

의	로켓와우멤버십,	공유	오피스	위워크

의	온오프라인	공유도	마찬가지로	디지

털	구독경제의	범위에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디지털	공유경제를	실현하면	무엇을	얻

을	수	있을까?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온라인에	기반해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

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한	번	유입된	고객은	다양성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자

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동되면	오프라인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는	‘오로지	오프라인’만	

가동되는	구독	비즈니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	디

지털	구독경제를	노리는	사업자들은	온라인(모바일	앱)

으로	오프라인(매장)을	연결하며,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의	역할은	기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차

는	자동차	공유를	통한	구독경제	전략을	구사하지만,	전

혀	상관없는	한식	서비스	월정액은	가동하지	않는다.

사업자와 고객, 모두가 윈윈하는 구독경제

박리다매	형식의	비즈니스도	가능해	유연한	경영	전략

을	펼칠	수	있다.	이는	양질의	데이터로	이어지며	일종의	

연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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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장	전략으로	수렴된다.	‘준수한	수준’의	플랫

폼을	키워	구독경제를	가동하면	고객은	그	안에서	활동

하며	특정	패턴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사업자가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의	확장도	노려볼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종의	파생	서비스	전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햄버거	프랜차

이즈	매장에서	하루	세	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월정액	

멤버십에	가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객은	초반

에는	자기가	원했던	커피	세	잔만	매일	마시겠으나	시간

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매장의	다른	먹거리에	노출된다.	

이때	매장이	커피와	어울리는	브런치를	별도로	판매하거

나,	혹은	오전	11시라는	특정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고객을	위한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추

가	매출을	끌어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월정액만	납부하면	정해진	플랫폼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충성

파,	즉	팬덤을	자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의	등장

으로	기존	대량소비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젊은	층들에

게도	디지털	구독경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고객	입

장에서	100원으로	1개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해	소유하

는	것보다,	소유하지	못해도	100원으로	10개의	서비스를	

온전히	체감하려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구독경제, 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조건

구독경제의	강점은	이렇듯	사업자와	고객	모두를	충족시

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독경제는	공유경

제의	소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황이라

는	어쩔	수	없는	측면에	따른	부분이	많다.	사람은	소유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공유경제	

기반	구독경제는	이러한	본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

라,	 ‘구독’하는	행위가	더	이득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

른	트렌드라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세상	모든	만물

을	구독경제로	이해하고	무리하게	시도하면	실패할	수밖

에	없는	이유다.	

디지털	자산이	존재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

결성을	확보한	사업자가	고객을	장기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구독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유다.	여기에	온라인에서	뻗어나온	오프라인	

인프라가	기존	업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도	

깔린다.	맥도날드가	월정액으로	커피를	제공하는	서비스

를	지속하는	것은	햄버거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아무도	커피를	마시지	않아	‘우

리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도록	유인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구독경제에서	‘업’

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 기고 | 4차 산업혁명, ICT 표준으로 설계하다

Issue & Trend 1 |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할 5G 기반 기술은 무엇?

Issue & Trend 2 | 클라우드가 AI 대중화를 이끌어

Interview | (주)쎄믹스 유완식 대표

ICT 국제표준화 전략

사람은 소유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공유경제 기반 

구독경제는 이러한 

본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독’하는 

행위가 더 이득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트렌드라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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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전문가 기고

ICT 표준으로	설계하다
4차 산업혁명, 

글  ●  김형준 ETRI 기획본부장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은 우리 일상과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새로운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며, 이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연결시키는 기반은 바로 ‘표준’이다. 표준은 다양한 

산업과 ICT를 접목하여 연결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첨단기술 상용화를 촉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지금 미래 먹거리인 ICT 

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ICT 표준이란 사람 간의 

통신에 언어가 필요하듯 

IT 시스템 상호 연동에 

필요한 합의된 규약을 

뜻한다. 무게나 질량, 

범위 등의 표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에도 

표준에 대한 합의, 즉 

표준화가 계속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표준’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준비가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뜻하며,	기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시스템과	사회

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유

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

퓨팅,	5G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시

작했다.	이런	디지털	기술들은	모

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자율자동차,	지능형	금

융	등의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있다.	즉	4차	산업혁

명은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	들이고	연결할	수	있느냐에

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연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ICT	표

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서	있다.	ICT	표준이란	사람	

간의	통신에	언어가	필요하듯	IT	시스템	상호	연동에	필

요한	합의된	규약을	뜻한다.	무게나	질량,	범위	등의	표

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

기술에도	표준에	대한	합의,	즉	표준화가	계속	필요하다.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이	표준화되어	있

지	않다면	산업에	ICT를	접목하거나	기술과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한	ICT	활용	혁신	창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택배	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스마트한	배송을	위해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배송할	때	통신사와	택배사,	차

량	운송의	내비게이션까지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어야	한

다.	이	데이터의	플랫폼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각각의	회

사들이	A부터	Z까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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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정책	하에	기관들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의	전략적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

업혁명	ICT	핵심기술	및	응용	분야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	및	기술의	신시장	진출	및	

시장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설계	작업이다.	

표준, 혁신의 중심에 서다

돌아보면	표준은	모든	산업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거래	기준의	표준화로	섬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부품과	공

정의	표준화로	대량생산	혁명이	이뤄졌다.	3차	산업혁명

에서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가	표준개발	조직에서	

인터넷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및	표준을	만들

어	인터넷이	가능해졌으며,	HW와	SW	호환성의	표준화

로	글로벌	ICT	업계가	부상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서는	융합의	표준화가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다.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0

년,	2차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약	89년이	걸렸다.	학

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특이점이라	명명했다.	3차에서	4

차	산업혁명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76년이다.	변

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

명,	그리고	그	이후의	혁신을	향한	핵심	표준	선점을	서

둘러야	하는	이유다.	

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기술들의	개발	외에	표준

이라는	단단한	골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ICT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WTO/TBT	협정으로	국제무역에서는	국제표준을	활용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의	세계무역량	80%

는	표준의	영향	아래에서	유통되고	있다.	표준의	선점이	

세계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ICT	표

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표현하고,	표준	특허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세계	각국도	이미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서	자국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까지	전	세계	

표준의	반을	중국	표준으로	채우겠다고	천명했고,	이후	

국제	표준화	일선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표준	전문가	수

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에	IT	시스템을	결

합하여	생산	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

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를	위해서는	개별공장과	생태계에	속한	조직	간의	통합	

등	기존과	차원이	다른	기술적	시스템	통합이	진행되어

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한	표준이	

지원되어야만	성공	가능한데,	독일은	정부,	연구소,	학계,	

사업계가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미·중과	협력하여	

표준화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발전을	위한	4대	혁신성장	과제	중	하

나인	과학기술혁신	실현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

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2018

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통해	4대	분야별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기업	성장을	위한	표준	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	생

활을	위한	표준화,	그리고	민간	주도의	표준	생태계	확산

이	그것이다.	

돌아보면 표준은 모든 

산업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융합의 표준화가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다.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성장 동인,
비용 절감,
수익증대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수출 판로 개척
기여

신규고객 창출,
기존비즈니스

강화

대기업 대상
경쟁력 강화

기업 신용도
고객 만족도

향상

비즈니스
프로세스
합리화 및

효율성 증대

마케팅 능력
강화

법, 규정 준수
기여

표준이 
중소기업에게 좋은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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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가 온다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5세대

(5G)	이동통신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에	높은	

신뢰성을	특징으로	한	5G는	단순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진화를	넘어	그동안	정체됐던	우리	IT	산업을	한	단계	이

상	도약시킬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5G	고객이	많지	않고	이제	5G	기반	통신망

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첫	시작인	만큼	5G의	특성을	대

외에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G	인프라와	콘텐츠가	동반	성장해	나갈	

때	소비자들이	5G의	효용성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

로	활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인류의	삶과	산업	패러

다임을	바꿀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고	있다.	5G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핀테크(Fintech)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최신	IT기술과	연계한	서비스들이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5G는	기존	통신망과	비교해	초고속,	초저지연,	초

연결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5G는	기술적으로	현재	이

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

할	수	있다.	속도만큼	중요한	지연

시간에	있어서도	 1~4밀리세컨드

(ms,	 1000분의	1초)를	가진다.	LTE

가	30~50ms임을	감안하면	획기적

인	감소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기존	

통신기술과	차별된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확

장성이	확보되는	만큼	기존	기업의	

IT인프라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

피하다.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데

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해지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도	더	많은	기기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 5G

5G가	진정한	클라우드	시대를	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버	등	물리적	장비를	더	이상	기업이	구매하지	않고	컴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할	
5G 기반 기술은 무엇?

퓨팅	자원과	시스템을	온라인	상에서	구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	IT시스템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5G망에서	보다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다.	로컬	영역에서	수행하던	분야들이	클라우드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며	개

인화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데스크톱	가상화(VDI)다.	클라우드	기반의	VDI를	통해	유

연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도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을	위해선	자동차에서	수집하는	

센서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빠를

수록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지연시간	30~50ms	기준의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릴	때	서버에서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내더

라도	신호가	도달하는	동안	차량은	0.81~1.35m	이동하

는데	반해	지연시간	1ms를	가정할	경우에는	2.8cm	밖에	

이동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유령	정체도	협력편대	자율주행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다.	

자동차	협력편대	자율주행은	차량	간(V2V),	차량-인프

라	간(V2I)	통신을	통해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영상,	지도,	실제	도로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수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5G가	완성도를	높

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아직	레이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

제도	많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

실)	등이다.	이	같은	콘텐츠는	초고속과	초저지연이	모두	

확보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5G	초연결과	서비스들간의	연결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창출될	전망이다.	기존

에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서비스들로	인해	사용자들이	불

편함을	겪었다면	5G의	초연결은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통신 3사, 중소기업 참여의 문 열어 

이에	따라	5G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국내	중소기

업에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통신	3사

는	지난	4월	5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받

기	시작했다.	4월	기준	KT가	10만4696명,	SK텔레콤	9만

5265명,	LG유플러스	7만1725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통신	3사	모두	최근	5G	생태계를	함께	조성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5G	신사업	개척

에	나선	KT의	경우	5G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비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	중	하나인	‘오아시스VR’의	경우,	엔터테인

먼트와	게임을	융합해	상호	반응형	엔터테인먼트	VR	콘

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5G와	결합된	VR은	소비자들

이	보다	실감나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코아소프트’라는	업체는	AI	기반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AR	실내	측위	길안내와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를	제공하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보유한	‘에이테크’

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품질관리	솔루션을	

5G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굳브로’는	IoT를	활용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

발하는	업체다.	이	업체가	만든	‘스마트	안전모’는	작업	

현장	주변의	공기질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소형센서가	

부착돼	있어	작업자의	안전	관리는	물론	미세먼지로	인

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5G	기술과	합쳐질	경우	실시

간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	역시	무인항공기	중소개발업체인	유콘시스템

과	협력을	통해	‘5GX	드론	솔루션’을	개발한다.	‘5GX	드

론	솔루션’은	5G와	AI,	데이터	분석	등	최신	ICT	기술을	

드론에	접목한	차세대	서비스다.	공공	안전,	재난	등	사

회	안전망	구축,	산업시설	보안,	시간	측량	등	다양한	분

야에	적용할	기술을	개발한다.	

LG유플러스도	중소	벤처기업이	5G	서비스와	기술	아이

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는	공간인	‘5G	이

노베이션	랩’을	열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이곳

에서	손쉽게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상용화까지	가능토록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5G	핵심	기술

을	AR,	VR,	AI,	빅데이터	등의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역시	첫	5G	오픈랩을	최근	한국에	열었다.	화웨이의	5G	

오픈랩	역시	5G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국	중소기

업,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5G	테스트	환경과	서비스를	제

공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와	VR·AR,	커넥티드	자동차,	

로봇,	스마트	제조	등	4가지	산업	시나리오가	화웨이	5G	

오픈랩의	핵심	연구	방향이다.

글  ●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기자

기업 IT인프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시간’이라는 점에서 

5G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처리,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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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장 가치, 한국 GDP의 10배 

2016년은	인공지능(AI)이	주목받은	해이다.	알파고	쇼크가	일어났던	

시기이고,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널리	알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AI는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

식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AI는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AI가	세계적으로	불러올	경제	가치를	전

망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AI는	15.7조	달러(약	18.84경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AI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AI가	유발하는	가치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AI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

생할	것으로	보인다.

PwC는	국가별로	AI가	유발할	경제	가치도	함께	전망했었다.	중국(7

조	달러),	북미(3조7000억	달러),	북유럽(1조8000억	달러),	선진	아시

아(9000억	달러),	남유럽(7000억	달러),	라틴아메리카(5000억	달러),	

기타(1조2000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결국	AI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등의	요인에	의해서	정보격차

를	유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이	다행히	등장하고	있

다.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하는	것이다.	참고로	구글은	2017년에	클라

우드를	통해	AI를	대중화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

었다.	

AI와	클라우드	결합은	정보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것일까?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클라우드를	정의해보자.	클라우드는	개인	단말기의	자원	대신

에	중앙	서버의	자원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쉬운	설명을	위해	게임	구동을	예로	들자.	게임	구동을	위해서는	단

말기의	사양이	중요하다.	단말기가	게임	구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	구동을	클라우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

까?	사용자는	게임	구동에	필요한	단말기	사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	서버가	게임	구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를	AI에	결합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결합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접근’과	‘서비스	구현’이	

이에	해당한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

다.	좀	전에	설명한	게임	구동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례로	

네이버	클라우드를	살펴보자.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용자	단말기가	아닌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에서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단말기	용량의	부담	없

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있기	때문

에,	사용기기에	상관없이	동일	계정	정보로	접근해서	저장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드롭박스,	슬랙	등이	서비

스	사용자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클라우드 + AI

그럼	AI는	클라우드의	이러한	유형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일

까?	단순하다.	클라우드는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대신	제

공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AI는	고사양의	기기를	요구하지만	사

용자는	고사양의	기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로봇	페퍼(Pepper)를	예로	들어보자.	페퍼는	소프트뱅크

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음성	인식률이	높다.	

