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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Mark Elliot Zuckerberg



special theme

디지털 뉴딜, 
위기극복의 전환점으로 삼다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방만했던 대기업의 사업 구조가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벤처기업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성장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셜 테마에서는 
유례없는 침체와 혼돈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혁신성장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추세를 짚어보고, 
‘디지털 뉴딜’의 활용 방법 등을 담았다.

p.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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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찾은
디지털 뉴딜의 기대효과
전 세계 산업은 지금 분야를 막론하고 디지털로 빠르게 체질 개선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이룬 기업 가운데 56%는 매출 증가를 꾀했으며, 
OECD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선도기업과 후발주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과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해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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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가 소셜 미디어의 혁명을 넘어 산업 간 경계
를 넘나드는 기술과 서비스들이 시장을 재편한 과도기
라고 할 수 있다면, 2020년대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산
업 전반에 내재화되고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의 동력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회 전반에 끼치는 경제적인 임팩
트는 엄청나다. 시장조사기관 리포트앤데이터에 따르
면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평균 18% 성장해 1조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MS와 IDC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제대
로 완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까지 420억 달러의 
추가 GDP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2021년까지 
24%의 추가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07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위기
에 직면했을 때 미국 경제의 붕괴를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견해에 전혀 동의
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 미국 국적의 기업은 8곳이었으며, 그중 5개가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이 제공
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들은 여타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던 미국의 경제는 
빠르게 부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 역설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주류로 부상
하면서 기업들마다 디지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디
지털 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순히 기술의 
채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디지털 혁신은 업무 프로
세스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조직 전반에 디지털 문화가 정착돼야 
비로소 완결성을 갖춘다.

  비대면 서비스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로 우리는 오프라인 경제에서 디지털로 대변
되는 온라인 경제로의 급속한 재편을 목전에 두고 있
다. 기업 내부 프로세스는 물론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모델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택트
(Untact) 비즈니스가 업종을 넘나들며 보편화된 서비
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기업마다 원격근무 및 재
택근무를 지원하는 화상회의, RPA(로봇자동화솔루션) 
등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
환한 학교현장에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 등이 결합된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가 본격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시간 기업 시스템이 운용됨
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 중이
다. 2009년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디지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Google) 2곳이었지만 
2019년 현재 시가총액 10대 기업  7곳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전 산업계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MS와 IDC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완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까지 420억 달러의 추가 GDP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2021년까지 24%의 
추가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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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성공 전략 
그렇다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
지는 않는다. 맥킨지는 70% 이상 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e비즈니스 
열풍이 불 때 많은 기업이 앞다투어 e비즈니스 구축에 
열을 올렸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실패를 경험했다. 이유
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기술적 
요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마인드와 
디지털 문화 정착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전환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했고, 사내 전반에 걸쳐 디지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여기
에는 필연적으로 파괴적 혁신이 뒤따른다. 파괴적 혁신
은 기존의 구습과 관행을 과감히 떨치는 것에서 출발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테크놀러지 채택 
이상의 문화를 동반해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오래된 방식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한
들 아무 의무가 없고, 단순한 기술 비용만 낭비할 뿐이
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은 힘들고 
지난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
국내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에도 불구
하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조사기관 KRG가 국내
매출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중 72%가 ‘디지털 전환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역설
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는 결과로 해석된다. 디지털 전환으로의 발빠른 디지털
화와 함께 범정부적인 추진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이미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데다,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중심 국가로 자리매
김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정
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불투명한 시
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 개별기업
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 가치를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K방역으로 한국
의 위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K-디지
털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
실이다. 서두르되, 철저하게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디
지털로의 전환을 지향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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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포츠
앱을 활용한 트레이닝 효과 외에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게임 등 
디지털과 결합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에 나선 기업들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디지
털 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주도권 선점을 노리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 영역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생산이나 마케팅 영역 등 일
부 영역을 중심으로 검증과정을 거친 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선진 제조기업들
은 일찌감치 디지털 전환에 착수, 신제품 개발은 물론 
생산 및 공급망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제조 기반의서
비스, 유통 영역으로의 신사업 진출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신발제조회사인 아디다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사
업의 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ICT기반의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로봇 
자동화 공장을 구축했다. 그 결과, 고객 주문부터 제조, 
배송까지 10여일이 걸리던 것을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5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의 강자 
나이키는 디지털 스포츠라는 디지털 추진 조직을 만들
어 웨어러블 기기에 제품을 접목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퓨얼밴드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선진 제조기업들은 일찌감치 디지털 전환에 착수, 
신제품 개발은 물론 생산 및 공급망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제조 기반의 서비스, 유통 영역으로의 신사업 
진출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최근의 건강 트렌드를 반영해 제품 기능에 헬스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른바 퓨전 서비스 기반의 신제품 개
발이 가능하게 된 것도 결국 디지털 전환에 누구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지멘스는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
는 전과정을 관리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축해 밸
류체인의 디지털화를 구현, 제품 100만 개당 불량품이
12개에 그치는 혁신을 이루었다. 세계적인 소비 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는 2010년부터 식음료 사업이 
부진하자 건강 및 화장품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사업
확장은 필요했지만 어설픈 접근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진 유니레버 경영진은 비즈니스의 
모든 요소를 디지털로 전환해 디지털 역량 제고에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과거의 1/5 비용으로 
동일한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함은 물론 제품
출시 기간을 50%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니레버
는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에서부터 공급
망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등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
세스를 높이기 위해 RPA 솔루션을 선택, 점진적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우선 가치를 부여했던 세계 최대
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리워드, 결제, 스마트 오더
등의 디지털 혁신 기법을 도입해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
했다. 특히 스마트 오더는 앱을 통해 주문 후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을 하는 시스템으로 커피 전문 매장의 새로
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
본 여행업체 제이티비(JTB)는 원격근무, 숙박상품 등
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독일 아우디자동차는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라이브 컨설팅 서비스
와 틱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 싱가포르 은행 디비에스(DBS)는 디지털 실
행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분석 전
문 인력 2,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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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두 트랙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디지털 뉴딜의 배경 및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후속 조치인 ‘스마트제조 2.0’을 비롯해 이노비즈기업과 실질적으로 
닿아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의 활용도를 높여본다.

이노비즈기업에 맞춤한  디지털 뉴딜 설명서

  디지털 경제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조 1.0'의 스마트공장 적용을 통해 도입
기업의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증가, 원가 15.9% 감소, 
납기 15.5% 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여전히 스마트공장 
공급기술(플랫폼, 제어기술, PLM 등) 측면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대비 2.5년의 격차가 나는 등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 대비 국내 공급기술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기술을 별도로 개발하기보다
는 개별 공급기술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했었다면, 2020년은 세계적
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언택트(Untact)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외한 
국내 모든 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상황이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불황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중소
기업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
로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인 
블랙 스완(Black Swan)’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감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 암울한 현실은 2020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공장가동율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초유의 감영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비대
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산업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창업 5년 만에 2020년 연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마켓컬리의 성장은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
업 및 중소 제조기업은 디지털 경제 전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4일에 코로나19로 촉발
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의 두 방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
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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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화, 제조업 환경,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첫째, 다양화
되고 개인화되는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빨라지는 
제품의 출시 주기와 짧아지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Product Life Cycle)에 따른 시장의 변화, 둘째, 사
물인터넷, 5G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등의
기술을 통한 개인화 생산방식의 등장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기술,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최신 기술
의 발전, 셋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와 
유연하고 효율성 높은 생산체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국가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스마트공장 3만 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1만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제조 1.0’ 전략의 대표
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Special Theme Them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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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뉴딜(New Deal) 정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지금도 경제학자와 역사가들은 뉴딜
정책의 효과와 결과에 대해 논쟁하고 있으나, 뉴딜 정책은 미국 
정치와 정책의 대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핵심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발전 전략이다. 세부내용으로는 3대 프로젝트(디지털뉴딜, 디지
털·그린 융복합, 그린뉴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으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 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
의 핵심은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
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
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의 경우 디지털 
뉴딜의 정책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키워드는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부정책 중 네트워크 기술인 5G
의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적용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
로 판단된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 중 ‘1, 2, 3차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과제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AI 홈서비스 보급, 의료
영상판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제공과 스마
트 서비스 솔루션 지원 정책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데
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기업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업의 전유물로 생각해온 것이 일반적. 물론, 

D.N.A.(Data-Network-AI)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의미하는 말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 중 
‘1, 2, 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과제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AI 홈서비스 보급, 
의료영상판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가장 중요
지금까지 언급한 주요 키워드를 나열해보면, 4차 산업혁명, 스마
트공장, 인공지능, 5G, 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
과 스마트제조 1.0,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스마트제조 2.0, 
KAMP 등 전략적인 정책 및 세부적인 추진과제에 대해 일반 중소
기업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벅찬 부분이 있
을 것이다. 다만,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면 글로벌 기술의 트렌드와 국내에서 진행
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재화하
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기술의 중요한 방향
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
술개발을 통해 발전될 것은 발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세부정책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지만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이해와 
추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중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공정 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
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수요기업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공급기업의 경우도 AI, 빅데이터 관련 기
술개발 사업과 산·학·연을 구성하는 네트워크형 R&BD 기술개발 
사업 등도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소위 스마트제조 또는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장기 추진 로드맵일 것이다. 즉, 스마트
공장,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포함한 기술개발
전략 또는 공정 개선을 위한 전략을 통해 전사적인 형태의 로드맵
을 수립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퍼즐처럼 하나
하나 맞춰나가고 Bottom-up 한다면 당초 수립한 로드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해당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영역은 전문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의 분야일 것이
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적용을 위해 굳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기존에 개방된 다양한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해 구현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 이
러한 기술변화를 통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 적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follow-up이 필요할 것이다. 즉,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분
석하고, 해당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적인 구현을 
위해 ‘스마트제조 2.0’ 추진전략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2.0 추진전략은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선도 사례
확산, AI·데이터 중심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육성,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거버넌스 확립의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으며,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마이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5G+AI 
스마트공장 등 선도 사례 창출·확산, 스마트제조 R&D, 인력양성, 
창업기업 발굴·육성 등의 과제를 선정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
·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
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
form)’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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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이노비즈기업들

기존 솔루션 기술에 DNA 접목으로
디지털 뉴딜 효과 기대
퓨렌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민첩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방향성에도 디지털이 중대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에 
힘입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기업이 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요즘과 같은 
침체기에 오히려 기술혁신의 의지를 북돋는 이노비즈기업을 소개한다.

“퓨렌스(주)(대표 신현삼)는 자체 개발한 콜센터 통합 솔루션인 T-Motion을 통해 CTI, IVR, 녹취, 전광판, 상담
어플리케이션 등 컨택센터에 관련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서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며 365일 24시간 Help-desk 운영으로 고객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
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36개 나라로 활발한 수출 및 국내에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자체 R&D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걸맞는 챗봇, 보이는 ARS, AI 녹취시스템, 상담톡 등 인공지능 컨택 채널 솔루션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인한 비대면 클라우드 컨택센터 통합솔루션인 ‘CLEX’를 구축, 운영 중인 젊고 도전적인 기업입
니다. 

‘CLEX’는 저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재택 상담 솔루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
로 전환해준 제품인데요. 언택트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요즘, 기존 콜센터 솔루션 기술에 ‘DNA(데이
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접목하는 데 집중해 관련 분야의 집약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의 
효과가 현실화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시장에서 더욱 격차를 벌릴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기술력
㈜에니텍시스

“1987년에 설립한 ㈜에니텍시스(대표 홍사혁)는 국내 최초로 자동인증기를 
개발, 보급해 종이 수입증지를 사라지게 한 기업으로, 꾸준히 기술력을 축적
해 관공서 민원발급기 시장 1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자동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개발해 관공서 
업무 자동화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2008
년에는 일본 현지법인과 말레이시아에 지사를 설립, 기술과 제품 공급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기세를 몰아 2009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풍력 및 소수력, 하이브리드 에너지 
등 발전사업 분야에도 진출했어요.

우리 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2000년대 이후 스마트화, 고도화와 더불어 신
산업 영역으로의 IT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IT 기반의 통합증명발급기를 개발함으로써 관리의 편의
성과 창구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디지털화라는 시대의 니즈
에 부응할 수 있었죠.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확산한 비대면 수요의 급증
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발
급기, 키오스크(KIOSK) 등의 시스템 기술력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전자정부 인프라 시스템에 발맞추어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술력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후발 국가의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 기회를 지원받는다면 
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적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현삼 퓨렌스(주) 대표

홍사혁 (주)에니텍시스 대표



17

Special Theme Theme Interview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연구개발로
최적의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제공
㈜지케스

Smart Factory 기반 기술에
디지털 혁신 기술 융합이 경쟁력
엠아이큐브솔루션㈜

“글로벌 표준과 수준 높은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류 제조기업과 더불어 성장
해온 엠아이큐브솔루션(주)(대표 박문원)은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 등 Digital Enabler를 활용해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합니다. 
빠른 판단과 실행, 과감한 투자로 확보한 ICBMA 관점의 디지털 혁신 기술은 기업
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 기반 기술에 디
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스마트 제조환경 확산 및 고도화 
사업의 공급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스마트제조 2.0 프로젝트의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스마트제조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시장의 성장 규모는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기업들 간 경쟁은 심화되고 신규 진입한 기업들
의 무분별한 난입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의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
로 말미암은 시장의 확장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우리 기업은
연매출의 3.3% 수준의 연구 투자를 지속해 디지털 혁신이라는 신규 시장에 대비
해온 결과 올해부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죠. 현재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전방위
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자
들 간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을 통해 5G, AI 기반의 스마트 제조환경이 구축되어 우리나라 제조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의 경쟁력 또한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영찬 (주)지케스 대표

김태종 엠아이큐브솔루션(주) 고문

“㈜지케스(대표 박영찬)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융합관리
솔루션 전문업체로, 지난 20년 동안 전자정부인프라사업을 선도
해왔습니다. 전국 245개 지자체의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무인
민원발급기, 전산센터 환경설비 등)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지킴-e)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국민서비
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가동을 위해 365일 24시간 관제 및 운영하
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IoT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ICBAM과 시설·환경·전력을 모니터
링하는 24X7 모니터링 서비스 M.Cloud, 무선통신망 관리솔루션 
와이파이 지킴-e, 융합 모니터링 시스템 Hybrid Suite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소
프트웨어 분야도 ICBAM 기술을 연동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기업은 2017년 IoT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융합시스템 출시에 이어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공공
기관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 
중이며, 스마트RTU 개발을 통해 환경, 시설, 전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2021년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
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그중
에서도 민간정부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M.Cloud 24X7 모니터
링 서비스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디지털 뉴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
로 연구개발 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관
제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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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시 상태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글로벌 교류도 
온라인이라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조금씩 움직임을 더해가고 있다. 이 틈을 
타 그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해왔던 유럽과의 교류에도 한발씩 
다가서고 있다. Global Innovator 섹션에서는 유럽에서도 우리와 정책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좀 더 닿아있는 독일과 터키를 중심으로 진출 포인트를 
살펴보고, 이들 나라에 진출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사례와 비즈니스 에티켓 등을 소개한다.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면
유럽시장도 멀지 않다



