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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년	원나라에	의해	파견되어	고려	국왕이	된	공민왕의	삶은	드라마	그	자체다.	원나라

의	기대와는	달리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며	고려의	독립을	위해	분투했고	집권하는	23년	동안	기어

코	지배의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집권	초	권문세족과의	일전에서	가공

할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기철,	권겸,	노책	같이	원나라의	배경을	믿고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던	인물들을	연회를	빌미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척살한	이후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	그리고	곧바로	강중경,	유인우,	인당	

등을	파견해	압록강	일대의	요지를	장악하고	함경도의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는	등	강력한	무력시위

를	펼치기도	한다.	적폐의	본질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썩은	부위를	도려낸	후	차후에	있을	상황까지	

대비해	기민하게	행동하는	탁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공민왕	집권	기간	동안	이러한	파격적인	정

치	행보는	수차례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정도전의	삶은	지난하기	짝이	없다.	젊은	시절	관료	생활을	하며	권문세족에게	미움을	받

아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본보기’가	되어	수도	개경에는	출입하지도	못한다.	그나마	

학당을	차려	제자	양성을	시도하는	것마저도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결국	40대가	넘어	이성계와	의

기투합을	하며	간신히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혁신은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공민왕의	혁신은	‘회복’이	목표였고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으로	본다면	고려	사회는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정도전의	혁신은	분명한	방향성

을	지니고	있다.	역성혁명.	즉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

히	왕을	갈아치운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권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겠다는	말이다.	

고려가	아닌	조선,	불교가	아닌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세우겠다는	것인

데,	결정적으로	공민왕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볼	수가	없다.	

글       심용환  역사학자·『헌법의 상상력』 저자

혁신은 
‘방향’이다

왜 공민왕은 실패했고    
정도전은 성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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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왕의	경우	수차례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각종	개혁	조치를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내용이	없다.	문제의	원인을	돌아보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인사들을	처단하는	데	급급했

고,	인사	조치의	상당	부분은	권력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공

민왕	시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측근	정치의	폐단,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다.	조일신,	김용,	정

세운,	유숙,	임군보	등	공민왕은	자신의	개혁정치를	위해	무수한	‘측근’을	양산한다.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문제는	측근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락했으며	국정을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과도한	권력은	곧장	폐단을	낳았다.	조일신과	김용은	권력	남용을	

넘어	반란까지	일으켰고	폐쇄적인	국정	운영은	당시	개혁을	갈망하던	이제현	같은	덕망	있는	인물들

의	불신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이에	반해	정도전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조선	건국	한	해	전인	1391년	‘과전법’을	단행해	토지개

혁을	도모한다.	권문세족이	토지를	점탈해	민중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권문

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건전한	경제구조를	창출한	것이다.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수도를	천도했고,	‘고려	국사’와	‘조선	경국전’을	반포해	새로운	역사인식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포한다.	물론	조선의	역사는	정도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방향

성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종	시대	때는	엄청난	문화적	성취를	거두기도	한다.

	 공민왕의	경우는	반원자주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

는다.	오히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이후에는	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주색을	일삼으면서	시간을	보내

기도	하는	등	자기	부정적인	모습까지	드러낸다.	이에	반해	정도전의	정치투쟁은	일관적일뿐더러	고

비고비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영을	무너뜨렸으며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

거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장애물이	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한다.	이성계에	대한	개인적	

충성보다는	역성혁명의	‘대의’를	중심으로	조준,	남은	등	수많은	개혁관료들이	똘똘	뭉쳤으며	이들

은	수많은	정치세력과의	투쟁에서	모조리	성공을	거둔다.	개인	충성을	강조하던	공민왕의	리더십과

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혁신을	도모한다?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의	산적한	문제들과	싸우며	만족감을	누릴	것인

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조직적인	분투를	할	것인가.	혁신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을	지

니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혁신만을	부르짖을	뿐인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이다.	

혁신은 
‘내용’이다 

혁신은 
‘지속적인 성공’이다

혁신은 어느 지점에서의 ‘짜릿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상 무수한 인물들이 무수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곧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말 선초. 무너지는 고려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숱한 개혁을 도모한 공민왕과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정도전이 있다. 한 

명은 실패했고 한 명은 성공했다. 즉 한 명은 과정상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무너지고 말았고 한 

명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그 선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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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네 삶의 이야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가는 이야기



  ㈜바이오세라(이하 바이오세라)의 상품화된 제품에 대해 소개

해주세요.

집안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탁 볼’에 대해 들어보거나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세탁기에 넣어 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세탁효과를 높이

는 제품인데요. 1990년 중반, 처음 이 ‘무세제 세탁 볼’을 만든 곳이 저

희 바이오세라입니다. 정수기, 식품, 생수, 농·축산 등에 활용하는 항

산화 수소, 알칼리 필터 및 바이오세라믹 볼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건

축 내장재, 섬유, 위생, 침구류, 가전제품, 비데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음이온·원적외선 에너지 및 항균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 공기, 

세균 관련 친환경 바이오세라믹 원료를 연구개발하는 전문회사로 보

시면 됩니다.

바이오세라믹 상품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

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우주과학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을 ‘무기

재료공학’으로 정했고요. 이때 처음 재료로써의 세라믹을 만났습니다. 

세라믹은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뜨거운 열기로부터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알수록 매력이 넘쳤습니다. 금속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지구상

의 거의 모든 물질이 세라믹입니다. 흙, 유리, 시멘트, 반도체, 저항체를 

포괄해서 말이죠. 1980년 중반부터 첨단 세라믹 전문회사와 요업기술원 

위촉연구원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세라믹 원료와 조합, 성형방법, 소성과

정을 배웠고 특히 크리스탈 연구개발 시에 프랑스, 일본, 미국 및 당시 

소련의 세계적인 최고 기술과학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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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공기는 너무나도 익숙해 평소에 그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지만 두말할 

필요 없이 생존에 꼭 필요하다. 심지어 사람은 음식 없이 3주를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3일, 공기 없이는 3분을 살기 어렵다. 깨끗한 물과 공기, 인류의 

건강을 위하는 기업 ㈜바이오세라의 전형탁 대표를 만나 세계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김지원    사진     이성원

자연의 원리를 닮고 싶은 
BIOCERA
㈜바이오세라 전형탁 대표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언제부터였나요?

대학 때 늘 40대가 되면 자립하자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사

업의 기회가 찾아왔죠.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던 1990년 봄, 조

간신문 간지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마인드 컨트롤과 

자아성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에게 생각을 나눌 방법을 고민했습니

다. 마침 요업기술원 시절에 일본의 정수용 항균 볼 연구를 할 기회가 생겼고, 

건강 이슈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어린 딸이 아토피

로 고생했거든요. 아빠로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1994년 

3월에 대성세라믹연구소를 설립했고, 우여곡절 끝에 어린 아이의 놀이기구인 

딸랑이를 응용해 최초로 정수용 바이오세라믹을 적용한 세탁 볼을 세상에 선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

트남, 멕시코 등 수출국이 매우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세제 세탁 볼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뜨거웠습니다. 세

제의 세탁력에 대한 의문과 환경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였죠. 세탁 볼 개

발 후 1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특히 독일에서는 저희 세탁 볼이 홈쇼핑

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과 미국에서는 대단한 히트상품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 주력 상품인 바이오세라의 알칼리 필터가 곧바로 수출로 이

어진 건 아닙니다. 

특별한 시장개척 방법이 있었던 건가요?

트렌드를 읽고, 제품이 좋으면 된다고 그럼 판매는 자연스럽게 는다고 생각하

기 쉽습니다. 실패했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대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저변을 이해하거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트렌드를 잘 알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여러 전시회나 박람회

에 다녔습니다. 오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은 해외에서는 전시장보다 세미나실

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독

특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상품 몇 가지가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갈망으로 표

현된 겁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품을 알릴 게 아니라 바이오세라가 

담고 있는 자연의 원리를 알려야겠다. 전 세계 물 전문 박람회에서 강의를 하

자’고요. 그렇게 200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세라의 알칼리, 미네랄 생성원리에 

대해 박람회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도 기분 좋았지만 더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은 물, 의료, 건강산업과 관련된 전 세계 모든 전

시 박람회에 다니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관심이 더 큰지, 반향이 있는지 알게 

되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큼직한 전시 박람회를 개최한 나라의 순서가 

수출 확대의 경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바이오세라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최근 공기정화를 위한 광촉매와 음이온·원적외선 소재 사업분야도 제법 안

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나간 덕분에 개척된 사

업영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경계가 되는 한편 뿌듯하기도 합

니다. 앞선 자로서 바른 발자국을 남기면서 걷고 싶습니다. 

또한 바이오세라의 사업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사

업인 만큼 자연을 닮고 싶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과

정을 거쳐 왔습니다. 물과 공기는 여기에서도 근간이 됩니다. 바이오세라는 인

간의 욕심으로 오염되어가는 생명수 물과 공기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자

연의 원리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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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테크 김상진 대표이사

글      장설화     사진      장병국

  친환경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천우테크(이하 천우테크)는 2001년 7월 설립되어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

해왔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유

수 조선소의 파트너로 활약하며 국내 비철금속 표면처리 시장의 25% 이상

을 점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플라즈마 커팅용 마킹파

우더를 국산화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김상진 대표는 전직에서의 경

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회사 문을 열고 처음 3년간은 선박 배관 금속 표면처리제 개발에 주력했습

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사업을 할 때 갖고 있던 의료용 정제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금속 표면처리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렇

게 개발한 것이 바로 CW-R2입니다.

‘CW-R2’의 개발은 조선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질소 등 유독물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금속 표면처리제와 달리 약품에 중금속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강점이다. ISO9001, ISO14001을 획득한 천우테크의 무질산 산화

물 제거처리법은 환경규제 대상물질인 질산화합물(NOx) 발생이 없어 밀폐

된 공간에서도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준다. 또 어패류 폐사 등 연안

작지만 강하다! 
친환경으로 금속 표면처리 시장을 주도하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며 사상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그 가운데서도 ㈜천우테크는 

‘친환경’과 ‘품질혁신’으로 시장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전 세계를 향해 힘찬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작지만 강하다!  친환경으로 금속 표면처리 시장을 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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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폐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적절한 산

도를 유지해 배출해야 하는 폐수처리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도 갖

췄다. 물론 개발은 쉽지 않았다.

“금속의 표면처리를 위해서는 통상 질소가 사용됩니다. 이 질소를 대신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금속 표면에 눌러 붙이는 방법을 찾지 못했

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아이들이 먹는 젤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

습니다.”

식품첨가물에서 액체를 굳히는 성분을 찾아낸 김상진 대표는 이를 제품에 

적용시켰고 그 결과는 대성공.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도 천우테크의 금속 표

면처리제를 최고의 제품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개발한 약품을 판매하는 방향도 고려했지만 결국 저희는 이 약품

을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배관 시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철로 파이프를 생산해서 배에 설치했는데 이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나중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래서 녹슬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배에 설치하

고 이 약품을 이용해서 사후관리까지 친환경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하는 철

판 배관 후처리 공정을 시작한 겁니다.”

이후 천우테크는 금속 표면처리제의 기술적 변주를 꾀하며 업계를 선도

해나가기 시작했고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가진 금속 표면처리 전문기

업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한국 최초로 PASSIVATION 국제 공인인증

(ASTM-A967)을 획득하며 금속 표면처리제의 표준화에 성공. 글로벌 시장

에서의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고객 신뢰,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완성하다

“기존에는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관리가 진행됐지만 CW-R2는 자동 분석

장치를 활용해 균일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자동 분석장치는 의료용 내시경 

장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파이프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을 

이용합니다.”

3년에 걸쳐 개발한 자동 분석장치 로봇은 회사 이름을 딴 애칭 ‘천우’로 불

리는데, 약품처리 전후과정에서 파이프 배관 내·외부를 꼼꼼히 촬영해 효

율적인 작업 설계와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직선 구간으로 움직이는 일

반 로봇과 달리 카메라가 360℃ 회전하며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

렇게 촬영한 동영상과 분석자료는 고객 선사에도 제공하며 한발 앞선 품질

관리를 시행 중이다. 

천우테크는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

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이어왔다. 그동안 개발한 기술들을 세계 표

준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조선분야뿐 아니라 육

상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함께 카자

흐스탄, 싱가포르 등으로의 진출도 고려 중이다. 최근에는 해양 플랜트 및 

극지운항 선박이 영하 30℃ 이하의 극저온에서도 상시 착빙방지가 되는 히

트 트레이싱 시스템(Heat Tracing System,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

용된 갑판장비 기자재 기술개발을 준비하며 극지시대를 위한 도약의 채비

도 마쳤다.

“언젠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입항한 군함에 하얗게 눈이 쌓여서 얼어있

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박 배관의 결빙방지 시스템이 필요하겠

구나’ 생각했죠. 자동차 창문 열선과 같은 원리라면 가능하리란 생각으로 약 

4년 정도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는 혁

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력이다. 설립 이후 이 원칙을 한결 같이 지켜

온 기업.

“힘든 시기지만 지난해에는 매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건 아마 끊임없이 

기술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영업력을 키우기보단 

기술력을 높이고 품질에 결함이 없도록 만들어 온 것이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합니다.”

이노비즈협회에서도 불황을 이겨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 에티오

피아 명예영사이기도 한 김상진 대표가 그 주축에 서 있다. 12월에는 에티오

피아 총리가 참석하는 에티오피아 경제협력 포럼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

이다. 세계 곳곳에서 만나게 될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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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투자와 체계적 생산시스템이 품질의 비결

역시 경험만한 게 없다. 전자제어장치 및 각종 제어분야 제조경험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쌓인 전문성이 어느덧 20여 년. 거기에 한결같은 연구개발 노력이 

더해졌으니 분야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거머쥔 건 당연한 결과다. 80년대 초 

자동제어장치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대기업 재직시절을 거쳐 지난 2000년 창

명제어기술㈜(이하 창명제어기술)을 설립한 이천석 대표는 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업 초기부터 기술력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대기업의 터치 모니터와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

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꿈을 탐색했죠. 의료기기와 태양광에서 가능성을 발견

하고 즉시 자체 연구소를 꾸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혁신이야말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인력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명제어기술의 경우 자재부터 설계, 양산까지 모든 제조과정을 내부에서 수

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설립 초기부터 전담 자재구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사업은 생산원가에서 자재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품질에 미치는 영

향력이 가장 큰 까닭이다. 

“생산의 약 50% 이상을 자재가 차지합니다. 자재를 엉터리로 구매할 경우 기

업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것은 물론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

음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진화를 선도, 재활운동 효율을 극대화 

창명제어기술에서 개발한 제품은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크게는 의료기기와 전

력기기로 구분된다. 재활운동기구인 CPM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자체 기

술개발한 의료기기로, 쉽게 말해 부위별 관절운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의 

운동치료 매커니즘은 세밀한 계산에 따라 지정된 각도와 빠르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덕분에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해졌다.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전동식 정형용 운동기기 ‘ARTUS’는 가장 최신의 기술

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팔꿈치, 무릎, 발목 관절 수술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돕는 제품으로, 관절운동을 통해 수술 부위가 경직되는 것을 예방

하고 회복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창명제어기술은 환

자의 근육 부위에 센서를 부착, 본인이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운동을 

하게끔 인식하는 기술도 개발을 완료했다.

“인체 관절이 노령화되면서 환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과거 운동이 고무벨

트 등을 활용한 자가 운동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의료기기 사

업은 철저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치료 매커니즘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창명제어기술㈜ 이천석 대표

글      정은주     사진      이성원

경험에서 발견한 가능성, 기술에서 답을 찾다

긴 말이 필요치 않다. 오랜 시간 쌓인 기술력과 탄탄한 노하우가 모든 질문의 답이 될 테니. 산업용 전자제어장치와 의료기기 분야 

전문회사로 내년이면 창업 20주년을 맞이하는, 창명제어기술㈜을 소개한다.



경험에서 발견한 가능성, 기술에서 답을 찾다

••

합니다. 그래서 자문 닥터를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도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이천석 대표. 그는 요소 기술을 가

지고 있는 기업끼리, 혹은 대학 연구소 등과의 융합이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로 창명제어기술 제품 중 30% 이상이 지역 사업을 활용한 산·산, 산·학 협력으로 탄생했다. 지금

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치료 보조용 영상을 출력하는 촬영장치를 구비한 무릎 재활치료기기’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맞춤형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까지 섭렵

전력기기 분야 대표 제품으로는 무효전력 보상장치, 즉 SVC를 들 수 있다. 전기가 생산되어 공급되

는 과정에는 전기요금으로 계산되는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이 항상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에서 발전소나 송·변전소에 장치를 붙여 품질이 뛰어나지만, 저개발국에서는 무효전력으로 새

어나가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SVC는 소모되어버리는 무효

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꿈으로써 원가절감효과가 크다. 실제 필리핀의 한 공장에서는 창명제어기술

의 제품으로 월 16%의 전기요금을 줄인 사례가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공차단기를 제어하는 VCBT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제품은 

중국 수출 전용으로 개발되었다. 희토류 생산량이 독보적인 중국은 현재 광산업이 호황이나 열악한 

광산 내 환경으로 인해 전기안전에 대한 우려가 줄곧 있어 왔다.