이유는	IBM에서	개발한	AI	 ‘왓슨(Watson)’을	탑재했기	

때문이다.	가격	또한	저렴해	200만	원	수준이다.

소프트뱅크는	고비용을	요구하는	왓슨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구축했을까?	답은	클라우드에	있다.	

왓슨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동작하게	한	것이다.	

사용자는	이러한	방식	덕분에	페퍼를	상대적으

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자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

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을	클라우드

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NBP),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

트의	애저(Azure)가	이에	해당한다.

제공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자원	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이	이에	해당한다.

AI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이를	

서비스형	인공지능(AIaaS)라고	부른다.

제공자는	AI	구현에	필요한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IaaS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제공자가	AI	구현에	필요

한	서버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아마존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서버를	시간당	수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

게	IaaS를	제공한다.	더욱이,	아마존은	‘스폿	인스턴트’라는	70%	할

인	정책을	제공하는데,	제공자가	이러한	할인까지	받으면	더	

낮은	가격으로	AI	구현에	필요한	서버	비용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AI	제공에	필요한	플랫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이

크로소프트(MS)는	AI	알고리즘	구현을	쉽게	하는	‘머

신	러닝	스튜디오(Machine	Learning	Studio)’라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특징은	그림판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으로

기존처럼	복잡하게	코딩으로	알고리즘을	짤	필

요가	없다.

아예	만들어진	AI	서비스를	그냥	가져와서	서

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MS는	AI	서비스	개발

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MS에서	근무하는	8,000명의	AI	개발자가	

서비스를	이미	구현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냥	만들어진	AI	서비스를	가져

다	쓰면	된다.	정리하면,	AI는	클라우드에	결

합하게	되면	2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는	사용자가	서비스	접근을	쉽게	하는	점이다.	둘째

는	제공자가	AI	구현	난이도를	낮추는	점이다.	그러

므로	AI	관련으로	고민하는	기업은	클라우드

를	함께	고려하기를	권한다.

Global

Issue & Trend 2

클라우드가	
AI	대중화를	
이끌어
글  ●  유성민 IT칼럼니스트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외래교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프트뱅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구글은 2017년에 클라우드를 통해 

AI를 대중화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AI와 클라우드 

결합은 정보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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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rview

약속했고,	대만	업체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역사

적인	첫	판로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척한	것이다.

“2002년	9월	웨이퍼	프로버	2대를	시작으로	이곳에만	

총	17대를	납품했습니다.	장비	최적화에	1년여가	걸렸지

만,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준	만큼	끝까지	물고	늘어졌

죠.	그러다	보니	저희를	눈여겨	본	여러	업체에서	납품	

문의가	들어왔고,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도	함께	일

하게	됐습니다.	첫	수주를	해외에서	따낸	뒤	이렇게	일이	

풀린	것을	보면,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세계	무대

의	문을	두드리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웃음)”

리딩 기업 도약을 위해 ‘문화’를 바꾸다

중간중간	부침이	있었지만,	쎄믹스는	어느덧	웨이퍼	프

로버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웨이퍼	프로버

의	절대적인	성능도	초거대	경쟁사	제품에	뒤지지	않는

다.	SK하이닉스·퀄컴·에스티마이크로	등	반도체	시장

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반도체	검사공정에	쎄믹스	

제품을	들인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작

년	기준	600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	중	

75%를	해외에서	벌어온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가	곳

곳에	녹아	있는	가운데,	쎄믹스는	2년	

전부터	상향	평준화된	웨이퍼	프로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성

실히	이어오고	있다.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리딩	기업	반열에	들어섰기에	꿈

꿀	수	있었던	비전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웨이퍼	

프로버	분야도	혁신을	거듭하는	한두	기업을	따라	흘러

가기	마련이다.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없는	상

황에서,	유완식	대표는	‘쎄믹스도	그	한두	기업	안에	속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유	대표는	리딩	기업에	걸맞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로	결

심,	자유롭고	실험적인	분위기로	탈바꿈	시켰다.	예를	들

어	한	직원이	웨이퍼	프로버	성능	개선을	위해	웨이퍼

를	받치는	부품인	척(Chuck)에	물을	담아야겠다고	생각

했다면,	그대로	실행에	옮겨보면	된다.	다른	시도들도	마

찬가지다.	요컨대	직원들의	창의적	자율성으로	쎄믹스를	

성장시키겠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모델과도	

결이	잘	맞는	기업	문화다.	

‘퍼스트 무버’ 향한 남다른 행보

기업	문화	혁신은	어느덧	쎄믹스에	성공적으로	정착했

다.	이제는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글로벌 퍼스트 무버’를 향한 힘찬 발걸음

㈜쎄믹스	유완식 대표
웬만한 기업들도 나동그라지는 높은 진입장벽을 국내의 한 후발 중소기업이 넘어섰다. 이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꾸준히 성장, 반도체 검사 장비인 웨이퍼 프로버(Wafer 

Prober) 세계 3위 기업으로 도약한 ㈜쎄믹스. 이제 이들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업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퍼스트 무버(Global First Mover)’의 길을 걷고 있다.

쎄믹스는 2년 전부터 상향평준화된 웨이퍼 

프로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다.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 

리딩 기업 반열에 들어섰기에 꿈꿀 수 있었던 

비전이다.

공격적 영업으로 이룬 ‘세계 무대 데뷔’

1986년	LG산전에	입사,	반도체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던	유완식	대표는	지난	2000년	뜻을	

같이	하는	동료	3명과	함께	㈜쎄믹스를	설립했다.	

전공을	살려	반도체	검사장비인	웨이퍼	프로버	분야에	

도전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몇몇	업체들이	이	분야를	독

점하고	있었다.	기술력에	자신	있다고	해도	이들이	쌓

아	놓은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까닭에,	웨이퍼	프로버

에	도전한	대기업들도	줄곧	나가떨어지던	상황.	이런	가

운데	대만의	한	웨이퍼	테스트	업체로부터	소중한	기회

를	잡았다.	웨이퍼가	8인치에서	12인치로	넘어가기	직전

이었던	만큼,	웨이퍼	테스트	업체들도	12인치	웨이퍼	프

로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당시	유일하게	출시된	일

본산	 12인치	웨이퍼	프로버는	굉장히	비쌌다.	쎄믹스

는	이러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가격과	함께	‘무한	A/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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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데	거리낌이	없다.	그	

성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웨이퍼	프로버를	아

파트처럼	여러	층	쌓아	단위	면적당	웨이퍼	검사

량을	늘리자는	아이디어도,	웨이퍼	프로버의	성

능	개선에	도움을	준	다양한	의견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왔다.	

쎄믹스는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고

객사에게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	검사	환경을	제

안한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제품을	만드는	납품

업체를	넘어	공동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실행하

여	고객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리딩	

기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임직원	모두가	회사	성장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만큼,	쎄믹스는	그	과실을	나누는	데에도	부단히	

신경	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참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된	직원이	5년간	해당	회사에서	재직

하게	되면,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

액의	3.6배를	수령하게	된다.	근속에	대한	일종의	

성과급인	셈.	기업부담금이	일정	비율	들어가지

만	쎄믹스는	가입을	적극	독려,	전체	직원의	약	60%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다.	회사와	

직원	간	상생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자본금	2억	원으로	출발해	‘글로벌	TOP	3’에	안착한	쎄믹스는	기업	문화	혁신에	돌입한	지난	

2017년,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5년	동안	5배	성장해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Think	Big,	Talk	Big(크게	생각하고,	큰	이야기를	하라)’이라는	슬로건을	착실히	실천

하고	있는	쎄믹스.	‘글로벌	퍼스트	무버’를	향한	이들의	당찬	행보를	응원한다.

쎄믹스는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고객사에게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 검사 환경을 제안한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제품을 만드는 납품업체를 넘어 공동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실행하여 고객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리딩 기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Issue & Trend | 중소기업 혁신의 변곡점,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Interview | 현대ICT(주) 김세규 대표

Information | 산재예방요율제 및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플랫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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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ssue & Trend

Industry 1.0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Industry 2.0
제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Industry 3.0
제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Industry 4.0
제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지능(AI) +

정보(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보기술 혁명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는 새로운 변곡점을 향해가고 있다. 

모바일 빅뱅을 넘어 사물인터넷, 그리고 이들을 지렛대로 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한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관련 용어는 ‘4차 산업혁명’과 ‘융합’이다.

중소기업 혁신의 변곡점,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글  ●  연대성 <사물인터넷 빅뱅>, <The Next 모바일비즈니스> 저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전략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아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

1. 당신의 조직은 과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2. 수행 이유, 적용 기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 인프라는 무엇인가?

3. 내부 구성원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옳고	그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1	번과	2번은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		

기업	유형과	시장	포지션에	따라	가변적이다.	3번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우	부정적인	답이	예상된다.

당신의 회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융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님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

으로	진화되어	온’	것이다.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를	최초	사용한	것으로	알

려진	‘아놀드	토인비’	역시	저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강의〉에서	“기술	혁신은	급변적인	현

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결과물이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이제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내	조직이	있다면,	일

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One	Message)를	개발,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	누구나	인정	가능한,	‘진화되어온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을	

혁신하는	것’에	관한	로드맵	수립의	기초가	된다.	여기까지	내부	검토	및	동의가	진행되었다

면,	‘이전	대비	진화된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준비가	된	것이다.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발언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그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관련	패러다임별	대표	키워드는	기계화(1차)	-	대량	생

산(2차)	-	디지털과	자동	생산(3차)	-	기계지능과	융합(4차)으로	요약된다.	클라우드	슈밥	회

장의	경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변화의	속도,	변화의	범위,	시스템의	영향’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이는	디지털	혁신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영역의	구분	없이	전	산업	

영역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

놓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가	있다.	‘융합’이다.

플랫폼 전략과 융합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그	중요성과	실체가	대두되고	있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돌이켜보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융합을	준비했거나,	일부	실현해오고	있었다.	다

소	오래된	얘기지만	특정	지역(Zone)	기반	유무선	통합	서비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모바일	

4차 산업혁명이 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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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그리고	O2O가	이슈화되

기	이전부터	사업화된	바	있

는	비콘	기반	모바일	서비스	

등은	모두	융합의	범주에	속

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산업

혁명	분류에	따르면	3차	산

업혁명에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은	

이전	대비	진화된	그것을	의

미한다.	즉	연결을	통한	물리

적	결합을	넘어,	다양한	채널	

혹은	서비스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화학적	결합의	결

과물을	이용자(고객)에게	제

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최근	부각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은	기업에게	크게	두	가지	관

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한다.

첫째,	가상(디지털)과	현실(아날로그)의	융합이다.	가상현

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무인	점포,	인공지능	비서,	디지

털	트윈(Digital	Twin)	등은	모두	가상과	현실의	융합	영역

에	해당한다.	모바일	시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에	충분히	

익숙해진	이용자	경험을,	아날로그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	사물인터넷	퍼스

트로	전환되는	초기	시장에	해당하기도	한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다.	이는	LTE로	대변

되는	4G	이동통신망의	탄생을	기점으로	촉발된	‘O2O’

의	진화와	연결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O2O의	개념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	통

합(Omni	채널)	그리고	온라

인을	통한	오프라인	활성화

(O2O	마케팅)를	의미한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데이터	통합(Omni	데이

터)으로	확장된다.	즉	온라인

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

는	것을	넘어,	둘	간의	데이

터를	유기적으로	연결,	이용

자에	관한	콘텍스트(Context)

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현하

기	위해서는	서두에	언급한	세	가지	질문과	준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내부	인프라	

검토와	구성원	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보다	진화된	융합’을	앞세운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한다는	것은	애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의 미래, 어떻게 진화할까?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하고	있다.	현재는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중점	분야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디지털	내재화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임직원	디지털	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을	계기로	모든	구성원에게	

‘디지털	DNA’를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대면	

채널(오프라인)	중심	기업,	비대면(온라인)	채널에서	대면	

채널로	전환	중인	기업들에게	주로	발견된다.

둘째,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내	일원화된	체계	수

립을	의미한다.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로드맵	

수립,	의사	결정,	제품/시스템	개발,	평가’	등에	관한	일련

의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디지

털	인프라	구축	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IT	기업,	일부	

대형	소비재	기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디지털	내재화’,	 ‘디지털	거버넌스’	등은	궁극적으로	이

용자(고객)의	일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변형

이	이용자의	일상	변형으로	연결될	때,	매출	달성은	물론	

조직	내	디지털	노하우	축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은	조직	내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관한	재정비를	시

작으로,	이용자	중심의	‘융합’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전

쟁을	의미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무기가	당

신의	조직에	기회로	작용할지,	혹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

로	다가오게	될지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시장	후발	주자는	물론,	1등	기업	모두에게	예외	없

이	적용된다.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은	이미	그	패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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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단계

디지털 제품 출시 및

인프라 기반 구축

2단계

디지털 비즈니스

추진 단계

e-커머스 및 디지털

비즈니스 강화

3단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단계

비즈니스 모델 및

경영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플랫폼 전략의 단계별 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은 이전 대비 진화된 그것을 의미한다. 즉 연결을 통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다양한 채널 혹은 서비스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화학적 결합의 

결과물을 이용자(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최근 부각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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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은	기회다.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만들고,	100장을	건

네	1만	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테크의	알파요	오메가다.	과거에

는	연륜	깊은	영업부장이	두꺼운	명함	홀더를	가지고	다니며	전선을	

누볐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엑셀로	저장하던	시절을	거쳐,	이

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명함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현대ICT가	지난	4월	출시한	‘나비서’는	여기에	기업	정보를	조

회·영업관리와	신규	고객	발굴·거래처	위험관리	기능까지	더해,	

이름	그대로	전문	개인	비서를	둔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손 안의 개인 비서를 실현하는 기업

나비서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명함	인식과	통합적인	스마트	업무

다.	명함을	카메라로	찍으면	명함에	기재된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명함인식	분야	세계	1위인	캠카드의	

OCR(문서인식)	엔진을	탑재했고	세계	17개	언어의	명함을	인식할	수	

있어	수출	기업에서	호응이	크다.