유럽시장과의
실질적 ·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면?
미·중 간의 분쟁이 더욱 첨예화되면서 유럽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다만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실질적, 심리적으로 
우리와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동유럽 진출의 관문으로 통하는
터키와 유럽시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거점이자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장기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유럽시장 공략 포인트를 짚어본다.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등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분쟁이 갈수록 첨예화되면서, 양자택일의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극단적인 
양자택일보다는 각 회원국별로 자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양자 관계에서 극단적인 갈등 증폭보다는 다자협력 체제
를 통한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게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
준이고 서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노동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유럽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더욱 어려운 시장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EU 차원
에서 조화롭고 체계화된 표준은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상기 유럽의 가치를 포괄하고
있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겐 넘기 힘든 장벽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방역에 한계를 
보여줌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 침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K-방역 
모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방역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선진 유럽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럽의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유럽시장의 공략 포인트를 
점검하고자 한다. 유럽시장에서 혁신성장과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은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혁신성장의 심장부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유럽의 가장 변방이자 진출 
관문인 터키를 통한 유럽시장 진출 대안도 부가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글
.  이

철
원

(대
외

경
제

정
책

연
구

원
 세

계
지

역
연

구
센

터
 유

럽
팀

 연
구

원
)

20 INNOBIZ+ VOL.42

Global Innovator Sense of Direction

21



EU가 2010년 제시해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인 
‘Europe202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 전략
이다.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고 그 이면에
는 지식과 혁신 전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전략에서 EU의 산업
정책은 디지털 시대 대응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 기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
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
발견과 전략적 조정을 통해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산학연관과 시민
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
된다. 이러한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2021~2027년 EU 다년간지출예산(MFF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도 반영되었다. MFF의 첫 
번째인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부문은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로, 전체 예산의 12.4%가 EU의 대표적인 우주 프로그램
인 ‘Galileo’와 ‘Copernicus’에 최대 132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과학기술 분야 혁신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초과학기술 분야 연구 지원 및 인력교류를 통
한 정보공유와 데이터 접근 개선), 글로벌 도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 생태계 등 3개 핵심 영역에 759억 유로(전체 예산의 7.1%)가
배정되었다. 또한 유럽연계 부문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용
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EU 모든 지역을 연계하는 정책 분야
에 284억 유로(전체 예산의 2.6%)가 책정되었다. 이밖에도 디지털
유럽 부문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67.6
억 유로(전체 예산의 0.6%)가 배정되었다.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주목
하고 있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
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
을 갖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
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해 EU는 회원국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
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
기업법은 기업가 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
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

유럽의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브랜드 필요

로그램은 최근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
업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 규모가 커진다
는 특징이 있다.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에서의 자문 프로그램은 바우
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
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은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
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U 및 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유럽
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과 진출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독일과 같은 성숙한 클러스터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산업단지 혹은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독일 등에서 활
성화되어 있는 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해 우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문제 해결 등 구체
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
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해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최근 K-방역과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시대
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램에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차원의 펀딩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
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
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
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면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럽시장
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수준 높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수요자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따라서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유럽시장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20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한·독 기업 간 기
술 및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스마트 제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스타트
업 등 3개 분야에서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확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관련 연
구개발 공동 추진과 함께 양국의 스마트 제조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스타트
업 분야에서는 양국 간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양국 스타트업이 
양국을 포함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시장의 제1 관문을 극복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
매력을 보유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1차 관문 극복을 
유럽의 변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EU와 관세
동맹 관계에 있으며 EU의 지원을 받고 유럽의 난민 캠프를 운영 중
인 터키는 유럽시장의 관문이다. 터키는 유럽과 같은 기술, 표준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1 관문을 넘으면 유럽시장은 물론 
EU 표준을 따르고 있는 모든 해외시장의 공략이 가능하다. 한국과 
터키는 한·터키 FTA가 상품은 물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걸쳐 
포괄적으로 체결 및 발효되고 있어 형제의 나라 이상으로 밀
접한 경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음은 물론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략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Europe2020
2010년 3월 3일 경제 선진화를 위해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10개년 전략으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7년 단위의 EU 장기예산안으로, 예산집행의 규모와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mid-sized companies)으로,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력 및 품질 측면에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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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유럽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수준
높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수요자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따라서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유럽시장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설립 5주년을 맞은 ㈜위디코의 연혁은 한 분야에 집약된 기술개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스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을 막겠다는 강영모 대표의 일관된 의지로 
기업의 규모나 매출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기술에 혁신을 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 
덕분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독보적인 기능의 가스안전차단시스템을 개발했고, 
터키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

Global Innovator Global Inno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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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코

불안을 잠재운 혁신기술로
터키를 매료시킨 
가스안전차단시스템

IT 전문가에서 가스안전차단시스템 개발자로 
가스안전차단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전까지 강영모 대표는 13년
여에 걸쳐 IT분야를 연구해온 학자였다. IT분야 연구원으로 공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몸담기도 했다.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습니
다. 아버지가 오래 뇌졸중을 앓으면서 어머니가 간병을 도맡으셨
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 집 근처 마트에 
찬거리를 사러 갔는데, 그 잠깐 사이에 국이 끓어 넘치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집에 아버지가 계셨지만 거동이 불편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이웃집에서 도와주지 않았
다면 큰 사고로 번졌을 겁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며칠이고 가스레인지만 골똘히 보고 있었다는 
강 대표는 평소 편리하게 사용하던 가스가 방심할 경우 자칫 삶
을 되돌릴 수 없는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직접 가스안전차단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방 
화구로 가스레인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가스 관련 크고 작은 사고의 30% 
이상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가스 누출 및 폭발로 인한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사회
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가스안전차단장치 제
조업체도 하나둘 생겨났지만 대부분 실용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가령 타이머 
설정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자 밸브가 차단되는 방식 혹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한 후에야 가스공급을 차단하거나 가스
검출센서를 이용해 가스검출 시 밸브가 자동으로 제어 및 차단되
는 식이죠. 그래서 직접 가스안전차단시스템을 개발해 우리 사회
를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IoT기술을 결합한 첨단 가스안전차단시스템
현재 위디코의 이름으로 제품화된 가스안전차단시스템은 ‘가스
안심이’와 ‘가스안심이Ⅱ’ 두 종류다.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강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가 R&D 과제에 
참여했고, 과제 종료와 더불어 두 제품의 기술 수준을 차례로
업그레이드해왔다. 그 결과 IoT를 기반으로 한 위디코의 제품은

기존의 가스안전장치와는 확연히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선 범용으로 개발한 가스안심이는 가정용 가스안전차단시스
템으로 주방의 가스안전관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가스 중간밸브(퓨
즈콕)를 열어놓고 집을 비우더라도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있어 안심할 수 있으며, 주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인체감지센서가 
작동해 약 15분 후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닫아준다. 지진이나 화재 
시에도 자동으로 작동해 가스밸브를 알아서 차단해준다. 

가스안심이에 집약된 기술을 기반으로 1년 7개월여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해 최근 보급을 시작한 가스안심이Ⅱ는 IoT 기반에 AI
(인공지능)를 탑재한 첨단제품으로 비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다양
한 장애로 몸이 불편한 이들과 노약자들까지도 어려움 없이 사용
하게끔 기능을 높였다. 즉, 음성이나 수어, 점자, 안면인식 등 사용
자의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기능에 
공을 들였고, 건전지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으
로도 연결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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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기술혁신을 거듭해온 가스안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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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코의 가스안심이는 동종업계 제품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세심한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인체감지, 가스레인지 연동, 
리모컨 제공, 밸브 자동 개폐 기능 등은 저희 제품에만 담긴 기능
이고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이죠. 또, 타사 제품들이 보통 6개월여의 짧은 수명을 가진 것과 
달리 가스안심이는 이사할 때 떼어내 가지고 갈 수 있는 반영구
적 제품입니다.” 덕분에 위디코의 가스안심이는 지난 6월 조달청
과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로부터 3년간 우선구매 물품(기술 및 
품질인증)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가스안심이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어 가스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강 대표의 바
람이 조금은 이루어진 셈이다.

터키를 시작으로 세계를 안심시키다
설립 5년 동안 뚜렷한 매출 실적 없이 오직 기술 혁신에만 매
달려온 위디코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술적 완성도에 무게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가스안심이 보급을 통해 나라 안팎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조달청과 특허청에 제품을 등록한 것이 내수 성장의
도화선 역할이라면, 2018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제안으로 참여한 터키 해외 전시회는 해외 진출의 신호탄이 되어
주었다. “우연한 기회에 터키 해외 전시회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
는데요. 내심 터키에 제조 생산기지를 구축해 유럽 진출의 거점
으로 삼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현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손에 든 제품 하나로 브리핑을 해야 했어요. 그런
데 뜻하지 않게 터키장관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기술력 
하나로 그 자리에서 터키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죠.” 강 대표는 기정원이 길을 열어준 터키 
진출이 지난해 11월 이노비즈협회가 주선한 ‘한-터키 기술교류 

상담회’에서 한층 선명해졌다고 말한다. 2018년 해외 전시회가 
터키의 정부 인사와 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한 자리였
다면, 지난해 ‘한-터키 기술교류 상담회’에는 터키와 영국의 기업 
대표와 책임관리자들이 주를 이루어 MOU 등 실질적인 협약이 
이루어졌던 것. 터키와의 두 번에 걸친 교류로 자신감을 얻은 위
디코는 기세를 몰아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 단독법인 설립과 더불
어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즉, 1년 동안 터키에 가
스안심이를 수출하면서 터키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후 
내년에는 터키에 생산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제조에 들어가겠다
는 계획이다. 

“터키로 물꼬를 텄지만 가스안심이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터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7년에 시연을 한 후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또한 터키와 비슷한 조건을
내걸며 교류를 희망하고 있죠. 대만과도 꾸준히 접촉 중이고요. 
이들 나라 모두 가스 사용은 물론 지진 위험국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강영모 대표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터키 진출 이후 러시아,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등 도시가스 매장량이 많고 실제 사용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타깃으로 해외진출국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IoT
를 결합한 가스안전차단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기술적 우
위를 점하고 싶은 바람과 함께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할 때 품은 ‘좀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도 힘이 실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스안심이의 성능을 테스트 중인 강영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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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코의 가스안심이는 동종업계 제품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세심한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인체감지, 가스레인지 연동, 리모컨 제공,
밸브 자동 개폐 기능 등은 저희 제품에만 담긴
기능이고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 |              한-독일 융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               |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0 한 - 터키/독일 기술교류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 판로 개척
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로 글로벌 교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
대면 방식을 통한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올해에 앞서 지난해 열린 
‘제1 회 한-터키 기술교류 상담회’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기술교류 상담회에는 6
개 중소기업 관계자와 이노비즈협회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두 번에 걸친 
상담회와 매칭기업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스안전차
단시스템을 개발하는 ㈜위디코를 포함한 4개 기업이 터키 기업과 MOU 협
약을 맺거나 향후 해외 진출 등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에 이어 터키와의 두 번째 교류인 ‘2020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
담회’는 지난 8월 26일(수)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의 세중타워 4층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14개 사와 터키 기업 40여개 사가 참여한 올해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를 현지 협력기관으로 삼은 ‘2020 한-독일 융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은 2016년 5월 중기청-프라운호퍼연구소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교류의 폭을 키워왔다. 즉, 2017년에는 ‘한-독 융
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을 수행해 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프라운
호퍼연구소와 연계해 기술세미나와 Matchmaking Session을 진행했으
며,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한-독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및 연구기관을 시찰했
다. 또 2019년에는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을 독일로 파견,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우수 연구진과 연계해 연구소가 보
유한 IWU(Machine Tools and Forming Technology) 및 IPK(Production 
System and Design Technology) 관련 기술 및 향후 필요한 기술 관련 교
류를 지원했다. ‘2020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에
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 분야

협력 기관 

신청 
대상 기업

 

지원 내용

주요 일정

4차산업(인더스트리 4.0) 레벨 체크업 및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
이션) 로드맵핑 /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솔루션 / 생산제조 프
로세스용 AI 기술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IFF, Factory Operation and Automation)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품목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 
중 프라운호퍼연구소 IFF 관련 기술이거나 향후 필요한 기술 관련 
교류를 희망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의향이 있는 기업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진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업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진과 온라인 및 현지 기술세미나를 통한 신기
술 소개 및 기업이 선택한 선진기술 강화 방안 제시 / 보유기술의 융
합 또는 신사업군 발굴 방안 제시 등

온라인 기술세미나 프라운호퍼 IFF 연구진과 온라인 기술세미나를 
통해 IFF의 기술 소개 및 선정기업과의 meet-up(11월 24일(화)~25
일(수) 서울시내 예정) / 독일 기술워크숍 기술교류단 구성 및 파견
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전문가와 1:1 또는 공동 기술워크숍 개
최, 선진 혁신기업 현장 방문 등 실시(일정 미정)

기업명 공급기술 상담 MOU

(주)아이알티코리아 불꽃감지기 3

보뜨레코스메틱 색조화장품 4

주식회사 복주 물탱크, 물탱크 및 배수지 내부이중 방수 라이닝 패널 3

디에스테크(주) 인조보석장식기계 5 4

(주)유렌코리아 화장품(스킨케어, 메이크업, 마스크팩) 6

지톤그룹 고소작업차, 트럭크레인, 사다리차 4

드라이브텍(주) Actuaotor, Transmission, Electric Vehicle 5 1

주식회사 트위니 자율주행 로봇에 사용되는 내비게이션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자율 주행 로봇 생산 2

(주)에코비즈넷 미생물 배양 시스템 5 2

인피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서비스 4

주식회사 긴트 텔레매틱스 시스템 4

(주)홍복 홍채 기반 웰니스 헬스케어 솔루션 5 2

(주)현무 유무선 통신장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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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비즈니스 에티켓은 시간 약속 엄수에서 출발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팅이나 상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A사, 독일 진출 6년차)

－
독일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유연 근무 형태를 가져왔어요. 탄력
적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해 근무하는 직원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하므로 약속을 잡을
때 담당자의 근무 특성을 미리 헤아려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
니다. (G사, 독일 진출 2년차)

－

터키 인구의 99%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만약 터키 바이어가 
국내를 방문할 경우 돼지고기 요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T사, 터키 진출 5년차)

－
규율에 엄격한 독일은 10유로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상사나 내부 감사부서에 보고해야 해요. 공무원의 경우
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약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경고를 받게 되죠. 따라서 독일인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 점에 유의해 한국 차나 전통 기념품 등 가벼운 선물
이 적당합니다. (O사, 독일 진출 3년차)

－
터키 사람들의 비즈니스 시 인사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악수
가 일반적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악수하
는 시간이 좀 더 길다는 것. 가벼운 포옹 등의 제스처는 어느 정도 
관계에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죠. 단, 남녀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 가벼운 목례와 인사말 정도가 적당합니다. 
(F사, 터키 진출 2년차)

14.

15.

11.

12.

13.

물리적 거리가 꼭 에티켓의 격차와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인종과 언어와 역사 등 접점이 적은 유럽의 문화는 우리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유럽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과 교류가 많은 독일과 터키의 
비즈니스 에티켓을 익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보자.

