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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2015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이노비즈를 위한

일자리 혁신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기회의 창출과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는 혜안이 될 것이며

협회는 혁신적인 일자리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가을의 디자인

수동식 세탁기 ; 블루 핸드 / BLUE HAND

물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 사용자를 보호하고 

쉽고 편안하게 세탁을 할 수 있게 수동식 세탁기를 고안하였습니다. 

현대의 TWO SPIN 기능과 과거의 수동식 세탁 방법을 혼합해 

부력을 이용해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외부 형태를 디자인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처럼 상생을 도모하는 일자리 혁신을 만듭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응원합니다. 

20 1 5년 세 번째 아젠다 

일자리 혁신

신승훈(백석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E-mail : seunghoo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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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회의 시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술개발과 해외진출로도 이어진다. 

이노비즈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 선별력과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정신으로 

대한민국 중심에서부터 일자리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Job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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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히든챔피언, 일본 교토식 경영처럼 

한국에서 이노비즈가 GNT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연구개발하는 기업의 천국시대

이제 중국과 신흥국의 등장으로 똑같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 파는 저

원가 경쟁력에 의존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

미 한국은 2만 달러 이상의 인당 국민소득만큼 고비용 국가로 이행

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고비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제품의 차별화를 이끌어가는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율은 6%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틈새의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다. 히든챔피언은 매출의 60% 이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만든다. 그 결과 고부가가치로 영업이익률 10% 이

상이 달성되고, 그 결과 고용창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

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연구개발 안 하는 기업의 무덤, 

연구개발하는 기업의 천국시대’는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의 이노비즈는 그나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율

이 4% 이상 되는 회사들이 아닌가? 이 연구개발력을 바탕으로 성장

하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청년들의 건

강한 일자리 창출은 이노비즈의 글로벌화를 통해 만들어가도록 해

야 한다. 히든챔피언 교훈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을 찾아가는 정신

과 연구개발력이다. 

시장을 찾아가는 핵심무기가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

은 시장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Treasure Hunting)이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을 OK정신이라 할 수 있다. O는 Opportunity

(기회), K는 Kairos(기회포착)를 말한다. ‘카이로스’(Kairos)는 그리

스신화의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기회를 잡아내는 결단의 시간을 관

리하는 신의 이름이다. 기업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야 

하며, 기회가 오면 이것을 포착해 놓치지 않고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카이로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 카이로스 석상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

혀 있다고 한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앞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은 앞에서 쉽게 잡

을 수 있도록, 뒤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못 잡도록 하는 것이

란다. 

셋째,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비즈니스의 

출발은 인맥인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의 출발은 글로벌 인맥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에 시작

되었다. 이후 유럽의 33개국 300만 학생이 참여하고 97년 이후 30

만의 교사, 교직원이 교류에 참가해 유럽 각 나라 간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간 유럽 내 원하는 국가, 원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

많은 유럽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것이 유럽 내 상호 비즈니스와 문화교류의 큰 힘이 되었다. 즉 에

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유럽 내 교류와 비즈니스의 촉매제가 된 것이

다. 이것이 에라스무스 효과다. 이처럼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장하는 아시아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 이를 벤치마킹해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

로 ‘아시아청년기업가 학교’를 운영하는 정책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조직

이 비대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더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 특히 세계경제는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

쪽에 위치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고 

웨스트(Go West)’ 전략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시장기회를 이노

비즈가 선도해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독일의 히든챔피언, 일본의 교토식 경영은 GNT전략의 성공이다. Global

(글로벌화), Niche(틈새시장선점), Top(세계최고기술)이 그것이다. 그렇

다면 한국은 누가 GNT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노비즈가 그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고, 기업은 시장에서 나오고, 

시장은 신제품 개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에

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모하다. 한국의 중

소·중견기업은 불행히도 아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1%대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시장 비중도 점

차 떨어져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을 하지 못한 만큼 글로벌 경

쟁력이 낮아져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 성장시장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THEME BOX    Theme is

3가지 글로벌화 지원정책 고려

대한민국 지금까지의 역사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신화의 주인공들

이 만들어낸 결과다. 1960년대엔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부들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70년대는 뜨거운 중동의 건설기술자, 80년대는 

틈새시장을 찾아 헤맨 종합상사맨들이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90년

대 이후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대한

민국 성장동력이 되었다. 한국경제는 바로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에

서 보물을 찾아내는 기업가정신이 만들어낸 신화다. 앞으로 우리에

게 다가올 기회는 아시아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시장에 안주하려는 현상을 강

하게 나타낸다.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왜곡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손(Visible 

Hand)을 통한 정책적 조정이 있었으면 한다. 3가지 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화를 지원할 현지시장의 글로벌 인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의 꾸준한 인력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

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 전문인력 확보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기업의 온전한 현지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고급 전문인력 양성

이 시급하며, 특히 유럽·미국 등 성숙 시장 대비, 베트남·미얀마 

등 신흥국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절실하다. 이를 지원하

는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독일 히든챔

피언의 주요 성공요인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현지 밀착 A/S였다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750만 명의 대한민국 해외동포들의 디아스포라를 활용

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용

하는 것이다. 글로벌 진출 기업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서는 진

출국 현장의 살아 있는 생생한 정보가 필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정책은 바이어와 마케팅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다 근본적인 글로

벌 인맥과 머천다이징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운용으로 정책의 전

환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는 아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고 웨스트(Go West)’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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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BOX     Theme 트렌드

일자리 창출, 

고용유연성 확보를

CREATION
JOB

일자리 현황 분석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생애 첫 직장을 찾는 20~30대를 위해서

는 물론이고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하게 된 50~60대에게도 마찬가

지이다. 8월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10% 가까이 이르고, 청년 취업

애로계층도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임금노동

노동개혁은 경제 활성화 관점보다는 근로노동자에게 일방적 손해만 가져

준다는 인식하에 정치적 관점에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 국회, 노사정위에서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산재인정 범위 및 실업급여확대 등 노동의 유연성을 손상

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이 결과 기업의 대응력이 약화되고 비용

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가세해 고

용여력이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글로벌한 시장, 소비자의 급격한 선호 변

화, 경쟁자의 급부상, 가치창출의 원천이 생산에서 혁신으로 전환되는 현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 대규모 공장체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사

제도 틀은 부적합하고 비능률적이다.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새로이 재점

검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또 높은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구조 격차가 심화된 데다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어 고학력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데 기

인한다.(표 2 참조)

일차적으로 고용확대는 성장이 견인해야 하는데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 하강추세가 장기화될까 우려된다. 수출이 금년 들

어 8개월 연속 하락했고 특히 8월 수치는 6년 만에 두 자릿수 감

소세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 부

진은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내수를 위축시켜 수입 감소현상을 

야기한다. 이는 원화강세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전 분기대비 경제성장률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신통찮다. 기술력 격차를 좁혀오는 중국의 

급신장으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완제품 경쟁국인 일

본 엔화 약세 지속으로 수출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 발

표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3,295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1,514

개의 상장사 중 향후 9개월 이내에 부도발생 위험이 높은 기업이 

27%에 달하는 417개 기업에 이른다고 한다. S&P는 9월 11일 우

리나라 평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급락한 심각한 상황

이라는 발표까지 했다. 기업실적이 부진한 상황하에서 고용확대

는커녕 자체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신규채용을 확

대하는 것은 일시적 고용확대 효과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고 향후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대외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가격경쟁력을 제

고하고 업종전환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되

어야 한다. 

자 중 비정규직이 34.6%에 달하고 있다. 장기간 실업사태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세대를 키우게 되며 향후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취업의 질적 내용도 좋지 않다. 직종별 청년취업비율을 살펴

보면 연구개발, 컨설팅, 보건복지, 교육 등 전문직의 청년취업비

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음식·숙

박업이나 농림어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취업비율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취업유발계수가 상대

적으로 낮은 제조업 및 수출위주로 

진행되었고, 동 계수가 높은 서비

스업의 비중은 감소되어옴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

화되어왔다.➊ (표1 참조)

<표 1>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주 : 추정기간 : 2000.1   자료 : 한국은행, 2015

(%)

00 06 08 10 12 14

수출의존도 35.0 37.2 50.0 49.4 56.3 50.6

<표 2>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비율(%)

자료 : 통계청

(%)

00 06 08 10 12 14

비정규직 비중 - 33.0 32.9 33.6 33.8 34.6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71.3 65.4 60.0 59.9 62.1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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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재무담당 교수

•금융감독원 감독1국 은행분석 팀장

•금융ICT융합학회 부회장

•대법원 행정처 전문심의위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시한을 넘긴 13일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했다.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점에서는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노동의 유연성 제고

유연성이란 외부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도

를 의미한다. 적응도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채용과 해고와 같은 

수량적 유연성과 근로자를 다기능화한 기능적 유연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의 유연성은 2006년 37위에서 2013

년 70위권으로 급락한 것으로 분석된다.➋ 이는 주요국들이 세계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거하고 유연화하

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개혁조치들을 취해온 반면, 우리

나라는 단기 거시정책에 중점을 두어온 데에 기인한다. ➌

 노동개혁이란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제도와 노사관계에 대변혁

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개혁 조치들은 외환위기 극

복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려는 수동적 입장에

서는 1,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외 수요부진에 따른 저성장, 기술경쟁력 둔화, 미

래성장산업 미확보, 낮은 수익성, 이익집단의 투쟁과 파업, 붕

당과 정쟁 등의 폐해로 깊은 나락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한

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

인가? 