입력하자마자	해당	회사의	정보를	나노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연혁·신용등급·경영진	현황·주주구성·재무제표	등.	

나이스디앤비	DB와의	연동	덕분이다.	상대방에게	회사가	어떤	물품

을	취급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나비서에	입력	후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

이렇게	얻게	된	인맥은	회사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	상대방을	만나	

어떤	영업을	했는지	메모를	남길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누구와	공유

할지도	지정할	수	있다.	현대ICT의	김세규	대표는	“중소기업의	고민	

중	하나는	회사	명함들이	영업사원들과	함께	증발하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이	하나	나가면	누수도	생기고	노하우도	없

어지고	인맥도	인수인계가	안	되어,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

습니다.	직급	달고	만든	인맥은	개인의	네트워크이기	이전에	회사의	

무형자산입니다.	나비서를	이용하면	그전에는	사무실	구석	홀더에서	

방치되어	빛을	못	봤거나	영업사원	퇴사와	동시에	잃어버렸던	기업

인맥관리는 물론 경영관리까지,

스마트 혁신을 꾀하는 기업

현대ICT(주)  
김세규 대표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산업을 대체하며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과거의 산업 형태에 최신 기술을 얹어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 명함 및 

인맥관리 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다. 현대BS&C㈜에서 2013년 

2월에 분사하여 설립된 현대ICT(주)가 그 주인공이다.

Innovation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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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중한	인맥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일	많은	임직원들이	업무	중	교환한	명함을	일일이	입력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	

때문에	나비서는	회사통합명함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업무	중	입력한	명함들을	자동으로	회

사통합명함첩에	모으는	기능으로,	과부하되는	업무량으로	명함	공유를	깜빡할	수	있는	임직

원들을	배려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신규영업, 우리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신규	고객	발굴에	엄두를	못	내죠.	기존	발굴의	열	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니	

그럴	수밖에요.	이	때문에	좋은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고도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몰라서	

창고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비서는	2019년	7월부터	품목	기반	수요자	공급자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스디앤

비에서	기업	평가를	하다	보면	기업	생산품	원부자재	목록을	알게	되는데,	이를	나비서	시스

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기업들의	생산

품	원부자재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파악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업	생산품	중	유사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영업방식의	혁명인	셈이다.

‘나비서’로 탐정이 되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이유	중	하나는	탐정	노릇을	소홀히	해서다.	경기가	불안하면	납품하

고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전월까지	문제없었던	납품·하청이	끊길	수	있다.	자금력이	약

한	경우	이는	치명타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번	거래처들의	금융정보를	주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바쁜	일정	중에	이를	주기적으로	챙기기	어렵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몇	시간	후에	거래처	도산	여부를	알고	경악하는	예가	있을	정도로,	분초를	다투는	시간	싸움

인	면도	있다.	나비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위험관리	고민을	한	번에	해결했다.	기업의	신용

등급	정보(세금체납,	단기연체	등	6개	항목)와	상태정보(휴폐업정보,	부동산경매정보,	고용지

표	등	7개	항목)는	물론	대표자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연체	여부까지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다.	변동된	신용	정보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즉시	알림이	가도록	설계,	위험

관리를	실시간으로	서포트한다.

“대기업들은	몇	천	개의	거래처·협력업체를	전부	위험관리,	즉	금융	정보	모니터링을	하지

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서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

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게다가	거래처가	한두	곳도	아닐	텐데,	해당	기업	정보를	확인하겠

다고	일일이	결재하는	건,	손도	많이	가고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가죠.	나비서는	나이스디앤비

와의	제휴를	통해	위기관리	정보를	연간	1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패키지

를	출시했습니다.”

나비서가	출시된	지	두	달	남짓.	시장	반응은	성공적이다.	벌써	60여	개의	단체·협회와	400

여	개의	기업이	가입했다.	김세규	대표는	향후	중소기업이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발전시켜,	“카카오톡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2C라면	나비서는	국내	360만	중소기

업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B2B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기업들의 생산품 원부자재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파악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업 생산품 중 유사한 제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영업방식의 혁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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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 ‘고용 없는 경제’의 탈출구, 제조 혁신이 해법이다 

Interview | 세용기전(주) 안승용 대표

제조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Innovation

Information

기업과 함께 나누고·성장하고·멀리가는 든든한 지원군, 

산재예방요율제 및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얼마간, 얼마까지 인하되나요?

•위험성평가	인정:	3년, 20%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10%

더 궁금한 내용과 신청 등은 여기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ceo/risk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원할	경우	출연금액의 50%,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①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③			둘	이상의	기업(중소기업	반드시	포함)들이	각각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얼마까지 지원 되나요?

•사내기금법인:	기금법인	당	매년 2억원 한도(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공동기금법인:	기금법인	당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

더 궁금한 내용과 신청 등은 여기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전화:	052-724-7304		•주소: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관련서식은	근로복지넷의	서식자료마당에서	내려받기	가능
※기금운용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산재예방요율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혹은 

#사업주교육 

#인정_받으면 

#산재보험요율 인하

#근로자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지원 시 

#출연금액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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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고용	없는	
경제’의	
탈출구,	
제조 혁신이	
해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	자만할	때가	아닌	듯싶다.	유엔산

업개발기구(UNIDO)의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제조강국이다.	원래

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순이었는데	지난	2015년

부터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이제는	독일,	일본,	중

국,	미국,	한국	순이다.	게다가	한국생산성	본부의	조사

에	의하면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	

수준으로서	거의	바닥	수준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생

산성은	그리스나	헝가리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한다(한국

경제	2017년	10월	12일).	

생산성 향상의 딜레마, 해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	방법은	있는	것

일까?	지난	수십	년간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의	중소	중견	제조	현장을	다수	둘러볼	수	있었던	

필자의	견해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단	우리가	놓치

고	있던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이룩해야	

한다.	왜	생산성이	낮은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생

산성	향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	모	자동차	기업

의	경우	특정	모델의	주문이	폭주해서	잔업으로도	주문

을	다	처리	못할	상황이라	옆	라인의	인원을	특근수당으

로	일하도록	하려고	해도	노조가	반대해서	주문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다.	이것이	현

실이다.	그런데	사실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를	100년	전

에	해결하였다.	

경영컨설팅의	선구자	테일러(F.W.	Taylor,	 1856~1915)는	

1912년	미국의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을,	아니	세상을	바

꾼	유명한	이야기를	한다.	그가	컨설팅에	종사한	수십	년	

동안	5인	이상이	동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장형	현장

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생산성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이유는	생산성을	올릴	경우	해고될	걱정	때문에	최선

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일하는	현

장이	있다.	한	사람이	하루	10개씩	총	100개씩	생산해	왔

다.	만약	인당	생산성을	두	배로	올려	다섯	명이	100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렇다.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생산성을	향상

시키면	본인	또는	동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민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던	

미국에서는	고용주들이	필요치	않은	노동자는	바로	해고

시키고	또	다른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새로	고용할	수	있

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둘째,	테일러에	의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

데	현장에서는	더	일	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지속적	업무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고	노사간	화합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그	과실을	나

누면	노사	모두	크게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	자신이	관여한	수많은	기업들	중	노동자를	해고한	

공장은	하나도	없었고	생산성을	두	배	이상	올리지	않은	

공장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테일러의	증언은	

신문	지상을	통해	미국	전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알려

졌고	당시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자

신의	자동차공장을	변화시킨다.	노동자	봉급은	경쟁사들

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하면서	자동차	가격은	경쟁사의	절

반	이하로	떨어뜨려	노동자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1926

1960년대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사실 이러한 성취는 

엄청난 것이다. 우리 앞의 여섯 국가는 

2차 세계대전의 주역 국가들인데 식민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장을 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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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주5일	근무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우리

가	감탄하는	토요타	생산	시스템(TPS)을	창안한	다이치	

오노	부사장은	헨리	포드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고	포드

의	시스템을	흉내내서	TPS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그	원조는	테일러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키워드, 스마트화

필자가	관여한	스마트공장	추진	시	가장	역점을	둔	부분

도	기본은	테일러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국내	제조

업이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	밀리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던	2015년	중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탄생한	

(재)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에서	역점을	둔	부

분은	최고경영자	설득이었다.	스마트공장은	생산성을	올

릴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올랐다고	자연이직	외에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최고경영자를	설득하고	기업

별	피드백	시스템을	유지했다.	특히	자동화나	정보화는	

노사관계가	안	좋을	경우	너무도	쉽게	망가질	수	있음을	

최고경영자에게	설득하였다.	테일러	시대에	프로세스나	

동작	개선만으로도	두	배의	생산성을	올렸는데	현재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배

의	생산성	향상도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해	보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악세사리를	생산하는	F사는	남자의	근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외국인	노동자	30명을	고용

하여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고	있었다.	추진단에서는	직

교로봇과	간이	자동화	시스템

을	통해	이	작업을	여자도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화시키고	그

들	전체가	하던	작업을	동네	주

부들	8명이	두	라인에서	하프타

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변화시켰다.	지금	그	회사는	일

본의	주문까지	소화하기	위하여	

여덟	라인으로	증설하여	운영하

고	있다.	고용인원도	대폭	증가

하였다.	이러한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고	독일이	높은	인건비에

도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

다.	2016년	말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사업에	대

해	2017년	말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30%의	생산

성	향상,	45%의	불량률	감소,	20%의	납기	준수율	향상	

그리고	기업	당	평균	2.2명의	고용증가	효과를	보여주었

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7년	후반기부터는	주관부

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었고	현재	스마트공장	추

진단은	해체되고	중소기업정보화	경영원이	사업을	주관

하고	있지만	기본	틀을	잘	유지할	경우	스마트공장은	대

한민국의	노사관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제조업	경쟁력	향상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 스마트 공장화,

제조 혁신까지 성공하다

세용기전(주)	안승용 대표
세용기전은 2004년 창립 후,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를 해온 연 매출 100억 규모의 

회사다. 창업 당시만 해도 자본금 2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직원 수 

60여 명에 3천 평에 이르는 회사부지를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Work

Interview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 

2017년 말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30%의 

생산성 향상, 45%의 

불량률 감소, 20%의 

납기 준수율 향상 그리고 

기업 당 평균 2.2명의 

고용증가 효과를 

보여주었다.

전문가가 많은 회사가 경쟁력이 높은 회사

안승용	대표는	지난	2017년,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했다.	이를	통해	다소	정체	상

태였던	성장률을	높이는	데	성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익을	3.9%와	10.5%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이	같은	행보

는	업계에서	주목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SBS-CNBC	

프로그램	‘승부사’에	출연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당당

히	공유했으며,	국무총리	대상·강소기업인증·뿌리기

술전문기업·경기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

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의	창조혁신

경영대상을	받았다.

“처음	창립했을	때만	해도	현장	노동은	무척	힘들었어

요.	철판을	들어서	옮겨야	하고	고정도	해야	하고,	두	명

의	직원이	함께	들어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젊은이들이	3D라면서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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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습니다.	철판	한	장이	80kg이었으니,	아차	하는	사

이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당시	매출이	정체	

상태인	것도	위기의식에	한몫했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스마

트	공장을	처음	접했고,	이어	타	공장을	견학하면서,	무

인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공장의	구현이	현재의	난관을	

타파할	해결책이라고	봤다.	결정을	내린	그는	NCT	연동

기와	8단	로더기,	도장	슈퍼센터에	이어	8단	레이저	로

더기까지,	배전반	외함	공정에	필요한	무인	자동화	기계

를	마련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결과는	놀

라웠다.	기존	대비	생산성은	약	20%,	원가절감도	약	10%	

가능해졌고,	공정	자동화	덕분에	생산라인은	24시간	가

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생산방식이	사람에서	기

계로	달라진	것은	일견	일자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위험한	일은	기계가	대신하

지만	그만큼	생산량이	높아지기에,	자연히	추가	전문	인

력이	필요해졌다.	안	대표는	제품	설계도	제작과	작업	상

황	및	기계의	세팅	체크,	영업을	할	인력을	충원했다.	올

해에도	사무실에	3명,	현장에	2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캐드를	그리다가도	급

히	마무리해야	할	제품이	있으면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서	철판을	자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

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일이	없어진	것도	또	다른	장

점입니다.”

회사와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다

오래	일하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사내	분위기나	직원	복

지,	비전이	좋은	경우가	많다.	세용기전은	장기근속	직원

이	8명이고,	이	중	반	이상은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었다.	

내국인뿐만이	아니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4년	동안	세용기전에서	근무하다가	비자	

문제로	출국해서	되돌아온	뒤	다시	세용기전을	찾았다.	

현재까지	7년째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다.	고용센

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재입국	후	같은	회사를	

찾는	일은	드물다’며	놀랄	정도였다고.	안	대표는	‘동반

성장’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진단

했다.