“차단기의 과전류, 누전 등의 각 상황을 감지해 스스로 제어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

아서 차단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물이 있는 광산 내에서의 전기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 전력기기 

분야는 인도와 베트남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인·허가 등의 제약이 많은 의료기기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판촉행위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정부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겠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도 늘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은 회사

를 인수해 군사용 전자장비 중 야간 관측장비를 연구개발하려고 합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국가에 기

여할 수 있는, 또한 지역 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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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시스 심재귀 대표

글       김지원      사진    황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튜닝한다.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튜닝에는 

전제가 있다. 본래의 물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 팩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 팩토리로 한창 주목받는 ‘㈜이랜시스’의 심재귀 대표는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에 

앞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똑똑한 공장의 기본은 튼튼한 기초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 ‘제품력 있는 강소기업’

올해 초에 ㈜이랜시스(이하 이랜시스)는 한바탕 폭풍 같은 견학 러시를 겪

었다. 스마트 팩토리 우수 업체로 손꼽히면서 안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

가 날개를 달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견학인, 방문자들이 이랜

시스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스마트 팩토리 말

고도 기본적으로 탄탄한 회사구나’ 하는 점이다.

“저희 이랜시스는 디지털 도어록 잠금장치 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90% 이

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비데의 핵심 부품인 댐퍼를 코웨이, 노비

타를 비롯해 모든 비데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저희의 강점은 점유율이 

아니라 부품 설계능력입니다.”

이랜시스는 디지털 도어록 모티스와 비데 댐퍼 외에도 밥솥용 댐퍼, 정수

기용 펌프, 소형 모터 등을 생산한다. 알게 모르게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

랜시스의 제품이나 부품이 적용된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심재귀 대표는 완성품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부품 규

격을 자체 개발해낸다고 이랜시스의 R&D 역량을 강조했다. 이랜시스의 제

품이 곧 업계의 표준이고 이에 맞춰 완성품이 디자인된다는 설명이다. 물



똑똑한 공장의 기본은 튼튼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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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선택지도 많이 준비한다. 60가지가 넘는 부품 제품을 자체 개발해내는 것. 

연구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테스트도 규격수준

을 뛰어넘는다. 대기업에서도 볼까 말까 한 무향실(無響室)을 갖춰 소음도를 

측정하고, 3년 품질보증인 제품은 5년을 써도 끄떡없을 정도인지 내구성을 

테스트한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비데 핵심 부품인 오일댐퍼 자동화 라인에 ICT를 

접목해 기존 ERP와 연계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구축했고, 

PDA를 통한 재고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직 전면 도입은 아니고 전체 

매출의 10%가량에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성과가 너무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고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드러나는 성

취까지 묻어둘 수는 없다. 이랜시스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힘입어 일본의 

도시바와 30억 원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지속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러브

콜을 받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일본 상사의 전무이사가 인사하고 생산라인

을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경쟁력은 디테일에 있다

공장을 둘러보다 보면 뭔가 긍정적인 이질감이 느껴진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알지 못할 이질감의 정체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너무나도 깨끗한 

공장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 도화동은 꽤 오래된 공단지역이라 겉으로 

보기엔 낡아 보였는데도 속은 완전히 달랐다.

“사용하는 부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공장이더라도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별

도의 청소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직원 모두에게 청결을 강조하다 보니 지

금은 누구나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게 있으면 수시로 줍습니다.”

공장 곳곳을 안내하는 심재귀 대표의 눈에서는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그리

고 공장의 청결을 위해 시도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수레의 도입이다. 

바닥에 물품을 적재하는 일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적재와 이동에 항상 수레

를 이용한다. 이 수레마저 스테인리스 스틸로 겉면을 감싸 먼지가 쉽게 앉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작업공간과 이동·운반공간을 간단한 바닥 테이핑으로 분리

한 점이다. 내부공간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원복지를 위해 탕비실을 분리되는 

공간, 공간마다 설치했고, 종이컵 대신 개인 머그컵을 가져와 사용하게 했다. 

머그컵은 적외선 살균기 안에 넣어둔다. 환경과 복지, 효율까지 모두 잡은 특

별한 아이디어들이다. 

“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 높이를 수레의 높이에 맞게 제작했고, 선

입선출(先入先出)을 실천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살짝 기운 트레이를 제

작했고, 넣을 때는 뒤로, 뺄 때는 앞으로 빼냅니다.”

특정 제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회사로 기억되고 싶다

이랜시스는 경기침체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고 매년 성장을 이어가고 있

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매출은 약 600억이고 꾸준한 성장세로 예측해 볼 

때 2020년경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심재귀 대표는 

‘1,000억 매출 회사’로 불리기보다 ‘모티스 하면 떠오르는 회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회사의 경쟁력은 매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정체성이 그 회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고, ‘밥솥’ 하면 떠오르

는 회사가 있잖아요? 저희도 ‘모티스’ 하면 즉시 ‘이랜시스’가 떠오르길 바랍

니다.”

이를 위해 이랜시스는 핵심 제품을 계속 표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더불어 공장시설의 확장과 확충을 시행할 예

정이다. 

“스마트 팩토리 지원금을 준다니까 ERP도 없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 

한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듯 전산화, 자동

화는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하는 자세로 자신만의 

특장점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재귀 대표는 튼튼한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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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이노비즈협회 법률 자문위원·법무법인 법경 대표 변호사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오후 4시경 만난 김경 변호사는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교도소에 다녀온 탓이라고. 그럼에도 인터뷰를 시작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풀어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협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유독 눈에 띄었다. 

  협회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신 건가요?

저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재판장(부장판사)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일할 당시 기업사건 재판을 전담한 적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퇴직 후에도 기업의 자문이나 송부사건을 담당할 기회

가 종종 생겼습니다. 덕분에 기업 관련 법무 자문 및 송무 업무에 관심이 깊

어졌고, 그러던 찰나에 협회에서 법률 자문위원 제안을 받아 흔쾌히 수락했

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주로 어떤 질문을 받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이 주

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주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우선 공

사계약 이행을 하고서도 공사의 규모, 범위, 하자 등에 대해 조정하지 못해 공

사대금으로 다툼이 이어지는 것이 빈번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이 취소

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분쟁도 더러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자문 사례가 있으신가요?

기능성 향균 비누와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

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중소

기업 측 자문 변호사로 투자계약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투자계약의 이행방

법, 계약 불이행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규모 등)을 했습니다. 성

공적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기

억이 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은 기업인들이 놓치지 말고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끝난 경우 법률적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이나 쌍방의 잘못으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

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 및 범위, 이행방법 등에 

관한 합의 또는 판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의 제1근거는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하긴 어려운 측면

“중소기업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길”

글      박예나      사진    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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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비즈니스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상정해 가급적 상세하고 명

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고민될 때 꼭 자문위원을 찾으라고 회원사에게 말씀해주시고 싶으

신가요?

아시다시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평소에 문제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 필요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은 물론 항상 상담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법률 전문가를 친구처럼 사

귀어 두시라고도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갓 변호사로 발걸음을 떼고, 앞으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잘할 수 있

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협회의 법률 자문으로 

위촉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 법무업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리더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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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이   신경수 대표      글       이경희      사진     김희진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공병호 소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작가, 

강연자로서 대한민국 기업가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 중 하나다.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공병호 소장과의 만남이 기대된 이유다. 

  인물 평전으로 다시 만나는 그

공병호 소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다. 100권이 넘는 저서를 낸, 소설가를 제외한 가장 많은 책을 

쓴 작가이자 1년에 300회 이상의 강연을 다니는 강연자. 국내 기업인들과 경제계를 움직이는 담론을 끊임없

이 생산해온 그는 어쩌면 이노비즈협회의 기업 대표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한 인물이기도 할 것이다.   

공병호 소장이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평전 작업이다.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창업자인 김

재철 회장의 평전과 이용만 前 재무부 장관의 평전을 마쳤고 현재 정밀기계산업 대표의 평전을 쓰고 있다

는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한국 사회를 훨씬 많이 들여다보게 된다”며 경제학자로서 

평전을 쓰는 보람을 이야기했다.

기업의 대표들이 평전 전문작가가 아닌, 경제학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맡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크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세월, 대한민국 경제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해온 

그의 역량에 대한 인정이자,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남다를 것이라는 신뢰를 기

반으로 한 결정이었을 터.

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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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의 평전을 쓰면서 느낀 건 교만하면 실

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가로서 30~40년의 

세월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늘 자신을 낮추고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끊임

없이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안일이 

없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절박

해요. 지금 아무리 잘 돼도 항상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제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동기들의 대부분이 1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옆에

서 지켜보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친구들

은 대부분 무대에서 아웃됐어요. 이유인즉슨 한 

5년 정도는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로비를 하

고 눈먼 돈을 먹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주사위처럼 반복게임이 되기 때

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진정성

만이 남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에요.”

경제학자로서 공병호 소장은 대한민국의 2017

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에는 불황이 짧으니까 호황이 

올 거라는 기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장기불황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파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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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 짙게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서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잘 써야 해요. 경제 정책이 시대 변화와 

매치가 안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경제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늘어나서 소득이 올라야 하고 그래서 성장률이 중요하죠. 거래

를 늘리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에게 요청하는 강의 주제도 지금의 상황과 맞물린다. 장기불황을 탈출하는 방법, 위기상황

을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기회는 난세에 만들어진다

공병호 소장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기술력을 근간으로 도전을 거듭하는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해본다면 내수시장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바깥 시장을 뚫어야 해요.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거죠. 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 난세에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러니하지만 어려울 때 뜨는 기업이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주파수를 

끄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내수형 사업의 경우에는 저

가시장을 타깃으로 삼는다거나 원가를 어떤 식으로 절감이 아닌 ‘파괴’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

해야 합니다. 원가를 파괴하려면 고정비를 엄청나게 줄여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말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야 해요.”

공병호 소장은 성공 경험이 많거나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방식을 

복제하게 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Think Different가 Act Different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파격적인 생

각을 할 수 있는 방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사

람들은 많아요. 바이오, 뷰티, 게임 등에서 기회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자본주의는 항

상 기회를 만들어내는 체제입니다. 앞서서 제가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업가는 부

정적인 면이 아니라 밝은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공병호 소장은 자신이 평전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의 인생을 보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이다. 이는 공부가 부족하고 독선에 빠지기 쉬우며 남의 목소리를 이기려 큰 목소리

를 내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성공을 위한 가이드이기도 한 셈이다.

“사람은 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는지를 생각하면 원인은 간단해요. 입

력되는 정보가 없으니까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정보에 민감하고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계속 인풋(Input)이 있어요. 생각도, 행동도 인

풋이 있어야 나오는 아웃풋이잖아요. 사업가들이 긴장감을 왜 안 느끼냐? 안 읽으니까요. 안 

신경수 ㈜아인스파트너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조직 전문가다. 

마케팅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우연히 듣게 된 허츠버그의 ‘동기부여이론’에 

매료돼 진로를 HR로 바꿨다. 1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됐다. 지금은 아인스파트너의 대표로서 

한국의 많은 기업체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듣고 공부를 안 하니까 옛날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면서 결국 사

업가들은 항상 움직이며 관찰하고 자신의 이야기 대신 젊

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의 현안과제들을 조합하면

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

했다. 

더 유연하게, 더 융통성 있게 

공병호 소장에게 삶이란 ‘변하는 것’이다. 삶의 실체를 그대

로 인정해야 살 길이 나온다고 믿는 그는 그래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삶을 지향한다. 9~18시 근무가 아닌, 반일제, 

3일제 근무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하게 여겨오던 관습에 

저항하는 힘 또한 길러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유다. 

“지금 우리 시대에 부족한 건 활력과 생동감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에너지가 많은 사람

들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이 본성을 일깨우고 고착

화되어 있는 것을 과감히 깨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융통성(flexible) 있게 변화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공병호 소장에게 이노비즈기업을 운영하는 대

표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했다. 그가 지금까지처럼 망설이

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낸다.

“시장은 넓습니다. 안을 보지 말고 바깥을 보면 무한정한 

시장이 있습니다. 잘 만들면 잘 팔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바깥

을 보고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소장은 오늘도 달린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자

신에게 잘 맞는 음식을 먹는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건강하

게 꾸려가기 위해서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규칙적으로 움

직이고 잘 맞는 요소를 끌어다 쓰며 정기적으로 기업과 자

신을 돌아본다면 기업은 결국 건강하게 발전해나갈 것이다. 

공병호 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짧지만 굵었던 시간. 우리

는 여전히 가능성과 한계의 경계에 서 있지만 결국은 대한

민국 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어 우리는 여

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다 보니’…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제 청년 취업아카데미에서의 시작은 ‘어쩌다 보니’라는 말과 가장 어울

리는 듯합니다. 어쩌다 보니 스무 명에 육박하는 교육생들 사이에서 반

장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훌륭한 조원들과 한 조를 이뤄 ‘1조’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그 훌륭한 1조의 조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인 1조의 작은 

그룹이었지만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

습니다. 

가장 처음 맡은 과제형 프로젝트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

니다.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했던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뛰어난 조원은 너무 과한 임무를 맡았고, 상대적으로 실력

이 부족했던 조원은 아무런 임무도 없이 구경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

다. 하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아주 작은 일이나마 나눠 하면서 서로

의 짐을 덜어주었고, 점차 서로 힘이 되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프로젝트에서는 낙오되는 조원 없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했고,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희 1조 멤버들, 함께 과정을 이수해낸 반 인원들

과도 종종 연락하며 서로의 업무 속 어려운 점들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는 

멋진 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을 넘어 ‘인생’ 교육을 받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과정 중 실제 업무 전선에서 쓰이는 코딩 교육도 참 

좋았지만 그 외에 면접특강과 자기소개서 특강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면

접과 자기소개서에 관한 교육을 하시는 메이저 강사님들이 직접 방문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셨고, 그 강사님들에게 배운 기술 및 요령은 

28
人side 청년이 미래다

뜻 깊었던 청년 취업아카데미를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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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민 울산과학대학교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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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취직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저는 훌륭한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받은 특강들은 단순히 취업에 성공확률을 높이는 공

식들이 아닌, 인생에도 무척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는 코딩이 아닌 공조시스템 설계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 교

육들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시야를 넓혀준 것은 물론 리더십을 

향상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감, 책임감 역시 크게 향상시켜

준 교육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했으면!

그래도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교육기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동안 진행되어 모자람은 없었지만, 한 학년 동안 

진행해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훌

륭한 강사님들 아래서 이토록 알찬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일은 앞으

로도 쉽게 가지기 어려운 경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빈

틈없이 꼼꼼하게,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강사님들, 울산과학대에서 이 

과정을 개설해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추천

했지만, 다음 학년부터는 인문계열 학과에서만 진행된다고 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원자가 적은 편이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때문인 걸까요? 

껍질에 싸여진 과일의 맛은 껍질을 까서 먹어 보기 전에는 모르듯, 학생들

이 조금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기회’라는 친구는 여러분 앞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NCS 기반 SW개발자 과정8 프로그램 참여자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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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년 선배에게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된 청년 취업 아카데미. 흔하고 진부한 말로 들리겠지만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인턴십 과정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 속에 마주한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승엽 대표님과 송도권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단 참여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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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잇장이 전해오는 내음에 취해

저 꿈결에도 지혜의 숲이 펼쳐온다



GE는 2015년 인도 푸네에 ‘브릴리언트 공장(Brilliant 

Factory)’을 세웠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똑

똑한 공장이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특이하게 제트 엔

진부터 기관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항공·오일·가스·철

도 사업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부품을 생산해낸다. 어떻

게 한 공장에서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부품을 동시에 만

들 수 있을까? 비밀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공정

을 최적화한 데 있다. 모든 공장 설비에는 센서가 부착되

어 있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낸다. 자연스럽게 설

비의 이상 유무나 제품의 오류는 자동으로 확인이 이뤄지

게 된다. GE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설계단계

부터 자유롭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실제 부품을 생산해

낼 수 있어 부품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렇듯 값싼 노동력과 분업화로 사람이 물건을 생산하던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로 속속 변신하고 있

다.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모든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돼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공장 내 설비와 기

계에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어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

로 수집되고 데이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

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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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산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세 가지 특성인 ‘연결성, 지능성, 

자동화’에 초점을 맞춰 연중기획으로 다뤄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글·사진  최은수 미래 경영전략학 박사·MBN 산업부장 사진출처  Adidas 홈페이지

4차 산업혁명, 

생산방식을 바꾼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제3화두 ‘자동화’ 

‘완전 자동화’ 
 생산현장을 바꾼다



33

‘완전 자동화’ 생산현장을 바꾼다

••

독일, 인더스트리 4.0으로 

공장 혁신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제1화두는 사물인터넷

(IoT)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ted Society)를 구축하는 일이다. 

제2화두는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내고 사람의 질문에 즉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를 연다는 사실이다. 이어 마지막 제3화두는 

초연결성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무인공장, 무인점포를 현실로 

만드는 생산현장을 완전 자동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완전 

자동화가 미래 생산현장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

독일은 스마트 공장이 바꿀 미래 산업을 인더스트리 4.0

으로 규정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

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

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

는 산업 정책을 일컫는다. 독일은 이를 제4세대 산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대

량 생산, 자동화), IT가 산업에 접목된 3차 산업혁명에 이

어 사이버 물리시스템(CPS)이 네 번째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CPS(Cyber-Physical 

Systems)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유기체가 IoT로 사이버(인

터넷) 세계와 연결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가상 물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택시에 운전 기록장치를 설치하면 운행 데이터를 만들

어주고, 운전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운전자와 자동

차가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사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하자는 내용

이 핵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공장의 기계, 산

업장비, 부품들은 서로 정보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

고,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모든 작업과정을 자동

으로 통제하고 사람 없이 수리도 가능하도록 공장을 첨단

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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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디지털 가공장비, 즉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Digital Fabrication)이 기존의 제조공법과 디자인, 설계 등의 한계

를 뛰어넘게 함으로써 산업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가는 컴퓨터 설계, 입체 가공, 소재 공학, 

합성 생물학 등의 기술을 결합하고 융합해 우리가 소비하는 제

품, 우리가 사는 집까지 탈바꿈시켜놓게 된다. 특히 ICT와 결합한 

공장은 피부색, 성향 등 소비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인 1품’ 생

산이 가능할 정도의 완전 자동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대량 생산시대에서 소량, 맞춤형 제품시대로 

바뀌게 된다. 나만의 맞춤형 신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

형 의류의 시대가 열린다. ‘1인 1품’ 생산대상도 다양해져 거의 모

든 제품을 소비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른바 공급자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소비자의 희망사항을 충족시

키는 생산혁명이 가능해진다.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는 최근 생산현장을 ‘스피드 팩

토리(Speed Factory)’로 탈바꿈시켰다. 이 공장은 로봇과 3D 프린

터가 결합해 소비자가 원하는 신발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준다. 그 

결과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는 데 20일 정도 소요되던 시간을 단 

하루로 단축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신발을 주문하면 제

작 하루, 배달 하루, 즉 이틀 만에 맞춤형 신발을 공급하는 ‘제조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1인 1품’ 

생산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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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는 무인 부품 운송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를 차

량 한 대당 15%나 절감했다. 자동차 부품을 실은 무인 부품 운송

차량(블록&키트)이 조립공장의 라인 바닥에 설치된 물류 자동화 

라인을 따라 작업자들이 부품을 꺼내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업자들이 부품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부품을 들

고 다닐 필요도 없어 저비용 고효율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게차

나 트랙터가 부품을 운반할 필요도 없어졌고 먼지 발생도 줄어 

공장환경도 쾌적해졌다. 