 수출확대나 제조업 육성도 좋지만 채용, 해고, 임금, 근로시

간 등에 있어 수량적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

급하다. 전술한 수량적 유연성 외에도 정부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기업 측의 적극적인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현장감각

과 창의성 있는 인재가 길러지도록 하는 기능적 유연성도 확보하

도록 하자. 대학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

준(NCS)에 따라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

규직, 핵심인력과 주변인력 등 노동의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해 비

정규직의 해소책을 추진하기보다 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 고용

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자. 이 밖에 청년실업

을 고용정책의 틀 안에 묶어두지만 말고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관련 금융재원을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 관련 제도를 객관적으

로 분석하고 노동법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노력

은 부족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시한을 넘긴 13일 그동안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일

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정부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해 단기간에 현장에서 시행되기 어렵고, 당초 경제계가 요구했

던 법제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

선의 틀을 마련한 점에서는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

감을 가질 수 있다. 법제화 대신 정부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대

체 할 경우, 법원에서 가이드라인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사측에

전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재원은 젊은 인재육성자금으로

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끝으로, 마치 임금피크제 실시가 노동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언론 및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노동유연성의 

필요에 대해 정확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알

리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그림 1> 제조업/서비스업 GDP 대비 비중

➊  2013년 기준 최종수요 10억 원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는 12.0명이다. 이를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15.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투자 13.4명, 수출 7.8명의 순

이다. 다시 주요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의 계수 값은 8.6명, 서비스업의 경우 17.8명에 달한다.(한상우, 조인우, 도영웅, BOK 이슈노트, 2015.07)

➋  오호영,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한국경제연구원(2015.07)

➌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과 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노동개혁 조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당시 노동개혁의 초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었고 대표적으로 그동안 판례로만 정리되어 있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조치가 1998년 2월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종전에 존재했던 고용경직성이 제거됨으로써 평생직장으로 인식되던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가능해졌다.(전게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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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 

일자리를 창조한다”

  기 술 혁 신 과 
  일 자 리  윈 윈  전 략

글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THEME BOX    Theme 포커스 1

어떤 기업의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반드시 창출된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

업 차원에서의 기술혁신을 생각하면 일자리 효과를 비교적 쉽게 예

측할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유형별로 기술혁

신이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산업유형

의 기술혁신이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발휘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에서는 벤

처기업의 기술혁신이 더 많이 고용을 창출한다. 벤처기업의 연구개

발 투자가 1% 증가하면 0.028%의 고용증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

석됐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는 벤처기업보

다는 낮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술혁신 활

동은 고용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기술혁신 대리 지표로서 특허를 사용할 경우 벤처기업 특허출

원이 1% 증가하면 0.003%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

석됐다. 중소기업은 특허출원 1% 증가가 벤처기업보다 더 높은 

0.007%의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나 특허 출원이 증가하더라도 그다지 고용을 유발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유형별로 세분해 분석결과를 보면, 

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차 기술창업 붐 당시 우수한 대졸 인

력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했고 중소·벤처기업가들

도 펀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제1차 기술창업 붐 

때 창업한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

례가 다수 있다. 그 사례로 팅크웨어(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팅크웨어(주)는 1997년에 3명이 창업해 초기에 제품시장이 빠

른 속도로 성장한 데 힘입어 상장 전후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급

속히 확대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신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10

여 년 후 550명을 고용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팅크웨어(주)

의 고용 증가율은 놀라운 수준이다. 팅크웨어(주)는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후인 2006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2008년에는 3D내비게이

션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6년 사원수

가 283명이었으나 2008년에 454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마

침내 5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

서부터 정체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다가 요즘은 자동차용 블랙

박스 출시로 다시 한 번 성장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벤처

기업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폭발적인 고용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기술기반 창업이 관건

창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혁신하려는 정책 접근은 우리 경제 여

건에서 매우 타당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창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

은 아니다. 외국 통계에 의하면 창업의 15% 내외가 성공한다고 하는

데,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이 많은 경험과 교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업자가 고학력일수록, 첨단기술 기

반 창업일수록 실패 확률이 낮다고 한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 창업

은 사업 아이템이 시장수요와 맞아떨어질 경우 고속 성장을 할 수 있

고, 빠르게 글로벌화할 수 있어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자리 창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제2의 기술창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

R&D투자는 지식정보집약형 산업에서, 특허는 과학기반형 산업에

서 각각 더 큰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제약, 화장품, 농업

화학, 정밀화학, 정밀기기, 항공기 및 부품 등 과학기반형 산업이 모

든 산업 유형 중에서 가장 탁월한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됐다. 그리고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이 

둘 중 하나만 수행하는 기업에 비해 더 높은 고용확대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산업지원 측

면에서 우리나라가 과학집약산업을 육성해야 고용을 더 많이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고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연

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

처기업에, 그리고 산업별로는 과학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학집

약산업에 연구개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이 폭발적인 고용능력 보유

과학집약산업 분야의 기업 기술혁신이 탁월하게 고용을 창조한다

는 연구결과는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혁신하려면 1998년부터 일어난 기술창업 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

으로 우수 창업인재를 발굴해 양성하고 창업 리스크가 낮은 창업 방

안을 찾아 꾸준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하고 있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에 관한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안

고 있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첨단기술 기반 창업은 대부분 석·박

사 학위를 보유한 고학력자들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이들이 창업

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정부 연

구기관에 취직해 안주하려고 한다. 고급 우수인재일수록 기업가정

신이 취약하다. 따라서 기술기반 창업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공과

대학 졸업생에 대해 기업가정신 혹은 기술경영 관련 교육을 강화해

야 하겠다. ◦

이공래 교수

•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처 장관자문관 역임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및 정책학부장 역임 

<표 1> 기업 유형별 고용유발 효과 분석모형 추정결과 (회귀계수)

주 : * 10%, ** 5%, *** 1% 범위 내에서 각 각 유의함을 나타냄

출처 : 이공래 외 (2010),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04

종속변수=

ln (종사자 수)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ln (종사자 수) t-1 -0.408 4.854 -0.257

ln (R&D투자) 0.018 *** -0.023 0.028 **

특허출원 수 0.007 *** -0.000 0.003

ln (자본) 0.072 *** 0.091 0.103 ***

ln (월 급여) 0.333 *** -0.792 0.291 ***

상수 -0.013 ** -0.073 0.019

관측 수 4,438 3,309 851 

그룹 수 622 396 121 

R2 0.868 0.945 0.905

요즘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많이 만들 수 있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고용의 유연성 확대,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창조 등 

다양한 노동개혁이 정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조하자는 제안은 언급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기술

혁신이 반드시 일자리를 창조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혁신을 했더라도 그것이 한편으로는 일

자리를 창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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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중심의 일자리 확대! 

이노비즈 1사 3인 채용 캠페인

글 이노비즈협회

THEME BOX    Theme 포커스 2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이노비즈협회는 1사 3인 캠페인 추진에 앞서 이노비즈 일자리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재정비했다. 본회와 전국지회에 위치한 이노

비즈 일자리지원센터는 채용 DB구축을 통해 협회의 일자리지원 사

업의 적극 활용하고, 채용 우수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

시하고 채용정보를 수집한다. 새로 구축한 채용 DB에는 이노비즈

기업 대상 채용예정 인원 및 직무분야 조사, 기술인력 중심의 채용 

분야별 구분(마이스터고, 군 기술인력, 장년 기술인력), 연령별로 

구분(청년층, 장년충, 노년층)하고 있다. 또 연령별 협회 채용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경력직 채용기업은 고용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해 협회에서 운영 중인 

각 부처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기업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신

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존에 구축된 채용 데이터와 협회가 보

유하고 있는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역시 수시 업데이트 해 기업과 구

직자 간 원활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사 3인 프로젝트 추진

이노비즈 1사 3인 채용 캠페인이란 1개 기업 당 3인을 채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

지 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방문 또는 간담회를 열

어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 모집 → 정책 건의 → 수정 및 차년도 반

영’하는 실질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

보원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 기

관별 협조요청사항 구분 및 실무협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자체

와의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중소기업에 우수한 일자

리 매칭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경

남,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별로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

축하고, 지자체 단체장·이노비즈 기업·협회 간 3자 대화를 통해 

지역·산업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

반기에는 서울시, 성남시 등과 일자리 창출 관련 MOU를 체결한다. 

청년층 일자리 지원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우수 인력을 이노비즈기업에 매칭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지

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군 기술인력 대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확대 운영 중인데, 2015년 9월까지 1,600여명의 청년취업인

턴 연계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家양득 캠페인 전개

이노비즈협회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통

해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와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도 지원 

중이다. 경기도 성남고용센터와 일家양득 캠페인 진행 관련 MOU

를 체결하고, 협회 행사 시 동영상 배포 및 홍보자료 등을 통해 기업

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 기업별 프로그램 운동을 전개하

고,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해 추가 채용 및 1사 3인 프로젝트 목표 달

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 고용률

을 유지하고 인력난을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를 제고하

는 사업인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층

별, 연령별 구직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

가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일자리 지원사업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

항과 지원센터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기술혁

신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엘리트기업군인 이노비즈기업은 다양

한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5년 연속 3만 일자리를 창출해 협

회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이노비즈기

업과 회원사가 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T 031-628-9600, H www.innobiz.or.kr)

이노비즈협회는 5만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6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계는 13만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노비즈협회에서는 기술인력 중심의 5만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이노비즈 3-3 일자리 

프로젝트’를 선언하며 이노비즈기업 1사 3인 캠페인과 국립 마이스터고, 군 기술인력, 장년 기술인력 3개 핵심 분야 일자리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년
취업 인턴제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니어인턴십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취업연계R&D
교육센터 사업

대체인력뱅크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사업)

이노-마이스터고 
채용연계사업

채용박람회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채용연계사업

이노비즈 1사 3인 채용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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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

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중소기업은 20만 원에

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허용 시 지원금을 사용 1개월 후 즉시 1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

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잔여분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급

한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은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

고 근로자 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

해 지급한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종전에는 시작 30일 전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

금은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근로 시 제공하는 사후지급비율을 15%에

서 25%로 확대해 직장복귀율을 제고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8)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체계 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

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

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

했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

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취

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

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

정이다. 또한 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로 사고 패턴 

3가지를 선정,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

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

으로 그 개선 방법을 집중 홍보해 명확히 알려준 후 기간을 정해 강

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5)

하반기 경제성장의 기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 정책이 변화했다. 기존 제도가 보완되는가 하면, 새로운 제도가 도

입되기도 하고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늘어났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2015년 하반기 

달라진 일자리 정책

130개 공공기관에 

의무적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 채용

정부는 2015년 하반기까지 300여 개의 공공기관 중 약 130개 공공기

관을 대상으로 NCS 기준 채용을 도입했다. 기존 어학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 중심의 채용과는 달리 NCS 채용은 

직문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평가하는 ‘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산업현장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부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

고,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NCS는 직무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분류해놓았기 때문에 입사공고 시 

업무 관련 번호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www.ncs.go.kr)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적용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채용돼 근무하더라도 사업주

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29일부

터 18세 미만 근로자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고, 근로자 본인

이 원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일 2015년 7월 29일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개소 신규 개소

경력단절여성 종합 취업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

터)’를 10개소 확대해 총 147개소를 운영한다. 이번 신규 새일센터 지정

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욕구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맞

춤형·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60여 개 과정을 추가 선정해 총 

780여 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강서새일센터), 대전(배재테크노새일센터), 경기(김포·파주·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충남(홍성새일센터), 전북(완주새일센터), 전남 

(화순·영암새일센터), 경북(영천새일센터)

•문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새일센터 대표전화 (☎ 1544-1199)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

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

화했으며,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50% 이상이

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이 공동으로 설치해 대기업 

아동 37인과 중소기업 아동 3인을 보육함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금을 수령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도 50% 이상이어야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추가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지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

임금을 지급했으나, 2015년 7월부터는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300

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

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승소 확정판결일자가 2015년 7월 1

일 이후이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퇴직근

로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돤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배경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등

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사업내용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동행면접, 인턴제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 : 구직을 희망

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별·집단상담, 취업정

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

성의 연령·학력·경력 등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

훈련 운영·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2015년 6,005

명), 1인 총 300만 원 한도, 6개월 이내, 월 60만 원 내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취업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문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1 3 5 7

2 4 6 8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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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BOX    

가을, 우리의 아련한 들은 초라해져가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날아갔네

-톨스토이 '가을의 노래'-

톨스토이의 시에 영감을 받아 

곡을 만든 차이코프스키처럼

가을은 흩날리는 낙엽에도 

서늘한 바람에도 마음이 동하게 되는 

영감의 시간, 생각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차이코프스키의 ‘가을의 노래’을 

감상하세요.