“요즘	직원들은	한	회사에	오래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비전이	안	보이거나	내가	맡은	업무가	시원치	않다	싶으

면	박차고	나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마인드죠.	이를	역으

로	이용,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직원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	중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속적인	교육이다.	세용기전은	직원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전기조합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빠짐없이	참석한다.	현재	세용기전에서	주로	사용

하는	기계는	무라타라	주로	무라타	기계전시회에	참석하

지만,	도시바	등	일본	공장을	견학하면서	청결이나	공장

관리	등	본받을	점도	체크한다.

둘째는	대표가	직접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점이다.	

“탈무드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

르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고	배전반	설계를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설계	

결과물의	잘못된	점을	슬쩍	보고도	금방	눈치챕니다.	하

지만	그걸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설계	끝나고	불량	날	

때까지	주시했다가,	해당	직원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알려줍니다.	그래야	설계를	할	때	왜	집중해야	하는

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몸소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이	해당	직원의	진정한	실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월말에는	설계	리스트를	뽑아	직원들과	일일이	면담을		

한다.	잘못한	부분을	지적당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

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직원들의	전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다.	한	달간의	작업량은	어느	정도이고	불량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어려운	설계를	맡아	했는지를	체

크해보면	스스로의	진짜	실력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은	이만큼	받고	

있는데,	연봉을	적게	받는	다른	직원만큼의	설계를	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도	그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

어요?”

현재	세용기전의	외함은	국내	유명	배전반	제조기업을	

비롯해	약	150개	이상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혁신

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대보(폴대)	끝부

분에	고무재질을	붙여	사용	중	표면이	벗겨지는	것을	방

지한	기술이나	4단으로	구성한	힌지	등	다른	제품들과	차

별화된	세용기전만의	특징은	이	같은	멘토링에서	나왔다.

스마트	공장화로	한	발	내디디면서	생산량	업그레이드와	

제품의	질적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용기전.	노

동집약적	업무는	자동화하는	반면	설계	및	프로세스	분

석·영업	등에	인력을	집중하여,	눈부신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주로	공공기관	및	아파트	배

전반	외함	주문	제작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해외	시장

도	노리고	있다는	안	대표의	얼굴은	의미심장하게	빛났

다.

스마트공장화로 한 발 내디디면서 생산량을 업그레이드와 

제품의 질적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용기전. 노동집약적 

업무는 자동화하는 반면 설계 및 프로세스 분석·영업 등에 

인력을 집중하여, 눈부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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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만나다

‘통섭’이란 이름의 우리 시대 사회문화적 성찬

통섭은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이	

만든	용어	‘consilience’를	우리	시대에	옮겨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태

어난	개념이다.	사실	consilience라는	말은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

어서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2005년,	최재천	교수가	우

리	사회에	통섭의	화두를	처음으로	던진	후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이	개념은	실로	놀라운	속도로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들었다.	영국인

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통섭의	개념이	왜	우리에게는	이처

럼	쉽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는	우리	음식	문화에서	그	까닭의	실마리를	찾았다.	우리는	대개	밥	

한술	뜬	다음	한입에	반찬	두어	가지를	한데	넣고	먹는다.	우리	한국인

의	두뇌는	밥	먹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반찬의	조합을	창조해낸

다.	섞는	것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제일	잘하는	게	아

닐까?	그래서	그는	통섭의	키워드를	소통과	협력,	자율성에서	찾는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분야에서만	책

임을	졌지만,	지금처럼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야	간	협력과	소통이	무척	중요

합니다.	통섭은	‘사회	모든	분야의	경계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넘

나들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생태학은	통섭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

계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는	물리학적	연

구	방법만	적용하거나	화학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

든	학문과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에	비춰보면,	기술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생

산·영업·홍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섭이	강조됩니다.	각각의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죠.	기업이	하는	많은	일들이	창발적이고	통

섭적입니다.”

기업인에게 전하는 통섭의 메시지

우리	기업들에게	통섭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

을까?	최	교수는	“알다시피	국내	시장은	한정적이라	창의적으로	기

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구조”라고	

단언한다.	이런	구조일수록	창의성이	필요하며,	남들이	생각하지	않

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새로운	시장

을	개척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통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탐색한들	울타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새롭게	찾을	수	있

는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건너뛰면서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는	월담을	하면	

정학을	당했지만,	이젠	담을	넘어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소통과 자율성 위에
통섭의 물을 흠뻑 뿌린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우리 시대의 석학이자 대표적인 인문학자로, 과학자로 알려진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에 ‘통섭형 인재’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다. 

그 스스로 몸소 ‘통섭형 창의적 삶’을 실천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통섭형 인재란 무엇이며, 우리 기업들에게 통섭이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제언을 들어봤다.

만난 이  ●  신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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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Secret Tip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인적 관리 방안

Inno Solution | 주철강 외 소재에 대한 맨홀 규격 마련 필요

Inno Family | 신규 회원사 소개 

이노비즈기업 
경영 지원

그는	인재	채용에서도	통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직원을	뽑을	

때	컴퓨터나	기계공학,	정보통신	같이	너무	한정된	분야에서만	채용

하면	아무리	창발성을	동원하고	통섭적으로	소통을	해도	기발한	결

과가	나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는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

부터	고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

안은	무엇일까?	그	물음에	최	교수는	연구	사례	중	하나를	들어	설명

한다.

“제가	제일	오래	연구해온	주제가	개미인데,	호주에서	온	‘베짜기개

미’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은	다른	개미처럼	땅속에	집을	짓지	않고	

나무	위에서	나뭇잎들을	서로	가까이	끌어당긴	뒤	그걸	명주실로	엮

어서	방을	만들어요.	그들이	방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뒤	개미가	앞	

개미의	허리를	입에	물어	보디체인을	만든	뒤	앞의	개미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파리를	물고	뒤에선	허리를	잡아당겨	이파리를	가까

이	끌어당겨	엮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20여	년을	관찰	중인데	아직

도	작업반장	개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베짜

기개미가	특별한	지도자	없이	일개미	한	마리	한	마리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자가	조직의	원리’라

고	부르죠.”

그는	이노비즈기업들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이라고	하지만,	과연	베짜기개미만큼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	일개

미들이	각자	알아서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

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보기를	권한다.	더	창

의적이려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해야	한다는	것,	쏟아지는	

아이디어를	막지	않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섭형 리더를 우대하는 시대가 온다

최	교수는	수년	전,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공학의	실로	꿰어보자는	

취지로	‘의생학(擬生學)’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구상하고	있었다.	

‘헤아릴	의(擬)’는	‘의성어’	또는	‘의태어’의	‘의’	자다.	달리	말하면	흉

내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의생학은	자연을	흉내	내는	학문,	좀	더	노

골적으로	말하면	자연을	표절하는	학문이다.	그는	의생학의	가장	손

쉬운	예로	우리	가방과	옷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찍찍이(Velcro)의	

발명을	말한다.

“하지만	말이	발명이지	찍찍이는	사실	자기의	씨를	동물의	털에	붙

여	멀리	이동시키려고	진화한	식물	씨의	미세	구조를	그대로	베낀	

거죠.	아마	등산에	가서	그런	씨가	바지에	들러붙은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씨들을	떼며	그저	욕하기	바쁠	때	조

르주	드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특허	대박을	친	거예요.	

의생학은	어느	천재가	우연한	기회에	자연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길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답을	찾으러	자연

으로	뛰어들자는	취지로	구상해낸	학문이지요.	바야흐로	공학과	생

물학의	아름다운	통섭이	일어날	즈음이고,	거기에	인문학의	향기를	

더하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일	겁니다.”

지식의	전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이제는	한	번	배워	평생을	써먹

을	수	있는	시대가	사라졌다.	끊임없이	새로	배워	써먹고	또	배워	써

먹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미래를	준비하면서	언제든	새로운	

분야를	익혀	옮겨	탈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하는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결코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

지	못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무언가를	개선하는	일이	

미치도록	좋으면	엔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섭게	파고들어

야	합니다.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난 이 :  신경수 지속성장연구소 대표이사		sks@sgi.re.kr		

일본	게이오대	상학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동경	윌슨러닝

월드와이드	HR사업부에서	근무하다	일본	RMS의	한국법

인인	아인스파트너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지속성

장연구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HR	분야에서	24년	동

안	종사하며,	5권의	번역서와	3권의	책을	집필했다.	현재	

<머니투데이>와	《월간	인재경영》의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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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은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대응, 절세 비법, 연말정산 실무와 원천징수, 재무회계·노무

관리 실무, 마케팅 등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경영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대상 :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정회원) 등

■교육 시간 : 매달 둘째 주 목요일(3, 4, 9월은 셋째 주)

■교육 장소 : 판교이노밸리

■교육 인원 : 1회 30명 내외

■참가비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5만원(1인당)

일정 교육과정 

9월	19일		
사례와	실습을	통해	배우는	
영업비밀	관리	실무	

10월	10일	 4차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대응전략	

11월	14일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제도	활용하기	

12월	12일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Benefit

Study

적법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인사노무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경영	상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다.	임금	관리를	잘못할	경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

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과	과

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다.	

근로자 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	인사노무관리	항목이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제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의무,	해고의	서

면	통보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대부분이	적용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로수당

임금	계산을	잘못하여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있으면	소급해서	3년	치까지	지급해야	한다.	임

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이다.	주로	시간외근로수당문제가	많다.	시간외근로는	연

장근로(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	기준에	맞게	통상

시급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에	대해	1.5배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역산제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포괄임금역산제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월	임금의	총액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차유급휴가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최

대	25일까지	증가)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휴가일수만큼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대

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	

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	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

거운	것이므로	경미한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경고,	시말서	접수	등	

가벼운	징계를	거쳤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1)	없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경우	효력이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퇴직금의	안정적	지급에	도움이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주일(휴일	포함)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2),	그	이상	근로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3).	기존에	최저임금에	산입되

지	않았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복리후생비의	경

우	2019년부터	일정	비율을	한도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는	100%	최

저임금에	산입된다.

글  ●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공인노무사·변호사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관리

기업 운영 중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무관리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방대한 내용의 인사노무관리법 중에서도 

중소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1)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2)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일자가 다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7. 1.부터 시행된다.

3)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일자가 다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시행된다.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교육과정 내용의 경우 변경 여지 있음, 자세한 내용

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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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인사,	법무,	보안	등	각	전담

부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자사	

영업비밀과	기술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

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법적공방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

서	알	수	있는	사실은	LG화학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물리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적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오랜	기

간	연구·개발한	노력의	성과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경력직원	채용	이

후	의도치	않게	침해행위자로	지목되어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인적 관리는 회사와 직원의 상생 방안이다 

특허청의	우리기업의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의	약	70%는	임직원의	이

직을	통해	발생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어	있지만	임직원에	의한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

과	관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입사,	재직,	퇴직	시	단계적으로	인

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먼저,	직원의	채

용시점부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식을	가지고	재직기

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

키고,	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특히	

신규직원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직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체결한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계약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	과정을	통해	타	회사의	종업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당한	스카웃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제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직	중에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승진	또는	인사

이동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

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훗날	영업비밀의	특정에	

유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	비밀유지서약서,	프로젝트	참

여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	또한,	정기

면담을	실시하여	금전적	문제·근무여건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영업비밀을	창출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사전	

차단하고	노사	간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퇴직	

시에는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퇴사	시	반납서	등을	작

성하도록	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인적	관리를	곧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세는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	관

리는	회사와	직원	간	‘상생의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한

다.	상생을	위한	영업비밀	관리의	시작이	어렵다면	영업

비밀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적관리를	포함

하여	전반적인	영업비밀	보호·관리체계	구축을	희망하

는	기업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

호센터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비밀보호센터

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정부	지원사

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

센터	누리집(http://www.tradesecret.or.kr)이나	대표번호	

1666-05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인적	관리	
방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인적 관리를 곧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세는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 관리는 회사와 

직원 간 ‘상생의 방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과 관련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소송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지속적인 자사 핵심인력 빼가기에 의한 

영업비밀 탈취임을 주장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력채용이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

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의 영

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

해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 컨설팅, 관

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대표전화  1666-0521

글  ●  영업비밀보호센터

Benefit

Secre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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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

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대신하여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

지 총 2만2천여 건의 규제를 발굴·처리하고, 3,7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

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공무원 16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유관기관 6명, 금융·인력·

기술·판로 등 석·박사 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온 라 인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전화 상담  대표전화 02–2100–4900 또는

입지 환경 금융 기술 판로

02–730–2407 02–730–2475 02–730–2477 02–730–0106 02–730–2463

■직접 방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Benefit

Inno Solution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도	하수도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

서는	철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없대요.”

M사는	부식으로	개폐가	어려운	주철	제형	맨홀	뚜껑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고분자	폴리머	플

라스틱으로	스마트	맨홀	뚜껑과	틀을	개발했다.	M사에	

따르면	스마트	맨홀은	주철과	달리	염분에	녹슬지	않고,	

가격도	1/3수준으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전파	투과율

이	높아	IoT	센서로	상수도	누수	및	하수도의	오염물	측

정·이산화탄소	농도	및	가스	배출량·장마철	배수량	등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혁신적인	기술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국과	인도	해외	바이어들도	관심

을	가졌고,	국내에서는	보도	및	도로	측면의	배수구를	중

심으로	제품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M사는	더	나아가	일

반도로에도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중심의	공

공조달	참여	준비에	돌입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로관리청인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이	맨홀	뚜껑의	재질을	주철

강재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M사의	고분자	폴리머	플

라스틱	맨홀	뚜껑	설치를	불허한	것이다.	현재	국가표준

은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표

준은	플라스틱	맨홀일지라도	‘맨

홀	뚜껑과	뚜껑틀은	주철(강)재’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획일적인	규

정이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국토

교통부에	현재	맨홀	뚜껑의	소재

로	명시하고	있는	철근,	철강,	강판	및	콘크리트	제품	외	

‘플라스틱(폴리머)’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맨홀	뚜껑과	틀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일	시	소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며,	플라스틱	소재	맨홀	뚜껑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

될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침에	반영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기업이	국토

부가	원하는	수준의	국가표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에	플라스틱	맨홀	규정	마련	건의를	준비하는	한편,	동시

에	M사에	규제샌드박스의	신속

처리제도를	신청할	것을	권유했

다.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란,	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이다.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	①

인·허가	대상이면서	②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규제	부재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우,	정부는	일정	기간	제품을	시범	운영토록	한	뒤	이용

에	문제가	없을	시	전국으로	제품판매를	허가하게	된다.	