택배시장에서는 드론(소형 무인기)이 세상을 확 바꿀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영국에서 드론 택배에 처음으로 성공했

다. 쇼핑센터와 8.3km 떨어진 집에서 TV와 팝콘을 주문한 뒤 받

는 데까지 정확히 13분이 걸렸다. 현재 배달 가능한 무게는 2.3kg 

이내로 향후 더 큰 물체의 배달이 과제다. 국제 특송업체 UPS는 

세계 최초로 르완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르완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21개 수혈시설에 매일 최대 150건의 혈액을 

긴급 배송하고 있다. 도미노 피자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드론

을 활용한 피자 배달 서비스에 성공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물

류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트럭, 무인 

선박, 드론 등을 활용해 모든 물건의 배송을 무인화 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와 터미널에는 다기능 로봇이 상·하차 작업을 하고 어

디로 배송해야 할지 분류까지 마쳐, 자율주행 트럭과 같은 무인 

수송수단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배달을 해준다. 

구글, 아마존, DHL, 알리바바, 라쿠텐 등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음료수 하나까지 배달해주는 ‘드론 택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하는 무인시대가 성큼성

큼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 공장과 산업 지도에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완전 자동화’ 생산현장을 바꾼다

••

물류 ‘완전 무인화’ 

머지않았다

세상은 대량 생산시대에서 소량, 맞춤형 제품시대로 바뀌게 된다.

‘1인 1품’ 생산대상도 다양해져 거의 모든 제품을 소비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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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언제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전쟁은 대규모 파괴와 아울러 한편으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야누스의 측면이 있었다. 오랜 

옛날부터 중요한 군사무기로 사용되어 온 화약 역시 파괴와 

건설이라는 두 얼굴로 인류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글· 사진     최성우  과학평론가

화약, 
파괴와 건설의 두 얼굴

gun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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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파괴와 건설의 두 얼굴  

••

  비잔틴 제국 천년의 비밀 무기, 그리스 불 

서양의 오래된 화약과 비슷한 무기로 이른바 ‘그리스 불(Greek fire)’이라는 일종의 고대 화약이 있다. 오늘날 정확한 성분을 알기는 힘드

나 황, 주석(酒石), 수지(樹脂), 암염(岩鹽), 경유(輕油) 등을 혼합한 반 액체 상태로, 적군의 함선을 향해 뿌리거나 항아리에 담아서 투석

기로 던지는 방식으로 실전에 사용되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물로도 잘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해전에서 효과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중에서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 시대에 주로 이용되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670년경 무렵에 시리아 출신의 

기술자 칼리코니스(Kallinikos)가 이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슬람의 지배를 피해 이주해온 그리스, 시리아의 난민이 

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 673년 사라센의 함대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을 때 이 그리스 불을 사용해 무찔렀고, 그후로도 이슬람 세력

이 비잔틴 제국을 공격할 때마다 이를 전투에 활용해 큰 효과를 보았다. 비잔틴 제국이 수많은 외침을 받고도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무기의 힘도 컸다고 보는데, 비잔틴에서는 이를 만드는 방법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보안을 유지했다고 한다.

세계 최초 다연장 로켓 무기, 조선의 신기전과 화차

우리가 알고 있는 화약은 고대 중국에서 처음 발명된 것으로 나침반, 종이와 아울러 중국의 3대 발명품의 하나로 꼽힌다. 10세기 송나라 

시대에 화전(火箭)과 화구 등 화약을 이용한 무기들이 개발되었고, 13세기 금나라 시대인 1231년에는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 할 수 있는 비

화창(飛火槍)이 발명되어 몽골군과의 전투 등에 사용되었다. 금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비화창과 같은 로켓 무기를 알게 된 칭기즈칸의 몽

골군이 이후 여러 나라와의 침략전쟁에서 로켓과 화약을 활용함으로써, 화약 무기는 이후 서양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에 전래

된 화약 무기는 견고한 성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이던 유럽의 봉건체제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로켓탄이나 대포의 위력 앞

에서는 튼튼한 성벽도 소용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세종 때 신기전(神機箭)이라는 뛰어난 로켓 무기가 나왔

는데, 신기전은 설계도가 남아 있어서 복원이 가능하게 된 로켓 무기 중에서는 세

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바 있다. 신기전의 설계도는 조

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신기전은 고려 말기 최무선이 제조한 로켓형 화기인 주화(走火)를 

개량해 만들어진 것으로, 크기에 따라 대·중·소 신기전과 산화신기전(散火神機

箭)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는 로켓의 몸체인 화살과 폭발물인 발화통, 그리고 추진

체인 약통으로 이뤄져 있다. 화살은 대나무로 만들었지만 발화통과 약통은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여러 겹의 종이를 말아서 만든 발화통과 약통은 보기와는 달리 견고

하고 효과적이었다. 약통에 화약을 채워 넣고, 아랫부분에는 ‘통저혈’이라는 분사 구

멍을 뚫어서 로켓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발화통도 약통과 유사하게 화약을 채

워서 만들되, 발화통과 약통을 이어서 붙인 후 발화통의 아랫면과 약통의 윗면에 

각각 ‘약선혈’이라는 구멍을 뚫어 서로 심지가 연결되게 했다. 약통에 불을 붙여 그 

추진력으로 신기전이 날아간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약통의 화약이 다 탄 후 심

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화통의 화약이 폭발하도록 장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발명한 화차는 신기전의 발사와 이동을 위한 수레장치

로, 화차에 신기전을 장착하면 한꺼번에 100발까지도 발사가 가능했다. 즉 세계 최

초의 다연발식 로켓 무기가 구성되었던 셈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에 얽힌 진실

서양에서 화약은 14세기부터 흑색화약이 오랫동안 쓰였는데, 1786년에 베르톨레

(Claude Louis Berthollet, 1748~1822)가 흑색화약에 염소산칼륨을 사용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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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굉 물질, 즉 베르톨레 화약을 발명했다. 그후 화학의 발

달에 따라 1800년에는 뇌홍(雷汞), 1838년에는 니트로셀룰로

스 등이 발명되었고, 1847년에 이탈리아의 화학자 소브레로

(Ascanio Sobrero, 1812~1888)가 발견한 폭발성 물질 니트로

글리세린은 폭발력은 크지만 너무 위험하고 취급상 어려움

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노벨(Alfred Bernhard Nobel, 1833~1896)은 1867년경에 니트

로글리세린에 규조토를 흡수시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화약 사용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대중들이 사실이라 믿고 있는 “노벨은 자

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

기를 바랐으나, 인명 살상용 군사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크게 낙담하고 가슴 아파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

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라는 노벨상을 제

정했다.”는 이야기는 진실과는 매우 다르다. 뇌관을 써야만 

4세대를 맞은 화약은 탄광 부문이나  

금속광산 부문에서의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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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매우 안전한 폭약이었다. 토목이나 건설, 광산 등지

에서 널리 쓰인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노벨은 곧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처럼 ‘둔감

한 폭약’은 군사용 무기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다이너마이트는 연기

가 많이 났고, 폭발력도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에 비해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설령 

무기로 쓴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명 살상보다는 포대, 진지의 폭파 등에 제한적

으로 이용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리하여 노벨은 적극적으로 군용 화약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 다이너마이트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용 폭약 ‘바리스타이트(Ballistite)’를 1888년에 내놓았다. 연기가 나지 

않는 이 무연화약(無煙火藥)은 소총, 대포, 기뢰, 폭탄 등에 널리 쓰일 수 있는 현대

식 총포용 발사약을 제공한 것이다. 노벨은 평화주의자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전

혀 다르게도, 이 새로운 군사용 폭약을 대량생산하고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해 유

럽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화려한 불꽃놀이의 과학

매년 가을 서울 여의도에서는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열리고,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행사의 개·폐막식이나 축하 이벤트, 기념일 등에 불꽃놀이가 자주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색과 모양 

두 가지다. 먼저 불꽃의 색은 연소와 불꽃반응이라는 현상으로 구현되는데,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격렬하게 결합하는 것이고 불꽃반응이란 연소하면서 특유의 불꽃색

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불꽃반응은 물질의 스펙트럼 분석 등에도 쓰이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뜨겁게 가열되어 에너지를 받으면 빨강, 노랑, 녹색 등의 특정 파

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불꽃의 모양은 이른바 ‘성(星, 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폭발의 핵 역할을 하는 무

명씨 등을 넣고 발연제, 색화제 등을 혼합한 화약을 입혀서 만든 것이다. 또한 불꽃

놀이를 위해 공중에 쏘아 올리는 포탄 비슷한 것을 ‘연화(煙火)’라고 부르는데, 공 

모양의 껍질인 옥피의 안쪽에는 할약이라는 화약을, 할약과 옥피 사이에는 성(星)을 

채워 넣어서 만든다. 그리고 할약에는 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 발사와 동시에 도화

선에 불이 붙으며 도화선이 다 타들어간 이후, 일정 높이에서 할약과 성이 연소되

면서 화려하고 다양한 불꽃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꽃이 폭발하는 것을 꽃이 피

는 것에 비유해 개화(開花)라고 하는데, 연화의 내부 구조에 

의해 모양이 달라지면서 ‘국화’, ‘야국’, ‘링’ 등 다양하게 연출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불꽃놀이에 접목되는 추세인데, 

발사용 화약에 불을 붙이는 기존의 방식을 대신해 백금선의 

저항열을 이용한 전기점화장치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연화

에 컴퓨터 칩을 장착해 개화 시간 등을 정밀 제어하고, 발사

의 통제에도 컴퓨터를 작동해 보다 화려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불꽃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화약의 미래는...?

화약 무기의 폭발력은 물론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무기들이 

선보이면서 군사 무기로서 화약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 기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전

망에 최근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것이 드론 등에 총기류를 

탑재, 무인 전쟁시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실

제로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화약 무기를 드론이라는 이

동수단과 접목시키는 방안은 군사무기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다.

화약의 평화적인 이용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광산의 발파작

업이나 불꽃놀이 이외에도 다양한데, 토목 분야에서 낡은 건

물을 허무는 데에도 화약이 쓰인다. 즉 화약에 의한 발파해

체공법은 해체시간이 10초 내외로 매우 짧기 때문에 기존 철

거방식에 비해 소음, 분진 등이 줄어들고 비용도 적게 들어

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합시

키는 데에도 화약이 쓰인다. 즉 화약의 폭발로 생성되는 높

은 충격에너지를 이용하는 클래딩(Cladding) 작업인데, 이렇

게 만들어진 금속소재는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화학 플랜

트나 발전소 설비 등에 이용된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비

롯한 기존의 화약들도 매우 높은 폭발력을 지니는 것들과 아

울러 발파 진동과 소음을 최대한 줄인 미진동 화약, 조절발

파용 폭약 등 다양한 신제품들로 발전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어느덧 4세대를 맞은 화약은 탄광 부문이나 

금속광산 부문에서의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분야에

서의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화약을 신장결석의 

의학적 시술에 이용하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다. 

폭약 및 살상 무기로서의 화약이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연

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화약의 재발견은 이미 시작된 셈

이다. 또한 용접가공에 화약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

다. 국가기간산업인 화약 공업을 필두로, 앞으로는 화약이 

파괴 보다는 건설과 의학 등의 분야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

하길 기대해본다. 



글·사진  김영규 이언그룹 대표    사진출처    OXO·Pathlighter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총 인구 중 7%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니어를 위한 환경이나 제품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추세가 시니어 시장에 적용된 

사례와 공략을 위한 전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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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 다른 現 시니어 세대, 특성 정확히 파악해야

같은 65세의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차이가 있

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니어 세대를 한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파악할 때 연령만 고려하기보다는 생물학

적, 정신적, 사회적 관점 등으로 나눠 접근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세대의 특성을 일반화해서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여성 화장품을 기초와 색조만 나누는 것과 같다. 시니어 세대의 다양성을 상

품 기획과 개발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니어 세대의 니즈를 구체적

으로 밝히고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시니어 세대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직접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

떻게 지내는지 관찰해야 한다. 건강, 미용, 청소 등 다양한 용품 중 시니어들

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

이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건강용품이라고 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건

강용품의 실사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욕실이나 미용용품은 실사용

률이 30%를 넘는다. 또한 ‘시니어들이 건강용품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

용할까?’라는 질문에 직관적인 생각은 아마도 혈압계나 혈당계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절반 이상의 시니어들은 찜질팩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

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실제 비즈니스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시니어들의 쇼핑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주로 이뤄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형마트인지 인근 상점인지, 실용형 구매인지 여유시간 활용형 쇼핑인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들은 주로 목적성 위주로 1시간 이내의 빠른 

쇼핑을 선호한다. 또한 매장 내 프로모션에 보이는 관심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주 중에는 개인·소형 슈퍼마켓에서 주로 물건을 사

지만 주말에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 월 2〜3회 정도의 빈도가 가장 일반적

이다. 쇼핑을 할 때 50% 정도는 걸어서, 30% 정도는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20%가량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시니어 소비자들도 세련된 제품을 선호한다

시니어 시장을 공략할 때 고려할 만한 전략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기능을 담

되 디자인적으로는 모든 연령에 어필할 만한 개성을 갖는 것이다. 기능적으

로는 시니어 세대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디자인 

면에서 결코 젊은 감각에 뒤지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면 시니어 세대 공략이 

한층 쉬워질 수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연구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새롭

게 갖추는 회사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전사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 주방용품 제

조업체인 옥소(OXO)를 들 수 있다. 옥소는 회사 미션을 ‘고객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립하고 850개에 달하

는 전 상품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OXO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

다. 옥소의 디자이너 Patricia Moore는 젊은 시절, 수년 동안 시니어 생활을 

직접 체험해서 ‘Good Grip’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옥소 직원

들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해결사를 자처하며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고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다. 그 결과 옥소는 시니어 주방용품 시장

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했다.

일반적인 상품 제작 프로세스와 유니버셜 디자인 상품 제작 프로세스의 가

장 큰 차이점은 시니어 세대를 제작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노년층의 니즈

를 여과 없이 반영한다는 점이다. 시니어 세대가 디자이너와 직접 대면해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시니어 세대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고 상품 개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점이 중

요한 것은 대부분의 상품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이미 조사된 시니어 세대

의 니즈’를 쉽게 받아들이고 상품 개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사인 AT Kearney가 발표한 시니어 세대의 니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건

강상 이점 및 환경적 요소는 구매 패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건강 증진만 염두에 두고 상품을 개발해온 기존 기획자들이 실제 상황을 얼

마나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도 시장의 변화, 

젊은 인구 증가 및 세계화

한국 브랜드는 90년대부터 다

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일찍 진출한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무

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만 K-Pop은 통하지 않는 모순

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복잡한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한 다섯 가지 시장 변화 계기를 통해 시장을 

파악해본다.

첫째, 인도는 1991년에 사회주의 경제가 개방 경제로 

바뀌었고 그후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했다. 하지만 아

직도 사회주의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곳곳에 숨어있

다. 둘째는 가파른 경제 성장과 조세제도 개혁. 2000

년 이래 매년 7~8%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 그리고 

10여 년의 논쟁 끝에 최근 시행된 GST(상품용역세)라

는 혁신적인 조세개혁은 16개의 복잡한 세금체계를 

하나로 단순화시켜 매년 2% 이상 추가적인 경제 성장

이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에 강한 젊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다. 인도

의 평균 나이는 26.7세(한국 40.3세)로 젊은 인구의 비

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이런 디

지털에 친숙한 젊은 경제 주도 인구층의 증가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소

비 트렌드를 주도하며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1년까지 

매년 평균 3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 넷째는 세계화

다.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

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능통하고 글로벌 마인

드를 갖춘 고급 인력을 활용해 인도를 세계 진출의 교

두보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영

국계 인도 2위의 통신사 보다폰(Vodafone)도 인도 진

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었다. 미국 농

기계 전문회사 디레의 경우, 인도를 교두보로 인도 내

수는 물론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

히 IT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미국과 선진

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3.5%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길거리 상가보다는 인터넷 상점을’

다섯째는 인도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기는 IT 붐이

다. 특히 IT 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

했다. 기업가들은 쉽게 창업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기

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에 열광하는 젊은 

기술자들은 보다 쉽게 직장을 잡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구매를 시도하는 충실한 소비

자로 키워졌다. 산업 규모면에서도 IT산업의 시장 규

모는 2015년에 비해 9.2% 성장한 1,600억 불, 전 세계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이른다. 규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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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규모와 인구 수 등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인도 시장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2016년 인도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과거 자신들을 지배한 영국을 추월해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자동차 생산도 한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섰다. 경제 성장률은 6.6%로 중국 6.7%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2020년까지 연간 7~8%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Insight

글      권기철 「젊은 인도」 저자,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前 현대차 인도법인 마케팅 담당

마지막 기회의 땅, 
인도 시장을 선점하는 법



에서는 한국과 비견될 바는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성장성이다. 즉 한국은 성장보다는 정체 내지

는 미미하게 성장하는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인

도는 2009년 이래 매년 평균 10%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IT산업 내에서 IT서비스 부문이 HW 부

문보다 무려 5.7배 이상 큰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는 HW가 강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

회 요소다.