글로벌 플러스

제2의	중동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우디아라비아

경영 플러스

핀테크,	새로운	자금의	흐름

아이템 플러스

대중소가	함께	성장하는	특허나눔제도

나눔 플러스

착한	파워,	코즈	마케팅	

리더 플러스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

서포터즈 플러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플러스 노하우

알아두면	득이	되는	비즈니스	테이블	매너

플러스 옴부즈만

외국인력	차별금지	정책,	기업은	뒷전

TIP.    QR코드 보는 법

❶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앱 등을 실행한다.

❷ 상단 검색어 입력창 오른쪽 마이크 모양을 터치한다.

❸ 여러 개의 아이콘 중 ‘코드’를 실행시킨다.

❹ 사진을 찍듯 화면 속에 QR코드가 들어가도록 조절한다.

❺ 초점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스캔이 되어 내용이 실행된다.

글 이노비즈협회

THEME BOX    THEME 포커스 4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노비즈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인증한 우수한 기업군인 이노비즈기업(INNOBIZ,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것이 취업을 준비 중인 구

직자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청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핵심은 재학생도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 현재 기준으로 대학생의 경우 4학년 재학생,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 비진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가능

하다.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취업을 목표하는 고3 학생도 참가 

가능하다. 이를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로 증빙하면 된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가족원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며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한 

후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기존의 가족관

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생략되었다. 신청서상 보험료 

납입액에 ‘기준금액 초과’라고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진행하는 취업상담의 기간도 대폭 축소

됐다. 기존 취업상담 1단계는 1개월 내 3회 방문해야 했으나, 1주 

2회 방문 가능해졌다.(다만 취업역량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 나

와야 하고, 2단계 직업훈련 생략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해당된

다.) 기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중점적으로 받고 싶은 역량 있

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주일에 2번 협회에 방문하

면 1단계를 수료하는 것이며 15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단계별 수료 시 지원금이 있으며, 내일배움제카

드로 직업훈련 전액 무료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존 

참여자, 타 정부사업 참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엔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

비가 지원된다.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

며, 사업에 대한 세부 참여 문의는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출팀 남윤정 주임에게 하면 된다. 협

회 블로그(innobizorkr.blog.me)에도 자세하

게 설명되어 있다. ◦

개인맞춤형 1:1 취업상담과 

우수 이노비즈기업으로 채용연계까지

취 업 성 공 패 키 지 

문의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출팀 남윤정 주임

TEL     031-628-9617  FAX     031-360-6415

MAIL    yjnam@innobiz.or.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E-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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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종도 중동문제연구소 부소장, 명지대 교수 

PLUS BOX    글로벌 플러스

Saudi Arabia

이다. 물론 올해는 전년도 대비 0.6%만 증액했는데 이는 올해의 유가

를 브렌트 원유 선물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로 선정하고 책정했기 때

문이다. 2015년도 예산지출을 보면 지난 1월에 서거한 압둘라 국왕이 

2005년 즉위한 후 전체 예산의 24.3~26%를 줄곧 교육 부문에 투자

하고 있다. 2015년도의 교육 부문 예산은 약 25%로 579억에 달한다. 

다음으로 예산지출이 많은 부문은 보건 및 사회문제 부문으로 전체 예

산의 19%가량인 427억 달러다. 정부는 지방자치 부문에 약 107억 달

러(약 4.6%), 인프라 및 운송 부문에 약 168억 달러(7.3%), 수자원, 농

업, 산업 및 기타 경제자원 부문에 160억 달러(6.9%), 특별금융지원 

기관 및 정부 금융 프로그램 부문에 160억 달러(5.4%) 등이다. 이런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입찰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의 고용 문제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사우디 고용의 약 2/3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

다. 사우디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전체 예산지출의 

50%에 육박하는 임금과 수당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혀 젊은 층의 불만

을 살 것으로 보인다. 현재 7~10%를 오가는 실업률은 사우디 정부의 

두 가지 경제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다.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

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우디제이션(Nitaqat)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2011년 6월 도입 되었는데 모든 기업이 최소 한 명 이상의 사

우디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우디 인력들의 

질은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현지에 진출한 외

국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건구색 갖추듯이 이를 받아들이

고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진출 시에는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인의 경우 최저임금

제가 도입되어 월 3,000리얄(한화 약 9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물

론 능력은 상관 없다. 요즘 빠릿빠릿하고 능력 있는 사우디 젊은이들

은 조건이 좋은 곳으로 철새처럼 옮겨 다닌다. 아직 이 제도가 많은 문

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기업의 약 86%가 채택하고 있어 장

기적으로 자국인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우디 기업들이 노동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속 폐

업 하는 추세다.  

우리의 진출 가능 분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만한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우디 정

부가 역점을 두는 두 가지 경제목표는 산업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이

다. 경제 다변화에 실패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사

사우디 예산 편성

그럼 사우디의 예산지출 부문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어느 부문

에 역점을 둘까?

이 나라의 예산을 보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

다. 작년 12월 25일 각료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이 

2,789억 달러, 총지출이 2,933억 달러로 144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편

성했다. 사우디는 세계경제가 장기간의 침체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균형예산이나 예산증액 정책

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고유가 당시에 축적한 오일부가 남아있기 때문

회 인프라, 기간사업 육성, 의료, 관광, IT, 인적자원 개발 등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쇼핑, 스낵 전문점 체인(BBQ 진출), 커피 전문점 체

인, 냉동식품 등의 분야가 진출에 유리할 것이다. 인구구성비에서는 

20~45세의 연령대 비율이 45%나 된다. 이로써 1~14세 연령대 비율

이 32.4%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주 소비층이 될 것이다. 최

근에는 대학에 입학하는 성비를 보면 여성이 더 많다. 고학력 여성들

이 필요로 하는 분야도 무엇인지 설문을 통한 진출 전략을 짜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사우디는 제조업 분야가 아직도 열악하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합

작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중소업체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사우디가 최근 생필수품 생산에 관심을 두면서 역내 수출을 늘

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가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관광 분야

인데, 최근 관광대학도 설립되고 학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순례객이 

연 500만 명에 육박하므로 이들을 겨냥한 상품개발도 진행 중이며 사

우디 관광유적위원회(SCTA)로 하여금 관광전시회(매출 77억 리얄)

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관광 노하우 전수도 좋은 방

안이다. 사우디인들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관심을 보이면서 

헬스 분야와 건강식품이 앞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

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분야에 진출할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수출

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사우디 할랄

(Halal)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 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걸프지역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 전

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우디의 경우 사장급은 주로 사우디인이고 밑에서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제3국인은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의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제품을 특정시기에 팔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

다. 예를 들면 라마단을 겨냥한 특수나 핫즈 순례객을 위한 아이템도 

개발해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또한 현지인의 환

심을 사기 위해 사우디 전통복을 입는 것도 보다 친해지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아랍인들과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종도 부소장

•Sudan Omdurman Islamic University 졸업(언어학 박사)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연세대 강사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장

•저서: 김종도 아랍어시리즈 외 15여 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비롯한 쿠웨이

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신성장동력을 활용해 어

려운 처지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제2의 중동 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펼친 세일즈 외교였다. 특히 원전사업 진출, 할랄식품, 제3국 공동진출 모색,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네 나라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사우디는 1932년 출

범한 입헌군주국으로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우디는 이슬

람 양대 종파 즉 수니파와 시아파 가운데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매년 대순례

(Hijj)와 소순례(Omra)를 위해 500만 명 이상이 사우디의 메카(Mecca)를 방문

하고 있다. 방문객의 숫자만 놓고 보아도 사우디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마

어마한 외화를 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사우디는 석유의존

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다변화 산업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

히 지속 가능한 지식경제 기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보건복지, 수자원, 

도로 확충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외부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중개 기능회복과 금융시장의 규모

를 확대하며 금융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을 

재고하는 중이다. 

올해 6월 BP 세계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더군다나 사우디는 2,670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15.7%, 중동 산유국들의 33%(매장량 

약 8,170억 배럴)에 해당한다. 사우디는 원유를 일일 970만 배럴 정도 생산하

고 있으며 석유 부문의 세입은 GDP의 40%, 정부세입의 80%로 점점 낮아지

는 추세인데 이는 세입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는 막

강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IMF, 국제금융공사 등에서 집행이사국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걸프만 협력기구(GCC)나 세계이슬람협력기구(OIC)에

서 이슬람 종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유목민이 산재하고 인

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우디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아니면 역동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화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까? 

포스트 오일 대비하는, 
석유왕국
제2의 중동 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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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핀테크 인가?

핀테크의 유행은 금융권이 처한 위기를 통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대표 기업인 은행들은 그동안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간의 이

자율 차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올렸다. 은

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과점형태가 지속돼왔

고, 이로 인해 금융권 특유의 보수적 문화가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이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거의 모든 산업분야

가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적

인 IT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금융권에까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IT기업 구글, 애플, 알리페이 등이 간편결제 시장에 참여하

자 국내 금융권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핀테크 산업이 성숙하기 전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금융

권 안팎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최선책으로 선

택된 게 핀테크다. 해외의 핀테크 기업이 국내 진출을 시도하기 전에 

핀테크 생태계를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행보다.

핀테크, 대부업과 사채시장을 품다

P2P대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P2P대출은 개인 간 거래를 뜻

하는 IT용어 P2P(Peer to Peer)와 대출의 합성어로 개인 간 대출거래

를 의미한다. 개인 간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흔히 사채를 떠올리기 쉽

지만, 고도의 대출 심사 기법과 정교화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

성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렌딩클럽이다. 렌딩클럽은 2007년 스

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불과 

7~8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7~8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누적 대출규모가 110억 달러(약 13조 원)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 

P2P대출 기업이 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정보력이 높은 30대 이용고객들이 제2금융

권이나 대부업에서의 대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장 잠

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국내시

장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P2P대출 중개업에 뛰어

드는 핀테크 스타트업도 늘고 있어 산업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

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안전자산 자리 노린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가상화폐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

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특히 위조가 불가능한 공유 장부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다.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투자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비트코인 최대 채굴국이며, 거래 또

한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선물과 옵션 등 고급 투자 기법들을 활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주식시장이 성장을 멈추자 이를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 비트코인 거래시장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 초 비트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내 절반

의 주(州)에서 비트코인 거래 및 중개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USAA은행, 스페인 방

코빌라오 은행 자회사, 비크람 팬디트 전 시티그룹 CEO(최고경영

자) 등 벤처캐피털(VC)로부터 총 1억 600만 달러(약 1,147억 원)를 

투자받은 비트코인 중개 스타트업이다. 현재 2,200만 명에게 비트

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4만 명의 상인이 코인베이스를 이용

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 ‘결제시장’ 패권에 사활

세계 굴지의 IT기업들이 간편결제 사업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다. 