같은 제스처 다른 의미,  
동작 하나가 비즈니스 호감도를 좌우한다

이슬람국가인 만큼 라마단 기간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
니다. 이 시기에 미팅과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는 건 가장 기본적
인 에티켓이죠. (K사, 터키 진출 3년차)

－
독일기업을 방문했을 때는 기업에서 마주치는 처음 본 이들에
게도 ‘할로’ 혹은 ‘구텐탁’이라고 말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세
요. 모르는 사람의 인사에 응대하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나라처럼 고개는 숙
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A사, 독일 진출 6년차)

－
첫 만남 때 명함을 교환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터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때만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사적으로 만났을 때나 비즈니스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명함을 주고받지 않죠. (D사, 터키 진출 4년차)

－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은 ‘독일 유머책’이라는 말이 있듯 진지
한 성향의 독일인들에게 유머는 절친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특히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귀한 
시간을 유머나 농담으로 낭비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그런 만큼 독일기업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어떤 의도에서라도 
유머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L사, 독일 진출 4년차)

－
터키 기업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타이트한 일정은 금물입니
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한 다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죠. 다만 본격적인 미팅과 협상에 들어가면 
긴 설명이 들어간 문서보다 시각적인 자료와 짧고 명확한 커뮤
니케이션이 효과적입니다. (B사, 터키 진출 3년차)

19.

16.

20.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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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스탄불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도시예요. 때문에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터키인
들은 약속 시간에 다소 철저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요. 바이어
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미팅 약속을 잡을 때
도 3~4일 전에 시간을 정한 후 사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M사, 터키 진출 4년차)
－
독일인들은 식사예절 또한 매우 중시하는데요. 음식을 쩝쩝
거리며 먹는다거나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시는 모습은 상대방
에게 커다란 불쾌함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사 도중 팔
꿈치를 식탁에 올리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머리카락을 만지는 
동작 모두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반면 식탁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H사, 독일 진출 5년차)
－
터키 기업인이 집으로 식사초대를 했다면 상당한 호감 표시로 
해석해도 좋아요. 터키는 유럽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집안에 들
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하며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음식을 준
비해준 이에게 ‘엘리니제 사을륵(손에 건강을)’이라는 감사 인
사를 하는 게 예의입니다. (K사, 터키 진출 2년차)
－
독일인들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파고드는 편이에
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 수치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더군요.
(H사, 독일 진출 2년차)
－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사소한 행동 하나도 바이어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조심하는 게 좋아요. 특히 베일을 한 여성이나 기도하는 사람, 
터키 군인들은 절대로 허락 없이 찍어선 안 된다는 점, 기억하
세요. (D사, 터키 진출 4년차)

1.

2.

3.

4.

5.

독일기업과 비즈니스가 성사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
니다. 서류의 내용 하나하나를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등 꼼꼼
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일일이 다 밟기 때문인데요. 대신 체결
한 계약에 대해 번복하는 일은 매우 드물죠.
(F사, 독일 진출 4년차)
－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른 독일인들은 역사 이야기에 민감
해요. 독일 과거사나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또 사생활 관련 질문 역시 피해야 해요.
(A사, 독일 진출 7년차) 
－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터키인들은 의사결정에서도 신중한
데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해서 첫 만남에서부터 비즈니스 
관련 화제를 꺼내는 것은 자칫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첫 미팅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 아예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터키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축구나 커피문화, 터키 음식 등 가벼운 스몰토크로 시작
하는 게 좋습니다. (O사, 터키 진출 3년차)
－
터키인들은 바디랭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간혹 우리나라와 
다른 의미를 가진 제스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케이’를 의미하는 손가락 모양이 터키에서는 동성애자를 뜻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S사, 터키 진출 2년차)
－
독일인들이 자주 쓰는 제스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리로 오라는 의미의 손짓은 
독일에서는 ‘가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는 
우리와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짓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
들이 골똘히 생각할 때 관자놀이에 검지를 갖다 대는 것과 달리
독일인들이 검지로 관자놀이 위쪽을 톡톡 치는 행동은 ‘멍청
하다’, ‘너 제정신이냐’의 의미라고 합니다.
(G사, 독일 진출 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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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반에 등장했던 ‘포스트(post)’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자리를 어느새 ‘위드(with)’가 차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단단히 중심을 잡고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트렌드를 
민감하게 감각해야 할 터. New Generation 섹션에서는 하나의 산업 분야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칼럼을 비롯해 최근의 트렌드를 함축한 비즈니스 동향 
등을 다룬다.

더욱 빨라진 
변화의 속도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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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Delivery)한다는 발상은 생각보다 오래된 아이디어다. 인터넷이 
막 태동했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부각되었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에서 
진화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사업(SaaS, Software as a Service)이 2010년대 이후에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ASP는 왜 잘 안되었고 지금의 SaaS는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SaaS,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ASP 당시와 현재의 SaaS 비즈니스 환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의 
차이다. 기본적으로 SaaS는 광대역 유무선 인터넷이 필수적이며, 2006년에 출시된 아마존 
AWS( Amazon Web Services)와 같은 안정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위에서 작
동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직접 구축해야 했던 막대한 서버
인프라를 IaaS사업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많은 기술발전의 역사에서 
인프라가 선행되고 응용 비즈니스가 따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소프트웨어 영역
에서도 동일한 궤도를 밟고 있는 셈이다.

ASP 대비 SaaS가 더 성공한 이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SaaS의 
핵심기능의 하나인 멀티테넌시(Muti Tenancy)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구동하고 여러 사용자
(Tenant, 임차인)가 접속해 컴퓨팅 자원영역을 나누어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ASP 당시에는 
고객별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싱글테넌시(Single Tenancy)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객별 서비스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국내 SW 환경상 각종 요구사항에 맞추어 SW를 
변경하느라 주문형SW(SI)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게 되었다. 이래서는 지금과 같은 구독형 SW비
즈니스 모델을 광범위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개할 수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프트웨어(SW)업계에 구독 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다. SaaS 제품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구독 요금을 다양화하는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는 
글로벌 SW 기업들이 활약하는 가운데, 그동안 글로벌 추세와 비교했을 때 
SaaS 도입과 확산이 더뎠던 국내 SW 기업들의 움직임과 관련 시장의 변화, 전망 등을 담았다.

New Generation Focus &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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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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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SaaS 기업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MS)의 SaaS는 개인에 잘 알려진 Microsoft 365 외에도 ERP에 해당하는 Dynamics 
365가 있다. 이들 서비스로 2019년도 기준 MS의 SaaS 성장률은 31.8%로서 2020년 현재 가장 큰 SaaS 
기업이 되었다. 국내 기업으로는 영림원의 시스템에버가 있는데, MS IaaS인 애져(Azure) 위에서 작동하는 
구독형 SaaS다.

2025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의 매출 창출을 노리고 있는 Salesforce는 SaaS의 원조격이다. 이제는 
CRM을 넘어 소프트웨어 앱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앱 거래소 ‘앱익스체인지(AppExchange)’를 
사용하면 고급 사용자가 더 많은 맞춤 설정이 가능하고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빅데이터 분석업체 태블로(Tableau)를 157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인수해 AI기술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할 전망이다. 국내 공급을 위한 리셀러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구글 플랫폼은 600만 명의 유료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가격을 인상했다. 이 
회사의 화상회의 도구인 구글미팅은 G 스위트에 포함되어 있다. 음성 지원 Google 어시스턴트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시도하는 등 기존 구글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국내의 오피스SW 공급자인 한컴은 2015년부터 한
컴 오피스 사용 환경을 SaaS 형태로 확장한 ‘한컴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각디자인SW 분야의 전통적인 선두 
업체인 Adobe사는 클라우드가 아닌 PC에 설치하는 SW이지만, 2015년 이후 영구 라이센스 판매를 중단하고 기간제 
구독방식으로만 판매하는 전형적인 SaaS다.

언택트 시대의 기본 인프라, 영상회의 SW
감염병 이후 누구나 사용하게 된 Zoom은 기본적으로 월 구독형 서비스다. 국내 SW로는 원격PC 지원 SW인 
리모트콜(Remote Call)로 유명했던 알서포트가 2017년 출시한 리모트 미팅(Remote Meeting)이 선전하고 
있다. 이들 SW 기업들 외에도 B2B 분야에서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SaaS도 무수히 
많은데,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SaaS 기업 중에 Splunk는  기계가 생성한 로그 등 빅데이터를 웹 스타일 인터
페이스를 통해 검색, 모니터링, 분석하는 SaaS를 제공한다. 2018~2019년 사이 무려 78.6% 성장했다.  프로
젝트 관리툴은 Atlassian의 JIRA와 Slack Technologies의 Slack이 유명한데, 2018~2019년 사이 약 60% 
성장했다. 프로젝트 관리와 유사한 영역인 워크플로우(Workflow) 분야의 ServiceNow는 35.0% 성장했다. 
국내에는 토스랩의 잔디(JANDI)가 선전하고 있는데, 최근 1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성장이 기대된다.

기업에서 SaaS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
과거의 기업은 R&D>제조>마케팅>유통>A/S 등으로 이루어지는 가치사슬의 집합으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
나 이제는 가치사슬이 해체되어 가치 단위로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패키지여행이 여행객 모집>
항공예약>숙박예약>현지가이드로 이루어진 가치사슬이었다면, 현재의 여행은 이들 각 단계가 해체되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등 분야별 전문기업이 글로벌 수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시다. 
이렇게 해체된 가치사슬에서는 과거처럼 통합적인 IT 아웃소싱을 통해 SW를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최고의 SaaS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품질 높은 IT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대 기업의 두 번째 특징을 꼽으라면 바로 민첩성(Agility)이다. 스스로 SW를 기획, 발주하고 제대로 구축되
었는지 검수하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SW 역량이 필요하다. 즉, 업무 지식과 IT지식 양쪽을 겸비한 직원을
복수로 확보하고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실패 위험이 높다. 이를 SaaS 구독으로 전환하면 고정비
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 HW·SW 구매비, 개발장소 임차료 없이 구독 사용료만 내면 되므로 발주, 사업관리, 
검수로 이어지는 모든 절차가 효율화되는 것은 물론 단계별 실패위험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디지털 전환 시
대의 SW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는 길인 SaaS, 제대로 알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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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확산의 핵심 메커니즘인 멀티테넌시 모델

Multi-Tenancy vs Single-Tenancy
Choosind the Right Model for Your SaaS Application

Single Tenant Architecture

Client A
Database

Client B
Database

Client A
Application

Client B
Application

Client A Client B

Multi Tenant Architecture

Common 
Application
for all Clients

Client A
Database

Shared
Database

Client A

앱익스체인지(AppExchange)
거대하고 다양한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개발자 등을 위한 협업 기반 
보안 마켓 플레이스를 의미한다.

워크플로우(Workflow)
작업 절차를 통한 정보 또는 업무의 
이동을 의미하며, 작업 흐름, 더 
자세히는 작업 절차의 운영적 
측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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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좀처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때는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짚어주길 기대하게 된다. 이런 답답
함을 헤아린 듯 매년 이맘때마다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제시해온 김난도 교수
가 올해는 좀 더 서둘러 <트렌드 코리아 2021>을 펴냈다. 올 한 해 가장 각광 
받은 단어인 ‘언택트(untact)’를 처음 세상에(그것도 이미 2018년에) 내놓은 
김난도 교수를 언택트 시대의 소통 방식인 온라인으로 만났다. 

이 노 베 이 터 를  만 나 다

<트렌드 코리아>시리즈 저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Done is better 
than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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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건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
해를 앞당겨 선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내년 달력이나 수첩, 신년운세 같은 것들.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은 이들 목록의 맨 앞에 빼놓지 않고 이 책을 추가한다. 김난도 교
수가 메인 저자로 펴내는 <트렌드 코리아>가 그것이다. “트렌드 연구가다 보니 이즈음
이 되면 내년 소비는 어떻게 변할지 묻는 이들이 많아요. 올해는 유독 더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코로나19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그만
큼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전까지 10월 말쯤 발행하던 <트렌드 코리아>시리즈를 올
해는 열흘가량 앞당겨 10월 중순에 펴내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트렌드 코리아>시리즈를 시작해 매년 10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했으니 
이번까지 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이 조립해 세상에 내놓은 단어는 140여개에 이른다. 
얼마 전 그간 발표했던 키워드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
다는 김 교수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근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부상한 트렌드 
키워드 대부분은 이미 이전에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 발표한 단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까닭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 일상용어로 자리 잡을 만큼 폭발적인 관심
을 받는 ‘언택트(untact)’는 2018년 당시 앞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을 내놓으면서 만든 키워드예요. 이 단어를 발표할 때만 해도 재미있다는 반응과 함께 
‘콩글리쉬’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지금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
정보지 <블룸버그>나 프랑스의 유력 언론인 <르몽드>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됐죠.”

비단 언택트뿐만이 아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2020년 키워드 ‘라스트핏 이코노미’, ‘스
트리밍 라이프’를 비롯해 2019년의 ‘뉴트로’, ‘필환경시대’, 2018년의 ‘소확행’, 2017년의 
‘1코노미’, ‘각자도생’ 등이 줄줄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금 소환되어 화제가 되었다. 김 교
수를 더욱 놀라게 한 점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조명된 트렌드 키워드들 중 연구팀이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용어는 없었다는 데 있다. 김 교수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
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바로 ‘코로나19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
라 속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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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소를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올해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고민이 많았다”는 김 교수는 그
어느 해보다 트렌드 키워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김 교수팀은 매년 다음 해의 10가지 트렌드 키워드
를 그해의 띠 동물에 맞추어 발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라는 전 세계적인 돌발사태 앞에서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코로나’라는 단어를 키워드에 포함할 것이지, 아니면 전통
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도 트렌드 키워드로 최종
결정한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는 이 같은 심사
숙고 끝에 만들어졌다. “내년이 소의 해이고, 현재 인류가 절
실히 원하는 백신(VACCINE)의 라틴어 어원이 소(VACCA)라
는 데서 착안한 키워드인데요.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카우보이처럼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갈 작은 영웅들을 기대

해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에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바람
또한 스며들어 있죠.”