인도의 IT 붐은 인도 사회에 ‘길거리 상가보다는 인터

넷 상점을’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산업의 변화를 이

끌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편승한 인도 디지털 산업

은 전 세계 2위의 휴대전화 보급율(약 7억 명이 사용),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세계 3위) 등 양적

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하지만 누구도 인도의 산

업과 경제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

다. 인구에 비해 IT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겨

우 경제 발전에 눈을 뜬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특성과 니즈를 분석해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 진출할 것  

인도에 진출한 기업 수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일본

의 10분의 1도, 중국의 80분의 1도 되지 않는 불과 500

여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인도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또한 인도라는 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과 목

적이 불분명하고 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기 힘든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들과 접촉 기회도 많지 않기에 상·

관습을 비롯한 인도인의 특성 파악이 힘든 것도 인도

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 인도 진출을 꿈꿨지

만 포기한 기업인들과 만나보면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

성도 많이 이야기한다. 인도는 데이터만으로 절대로 이

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데이터 정확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있는 데이터로도 시장 파악이 쉽지 않다. 거

시적인 데이터는 여러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그 

데이터에 숨겨진 기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의 모 중소 IT기업은 인도 전자결제 시장

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차에 

90% 이상이 선불폰인 인도에서 소비자의 니즈가 높

은 통화 잔량을 보여주는 간단한 앱을 개발해 사용자

를 모으기만 하면 인도의 투자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우선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진출 초기엔 수익모

델이 없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간단

하고 사용자 니즈가 큰 애플리케이션이었기에 수백만

의 사용자가 확보되자 일본 소프트 뱅크 등의 투자를 

받았고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인도 전자결제 사업자

로 선정되어 성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 진출 목표

를 선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 특성과 니즈

를 분석해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 시장에 진출해서 최

종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이다. 만일 초기부터 전자결

제에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기존 전자결

제 강자들에 밀려 사용자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언급한 ‘If you can win in India, 

you can win everywhere(인도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의 역설은 성공하면 과실은 

크지만 그만큼 인도 시장 진출이 만만치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마지막 기회의 땅,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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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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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길바닥에 낙엽 하나만 굴러도 가슴이 쿵쾅대는 가을…. 

배낭 하나 둘러매고 어디로든 떠나야 할 것 같은 날들이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해진 공기가, 끝없이 올라간 

파란 하늘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SNS 사진들이 모두 유혹이다. 

당신의 가을여행지는 어디쯤인가?

글·사진   이승태 여행작가

고 산  초 원 에 서  만 난  은 빛  바 다
정 선  민 둥 산  억 새  산 행



고산 초원에서 만난 은빛 바다, 정선 민둥산 억새 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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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으로, 민둥산역으로

“덜컹- 덜컹-” 

속도가 줄고 바퀴소리가 더 커진 것을 보니 기차는 아까부터 꼬불꼬불한 구간을 달리고 

있나보다. 곤한 잠에서 깬 것도 그 즈음이다. 실눈을 떠 차창 밖을 보니 골짝 건너로 하늘

까지 높아진 산이 거대한 벽처럼 서 있다. 함백산에서 발원해 고한, 사북을 거쳐 남면 가수

리에서 동강으로 스며드는 지장천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다. 산골 오지 ‘정선’에 들어섰음

을 모든 풍광이 말해주고 있다.

잠시 내리막길을 달리던 기차가 멈춰선 곳은 ‘민둥산역’. 환한 얼굴의 역무원은 본래 ‘증산

역’이었는데, 2009년 9월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친절한 설명을 한다. 기차역 이름을 바꿀 

만큼 민둥산의 위상이 어마무시해진 듯하다. 청량리역을 출발해 원주, 제천, 영월을 지나 

세 시간 만에 민둥산역에 도착한 정선아리랑열차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등산객 한 무리

를 내려놓고는 종착지인 나전역을 향해 미끄러지듯 꽁무니를 감춘다.   

산골 오지마을 ‘발구덕’

새벽에 집을 나섰는데 벌써 정오가 다 된 시각. 역을 빠져나와 곧장 민둥산으로 향한다. 민

둥산을 오르는 길은 크게 네 곳. 민둥산역에서 가까운 증산초등학교를 들머리로 하는 제1

코스와 OK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제2코스, 민둥산로를 따라 좀 더 들어선 억새꽃팬션 앞에

서 발구덕까지 차량을 이용해 접근하는 길도 있다. 그리고 반대편 삼내약수에서 오르는 제

3코스가 있다. 비교적 긴 3코스는 교통이 불편하고, 억새꽃팬션 앞에서 발구덕으로 가는 

길은 ‘억새꽃축제’ 기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면 차량이 통제된다. 



길은 시작부터 코가 땅에 닿을 만큼 가파르다. 30분쯤 힘들게 

오른 후에야 멋진 소나무들이 늘어선 능선에 닿았으니 만만찮

은 코스다. 

산행을 시작한 지 40여 분만에 모습을 드러낸 발구덕. 10여 년 

전에 찾았을 땐 산골짝 밭뙈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집 한두 채

가 고작이던 오지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든

다. 성황당 아래에 있던 오두막엔 ‘거북이쉼터’라는 매점이 들

어섰고, 마을 끝에도 몇 곳의 가게가 영업 중이다. 기둥 하나 

똑바로 선 게 없지만 팥배나무 아래서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

는 파란 대문의 성황당이 반갑고, 녹슬고 이 빠진 함석지붕을 

인 채 뼈대만 남은 배추밭의 폐가가 발구덕의 옛 모습을 짐작

케 한다.

돌리네? 우발라? 신비의 땅 민둥산

‘발구덕’은 ‘둥글게 움푹 꺼져 들어간 곳’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다. 해발 800m쯤 되는 이곳은 이런 깔때기 모양의 구덩이가 

여덟 개나 되어서 ‘팔구뎅이’로도 불린다. 아닌 게 아니라 이곳 

민둥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땅이 움푹움푹 꺼진 신기한 지형을 

자주 만나게 된다. 제주 오름의 분화구를 쏙 빼닮았다. 물이 빠

져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데도 물은 고여 있지 않다. 그것은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서 그렇다. 이러한 웅덩이 모양의 지

형을 ‘돌리네’라고 하며, 두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것은 

‘우발라’라 부른다. 돌리네와 우발라가 발달한 곳 지하엔 어김

없이 석회동굴과 싱크홀 같은 독특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설명이 민둥산 곳곳에 붙어 있다. 해설판을 읽다보니 산을 오

르면서 유식해지는 느낌이다.    

성황당에서 왼쪽의 임도 따라 들어선 곳에서 1코스를 만나 다

시 산을 오른다. 한 번만 더 치고 오르면 정상부 능선. 그러나 

이곳 또한 경사가 만만치 않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20분쯤 더 

올라서야 억새밭이 시작되는 전망대를 만난다. 이젠 힘든 구간

을 다 지난 터여서 모두들 안도하는 얼굴빛이다. 그야말로 ‘고

생 끝, 행복 시작’인 곳. 

  웰빙한방마을

 

 주소_ 강원 정선군 남면 도원1길 3

 영업시간_ 9:00~22:00(연중무휴)

 연락처_ 033-591-1380

 가격대_ 돌솥곤드레밥 10,000원 / 한방닭백숙 50,000원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길은 제1코스. 1코스는 다시 곧장 정상으로 향하는 가

파른 길과 발구덕마을을 거쳐 정상으로 가는 길, 좀 더 둘러가는 비교적 완만

한 길 세 가지로 또 다시 나뉜다. 필자는 1코스로 내려올 작정으로, 그동안 가

보지 않았던 2코스를 들머리로 삼았다. ‘시루봉 옛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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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생산된 재료로 지은 건강한 밥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무려 열네 

가지나 되는 반찬이 네모난 도자기 그릇에 담겨 맛깔나게 상이 차려지고, 

가운데엔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가 놓인다. 여기에 향 좋은 곤드레 나물을 

듬뿍 넣어 갓 지은 돌솥밥이 나온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메뉴판이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개되어 있어서 외국 손님을 모시고 찾기에도 

좋다는 것. 민둥산역에서 가깝다는 것 역시 장점. 후식으로 나오는 오미자차도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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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초원에서 만난 은빛 바다, 정선 민둥산 억새 산행

••

밟자니 아깝고 참자니 애타는 길

전망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은빛 억새의 춤사위. 힘들게 오른 보상 이상의 멋진 풍광

이 눈앞 가득 펼쳐진다. 그 눈부신 억새밭을 가르며 꿈에나 본 듯한 길이 정상으로 나 있다. 

알록달록 고운 옷을 차려입은 등산객들의 표정 또한 억새꽃대궁만큼이나 환하고, 모두 저

마다 모델이 되어 그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느라 바쁘다. 

정상의 널찍한 목재 데크는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는 이들로 이미 만원. 

놀랍게도 데크 한쪽에서 어묵과 부침개 등을 팔고 있다. 그것도 두 곳에서. 세상에! 빈 몸으

로 오르기도 힘든 이 산에 저 짐을 어찌 다 올렸을까? 어묵꼬치 하나가 2,000원으로 세상

에서 제일 비싸지만 충분히 납득이 간다. 종이컵에 뜨끈한 국물과 어묵꼬치 하나를 꽂아 들

고 주변을 둘러본다. 사방 어디라도 켜켜이 쌓인 산들…, 과연 산의 나라 강원도다.     

민둥산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증산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하는 제1코스로 오른 많은 

이들이 정상까지 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내려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민둥산 산행은 정

상에서 북쪽의 지억산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몇 개의 돌리네가 모여 이룬 억새 지대를 

한 바퀴 돌아야 진짜배기다. 이 지역을 돌면서 보는 민둥산의 억새가 제대로다. 광활한 억

새밭을 감상하며 걷는 이 길은 세상 그 어떤 길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근사하다.   

<그리움으로 걷는 옛길>을 쓴 안치운은 그의 책에서 점봉산 곰배령 꽃길을 ‘그 사이로 난 

작은 길은 밟자니 아깝고 참자니 애타는 이승 최고의 길’이라고 했는데, 민둥산의 억새꽃길

도 감히 그에 비길 만하다. 빛의 조화가 이처럼 오묘하게 변해가는 곳이 또 있을까! 드넓은 

억새밭 위로 바람이 분다. 억새의 흐느낌이 황홀한지, 가을바람이 아름다운지 분간키 힘든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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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흥길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은 
동반성장, 동반행복에서부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이며 지향점이다’라고 설파했듯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 질 높은 삶,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 이를테면 정치, 경제,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기업의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기업 조직이 설령 이윤추구 동기에서 설립되었을지라도 

궁극적 목표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따라서 세상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우선 정치이념의 하나인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글자 그대로 백성 곧 국민(民)이 주인(主)이 되는 정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링컨은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가 민주정치이고 그

러한 정부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리고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리민복(國利民福), 즉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있다. 한편 경제(經濟)도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해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므로 경제의 궁극적 지향점도 결국 국민 즉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

는 데 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정치와 경제활동을 하느라 애쓴 사람들에게 쉬고 즐기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목적은 행복의 보금자리 제공

필자는 기업경영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관여하는 여러 관계자들 모두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을 ‘경업영민(經業營民)’, 즉 ‘사업이나 기업을 잘 꾸려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한자에

서 영(營)의 의미는 두 불(火) 아래 집 또는 지붕을 의미하는 갓머리가 있고 지붕 아래에는 방이 두 칸 있는 모습이다. 말하자면 밝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은 동반성장, 동반행복에서부터

••

게 비추는 불(light)과 따뜻하게 지피는 불(fire)이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안온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일찍이 일본 소니사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盛田召夫)는 “나의 경영이념은 소니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

하는 것이다” “직원에 대한 나의 최대 사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소니에 근무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영국 버진(Virgin)그룹의 CEO인 R.C.브랜슨도 “버진그룹에서는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 의욕이 넘치고 행복한 직

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헌신적이면서 의욕이 넘치면 승객들을 정

말 잘 모실 것이다. 그래서 승객이 행복을 느낀다면 다시 우리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주들도 행복해진

다.” 사우스웨스트항공사 창업자인 허브 캘러허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행복한 직원은 성과도 높다 

미국 뉴캐슬 대학의 캐서린 더글러스 박사와 피터 로울린슨 박사는 ‘행복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젖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 각각의 이름만 불러주어도 3.5%의 우유를 더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업

가나 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직무 만족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고 행복한 직원의 성과도 높다.”는 가정을 뒷

받침하기에 충분한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 경영대학원의 알렉스 에드먼즈 교수는 그의 논문에

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의 투자수익률도 높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회사는 동반행복의 공동체

회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ny’의 어원을 풀어보면 com+pan+y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두사 com은 ‘함께

(together)’라든가 ‘함께 나눈다(to share)’의 의미이고, 가운데 pan은 라틴어로 빵을 의미하는 panis에서 온 것이다. 이 라틴어 panis

가 불어로는 pain(뺑)이 되고 스페인어로 pan, 포르투갈어로는 pão(빵)이라고 한다. 끝의 접미사 y는 보통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와 같이 어떤 실체를 지칭하거나 identity와 같이 속성을 뜻하는 단어에 붙는다. 이렇게 풀어보면 company가 내포하고 있

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회사란 빵, 즉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다. 기업가나 경영

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 협력업체나 지역사회, 국가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도외시 하면서 이익창출에 여념이 없거나 기업의 성장 

발전만을 고집한다면 그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을 해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와 윈-윈 하는 가운데 동반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업조직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조직

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에 높은 성과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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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맥줏집, 주점업 vs 제조업

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통해 5~75㎘로 제한했던 저장조 시설 기준을 120㎘까지 확대하고 소

규모 맥주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해당 영업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고량별 주세 경감률 대상 범위도 대폭 늘려 세제 혜

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소규모 맥

주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는 물론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자 시장 활성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

아졌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아무리 가게를 찾는 고객이 많더라

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고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려면 정책 자금이나 마케팅, R&D 지원, 벤처기업 인증 등의 정부 지

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조자가 직접 만든 맥주를 소비자에게 

파는 대부분의 소규모 수제맥줏집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 지원책은 ‘주점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주

는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그 대상이 소매점인 경우 

제조업(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3)으로 분류되고,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에는 ‘주점업(5621)’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시장 활성화 대책과 행정기준의 균형 맞아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맥주에 대해서는 판매형태와 관계없이 ‘제조업’로 인정

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행정 목적에 맞

춰 개정하는 것은 국제 비교성과 통계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

한 맥주 제조업과 주점업이 결합·수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부문에 맞춰 업

종을 분류하는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우(제조 후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와 음료서비스업 비

중이 높은 경우를 동일 분류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조업’ 분류를 수용

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을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수제맥주 제조업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

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책을 받으려면 직접 운영하는 수제맥줏집 외에 외부 판매용 사업자를 추

가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 활성화 대책과 행정기준이 따로 노는 불합리

한 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국의 바이엔슈테판이 다수 나오지 않을까?   

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규모 수제맥주시장이 핫하다. 

얼마 전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 맥주기업이 만든 

수제맥주로 호프 미팅을 진행한 뒤 

수제맥주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때를 맞춰 이른바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제맥주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 위촉으로 임명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대신해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4,500여 건의 규제를 

발굴·처리하고, 2,6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 10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유관 기관 2명, 금융·인력·기술·판로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온라인: www.osmb.go.kr 전화상담: 대표전화 02-2100-4900  

 기술 02-730-2461 / 판로 02-730-2496 / 인력 02-730-2472 / 창업 02-730-2497 / 입지 02-730-2472

직접방문: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 

내가 만들어 내 가게에서 팔면 주점업? 

내가 만들어 남의 가게에 팔면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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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철저한 관리가 효과적인 예방법

2015년 국내 영업비밀 판결문 분석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소송에

서 승소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손해배상만 인정되는 데다 소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2차적인 피

해 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평소 비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그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사전에 비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업의 現 영업비밀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업비밀 교육·설명회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로부터 ‘우

리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밀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인력과 비용만 

충분하다면 비밀 관리성 입증 시 유리한 높은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를 제안하겠지만 인력과 자

금 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즉답하기 어렵

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그 기업의 상황을 바로 파

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업의 다수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의 개선

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수

행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 현황 진단 뒤 알맞은 개선방안 제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5가지 분야(정책 

관리, 취급 관리,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기술적 관리)에 대해 임직원의 설문을 통해 현황을 진

단한 뒤 분야별 취약점 및 종합 등급을 제시한다. 기업의 現 업무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단계별 이행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전문가가 제시한 관리방안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18종) 및 규정(2종) 제공, 사내 규정·서식 검토, 영업비

밀 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후속 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내 정책 및 규정 등의 정비가 시급

한 경우 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관리체계 위주의 컨설팅을, 기술적·물리적 보안 개선이 시급한 

경우 보안전문가를 통한 정보 보안 위주의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기기 제조사인 A사 대표이사는 최근 창립 멤버인 기술연구소 총괄 책임자와 해당 부

서 중간 관리자가 줄줄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임직원 대상 경업 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내 비밀자료를 관

리하면서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도 막을 수 있었다고 얼마 전 고마움을 전해온 사례가 있었다. 