특히 페이팔은 결제시장을 통해 시총이 5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승승

장구하고 있다. 페이팔의 성공에 다른 IT기업들도 결제시장에 뛰어

들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미국 전역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한 휴대폰 결

제 서비스를 시작해 가맹점 수만 100만 개를 넘었다. 애플페이는 지문

인증과 근거리통신 기술을 활용해 카드회사로부터 0.15%의 수수료를 

징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도 지난 5월 수수료가 없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발표했고, 페이스북도 소액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상

태다. 또 삼성전자의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도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지난 15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국은 거대 인구를 발판으로 성

장한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서비스하며 뒤늦게 시장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5%

의 성장을 이뤄 7,214억 달러(약 85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中企, 핀테크를 활용하라

국내 핀테크는 크게 간편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비트코

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크라우드펀딩 분야는 정부가 주목하는 핀테크 유망 산업이

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잠재성을 내

걸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현물 보상 방식과 기부 

방식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주식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져 1인 창의기

업, 중소기업 등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

부분의 투자가 담보가 부족한 기술중심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

인 국내기업으로는 펀딩포털 와디즈와 오픈트레이드 등이 있다. 

P2P대출도 유망한 핀테크 산업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P2P대출 

전용법을 마련할 뜻을 내비쳐 한층 미래가 밝아졌다. P2P대출을 이자

율은 5~10%대까지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서도 이를 활용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펀다, 8퍼센트, 렌딧, 어니

스트펀드 등이 있다.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핀테크를 활용해 외환 송금 수

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외환거래뿐 

아니라, 해외송금 전용 핀테크기업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한 송금이 

이뤄지는 추세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0만 원을 송금 할 때와 미

국에서 한국으로 1만 달러를 송금할 때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하면 각

각 자국 화폐로 별도로 환전해서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트랜스퍼와이즈는 200유로 이하는 1유

로, 1,500달러 이하는 15달러의 수수료만 챙긴다. 그 이상 금액은 0.5

〜0.7%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처럼 핀테크는 중소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한다거나 자금을 유치

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금

융이 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핀테크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람 기자

•경제신문 이투데이 금융시장부 기자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핀테크 등을 담당해 취재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핀테크(금융과 IT업계를 융합한 산업)란 

용어가 지금처럼 유행하진 않았다. 핀테크 기업이 없었느냐

면, 그것도 아니다. 당시에도 핀테크 대표적인 분야인 인터넷

결제대행 서비스 등은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핀테크 붐은 왜 일어났

는지, 세계적인 핀테크 흐름과 국내시장의 특징을 통해 중소

기업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글 김우람 이투데이 기자

핀테크,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만든다 

 

PLUS BOX    경영 플러스

￦

＄

￡

해외에서는 단일 분야에서도 수조 원대 기업이 

성장한 것과는 달리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렇다고 기술력이 뒤처진다고만 볼 수 없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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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진 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예산실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책임연구원

최근 창조경제 혁신을 기반으로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중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특허 중 자체 

활용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특허를 민간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특허

나눔제도’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대기업, 공공연구소 등이 전국의 창조경

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지역기반의 中企를 지원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기술나눔이라는 창조혁신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나누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몫을 배분하다 또는 음식 따위

를 함께 갈라 먹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간 사람들의 생각이 참으로 

많이 유연해졌다. 내가 개발한 자식 같은 특허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미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남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공짜로!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지긴 그렇고, 남 주긴 아까운, 그런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확실히 

바뀌긴 했다. 

그럼,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특허 중 사용하지 않는 것, 즉 미활용 

특허는 어떠한 제도들을 통해 세상에 나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일까? 

그리고 새 주인은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일까? 

그 스토리를 따라가보자.  

➊  지식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제도 법적연구(이희정,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2013) 

➋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동·동력장치 특허 전체, (도요타) 수소자동차 특허 약 5,680건 등(출처 : 국자지식재산위원회, 2015.07)

➌  기부채납제도 : 기부채납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일체의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

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와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➍  기술신탁제도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대기업·공공기관·대학과 기술인수신탁계약을 체결, 해당 기술에 대한 이전,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신탁 계약기간 동안 수탁받

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신탁기간 종료 후 기술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는 제도

  기술신탁관리기관 : 정부로부터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부)’이 제도관리를 맡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부)’, ‘한

국지식재산전략원(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식품부)’이 제도를 운영

➎   출처 : 미활용 기술자산 활용촉진 현황 조사,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조사

자가 누구에게나 특허 실시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특허료

를 감면하는 제도(Licence of Right)를 시장조성과 상생환경 차

원에서 운영한다.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국내 대기업

들도 창조경제의 실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보유 특

허를 무상·유상 개방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런데 한국전자통

신연구원(ETRI), 한국화학기술연구원(KIST) 등 공공연구소에서

는 이보다 빠른 2013년부터 연구개발(R&D) 성과를 민간으로 개

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는 매년 연구개발결과로 새로

운 특허가 출원되는 데 비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기관 내 자체 활

용이 낮은 특허를 민간에 무상 이전해 공익적 성과를 확산하려는 

취지가 크다.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전이

대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 특허를 무상·저가로 민간에 확

산하는 정부정책 지원제도에는 기술나눔 이외에도 기부채납➌, 

기술신탁➍ 제도가 있다. 이들 3가지 제도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이 보유한 저가·무상특허를 도입 상용화하는 중소기업 입장에

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다.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산업부의 기부

채납 및 기술신탁 제도를 통해 저가·무상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

한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➎한 결과, 매년 저가 나눔제도를 활용한 

기술이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술매입 절

차에 비해 절차의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제도 활용에 만족한 이

유로 들었다. 대체로 출원 후 평균 8.14년이 경과된 특허가 이전

되었고, 도입 목적은 추가적인 사업화나 특허방어 등의 전략적 목

적, 기술개발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이후 애로사

항으로 먼저 꼽은 것은 자금, 인력, 지도 등 후속 상용화 연계 지

원혜택이었다. 

동반성장을 위한 특허나눔제도

종합해볼 때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시기 

적정하게 매칭될 수 있는 협력체계와 후속 상용화 프로그램 간

의 연계가 가장 절실할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

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후속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R&D 재발견, 

R&BD, R&D 전담은행 저리 융자, 초기 사업화펀드 투자 등 사

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5년 미

래부-산업부가 협업하고 있는 수요발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의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매칭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 18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에서 개방, 서비스되고 있는 대기업 우수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도 

기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많으나, 대

한민국의 허리가 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허나눔제도’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을 키우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글  임경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팀장

PLUS BOX    아이템 플러스

특 허 도  나 눠  쓰 는  시 대

대중소가 함께 성장하는 특허나눔제도

특허개방·나눔의 움직임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때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미활용 특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과된 미활용 기간, 부처 및 보유한 기관의 관

리 측면에서 볼 때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➊ 기

업, 연구소에서 현재 활용하지 않는 특허의 미래가치 여하를 막론

하고, 기존의 특허관리제도상에서는 특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

수록 소유권자의 유지료 부담은 가중되는데, 특별히 외부 활용을 

위한 별도의 마케팅을 하기엔 비용, 시간, 노력적인 측면에서 규

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특허의 포기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러한 소극적 종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부 수요를 찾아주는 정

부정책, 제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특허개방, 특

허나눔이라는 무상 기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美), 도요타(日) 등은 시장 규모 확대

를 위해 자사의 신기술 특허를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개방➋하기도 하고, 영국, 독일 등은 특허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	특허	중	출원	후	5년을	경화한	

특허로	정의	

•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록	특허	중	출원	후	5년을	경과하지	않

은	특허는	활용추진	특허로	별도로	구분

•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	중	자가	활용	실적이	없고,	외부기관의	

상업적	활용실적도	없으며	방어적	목적도	없는	특허로	정의

	•	등록	이후	5년이	경과된	미활용	특허	중		최근	1년간	기술	마

케팅	활동이	없는	특허를	휴면	특허로	구분

•	현재까지	등록된	특허	중	자가	활용	실적이	없고,	외부기관

의	상업적	활용실적도	없으며	방어적	목적도	없는	특허로	정

의(기초기술연구회와	동일)	

	

저가 나눔제도를 활용한 기술이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절차의 편리함과 저렴함 비용이 

가장 큰 이유이다. 대체로 출원 후 평균 8.14년이 

경과된 특허가 이전되었고, 자금, 인력, 지도 등 

후속 상용화연계 지원혜택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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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가 기부되는 ‘탐스 슈즈’, 10m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돼 의족을 선물하는 국내기업 ‘빅워

크’, 티셔츠 한 벌 구매 시 다른 한 벌은 제3세계에 기부되는 

‘BOGO’. 이들 기업은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기업의 경제

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코즈 마케팅’의 대

표적 사례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뜻하는 ‘CSR’이 한 단

계 진화해 사회적 이슈 즉, ‘코즈(Cause)’를 기업의 경영 활

동과 연계시키는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이 올해 유

통가 마케팅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글  박찬은 매경시티라이프 기자  ː  도움말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PLUS BOX    나눔 플러스

대의명분 마케팅… 코즈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즈 마케팅은 기업이 환경·기아·

보건·빈곤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Cause)’를 기업의 활

동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문제를 마

케팅의 소재로 활용, 인간의 선한 본성에 호소함으로써 브랜드 경

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요.”(이대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

성본부장) 일명 ‘대의명분 마케팅’으로 불리는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익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CS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저개발국가의 아이들에게 기부

하는 ‘내일을 위한 신발’이라는 슬로건의 ‘탐스 슈즈’, 안경을 사면 안

경 하나를 기부하는 ‘워비 파커’가 대표적이다. ‘마케팅계의 뱅크시’

로 불리는 버나뎃 지와가 지은 2014 아마존 비즈니스 분야 베스트셀

러 1위 <그들이 시장을 뒤흔든 단 한 가지 이유>(지식공간)에선 코

즈 마케팅의 대두를 ‘스토리’와 ‘고객 자신에 대한 느낌’ 등이 차별성

의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고객들은 자신이 산 물건

의 브랜드를 보면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다. 이 느낌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관건

이다.”(버나뎃 지와) 신발을 살 때마다 개도국의 어린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 탐스 슈즈의 성공 비

결이라는 것이다.