어쩔 수 없이 2021년 트렌드 키워드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힌 김 교수
는 첫 번째 단어로 ‘브이노믹스(V-nomics)’를 제시했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로, 김 교수팀은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이른바 VUCA(Volatility
(변동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로 대변되는 지금의 상
황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신속한 상황 파악과 이에 따른 민첩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더불어 과감한 방향 선회 및 실패를 용인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필
요하다고 덧붙인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장기간 공들여온 전략과 마케팅보다는 우선 뭐라도 해보
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실행하라)”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유다.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한 기업이 주시해야 할 트렌드 키워드인 ‘거침없이 피보팅’도 브이노믹스와 
무관치 않다. 피보팅(pivoting)의 태생은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지만, 최근에는 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로 더 자주 오르내린다. “바이러스나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시장이 급격히 변
화할 때 기민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환은 조직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피보팅은 단지 위기상황 하에서의 방향 수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조직 운영 전반의 중요한 트렌드
로 확장하고 있어요.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
으로 피보팅은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요즘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대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김 교수는 ‘코닥 모멘트’를 
예로 들어 피보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코닥 모멘트는 20세기 세계 필름카메라 시장의 1
위 기업이었던 코닥이 필름 사업의 높은 수익성에 안주해 시장의 요구인 디지털카메라로의 전환을 
무시한 결과 파산에 이른 것을 빗대어 시장이 변화하는 대변혁의 시기, 선제적 대응 여부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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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 갈리는 변화의 순간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디지털 대변혁을 맞고 있는 
지금 또한 기업들에게는 코닥 모멘트임을 강조하고,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거침없이 피보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트렌드 키워드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독 김 교수팀의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MZ세대의 두드러진 약진이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
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김 교수는 2021년 트렌드 중 
이들 MZ세대가 주도하는 키워드가 적잖다고 말한다.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이들이 새로운 소비세대로 
유행을 선도하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주도하며 브랜드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 교수팀이 정한
트렌드 키워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령, 어릴 때부터 광고, 투자, 재무관리 등 자본주의적 요소 속에서 
익숙하게 입고 먹고 보고 배우고 자라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키즈’가 새로운 소비세대로 유행
을 선도하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주도하며 브랜드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블링 게임’에 몰두하고, 신상보다 취향 공유와 신종 재테크 차원에서 ‘N차 신상’인 중고
마켓을 애용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기업의 경우 롤러코스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비 트렌드를 의미하는 키워드 ‘롤코라이프’ 또한 상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건 휴먼
김 교수는 최근 전 세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 트렌드 키워
드로 ‘휴먼터치’를 발표했다.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간미’에 있다는 
분석의 결과다. “디지털화, 언택트, 온택트 등이 대두되지만 이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잖은 게
현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인데요. ‘사람의 손길’이 그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뜨는 OTT산업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태깅이나 디지털화의 중심에 있는 빅데이터 또한 그 중심엔 
사람의 손길이 닿아있습니다.” 김 교수는 로봇 바리스타 도입 배경을 놓고 스타벅스의 CTO 제리 마틴 플리
킨저가 한 말에서도 휴먼터치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바리스타를 대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바리스타가 자유로워지면서 더 능력을 발휘하고 고객
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말 속에 디지털화의 핵심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이밖에도 김 교수팀은 코로나 시대 집의 진화를 뜻하는 ‘레이어드 홈’, 일상으로 들어온 운동 ‘#오하운(오늘
하루운동)’, 고객만족 경험의 극대화 ‘CX 유니버스’ 등을 2021년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더 자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근 유튜브에 ‘트렌드코리아TV’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산업 및 트렌드의 변화를 발 빠르게 짚어내는 한편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트렌드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다. 김 교수가 직접 산업 현장에 나가 트렌드를 발견하고 
현업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도 진행 중이다. 트렌드 전문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단순히 키워드로 좌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능동적으로 트렌드의 
중심을 파고드는 것. 그러니 불확실성이 짙은 요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은 환하게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작가, 유튜버
등 다양한 명함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
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
드분석센터장으로 일하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트렌드코리아 TV’를 개설
해 진행하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를 2008년부터, 그 영문판인
<Consumer Trend Insights> 시리즈
를 2020년부터 해마다 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

만난 이_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소장은 
일본 게이오대학과 고려대MBA를졸업했다. 10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조직 문제를
직접 경험했고, 귀국 후에는 일본 RMS의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지금은 자신의 연구
소를 설립하여 지속성장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성장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네이버], [머니투데이], 
[인재경영]의 고정칼럼니스트이며, <컬처엔진> 외 3권의 책을 발간했다.



스마트헬스케어로 진화하는 
안티바이러스(Anti-Virus)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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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절박한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두려움이 커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세균 박멸을 위한
‘셀프 방역’을 벌이고 방역용품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압축 분무기와 소독용 에탄올을 구매해 집안 구석구석 뿌리면서 1시간 이상
집안을 소독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이렇게 집안을 셀프 방역하려는 사람들
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는 ‘코로나19 셀프 방역세트’까지 상품으로 올라와 
판매되었다.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확산 초기에 소규모시설이나 가정에 셀프
방역 물품을 보내주기도 했다. 셀프 방역에 대한 관심은 안티바이러스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살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바이러스 박멸을 강조하고 있다. 전염병 때문에 건강과 위생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살균·제균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차량 내부의 위생 기준을 크게 높이며, 차량 내의 각종 바이
러스나 세균을 없애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사람이
내리면 자동으로 자외선이나 공조기 열풍을 통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박멸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살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팀을 활용
한 가전제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래 스타일러 같은 의류관리 가전제품
에 적용되던 스팀 살균 기능이 식기세척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가전제품의 살균 기능 등을 강조
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티바이러스 기술은 건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감염병 공포가 커지면서 건설
업계에서도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들어
오는 건물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발소독 매트 및 신발장 살균기 
등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1차 제거한다. 엘리베이터에도 공기정화 및 살균기
능이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환기장치 등에도 제균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외선(UV)을 통한 바이러스 살균 기능까지 갖춰졌다.

바이러스의 공포는 연령과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엄습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바이러스’산업도 의식주 중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형성한 안티바이러스 트렌
드의 배경과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여러 분야에 걸친 안티바이러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건강 지키기 

바이러스의 공포는 평상시 건강관리 니즈를 크게 높이고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력 증진 식품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무엇
보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2030 밀레니얼 세대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실제 잡코리아가 코로나19 
확산 후 20~40대 직장인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92.7%의 응답자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바뀌
었다’고 응답했다. 건강 인식과 관리 태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상품 카테고리에서도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 관련 구매
가 크게 늘었다. 건강기능 식품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위
메프의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기획전 데이터
에 따르면 건강식품 카테고리 판매가 전체 거래액의 40%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이 1위(35%)를 기록했
던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그중에서도 면역력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분석업체 오픈서베이가 지난 8
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많이 신경 쓰게 된 건강 문제’를 묻는 질
문에 응답자의 73.7%가 면역력 향상을 선택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풀무원
샘물은 물을 마시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워터를 선보였다. 이마트24는 항염, 
항산화, 면역증진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파우치 음료를 출시
했다. 롯데홈쇼핑도 건강제품 위주의 건강 플러스를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연령대별 건강식품 구매성향을 분석

해 최적의 상품을 선보이며 관련 건강정보도 함께 전달
한다. 이외에도 단백질 섭취를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
섭취를 통한 이너뷰티 제품라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평상시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나 
헬스케어서비스로 질병을 다스리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평소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가령, ‘건강한알’ 앱은 제품의 성분, 식약처 승인여부, 부작용 가
능성을 알려준다. ‘닥터다이어리’는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저장하고 식단과 운동 정보를 기록해서 질병관리를 해주는 앱
이다. 특히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운동량
과 영양 섭취량을 측정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
지털 헬스케어는 혈압, 혈당, 심전도 산소포화도, 신경계 모니
터링 등을 통해 셀프메디케이션을 가능케 한다. 시장조사기관
스탯티스타(Statista) 분석에 의하면,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
은 2021년이면 2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헬스케어 및 건강증진 카테고리에서도 구독서비스가 등장하
고 있다. 포워드 헬스케어(Forward healthcare)는 매월 149
달러에 병원에 가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실제 의사와 24시간 상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종
의 원격의료가 구독경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의 공포는 연령과 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엄습한다. 불안한 마음
을 안심시켜주고 역병의 공포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아이디
어 상품과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다. 식품업부터 건설업까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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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과 상생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노비즈협회의 문을 두드리는 신규 회원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다. 이들에게 궁금한 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싣는다.

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 5답

1. 2014년 창업한 폴딩도어 전문 벤처기업으로 폴딩도어 주문제작, 
시공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사 및 전국 다수의 대리점에 제품을 공
급하고 있다. 폴딩도어는 공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의 한 종류로 90% 이상의 개폐율로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상업용 공간에서는 고객의 접근성을 보다 용
이하게 해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 창호다.  

2. 기업의 성장에 맞추어 당사의 핵심 목표인 기술혁신형 제품 실현
을 이루고 고객의 신뢰와 가치 실현을 위해 최고의 기술인증인 이노
비즈 회원이 되고자 결정했다.  

3.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인 점과 외부기관의 기업 평가 시 이노
비즈 회원인 것이 큰 가산점이 되고 있다.  

4. 협회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회원사들에게 많은 혜택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길 기대한다.  

5. 주변의 많은 기업들에게 이노비즈 회원으로서의 장점과 혜택 등
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 탐사장비를 활용해 발암물질 라돈
에 대한 진단과 저감 사업을 영위하는 
전문 업체다. 기계 및 실험용 장비 판매,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
며,  라돈 관련 데이터 분석, 시공, 유해성
관리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라돈 전
문 브랜드 ‘라돈닥터’를 보유하고 있다.  

2. 라돈 관련한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단순 단가경쟁으로 
치닫는 업계의 최근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가입했다.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특허청 주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가 보다 
쉬워졌으며,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점
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다.  

4. 대기업 등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방송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5. 이노비즈, 기업한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폴젠코리아 씨앤에이치아이앤씨(주)
대표 백재경_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180번길 27 대표 원용천_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1505호

1. 2017년 7월 설립 이래 연 평균 50% 이상의 매출성장과 꾸준한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AI 기반의 통합 검색
솔루션인 ‘프로서치(Pro Search)’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2020년 5월
GS인증 1등급을 획득해 공공 및 조달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플랫폼, 그룹웨어 등 협
업 솔루션 개발/운영과 MS제품 인프라 컨설팅/유지보수 등이 있다. 

1. Mondrian AI는 KAIST와 GE 연구원 출신의 데이터 엔지니어, 데
이터 과학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산업용 인공
지능(AI)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항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인공
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이다. 전사적 체계의 
인공지능 구축이 가능한 Yennefer Suite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대학
/조직/기관 등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진출을 통
해 인공지능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예정이다.  

2.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인증받고,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 및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3.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사의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기술집약적 기
업임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4. 마케팅적 측면에서 자사의 역량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5.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대표들은 이미 이노비즈 회원사였다.

㈜프로텐

몬드리안에이아이(주)

대표 박재완_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5 가산비즈니스센터 404호

대표 홍대의_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B1020호 

1.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한다면?
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3. 회원사가 되고 나서 피부로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4. 회원사로서 특별히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5. 아직 회원사가 아닌 기업 CEO에게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디지털커브
대표 이홍준_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39 로하스 비즈니스센터 212호

1. 고정밀측량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자사 기술특허를 갖고 국
내 측량/산림환경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해 현장 요구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POLARIS, POLARIS 
MS, DCDAD 등이 상용화 중이며, 정확성과 편리성, 고객 니즈에  대
한 빠른 대응으로 인정받고 있다.  

2. 다양한 혜택 및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은행 및 기관의 신뢰가 가입 계기로 작용
했다.  

4. 회원사 대상의 다양한 대출, 융자, 투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2. 이노비즈는 일정한 기술력이 인정되어야 회원사가 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적인 신뢰 증진과 기술정보 확보 및 교류 등을 목적으로 가입
하게 되었다.  

3.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고, 영업활동 시 기술력
을 인정받았다.  

4. 회사 홍보를 위한 경로가 쉽고 다양
했으면 좋겠고, 동일업종 간 세미나 
등 정보교류가 좀 더 활발해지길 기대
한다.  

5.  ㈜인포필드가 이노비즈 인증 및  이
노비즈협회 가입을 통해 대내외적으
로 기술력을 인정받길 응원한다. 

INNOBIZ+ VO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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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산업의 B2B용 고객관리(CRM)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업으로 2004년 설립했다.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
적인 연구개발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타사 대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고객경험(UX) 강화를 위한
옴니채널(전화,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채팅, SNS) 고객상담 통합
솔루션과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고객에게 가치
를 제공하고 있다. 

2.  제품 연구개발과 내부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측면에서 대외기
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 제공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과제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입했다. 

3. 회사소개 시 신인도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내부직원들
의 책임감과 자부심 함양에도 도움이 되었다.  

4.  제품 연구개발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정부
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창구역할을 기대한다. 

5. 기업의 객관적인 기술평가 인증 획득을 통해 기업의 신인도 향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받길 바란다.

㈜유비커스
대표 서정식_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연구개발타워 10층

1. 2001년 8월 법인으로 시작해 IT·SW기술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시스템 통합(SI), 시스템운영(SM), 솔루션, E-biz 컨설팅, 웹
사업 등 20년의 SW기술력을 보유한 철강/제조 분야 IT·SW 전문기업
이다. 그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성장동력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새로운 도전의 버팀목으로 삼고, 솔루션/
서비스 사업에 핵심 솔루션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
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형 MES솔루션 MWIZ 
출시 예정으로 중소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적용, 혁신 성
장전략과 경쟁력을 실현해 가고 있다.  

포엠텍
대표 김만철_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로118번길 11 2층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우대,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점 부여, 기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회원사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자 가입
했다. 

3. 대외 홍보 및 영업활동 시 기업의 인지도 상승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4. 회원사 간 연계 가능한 산업 분야별 기술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5.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요소로, 다
양한 혜택 공유를 위해 추천한다.

1. 공항사업을 기점으로 현재 다양한 사이트에서 얼굴인식 기반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사만이 100% 구현할 수 있는 워
크스루(Walk-Through)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더욱 윤택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신개념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이 일상화된 요즘, 효율성과 편의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얼굴인식 기반의 솔루션을 보급해 온택트 시대를 
리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 2019년 싱가포르 FTE(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글로벌기업으로
부터 다양한 문의를 받으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노비즈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 판단해 가입했다. 

3. 해외 바이어들과의 조율이 편리해졌다. 해외사업 전문조직을 운
영 중이지만, 새로운 해외 바이어의 문의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체크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노비즈를 통해 다방면에 걸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4. 중소기업 특성상 해외시장 조사 및 전략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해외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현황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준
다면 글로벌 공략 전략 도출 및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성공적인 해외사업 추
진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이라면 이노비즈와의 파
트너십은 필수! 우리 기업
도 이노비즈 가입 후 해외
비즈니스 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씨유박스
대표 남운성_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1701~5호

1. 미래 물리 보안의 핵심인 IoT,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다. 
지문 및 얼굴인식 분야의 임베디드 생체인식과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
으로 개발된 보안 시스템에서부터 다수의대용량 DB 및 ERP와 연계
되는 SW 솔루션까지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통합보안 솔루션 업체로서 국내외 고객
과 고객사에 장비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문 
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장애 및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성현시스템(주)
대표 임선준_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1101~2호

이안스주식회사
대표 김응석_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2길 32 온누리빌딩 302호 1. 20여년간 환경과 설비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온 회사로, 환경오염

방지설비를 제작, 시공한다. WET SCRUBBER, RTO, AC TOWER, 
BAG FILTER, BIO FILTER, 폐수처리장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설립이
후 꾸준한 특허출원과 해외업체들과의 기술협약으로 더 안전한 고
효율 집진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있다. 

2. 고객과 거래처 등에 이노비즈 회원사라는 것만으로도 품질에 대
한 자부심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의 한계를 돌파
하고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혜
택을 제공받고자 가입했다. 

3.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을 우대
받았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혁신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점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실감 중이다. 

4. 회원사 간 기술협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는 등 다양한 기회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5.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이노
비즈협회에 가입하라. 자연스럽게 기
술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이엠솔루션
대표 박훈민_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2. 기술집약형 기업이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이를 인증하
는 이노비즈의 회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네
트워크 활동과 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기업의 미래를 도모
하고자 가입했다. 

3. 가입 전에는 미처 몰랐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에 감동했다.  대외적
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과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에도 도
움이 되었다. 

4. 회원사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 등 동반성장하는 기
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5. ‘이노비즈 인증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망설였지만, 심사를 준비하며 기업이 전반
적으로 재정비됨은 물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 경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게 
적극 추천한다. 

INNOBIZ+ VOL.42

1. 축산인과 소비자 중심 경영 이념을 두고 2014년 12월 15일 설립
한 벤처기업이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축산사료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꾸준한 연구개발로 고품질의 사료를 개발해  공급하고
 ISO91001, ISO14001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인증과
메인비즈 인증, 성과공유기업 협약으로 직원 중심, 인재중심을 바탕
으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이루었다. 

2. 정책자금 진행 시 필요한 인증서이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인증서라는 점에서 가입하게 되었다. 

3. 우선 현판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적혀있어 내부적으로
는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을 이끌어내고, 외부적으로는 공식
적인 기술 인정을 받고 있다. 직원 채용 시에도 이노비즈기업임을 
알려서 구인에 도움을 받고 있다. 