글        영업비밀보호센터   

“납품단가 인상 제안에 협력업체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중소업체 

설계도면 빼돌려 똑같이 제작”.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아직도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현주소가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단죄하고자 정부에서는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입법을 발의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몰고 올 

수많은 영업비밀 자료를 법으로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호관리 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 분쟁 초동대응 법률자문, 영업비밀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특허청 비용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표번호(1666-0521) 또는 이메일

(tsep_help@kipi.or.kr)로 문의하면 된다.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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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하며 축배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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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을 말하다

••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더욱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을 여는 혁신기술,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인재’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글       김지원      사진     김희진, 황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을 말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주인공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의 특설무대에서는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개막식 및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중소

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

장,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 한국산학연협회 박홍석 회장, 대한

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내빈이 입장하면서 행사는 막을 올렸다.

먼저 성명기 회장이 개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성명기 회장은 “이번 중소기업기

술혁신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소기업 행사”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히고,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이 속도를 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일한 해법은 기술혁신”이라며 중소기업의 과제를 진단했다. 아울러 “기술혁신 

기업을 대표하는 이노비즈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발걸음을 맞출 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 앞서 ㈜쎄믹스의 유완식 대표(은탑산업훈장), ㈜유성화학

의 류창열 대표(동탑산업훈장), 배재대학교 정회경 교수(근정포장), 한국신호공사 김

덕수 대표(산업포장) 등 8명의 주요 훈·포상자들에게 상패를 건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상기업과 수상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거론하고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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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키운 중소기업”이라고 소개하면

서 존경의 마음을 밝혔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라

고 정의하고,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는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경쟁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3만 불의 문턱을 넘는 데 중소기업이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면서 행사에 참가한 모두의 성공을 빌었다.

우리 곁의 기술혁신 기업이 열어가는 미래

뒤이어 비전 선포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2분가량의 인포그래픽 영상을 통해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의 역사와 성과가 소개됐다. 이윽고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도약의 핵

심인 중소기업인, 미래 기술혁신의 주역인 기술인재, 기업과 기술인재의 협력기관 

대표 관계자 11명이 무대에 올라 11개의 터치버튼 앞에 섰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

춰 11명이 일제히 버튼을 누르자 이노비즈협회의 3대 비전이 고지됐다. 

‘기술혁신이 만드는 20만 건강한 일자리’ 

‘밝은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3만 기술혁신 기업 육성’

‘세계를 품는 기술혁신 기업의 국제 표준모델 개발 및 확산’

세리머니와 함께 비전 선포식이 마무리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스 순시에 나섰

다. 모두 5개 전시관의 5개 부스가 마련돼 있었다. 첫 순서는 기술체험관의 ㈜유디엠

텍으로 로봇 기반 실감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을 전시해 VR 가상 제조현장을 체험

했다. 두 번째로는 사업포장을 받은 중소기업기술혁신관 한국신호공사의 부스를 방

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과 직접 관계된 혁신제품에 큰 관심

을 표하고 오랜 시간 부스에 머물면서 김덕수 대표와 대화했다. 특히 교

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따른 시민 불편에 공감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행보이니만큼 힘 내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후 산학연협력관 한남대학교 ㈜JSK바이오메드 부스, 기술보호관 

지란지교소프트 부스, 기술인재관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부스를 

차례로 더 둘러보았다. JSK바이오메드 부스에서는 현재 미용기술

로 활용되는 레이저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

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지란지교소프트 부스

에서는 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청했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당찬 목소리로 ‘말하는 화분’을 소

개했다.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으로 수분이 부족할 경우 물 부

족 경보음을 내는 화분이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학생들의 요청

에 성큼 다가가 화분에 물을 주기도 했다. 미래의 기술주역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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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의 부스 순시 뒤에는 개막식 및 비전 선포식 2부로 시상식이 계속됐

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은 무대에 올라 기술혁신, 기술인재, 기술보호, 

품질혁신, 동반성장 분야의 정부 포상 47개, 같은 분야 기관 표창 144개 관계자

에게 표창했다.

시상식 무대는 온전히 우수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그 관계자들만을 위한 자리로 

환호와 박수로 채워졌다. 시상식이 끝나자 무대와 객석 곳곳에서 기념촬영이 이

어졌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전시와 부대행사

2박 3일간의 전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관을 비롯해 산학연·기술인재·기술

보호 등 테마별로 7개관 332개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기술체험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가상현실

(VR)과 실물 로봇을 통해 가상으로 시연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포럼’, ‘기

술보호 컨퍼런스’, ‘품질혁신 컨퍼런스’ 등과 함께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구매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마케팅 전략 세미나’ 등

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각 부스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최신 기

술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만들어낸 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기술이 다양하게 소개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혁신, 기

술과 일자리가 만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세미나A, 세미나B, 상담관에서 열린 부대행사는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첫

날 세미나A 섹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포럼’은 이번 행사의 주제를 강화하

는 한편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게 했다. 포럼의 총 3개의 세션 중 첫 세션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

훈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을 바꿀 3대 기술’을 소개했다. 정지훈 

교수는 IT리서치 기업인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10대 기술’을 펼쳐들었다. 특

히 다른 해와 다르게 10대 기술을 항목별로 소개하지 않고 테마와 흐름으로 제

시하고 “미래의 기술은 하나씩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설했다.

Intelligent, Digital, Mesh의 3대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미 몇 해 전 학술적으

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실현가능해진 기술이 많다”고 말했다. 그

리고 “몇 년 내로 미래 산업의 플랫폼 세력 구도가 완성될 것”이라면서 “4차 산

업혁명 관련 산업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망설일 틈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의 활용도 중요한 문제

‘4차 산업혁명 포럼’의 나머지 두 세션은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배경한 부단

장의 ‘스마트공장 미래 트렌드와 발전 전략’과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이규봉 부

회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현장 시스템과 운영 사례’를 주제로 했다. 

배경한 부단장은 “스마트공장은 이미 일선에 속속 투입돼 있는데, 아직도 먼 곳 

이야기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고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방법, 즉 살아남는 기술은 스마트공장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규봉 부회장은 “당장 빅데이터의 활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30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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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된 제조실행시스템(MES)조차 적용하지 못한 곳들도 많다”고 제조현장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제조실행시스템은 설비가 관리자들에게 전하는 정보를 

무척 많이 담고 있다”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활용될 기술이기에 지금이

라도 도입하지 않은 곳에는 도입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시 첫날 상담관에서는 ‘한-이란 협력기업 매칭 컨퍼런스’가 마련됐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과 이란의 수요·공급기술과 관련해 기업 간 직접 대면하

는 심층상담의 장으로, 양국 기술교류의 ‘Quick-Win Success’ 창출을 목적으

로 했다. 이란의 10여 개 기업, 한국의 5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총 5차에 걸친 

1:1 상담을 마쳤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과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성과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류

전시 이틀째 날, 상담관에서는 기술협력과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가 마련됐

다. 상담관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공공기관 기술혁신 지원 상담회와 해

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가 꾸려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공공기관 기술

혁신 지원 상담회’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 관계자가 멘토가 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창구였다.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

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

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KOSBIR. 이에 참가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에 관한 상담에 자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

업은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조언을 듣고 혁신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해외 바이어 초청 중소기업 매칭 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수요처 

신규 발굴과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됐다. 이 같은 행사는 ‘중소기업 전

략기술 로드맵 공청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매출 상승을 위한 마케

팅 전략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

과와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2박 3일간의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해준 것은 물론 규제혁파와 기술보호, 상생을 통해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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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기업명 수상자

은탑산업훈장 ㈜쎄믹스 유완식 대표

산업포장 한국신호공사 김덕수 대표

대통령표창 ㈜쉬엔비 강선영 대표

대통령표창 오마샤리프화장품㈜ 김도영 대표

대통령표창 부호체어원㈜ 김상철 대표

대통령표창 ㈜세화하이테크 김종혁 대표

대통령표창 ㈜파이온텍 김태곤 대표

대통령표창 ㈜아이브이티 임철환 부사장

국무총리표창 ㈜삼원산업사 김갑영 대표

국무총리표창 ㈜피에스테크 김동준 대표

국무총리표창 ㈜엠에스씨 김동현 회장

국무총리표창 ㈜박스코 김호성 대표

국무총리표창 ㈜윈플러스 변태웅 대표

국무총리표창 ㈜우리메카 우용운 대표

국무총리표창 ㈜타이탄플랫폼 윤재영 대표

국무총리표창 ㈜세종이엔씨 이동원 이사

국무총리표창 ㈜케이웍스 최종선 대표

국무총리표창 ㈜휴먼케어 한치영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스킨사이언스 고영산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바로텍시너지 구칠효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휠라인 금동옥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유창하이텍 김강식 전무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케이원에코텍㈜ 김종학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에이티이엔지 박승태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오션이엔지 박종수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바이원 배석일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자인 서효석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코인텍 용석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이건테크 이경순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비케이바이오 최혁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스티 공현우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승의료기기㈜ 노재혁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노텍 방건동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비앤알㈜ 배경철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쓰리에스솔루션 엄태상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씨에이텍 이대석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제이엠㈜ 이문용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삼성 이상철 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비아이엔솔루션 이승엽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에스피앤지㈜ 이정림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제이앤코슈 장유호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시솔 정금희 대표

혁신대전 포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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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 최고경영자들이 책을 읽는 방법, 독서 토론

서른 번째 독서토론회가 열리는 날 늦은 오후, 삼삼오오 CEO들이 모여들기 시

작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은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열리

는 CEO들의 독서토론모임이다. 보통은 빈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늘은 독서토론회 회원인 강동길 대표의 새로운 사업체 소셜 프라이빗 다이

닝 ‘만보사’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서 모였다.   

“대개 CEO들은 모임을 할 때 골프나 술을 즐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책이라는 

것을 매개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대

표 한 두 명과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눴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회원

수가 30여 명에 달할 만큼 큰 모임이 됐죠. 사실 CEO가 책 한 권 읽지 않고 회

사와 자신을 경영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는 것이고요. 저희 독서토론회는 로마와 그리스를 

주제로 한 이야기부터 사마천 등 다양한 책을 선정합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 회장 김유홍 대표는 독서토론회라고 해

서 책만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이순신 장군, 다

산 정약용처럼 역사적 인물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기행을 떠나기도 했고, 올해

는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등 해외로까지 역사탐방을 떠났다.  

이 달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작가 유발 하라리는 40억 년간 자연 선택의 지배를 받아온 인류

가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을 통해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토록 격변의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 그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독서토론회 회

원들은 작가가 던지는 화두에 각자의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꺼내놓

기 시작했다.

미래의 변화, 현재의 행복, 인간의 본질을 고민한 시간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영구불변의 진리가 세상은 끊임

없이 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측해본 적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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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는 때 더 큰 깨달음, 더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다는 

CEO들. 다른 사람의 시선, 사고를 통해 또 하나의 세상에 눈뜨는 즐거움을 알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독서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논했다. 소리 없이 내리는 가을비조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던 그날의 시간 속으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

함께 책 읽는 
CEO들 

글       정임경      사진     이성원



함께 책 읽는 CEO들 

••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전혀 두렵지 않다’며 말을 이어나

갔다. 

“가끔 암벽 등반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요. 물론 조금 무섭

습니다(웃음). 하지만 무서움을 넘어서는 것이 호기심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참 재미있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성명기 협회장만이 아니었다. 김상배 대표는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어쩌면 미래 세대는 아이조차 엄마의 자궁이 아니라 자궁 밖에서, 우

수한 유전자로 조합된 채 분양되는 사회를 살지도 모른다며 기상천외한, 어쩌

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생각들을 펼쳐 놓기도 했다.  

이어서 김영빈 대표는 유발 하라리의 열렬한 팬임을 밝히며 최근 경기여고에

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저자와 나눈 이야기를 풀어놓아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가 그에게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을 알 때 가장 행

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스스로를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지

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발 하

라리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

로운 사피엔스로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고 살라’는 것

아닐까요?”   

많은 회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멘트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함께 읽기를 통해 깊게 읽는 사람들

과학혁명, 나노로봇, 인공지능, 새로운 인종 등 수많은 단어로 점철된 독서토론

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변화 앞

에 홍의숙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역설하기도 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다름 

아닌 순간순간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고, 

또 나름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으면서도 다소 진지했던 시간. “독

서토론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또 나눌 수 있겠어요. 독서토

론이야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독서토론회 회장 김유홍 대표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

덕였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독서 또

한 누군가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다면 더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들처럼.  

케이블 전쟁

강병준·전지연 / 이콘 

현재 방송기술의 발달과 제작인력의 고급화로 인해 

콘텐츠의 질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최근에는 1인 

방송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예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생겨났고, 케이블 업계에서는 지역 채널을 

중심으로 한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산업의 

변화 덕분에 콘텐츠에 대한 니즈들도 다양해졌다. 이 가운데 

저자는 과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로 답을 찾아 나선다.

Questions, 성장하는 조직의 다섯 가지 질문

신경수 / 21세기북스

조직관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스타트업이든 장수기업이든 

사람이 모인 조직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된다. 저자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골치 아픈 리더와 

직장인에게 실용적인 팁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관리의 다섯 

가지 원칙을 분석해 이 책에 담았다. 다섯 가지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묻고 답하는 조직이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달의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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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토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 해소시켜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방문

지난 9월 27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우드메탈에서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

회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이노비즈기업을 격려하고, 일자리 관

련 제안사항 발굴하기 위해 연 행사였다. 

㈜우드메탈은 매년 10명 이상의 우수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친환경 사무용 가구 제조기업이다. 중

소기업으로는 드물게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2015년에는 친환경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올해에는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4년 

연속 제품혁신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감 없는 대화를 나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우드메탈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 격려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일자리 우수 이노비즈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정리     박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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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원하며  

••

장과 한국도키멕주식회사 조홍래 대표를 비롯, 이노비즈기업인들과 함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협회는 스케일업(Scale-up) 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 지방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간 

클러스터 구축,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책 추진, 사내 인큐베이

팅 활성화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T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

교육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스케일업·이노비즈기업의 노력에 격려를!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스케일업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성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스케일

업의 대표격인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업력 16년 이상의 예비 중견기업으로 지난 7

년 간 매년 3만개 이상, 약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

한 이노비즈기업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청년 기술인력을 지속 

채용하고 있다”며 “향후 신설될 고용탑 예비 수상 기업군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한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노비즈기업의 노력과 다짐에 감사

의 말씀을 전하며, “혁신적 기술이 없는 기업은 기존 시장을 잠식할 뿐 새로운 시

장,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혁신 없는 기업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린다”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시대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이노비즈기업들이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선도적 역

할을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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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 

ASEIC 신임 부이사장 취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2017 개최

  

 김세종 前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지난 9월부로 (재)아셈중소

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이사장 성명기)의 제3대 부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세종 신임 부이사장은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

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

직하면서 중소기업 연구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냈다. 이후 중소기

업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구 및 활동

을 수행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살려 ASEIC이 글로벌 환경에

서 ASEM 회원국 중소기업들의 에코이노베이션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세종 신임 부이

사장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우선 ASEIC에 근무하게 된 것

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ASEIC이 아시아-유럽 중소기업의 

친환경기술혁신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기대에는 다소 미

치지 못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ASEIC이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과 인

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

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중·장기적으로는 ASEIC을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글

로벌 진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기술혁신의 허

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외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유럽 지

역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노비즈협회

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이노비즈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

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앞으로도 ASEIC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EIC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 9월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

텔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

를 주제로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김찬우 외교부 기

후변화대사, 후마얀 카비르 방글라데시 산업부 차관을 포함한 ASEM 회원국 25

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혁신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

은 씨드(SEED)의 아랍 호발라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의 동력’에 대해서, 지속가능소비생산센터(CSCP) 우베 베버 팀장이 ‘지속가

능 소비생산과 순환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오후 분임회의에서는 국내 및 

해외 친환경 전문가와 관련 업종 중소기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사례 및 향후 전략,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확산을 위한 아셈 회원

국 간 정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 한해도 
분주히 

보낸 

(재)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ASEIC) 

(재)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ASEIC, 이사장 성명기)는 ASEM 회원국 내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과 지속가능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국제 협력기관이다.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서 한국에 설치·운영하기로 공식 인준(2010.10, 벨기에)함에 따라 출범했으며(2011.6), 아시아-유럽 간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촉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4년 4월 재단

법인으로 공식 개소했다.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친환경혁신기술 교류사업, 아셈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글로벌 포럼 및 친환경혁신 역량 전문가회의, 그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등 총 

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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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역량 

전문가회의 개최

       

 ASEIC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 9월 19일 ‘제5차 ASEM 중소기

업 친환경혁신 역량 전문가회의’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본 회의에는 핀란드, 방글라데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캄보디아 등 13개 

ASEM 회원국의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정책 전문가, 중

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ASEM 지역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역량 제고에 관

한 ASEM 협력사업(안)을 논의했다. ASEIC은 참여 회원국과 함께 올해 시범사

업을 실시 후, 오는 2018년 제 12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회원국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며 회원국 협력활동을 ASEM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ASEIC은 안산의 친환경기술 보유업체의 기술교류·투자 기반을 마

련하고, ASEM 역내 친환경혁신기술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안산환경재단(제

종길 이사장, 안산시장 겸임)과 지난 8월 30일 안산시청에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안산의 생태산업단지 및 저탄소 지대 선진사례

를 ASEM 역내에 공유하고, 안산 스마트 허브의 환경·에너지 관련 경험을 

ASEM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SEIC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체 대상 진단 및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에 안산

의 선진사례를 도입해 현지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쟁력 강화 및 환경적·경제

적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EIC, 베트남 중소기업 대상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ASEIC은 지난 9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호치민의 롯

데 레전드 호텔에서 베트남 제2중소기업개발센터와의 협력으로 베

트남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번 세미나는 현지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관련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한국의 유수한 에너지 진단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대해 에너지 측정 분석방법, 사업장의 절감계획 수립, 

국가 간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또한 진단장비

를 이용한 에너지 측정 진행과 관련 결과의 경제성 분석 등 중소기

업의 에너지 관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습을 병행했다. 현지 중

소기업 근무자,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으

며, 주제별 세분화된 역량 강화 모듈 도입으로 베트남 내 에너지 분

야 에코이노베이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오전에는 

양 기관이 추후 상호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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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노비즈협회 신규 임원 및 자문위원에 환영의 박수를!
협회를 든든하게 이끌어 가줄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한 차례 더 선임됐습니다. 