코즈 마케팅을 활용한 기업들 

2012년 5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

로 선정된 ‘바이맘’의 20대 CEO는 쪽방 사람들을 위해 방냉 텐트를 

개발했다. 외풍이 심한 집에서 지내던 손자들을 염려한 한 어머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텐트는 업체 최초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

고, 2014 서울시 혁신기업상 대상까지 수상했다. GPS로 걸은 걸음

이 측정돼 10m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되는 ‘빅워크’ 앱의 경우, 후원 

금액만큼 절단장애아들에게 의족, 특수 휠체어, 수술비 등으로 전달

된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8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이 누적된 빅

워크는 총 43명의 아동에게 의족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고용노동

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연대은행이 추천한 국내 

코즈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에 시

선을 돌린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물통을 디자인하고 그린 마

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에코준컴퍼니’는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약 보급 및 식수개선 사업에 지원한다. 제품 구입 시 

우간다 아이들에게 10ℓ짜리 제리캔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기

부하는 ‘제리백’의 경우 우간다 여성들과 함께 가방을 개발하고, 수

자원개발 NGO와의 협력을 통해 수자원 부족 국가 아이들에게 가방

을 보급한다. 옥수수 섬유로 만든 친환경 양말 제작업체 ‘더뉴히어

로즈’에서는 양말 한 켤레를 구입할 때마다 노숙자에게 양말 한 켤

레가 보급된다. 

기업은 공익 실천, 소비자는 기부 동참… 스토리의 힘 

해외의 온라인 안경 브랜드 ‘워비 파커(Warby Parker)’의 경우 부티

크 상품 수준의 고급 안경을 개당 95달러에 팔기 시작, 사람들의 우

려와는 달리 연간 500%씩 성장했다. 소비자가 안경을 구입하면 안

경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사람에게 소비자 이름으로 안경을 기부하

는 ‘Buy a pair, Give a pair’ 캠페인을 통해 다른 안경 업체와 ‘스토

리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 자기 스타일에 맞는 안경에 접근할 기회

가 없었던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품과 합리적 가격의 ‘1 for 1’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세

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

어준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소셜 벤처나 사

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프리미엄 수제쿠키 온라인 판매업체 ‘핸즈굿’

의 경우, 판매된 쿠키의 수량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쿠키를 기부

하고, 푸드뱅크를 통해 결식아동을 지원한다. 소셜 모금 플랫폼 ‘비카

인드’의 경우 생일을 맞은 사람이 자신의 온라인 모금함을 만들어 생

일선물 대신 기부금을 받으면 특정 자선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 똑같은 물건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부되는 ‘기부원’의 ‘나눔브릿지’는 150여 개 사회복지

기관 홈페이지에 연결, 판매금의 5%가 소비자가 선택한 기관에 기부

되도록 한다. 코즈 마케팅은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벌

이는 사회적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가슴에 말을 건네라’ 효과적인 코즈 마케팅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기부광고를 살펴보자. 화면 중앙의 

선을 따라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스크린 영상이 활성화돼 영상 속 주

인공의 손목에 묶인 밧줄이 풀리고, 잘린 빵이 접시에 담긴다. 그리

고 ‘기부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가 뜬다. 독일의 자선구호단체 ‘미

제레오르(www.misereor.prg)’가 만든 ‘Social Swipe(사회적 카드 

긁기)’ 광고에서 보듯 사람들은 큰 금액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실제

로 어떻게 기부되는지 몰라 찜찜해했다.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는 해

법은 바로 ‘마음’이다.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는 ‘소

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툴도 도움이 된다. 5월 뉴욕 UN본부 

‘2014년 소셜 혁신 정상회의’에서 영화감독이자 정상회의 발제자 패

트릭 모로는 “가슴에 말을 건네 마음을 움직여라”라고 말했다. 소셜 

혁신의 본격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첫 번째는 ‘혁신’이다. 현

재의 상황을 바꾸고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아

이디어나 기술일 것. 둘째, 소셜미디어 영상 등을 활용한 브랜드 ‘서

사 개발’의 필요성, 셋째는 결과의 ‘수치화’를 통한 소셜 홍보다. 결

국 마음을 움직이는 자선 마케팅을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그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영상의 서사, 수치화를 통한 홍보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들이 시장을 뒤흔든 단 한 가지 이유>의 저

자 버나뎃 지와는 50년 전인 1965년 마케팅 학자 제롬 매카시가 주

장한 마케팅 툴 4P(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판매

촉진(Promotion))에 하나의 P, ‘포지셔닝(Positioning)’을 추가해

야 한다고 말한다. 완전히 새롭고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

을 보다 잘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고객의 마음’에 어떻게 파

고들 것인지, 그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박찬은 기자

• 현재 매일경제신문사의 라이프스타일 주간지 <시티라이프>기자

• <까사도르>, <에스콰이어>, 잡코리아, 다음(Daum) 등에 칼럼 기고

• 삼성화재 웹진 제작

‘착한 파워’ 

         코즈 마케팅

‘원인, 이유’ 등을 뜻하는 ‘Cause’와 ‘Marketing’을 합친 말로 소

비자가 구매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고, 기업은 선한 이미지와 

수익 창출을 누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고객은 물건을 사는 동

시에 기부를 하고, 기업은 공익을 실천하면서 선한 이미지도 

쌓게 되는 ‘윈윈’ 마케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뜻하는 

CSR(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한 단계 진화된 버전

이다. 198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가 카드 사용 시 1센트, 신

규 가입 시 1달러의 성금을 자유의 여신상 복원을 위해 기부한 

것을 코즈 마케팅의 시작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 > >    >   > >

코즈 마케팅(Cause  Ma rke t i ng )

Sam DCruz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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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동반성장에 큰 뜻을 품고 이전보다 더 바쁘게 활

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근황을 듣고 싶습니다. 

9월이 벌써 23번째로, 달마다 동반성장포럼을 해요. 마침 오늘이 ‘장

애인기업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기월례 포럼 날입니다. 

어제도 예정에는 없었는데 참여연대 쪽 요청으로 ‘동반성장과 경제민

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달에 

또 한 번 메르스로 연기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릴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대학특강을 많이 합니다. 일 년에 40~50

번은 하는 것 같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 강당에 서서 동반성장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동반성장 정신을 심어주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인데, 작년에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에세이 콘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동반성장을 이해하고 있더라

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죠. 

보통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것으로만 받

아들이게 되지 않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처음 설립했을 때는 대중소기업 간

의 동반성장만을 추구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동반성장위원회에

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저는 범위를 넓

혀 모든 동반성장에 대해 연구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싶었죠. 오늘 포

럼의 주제처럼 장애인기업과의 동반성장은 물론, 대중소기업, 빈부, 

도농, 지역, 세대, 남북한, 국가 등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룹니다. 

아직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반성장’ 하면 많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릴 적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

데요. 화려한 경력과 달리 어린 시절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5남매의 막내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연세가 마흔 중반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태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고 하셨죠.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

고, 형편도 어려운데 딸이 많은 집안에 또 딸이 태어날까 걱정도 하시

고, 그 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듬해인 초등

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형편이 정말 어

려워졌죠. 어머니께서 참 곱고 점잖은 양반집 규수 같은 분이셨는데, 

서울대병원 병상의 시트를 세탁하며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 점심을 먹

어본 적이 없어요. 그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고등학교 입시 보는 

날, 연탄가스를 마신 겁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동치미 국물을 엄청 

마시고 겨우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아침에는 긴장을 해서 어느 

“폐 끼치고 살지 않도록.” 어머니의 이 말씀을 이날까지 되새기고 되새기며 살아왔단다. 고운 얼굴뿐 

아니라 고운 성정에 단단한 마음까지 물려받았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예절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다. 

누가 봐도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 같지만 가난에 눈물지어본, 하지만 결코 비굴하지는 않았던 소년

이었다. 이제 반 백발이 된 그는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법임을 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이들

에게 동반의 길을 전하고 싶다. 

정리  안지현  ː  사진  장병국

함께 가야 멀리 간다

PLUS BOX    리더 플러스

정

운
찬

I N T E R V I E W

동 반 성 장 연 구 소  정 운 찬  이 사 장 경력사항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

학력사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저서

•<야구 예찬>

•<가슴으로 승부하라>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P R O F I L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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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잘 봤는데 오후가 되니까 정신이 아득해져 참 힘들었지요. 그래

도 다행히 붙었고, 고1 때 담임선생님 소개로 경기중학생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어 그때부터는 점심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과의 인연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

도록 등록금도 대주시고, 무엇보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 해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니까 진학할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반 친구 아버지가 서울

대 교수셨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께 종종 조언을 구하시

고 어머니는 또 그걸 잘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날도 친구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러오셨다가 어머니께 고마우셨는지 “운찬아~ 니 

공부 잘한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경기중학교 가면 등록금 대준데이

~” 하시는 거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을 보고 합격했

더니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해주셨고, 그 뒤로 스코필드 박사가 고등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셨죠. 제 인격형성에 가장 영향을 준 시

기에 만난 은인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인생에서 정직이 가장 경

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선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대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호랑이처럼 대하라”라고 말

하셨는데, 살면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에 처음 온 해가 1916년이고, 내년이면 100

주년입니다. 그래서 유물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10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오셨다가 우리나라 실태를 해외에 알

리는 등 해방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1919년 3·1절 만

세운동 사진을 찍으셨고, 특히 일본이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행을 엄

청 저질렀는데 그걸 찍은 사진을 전부 선교사 가방에 넣고 한국을 빠

져나가 외국에 3·1운동을 제대로 알린 분이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1920년엔 일본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추방당했죠. 최근에 스코필드 

박사가 재조명받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이사장님 하면 야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야구를 언제부터 좋아하셨는

지, 야구 인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야구를 접했습니다. 야구가 뭔지도 몰랐는

데 동네 형들이 9명을 채우려고 그냥 절 데려 간 거였어요. 우연인지 

뜬공 두 번을 연달아 잡았고 동네 형들이 야구에 소질이 있는 거 같다

고 한 뒤로 야구에 빠져들었죠. 중2 때는 야구반을 들 정도로 좋아했

지만 선생님께 언제 주전시켜 주느냐고 묻자 “운찬이는 공부해도 된

다던데?” 하는 말에 ‘아, 그만두란 소리구나’ 하고 포기하고 대학 4학

년 때까지 동네 야구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TV로 메이저리그 소식을 접하기 쉬우니까 일 년에 

야구를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콜롬

비아대학에서 교수임용 인터뷰를 할 때, 2박 3일간 하는데 처음 인터

뷰를 한 사람이 지금 UCLA 체육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문화

에 대해 아느냐며 미국 야구를 물어봤고, 저는 외우다시피 한 양키스 

선수 타율, 방어율부터 시작해 70분 간 야구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

이 나가면서 미국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취미가 도움이 된 경우네요.