4.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유사 직종 간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협회가 매개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5. 꼭! 이노비즈 인증서를 
받아라. 이것이 기업이 성
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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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eneration Inno Family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코아인텍주식회사 김규환 www.coreintec.com 02-3481-8288 EDIX (전자문서 팩스 서비스)
주식회사 애드오피 이원섭 adop.cc 02-2052-6256 광고 관련 소프트웨어
(주)위고 고영률·고민균 www.wigoai.com 02-422-1240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SaaS형 어플리케이션
주식회사 디지털커브 이홍준 www.digitalcurve.co.kr 02-711-9322 폴라리스 측량 서비스/앱
(주)포엠텍 김만철 www.pomtec.co.kr 054-283-4232 MES 생산관리시스템
(주)코아맥스테크놀로지 남궁규정 www.humanstar.co.kr 02-6672-435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
주식회사 지미션 한준섭 www.gmission.com 02-2038-8451 GmS WebFAX
(주)이아이씨엔 송덕수 www.eicn.co.kr 070-7549-0102 IPCC 솔루션
(주)프로텐 박재완 www.proten.co.kr 02-3289-9020 ProSearch v2.0
(주)디에스멘토링 김홍희 www.dsmentoring.com 02-6261-1530 LDAP 및 PKI 기반의 보안인증솔루션
노버스메이 박민효·이창민 www.novusmay.com 02-401-6761 TimeKeeper
주식회사 유비커스 서정식 www.ubicus.co.kr 02-780-2898 CRM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
(주)블루비즈랩 안용호 bluebizlab.co.kr 02-6956-4761 PLM/ALM
소서스(주) 이현수 www.sourcers.kr 062-952-0002 상수도 모니터링 및 블록유수율 분석 시스템
(주)휴로인터랙티브 김정환 www.huroin.com 070-7008-7451 소셜방송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엑스큐어(주) 이창수 www.xcure.co.kr 02-2082-0780 USIM
(주)와토솔루션 박정일 www.watosolution.com 070-4858-8720 KlugACS
주식회사 라온시큐리티 양정규 www.raonsecurity.com 02-862-9890 Zyroid
비트루브주식회사 오태형 vitruv.co.kr 02-883-0624 마타수학 수학 기본개념서/문제기본서(출판)
(주)위드아이에스 이용주 www.withison.co.kr 031-712-0923 네트워크관제시스템
주식회사 누리랩 최원혁 www.nurilab.com 02-2671-3344 MINOSS
인포보스주식회사 박종선 infoboss.co.kr 02-6341-1185 전체 유전체 분석 서비스
(주)에프앤아이 정덕환·양정웅 www.fnikorea.com 031-705-7858 VR 기반 메디컬 정신건강 프로그램
(주)에코넷시스템 이준희·이향구 www.econetsys.com 02-783-0083 보안장비
(주)오버플로우 김상언 www.atoverflow.com 02-465-3450 FLOWY
주식회사 마이에듀 박상균 myedu.or.kr 02-2067-0030 이러닝교육콘텐츠
주식회사 아도스 이승원 www.adoscompany.com 070-8812-1026 vDesk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세은테크 신용철 www.set21.kr 032-684-9095 주차장용 차량번호인식기
(주)신한중전기 라봉수 031-865-9330 배전반
(주)대운엘앤씨 송재운 daeunlnc.com 070-7805-4720 LED 조명기기
(주)아이오지 박영태 www.iogsemicon.com 063-714-2325 GaAs Wafer 및 잉곳
성현시스템주식회사 임선준 www.sh-system.co.kr 02-6959-2530 리더기
하남전자산업(주) 김종성 hanamelec.net 031-737-5580 트랜스포머
주식회사 슈프리마 문영수 www.supremainc.com 031-710-2412 FaceStation 2
솔웍스주식회사 신지수 www.solworks.co.kr 031-271-9930 소음 진동 계측기
(주)온광 이재일 www.onkwang.com 043-288-7737 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주식회사 누리온 오진탁 www.nuri-on.com 070-1877-7722 LED 조명등
주식회사 비케이테크놀로지 이동우 bktechnology.kr 02-365-7310 비타민 전구
닥터킴 김기천 www.dr-kim.co.kr 02-2611-4755 헤드램프
주식회사 티에스에이 신상운 041-556-2620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보드
주식회사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www.pncsolution.co.kr 070-8806-0316 AHRS
주식회사 스킨드림 조정대 www.iskindream.com 070-4036-3389 SKINIRON(스킨아이론) 외
주식회사 휴디스텍 황찬식 070-8852-2639 액정디스플레이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bumhan.com 055-224-0500 연료전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씨그널정보 정인철 www.sicis.co.kr 031-429-3210 Smart 영상/데이터 전송장치
(주)에이유플렉스 박현민 www.auflex.kr 031-222-8862 플렉시블 디바이스용 힌지
(주)엠케이리더스 김무경 mkld.co.kr 02-899-8267 SKT 5G용 인빌딩 중계기
주식회사 첫눈 박남주 1stnoon.co.kr 063-229-0179 지능형 CCTV 함체 운영관리 시스템
(주)인포인 정재원 www.in4in.com 02-599-1601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씨유박스 남운성 www.cubox.aero 02-6277-7800 자동출입국게이트
(주)성심정보기술 이정배 www.sungsimit.co.kr 02-433-1663 정보통신공사, 보안솔루션
(주)담인 김인옥 www.daminn.net 02-6006-4822 무선인터콤
주식회사 이룸아이앤씨 박정용 031-313-3779 학내망 네트워크 시스템
몬드리안에이아이 주식회사 홍대의 mondrian.ai 032-713-7984 Yennefer Platform
주식회사 금하테크 한청우 kumhatech.com 062-432-6000 차량인식특화 CCTV카메라
(주)그린존시큐리티 구남기 www.greenzonesecu.com 053-611-4239 IoT 보안 플랫폼
알티컴(주) 이종일 www.rtcomav.com 031-447-0250 영상전송매트릭스
(주)씨디엠비 김진 www.cdmb.co.kr 02-784-1197 LED 스크린
코어엣지네트웍스 오홍석 coreedge.co.kr 02-1522-9274 네트워크 스위치
주식회사 아성 강성덕 asung@asung2014.com 063-843-9075 산업용 로봇
주식회사 비긴메이트 정윤섭 www.beginmate.com 02-6713-0817 웹사이트 기반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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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우일에프에이 최윤주 www.wifa.kr 031-915-3780 산업용 포장기계
(주)에스케이피 최성철 www.skprc.com 031-415-0091 반도체장비, 의료기기, 플랜트용 CABINET 외
(주)삼밀 송진환 www.sammill.co.kr 043-276-8466 핀밀
(주)미래클 이재환 063-542-9883 특장차 프레임
(주)더블유원 한재석 w-one.co.kr 061-363-0459 자동차용 LPG연료탱크
동신다이야프렉스(주) 최근석 www.diaflx.com 031-319-9880 석재용다이아몬드공구
(주)한국자동화기술 이영일 www.lock-one.kr 041-424-8120 체결용화스너
주식회사대일텍 백원옥 www.daeiltec.co.kr 043-532-4441 벽돌연결보강재
진현테크 전성진 www.jinhyuntech.com 031-295-0867 자동차 엔진, 변속기부품, 반도체, 의료기부품
재욱강업(주) 조여근 jaewook.co.kr 054-933-9461 천공이 불필요한 C형강
HS(에이치에스)INDUSTRY 최해광 054-716-0021 자동화지그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fgss.co.kr 051-639-0700 초저온 초고압 시스템
주식회사 제이제이시스템 김정명 www.jjsystem.kr 031-295-9033 사스템폴딩도어(접이문)
(주)비엔비아이엔티 김용수 bnbt.co.kr 02-2613-9874 볼베어링 외
삼양연마공업(주) 손동기 samyangab.co.kr 054-335-4513 연마지석
(주)제이이엔지 정원태 www.j-eng.co.kr 055-375-1243 2차전지 생산 이송장치 시스템
(주)동흥테크 김상경 · 서석만(각자대표) www.dongheungtec.co.kr 031-492-6530 자동차부품
태화금속 엄영호 053-584-2577 수도계량기보호통
주식회사 미래금속 김혜경 054-462-8506 알루미늄 빌렛
(주)아이캠퍼 박순규 www.ikamper.co.kr 031-944-0956 루프탑텐트
(주)수덕산업기계 조복심 www.sooduck.co.kr 055-286-6095 구조금속제품
동일기계공업(주) 박장식 dongilmachinery.co.kr 031-337-0065 ball nut gear assy
제이앤드 정재준 www.jend.co.kr 055-945-0078 주차 승강기 부품
주식회사 신우금속 김관기 www.swst.kr 031-575-6253 기계부품
(주)다흥 백성용 www.topvalve.co.kr 051-311-1882 선박용 밸브
(주)신성그린엔지니어링 이재철 www.ssgreen.com 042-936-0400 Clean Room
(주)퓨어시스템 신중철 www.puresystem.co.kr 031-433-8077 버블세척기
주식회사 폴젠코리아 백재경 www.folzen.com 032-578-6063 폴딩도어
주식회사 혜성하이테크 최광민 031-766-3606 이화학기계 부품
(주)컨트로맥스 하덕주 www.contromax.com 042-822-0630 서보맥스(ServoMax)20
제일산업 백남도 damper.asia 051-312-2732 댐퍼, 소음기, 공조기
주식회사 삼현테크 이진화 041-592-6067 에어모듈 및 솔레노이드밸브
태림A&C 배은숙 외 1명 tlim.kr 053-591-9789 염색시험기
하나레이저테크(주) 임창빈 www.hanahn.com 070-7011-1736 레이저 임·가공품
상원산업(주) 유영숙 043-269-2752 교반기, 저장탱크
동명테크 김주습 www.dmt1147.com 055-265-1163 초정밀 금형부품
프린티스 전병문 www.printis.co.kr 032-812-6272 Revesecasting Machine 장비

정보통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비에스메디칼주식회사 유성철 www.info-bsm.com 063-908-9933 PRP KIT
유니크바이오텍(주) 허용갑 www.uniquebiotech.co.kr 063-838-8877 프로폴리스
(주)네오캠코리아 이재성 032-811-5867 화장품재료
주식회사 지디 이상헌 www.gdbio.co.kr 062-956-2813 슈퍼버티미
주식회사 네오메디칼(주) 이상돈 neomedical.co.kr 031-906-5056 네오밴드플러스
(주)바이오팩트 문성은 www.bio-ft.com 070-7893-7806 DNA/RNA Amplification
(주)유앤씨인터내셔널 정형호·한희준 uncint.com 02-864-7715 Razor, Everest
(주)이뮤니스바이오 황성환·강정화 www.immunisbio.com 032-715-5868 MYJ1633
(주)휴벳 오홍근 www.huvet.co.kr 063-851-7061 전임상 시험 연구대행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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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수성 김진영 www.sooseong.com 055-314-9307 FRP 선박 제품
(주)수중생태기술연구소 황성일 watereco.wix.com 061-644-7605 연구용역보고서
아이이씨코리아(주) 하재현 www.ieckorea.co.kr 031-206-2336 화장품 및 의약품 임상 평가
(주)우주엔지니어링 최종남 www.woojooeng.co.kr 031-382-1602 토목설계서비스
(주)아세아항측 임상문 www.asiagis.co.kr 031-963-7817 수치지도제작 및 측량
넥스디네트웍스 이윤수 www.nex-di.com 02-303-9001 포스트팩토리1.0
(주)엣나우 김진열 www.ad.or.kr 02-555-7709 공공기관 광고대행
(주)알오아이플러스 강성원 www.roiplus.co.kr 02-1800-4890 마케팅 및 광고대행 서비스
한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상철 hangilpat.co.kr 042-484-1472 변리사업, 특허정보서비스업
주식회사 고도기술 권수천·권상혁(각자대표) 070-7510-2000 방사능 측정장비 교정기술
(주)스위치마케팅 그룹 왕준석 www.smgmkt.com 02-3141-7200 빅데이터 마케팅전략툴
월드버텍(주) 김태종 www.vtex.co.kr 02-576-3776 SI

서비스

New Generation Inno Family

환경 화학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케미탑 이찬구 chemitop.com 043-535-4700 반도체용 화공약품(AUEtchant 외)
(주)에이치앤에스 남동진 www.hnss.co.kr 031-765-6714 방열 PAD 및 방열접착제
믿음산업 박종규 · 함현숙 www.meedeum.com 032-574-7991 자동차용 고무부품
나노씨엠에스주식회사 김시석 www.nanocms.co.kr 041-587-3901 형광체
(주)이레에이티 정춘식 www.ireaat.com 041-532-0606 수용성 접착제
천지바이오 한기균 www.cheonjibio.com 043-745-8870 칼라민플러스케어
(주)나투젠 손영기 www.natuzen.net 032-821-2436 La Jolie Extra BB Cream
성일하이텍 주식회사 이강명 www.sungeelht.com 063-466-9200 황산코발트
(주)이원켐텍 유창윤 · 유성윤 044-868-2175 절연바니쉬,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주) 박성희 finekorea.biz, assez.co.kr 02-2635-7797 향료, 화장품
로우카본 이철 www.lowcarbon.co.kr 061-432-7273 황산화물 저감용 전처리 탈황촉매
주식회사 엘파니 정명조 www.elpani.com 031-356-1923 엘크리트
(주)엠알케이 반신애 mrk-korea.com 02-1588-6723 디스플레이
(주)영신화공 강희원 www.ysin.co.kr 055-337-3200 자동차용 웨더스트립
래오케미칼(주) 송종근 reochemical.co.kr 043-882-3901 층간차음재, 방진재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탑스이앤씨 주식회사 유병건 www.topsenc.com 031-8064-1433 인공지능 및 레이저 유도기술 기반 자동선별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 박철균 041-841-5300 순환골재
(주)동양환경 임무진 033-734-3450 알루미늄 그래뉼
주식회사이엠솔루션 박훈민 www.emsolutions.co.kr 031-602-3014 기체여과기 및 공기조화장치
씨앤에치아이앤씨(주) 원용천 candh.co.kr 02-501-3869 라돈 저감 장치 컨트롤러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고기는 김선희 meatis.com 054-282-6752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
지푸드 정재천 www.g-food.biz 031-611-5806 돈까스
영농조합법인비엔푸드 봉명숙 www.bnfood.co.kr 063-652-9280 훈제오리바비큐
아로마라인 주식회사 이동현 www.aromaline.com 031-734-7744 알로에향
농업회사법인 무진장축산물유통 유한회사 박천호 063-432-8247 돈까스,식육포장처리
주식회사 굿푸드 김인섭 www.goodfoods13.com 061-333-1152 과일칩
(주)성민글로벌 안동천 seongminglobal. modoo.at 031-798-9400 축산물/축산물식육가공
(주)대한축산유통 주인성 064-743-1812 축산물가공품
(주)더채움 권영기 www.derchaeeum.com 031-975-0048 25그램 골드, 핑크, 블루, 오즈데이 등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 농장 김바오로 www.mariofarm.com 055-673-3806 흑염소진액
주식회사 푸드스토어 권혁래 www.efoodstore.net 032-676-6626 가열양념육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노말데님코리아 신성일 www.ndkworld.com 070-8889-1575 청바지, 면바지, 슬랙스바지
(주)진흥염직 권세웅 053-356-5823 섬유임가공
(주)신진텍스 윤영기 www.shinjintex.com 02-713-6918 의류용 원단