다소 무거운 책임일 수 있는 일을 흔쾌히 받아든 이들에게 환영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사회에 유용한 상품을 연구개발하여 제조·공급한다는 모토

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무환경과 의료환경 구축에 도움을 주는 

상품과 시스템 힌지를 제조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노비즈 회원사와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곽수만 이사
㈜에이스힌지텍 대표

광고소재 분야와 건축 실내마감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

장해온 만큼, 이제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산실이 되는 이노비즈협

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작은 노력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호 이사
㈜코인텍 대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신념으로 교통 관련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온 이노비즈협회

와 신성장동력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김덕수 이사
한국신호공사 대표

고객 중심 인체공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사훈 아래 자체 설계에서부터 시

공·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우수한 인재, 

탁월한 기술력, 앞서가는 감각으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ICT와 융합하

는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선겸 이사
정원커머스 대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실천적이고 선제적

으로 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열정으로 지속 성장하는 히든 챔피언이 되고 

존경받는 기업가, 이노비즈 대표 기업이 될 수 

있게 이노비즈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습

니다.

안승용 이사
세용기전㈜ 대표

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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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도도금㈜은 표면처리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경영을 목표로 삼고 새

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혁신의 차원에서 환경, R&D, 품질, 설비 등 

각 부분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정광수·정광미 이사
대도도금㈜세종콜렉션 대표

자원 재활용 환경산업 분야 기업으로 이노비즈협회와 인연을 맺은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필한 저서의 제목처럼 ‘창조는 도전

이다’라는 이념 아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회원사들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천기화 이사
㈜한동알앤씨 대표

이노비즈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자문위원으로서 타이틀만 걸어 

놓기보다 회원사나 경영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문제든, 

법률적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십시오.

김경 법률 자문위원 
법무법인 법경 대표 변호사

2009년 제4대 자문위원에 이어 2017년 제8대 자

문위원으로 명받음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큰 소

명과 책임을 느낍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의 마중

물은 지속가능한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은 조직마다의 ISO경영시스템 및 자

원의 고급화로 ‘질의 시대에서 격의 시대’로 도

전받고 있습니다. 2만여 개의 이노비즈기업과 그 

도전을 겸손히 함께하겠습니다.

조형근 인력/교육/노무 자문위원
세계표준인증원 대표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거친 파도와 어둠을 헤쳐 나온 이노비즈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

는 등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으로 그 빛은 더

욱 빛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북방경제를 향한 항해

에서 이노비즈가 중심이 되도록 작지만 돌 하나를 더 올리겠습니다.

조유현 학계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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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한 걸음 더 내딛다
새로운 이노비즈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대천나염
www.daechun.com / 02-323-8001 

헬스밸런스㈜
www.hbalance.co.kr / 02-2071-3600

㈜다산에이디는 1982년 창업 이래 LED 조명, LED 사인, 아크릴 POP 전문

생산업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

력 있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 많은 대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자회사(폴베르)를 설립, 골프용품 시장까지 확장했

다. 현재 오른손 골프 기능성 장갑으로 디자인 등록 4개, 특허 1개를 출원 

완료했고, 해외 국제특허(PCT) 출원 중에 있으며 각종 골프전시회에 참여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천나염은 1988년에 설립해 30여 년간 최고의 날염 및 염

색 제품을 생산해왔다. 높은 품질의 원자재 수입부터 전처

리, 가공, 후처리 등 생산공정을 일괄적으로 내부에서 처리

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다. 

“PRINT YOUR DREAM”이라는 비전과 함께 세계 최고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헬스밸런스㈜(이하 헬스밸런스)는 전 세계 고객들의 건강한 삶의 균형을 지원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헬스밸런스는 일, 건강, 가정, 생활이 불균형한 

상태로 이뤄져 있는 현대인의 삶에 주목해, 건강과 아름다움, 가족과 개인에 이

르기까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

의 Life Balancing Hub로 자리할 때까지 

헬스밸런스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다산에이디
www.dasanpop.com/ 02-461-0090

㈜신도디앤텍
www.sddnt.com / 02-548-1877

㈜신도디앤텍은 도시 가로경관 환경 디자인을 통한 쾌적하고 아름

다운 도시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체다. 신

기술 제품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및 도료는 각기 특허 등록 

및 기술벤처 인증,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EPC), 조달청으

로부터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

았다. 이는 각 지자체 및 공공기

관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디

자인 및 실사출력된 옥외용 광고 

원단 위에 특수도료를 코팅함으

로써 부착 광고물 방지효과와 디

자인을 이용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수요 기관 홍보라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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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한 걸음 더 내딛다
새로운 이노비즈 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든티앤에스
www.edentns.com / 02-785-0700

㈜지니테크
www.genietec.com / 031-605-3423 

㈜대영엠이씨
www.daeyoungmec.co.kr / 02-588-6111

㈜인텔리코리아
www.cadian.com / 02-323-0286

㈜인텔리코리아는 1990년 설립되어 129개 국가에 토종 CAD를 수출하는 캐드 및 

도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다. 2013년부터는 3D 캐드를 기반으로 3D 프

린팅과 인공지능을 융복합시킨 디자인 씽킹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오토캐드

를 대체하는 캐디안 엔진과 기구, 건축·토목, 플랜트, 전기, 인테리어 설계를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3D 프린팅에 최적의 솔루션인 캐디안 3D(3D 저작도구) 등

을 국내외에 공급하면서 대통령상 2회 수상,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이든티앤에스는 2009년 설립된 IT 인프라 솔

루션 전문기업으로, IT 인프라 관련 컨설팅, 구축 

및 관리 서비스를 ‘투자 최적화’의 관점에서 공

급하고 있다. 특히 보안, Cloud, IoT 분야의 솔루

션 공급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IT영역

의 전문성과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

즈니스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Open Stack

과 Docker 기술의 선두업체로 나아가기 위해 관

련 제품 개발에 노력 중이다. 

㈜지니테크는 SK 브로드밴드, KT, LG 유플러스, 삼성 SDS 등 주요 기간통

신사업자의 영상회의, mVoIP 등 프로토콜과 RTP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품

질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고객사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당사는 고객사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품

질향상을 위한 체감품질뿐만 아니라 장애 사전예방 및 점검을 위한 지능

형 Proactive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대영엠이씨는 1991년 창설 이래 30여 년간 다져온 경험

과 기술을 바탕으로 빌딩 자동제어 및 전기공사 분야에서 신

뢰받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당사는 창업 이후 현

재까지 시공현장에 접목될 다양한 시공규격을 자체 정립해 

ISO9001, ISO14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위한 최

상의 고품질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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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그랑쏠레이 전석영 경남 055-385-1895 www.grandsoleil.co.kr 심야 전기보일러, 온수기

(주)대건이엔씨 우동욱 경기 031-790-0799 - 교통영향 평가

(주)대영엠이씨 구본립 서울 02-588-5556 www.daeyoungmec.co.kr 자동 제어 공사

(주)삼정스틸 전영진 경기 031-769-5357 www.sjsteel.net 방음판

(주)일국기업 조인선 광주 062-943-3803 ilkook.co.kr B.I.K 단열 복합 시스템 창호

(주)진관 홍관표 경기 031-352-0450 www.jinkwan.net 샌드위치 판넬

(주)혜성산업개발 차명신 충북 043-877-9854 www.jsindus.co.kr 알루미늄 거푸집

국보환경(주) 임종빈 대전 042-274-7304 - 상온 재생 아스콘

도시인더스트리(주) 김교석 서울 02-576-4382 www.cityinc.co.kr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폼 제조업

에이스아이엔씨(주) 조남훈 경기 031-795-3799 www.bace.kr 압출 성형 시멘트 판넬

(주)영풍 양해용 광주 062-371-4700 - 정보통신 공사

한라케미칼(주) 장현근 충북 033-743-7048 www.hcmma.com 미끄럼 방지 포장재

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대호냉각기 이상선 경기 031-527-3563 www.daehocooler.com 각종 냉각기

(주)골드테크 임한식 경남 055-286-9150 www.goldtech.kr 산업기계, 항공부품 외

(주)동아특수금속 박정호 경남 055-586-7393 dongaspecial.co.kr 비철. 금속가공

(주)동우에스티 김형선 경기 031-493-2457 www.dwstco.com 자동 롤 테이프 컷팅기

(주)동우테크 전용수 경기 031-671-1567 www.edwt.co.kr 자동차기계 부품

(주)보림테크 이형섭 전북 063-838-4404 bolimtech.co.kr 시트 백 사이드

(주)선진정밀 전찬면 경기 031-356-8268 www.sunjinjm.com 안내판 걸이구의 설계 개발

(주)성원아이앤디 성원섭 경남 055-337-2654 www.swonind.com Bracket

(주)승진기계 김영선 경기 031-491-5558 www.sjroll.co.kr 경질 크롬도금 기술방법

(주)신아시스템 이긍화 경기 031-952-8668 e-shinasys.co.kr FPD 장비

(주)아크웨이브솔루션스코리아 이희복 서울 02-2181-3598 arkwave.co.kr 글래스 발열 보일러

(주)알파로보틱스 강현구 경남 055-320-0888 www.alpharobotics.kr 직교 좌표 로봇(AR120) 외

(주)양헌기공 한완수 서울 02-488-8421 www.yangheon.com 인덱스 드라이브

(주)에너텍 정찬수 경기 031-311-3821 www.enertec.kr 업소용 가스레인지

(주)엠아이티에스솔루션 김홍석 경기 031-391-8068 www.prisol.co.kr 반도체 제조장비 부속품(베스펠))

(주)이맥스아이엔시 오경만, 이광재 전남 061-723-2354 www.emaxinc.co.kr 순연

(주)제이스텍 정재송 인천 032-510-3099 www.jastech.co.kr 워터젯 디플렛

(주)주신산업개발 차명신 대전 043-877-9854 www.jsindus.co.kr 건축용 알루미늄 거푸집

(주)지티사이언 강연균 대전 042-621-2892 www.gtscien.com 유해가스 정화장치

(주)태영기계공업 홍기학 경기 031-987-8410 tymi.co.kr 자동 압진공 성형기

(주)파텍 김성호 경기 050-2619-6887 www.patec-int.com 압연기 및 제어기기

(주)포시스 이태순 경북 054-472-0634 www.fosys.net VCM auto system

(주)한얼시스템 한재도 대전 042-347-0852 www.husys.co.kr 항공기/자동차/기구물 설계용역

(주)헬퍼로보텍 오창준 경남 055-314-5656 www.hr24.co.kr 자동파종시스템

S/W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디에스이트레이드 손종래 서울 02-591-1751 www.ds-etrade.co.kr SCM

(주)비아이큐브 김민경 경기 02-6280-6490 www.bicube.co.kr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판매

(주)센티널테크놀로지 조웅희 서울 02-525-5196 www.coolcheck.co.kr CoolCheck!

(주)애니캐스팅 김성빈 서울 02-3665-2497 www.anycasting.com 애니캐스팅

(주)애니파이브 김기종 서울 02-2082-2601 www.anyfive.com IP-Brain(지식재산통합관리솔루션)

(주)엔투엠 김형진 서울 02-514-6124 www.n2m.co.kr nTOMView 외

(주)유비앤에스 고용만 서울 070-4015-0277 www.ubns.kr 버스정보 시스템(BIS)

(주)이삭랜드코리아 하경태 서울 070-4754-8673 www.ilkr.com 3-D Secure K-MPi

(주)이지트래픽 한승춘 경기 070-4009-4330 www.easytraffic.co.kr 교통신호 제어 SW

(주)인텔리코리아 박승훈 서울 02-2107-3286 www.cadian.com 캐디안-전산응용설계(CAD) 엔진

(주)지니테크 배민자 경기 02-6499-2022 www.genietec.com Genie VQMS

(주)케이피모바일 김길수 경기 031-909-1199 kpmobile.co.kr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및 공급업

이에스케이정보기술(주) 현우철 경기 031-345-8686 www.eskit.co.kr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주)포드림 김원국 경북 054-823-8119 www.4dream.co.kr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 내부통제시스템

펑션베이(주) 장경천 경기 031-622-3704 www.functionbay.co.kr RecurDyn

70



신규 회원사

••

기타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계문사 류윤현 서울 02-738-9571 - 고객 맞춤형 인쇄 출판

(주)금강테크 박성규 울산 052-263-4801 - Band Cable

(주)나눔컴퍼니 김계원 서울 02-712-6554 www.nanumcp.com LED 써치라이트

(주)미래에스티 임병관 경기 031-420-5978 www.mrst.kr 초순수 제조장치

(주)선에너지엘이디 이광선 경남 055-346-3994 sunenergyled.co.kr 태양광 LED 가로등

(주)아트캠 임주혁 경기 031-988-9118 www.art-chem.co.kr 탄성 투수 매트 

(주)에이스텍코리아 주훈석 경기 031-985-1182 at-kor.com 전기. 전자 테이프

(주)영창에코 김성순 부산 051-301-7795 www.ycsole.com Insole(안창)

(주)원스타인터내셔널 손재훈 인천 032-229-0031 one-star.co.kr 전동 수동 칫솔, 반려동물 칫솔

(주)이젠하이테크 신명일 대구 053-585-2894 - 반도체 장비, 기계 카바

(주)지티에스 김종시 세종 044-866-8978 gtshw.kr 생활용품

(주)천일 최봉규 광주 062-714-1704 www.cheonilkorea.co.kr 식품 포장재

(주)첨단공간정보 황희령 전남 061-727-4524 www.chumdan21.co.kr 수치지도

(주)케이아이디 김진국 대구 053-617-7309 - HEAD 류

(주)태양케미칼 박도형 경남 055-345-7020 suninchem.com 가전제품 패킹

(주)파라스 민순옥 경기 031-366-7905 www.paras.co.kr PVC 파이프 외

(주)파우코 김태경 인천 032-812-6981 www.nowneed.com 화장품 용기 마개

(주)하이플 박종선 전북 063-453-5041 www.hiple.co.kr 폐 플라스틱(PP)을 직접 패널(panel)화

(주)한국일측 이동진 경기 031-739-2818 www.koga.co.kr 게이지류

(주)헬스웰메디칼 나학록 강원 033-813-1103 www.hwm911.com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주)화인플러스 윤현식 대전 042-535-0901 ceo@fineplus.net 펩타이드업 볼륨 에센스

그래핀스퀘어(주) 홍지혜 서울 02-875-2488 graphenesq.com 그래핀 샘플

농업회사법인 코엔에프유한회사 임종목 전북 063-717-8007 www.conf.kr 포션 액상커피

대정폴리텍 배성우 경기 031-954-3694 www.djpoly.com 가스켓

덕일목재 강민숙 전북 063-467-9025 - 제재목

백송목재 전향숙 전북 063-462-4670 - 제재목

운진건설기업 박시환 경기 031-989-6689 www.woonjinspacer.kr 스페이셔, 철근 받침대

주식회사태랑 박헌 전북 063-464-8674 ktaerang.co.kr 압력 용기

케이디엠산업(주) 윤석준 서울 02-2083-8480 www.ikdm.co.kr 노출 콘크리트 보드

태진목재 황만수 충남 041-951-7498 - 건축자재 외

한솔칼라팩(주) 한중우 경기 031-366-7740 - 칼라박스

KTMARINE 박흥수 경남 055-325-6709 - 선박용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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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가산기업 김선순 경남 055-283-7334 - 자동차 부품/전자부품 사출

남양기공(주) 안종우 인천 032-814-9931 www.nyhyd.co.kr 유압 성형, 트리밍 프레스

대영시스템 박형기 인천 032-446-4319 dyss.com APOLLO

동양산업 엔지니어링 박성용 외 1명 경남 055-389-0885 - 휠타, 스트레이너, 여과기 장치

삼광기계 제2공장 전서훈 경남 055-297-8210 skmcltd.com vertical machining 센터

삼원판금 김학찬 서울 02-464-7616 swsm.co.kr 기타 가공 공작기계

성실기계 류지원 경남 055-583-6431 www.e-sungsil.com RPF 순환 유동층 보일러

신광정공(주) 김만경 경기 031-491-9353 www.shinkwangind.co.kr PANEL DOOR INNER LH/RH

아강테크(주) 이병만 경북 052-282-4706 www.agt21.com 자동화 설비

에스지서보(주) 김고도 경남 055-296-1875 www.sgservo.co.kr 비례 솔레노이드 밸브

웰텍스 이호 경남 055-295-7644 - D-RING, 방산 부품

유니온롤시스템 권중곤 경기 070-7469-1495 www.union-vt.co.kr 버티컬 브라인더

(주)동화테크 박재영 경기 031-357-8259 www.donghwatec.co.kr 자동차 휠 밸런스 웨이트

(주)명상테크 김나영 충남 041-541-9929 - 자동화 장비, 반도체 장비

(주)성심산업 이건택 충남 041-542-3013 ssmachine.co.kr/new/index.html 산업용 건조기

(주)동남이엔씨 박주현 강원 033-332-5948 dongnamenc.kr 스테인리스 물탱크

(주)에스엠텍 장인구 대전 042-824-4415 www.smtech.co.kr 레이저 가공 시스템, 정밀 제진대

(주)제이에프엠엔지니어링 김세현 경기 032-677-6296 jfmeng.co.kr 환경 신뢰성 시험기, 내구성 시험기

(주)케이티엠테크 전종호 인천 032-562-3666 www.karam90.com 조관기, 교정기 외

지호테크 이승용 대구 053-582-9885 - 초경 합금절삭공구

태원금속(주) 남효석 경북 054-742-6067 www.twmetal.com 감마 헤드 조립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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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대주메디테크엔지니어링 김종숙 서울 02-2208-0905 www.infilux.co.kr PANTAGON GRAND