대표적인 동반성장으로 서울대 총장 시절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일을 

들 수 있는데, 계기와 과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대학 때 지역균형선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때 경제과에 학

생이 50명이었는데 지방 친구들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당시 조

순 선생님이 “그럼 안 되네. 조직이 다양해야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이 나와야 세상이 좀 변하지 않겠나” 하고 말

씀하셨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입학위원회에서 근무했는데 거긴 인종, 지

역, 계층 등을 따져 균형있게 뽑더라고요. 총장이 되자마자 서울대 구

성비를 살펴보니, 100명 중 42명이 서울 사람 26명이 강남 사람이었

습니다. 농담 식으로 “이러다 진짜 서울대학교 되겠다”고 말했죠. 처

음엔 반발이 거셌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구성비가 다양해져서 구성

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같아요. 문화적 환경이 다를 순 있지만, 졸업할 때 보면 지

방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은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전에는 서울대에 

한 학생이라도 보내는 고등학교가 60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0

개 가까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옳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자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자조하고, 크게 

둘로 나누면 당연히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입니다. 중소기업이 얼마

나 많습니까.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대기업이 무시하지 못한다고 봅

니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려면 당연히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하

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은 무조건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뭉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목

소리를 낸다면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수 (주)아인스파트너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조직 전문가다. 마케팅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우

연히 듣게 된 허츠버그의 ‘동기부여이론’에 매료되어 진로를 HR로 바꾸었다. 1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인스파트너

의 대표로서 한국의 많은 기업체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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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약속이자 신뢰

KTC는 4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시험·인증 기관이다.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어린이 놀

이시설에 이르는 공산품과 전기, 의료용품 등에 대한 성능과 보안성, 

품질, 안전에 관련된 안전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KS 제품검사, 전

기·전자제품 안전인증검사, 계량검사, 화학·기계분야 시험 및 공

인시험성적표를 발급하는 등 소비자에겐 안전지킴이로, 기업에겐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TC마크, Q마크, KS, V체크 인증 등의 시험·인증이 중요한 것

은 소비자에겐 상품의 성능과 안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신뢰

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제품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제3자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최금호 부원장은 “인증은 곧 약속이자 신뢰”

라며 인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KTC는 신뢰성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국제기준에 적합한 3,700여 종의 시험 검사설비 등 

최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최금호 부원장은 국제표준 및 시험인증 분야

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해온 베테랑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APLAC) 기술위원회 소프트웨어 

작업반 의장으로도 활동 중인 최 부원장은 상업통상지원부 국가기

술표준원 적합성 평가제도·계량측정제도 과장을 역임하고 2013년

에 KTC에 합류했다. 그동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정책위

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 인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

동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의 평가인증 핸드북>을 발

간하기도 했다. 

최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KTC는 하드

웨어뿐 아니라 소트프웨어, 융복합 제품에 대한 보안성, 시험, 인증, 

자문 서비스 등 기업이 원하는 국내외 규격의 성능시험을 종합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인증서비스로 수출경쟁력 높여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KTC에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해외인

증 서비스다. KTC는 국제표준기준에 따른 시험·인증 평가를 통

해 CU, AMCA, SASO 등의 국내 최대 해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일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인증시험을 거치려면 많은 제약이 따

른다. 특히 각국의 인증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드

는 게 사실이다. 국내기관 설비와 환경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제

도적인 장벽으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과정을 선택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C는 기업이 원하는 해외인증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인증

획득 정보와 요구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축하고 있다. 또한 21

개국 3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인증을 취득한 것만으로

도 인정해주는 상호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는 유럽처럼 자체적 인증 체제인 GOST-R 인증

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013년도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카

자흐스탄이 3국 관세동맹을 맺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CU 인증을 발

효했다. KTC는 벨라루스와 협약을 맺어 KTC가 발행하는 시험성적

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 덕에 국내 제조업체는 KTC를 통해 CU인증

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3개국 모두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듯 기업들은 KTC의 상호인정제도를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글  조서윤  ː  사진  장병국

PLUS BOX    서포터즈 플러스

이노비즈협회와 국내 인증산업을 선도하는 종합시험·인증 및 R&D 전문기관인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이하 KTC)이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기업의 전문성을 살리

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기업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TC 최

금호 부원장에게 이노비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기업별 맞춤 인증, 

특화 서비스 제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TC의 개요

❶ 설립목적

1969년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1970년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두 

기관이 지난 2010년 7월 8일 『국가표준기본법』(30조3항)에 근거해 통합됐다가 

2015년 7월 민법 제 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전

환되었다. KTC에서는 전기, 전자, 계량, 계측, 의료, 에너지, 물류, 석유화학, 녹

색 사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담당한다. 

❷ 주요기능

제조자

안전인증신청서 접수 및 검토

공장검사

결과조치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
기관

공장확인 제품시험

안전인증서 발급

No(결과 통보)

Yes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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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생산품의 국제표준 등록 추진

KTC는 해외 간의 상호인정제도는 물론 국내 특허생산품에 대한 국제

표준 등록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나 제품 등이 국

제표준에 등록되면 해외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해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중국의 저가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막대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사가 ‘극저온용 고망간’ 철강 재료를 개발하

는 데 성공했다. LNG 탱크 및 내륙의 저장시설에 적용되는 ‘극저온

용 고망간’ 철강 재료는 기존의 일본산 재료보다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춰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역시 국내 제조업체

와 KTC의 협력을 통해 ASTM 신규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한 사례다.    

해외인증 서비스는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국제적 공신력이 확립됨

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외국인증 기관에 지불해야 할 과대한 비용지출

을 절감시키고, 협상 시 대등한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경우 언어소통에 따

른 문제가 없고 부대비용, 인증비용 등이 절약되며, 소요시간이 단축

되고, 신제품의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제조사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해외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기업 가치 창출’, ‘창조경제’에 역량 집중할 계획 

KTC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노비즈기업을 위해 해외인증 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기술력 등을 제공하고, 시험인정 신청 시 수수료 할인(이노

비즈기업 10%, 회원사 20%)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 컨소시

엄을 구성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를 개방

해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시 품질개량,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를 생산현장에 파견해 품질관리 능력과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등 이노

비즈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최금호 부

원장의 계획과 목표는 명확하다. 

“점차 건강과 환경, 에너지, 신성장동력, 소프트산업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KTC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재빠른 대응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8대 세부 전략’을 

세워놓고 임직원들과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KTC 발전

의 초점은 고객인 만큼 고객 가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매출 3,0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600명인 인력을 

1,000명으로 증원하고 시험 공간도 2배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전

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보안평가 분야를 미래성장동력

으로 키워가며, 에너지, 환경에 관련된 신사업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다. 이미 태양광산업의 중심지인 충북혁신도시에 중대형 ESS(에너

지저장장치) 시험인증평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9월 기공식을 할 

ESS 시험인증평가센터의 건립으로 해외 시험 인증기관을 이용하던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금호 부원장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뢰성 높은 인증평가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출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험업무만 지원하는 단순 시험·인증 

기관이 아닌 기업의 파트너로서 비즈니스와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기

관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한다. 

마지막으로 최금호 부원장은 “KTC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시험

인증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식과 기술, 재능을 

공유하는 창조경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시험·인증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글

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

KTC 최금호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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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매너(Table manners)

서양 테이블 매너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을 가장 혐오스럽게 생

각한다. 따라서 음식이 입에 있는 상태에선 대화를 제외한 어떠한 소

리도 원천봉쇄해야 한다. 또한 음식은 포크와 나이프로 완전히 정리해

서 입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등에서 그 지역

음식을 먹는 경우라면 소리에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이프와 포크

는 시종일관 팔꿈치 아래에 머물며 어깨너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

변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한다. 

 냅킨(Serviette)은 중요인물이 인사를 하고 난 후 반으로 접어 열

린 쪽이 나를 향하게 해 허벅지 위에 올린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고 단지 입 주변을 톡톡 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메뉴의 선택은 주인이 손님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되 가장 비싼 것

과 싼 아이템을 제외하고 권장한다. 이때 로브스터, 스파게티, 돼지고

기 등은 상대방이 먼저 원하지 않는 한 주인이 먼저 권장하지 않는다.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 식욕이 당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

스 파트너와 함께라면 상대방과 일정하게 코스를 맞춰야 한다. 상대방

이 먹을 때 조금씩 먹고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시작과 끝나

는 시간만 맞추면 된다.

테이블 대화(Table talks)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까지 이어지는 정찬 다이닝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 맞은편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없다.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반대로 말주변

이 좋다고, 직위가 높다고 대화를 독점하지 말고 대화에서 소외된 듯 

한 사람에게도 열린 질문을 던져 대화의 시간을 동등하게 나눈다. 자

리를 잡고 식사를 주문하기 전까지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볍게 대화를 

시작한다. 주문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살짝 꺼내본다. 그리

고 음식이 서빙되기 시작하면 다시 가벼운 주제로, 이후 디저트로 나

온 커피를 마시며 본격적인 업무 대화를 진행하는 순서를 따르면 무리

가 없다. 하지만 비즈니스 다이닝은 업무의 연장이기에 상대방도 나도 

긴장하기 쉽다. 따라서 내가 결정적으로 던지려는 주제는 꺼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언제가 골든 타이밍일까? 바로 식사 종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가는 순간까지, 또는 택시를 

잡고자 정류장까지 가는 순간이 가장 좋다. 이때는 포만감, 약간의 술

기운과 함께 긴장된 분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누구든 무장해제

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순간을 같이 이동하며 ‘결정적 제안’을 던지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상대에게는 ‘끝까지 쫓아 나와 한 배웅

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보너스다.

드레스 코드(Dress Code)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드레스 코드 때문에 

문전 박대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 하지만 비즈니스맨의 가장 중요한 

선이자 가치가 절제된 자기 관리에서 느껴지는 것을 이해한다면 청바

지에 쫄티 등의 복장을 하고 비즈니스 다이닝에 도착하는 비즈니스맨

은 없을 것이다. 물론 파트너가 그런 취향을 가졌다면 굳이 못 할 이유

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파트너보다는 한 단계 수준 높은 복장을 

하기 바란다. 특히 상대가 ‘갑’의 입장이라면. ◦

글  김인석 이문화경영전략연구소 소장

PLUS BOX    플러스 노하우

김인석 소장

•국제매너 아카데미 이문화경영전략연구소 소장

•현 외교부 대통령 외교의전/이문화 자문의원

• 스위스 호텔경영대학 Les Roches와 프랑스의 Institute de Culture 

Francaise 

•UN 유럽본부 영어, 프랑스어 통역, 의전 담당

비즈니스는 종종 식사를 포함한 파티나 여흥으로 이어진다. 완성된 비즈니스에 화룡점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진행 중인 일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혹은 실패

한 협상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식사와 여흥은 비즈니스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걸쭉한 술자

리로 이어지는 우리식의 비즈니스 여흥은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제 우리도 국내외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이닝을 흔

히 만나볼 수 있다. 파티가 일반적인 문화권에서는 받는 초대의 숫자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또는 비즈니스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하니, 누구와 어

디서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분명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일정한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알아두면 득이 되는 
비즈니스 테이블 매너

-

이슬람 문화권의 식사예절 

         Useful Tips with Moslem

무슬림 호스트도 이해되는 분명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급적 식사뿐만 아니

라 커피나 차 초대에도 응하는 게 좋다. “네 집을 찾는 형제에게 환대 하라”

는 사도 모하멧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에 응하는 것이다. 