섬유

식품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래딕스 민광식 www.radixfa.com 053-585-5243 라우터 자동화
(주)하이탑 박다솜 hitop1.co.kr 070-8866-1793 탄성포장재, MMA
주식회사 미네랄하우스 허미영 www.drdeep.co.kr 031-731-0102 닥터딥 스킨토너
주식회사 아이씨케이 남주희·엄재호(각자대표) www.icklens.com 031-408-8901 Opti-Color
주식회사 뉴퐁 이재용 www.newpong.com 033-901-0145 NP-100 (SONOQUEEN SYSTEM)
(주)케이앤에스 에너지에너지 나혜원 www.knsenergy.com 053-802-0528 태양열집열기
(주)서림산업 김성수 서림산업.com 031-543-2138 CNC와 멤브레인을 활용한 도어
주식회사 엠케이바이오텍 김민규 www.mkbiotech.co.kr 042-824-9753 소수정란 생산(OPU 기술)
주식회사 디엠에스 김건태 drplant.co.kr 033-742-3210 AnyCheck
주식회사코펙 서성호 kopecworld.com 055-329-0356 탈황설비 열교환기
부국디앤피 서성원 buguk7.kr 053-556-0331 디자인, 인쇄, 사인, 섬유부자재, 전사지 인쇄
농업회사법인 (주)피피에스 오승호 www.ppsseed.co.kr 031-638-5428 채소종자
도미니크 박희경 www.dominique.co.kr 053-294-3313 패션잡화
(주)나무들 배은숙 041-943-6242 고열처리 목재
(주)케이제이메디텍 문혁기 www.kjmedi.com 062-972-5476 치과용 임플란트 및 시술기구
(주)지우데코 노규만 www.jiwoodecoo.com 031-493-2403 인쇄롤 및 엠보롤
한국미디어마케팅그룹 주식회사 최지현 kmmd.kr 070-4334-4119 어워드 시상, 언론 보도, 광고 대행, SN S광고운영 등
주식회사 서연피앤씨 이효근 www.seoyeonpnc.co.kr 031-352-3549 화장품용기(SY01-IP100)
(주)천아기업 임갑수 cheona4848.com 031-497-4848 철구조물 외 쇼트 및 분체도장
동일조선(주) 김성태 dongilshipyard.co.kr 051-200-1155 선박수리업
씨아이티주식회사 이주보 063-466-3284 트렁크 러기지보드
주식회사 한일솔라텍 윤정희 www.hanilsolar.com 062-673-1118 태양광발전설비
에스지에너지 황인경 www.sgenergy.co.kr 02-3454-1993 전기,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판매
제이티웨이주식회사 박지환 062-971-6068 비구면 렌즈 및 렌즈 모듈
(주)정석산업 정진용 031-8084-5660 창살형휀스
이안스 주식회사 김응석 www.ians.co.kr 041-551-1185 축산배합사료
아이앤피 염한균 www.inpinp.co.kr 031-8021-0660 자동차 시트히터, 폴리이미드 필름 히터
슈터스클럽 구자범 www.shootersclub.net 02-536-9998 슈팅용품, 사격장용품
(주)현대철강 정현옥 070-5118-0183 철근가공
(주)바라크 김석규 baraq.co.kr 051-302-1561 신발
유한회사 웰스코리아 이주용 wellskorea.co.kr 02-2662-9933 산업안전용품
신한에어로(주) 최영현 www.shairro.com 055-604-8600 공기압축기 관련 부대장치
(주)메디오스 박재연 www.mymedios.com 042-931-7578 소프트 콘택트렌즈
(주)모든다해 이영서 www.mddh.co.kr 070-7463-9723 금속검출기
주식회사 알씨 이효석·이길호(각자대표) 031-577-4762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
(주)세진큐앤텍 조수선 055-386-1781 자동차부품
(주)옵티컴 윤철주 www.diolens.com 032-868-4371 안경렌즈
페이브텍(주) 유석준 www.pavetech.co.kr 031-273-5325 원자력발전소 보수용 자동로봇
우성공업(주) 원명철 rubberseal.co.kr 063-535-1317 Rubber Seal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유림건설(주) 노철효 055-295-1110 구조물의 단면복구공법
대광공영(주) 김정겸 062-528-7797 철도공사시공
도원에프앤지주식회사 김덕형 www.dowonfng.com 02-442-7743 건설
(주)국토해양기술 김현준 031-973-8293 측량 및 GIS구축
(주)다온 김복환 www.daon7.com 043-292-5485 퍼걸러
한다움건설(주) 공강민 www.handaum.co.kr 02-477-2187 건축공사
(주)아비스물산 이경초 www.abistone.co.kr 031-617-5061 인조대리석 제조
성창 주식회사 이재진 sctele.co.kr 043-272-6552 정보통신장비 설치공사
성지건설주식회사 이용승·이원일 www.sungjee.com 031-218-7116 건설시공
주식회사 이노이엔씨 신강식 www.innoenc.com 031-698-3113 기계설비 및 배관설치공사
대신네트웍스춘천주식회사 김응수 070-7013-0023 CCTV 동선 추적 장치
주식회사지엠 임대호 031-8017-1068 알루미늄 창호
주식회사 조이포코리아 강신우 www.jfk.kr 031-509-5900 멀티콕 수전
대맥엔지니어링(주) 유상봉 daemaek.com 070-7703-3060 폴리염화 비닐을 이용한 신개념 방수층 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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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분명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적잖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체력은 더욱 줄어들어 경쟁력은 물론 경영 의지마저도 꺾이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입주업종 규제 완화로 
기업 매출과 고용 향상 기대

진입문턱 낮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광주특구 내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K기
업은 올 상반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수
직하락하는 위기를 겪었다. 동종업계 기업들이 하나둘 폐
업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기업의 대표 또한 같은 선
택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었다. 그러던 중 마스
크 수요급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스크 제조를 위한 업
종 확대 요청에 나섰으나 특구가 세워놓은 단단한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조달청 등록 및 관공서 등에 마
스크를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장등록
이 필수요건이지만, 특구 내 산업용지 입주 제한 업종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신·증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다.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
술(ET) 등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하기 때문에 마스크 제조
시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더는 물러설 데도 없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K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_1

SOLUTION

중소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순
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특구 내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K기업도 마찬가지. 
애초 연구개발특구 조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
하는 업종으로 입주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서 입주 업종 규제에 대한 완화
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러한 예외성
을 전제로 광주특구 장성 나노지구에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도
록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기타직물 제품 제조업(13229)’ 
업종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다행히 이를 충분히 검토한 
나노지구는 관련법 예외규정을 적용해 입주를 허용하는 것
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
여한다는 공익적인 측면과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
책(2020.3.5.)’을 적극 고려한 결과다. 다만 ‘연구개발특구 관
리계획’에 마스크 제품 외에 직물제조업 전체를 추가하는 것
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특화 육성 등과 관련해 좀 더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술용·간호용·악취 보호
용 마스크 제조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입주업
종 규제 완화 덕분에 K기업은 마스크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출은 물론 고용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SOLUTION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직접 
시공이 곤란해 예전에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대행
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행업자 지정에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광역시는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폐
지하고 단가입찰 등 경쟁체제로 전환했으나 일부 시·군은 조례에 근
거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시·군의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 마침 B사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
입을 제한하고 기존업체를 우대하며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규제
개선 과제를 지자체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신규업체의 진
입 활성화를 위해 대행업자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즉, 면적확보 기준
을 삭제하고 자본금 1억5,000만 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문턱을 낮
추어 좀 더 많은 신규업체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
존업체 우대 기준도 수정했다. 한번 지정되면 3~5년 정도 이루어지
던 대행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모집
과 심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하자보수보증
금 이자 반환과 지정수수료 인하로 기업이 떠안았던 행정부담도 대
폭 완화했다. 이로써 지역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장에 신규업체의 진
입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 공
급체계 전반의 품질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은 옴부즈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
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지
방 규제개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례_2

A시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는 B사는 얼
마 전 지자체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우연히 A시의 
지정기준이 인근 지자체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은 더 커졌지만, 소규모 기업이 개별적
으로 계약 당사자인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현재 A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선
정 기준으로 자본금 2억 원 이상, 부지 100㎡(사무
실 10㎡, 창고 15㎡ 포함)를 요구하는 반면 인근 지
자체에서는 자본금 1억5,000만 원에 사무실 정도
의 시설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B사의 고충을 들
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비단 B사만의 문제가 아
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지자체의 상수도 급수공
사 대행업 지정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실물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규제개선

기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INNOBIZ+>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속 시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jkkim@innobiz.or.kr(*보내주신 고충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매거진 게재용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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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은 사안에 따라 그 기업의 흥망성쇠와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률이 정의하는 영업비밀의 제대로 된 의미부터 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미리 숙지하는 게 현명하다.

기업의 영업비밀 _ 아는 만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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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을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나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또,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비밀을 국내에 유출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외로 유출한 경우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는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대표적으로 매출 하락, 기업 이미지 추락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해 기업 사례를 보면 
매출 하락에 의한 경영환경 악화로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과 회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자산이다.

먼저 비공지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가령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판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해당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교육·상담,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 대표전화 1666-0521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영업비밀’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았을 수 있지만, 영업비밀의 주요개념과 
성립요건,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를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술상 정보는 대표적으로 시설 및 제품 설계도, 기계설비 및 장비 물질의 배합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이 있다. 경영상 정보로는 고객명부, 거래처 정보, 업무 매뉴얼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간과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 사업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의 피해를 입고 나서도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성립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그것이다. 

기술정보 경영정보

시설 및 제품 설계도, 기계설비 및 장비 물질의 배합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소스 코드, 물건의 생산 및 제조 방법, 
연구개발 정보, 실험데이터 등

고객명부,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입찰가격·마진율 등 
관리정보·경영전략·신규투자·신제품 개발 등 주요계획, 
업무 매뉴얼 등



News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제동을 거는 상황 속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은 계속됐고, 이를 응원하는 협회의 크고 작은 활동 또한 이어졌다. 
News 섹션에는 그간 협회에 모인 다양한 소식들을 한데 모았다.

p.5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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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신대건 대표가 ㈜대한피엔씨를 창업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 산업용 필터에 대한 니즈는 전무하던 때였다. 신 대표
가 주력한 분야도 자동차나 내연기관용 필터 생산이었다. 
“공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용 필터에 대한 관심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산업 붐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생겨났어요. 다만 초창
기에는 100% 외산에 의존해 산업용 필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국산화에 도전했죠.” 자동차나 내연기관용 필터를 생산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산업용 필터에 응용해 국산화하는 
과정을 밟은 것.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한피엔씨는 방전가공기
(EDM, Electrical Discharging Machine)용 필터의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단순히 외산을 흉내만 내는 데 그친 게 아
니라 외국산과 대등한 품질을 갖추면서 가격은 1/3 수준으로 
낮춰 순식간에 시장을 파고들었다. 대한피엔씨의 국산화 노력
은 이전까지 시장을 점령했던 외산 필터 점유율을 제로 상태
로 만들었고, 그 자리의 90% 이상은 이 기업의 필터로 대체되
었다. 이 일은 자그마한 기업에 불과했던 대한피엔씨의 몸집
과 내실을 키우는 데 혁혁하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 대표
로 하여금 ‘기술만이 자산’이라는 신념을 품게 해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북돋게 했다. 덕분에 열병합발전소가 대량
으로 지어지던 시기에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필터인 가스터빈
을 국산화해 한때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반도체시장이 열린 후에는 클린룸사업부를 신설해 설계 시공
부터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방이 아닌 고유 기술로 개발한 주름 필터백
대한피엔씨를 설명할 때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필터백 기술
의 국산화’는 빠지지 않는다. 국산 기술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
을 생산해낸다는 기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신 대표에게는 외
산의 국산화만으로는 해갈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외산을 
모방해 국산화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고픈 바람이 있었어요. 주름 필터백은 그 염원을 실현

해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피엔씨는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필터백기술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선도하고 체감해온 
기업으로, 기업의 역사가 곧 국내 필터백 기술의 발전사라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실제로 창업 후 일반백 생산을 시작으로 필터백 시장
에 발을 들인 이 기업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지난 2006년 필터백 
시장에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았다. 외산을 모방해 국산화한 수입
대체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고유하고 독자적인 기술로 만
들어낸 제품을 선보였다. 기존 일반백과 비교해 여과 속도는 줄이
고 여과 면적은 약 2배 증가시키면서 차압 감소 효과와 동력비 절
감에 효과적인 일반형 주름 필터백을 개발한 것이다. 여기에 멈추
지 않고 2019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벤츄리형 주름 필터 개
발에 성공, 생산을 개시했다. 벤츄리형 주름 필터는 이 기업의 특허
기술인 벤츄리캡을 적용한 주름 필터로 탈진효율 증가에 따른 차
압을 감소시키고 일반 주름 필터 대비 동력비 절감에 탁월하다. 
또 여과 면적은 늘리면서 여과 속도는 2.4배 감소해 필터백의 수
명과 효율 증대에 효과적이다. “주름 필터백은 청정에너지와 열
효율 증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선보이게 된 고효율 집진기필터백
입니다. 가스터빈이나 열교환기, 촉매전환기 등에서 발생하는 미
세분진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대기질 관련 환경 규제를 지키
는 데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주름 필터백은 보통 100도 미만
에서 사용하는 상온용과 100도이상 250도의 고온에서 사용하는 
고온용으로 나뉘는데, 고온용은 저희 제품이 단연 최고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대한피엔씨

국산화를 넘어 고유 기술로
산업현장의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다

산업용 필터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시기에 창업해           
100% 외산에 의존하던 필터를 국산화한 데 이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추출한 고유 기술로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지닌 필터를 개발하기까지,           
‘기술만이 자산’이라는 신념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주)대한피엔씨 신대건 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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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도망가야 멀리 간다
최근 대한피엔씨는 주름 필터백을 중심으로 제철소나 발전소, 
시멘트회사, 목재회사 등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진필터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지 오래인 산업용 필터시장을 정면
으로 통과해온 신 대표는 “버리고 도망가야 멀리 간다”는 말로 소
위 ‘고인 물’이 되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앞선 기술력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 왔지만, 뒤따라오는 경쟁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동종
업계를 창업한 기업인만 어림잡아 50여명에 이를 정도죠. 따라서
지금까지 일궈낸 기술력과 성과에 안주했다가는 곧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연구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 이유죠.” 이를
입증하듯 대한피엔씨는 이미 10년 전부터 경기도 시화에 위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주름 필터에 이어 또 한 번 산업용 필터시장
의 신화를 쓸 제품을 연구 개발해 최근 초기 생산에 들어갔다. 