(주)바이오이미징코리아 김명희 서울 02-6253-7601 bioimaging.co.kr 다트레이스-123주사

(주)지에스메디칼 신민식 충북 043-237-7393 www.gsmedi.com 임플란트(Pedicle Screw)

(주)케어덴트코리아 김요한 서울 02-3443-8959 www.caredent.co.kr 임플란트 어셈블리

미라(주) 신현순 서울 02-556-6545 www.mira119.com 골수 유래세포 분리기 및 키트

바우와우코리아 이창원 부산 051-266-8082 bowwowkr.com 혼합간식 외

이오플로우(주) 김재진,이경준 경기 031-738-0205 eoflow.com EOPatch

(주)세바바이오텍 임혜원 강원 033-258-6090 www.shebah.co.kr 발효산삼 배양근

(주)오믹시스 우태하 대전 042-861-1530 www.omicsis.co.kr 종자 패키징 기술 및 응용제품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건일엔지니어링 정성호 울산 052-257-8872 www.gunileng.com 설계 관련 기술, 인원 용역

(주)디파이 황병삼 서울 02-540-2560 www.dfy.co.kr 산업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주)스쿨뮤직 안정모 인천 -- www.schoolmusic.co.kr 악기 유통, 제조, 도소매업

(주)에이스트 이재범 부산 051-955-3688 www.aistcnd.com 미용, 의료 기구

(주)엘다임 김동관 경기 031-719-2811 www.eldigm.com 출입보안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이윤상 서울 02-2632-1337 yedaeng.co.kr 엔지니어링

에이원기술검사(주) 박덕영 경기 032-715-7097 비파괴.kr 비파괴검사

(주)위우너스 이정웅 서울 02-6925-5949 www.weunus.com 다중전술 데이터링크 메시지 모의 및 분석 도구

(주)대일이앤씨 김주엽 경기 02-581-2517 www.daeilenc.co.kr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삼진 지.에프 허귀호 전남 061-331-6184 www.samjingf.co.kr 김치(생김치)

(주)진브랜드팜 손병진 충북 043-883-9303 셀레늄포크.kr 돈 원료육. 돈 부분육

(주)참한식품 임인숙 경기 031-629-5323 www.chamhanfood.com 가쓰오부시. 멸치. 마늘. 다시마 분말

(주)청해물산 차병호 경남 055-833-4509 www.gobaksa.kr 고박사 간고등어

갓바위식품(주) 이계옥 충남 041-936-2273 www.godbawee.com 갓바위 재래 도시락김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홍쌍리 전남 061-772-4575 www.maesil.co.kr 매실 추출물 홍쌍리 청매실 농축액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주) 고태훈 충남 070-8224-9500 www.geumheuk.com 금흑정 흑삼 농축액

세광식품(주) 김경배 경기 031-959-9811 www.headdelchan.co.kr 김치

(주)금성에프앤비 김지연 강원 033-482-3321 www.ksfnb.co.kr 금성 칡냉면

참맛나라 변원호 인천 032-822-7960 www.선지해장국.kr 선지 해장국 외(간편 조리식품)

초록들코리아(주) 정재호 대구 053-312-6208 www.chorokdeul.co.kr 데친 고사리

한도식품(주) 김석호 경북 054-337-3316 www.handofood.co.kr 맛나 누룽지

한양식품 윤준기 경기 031-943-7443 www.hyfood.kr 떡볶이 떡

헬스밸런스(주) 김진식 서울 02-2071-3699 www.hbalance.co.kr 풋사과에 빠지다

식품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가온테크 장양순 경기 031-859-8430 www.gaons.co.kr 자동 제어 시스템

(주)다산에이디 류희수 서울 02-461-5880 www.dasanpop.com LED 간판용 모듈 제조 및 LED LIGHTING

(주)대산전자 박혜순 경기 031-311-9879 www.dec.co.kr 전자부품 제조

(주)동인산전 지상열 경기 032-678-3253 www.diept.com 엘리베이터용 리미트 스위치

(주)비츠로이엠 장택수 경기 031-495-4566 vitzro.com 보호기기

(주)선익시스템 박재규, 이영종 경기 031-8012-1297 www.sunic.co.kr OLED 증착장비

(주)세계화성 오기창 경기 031-352-6197 -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방열), PAD류 타발

(주)아이앤씨 배일형, 이천수 경기 031-333-2662 www.inctape.co.kr EMI Gasket

(주)어텍 김진태 충북 043-232-5961 www.eatech.co.kr 중장비용 리모콘

(주)에이엠티엔지니어링 최승수 경기 031-737-8069 www.amtpro.co.kr 폴리탄. IPL. COT. RF

(주)엘이디세이버 홍현철 서울 02-2668-4235 www.ledsaver.co.kr SAVER LUX

(주)엘파워텍 최성규 경기 031-355-9808 www.elpowertech.com 변압기

(주)웨이비스 김정곤 경기 031-233-7317 www.wavice.com RF능동소자(Device & Module)

(주)이에스테크 문경호 인천 032-812-1997 estechpcb.com LED Chip package

전기전자

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대천나염 김도균 서울 02-338-4669 www.daechun.com 면직물 나염업

(주)동화인더스트리 김성은 경북 053-981-0251 htty://www.technigloves.com 나일론 PU코팅장갑

(주)신한제약 윤병상 경기 031-997-7919 - 위생용 섬유제품

벽진BIO텍 추광엽 대구 053-582-4884 www.bjbio.net 교직물 후가공

엠-에스다이텍 문무석 대구 053-573-1545 - 폴리에스테르

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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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신도디앤텍 오동환 서울 02-545-5924 www.sddnt.com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주)씨앤에이인더스트리 배영애 경기 031-673-8028 http://www.cnaind.com LCD-TV 컬러필터용 안료분산 밀베이스

(주)에코매스 한승길 인천 032-507-7101 www.ecomasskorea.com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성형원료

(주)은하 백은하 경남 055-321-3715 eunha.koreasme.com pu polyurethan film

(주)이엠티 유상열 충북 043-857-8873 www.emtcorp.com NCM 전구체

(주)코앤코 박오균 경기 031-337-3207 www.conco.co.kr 기능성 코팅 필름

(주)마이텍코리아 신무석 서울 02-2068-8819 치과기공재료.kr MAI Pattern Jig

(주)아토큐앤에이 신준호 전북 063-221-8035 www.atoqna.com 더마 버드 크림(derma BUD Cream)

코스모아이앤디(주) 신영석 세종 044-864-2337 www.cosmoind.com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

큐앤큐팜(주) 정운진 세종 044-867-6401 - 포비돈스틱

한국프라임제약(주) 김영순 광주 062-233-3297 koreaprime.co.kr 의약품

헬킨바이오 김숙희 인천 032-816-1034 www.healkinbio.com 기능성 화장품

환경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유천엔지니어링 문석진 인천 032-821-7323 www.yucheon.com 벨트프레스 탈수기

(주)이앤씨 임경택 경기 0303-0959-5900 www.enceco.co.kr 하수 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주)이앤이솔루션 김경주 경기 031-8005-6995 enensol.co.kr 디켄터, 공법 제어반, 분리막 모듈, 스크린, 담체

하림엔지니어링(주) 이재호 경기 032-325-9081 www.harimeng.co.kr 대기 측정장비 및 측정차

전기전자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코디 김근영, 이현수 경기 031-322-7475 www.kodi-corp.com 프로브 유닛_PROBE UNIT

(주)코아리버 배종홍 서울 02-2142-3409 www.coreriver.com MCU(MicroController Unit)

(주)티에스 하대용 대전 042-364-8766 www.tsups.co.kr 무정 전전원장치(UPS)

(주)푸로맥스 박수종 경기 02-839-4782 www.pmkor.com IPL

(주)한국엠아이씨 김용태 충남 032-818-4717 www.kmicc.com 히팅 케이블

(주)한세스 유기현 서울 02-497-8185 www.hancess.com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

(주)현대포토닉스 황윤호 대구 053-359-0333 www.hdace.com 촬영용 조명

나노조명 김기정 인천 032-651-7989 www.nlighting.com 안정기

남양조명공업(주) 이옥범 광주 062-515-3303 www.nyl.kr 형광등 기구

동아전기(주) 신상균 경기 031-996-6955 www.donga4144.com 주상변압기

성화기전 조강규 경남 055-232-5311 shkj.co.kr 지뢰 살포기 부품

신성산전(주) 이주억 충남 041-582-8752 www.ssiec.co.kr 25.8kV SF6 가스절연 부하 개폐기

씨누코(주) 최민호 경남 055-263-2066 www.cinuco.co.kr 케이블

원광전력(주) 전연수, 김두현 전남 061-537-1113 www.wepco.co.kr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주)신한기술센타 이규봉, 함미혜 경기 032-652-9213 www.r50speaker.com 모터 및 솔레노이드

(주)지아이웍스 이승춘 서울 02-869-0076 www.giworks.co.kr Main Controller

(주)청진바이오텍 김철구 경기 031-409-3709 www.biovenom.com 봉독 채취기

(주)케이엔텍 김인환 전남 061-794-7863 www.kntec.co.kr 온라인 수질관리 자동제어 시스템

(주)백광테크 백운일 대구 053-351-3289 www.baekkwang.kr 모바일 금속부품 도금(Rack/ Barre도금)

(주)에스알씨 신종천 경기 031-903-8518 www.src-nw.com 반도체 Test socket.

카바스(주) 정종교 경남 055-253-5978 www.kavas.co.kr 비구면 렌즈

티앤제이건설(주) 고태유 전북 063-242-1078 www.tnjconst.co.kr -

파인에코 김현옥 충남 041-551-9382 fineeco.co.kr 칩폴리 제조

페라리스파워 구자일 경기 070-8290-0340 www.ferrarispower.com 무접 점전원공급 장치

하가전자(주) 김진국 경기 031-252-4729 www.haga.co.kr 가정용 터치식 리모콘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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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누리일렉콤 김용권 광주 062-266-2630 www.nurielecom.co.kr 정보통신공사

(주)드림하이테크 김세연 경기 031-206-6968 www.drimhitech.com 통합 영업정보 시스템

(주)바인테크 김학기 서울 02-2182-8399 www.vinetech.co.kr 소프트웨어

(주)에스유소프트 박성수 경기 02-6280-2663 www.sulinux.net SULINUX 리눅스 배포판

(주)에이원네트웍스 민효홍 서울 02-853-8400 www.aonenetworks.kr 서버 호스팅

(주)유일정보기술 유인철 인천 032-567-3597 www.yuilit.co.kr CCTV 카메라

(주)이든티앤에스 김연기 서울 02-785-0750 www.edentns.com 파뷰(PaView)

(주)큐니온 노상섭 대전 042-719-2340 www.qnion.com/ 엔코더 프로세서 유닛트

(주)포뎁스 강재식 서울 02-501-5729 www.4depth.com jWork

(주)포스텍 이수영 경기 031-318-9352 www.fostec.co.kr 광점퍼코드

비엠에스정보통신(주) 서상준 경기 031-972-2517 www.bmstelecom.com Digital Main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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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e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innobiz.or.kr) 참조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혜택

이노비즈 채움금융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기업 우대 특별대출 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8% 우대 

이노비즈 회원사 기보 보증서 대출 우리은행

보증료 0.4% 감면(최대 5년간), 우리은행 최저수준 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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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소 연계)

금융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협회   우수 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시 회원사 우선 추천

이노비즈인의 밤 협회   유공자 발굴 및 포상

TV 홈쇼핑 참가 지원 협회   홈쇼핑 컨설팅 및 영업, 방송 준비,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지원

해외 전시 참가 지원 협회

•독일 쾰른 의료기기/미용/스포츠전시회(FIBO)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NHS)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ASDLV)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Maison&Objet)

포상/마켓팅

전문인력 헤드헌팅 협회   회원사 10%, 비회원사 12% 수수료율 적용

장기재직 지원 협회   이노비즈 내일채움공제(근로자-사업주 간 공제금 공동 납입)

채용/인건비 지원 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만 34세 이하) •장년고용지원금 사업(만 45세 이하)

•시니어인턴십 사업(만 60세 이상) •대체인력뱅크(출산/육아휴직 대체자) 

취업연계 지원 협회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국립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마이스터고 채용연계 지원사업(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대학 졸업 (예정)자

•중소기업 탐방(우수 중소기업 체험)

인력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보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보

•보증지원한도 50억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보증비율 우대(85%, 단 창업후 5년 이내 限)

•평가우수기업 ‘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보 등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통해 

자금대출 및 정부정책자금 신청 등 투자유치 지원

매출채권보험(이노비즈협약보험) 신보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보험 인수비율 85%

보증 지원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 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 원 이내

   (일반 개인/단체 10억 이내, 법인 15억 이내)

무역보증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코스닥 상장 지원 금융위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일반) ▶ 자본금 15억 이상(이노비즈)

가점 부여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 등 가점 부여

금융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중기부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해 동반성장체계 구축 지원  

•가점 1점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중기부

개별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ICT 접목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2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기부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대상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중기부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교육 및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혁신과제) 지원대상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기부

•우수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시설/운전자금 대출)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중기부

중소제조제품의 서비스화 및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제품서비스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 주택건설 관련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여

•가점 1점

R&D

이노비즈 인증교육 협회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회원사 대상 무료 교육

이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참가비용 할인 / 회원사 50만 원 할인

모닝포럼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명사 초청강의(회원사 무료)

우수 사원 해외연수 협회

연 2회, 회원사 대상 참가비 할인

무료 온라인 교육 러닝팩토리

온라인 무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75협회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이노비즈기업 지원제도

이노비즈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입니다.

할인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부 / 병무청

병역자원 일부(제조·생산 분야)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

•가점 5점

전문연구요원제도 미래부 / 병무청 / 산기협

병역자원 일부(연구·학문 분야)를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가점 5점

일학습 병행제 노동부 산인공

•이노비즈기업 우대(‘독자적 기술력 보유’ 항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청자격 부여

인력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가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성능인증제도 중기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이노비즈기업 제품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방송공사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등 

판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부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 마케팅, R&D자금 지원

•가점 1점(최대 3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중기부

•현지진출 희망기업의 조기 정착 및 수출 경쟁력 배양 지원

•가점 5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가점 2점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중기부

•중국 진출계획 수립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가점 1점(현장실사 시 우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중기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단체 전시회, 수출 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

•가점 5점(참가업체 평가기준)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경영ㆍ기술 분야 / 원스톱창업 지원 분야 등) 컨설팅 지원

•가점 2점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 지원대상

기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EDM) 협회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지원(20% 할인)

협회보 무료 제공 협회

•[이노비즈플러스(INNOBIZ+) 무료 제공]  

•연 3회, 제품소개 무료, 광고 50% 할인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협회

•주 1회,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온 - 오프라인 홍보 협회

•방송 및 신문, 온라인매체와의 협력 진행(상시)

•기업소식 및 제품 뉴스 배포(news@innobiz.or.kr)

신문(지면)광고 할인 중앙일보

•지면광고 30~40% 할인

신문(지면)광고 할인 정보통신신문

•광고 50% 할인

도매꾹 기획전 도매꾹

•상품 무료 등록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 아이센시아, 알티넷

•맞춤형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홍보
사무용품 구매 인터파크 큐브릿지   최대 40% 할인

정품 SW 구매 니트로 소프트   한글, office, photoshop, ZWCAD 등 최대 40% 할인

통합 보안솔루션 지란지교 소프트   오피스키퍼 최대 15% 할인

통번역서비스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최대 50% 할인

문서서식 예스폼   1년 회원권 20%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KTICC   무료 점검 및 교정 수수료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바른세상병원(성남)   외래, 입원, MRI 등 특별우대 / 최대 20% 할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건강검진 할인 / 최대 20% 할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입원진료 및 종합건강검진 할인 / 최대 20% 할인

메디피아 메디피움   종합검진 및 입원, 외래, 뷰티클리닉 등 우대 / 20~30% 할인

법인차량 도입지원 오토비즈   자체 개발 비교견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견적 제공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NICE 평가정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30% 할인 등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NICE 평가정보   거래기업 신용도 확인 솔루션(RM1) 30% 할인

거래처 관리 서비스 신용/기술등급 평가 할인 NICE 디앤비

•회원사 전용 거래처 관리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기술등급평가 30% 할인

비즈큐(법인용 명함기반 인맥관리 솔루션) 현대 ICT

•회원사 2개월 무료 제공 및 20% 할인

특허 조사 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일반 및 분쟁대응 조사 서비스 최대 30% 할인
•일반(특허성 조사, 우선심사 인증조사), 분쟁대응(무효/침해조사)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무료 교육 제공                                            

숙박 및 여행 할인 협회(본회/지회)

•대명리조트(전국)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대구)
•스위트 호텔(경주, 남원, 제주) •시티세븐 풀만 앰버서더 호텔(경남)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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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한 화합의 장이 펼쳐지다

[협회장배 골프대회 및 하반기 임원 워크숍

(제4차 정기이사회·제5차 정기이사회)]
  7월 13일 개최된 제4차 정기이사회에 이어 지난 

10월 20~21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히든밸리 CC에서 제

5차 정기이사 및 협회장배 골프대회, 그리고 하반기 임원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협회 사업 및 이

노비즈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

출 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노비

즈인들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협회장배 골프대회 및 워

크숍은 본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 지회, 고문, 자문위원, 

여성경제위원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원우, 협력사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는 이노비즈 창립 이래 최

대 참가규모인 만큼 많은 후원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즐

거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일보다 반짝이는 ‘오늘’을 위해

‘혹 휴가도 함께 보냈던 건 아닐까?’ 사뭇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그간에도 쉴 틈 없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각 회원사 대표들의 힘찬 에너지가 시너지로 ‘반짝’ 빛을 발한 그 순간들을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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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워크숍 등 참가 현장]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이하 여경위)는 매월 정기모임으로 여성위원들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만들

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017년도 상반기 경과 보고 및 하반기 일정 등을 안내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 참석해 기

술혁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여경위원 강선영 대표(쉬엔비)

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10월 20~21일에는 1박 2일로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습

니다. 이번 모임에는 협회 임원과 자문위원이 함께한 협회장배 골프대회에도 참

가해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성 이노비즈 CEO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이노비즈협회 대외협력팀 노희철 차장 031-628-9647 

[최고경영자과정 등산회]
  지난 8월 5~8일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등산회에서는 기업

인 30여 명과 함께 일본의 북알프스라 불리는 나가노 시로우마다께 3,000m 고지

를 다녀왔습니다. 설산에서의 풍경은 정말 알프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장관이었

습니다. 또한 8월 19일에는 인제 아침가리 계곡에서 아쿠아 트레킹도 진행했습니

다. 폭우로 수량이 부쩍 늘어난 계곡에서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코스였지만 그에 비례해 참가자

들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15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지난 7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제15기 이노비

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월 2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한 

15기에는 중소기업 CEO 42명이 참여해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날 수료식에는 성명기 협회장을 비롯해 원우 42명과 총동문회에 소속된 혁신

형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등 총 1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먼저 졸업한 선배들로 구성된 총동문회 CEO 합창단이 축하공연으로 후배들의 

수료를 축하했습니다. 이노비즈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 능력과 리더십을 배

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협회가 운영 중인 이

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은 지금까지 15기수 총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

습니다. 