만약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그	즉시	제품판

매가	가능하다.	

내년이면	국가표준에	주철강재	맨홀	뚜껑	규정이	생긴	

지	50년이	된다.	그동안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었고,	

플라스틱으로도	주철강재	만큼의	강도를	내는	제품이	개

발되었다.	국내에서	보수적인	해석으로	주철강재	외	소

재에	대한	맨홀	뚜껑이	배척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을	기대해본다.	
내년이면 국가표준에 주철강재 맨홀 뚜껑 규정이 생긴 지 50년이 된다. 

하지만 맨홀은 주철강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당시의 규정에는 변화가 없는 탓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제품이 개발되어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맨홀은 꼭 철강으로만?
쇠만큼 단단한 
플라스틱도 있어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획일적인 규정이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현재 맨홀 

뚜껑의 소재로 명시하고 

있는 철근, 철강, 강판 

및 콘크리트 제품 외 

‘플라스틱(폴리머)’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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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와 
제품을 소개합니다 

신명산업(주)
www.shin-myoung.com | 031-762-7999

▒

1985년	설립된	신명산업㈜은	아파트	특판가구를	비롯하여	고급	주문	가구	제

작	전문업체다.	2012년	융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재,	환경,	IT	분야	등	20

여	건의	특허와	디자인	등록,	녹색기술인증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결합	공기청정기,	콤팩트	제습기,	화장대	감성

조명	스피커	등	새로운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주)쏠라에스티
www.solarsteel.co.kr | 044-865-2031~2

▒

2015년	설립된	㈜쏠라에스티는	포스맥	강판을	사용하여	C형강,	각관	및	원형	

파이프	등	태양광	구조물을	전문	설계·생산하는	업체다.	국내	생산되는	다양

한	모듈과	변화하는	지능적인	태양광	프레임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4면	타공,	

맞춤	절단으로	잔재	발생률이	없도록	생산하고	있다.	

에이원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주)
www.a1ck.co.kr | 070-4044-7000

▒

2009년	11월에	설립된	에이원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주)는	빅데이터	및	 IoT를	

활용한	엣지컴퓨팅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DB	압축	솔

루션인	Magic	Archive,	얼굴인식단말기,	RPA를	통한	업무	로봇	자동화	솔루션,	

IoT	기반	지능형	실내	공기	질	개선	서비스	등이	있다.

(주)한독자동기
www.handokpack.kr | 031-982-0775

▒

1952년	설립된	한독자동기는	자동	포장기	제조	기업이다.	60년	이상	쌓아온	기

술을	바탕으로	국내	포장기계	산업	대표	기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북중미,	

동남아,	우크라이나,	중국,	중동지역	등	수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백스인백
www.bagsinbag.com | 02-714-4045

▒

2017년	브랜드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주식회사	백스인백은	국내	상표	및	디자

인	특허,	우수상품전	수상	등을	통해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주력	

상품인	정리가방뿐만	아니라	여행가방까지	제품군을	확장하여	꾸준하게	신제

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	홈쇼핑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우수상품	

선정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비젠트로(주)
www.bizentro.com | 1588-4788

▒

중소·중견기업용	ERP,	MES,	BI,	Portal	솔루션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비젠트로

㈜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기반의	구축형(On-Premises)	및	클라우드형(Cloud	

Service)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토탈	ICT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분석과	진단을	현실화하는	자체	스

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주)에코파워텍
www.ecopower.co.kr | 070-4896-2450

▒

2014년	창립된	㈜에코파워텍은	열손실·동파	방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보온재	제작	및	시공	전문	회사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국내	

특허	및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

으로	보온재	및	발전기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Benefit

Inno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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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우대칼스 김경민 www.wdcals.co.kr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

(주)케이브레인컴퍼니 민상일 kbrain@kbrainc.com 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주)큐알에스 황남구 www.qrsystem.co.kr S/W 개발

아이티스코 이민우 www.itsco.co.kr MES(제조실행시스템)

주식회사인터포 조용만 www.interfo.com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프레임워크

주식회사포비즈코리아 신훈식 forbiz.co.kr 몰스토리(MALLSTORY)

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대승휀스(주) 윤기원 www.dsfence.co.kr 울타리

신명산업(주) 김풍호 www.shin-myoung.com 실내가구

주식회사 제이케이이앤씨 강훈 JK-ENC.co.kr 건축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주)챌린지코리아 이원재 www.ckgo.co.kr 활강장비시설

동양비엠에스(주) 김태수 www.tybms.co.kr DEMUX multiplex board

(주)디자인예인 변순영 www.designyein.co.kr 실내인테리어

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다우밸브 박상기 www.dowvalve.co.kr 스테인레스밸브(수동,공압,전동)

(주)대풍이브이자동차(EV) 백옥희 www.evpartner.co.kr 에코이브이

(주)부원산업 장원석 　 PRESS 제품

(주)쏠라에스티 이재흥 www.solarsteel.co.kr 형강제작, 태양광구조물

(주)아이패스 김선진 www.ipassco.com 복합소재 베어링

(주)코티드 임문규 　 Button/Bezel

(주)티엠씨테크 김광우 . 본데루베 윤활제

(주)한독자동기 홍성문 www.handokpack.kr HPD-P3V 스틱 자동포장기

대산공업(주) 정보식 http://www.daesan24.com/ 금형

대영이엔지 주식회사 최재남 　 펌프 수처리 설비, 기계

동명산업(주) 성기진 dminc.co.kr 가스켓

두성테크주식회사 남상대 www.doosung1.co.kr 알루미늄원자재

두현분말야금(주) 김현옥 twohyun.co.kr 분말야금제품

신성기계공업사 배근혁 /www.shinsung21c.co.kr/ 석발기

용기테크 서경무 　 정밀기계 (유압실린더)

제일에스컬레이터(주) 문용상 jeiles.com JES-ARD

주식회사 엠에스 함광수 　 진직와이어 등 의료용 부품, 이형와이어 등

주식회사 웨코 박하규 www.weco.or.kr LCD/반도체 세정기용 CO2 Bubbler

주식회사 티에스지 이병순 www.tsgmc.co.kr 회전 shoe type 연삭기개발

주식회사정명 이철형 　 MTG BRKT, LOCK ASSY

중앙플랜텍(주) 서석만 　 장개차 가공품 및 용접품

지성중공업주식회사 박용우 www.koreahammer.com 유압 브레이커

한국후꼬꾸(주) 권순묵, 권익준 www.fukokukorea.co.kr Damper Pulley

주식회사율곡 위호철 yulkok.co.kr ROTOR

(주)저스템 임영진 www.justem.co.kr 반도체- LPM(N2 Purge system)

(주)아이지스 김남진 www.igisolution.com 유리가공기계

주식회사코리아마그네슘 오재부 www.kor-mg.com 스마트 싱크망

주식회사 선경일볼트 이종엽 볼트, 금속제 너트, 금속 나사

바이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메디클러스 김경은 www.mdclus.co.kr Any-Com

(주)하이로닉 이진우 www.hironic.com MIXEL

명전바이오주식회사 이윤정 www.mjbio.co.kr 수용성규산염(시스타 입제)

주식회사 덴아트덴탈 박승호 　 치아보철물

주식회사우성제약 조정래 www.woosung-pharma.com 프로파인퓨전 주

영진산업 박인재 http://www.영진산업.kr 기계부품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유어비즈 양희춘 www.yourbiz.co.kr LTS

(주)지성엔지니어링 서중원 www.jisung-eng.com 자동차 프레스 금형설계

(주)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 정철영 www.ikosmo.co.kr/ 시스템통합 및 s/w 개발

(주)희송지오텍 김기석 www.hsgeo.com 정밀지반조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http://kiyul.co.kr 특허출원 및 컨설팅 등

에이원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주) 신동옥 www.a1ck.co.kr 얼굴인식 단말기

유한회사 씨캠 황영옥 　 친환경적 잘피이식 장치

주식회사 와이드플래닛 이시현 www.yerimcnp.com 광고, 홍보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플랫폼

주식회사신일이앤씨 최문홍 www.si21.co.kr 설비, 설계(기계, 전기 등)

(주)유렌코리아 김영휘 guttatim.co.kr 쿠타팀어플라이트리플액션케어로제사마스크

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에코파워텍 조윤숙 ecopower.co.kr 4R Cover 착탈식 보온재

주식회사백스인백 서현숙 www.bagsinbag.com 파우치

펫트하이텍 강병하 　 Felt, 자동차흡차음재

동성아이앤씨주식회사 최정화 leeds.co.kr 오투아이스조끼

식품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덕스농업회사법인 이병숙 www.country-food.kr 유황먹인 컨츄리덕 오리훈제 바베큐

소담푸드웰(주) 양승일 　 돼지왕구이

어업회사법인(주)씨스타 한장호 healthfood-seastar.com 미역,다시마,김

주식회사 인더코어비즈니스플랫폼 한현석 www.inthecore.co.kr iStay Hotel Service S/W

(주)에프앤에스식품 성수경 　 허니올리고당야채양념

전기전자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global-dh.com AUTO PALLET

(주)승은정보통신기술 유승은 www.seent.co.kr 객실관리 시스템 개발

(주)신화시스템 채관석 www.shsystem.com 보안방범 시스템

(주)싸이젠텍 박용재 www.scigentec.com 이물 자동 검출 분석 시스템(CALPAS)

(주)옵티멀 김종욱 www.optimalinc.co.kr KVM(Extender & Matrix)

(주)이노테크미디어 윤두현 intmedia.co.kr 콘트롤러, 프로그램,인터렉티브

(주)티앤에이치시스템 이종수 www.tnhsystem.co.kr 출입통제시스템

(주)현창네오텍 박경우 www.ihyunchang.co.kr Sunpipe

신진시스템 정용환 　 전기전자 자동화 제어판넬

아세아전기(주) 한삼용 　 전력변환장치

에이치디티(주) 오준호 www,picohdt.com Portable x-ray mine

제이에스파워텍주식회사 김진복 http://jspowertech.kr/ 수배전반, 분전반

주식회사거룡전자 김홍민 georyong.co.kr 전자식 스위치

주식회사알엠택 이홍연 　 전기전자부품, 방사능계측장비

주식회사에이베스트 김민정 abestins.co.kr:6024/ 로드셀

피엠씨글로벌(주) 이현만 　 포토마스크 케이스

주식회사 디케이조명 이명예, 고강희 www.dklux.co.kr 조명기구/터널등기구

(주)성산전자통신 김승태 www.rfzone.com 고효율고출력 전력증폭기

대산전자주식회사 마상영 www.daesan-e.com 전기자동차 버스바 부품생산

(주)엔라이트 김태영 www.enlight.co.kr 태양광 발광형(광섬유)조명

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
2019년 3월~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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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 에버트란 이청호 www.evertran.com 번역지원 소프트웨어

(주)세인트시큐리티 김기홍 www.stsc.com NetCare

(주)지나웍스 황대환 zinnaworks.com IPTV 서비스 프로그램

(주)쿼리시스템즈 현원필 quarry.kr QTIE(큐티)

비젠트로주식회사 김홍근 bizentro.com ERP솔루션

비케이시스템즈(주) 손규열 www.bksystems.co.kr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에스엘테크(주) 김한주 http://sltechcorp.com/ 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에이스텔(주) 이강현 www.acetel.co.kr 디지털방송SI 솔루션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근신 www.nhss.co.kr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주식회사 에이치티엔씨 이동광 htnc.co.kr 화학 모니터링 시스템

주식회사대흥정보 여범수,박기범 www.dhicc.com 통합주차관리솔루션

주식회사아이티칸 이기환 itkhan.kr  IDC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온라인서비스

(주)유영정보통신 박경순 www.uyic.co.kr 영상검수시스템

화학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익스플즌 천정욱 explzn.com 화장품, 화장품용기

명일폼주식회사 노성열 www.starfoam.co.kr 건축보온단열재

오가닉K 김덕영 www.organick.co.kr 합성세제

한우아이엘 백양수 www.hanwoo21.com 무가교pp발포sheet

주식회사 파마젠 홍성진 pharmagen.co.kr BDFA

주식회사예나 배명수 innerness.net 기초화장품

주식회사바이오시엠 조규태 biocm.co.kr 화장품

환경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엘에스티에스 박상광 - 멤브레인 외

에이에프티주식회사 김계홍 www.aft.co.kr 여과집진기, 필터백, 세라믹필터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유)삼정농산푸드 신주희 　 육가공

(주)비에스피 김재욱 　 보조연료탱크

(주)아세아테크 이영진 　 미분기의 ROLLER TIRE

(주)에이치투씨디자인 하경록 www.h2cdesign.com Mars

(주)왕정 심재민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주)용전 서금란 www.yongjeon.co.kr PVC파이프

(주)원엔지니어링 신상병 　 장비유지보수,장비운영

(주)웰로스코리아 김병일 www.welloskorea.com 세탁기용 세탁볼 등

(주)제이씨티(JCT) 송종찬 www.jct.co.kr 산업용 로봇

(주)진영코리아 박규현 www.jinyoung21.com/ Air Bag Filter, Exhaust System, Cushion, EMI/RFI Shielding