필터의 미래소재로 불리는 PTFE(Poly Tetra Fluoro Ehtylene)를 
필터메디아에 접목한 신개념의 필터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상용
화할 경우 세계시장에서도 견줄 대상이 없는 최고의 필터가 될 것
으로 내다보고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음에도
다음을 위한 기술개발 의지를 느슨히 하는 법이 없는 대한피엔씨
는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중소기업이 비일비재한 올해에도 매
출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해외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30여개 나라로 수출이 꾸준히 이뤄진 덕분
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린뉴딜 관련 기업이라는 훈풍
까지 더해져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피엔씨의 성장은 막힘 없이 쭉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고유 기술로 개발한 주름 필터백



‘혁신의 용기를 위해 촬영의 용기를’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이노비즈기업이 건네는 ‘혁신의 용기’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을 재단장하고, 촬영장으로 향하는 순간까지 멘트 점검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여섯 명의 이노비즈기업 대표들은 
‘두려움을 딛고 한발 나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리허설은 본 촬영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3 리허설

News Inno Preview

‘오늘은 내가 이노비즈기업의 대표 얼굴!’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오늘은 외모에도 ‘혁신의 용기’가 필요한 날.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이 스칠 때마다 거울 속의 모델들은 
저마다 가장 젊고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1 

#2 

 헤어 메이크업

 멘트 연습 경기도 파주에서도 한적한 외곽에 자리 잡은 한 촬영 스튜디오. 
촬영 당일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차량과 함께 사람들로 붐볐다. 
이날은 이노비즈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속에서도 ‘혁신
의 용기’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알리
는 한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국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한 공익광고 캠페인 촬영일. 협회 조홍래 회장
(한국도키멕(주) 대표)을 비롯해 신오식 대표 부회장((주) 일진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용덕 지회장 간담회 회장((주)엔티텍 대
표), 강선영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주)쉬엔비 대표), 임인걸 최
고경영자 총동문회 회장((주)은성일렉콤 대표) 그리고 이노비즈
젊은 기업인을 대표해 참여한 위재성 (주)솔라위즈 대표 등 
이노비즈기업 대표 얼굴들은 특히나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
문가의 손길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을 가다듬고, 촬영 콘셉
트에 맞는 의상까지 몇 번을 바꿔 입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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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용기’
이노비즈기업을 알리는 YTN 영상 캠페인 촬영 현장을 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혁신의 용기’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와 함께 대국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둔 협회의 공익광고 캠페인. 경기도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YTN 영상 캠페인 촬영 현장의 이모저모를 담았다.

‘혁신의 용기’

한 기업의 대표이자 협회에서 중책을 맡은 만큼 어디 가서 말로는 뒤지는 법이 없던 여섯 명의 모델들. 
연습도 실전인 양 긴장감과 비장함이 감도는 가운데, 스튜디오에 수도 없이 울려 퍼졌던 ‘다함께’ ‘다~함께’ ‘용기를!’

촬영을 위한 멘트 연습에 집중했다. 커피를 마시거나 메이크업
이나 옷매무새를 고치는 순간에도, 또 장소를 옮기는 그 짧은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연습 또 연습. 본격적인 촬영은 발음과 
목소리 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곁들여져야 하는 동작
까지,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거듭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까지도 멘트를 술술 읊을 수 있을 즈음, 
촬영감독의 입에서 매우 흡족한 톤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
다. 그 어느 때보다 용기가 필요한 때, 모두에게 이노비즈기업 
다운 ‘혁신의 용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노비즈협회의 
공익광고 캠페인은 최선의 용기를 내준 여섯 모델들의 활약과
시종일관 진지했던 각 분야의 스태프들 덕분에 매우 만족스럽
게 촬영을 마쳤고, 지난 10월 19일부터 YTN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수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죠 실패할까 두려운 순간이 오면
저는 이런 말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신오식 
대표 부회장
(주)일진커뮤니케이션 대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한국도키멕(주) 대표

김용덕 
지회장 간담회 회장

(주)엔티텍 대표

강선영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쉬엔비 대표

일도, 삶도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요?

방송일정 : 2020.10. 19.(월)~2021.02.18.(목) 1일 2회 송출
방송시간 : 매일 오전/오후 8시 40분
방송채널 : YTN(채널번호 24, 전국동일)
방송영상 : 큐알코드 스캔

비가 퍼붓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된다

임인걸 
최고경영자 총동문회장
(주)은성일렉콤 대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지만

매일 맑은 날만 있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다함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 봅시다!

News

2020

Inno Pick

“K – 강소기업”, 
혁신기업의 저력으로 
디지털경제 선도

온라인 비대면 진행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장’이
라는 명성과 함께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기술·제품 전시는
물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제시해온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이 올해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한다. 당초에는 
올해 역시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
술혁신의 우수성’을 한껏 뽐낼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
산으로 인해 지난 9월 개최 예정이던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
하고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만 진행한다. 오프라인 전시회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온라인 전시회의 트렌드를 제시할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미리 만나본다.

위재성
(주)솔라위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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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축하는 온라인 가상 전시관은 단순히 1회성 
전시회에 머물지 않고 지속 활용형 전시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전시 기간 내에는 주최/주관기관이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명함 교환, 이메일 발송, 실시간 채팅 및 화상회의 등 
디지털 커뮤니티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 개
별기업 부스에 URL을 부여해 기업의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전시 콘텐츠나 로고, 상품 이미지 
및 설명자료 등을 기업이 직접 업데이트 등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 가상 전시관의 구성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행사소개를 비롯해 방문자 등록·관리 
등의 메뉴가 있는데,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스마트제조, 
스마트디지털, 스마트혁신제품, 스마트정책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가 직접 
테마를 선택하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개별부스’도 이
용 가능하다. 개별기업(기관)의 홈페이지 등 각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택한 후 영상, PDF, AR/VR 등 다양한 형태
의 소개자료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또, ‘부대행사’ 메뉴
에서는 개막식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별 개최 후 
해당 영상을 라이브 또는 녹화로 중계해 수시로 올려둘 
예정이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전과는 새로운 구성으
로 선보이게 되는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지난
9월 참가기관 협의를 거쳐 9월과 10월 참가기업 모집 및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했다. 11월 16일(월) 온라인 전시관
테스트 오픈 후 12월 10일(목) 개막식과 더불어 온라인 
전시관을 정식 오픈하게 되며, 이를 기념해 12월 9일(수)
부터 11일(금)까지 전시회 ‘라이브 데이’를 진행한다.

한편,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
가 주관하고 이노비즈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산학연협회, 기술보증
기금, 대한상의가 주최한다.

INNOVATIVE 
TECHNOLOGY 
SHOW 2020

Online_booth_Innobiz_sample

시공간의 제약 없는 디지털경제 선도의 장으로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K-강소기업, 혁신
기업의 저력으로 디지털경제 선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
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은 중소기업의 의지와 기술력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기술로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분
명한 의지를 담아냈다.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슬로건을 제시한 이번 기술대전은 진행방식과 구성내용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

먼저 2020 중소기업 기술대전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했던 기존과 달리 오는 12월 10일(목)부터 2021년 
7월 31일(토)까지 장장 8개월여에 걸쳐 온라인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임피
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에서 열리는 개막식부터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다. 즉 개막식 행사장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주최 및 주관기관장, 수상자, 주요 내빈, 일반 참석자 등을
합해 50명 이내만 참석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 현장 생중
계 및 개막식 이후 녹화방송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유공자 
포상 방식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훈·포장은 개막식
현장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전수하지
만,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은 온라인으로 전수한다. 
개막식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개회사 및 환영사, 유공자 포상, 온라인 
전시관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무대 세팅을 전환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노비즈협회
가 주관하는 ‘INNOBIZ DAY’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관처럼 실감나는 온라인 전시관 

기존 오프라인 행사 시 부스에 마련되었던 기술 전시관은
온라인 전시관으로 대체된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유도
하는 만큼 실제로 전시회에 참관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 ICT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전시관처럼 실
감나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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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2020 추진 일정
온라인 전시관 테스트 오픈 : 11월 16일(월)
개막식 및 온라인 전시관 정식 오픈 : 12월 10일(목)
※전시회 ‘라이브 데이’ : 12월 09일(수)〜11일(금)



한-러 혁신플랫폼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이노비즈협회 부회장단 모임

지난 7월 22일(수)~24일(금) 3일 동안 협회는 ‘한-러 혁신플랙폼 온라인
(비대면)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의
AI, IoT, 바이오메디컬 등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15개 사와 러시아 디
지털경제를 선도하는 MailRu, Lanit, Rosatom 등이 참여해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향후 협회는 한-러 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및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2일(수), 10월 12일(월)과 11월 15일(일) 각각 협회는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을 진행했다. 본 자리는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협회의 발
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개발 논의를 위해 협회 내 ‘부회장’이 모이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전략 공유와 함께 이노비즈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YTN 영상 캠페인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노비즈협회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1일(수)과 10월 13일(화), 판교에 위치한 협회 대회의
실에서 이노비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노비즈기업 
성장 및 지원을 위해 수행 중인 협회 주요 사항과 이슈를 심의/논의하는 
자리로서, 지역·최고경영자·여성경제위원회 등 각 기능을 대표하는 이노
비즈기업인이 참석해 매년 4회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협회는 지난 7월 8일(수)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우수 기술기능인력의 
발굴 및 취업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우수 중소기업과 국내 청년·귀국 외
국인 근로자 간 채용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및 
특성화고생 대상으로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지원, 신북방 국가 진출 국내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은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김
동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노비즈협회-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체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 본·지회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13일(월) 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에서 본회를 비롯해 
전국 8개 지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운영 
관련 전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인력 
신규 채용 시 최대 1,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는 본 
사업이 전국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회와 
지회 간 업무 소통을 위해 진행되었다.

2020년 이노비즈협회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22일(수)과 11월 13일(금) 협회 임원을 비롯해 고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협회
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
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총 3명의 신규임
원 위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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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회원사들의 위기극복과 혁신 의지를 
북돋기 위한 협회의 활동은 이어졌다.



협회는 8월 6일(목)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을 운영, 수행하는 일자리지원본부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을 실시했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전문 노무사를 초빙해 청년 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 시 알아야 할 필수 노무 상식 등 관련 정보를 이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기업과 근로자
지원 시 필요한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 아래 대응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지원본부 심화교육 진행

지난 9월 8일(화)~17일(목), 협회는 ‘2020년 콜롬비아 신정부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 개발경험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한국의 우수 
정책 및 지원제도 발전과정, 경험, 성과 등의 공유를 목표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에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의 우수 K-방역 정책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 다만 당초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무 및 관리자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약 10일간의 온라인 전문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콜롬비아 대상 한국 개발경험 지식공유 사업 개최 이노비즈협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0-2차 이노비즈 PR-day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24일(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와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
해 양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차산업 전문인력 양
성/중소기업 전문인력 질 제고를 위한 주문식 재교육/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모작 프로그램 등), 이노비즈기업과 전문대학 간 우수인력 매칭 
지원,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동 협력모델 개발 등 상호 협력
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9일(목) 협회는 2020-2차 이노비즈 PR-day를 개최했다. 이
노비즈 PR-day’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과 언론사 
간 네트워킹을 위해 기자단이 직접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서,  이번에는 약 15여명의 중소기업 전문 기자단
과 함께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산업용 X-ray 검사장비 및 주사전자현미경 
등을 개발·생산하는 ㈜쎄크(대표 김종현)를 방문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지속 발굴, 연 4회 이상 이노비즈 PR-day를 진행
할 예정이다.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사업 추진

지난 9월 15일(월)~24일(목) 협회는 ‘2020년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해온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전수를 통한 페루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에는 총 
24명의 연수생을 구성해 약 10일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페루 생산부의 중앙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해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페루 지방정부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협회-KT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7월 29일(수) 이노비즈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재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KT(케이티)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회 조홍래 회장을 비롯해 이천석 일자리창출위
원장, KT 신현옥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우수 인재와 이노비즈기업 간 직무 중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회는 이노비즈기업 등 우수 중소
기업 구인정보 발굴 및 제공하고, KT는 4차산업 아카데미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 및 수료자 pool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28회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29일(수) 제28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회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추진 활동 및 계획
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
구원 상설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적
극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노
비즈기업을 위한 활동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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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이노비즈협회-KT,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9월 22일(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노비즈협회, KT는 ‘5G 
중심의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KT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중소기업의 5G 스마트공장 
도입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17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5G 스마트공장 보급 및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상생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러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서밋  ‘한-러 수교 30주년, 양국 기업 간 기술교류 활성화’

비대면 해외 기술교류 상담회 진행

지난 10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협회는 ‘한-러 혁신플랫폼 스타트
업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18년 6월 스타트업 교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기술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 것으로,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기술 창업기업의 신북방 진출과 창업 아이템을 현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News Inno News

68

News Introduce 협회 인사 동정

불
확

실
성

이
 만

연
한

 요
즘

 같
은

 때
일

수
록

 협
회

가
 

회
원

사
들

의
 든

든
한

 버
팀

목
 역

할
을

 해
야

 할
 터

.
꼭

 필
요

한
 힘

을
 실

어
줄

 신
규

 임
원

을
 소

개
한

다
. 이영춘 ㈜장생도라지 대표이사

유광룡

김용수

(주)신룡 대표이사

연합정밀(주) 대표이사

혁신기술 기반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산실로 출범한 우리 협
회가 어느덧 성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 소중한 업적과 역할을 확대, 계승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는 그 무게 이상의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점에 글로벌 호흡기증후군의 일상화로 급속히 다가온 
비대면 생활양식이 산업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은 사고와 기술의 혁신 리더가 절실하며, 그래서 우리 협회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협회에 부여된 이 역사적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본회와 지회 그리고 회원사 간 유기적인 공조가 그 어
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소통은 공감과 정성입니다. 실시간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채널이 되어 
유례없는 위기에 협회와 회원사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데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룡은 2013년 창업 이래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
착오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전검사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력
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생산과 관련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하고자 검
사장비 제품을 출시해 고객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여 
비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신룡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미래기술개발 및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고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의 역군으로 검사 분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와 협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선도기업 연합정밀(주)은 1980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연구개발과 오랜 기술 축적으로 방위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을 위해 독보적인 실적과 책임감으로 정진해왔습니다. 
국방규격(MIL) 커넥터, 상호통화기세트(VIC-7K, VIC-9K)의 부품 
국산화로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2018년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MIL-
SPEC 커넥터의 QPL 인증(Qualified Product List) 등재에 성공해 
국내외 항공우주 및 유도무기체계 전반에 활용되는 국방규격 
커넥터의 수입 대체를 가능케 했고, ‘국내 최초 국방규격 커넥터’ 
개발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MS’ 표기자격을 획득한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입니다. 매출액의 10% 이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무인기 
및 감시정찰 장비의 전원공급장치 등 미래 무기체계 방위사업에도 매진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국산화 
성과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노비즈협회의 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방위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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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국의 우수한 기술
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이 참여, 혁신기술 공유와 기술설명회
(IR 피칭)를 통한 투자유치 등 양국 기업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
되었다. 러시아 현지와의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본 행사는 국내
의 AI, IoT, 바이오메디컬 등 디지털 뉴딜을 대표하는 12개 사와 벤처투
자사(VC) 8개 사가 참여했으며, 러시아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9개 사 및 RVC, VEB Ventures 등 주요 벤처투자사(VC) 11개 
사가 참여해 양국 혁신기술 스타트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 CUBOX*(씨유박스, 대표 남운성)는 러시아 최대의 IT
회사인 LANIT*(라닛)과 러시아 칼루가주 혁신 산업단지 내 공동 R&D
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자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AI 기반 생체인식(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2019년 기준 
매출액 93.6억, 종업원 80명의 이노비즈기업)

한편, 협회는 이번 사업 성과 외에도 지난해부터 러시아 스콜코보재단과 
함께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성공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개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1개 
사는 추진 중인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면서 ‘러시아 진출 
우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협회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의 기술 중심 해외 진
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성장이
유망한 신흥국을 직접 방문, 현지 기업과의 상담회를 지원해왔다. 올해 
역시 이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
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위축된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및 자동차 분야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
업의 기술수출(라이센싱), 현지 합작법인 설립 등을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술교류 상담회로는 7월 ‘제1회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
탄 등이며, 현지 기업 250여개 사와 국내기업 80여개 사 등이 참여해 활
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는 ‘K-
방역’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생활소비재, 산업 내에서 
유연하게 접목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계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들
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베트남 : 소재·부품·장비 및 기계산업