제15기 졸업을 축하합니다!

정기 모임으로 결속을 다지는 여경위!

일본의 알프스로, 
인제 계곡으로 떠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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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매일경제 전문가 좌담회의

지난 7월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노비즈협회-매일경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협회와 매일경제는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바란다’라는 주

제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의 의미와 일자리 창출의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역할 및 비전을 제시

했다.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지난 8월 28일 협회는 이노비즈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협회 각 위원장 

외 김세종 원장, 노용환 교수, 한경석 교수가 참석해 각 위원회별 추진현황 공유 및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협회 ‘5개년 전략체계’ 수립 등 협회와 

이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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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지회장 간담회 

지난 9월 1~2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35차 지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성명기 협회장을 비롯한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장들은 협회의 발전을 논의하

고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로패 전달식을 가졌다.

제51회·52회 모닝포럼 

지난 9월 27일 삼정호텔 신관 1층 아도니스홀에서 김승진 선장의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라는 주제로 제51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같은 곳에서 명지대 사회학 한명기 교수의 ‘격변기에 돌아보는 한반도의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제52회 모닝포럼이 개최되었다. 



협회 소식

한국경제 TV <파워인터뷰 The CEO>  성명기 협회장 출연

지난 7월 18일 협회장은 한국경제 TV 프로그램 <파워인터뷰 The CEO>

에 초대되어 이노비즈협회 소개 및 발전사,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과 

기업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CEO를 비

롯한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기업 경영과 정책 등의 의견을 듣고 전

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경제 TV <경세제민 촉> 성명기 협회장 출연 

지난 8월 3일 협회장은 매일경제 TV 프로그램 <경제세민 촉>에 초대되

어 이노비즈협회 소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노비즈기업이 나아가

야 할 길에 대해 얘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최고의 경제 전문가, 

CEO, 석학 등을 초청해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 현안을 분

석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대담 형식의 토크쇼다.

80

Headline+

본회 부회장단 모임

지난 9월 25일 협회는 본회의 수도권 부회장 중심으로 구성된 회의체의 모임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회 미설립 지역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개발, 이

슈별 대응 및 건의사항을 발굴해 이노비즈기업 및 협회의 성장 발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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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출범식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IR센터에서 혁신벤처단

체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 이노비즈협회 등 7대 참

여단체 회장단의 공동 선언문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이 혁신 성장의 주

역임을 천명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책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에 

앞장서고, 산하에 협의회 소속 기업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

신벤처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노비즈협회-아이센시아-알티넷 업무협약식

지난 10월 25일 협회는 글로벌 PR전문기업 아이센시아 그리고 알티넷

과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식을 진행했다. 이노비즈기업 전용 신규 상품을 출시한 아이센시아는 

수출 유망기업에 맞춤형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

원,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등 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이노비즈협회는 

아이센시아와 알티넷의 솔루션 홍보와 우수 기업 추천을 통해 양 기관

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2017 Korea-LAC 비즈니스 서밋

지난 10월 23~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중남미 협력을 위해 기재

부와 IDB(미주개발은행)가 공동으로 2017 Korea-LAC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행사 1일차인 23일에는 포럼과 함께 경제부총리 주재의 만찬

행사가 있었고, 둘째 날에는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노비즈협회-우리은행 업무협약식

지난 10월 18일 협회와 우리은행은 ‘기술우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보증서 

대출 지원 및 보증료 감면(최대 5년간, 연 0.4% 감면), 이노비즈 전용 통

장 개설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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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베트남 협력기업 매칭 컨퍼런스

지난 9월 20~23일 베트남 호치민, 르네상스 호텔 사이공에서 한-베트

남 기술교류의 Quick-Win Success 창출을 위한 제1회 한-베트남 협력

기업 매칭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양국의 수요·공급기술 기업 간 직접 

대면하는 심층상담의 장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2차 분과회의

지난 7월 4~5일 양일간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부출원 연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분야별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판교 중

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 및 유관 기관 사업 소개와 출연연 지원사업 

소개, 분과별 참여기업 기술수요 및 출연연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유럽·인도 IP전략 세미나 

지난 7월 6일 유럽, 인도 시장에 진출한(또는 진출 예정) 이노비즈기

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재권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특허법원의 

최신 동향,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며 향후 유관 기업 및 단체들 간의 

IP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지난 10월 24~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2017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한-베트남 기업 매칭 컨

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국내 전문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9개사가 파견

단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협회는 베트남 진출교육을 시작으로 1:1 매칭 

상담회 및 매칭 기업 현장 방문, 산업단지 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진출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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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차 동반성장위원회

지난 8월 30일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회의로 현재 

47차가 개최되었다.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지난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 출범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

회의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기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일자리 표준모델 마련, 사업주-노동자 간 성과공유제 

10만 개 기업 확산운동 전개, 정규직 청년 10만 명 채용운동 전개, 전역 

군인과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및 클라우드 매칭 시범사업 추진, 글로

벌 중소벤처 청년 채용 박람회 개최 등 6가지 사업계획을 통해 중소기

업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분당경찰서-이노비즈협회 산업보안협의회 회의  

지난 9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분당경찰서 산업보안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이종화 센터장)을 초청해 

기업 정보보안 관련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기업 정보보안 이슈 및 사

례를 공유하는 시간과 향후 협의회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으로 이

어졌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구성된 ‘산업보안협의

회’는 분당경찰서를 주축으로 이노비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

업기술 보호업무에 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한다.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연(연) 방문의 날

지난 10월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

회 3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 출연(연) 관련 부서장 

등 50여 명은 KIST 역사관에 방문해 반세기 동안의 역사 업적, 그리고 

초대 소장이자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故 최형섭 박사를 기

리는 전시물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연구실에 들러 현재 

KIST에서 개발 중인 첨단기술 시연회를 참관하고,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의 실질적인 업무협력 기반 조성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도모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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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한마당 

지난 9월 12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2017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년 구직자 채용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재취업, 생애 재설계, 창업 관련 세미나 등의 각종 컨설팅 및 행사가 진

행되었다.

산업연구회 토론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지난 9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 회의실에서 산업연구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협회 홍창우 전무, 숭실대학

교 조병선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김병

근 국장이 참석했다.

2017 중기·벤처 발전정책 세미나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중소기업·벤

처 발전정책 세미나’에 협회 홍창우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회, 중기부, 중기·벤처 소상공인단체, 

중견·중소기업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출

범에 따른 중기·벤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

졌다. 

성명기 협회장,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식 참석

지난 8월 17일 협회장은 기술보증기금이 문화콘텐츠 지원 인프라 확산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신설한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의 개점행사에 참석했다. 신설된 경기센터는 경기 지역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부터 

컨설팅까지 기업 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남·판교 지역 

특화 산업인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평가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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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단(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실시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8월 

22일 광주첨단지구에 있는 

이노비즈센터 대강당에서 

2017년 국악관현악단 공연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및 나

기수 지회장을 비롯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

날 공연에는 광주시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등 주요 단체장들이 이

노비즈협회의 활약상과 함께 무더운 여름밤을 수놓는 국악공연을 

감상하면서 서로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밀양 지역 이노비즈기업 정보 교류 간담회

경남지회는 경남지방중소벤

처기업청과 공동으로 밀양시 

지역 내 이노비즈기업들과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클러

스트 형성을 위해 밀양시 사

포산업단지 내 삼흥열처리(대

표 주보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해진 지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구축한 수출과 R&D를 위한 클러스트와 관련 전문위원들의 자문 

시스템에 대해 안내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캠페인 참석

강원지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6일, 횡성 전통시장 일

원에서 개최된 ‘전통시장 이

용 촉진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천수 수석

부회장, 김현호 원주권 회장, 

염성준 원주권 이사 등 강원지회 임원과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

청장, 유관 기관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하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물

가안정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9월 18

일 영암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2017년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유동윤 

지회 부회장의 골프클럽에서 

김채진 광주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임원들은 그간

의 시름을 털어내고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탑인프라의 양홍석 사장

이 우승상을 받는 등 임원 간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회원사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지회는 경남 지역 1,282개 

이노비즈기업의 정보보안 수

준 향상을 위해 통합 보안회사

인 ㈜에스원 경남 사업팀과 업

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남지

회는 최근 중소기업 대상 랜섬

웨어 피해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

약으로 회원사의 사이버 피해 예방과 정보보안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 베트남 경제 대표단 참가

강원지회는 지난 6월 6~11일 

베트남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강원도에서 파견한 경제 대표

단에 참가했다. 고영웅 회장 

등 도내 경제 단체장 20여 명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대표단은

하노이 등의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고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병행했다.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경제 단체별 

성격에 맞는 유통채널과 바이어 발굴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

련하고, 실질적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광주·전남

경남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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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에티오피아 국제 경제인 포럼 및 연합회 발대식

부산·울산지회는 이노비즈 

기업인들의 해외 수출 및 투

자의 원활한 흐름과 민간 부

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만들

고자 지난 7월 12일 MARINA 

Blue Kitchen에서 한-에티오피아 국제 경제인 포럼 및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형겸 지회장(2대 회장), 김상진 지회장(3대 회

장)과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부산일보 사장, 부

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

난 9월 20일 대전 오류동 사

옥에서 KEB하나은행 충청영

업그룹과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KEB하나은행 충청

영업그룹 대표, 박석훈 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KEB하나은행의 적극적 금융지

원 및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통해 지회 회원기업과 상호 협력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대구·경북지회-(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지회와 (재)경

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

난 8월 2일 (재)경북여성

정책개발원 회의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

으로 대구·경북 지역 내 여성 전문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및 

여성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2017 부산 지역 중소기업 인력지원 협의회

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일자

리 창출, 다양한 지원정책의 

활용을 위한 유관 기관·단

체의 협의 및 정보 교류, 정

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제1차 

부산 지역 중소기업 인력지

원협의회가 지난 8월 20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되었다. 

협의회 위원은 지역 유관 기관, 기업 협회, 단체 및 교육기관 소속위원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상진 지회장은 위촉직으로 인력지원협

의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 참석

대전·세종·충남지회

는 지난 9월 15일 대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진

행된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지역경제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중소벤

처기업부의 대전 잔류를 바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

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전이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하

다는 점을 비롯해 제조업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해 중소벤

처기업부의 대전 잔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2017 이노비즈기업 대구-동남아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9월 

20~29일 8박 10일 일정으로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동 주최하는 2017 이노비즈

기업 대구-동남아 종합무역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노비즈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이번 사절단은 자카르타, 싱가포

르, 쿠알라룸푸르 3개국으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섭외된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울산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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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충북지회는 지난 9월 13일 충

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도의 대중 지지 기반을 가

진 Udit Raj 의원과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남창현 충청북도 정무

특보가 참석해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표 회

원사로 참여한 8개 이노비즈기업 대표들과 수출 관련 정보 및 인도 현

지에서의 연결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2017 청년 취업 일자리 박람회

제주지회는 지난 9월 14일 제

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

된 ‘2017 청년 취업 일자리 박

람회 JOB-ARA FESTIVAL’을 

공동 개최했다. 도내·외 공

기업은 물론 관광업계, 금융

업계, IT업계 등 45개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관들이 참여해 인재 면접 

및 현장 채용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기관)들의 설명회와 취업 컨설팅도 진행되었으며, 구직을 희망하는 청

년들에게 최신 인사·채용 동향 등 실질적인 취업정보가 제공되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회는 지난 8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라북

도, 고용노동부와 청년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

회는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력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도내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

로 앞장설 것이며, 금번 협약을 통해 전북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

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충북지회는 지난 9월 20일 충

북대학교 오창 융합기술원 

국제 회의실에서 지역 내 기

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기술·경영 등 입체

적 상용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에 대한 종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센터’ 구축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청권 대학 및 기술사업화 지

원 기관 등 16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했다.

제주 산학융합 소통 포럼

제주지회는 지난 9월 26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제주

산학융합원과 제주 산학융합  

소통 포럼을 제주 지역 산업

단지 BT·IT 기업체 임원 및 

산·학·연 관계자, 지자체 

및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산학융

합 소통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 기반 기술과 산업의 진

흥정책 및 연구개발 발굴, 정보 교류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7 전라북도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전북지회는 지난 9월 22일 취

업길이 막힌 도내 중·장년층

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

고자 ‘할 수 있다는 희망! 끝나

지 않은 열정! 다시 시작하는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모두 54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도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표들은 직접 현장 면접과 채

용을 진행했다. 지회는 도내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3모작 설계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북

제주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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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8 4 3 9 7 5
7 3 9 5 2 6 4 1 8
5 4 8 9 7 1 3 6 2
9 7 3 2 1 4 8 5 6
4 6 5 7 8 9 1 2 3
8 2 1 6 3 5 7 9 4
2 5 7 4 9 8 6 3 1
1 8 6 3 5 7 2 4 9
3 9 4 1 6 2 5 8 7

<INNOBIZ+> 독자 의견!

원유진(서울 강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으로 저력을 

보이고 있는 틸론 최백준 대표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

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여럿이지만 서비

스를 보다 보강해 세계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들의 훌륭한 롤모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현(인천 계양)  배터리 관련 코너를 읽었습니다. 의

외의 아이템이 세상의 판도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며 

향후 세상과 미래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과 시각만이 기업의 발전과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다시금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민성(대전 서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라든지 인

적 자원에 관한 칼럼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정보들이 담겨 있는 <INNOBIZ+>를 항상 애독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많

이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찬성(경기 성남)  우연히 협회보를 접했는데 생각보다 

시원시원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용 구

성도 알차서 시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지루하지 않

게 보기 좋은 책자였습니다. 

이동운(경기 부천)  ‘Next Paradigm’ 코너에서 소개한 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칼럼이 좋았습니다. 파도처럼 밀

려오는 새로운 혁명의 물결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우리 기

업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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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탐방을 떠나곤 한다는 독서토론회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호 퀴즈는 유럽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로마투어로 준비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검투사들의 화려한 경기를 즐기던 콜로세움 앞에서10월호를 위해 

탄생한 우리의 '시월이'가 기념촬영을 했는데요.비슷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시월이를 찾을 수가 없네요. 시월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1. 저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2. 제 코트의 깃과 주머니까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저는 가방을 메지 않았습니다.

4. 제 바지와 신발을 잘 관찰해보세요.

5. 저는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H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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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밥은 제대로 
        챙겼니?

| 성수본점 | 02 - 6233 - 8882    | 동판교점 | 031 - 789 - 3830    | 구로디지털점 | 02 - 853 - 7800

한끼를 먹어도 제대로 건강하게 먹자

친환경 소울푸드,
프리미엄 건강도시락
‘맛결’을 즐겨보세요

전국 팔도의 대표적인 음식을 정통 레시피로 제대로 만듭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바른 식재료들로 전문 세프가 직접 건강을 요리합니다. 

울산오삼불고기

양양새송이더덕고추장삼겹살

안동닭간장조림

횡성소고기두부스테이크

경복궁소불고기

양평고추장불고기 | 창덕궁떡조림 | 무안낙지볶음 | 송도마파두부 | 북경식버섯탕수육 | 남해삼치구이 

광화문너비아니새송이구이 | 진부령황태소고기구이 | 울릉도통오징어구이 | 고성새송이떡갈비와무생채 

성북동파프리카돼지불고기 | 부산된장수육 | 대천칠리새우 | 수지부추오리훈제구이 | 속초황태강정

뉴욕스테이크와감자  | 강릉가자미구이 | 압구정LA갈비 | 태백소고기야채말이와무생채 | 노르웨이연어스테이크

담양떡갈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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