(주)한성퍼트레이딩 한덕기 　 모피

(주)혜미항공해운 엄기용 www.hyemiexpress.co.kr 해상 및 항공 해외 수출입 국제물류

라온피플주식회사 이석중 laonpeople.com Machine Vision System

주식회사 데베트론코리아 박찬영 www.dewetron.co.kr 오리온보드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김종학 chambada.com 웰빙해초

풍림무약(주) 이정석 richwood.net 애엽 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

하얀손산업주식회사 피현길 whand.co.kr 가정용고무장갑

한라아이엠에스(주) 지석준.김영구 www.hanlaims.com 선용원격자동측정시스템

주식회사유닉테크노스 현세환 www.uniqtech.co.kr 스트립 자재 카운팅 장치 및 방법

주식회사금장 안명구 　 자동차 부품

(주)케어사이드 유영국 www.careside.co.kr 터비덤 스프레이

미성분체 강순례 　 판넬 분체도장

주식회사알앰 허만억 www.rmfloor.com 고무바닥재

(주)대신측량기술 김동집 www.dssurvey.net 도로시공측량

주식회사주목씨지알 박수성 www.jmcgr.co.kr 인조잔디

Inno Headline+ 1 |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

Inno Headline+ 2 | 이노비즈 PR-day 개최

From Abroad | 이노비즈 우수사원 해외연수 

Headline+ | 협회 소식

Network | 지회 소식

& Together | 최고경영자과정 & 여성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Introduce | 협회 인사 동정 

Inno Vision | 글로벌혁신본부 2019년 신규사업 

Inno Calendar | 한눈에 살펴보는 이노비즈협회 주요 일정

Book | 이달의 추천 책

ASEIC | ASEIC 소식

혁신성장의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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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no Headline+ 1

이노비즈기업의 숙원,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상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인사들이 

모였다.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언을 소개했다.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모인 대토론회

지난	5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

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및	이노비즈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인재	장

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노비즈협회와	기술보증기금,	국회	박정·권칠승·조응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에	대한	유입

과	장기재직을	도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인사말에서	박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인재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률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점

검하고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장기재직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인재에	관련해	다양한	정책

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엔	미진한	점이	많을	것”이라면

서,	“안정적인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대안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영사에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이	

혁신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이노비즈기업과	같이	

박정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에 대한 유입과 

장기재직을 도모할 수 있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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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지원	전략이	마

련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문제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과	같은	건설적인	토론회가	개최돼	

매우	의미	깊다”고	전제하고,	“도출된	제언은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피해 기업, ‘31%’에 달해

주제발표에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의미와	성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중요성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의	핵심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피해	중소기업들은	1개사당	평

균	6.6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대체인력을	키우는데	1인당	평균	

5,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의	81.5%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하

다고	응답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소득	확대	지원과	복지	서비스	확

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R&D	작업환경	개선과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노비즈기업도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

분석데이터센터장은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안정성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등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밀레니얼	세

대에	맞는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맞춤형	취업	지원책을	통한	혁신

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경호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는	“주거	시설에	대한	만족감,	우수한	작업환경,	핵심인재의	

혁신역량	지속	습득을	위한	네트워킹	확보	등	보다	디테일에	집중하

면서	정확한	목표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정부에서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지

속	발굴하고,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등	근무	환경이	좋은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비교해	가장	비

교되는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와	장기재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

련하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통

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혁

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유입의	선순환	체계

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조

속히	마련돼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연구와	협력,	논의	등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응천 의원

김학도 차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키워드, 

‘파격적 인재투자’ 지원정책이 필요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이	좌장

을	맡은	가운데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	황성수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동향·분석데이터센터장,	이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

학과	교수,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백경호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장	등이	참여해	토

론을	진행했다.

이노비즈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저(低)	임금	중소기업’이란	인

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년	이상	장기재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제부금	신설	등	파격적인	인재투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는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	개발을	위한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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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20여	명의	기자단이	경기도	용인시의	이니스트그룹	

본사를	찾은	가운데	‘이노비즈	PR-day’가	진행됐다.	이노비즈협회가	

마련한	‘이노비즈	PR-day’는	우수한	이노비즈기업을	대외적으로	홍

보하고,	기업과	언론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이니스트그룹	본사를	방문한	기자단은	회사를	둘러보고	김국현	회

장과	임원진들을	만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니스트그룹은	1994년	

이니스트팜의	전신인	동우약품㈜을	모태로	설립된	기업으로,	원료의

약품	개발을	맡고	있는	이니스트에스티,	완제의약품	생산을	맡고	있

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의약품	원료	유통을	담당하는	이니스트팜	

등으로	나뉜다.	개발-생산-유통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

과	R&D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엿보

이노비즈 PR-day 개최
세계를	무대로,	혁신을	현실화하는	이니스트 그룹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이노비즈 PR-day’가 개최됐다.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방문해 기업문화를 

견학하고,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 이노비즈 PR-day의 첫 포문을 연 기업은 의약품·화장품을 전문 개발·제조하는 

이니스트그룹이다.

이는	부분이다.	이니스트그룹은	지난해	1,2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으로,	종업원	수	450여	명에	이르는	강소기업이다.

이니스트에스티의	경우,	우수한	원료	품질을	바탕으로	해외	CMO(바

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니스트그룹은	원료의약품과	개

량신약,	혁신신약	개발	등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통합	R&D	시너지

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이니스트그룹은	원료	품질력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	

도전해	‘0세부터	110세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든다’라는	출

사표를	던졌다.	의약품만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진정한	토

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는 R&D, 우수 인력 채용으로  

성장을 담보하는 이니스트그룹

설립	이래	25년	간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하게	다져온	이니스

트그룹은	240여	개의	전문의약품을	위탁생산하고,	‘라라올라’,	 ‘이니

포텐’	등	자체	브랜드로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	역량을	확장

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도	활발해	15개국에	1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

고	있고,	이러한	국내외적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	기업에도	선정돼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니스트그룹은	매년	20여	명의	우수	기술인력을	채용하며	양

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충북	음성군과	음성성

본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오는	2021년부터	10년	간	600억	

원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료의약품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국현	회장은	“‘Just	Beside	You’라

는	모토	아래	모두가	110세까지	건강하고	아

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출액의	10%

를	R&D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띤	분위기	속에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	이니스트그룹의	현재와	미래	청

사진을	보여준	김국현	회장은	기자단과	일

일이	악수하며	성황리에	‘이노비즈	PR-day’	

행사를	마쳤다.	 ‘이노비즈	PR-day’는	올해	

총	4회가	개최돼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언론

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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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오클라우드

호텔에서	‘혁신기업	러시아	스타트업	진출	전략	워크숍’을	개최

했다.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제조기술을	접목,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러시아	진출을	위해	추진되는	‘한-러	혁

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번	행사에서는	러시아	투

자	및	산업협력	설명,	현지	진출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0개사가	넘는	기업이	참여,	러시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협회는	지난	4월	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강소

벤처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주관했다.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

앙회가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경제

인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강소기업	100여	개사와	구

직자	5천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금번	박람회를	비롯,	4차	산업

혁명	기반	미래지향적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에	지속	앞장설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

기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여

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

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중소기업계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현

상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 참석

지난	4월	15일,	협회는	신한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이노

비즈기업	혁신성장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노비즈기업	발굴	및	육성,	이노비즈기업	우대	금융

서비스	제공,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및	수출활성

화	지원,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기

로	했다.	아울러	기관	공동으로	이노비즈기업	구인난	해소와	취

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금

융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협회-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협회 소식

News

From Abroad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외연수	멤버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그때가	선명하다.	다들	해외여행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듯하다.	해외연수의	첫	번째	여행지	중국	심천

은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로	삼은	작은	농어촌마을로	개혁

개방	이후	눈부신	발전과	창업	혁신으로	오늘날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한	신도시이다.

놀라움과 감탄이 함께했던 연수

일정	중	가장	먼저	방문한	심천민속촌은	중국	전역에	자

리하고	있는	81개의	대표적인	명승지를	축소해	중국의	

역사,	문화,	건축에서부터	민족	특색까지	담아낸	미니어

처	관광지다.	56개의	다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곳	민속촌과	공연	구경은	필

수이다.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	의상,	무용,	음악이	어우

러진	민족의상	쇼	‘동방예상’과	심천	관광의	하이라이트	

‘용봉무중화’는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뽐냈다.

둘째	날에는	배터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BYD(비야디)

를	방문했다.	BYD는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도시를	녹지

화하고	지하,	지면,	공중에	자신들의	전기차만	달리게	한

다는	웅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

한	철학과	포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기술력도	가지

고	있었다.	그곳을	둘러보며	이노비즈기업이	필요로	하

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심천	곳곳에서	실제	운행	중인	BYD	

전기	택시를	볼	수	있었는데	이미	심천	택시의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이런	성공	때문인지	심천

은	전	세계	창업	젊은이들과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모여	어느새	인구	1000만을	이루

고	있다.	노동집약산업인	대량생산	제조기지이자,	짝퉁	

전자제품을	팔던	전자	상가	화창베이는	대표	IT산업단지

로	변모하여	오늘날	창업	혁신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불

린다.	두	눈으로	확인한	중국의	면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

고,	중국을	다시	보게	됐다.

이노비즈	우수사원	해외연수

중국의 실리콘밸리, 
심천을 가다

News

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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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러	혁신기업	플랫

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러시아	정부	투자전담	기관,	국영개발

은행,	스콜코보	혁신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러시아	내	창업,	

투자	및	시장	진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별도	

절차를	통해	1차	선정된	16개	기업은	IR	피칭과	함께	러시아	관계

자와의	1:1	싱담을	진행하였다.

한-러 혁신기업 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19일	협회	임원을	비롯해	고문,	자문위원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금번	이사회

에서는	2019년	주요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총	4명의	신

규임원	및	2명의	신규	자문위원	위촉과	1명의	임원	직위	변경(이

사	→	부회장)이	있었다.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협회는	5월	7일	중소기업의	미국	내수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수

출시장	다각화를	위헤	중소기업	7개사와	함께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작년기준	

2,800개	사가	참여하고	상담액이	420만	불에	달하는	등	미주	최

대의	주택	관련	박람회로	종합	실내건축	관련	현지	기업은	물론	

미국의	주요	중앙정부	관계자도	참가해	효과적인	네트워킹의	기

회가	되었다.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노

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

서는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사항,	플랫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역	등을	공유

했다.	특히	본	플랫폼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기업이	온

라인으로	수요기업	사전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매칭을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협회는	4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

아	진출	및	현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도네시

아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

기업	9개사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67개사가	매칭되어	기술	라

이센싱(기술	수출),	부품·소재·장비	수출,	한-인니	합작법인	설

립	등	기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다.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협회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4일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데이터	가공을	의뢰하는	수요기업과	데

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데

이터	가공	과제선정	및	바우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의	특성을	살려	협회는	중소기업	내	공장(또는	스마

트공장)을	보유한	50개사를	수요기업으로	선정,	데이터	가공을	지

원할	계획이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4월	30일	제24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회	개최되는	것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위원회별	추진내용과	향후계획	발표	및	정책연구원	활성

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실시

한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향후	이노비즈기업

의	우수성	홍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건의를	위한	향후	실태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회의 개최

협회는	5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베트남	기술교류	상

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11개사와	베

트남	중소기업	71개사가	매칭되어	기술	라이센싱(기술수출),	부

품·소재·장비	수출,	한-베	합작법인	설립	등	기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다.	

한-베트남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협회 소식 협회 소식
Headline+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제4차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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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5월	24일	조홍래	회장을	비롯	협회	사무국	직원들

과	함께	문화의	날을	진행했다.	항상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해	

온	조홍래	회장은	다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석촌호수	부근을	걸

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원들에게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에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노비즈협회 ‘문화의 날’ 가져

협회는	지난	5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현안	및	정책과

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에서는	조홍래	회장이	참석,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중소

기업	인재유입·고용유지를	위한	장기	재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협회는	지난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주관으로	진행

된	혁신기업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를	비롯,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8개	혁신

단체가	참석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업계	의견을	건의하였다.	협회

는	임병훈	부회장이	참석,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혁신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업	스스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소기업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기술교류	기반	기술무

역	강화를	위한	정부	간(G2G)	교류·예산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혁신기업 유관단체 간담회 참석

협회는	지난	5월	27일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을	진행했다.	이	

모임은	협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회장단이	분기별로	모이는	

자리다.	이번	모임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별	대응과	건

의	사항	제안,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

협회는	경기도와	함께	한-중	국제협력관계	및	농산업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동북3성	정책관리자	및	지린성	농업인	리더	초청사

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지린성	정

부관계자	및	농산업	기업인	15명이	방한하여	한국	기업과	교류	

협력의	기회를	가졌다.	방한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경기도-지린성	농산업	기업인	간담회,	현장	방문학습	등	다

양한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중국 지린성 정책관리자 및 농업인리더 초청 연수 

협회는	5월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러

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러	혁신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상담

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

가하여	7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총	18건의	MOU가	체결되었

다.	이번	상담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정착할	5개사를	최

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현지	창업자금으로	최대	3천

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한-러 혁신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상담회

지난	6월	14일,	협회	임직원들은	대구	달성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국도키멕	생산본부를	방문했다.	방문에	앞서	비슬산을	등반하여	

직원	간	네트워킹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공장	견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생산라인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제조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노비즈협회, 회장사 방문

지난	6월	18일	협회	조홍래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긴급	기자회견

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견에는	협회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벤처

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석해	내년

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조홍래	회장은	이들	단체

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낭독했다.