캄보디아 : FTA공식협상 진행에 
따른 교역 확대 및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 공동투자사업 리스트 
선별 및 양국 간 경협사업 구체화

인도네시아 : 자동차부품, K-방역 

[각 국가별 주요 주제]



News Together

71 INNOBIZ+ VOL.4270

대면 교류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과 여성경제위원회, 모닝포럼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덕분에 이노비즈기업 간 교류와 협업 또한 이전과 다름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독서토론회, 70회 기념행사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원우들로 구성된 독서토론회가
어느덧 70회를 맞았다. 독서토론회는 이를 기념하고자 11월 12일
(목) 오후 6시 서울 도곡동 소재 복합예술공간 스페이스락에서 70
회 기념 모임을 개최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산하의 동호회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고 꾸준한 활동력을 이어온 독서토론회는 
2014년부터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독서토론모임을 
펼쳐왔다. 모임 장소는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회원별로 돌아가며 
소속 기업에서 제공, 독서토론 외에 기업의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해 온 독서토론
회는 매년 연말마다 이듬해 읽을 책의 테마를 선정한 다음 매달 그에 
부합하는 책을 정해 각자 미리 읽은 다음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며 
독후감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다소 어렵게 느껴져 완독이 어려운 반면 
CEO의 덕목에 이로운 내용이 많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테마로 
‘주역(역경)’, ‘맹자’, ‘대학’, ‘중용’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왔
으며, 그 맥을 이어 70회 독서토론회에서는 ‘논어’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그 어느 때보다 벅찬 마음으로 참여한 김유
홍 회장((주)브레인 EMS 대표)은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통찰력을 
비롯해 사색하고 예측하는 힘이 단련돼 적어도 반 보 이상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길러진다. 아울러 독서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청하는 스킬이 향상돼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비즈니스
에도 도움을 준다”며 독서토론회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독서
토론회 회원이자 이노비즈협회 전 회장인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 또한 “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지혜를 얻는다. 
앞으로 100회, 200회 꾸준히 이어나가 지식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유용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70회 독서토론회에는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독서토론에 
이어 조촐한 자축행사를 가졌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제18기 수료식 개최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7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파티오나인
에서 제18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 
당초 예정됐던 이노비즈 최경 합창단 및 축하공연 등은 생략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개최했다.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동호회장(조형근 골프회장, 엄
기용 CEO합창단장, 이남재 등산회장, 김유홍 독서토론회 회장, 

박항준 사업교류단장), 강선영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장과 54명
의 18기 수료인원이 참석했다. 또한 발열 체크를 위해 입구에 열
화상기를 설치하고, 행사 중에도 개인 간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
하는 등 전염병 감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에 수료식을 
갖게 된 18기 과정은 총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전망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트렌드등을 비롯해 역사, 
문화예술, 의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별 커리큘럼을 통해
혁신 사업가로서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8기 과정
에 직접 참여한 조홍래 회장은 수료식 축사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은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종사하고계신 기업인들은 물론 
변호사·변리사·언론인 등 각종 전문가가 모인 최고의 모임”이라며
“1만8,000여개 이노비즈기업과 600여개 총동문기업이 함께하는 
협업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말로 박수를 이끌어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으며, 600여명의 동문 기업인들이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협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세부내용 : 협회 홈페이지(innobiz.or.kr))

지역 개최를 통한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확대
지난 10월 21일 오전 7시,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제65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모닝포럼의 초빙 강사는 
이화여대 신경식교수로, ‘빅데이터, 중소기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통해 신 교수는 빅데이터
는 단순히 대용량 자료가 아니라 조직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
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해 목적에 맞게 분석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 등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활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빅데이터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기획이 선행되
어야 한다며, 데이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첫 시작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했던 모닝포럼에서 탈피해 지난 
11월 11일 경남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에서 ‘지역 모닝포럼’을 
새롭게 개최했다. 연사로 나선 콤비마케팅연구원 김광호 원장은 
‘변화와 혁신 콘서트’를 주제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다
양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회는 이를 시작으로 매년 2회 
이상 지역에서 모닝포럼을 개최, 지역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이노비즈기업’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과 경남에서 각각 열린 모닝포럼 행사에서는 입구에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기를 설치하고, 개인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
하는 등 코로나19의 감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미처 참석
하지 못한 회원사 등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협회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2020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충북 음성에서 하
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협회 조홍래 회장과 여성경제위원회 
강선영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
숍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의 첫 일정은 여성 기업인이 경영하는 음성 소재의 태웅식품(주)
(대표 장현주) 방문 및 견학으로 시작했다. 1999년 설립해 연 매출
118억 원(2018년 기준)을 기록한 태웅식품은 청량음료, 건강보조
식품 및 약용식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종합식품회사로, 기술
력은 물론 자체 개발한 제품의 브랜드화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
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인근 지역인 충주로 이동
해 충북 국가산업단지와 서충주 신도시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문화해설사와 함께 충주 중앙탑사적공원을 둘러보며 역사
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물을 관람하는 동시에 완연한 가을풍경을 
만끽하는 여유로움까지 덤으로 즐겼다. 

워크숍의 마지막 일정은 꽃피는 아침마을 방문으로, 천연염색 
및 쿠키만들기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짧은 일
정의 아쉬움을 알차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달랜 일행은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이번 워크숍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여성 경제
위원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
에서 조홍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워크숍을 통해 여성경제위원
회의 단합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며 워크숍의 소회를 전했고, 강선영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
은 “앞으로도 워크숍 등 여성기업인 간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여성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세부내용 : 협회 홈페이지(innobiz.or.kr)) 

|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  |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  |  이노비즈 모닝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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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 개최 (사)포항시유망강소기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는 8월 20일(목) 광주라마다호텔 3층 연회
장에서 나기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이현
조 청장, 광주테크파크 김선민 원장,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 등 
주요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더불어 주요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업 노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 특별행사로 광주과학기술원
의 기업지원시스템과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동체열감지기,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는 7월 10일(금) 협의회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포항시유망강소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천기화 회장 등 협회 임원 2명, 김길용 
포항시유망강소기업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한흥수 포항대학교 
총장, 김영문 선린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티피아이 인사이트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회는 9월 17일(목) 지역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특히 이날 면담
에는 광주시의회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이 배석해 실질적인 협력방안
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좀 더 근본적인 방안 마련
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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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주관 조달정책 간담회 참석

강원지회(회장 김재성)는 6월 12일(금)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에서 개최한 조달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무경 조달청장, 신
동준 강원조달청장, 우병렬 강원도경제부지사, 김재성 이노비즈
협회 강원지회장 등 1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로 침체된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
하고, 강원지역 조달우수제품을 적극 구매하며, 혁신 시제품 제
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혁신조달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을 논의했다.

강원지회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초청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강원지회는 7월 20일(월) 횡성 알프스대영에서 제3차 정기 이사
회 및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재
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명순 지역혁신과장, 김재성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 및 강원지회 임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경예산으로 신설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중소기업
의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 이사회 개최

경남지회(회장 조창제)는 7월 28일(화)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워크숍 일정과 장소 확정, 제14회 경남지회장배 골프대회 일정 확
정, 정관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지회 소속 회원
사들에게 전문지식과 경영자문을 전수하는 전문위원단 전문위원을 
2명 추가해 총 13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를 위한 ‘이노스마트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전문위원인 김종업 
노무사의 ‘2021년 최저임금과 노무관리’ 설명, 지회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기술이나 경영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조창제 회장의 뜻에 따라 (사)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2개 스타트업의 소개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경남지회

경남지회 임원 워크숍 진행

경남지회는 8월 21일(금) 경남 고성의 노벨CC에서 지난 9월 취임한 
조창제 회장이 주관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약식으로 치러진 신임회장 취임식에 이어 집행부 모임
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지 4시간 만에 11팀
이 편성되는 놀라운 호응과 단합 속에 이루어졌다. 전염병 예방을 위
해 숙박과 저녁만찬을 생략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경남지회 임원들 간
단결을 확인하는 한편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활동에 지친 임원들이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 소식

대구경북지회는 7월 21일(화) 이노비즈기업의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 멘토링, 코칭, 판로, 정책과제 수행, IPO 상장, 투자유치 
등 기타 경영 역량 제고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티피아이 인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협회 운영위원 7명과 티피아이 임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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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충청권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업무협력 체결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7월 21일(화) 2020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신규임원 위촉 등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현황을 심의 의결하
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지회(회장 이천석)는 7월 8일(수)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
와 함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노근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
정보보호지원센터(센터장 이태승)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충청권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협력에 나서게 되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석 회장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의 체계적인 지원과 
구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보안환경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이후 
세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 확대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구매 촉진협의회 개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동참

전북지회는 7월 27일(월) 제1차 전북지역 공공구매 촉진협의회에 참
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주요 공공기관, 중소기업단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회 충북지회

부산울산지회 정종태 회장, 이엉포럼 제2대 회장 선출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물품기증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회장 정종태)를 비롯한 부산지역 28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10개 관계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격월로 개최하는 ‘이엉포럼’에서는 7월 29일
(수)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3회 이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만장일치
로 제2대 이엉포럼 회장으로 선출된 정종태 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이엉포럼이 지역 중소기업 협회와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사 
간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엉포럼 행사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는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방법’
에 대한 특강에 이어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간담
회 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임상준 회장은 9월 21일(월) 세종전통시장에서 온
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김영숙 부회장((주)고려소재연구소 대표이사), 
이춘기 부회장((주)제일테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추석맞이 장보기 등 캠페인 활동
을 실시했다. 마스크와 함께 시장에서 산 여러 물품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죽림복지마을회관에 기부
했다. 캠페인을 통해 임상준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지회대전세종충남지회

부산울산지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충남지역 이노비즈회원사 간담회 개최

부산울산지회에서는 8월 10일(월) 정종태 회장 주재로 ‘부산울산지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겸, 이수태, 김병철 전임회장단과 부울골프 클럽 전·현직 회
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부산울산지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임원 및 회원 확충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등 
지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임원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등 부산울산지회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8월 20일(목) 솔마로식당에서 충남지역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7개 회원사가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 공유, 기업
의 발전을 위한 정부사업 홍보 외 협조사항을 얘기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 임상준 회장은 “경기 침체로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협회 차원에서 적극 건의해 어려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 소식

충북지회는 8월 18일(화) 위원장단 회의 후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 글로벌 캠페인 ‘스테
이 스트롱(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충북경제포럼 차태환 
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으로 손을 씻는 
모습의 로고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천석 회장은 “최근 감염이 다시 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며, “앞으로도 개인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등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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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 이노비즈협회의 주요일정
협회의 행사와 일정 대부분이 연기와 취소를 거듭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된 2020년. 

다가올 2021년을 기대하며 올해 마무리에 참고할 만한 협회 주요일정을 소개한다.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월 |

12월  | 3일(목)

10일(목) 

15일(화)

10월  | 15일(목)

19일(월) 

21일(수) 

22일(목) 

29일(목)

3일(화) 

11일(수)

17일(화) 

19일(목) 

12일(목)

24일(화)

25일(수)

26일(목)

이노비즈 모닝포럼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송년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상설화 기자간담회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및 이노비즈데이

한-우즈벡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차)(~16(수)까지)

산업현장 제조노하우 전수 AR플랫폼 개발 재직자 교육

러시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개최(~20(화)까지)

이노비즈 모닝포럼

경기도-베트남 호치민 온라인 기계전시회(~24(토)까지)

한-인니 자동차부품 기술협력 온라인 
컨퍼런스(~23(금)까지)

이노비즈 PR-day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차)(~4(수)까지)

KOICA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형 
패킹기술 개발교육 온라인 연수사업(~20(금)까지)

이노비즈 모닝포럼

한-인니 기술교류 상담회(2차)(~18(수)까지)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송년회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차)(~25(수)까지)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 온라인 기술세미나 

1월  | 16일(목) 

2월  |

13일(목) 

5일(수) 

3월  | 19일(목) 

4월  | 21일(화) 

5월  | 20일(수) 

한 - 독 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후원물품 전달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입학식

이노비즈 모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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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24일(수)

7월  |

28일(화)

29일(수)

22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한-러 혁신 플랫폼 온라인 컨퍼런스(~24(금)까지)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수료식

이노비즈협회-KT 업무협약 체결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3(목)까지)

한-인니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9(수)까지)

9일(수) 

9월  |

8일(화) 

14일(월)

한-캄보디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0(목)까지)

22일(화)

23일(수) 한-우즈벡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4일(목) 이노비즈협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중기부-이노비즈협회-KT,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

KSP 인도네시아 정책자문사업 최종보고회

7일(월) KOICA 콜롬비아 공무원 대상 한국 개발경험 지식 공유 
온라인 연수사업(~16(수)까지)

KOICA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사업 추진 온라인 연수사업(~23(수)까지

INNO LIBRARY

좀 더 쉽게 만나는 맹자의 문장,  맹자강설

주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정통 개설서,  주역 개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서량도 늘어났다고 한다. 요즘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짙을 때는 고전을 읽으며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맹자강설>은 사서삼경 강설 시리즈 세 번째로, <맹자>의 원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다.  
<맹자>의 문장 구조와 문법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난해한 글자나 문법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고, 원문을 직역한 것 외에 '강설'이란 대목을 따로 설정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문장 교본으로 삼을 만한 우수한 문장이 많고, 그 내용 또한 상세해 맹자에 
관심 있었던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고전이 일러주는 가르침,  대학, 중용
대학은 유교 경전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나타내는 사서 중 중요한 경서이고, 중용은 유
교의 경서중 하나이다. <대학, 중용>은 유교의 교설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고전의 하나인 대학
과 중용의 번역판으로, 과거 홍신한문신서로 출간되었던 것을 재출간했다. 원본은 청나라의 오지
충이 1811년에 교간한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사용했으며, 해설은 주자의 설을 따랐다. ‘동
양 고전으로 미래를 읽는다’ 시리즈 중 일곱 번째 책으로 한 번쯤 고전을 진지하게 접하고 싶었던 
이들이나 고전에서 삶의 해법을 찾고자 할 때 접근해보기 좋은 책이다.

세상의 이치를 밝힌 동양철학의 최고봉,  논어
<논어>는 동양의 고전 중 가장 많이 읽혀왔으며,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공자의 말은 2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다만, ‘유교 성전’으로 불리며 다소 어려
웠던 게 사실. 이 책은 친절한 해석으로 내용을 막힘없이 읽어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쉽게 고전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논어>를 펼쳤다 덮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공자의 주옥같은 문장과 메시지와 가까워져도 좋겠다. 읽다 보면 의외로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
에 점점 파고들게 될 것이다.

주역은 자연과 인간사의 변화원리를 깨달아 더불어 잘사는 법을 일러준다. <주역 개설>은 기본
적인 개념을 주역 원전에 근거, 일반인들도 주역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주역 개설서다.책
에는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 김석진 선생의 제자인 철산 최정준 박사가 주역을 강의하거나 
저술했던 내용이 재구성돼 담겨 있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담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반인
이 주역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주역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주역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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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대해 질문하고 싶을 때
생각이든 일이든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일수록 현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다 보면 의외로 나아갈 길이 보이는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기본기를 다져줄 책들을 소개한다.

Inno Calendar

25일(목) 이노비즈 P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