식사 전에는 “비스밀라(bismillah, 신의 이름으로)”라고 조용히 말한다. 요즘

은 수저나 포크를 많이 사용하지만 혹시 손을 사용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다면, 당황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은 후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하

되 각 손가락의 두 마디만 사용해 음식을 저민 후 입으로 가져가면 된다. 오

른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며 왼손은 닭 뼈를 제거하는 등의 상황을 제외하

곤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접시의 가운데 부분의 것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과일은 상관없다. 

또한 뜨거운 음식은 입으로 불어서 식혀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이 식을 때까

지 기다려야 한다. 뜨거운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불어서 식히면 

안 된다. 또한 물은 단숨에 마시지 않고 한 모금 마시고 입을 뗀 후 다시 마시

는 동작을 3회에 걸쳐 한다.  마실 것을 권할 때는 사람이 많을 때는 연장자

보다는 오른 쪽에 있는 사람 우선하며, 오른손으로 건넨다.

음주는 이슬람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역시 

금한다. 돼지에서 나온 젤라틴이 든 음식, 알코올이 섞인 사탕, 뱀, 개구리 등 

이슬람에서 금지된 짐승과 이슬람식으로 잡지 않은 짐승을 먹는 것도 금지

한다. 식사 후에도 “알함두릴라(alhamdulillah, 신의 뜻대로)”이라고 말하며 

식사에 감사함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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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차별금지 정책,   
기업은 뒷전

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기업은 수출을 위해 경쟁력의 우위를 점거해야 한다. 특히 가격의 경

쟁력은 기업 수출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가격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 『근로기준법』은 국내의 근로자와 외국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의 유

연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많은 외국인 근로

자의 처우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의 차별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법 하나, 열 규제완화보다 낫다

수출 강소기업의 대표 B씨. 그는 1984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을 이끌어왔다. 그의 회사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 

대표 수출품은 자동차 에어컨의 핵심 부품인 머플러와 커넥터다. 그

는 2004년 10만 달러의 수출에서 2014년 1,000만 달러 수출기업으로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끌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이끌

어온 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 요즘,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 때문에 수출시장의 경쟁력 유지

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는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서기보다는 제대로 된 법의 설립이 우

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 규모가 작을수록 아주 적

은 이익에도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970년대 1,500원부터 현재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기업이 수출을 한다는 것은 제

품생산, 품질관리 및 해외 판로개척 모두가 기업 자신의 몫이었지 정

부의 지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해도 수

출경쟁력을 위한 지원은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가 전부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유연성 있는 정책개발 필요해

현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국제법규상 차별금지 조항

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1%의 이익에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경제구조에서,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평등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계 수출입 시장에서 국내의 중소기업이 수출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분주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물 위

의 오리가 물속에서 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다. 기업

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1%의 이윤으로 생사가 결정되는 기업의 현

실을 감안해서라도 정부가 외국인 고용에 있어 유연성 있는 정책을 발

의해야 할 때이다.◦

INNOBIZ 
BOX    

'지산특수토건의 자부심은

빼어난 기술력이 근간'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

지산특수토건(주),

이노비즈기업의

'No.1 혁신기업' 입니다.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이노비즈 Issue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No.1 소통기업         

강한	철에서	피어난	부드러운	소통의	힘	대홍코스텍(주)

No.1 혁신기업	 							

최고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짓다,	지산특수토건(주)	

No.1 CEO	 		

안전한	세상을	꿈꾸다	(주)테르텐	이영	대표

No.1 혁신기술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참가사	제품	특집	

여성경제위원회 소식	

주요활동

협회/지회 소식

한 장의 이노비즈	

화	다스리는	마음빼기	명상	

열린 편집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 위촉으로 임명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대신해 정부규

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300여 건의 규

제를 발굴·처리하고, 1,5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

부 등 공무원 10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3명, 금융·

인력·기술·판로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 (홈페이지)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 (전화상담) 대표전화 02-2100-4900 또는 

 환경 02-730-2471 판로, 상생 02-730-2461

 보건, 기술 02-730-2474 창업, 입지 02-730-2472

 인력, 안전 02-73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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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BOX    플러스 옴부즈만

TIP.    QR코드 보는 법

❶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앱 등을 실행한다.

❷ 상단 검색어 입력창 오른쪽 마이크 모양을 터치한다.

❸ 여러 개의 아이콘 중 ‘코드’를 실행시킨다.

❹ 사진을 찍듯 화면 속에 QR코드가 들어가도록 조절한다.

❺ 초점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스캔이 되어 내용이 실행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창업지원센터 및 신기술창업센터 운영위원장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국제자문교수

•APO(아시아 생산성 본부) 국제자문교수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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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집결지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16th Innovative Technology Show 2015

혁신하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창의인재, 대한민국의 창조에너지를 슬로건으로 삼은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9월, 화려한 축제의 장

을 열었다. 31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30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인 이번 행사는 기술력과 글로

벌 교류가 하나되는 뜨거운 융합의 현장이었다. 

글  이경희  ː  사진  고인순, 전영호, 장병국

INNOBIZ BOX    이노비즈 Issue

중소기업들의 화려한 축제 한마당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홀이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개최되면서 세간의 관심과 발길이 한꺼

번에 쏠렸기 때문이었다. 혁신하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창의인재, 대

한민국의 창조에너지를 슬로건으로 삼은 이번 중소기업혁신대전은 

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학연협회 등이 주관하며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열린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수준 높은 행사이다. 

기계·금속, 건설·환경, 정보·통신·SW, 화학·섬유 등 전 사

업 분야에 걸쳐 3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그 관심을 실감케 했는데, 첫날 가장 먼저 열린 부

대행사는 판로지원을 위한 한국중소기업청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MOU 체결식이었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신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의 과학기술

부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조우한 이번 MOU 체결식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베트남 과학기술부 간의 중소기업 간 투자 및 협력증진

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것으로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해 양

국의 대표기업들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기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과의 협력관계가 빠

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경제발전의 열쇠가 양국의 중소기업에 있음

을 잊지 말자"고 환영인사를 했고 베트남의 쩐반뚱 과학기술부 차관

은 “베트남의 도로공사 시 한국의 기업과 세미나를 열어 도로 침하 문

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을 산업 분야와 연결시켜 발전

시키길 바란다. 한국에는 중신을 잘 서면 옷이 한 벌이라는 말이 있

는데 함께 여러 벌 얻어 입자”고 농담을 건네 참석자들에게서 큰 웃

음과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기

술에 주목한 베트남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양국이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전

망이다. 

대한민국 기술인재들이 한자리에 

오후 2시 시작된 개막식 현장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한정화 중소기

업청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위상

을 확인케 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인사를 전하

며 “글로벌 금융위기,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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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중소기업의 창조적 기술로 위기를 타계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높은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

어를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혁신 중소기업들은 창조경제 실

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기술혁신 유공자 분야, 기술인재 분야, 기술

보호 분야 등에 걸쳐 147명(단체)에게 대통령 표창 및 훈·포장을 수

여했다. 철강코일 정밀제어 압연기술을 한국에서 처음 국산화한 공로

를 인정받아 진덕수 대홍코스텍(주)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이종호 (주)피피아이평화 대표를 비롯해 하이로

닉, 보광직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이민수 대표 등이 각각 대통령

상과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개막식을 마친 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등

과 함께 부스를 돌면서 드론파이터 제품을 비롯해 유한공고와 영등포

공고에서 내놓은 로봇제품 등을 살펴보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서 국내기술 수출 촉진을 위한 한-베트남 간 기술교류 상담

회가 이어졌고 세미나관에서 열린 중국·섬서 한국중소기업 산업원 

투자설명회에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100여 명의 사업자들이 몰려 큰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더 값진 시간을

전시 둘째 날은 각 부스를 찾은 관람객과 학생들로 더욱 북적였다. 특

히 기술트렌드 체험관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체험을 기다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3차원 공간제어기술, 립모션 VR, 클라우드 CS,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관람객 모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외에도 (주)메디칼드림, (주)하이로닉, (주)수면과 건강 등 혁신

적인 기술의 집합체인 명예의 전당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

업 및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유한공고, 여주대학교, 시화공

고, 울산과학대학교 등이 모인 기술인재관에도 수많은 관람객들의 발

걸음이 이어졌다.

10일은 TRIZ fest-2015(제11회 국제트리즈컨퍼런스)가 개최된 

날이기도 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것으로 GE, 콘티넨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해

외 혁신기업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등 20여 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호황을 이루었다. 

삼성전자의 기조연설과 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TRIZ 활용사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여성경제위원회관(위), 기술트렌드 체험관(아래)

아시아 최초 ‘TRIZ fest-2015’를 함께 열었다.

3D프린터 출력물(위), 휴머노이드 댄스 로봇(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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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공유하는 Session Ⅰ,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TRIZ 사례를 분석

하고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Session Ⅱ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TRIZ를 국내 중소기

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기업과 대기업의 노

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문

제해결과 혁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최신 TRIZ 기법과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신기술 개발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시대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계획 안내 및 R&D 지원사

업 설명과 기업 간 상담회가 이루어진 ‘공공기관 기술혁신 지원상담회’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으며, 기업과 학생이 공동과제

를 발굴, 해결해 산출한 결과물로 산학협력 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

한 ‘1팀 1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도 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흥

미를 불러일으켰다.