20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 참석

협회 소식 협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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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6월	19일	뉴스핌에서	진행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망	스타트업과	우수	중

소기업을	발굴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

로	계획되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후원	기관으로	시상식을	진

행했다.	협회에서는	조홍래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스타트업	2개

사와	중소기업	1개사에	이노비즈협회장상을	수여했다.

뉴스핌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참석

지난	6월	25일,	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서	열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규제자유특구

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

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지역을	의

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직접	참석

하여	속도감	있는	특구지정	추진을	공표했다.

협회는	지난	6월	21일	이노비즈협회	지회장	간담회를	진행하였

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9개	지회가	함께	모여	지회	운영의	활성

화	및	본-지회	간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42회 지회장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

단은	페루	현지의	세부	수요	파악	및	사업	추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페루	내	사업	담당기관	및	유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돌아왔다.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전수 조사단 파견

협회 소식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참석

강원

강원지회 제12차 정기총회 및 우수이노비즈인 시상식 개최

강원지회는	지난	5월	23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에서	‘제12차	정기총회	및	우수이노비즈인	시상

식’을	개최했다.	최정집	강원도경제진흥국장,	원창묵	원주시장,	허영회	강원지방중소벤처기

업청장	등	외빈	50여	명과	회원사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노비즈기업의	스마

트공장	확산	등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또한,	강원

지방조달청의	지원사업	설명회	및	도내	우수	이노비즈인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천수	강원회장은	“강원경제를	주도하는데	이노비즈기업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전달식 개최

강원지회는	5월	23일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강원도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

민을	돕기	위해	성금	5,319만	원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김천수	강원회장,	조홍

래	이노비즈협회장,	정만호	강원도경제부지사,	한만우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성금은	강원도	고성,	속초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구매,	주거시설	피해복구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 

중소기업 CEO스마트경영 아카데미 개강

경남지회는	4월	17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생산성본부	창원사무소,	경남테크노파크

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CEO스마트경영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중소기업	CEO스마트경영	아카

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CEO에	필요한	경영혁신,	미래	전략	등	핵심역량을	전수하는	강좌

다.	이번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경영인이	되

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짜여졌고,	제1기	교육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임원 및 제1기 중소기업 CEO스마트경영 아카데미 워크숍 공동 개최

경남지회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19년	임원	및	제1기	중소기업	CEO스마트경영	아카데미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임원을	비롯해	제1기	CEO스마트경영	아카

데미	원우가	함께	하며	중소기업	CEO	간	비즈니스	공유	및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

2019년 정기총회 및 우수이노비즈 기업인 시상식 개최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4월	15일,	나기수	회장	등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

총회	및	우수이노비즈	기업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라남도지사	및	광주광

역시장	표창	등	22명의	우수이노비즈	기업인	및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었으며,	이병훈	

광주문화경제부시장	및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에게	협회	명의의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New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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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차 정기이사회 개최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5월	20일	2019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기수	회

장	및	이재홍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함께	했으며,	협회	부회장인	㈜디에치글로벌	이정

권	대표의	광주시민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구·경북

정기이사회 및 김성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특강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4월	26일	인터불고대구	호텔에서	2019년도	2·4분기	정기이사회	및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성섭	청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1부	이사회에서는	2019년	

1·4분기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신규	임원	선임에	대한	심의안건	등을	논의하였

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성섭	청장을	초청하여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R&D혁신	지원정책’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2019년도 대구경북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반대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반대회가	지난	6월	1일,	경북도청	둘레길에서	진행됐다.	이	날	등반대회에

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성섭	청장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지역	18군데의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중소기업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대전·세종·충남

2019년 이노비즈 플랫폼센터 회의 개최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난	3월	26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이노비즈	플랫

폼센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노비즈기업의	상호이해와	마케팅	확산을	위한	것으

로	회의에	참석한	10여	명의	이노비즈기업	대표이사들은	사업	소개	발표를	통해	정보	공유	

시간을	가졌다.	박성원	부회장은	“꾸준히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etwork
지회 소식지회 소식

제12차 정기총회 및 기술혁신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난	4월	24일	박광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회원사,	유관단체장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기술혁신	우수기업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혁신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표창과	협회	발전에	도움을	준	기관	감사패	수여	외

에,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	성금	300만	원	전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박광수	회장은	“이노

비즈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이며,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

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

제41차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장 간담회 개최

부산울산지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41차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

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	9개	지회	운영의	활성화	및	본회·지회	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지역	이노비즈기업	발굴	및	성장	방안이	논의되었다.

2019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4월	29일	부산울산지회는	2019년	제6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

는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김상진	회장(3대	회장),	정종태	회장(4대	회장)과	회원사	대표

를	비롯하여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한에티오피아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북지회는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전북지회	임원	7개사	대표와	같이	2019

년도	최저임금	등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주요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19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전북지회는	지난	4월	18일	전북지회	임원사인	루미컴㈜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사업진행보고	및	임원직위변경,	신규임원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했으며,	해당	

임원기업탐방을	통한	정보교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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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년 스마트 도민 아카데미 운영 

제주지회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주평생교육장

학진흥원,	제주대학교SW융합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준비한	기업·도민	역량	강화	스마트	도

민	아카데미가	지난	5월	9일	개강했다.	아카데미	과정은	4차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변화,	블

록체인,	드론과	VR,	빅데이터	등	시대변화와	신기술에	대한	이해,	스마트관광,	전기자동차,	신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등	4차산업혁명과	제주라는	주제로	7월	27일까지	운영된다.	

2019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지사,	상공회의소,	경제통상진흥원,	LINC사업단	등이	주관하는	2019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5월	28일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1,000여	명의	구직자를	비

롯해	88개	업체·25개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참

여기업들은	1사	1도민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보다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재정

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2019 충청북도 BMEX 비즈매칭 엑스포 개최

충북지회는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기업	간	네트워크형	협력	구축과	제품	

및	기술	전시를	통한	기업	간	교류·판로개척을	위해	비즈매칭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

사에서는	기업	간	상담	및	상품전시와	비즈니스	지원단,	기업금융	컨설팅,	지식재산권	상담소	

운영,	기술임치제도,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

었다.

2019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수상

도내	중소기업인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9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충북

지회가	중소기업지원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금번	행사에

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	43명에	대한	포상식이	거행

되었다.

지회 소식

68



이노비즈협회	사랑방

함께 나누면 좋은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과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한다.

News

& Together

후원 쇄도!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풍성하게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골프회

지난	5월	31일	88CC에서	총동문회장배	골

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기부터	

17기까지	전체	기수가	참여하는	기수대항

전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총	36팀이	참여

했다.	풍성한	대회를	위한	각	기수·원우

들의	후원이	쇄도했다.	이날	단체	우승은	

16기가	차지했으며,	막내	기수인	17기가	최

다인원	참가상(24명)을	받으며	대회	분위

기를	고조시켰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

정을	수료한	동문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

인	골프회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정

기	모임을	갖고	있다.	올해부터	골프회를	

맡은	조형근	골프회장(세계표준인증원	대

표)과	서현숙	사무국장(백스인백	대표)은	

거의	매월	모임을	준비하며	원우들의	체력	

증진과	단합을	책임지고	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의	단합을	책임질	이노비

즈	최고경영자과정	골프회의	행보가	기대

된다.

‘CEO 회계로  
무장하라’를 주제로  
정기모임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회

장	박래성	아래스	대표,	사무총장	박건

영	피디씨	대표)가	지난	6월	13일	도곡

동	스페이스락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CEO	회계로	무장하라’를	주제로	한	이번	

정기모임은	저자	강연회로	진행되었다.	

‘CEO	회계로	무장하라’의	저자이자	이날	

강연을	맡은	오근형	회계사는	이노비즈협

회	감사를	지냈으며,	최고경영자과정	13

기	원우이기도	하다.	17기	신입회원을	받

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은	독서토론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

으며,	독서를	좋아하는	CEO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News and Together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첫 조찬행사 개최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지난	4월	10일	아크레도	청담점에서	여경위만의	첫	

조찬행사가	열렸다.	여경위	전문위원이기도	한	지

은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과	여성

의	힘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른	시간	여

성	기업인만을	위한	행사였음에도	30여	명의	여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두	번째	조찬	행사는	6월	19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노비즈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이노

비즈	활용과	여성기업인을	위한	조언	이라는	주제

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기존	위원들은	물론	여성경

제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여성대표들까지	초청되었

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이하	여경위)는	여성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내	여성	CEO들의	결속을	도

모하는	위원회다.	매월	정기모임으로	여성	위원들

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에	필요한	다양

한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다.	(문의	

:	회원지원팀	천만우	과장	031-628-9633)	

News and Together

모두가 함께 축하했던 4개월의 마무리
제17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CEO	교육과정인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제17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

일	파티오나인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조홍래	협회장을	비롯해	

17기	원우	50여	명과	총동문회에	소속된	혁신형	중소기업	CEO	및	초대	

손님,	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동문회	소속

의	이노비즈	CEO	합창단은	이날	축하	공연을	맡아	많은	박수를	받았다.	

17기	원우들은	3월	2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파티오나

인에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	15주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주요	강연	

내용으로는	△글로벌	경제금융전망과	중소기업대응방안(신세돈	숙명여

자대학교	교수)	△왕과	아들-조선왕조	왕위계승사(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	△창조적	조직문화(송인혁	라이프스퀘어	대표)	△미래학자에게	

듣는다!	인공지능과	융합이	바꾸는	미래(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

수)	△피부와	건강이야기(함익병	원장)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김

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산업경제와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윤

덕균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있다.	이노비즈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	

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

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이노비즈협회가	운영	중인	이노비즈	최고경영

자과정은	지금까지	5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8기	과정은	2020

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회원지원팀	천만우	과장	

031-628-9633	

News and Together

치열한 업무에 지친  
CEO 감성,  
노래로 순화하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합창단

작년	4월	새롭게	출범한	‘이노비즈	최고경

영자과정	합창단	2기(단장	엄기용	㈜혜미

항공해운	대표,	부단장	정광천	㈜아이비리

더스	대표,	사무총장	박건영	㈜피디씨	대

표)’는	최근	17기	수료식	공연을	목표로	맹	

연습	중이다.	치열한	업무에	지친	CEO의	

감성을	노래로	순화시키고	재충전하여	비

즈니스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합창단은	매월	둘

째	주	수요일	스페이스락에서	정기	연습	모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	

기수인	17기의	새로운	손님들이	합창단의	문을	두드렸다.	매년	2회	공연(현

역	기수	수료식,	이노비즈인의	밤)을	펼치며,	특히	막내	현역	기수의	수료식

에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실력보다는	열정을	중요시

하는	CEO	합창단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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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troduce 

협회 인사 동정
이노비즈협회 임원들은 협회 발전에 힘을 불어넣고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협회 이사에서 부회장에 오른 한 명의 임원과 네 명의 신규 임원, 두 명의 신규 자문위원까지. 

이들의 열정적인 포부를 들어본다.

이기현 ㈜미경테크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새로	이노비즈	부회장을	맡게	된	㈜미경테크	대표이사	이기현입니다.	

㈜미경테크는	자동차전장과	스마트폰	핵심커넥팅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모

든	분야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현실에서	이노비즈의	핵심	리딩그룹인	부회장단

에	입성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

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급물살	속에서	우리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이노

비즈	발전에	기여하도록	미력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효경 ㈜디엔비 대표이사

“㈜디엔비는	기업분석과	마케팅에	의한	산업디자인을	구현하고,	지식기반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고용	및	복지에	대한	노

력을	인정받아	2018	고용노동부	강소기업과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었습

니다.	이노비즈	임원으로서	협회와	이노비즈기업이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힘쓰

겠습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졌습니

다.	재단에서도	대기업과	이노비즈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걸 ㈜은성일렉콤 대표이사

“은성일렉콤은	1996년	설립	이후	오직	PCB&SMT&Ass’y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미래	가치	창조,	도전적	사고,	책임	있는	실천이라는	가치	아래	고

품질,	단기납품,	적정가격을	목표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품질	향상에	앞

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18,000여	개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혁신을	선도하고,	협회

가	‘혁신성장’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하 ㈜티라유텍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티라유텍은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팩토리	솔루

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기술로	세상을	변

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조	기업들과	협업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노비즈협회	임원으로서	협회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노비즈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

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기

업들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혁

신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저	역시도	법적·제도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영찬 ㈜지케스 대표이사

“지케스는	IoT	플랫폼	기반의	ICBAM	융합모니터링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차별화

된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혁신’이란	똑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8,000여	개	이노비즈기업	역시	모두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먼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사 직위 변경 (이사	→	부회장)

신임 임원 신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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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혁신플랫폼 사업

동북3성 정책관리자 및 지린성  

농업인 리더 초청사업

글로벌연수사업 – 페루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

글로벌혁신본부 
2019년 신규사업 

News

INNO Vision

▒   배경_	 ‘제2차	한러	과학기술의	날’	행사

에서	한-러	양국	정부*간	‘한-러	혁신플

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	체결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러시아)	경제개발부

▒   목적_	러시아와의	우수기술	교류를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러시아	

등	해외진출	지원

▒   내용_	러시아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	10

여개사를	선정,	러시아	현지에서	비즈니

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적합여부	등

을	평가하여	최종	5개사를	선정,	최대	3

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

▒   기대효과_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제조기술을	접

목,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배경_	한국-중국	동북3성	경제협력	포

럼*에서	경기도와	동북3성간	경제통상	

협력	MOU	체결	

▒   목적_ 대한민국	경기도	–	중국	동북3성	

지역의	국제협력관계	강화	및	유기적	네

트워크	형성

▒   내용_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농업인

리더	초청연수를	통하여	한-중	간	유기

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양국	기

업	간	교류의	장	마련

•	4박	5일의	일정으로	15인	내외의	정책관

리자	및	농업인리더를	국내에	초청하여	

경기도-동북3성	협력간담회,	교류	강화방

안	특강,	현장방문	등	초청연수	추진

▒   기대효과_ 한-중	국제협력	및	농산업	협

력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상호협력	계기	마련

▒   배경_	외교부	KOICA,	2012년부터	연수사

업	브랜드	‘CIAT’	출범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   목적_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

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내용_ 초청연수,	페루	현지파견연수	등	3

개년에	걸쳐	페루	생산부와	연계,	페루

에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제도(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인증)	정착을	위한	전수	작

업	시행

▒   기대효과_ 수원국의	성장	원동력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인적자

원의	역량강화

2019한눈에	살펴보는	이노비즈협회	주요 일정
이노비즈협회의 2019년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노비즈협회의 활동, 눈여겨보길 권한다.  

●	20일(수)	제18차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 21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26일(화)	제17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

●8일(화)	혁단협	신년하례회

● 18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22일(월)~26일(금)		인도네시아		

기술교류단	파견

●24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 2일(화)	제17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	29일(월)~8월 2일(금)	인도네시아		

기술교류단	파견

● 5일(토)~9일(수) 바레인		

기술교류단	파견

● 10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22일(화)~25일(금)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

●	23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 6일(월)~10일(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전시회	참가

● 9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14일(화)~17일(금)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

● 21일(화)	국회토론회	개최

● 22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 27일(월)~6월 1일(토)	러시아	비즈니스	

교류단	파견

●	12일(월)~16(금)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전시회	참가

●	13일(화)~16일(금)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

●	26일(월)~28일(수)	ITS	2019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개최

● 14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18일(월)~23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참가

● 13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22일(토)~30일(일)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전수	조사단	파견

●26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 3일(화)~6일(금)	러시아		

비즈니스교류단	파견

● 16일(월)~20일(금) 터키		

기술교류단	파견

●19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	23일(월)~28일(토)	독일		

기술교류단	파견

●25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12일(목)	2019	이노비즈인의	밤	개최

●12일(목)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1월

4월

7월

10월

2월

5월

8월

11월

3월

6월

9월

12월

News

Inno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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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 S E I C

룩셈부르크 액설러레이팅 부트캠프·ICT Spring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창업진흥원,	주한룩셈부르크	대표부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룩셈부르크	액설러레이팅	부

트캠프와	ICT	Spring	2019’에	우리	스타트업	9개사의	참여를	지원했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룩셈부르크	

및	유럽	진출을	위한	것이다.

룩셈부르크	하우스오브스타트업과	룩셈부르크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룩셈부르크	액설러레이팅	부트캠프는	룩셈부르크의	자금	조달과	창업	생

태계	소개,	현지	전문가들을	통한	유럽	진출	전략에	대한	정보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공	스타트업과	현지	VC,	액설러레이터를	만나볼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가속화	기회도	마련됐다.

5월	21일과	22일에는	ICT	Spring	컨퍼런스와	전시회	참여를	지원했다.	10회를	맞

는	ICT	Spring	Europe은	디지털	혁신을	모토로	전	세계	ICT	기업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핀테크(FinTech),	디

지털(Digital),	우주(Spa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

그램이	운영되었으며,	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James	Chou	Microsoft	for	

Startups	for	Greater	China,	Japan	&	Korea		대표,	Luc	Julia,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어뮤즈트래블,	캐스트-유,	쿠키	랭스,	데이타	드리븐	캐어,	디토닉,	IoTrust,	마인

즈랩,	노타,	레이시오	등	ICT	기반의	스타트업이	본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참

가	기회를	가졌다.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네크워킹 데이 및 
한-스웨덴 스타트업 밋업데이

지난	6월	12일,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유럽	진출을	돕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각각	‘한-노르

웨이	비즈니스	네크워킹	데이’와	‘한-스웨덴	스타트업	밋업데이’를	개최했다.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네크워킹	데이는	한국의	중소기업	8개사가	참가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	한-노르웨이	양국	스타트업	20개사	및	양국	투자사	대상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선박,	신재생에너

지,	IT,	바이오,	친환경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도	한

국	벤처투자협회와	노르웨이	벤처투자협회	소속의	투자사가	참가해	스타트업	피

칭	청취	후	IR투자	유치	상담회	및	양국	벤처투자협회	교류	등을	이어나갔다.

같은	날,	스웨덴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밋-업	데이는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의	스웨덴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한국	스

타트업	16개사,	스웨덴	창업기업	12개사,	현지	및	국내	투자사	20개사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답을 찾는 이들을 위한 추천 책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언제나 답을 갈구한다. 하지만 삶은 어렵고, 그 답은 더 어려운 

법이다. 이노비즈 회원들의 수많은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책을 소개한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저자	류시화

출판사	더숲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서

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자유롭고	진정한	나일	수	있을

까?	류시화	시인은	51개의	산문을	모은	이	책으로	그	답을	주는	듯

하다.	길을	잃고,	나를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중인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답을	함께	해보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자	야마구치 슈

출판사	다산초당

“지금까지 인류가 반복해 온 비극을 우리는 또다시 되풀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비싼 수업료의 값어치를 살

려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을 발휘하는 인류,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인류로 살아갈 것인가?” 

-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중에서

불확실한	시대에	불분명한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현대인의	숙

명이다.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

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

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에

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추천한다.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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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지금! 보내주세요
새롭게 변신한 《INNOBIZ+》, 어떠셨나요?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개선할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매거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주)생생초에서 생산한 

생생초 발효초를 보내드립니다. 

생생초	발효초는?

생생초	발효초는	(주)생생초가	생산하는	100%	과일	발효초입니다.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숙성	

발효	등	총	3단계의	발효공법을	통해	천연재료를	자연	발효	숙성해	유기산과	영양	성분은	물론	

맛과	향도	풍부합니다.	품질이	고르지	못했던	재래식	발효기술을	과학적인	속성	발효공법으로	

바꿔	탄생시킨	생생초	발효초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기영	 	우리	회사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이번	호	기사가	매우	와닿았습

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어떻게	현안을	이야기하고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안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기사를	통해	방향성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한종수	 	<중소기업-희망충전>에서	소개된	내용이	의미	깊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직면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름의	전략을	고민

해	볼	수	있었어요.	꼼꼼한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독자
의견

1. 페이스북 창에서 ‘@innobizorkr’ 검색

2. 이노비즈협회 페이스북 메신저나 문의하기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blog
1. 네이버 블로그 창에서 이노비즈협회 검색 또는 주소(innobizorkr.blog.me) 입력

2. 협회 매거진 관련 게시물에 답글 또는 쪽지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독자	의견을	남길	때에는	머리말을	‘매거진	독자	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이메일(newsletter@innobiz.or.kr)로도	독자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For reader
M

em
bership+

금융 &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각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20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2018년	시행)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대상	: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기부	|	국세청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	4)

•M&A	절차	특례(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기업·우리·하나·농협·외환·국민·신한·SC·

씨티·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원	→	(이노비즈)	50억원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

매출채권보험(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보증 지원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	_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원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무역보증 우대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기술혁신	능력을	갖춘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창업사업연계자금(업력	7년	미만)	및	개별기술	사업화	자금	분야(지원대상)

R&D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유망서비스	분야	중심	제품서비스화	개발비	지원

•제품서비스화	과제	분야(지원대상)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대상)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기부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 분야) 중기부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 분야) 과기부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점	5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기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 판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	(이노비즈)	직전년도	직접수

출액	100만불	이상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기부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

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지원	

•가점	5점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가점	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가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기타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	30%	→	(개선)	4년~존속기간	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지원대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특화형,	규제대응,	정보보안)

•가점	2점

이노비즈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입니다 

2019 이노비즈기업 우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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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회원사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2019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혜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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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노비즈 채움금융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농협은행

•이용금액의	0.35%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상해보험	최대	3억원	외)

이노비즈기업 우대 특별대출	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8%	우대

회원사 특화 금융서비스	우리은행

•기보	보증연계	제공	및	보증료	할인(연	0.4%,	최대	5년)

•최저수준	금리	적용(3.14%)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KB국민은행

•최저수준	금리	적용(3.14%)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KB국민카드

•이용금액의	0.4%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항공,	호텔	할인	등)

M&A 거래 지원	협회

•M&A	의뢰	시	수수료	20%	할인(M&A거래소	연계)

교육

이노비즈 인증교육	협회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회원사	대상	무료교육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협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회원사	대상	무료	직무교육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참가비용	할인

		-			회원사	50만원	할인

이노비즈 모닝포럼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명사	초청강의

		-			회원사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	협회

•연	2회,	회원사	대상	참가비	할인

무료 온라인교육	러닝팩토리

•온라인	무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식정보서비스 지원	(주)멀티캠퍼스

•SERICEO	최대	26%	할인	및	2개월	체험권	제공	

인력 

전문인력 헤드헌팅	시니어앤파트너스	|	스탭스	|	전자신문	|	지텍에이치

•회원사	10%,	비회원사	12%	수수료율	적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	협회

•(청년	재직근로자	대상)	근로자-사업주	간	공제금	공동납입을	통한	장기

근무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협회

•채용/인건비	지원(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중기부	|	협회

•취업연계	지원(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	중기부	|	협회

•취업연계	지원(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홍보

이메일 마케팅서비스(EDM)	협회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지원(회원사	20%	할인)

협회보 무료 제공	협회

•《INNOBIZ+》	무료	제공	

		-			연	3회,	광고	50%	할인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협회

•주	1회,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 협회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와의	협력	진행(상시)

신문(지면)광고 할인	정보통신신문

•광고	50%	할인

도매꾹 프리미엄 기획전	도매꾹

•상품	무료	등록

포상/마케팅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19. 08) 협회

•우수기술	전시,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이노비즈인의 밤		협회

•유공자	발굴	및	포상

해외전시 참가 지원	협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전시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	전시회

러시아 진출 지원	협회

•한-러	비즈니스상담회

•러시아	현지	창업	지원(러시아	스콜코보재단	연계)

할인 

사무용품 구매	인터파크큐브릿지	

•최대	40%	할인

정품 S/W 구매	니트로소프트

•한글,	office,	photoshop,	ZWCAD	등	최대	40%	할인

통합보안 솔루션	지란지교소프트

•오피스키퍼	최대	15%	할인

통번역서비스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최대	50%	할인

문서서식	예스폼

•1년	회원권	20%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KTICC

•무료	점검	및	교정	수수료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종합건강검진	할인(최대	20%)

•메디피아	메디피움	

		-			종합검진	및	입원,	외래,	뷰티클리닉	등	우대	서비스(20~30%	할인)

법인차량 도입 지원	오토비즈

•자체개발	비교견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견적	제공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30%	할인	등

기업정보 조회서비스 RM1 할인	NICE평가정보

•기업	실시간	현황	조회	및	신용도	확인	솔루션(RM1)	30%	할인

거래처 관리 서비스, 신용/기술등급 평가 할인	NICE디앤비

•회원사	전용	거래처	관리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기술등급평가	30%	할인

비즈큐(법인용 명함기반 인맥관리 솔루션) NICE디앤비

•회원사	2개월	무료	제공	및	20%	할인

특허조사 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일반	및	분쟁대응	조사	서비스	최대	30%	할인

		-			일반(특허성조사,	우선심사인증조사),	분쟁대응(무효/침해조사)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무료교육	제공

숙박 및 여행 할인	협회

•대명리조트(전국)

•스위트호텔(경주,	남원,	제주)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

		-			호텔인터불고엑스코(대구)

•시티세븐	풀만	앰버서더호텔(경남)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아이센시아

•경영정보	제공,	해외	보도자료	배포	솔루션	최대	50%	할인

해외출장 지원	세중

•최저가	항공,	호텔,	의료서비스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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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전시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개최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브랜드인 
ITS 2019(Innovative Technology Show)로 재탄생했습니다.

ITS 2019는?
■   국내 최대/유일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시회로,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스마트공장 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다양한 산업 분야 전시 홍보
*   기술박람회, 기술인재대전, 품질혁신전진대회, 산학연전국대회 등 중소기업기술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00년부터 개최(20회째)

주요 프로그램
■ 현장 판매활동 및 판로개척

•전시장 내 제품 판매 가능
•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 베트남,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전시회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 현지 마켓 테스트 및 판로개척 프로그램 진행

■ 다양한 네트워킹 및 IR 프로그램
•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 및 유명 액셀러레이터 업체와의 연결 

프로그램 진행 (세부내용 추후 공지 예정)

■ 참가기업 홍보 콘텐츠 무료 제작/제공
• 기업의 전시 제품, 기술 등을 소개하는 국내 유명 리포터와의 인터뷰 

영상(약 2~3분) 무료 제작 및 제공

■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
•스마트공장, VR/AR 등 다양한 최신 기술 트렌드 관련 컨퍼런스 진행

전시회 부스 안내

내용 독립부스 조립부스

참가비용 800,000원 / 1부스
(면적만 제공) 

1,000,000원 / 1부스
(면적 + 기본 부스 시공)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시회 참가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19.07.01(월) ~ 19.07.19(금)

• 조기신청 : 19.07.01(월) ~ 19.07.12(금)
• 부스추첨 : 19.07.25(목) 예정 *추후 재공지 및 신청기업마다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및 문의처

분야 신청방법 접수처 문의처(이노비즈협회)

전시회 기업 / 
유관기관 신청 온라인 ITS 2019 공식 홈페이지

www.innotech.or.kr
031-628-9646, 

9635 innotech@inno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