중소기업, 글로벌 제패를 꿈꾸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마지막 날은 그야말로 분주했던 하루였다. 아

침 일찍부터 시작된 중국 요녕성 영구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설명회

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법률 지식’과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계약실무’ 세미나가 열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린 것.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는 기술인력 유출방

지 및 기술분쟁 해소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보호 정책정보를 제공한 자리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

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중소기업과 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창작공모전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작품을 선정, 포상한 행

사 역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대

전에서는 ‘특성화고 채용연계 면접관’이라는 행사가 상시로 진행됐는

데,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력공동관리협단체와 채용연계관을 운영

해 이번 중소기업혁신대전을 찾은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던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이번 행사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치

열한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 장으로 중소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베트

남과 중국 등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이노베이션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재로 글

로벌 시장까지 제패할 그날을 기대해본다.◦

이규대 협회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문제해결과 혁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최신 트리즈 기법과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들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신기술 개발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시대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구분 소속 성명

기

술

혁

신

부

문

기업인

(10명)

산업훈장(은탑) 대홍코스텍주식회사 진덕수

산업포장 (주)유나이브 장득수

대통령
아이오솔루션(주) 양국현

(주)엔티모아 장병권

국무총리

(주)OSCG 왕기형

(주)동신폴리켐 장현봉

주식회사알맥스 이상돌

(주)네오위드넷 탁지훈

(주)선바이오투 진봉연

원광이엔텍주식회사 이동근

기업

(10개)

대통령

주식회사백경지앤씨 박봉근

(주)원바이오젠 김원일

(주)GES 이용철

국무총리

(주)삼명테크 임한복

(주)포스텍 이수영

대우전자부품(주) 서준교

아이메디컴(주) 주돈수

(주)토마스케이블 성용규

티에스주식회사 김수훈

주식회사소소 민동빈

산

학

연

부

문

개인

(3명)

근정포장 울산대학교 이병규

대통령 한밭대학교 명태식

국무총리 공주대학교 박성영

단체

(4개)

대통령
충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국무총리
목포해양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기술

협력

부문

개인

(2명)
국무총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용원

서울보증보험 박덕환

구분 소속 성명

개인

(2명)

대통령 (주)티모넷 정희원

국무총리 한국특허정보원 박진규

【기술혁신(29)】

주요 수상자명단

【기술인재(3)】

【기술보호(2)】

구분 소속

특

성

화

고

단체

(3개)

대통령 유한공업고등학교

국무총리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섬서성 설명회 1팀1기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한-베트남 협약식

전체 명단은 이노테크쇼 홈페이지(www.innotec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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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지가 이룬 결실

대홍코스텍에 발을 들인 순간 먼저 커다란 압연강판들에 압도당했

다. 끊임없이 오가며 이동 중인 쇳덩이를 지나 대표실에 들어가자, 

재미있게도 ‘대홍벅스 메뉴판’이 등장했다. 여성대표 특유의 섬세함

이 돋보이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자 어째서 이런 작은 

체구로 하필 철강사업을 택하게 된 걸까 더욱 의아하기만 했다. 진

덕수 대표는 손수 차를 건네며 운명처럼 철을 선택하게 된 사연을 풀

어놓았다.

진덕수 대표는 군인의 아내였다. 가족, 친척은 물론 주변에도 사

업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워낙 활동적인 성격에 늘 사업을 하고 싶

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사업을 한다면 여성스러운 소

재의 사업이 아닌 크고 웅장한 사업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남성들 위

주의 산업에 여성들이 진출하기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

던 차에 동생이 다니던 포항의 한 철강회사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녀

는 한순간 철에 매료되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녀는 철을 보

자마자 생각했다. 

“동생의 회사를 방문하고 이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

편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수많은 거절 끝에 허락받았습니다. 90

년대 초에는 여성이 철강사업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지요. ‘여자가 어디서!’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던 시대였

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를 용납 못 하는 사람이었지요.” 

남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30평 남짓한 곳을 임대해 직원 2~3

명과 함께 절단기 하나로 패기 있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진 대표는 

그야말로 철에 대해 무지(無知)했다. 자기 기술을 잘 가르쳐주지 않

던 때였기에 답답하기만 했고, 생각 끝에 꾀를 내어 모든 전화를 직

접 받기 시작했다. 

“기술자들 대신 제가 거래처 전화를 직접 받아서 전문용어를 익

혔어요. 일단 철의 비중을 알고 난 후엔 조금 쉬워지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늘어 철이 장소

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보관할 곳이 필요하게 되고 임대 공장을 늘

리던 차에 IMF를 맞게 됐습니다. 걸음마 단계였는데 생사기로에 놓

였던 거지요.”

변화하고 투자하고 창의하고 동원하라

그때부터 진덕수 대표는 ‘철보다 더 강한 것은 신용이다’란 말을 신념

으로 삼았다. 어려울 당시의 신용이 얼마나 강한지 몸소 경험했다. 

경제위기 당시 남편은 물론 친척들도 이제 그만두라고 무던히도 설

득했지만 진덕수 대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해내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어 버텼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한다. 

“살아남으려면 투자하고 변화해야 하잖아요. IMF로 정말 힘들

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

했고, 부산에 누가 압연기를 맞춰놓고 부도가 나서 찾아가지 못했다

는 말을 듣고 기계를 보러 가게 됐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대구 최초

로 압연기를 들이게 된 거지요.”

그녀의 타고난 승부수 기질이 발동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구에 

압연기가 들어온 것도 처음이었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라 부산에

서 기술자를 초빙해와도 금방 떠나버려 회사를 안정시키는 데만 3년

이 꼬박 걸렸다. 

어려운 시절의 투자는 대홍코스텍을 변화하게 했고, 현재 대홍

코스텍은 한마디로 ‘고객맞춤형 재압연 회사’이다. 포스코와 같은 큰 

회사에서 열간압연(열을 끓여 나온 뜨거운 상태를 압연하는 것)한 소

재를 한 번 냉간압연(고체로 식은 상태에서 압연하는 것)데, 대홍코

스텍은 한 번 더 냉간압연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만드는 일을 한다. 

“제철소에서 넘어온 큰 코일을 우리 회사에서 재단하는데, 압연

기에 넣으면 얇고 강해져요. 고객들이 원하는 강도, 길이, 폭, 두께, 

대홍코스텍(주)

강한 철에서 피어난 부드러운 소통의 힘 

가끔 의외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대홍코스텍(주)(이하 대홍코스텍) 진덕수 대표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 작은 체구에 선한 얼굴

로 벌써 24년째 철강사업을 이끌고 있었다. 그것도 아무래도 철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의외의 조합이었지만 결코 

부조화는 아니었다. 강한 철을 다루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험난한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우뚝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에 

이 신선한 조합은 더욱 눈길을 끈다.

글  안지현  ː  사진  황원

INNOBIZ BOX    No.1 소통기업

설립년도  1992년

사업분야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주       소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71

연  락  처  053-582-2088

홈페이지  www.daehongkst.com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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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성연 이사, 정익수 팀장, 김기환 부사장, 서보원 사원, 

심희지 대리, 진덕수 대표이사, 안종현 팀장, 송현진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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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양, 시간 상관없이 전부 다 맞춰 드립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 기성복 공장이면 우린 맞춤복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홍코스텍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주로 건축자재, 전자제품, 자

동차 부품 등에 쓰이며, 특히 정밀성이 요구되는 하드디스크나 에어

컨 중간 가스를 잡는 장치에 사용된다고 한다.

의식을 바꾸면 소통하게 된다

이미 2004년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2008년 이노비즈기업 선정, 

2009년 동탑산업훈장, 2011년 지식경제부 기업혁신대상 우수상, 가

장 최근에는 은탑산업훈장까지 수상한 대홍코스텍. 수상경력에서도 

증명하듯이 분명 고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 스타기업이란 말

이 딱 맞아떨어진다.

“신기한 건 가장 힘든 시기를 넘어서면 꼭 보상이 찾아오는 것 같

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제 용기 내라고 주는 상이 아닌가 싶어

요.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이노비즈 협회에 

선정됐을 때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온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된다고 

생각했지요. 답을 찾아 움직였더니 해결이 됐고, 이노비즈를 만나고 

정보도 많이 얻고 교류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진덕수 대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한

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교육이다. 대구 내에서는 물론 서울에 

좋다는 교육이 있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심지어 진덕수 대표가 직

접 토요타 자동차에 교육을 다녀온 후 직원들을 현지에 교육 보내기

도 했다. 교육을 간 직원들의 라인은 비워뒀으니 파격적인 투자가 아

닐 수 없다. 첫 워크숍도 2박 3일 공장 문을 닫고 제주도로 갔다니 참

으로 배포 큰 대표가 맞다.

“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변화하는 것이 보이니까 늘 

새롭고 신기합니다.”

덕수로 미소 짓다

덕수복지재단은 대홍코스텍을 이끌며 사회적 책임을 이루고 싶어 하

던 진덕수 대표의 꿈이 실현된 또 하나의 공간이다. 

“주변에서는 왜 어려운 일을 자처하냐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없

습니다. 고인 물을 파내고, 깨끗한 새 물을 담는 일을 하면서 반드시 공

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초심을 지키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널리 전하고 싶어 마을 이름도 ‘미소

마을’이라고 정했습니다.”

진덕수 대표는 대홍코스텍이 강소기업으로 커가고, 세계로 첫 발

을 내딛기 위해 애쓴다. 후에 오래 기억되는 장수기업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철강뿐 아니라 다양한 금속 소재쪽으로 시장을 

확장해나가기 위해 연구개발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꿈을 꾸고 있고, 큰 꿈만큼 많은 것을 나눌 준

비가 되어 있다. ◦

‘철보다 더 강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이 얼마나 강한지 몸소 느꼈어요. 

매번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  이경희  ː  사진  고인순  ː  영상  최의인 

INNOBIZ BOX    No.1 혁신기업

설립년도  1992년

사업분야	 건설업	지반보강	분야

주       소	 	부산	남구	문현동	253-19	

	 지산빌딩	4층

연  락  처	 051-463-9365

홈페이지	 www.ji-san.com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대표

최고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짓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도시철도,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 경부고속철도…. 대한민

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승차하고, 달렸을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지산특수토건(주)이라는 묵직한 이름이 박혀 있다. 토목의 기초인 지반보강 분야

에서 국내 최상위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산특수토건(주). 바로 오늘, 이노비즈 

협회가 만난 주인공이다.

지산특수토건(주)

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에서 ‘바로’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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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사업의 든든한 공신

지산특수토건(주)(이하 지산특수토건)이 처음 설립된 때는 1992년이

다. 건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창업주가 야심찬 포부를 품은 채 아들 

김형겸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내린 것이 그 출발이었다. 

“당시 토목 분야에 보링그라우팅이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우리 기술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에서 기술을 도입, 기술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건축토목 분야

에서 20여 년을 근무한 아버지는 이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직

접 시공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외국기술과 우리 자

체기술을 접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였지요.” 

학교에서 학자로 남기 위해 공부 중이었던 김 대표는 전공과는 전

혀 다른 토목 분야에 뛰어들게 되면서 초반에는 적응이 어려워 고전

을 했다. 하지만 창업주의 오랜 경력과 우리 지형에 맞는 맞춤형 기술

이 맞물리면서 지산특수토건의 기술력은 무섭도록 상승, 세간의 인

정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지산특수토건은 보링그라우팅 공사와 토공사업을 전문으

로 하며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전국 도시철도사업, 경주-감

포, 한림-생림 등 주요 국도와 지방도 건설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

고 있습니다.”

기술로 얻은 자부심

김형겸 대표는 무엇보다 수많은 국가기간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자

부심이 크다고 말한다.

“저희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면서 얻는 자긍

심이 매우 커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우리 회

사가 해결하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 모

습을 보는 건 우리의 큰 보람입니다.”

지산특수토건의 자부심은 동종업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빼어난 

기술력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기술개발 제

안을 받아 3년간 50대 50으로 투자해서 만든 특수시멘트는 타의 추종

을 불허한다. 그라우팅 기술의 핵심요소인 이 초미립자 시멘트는 지

산특수토건이 자체 생산설비를 구축해 직접 제조, 생산하면서 싱가

포르 공사 현장에 수출을 하고 타 기업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한 제품이기도 하다.

“친환경적인 제품 역시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이자 특징입니다. 

하루는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해안일주 도로를 만들었는데 바다가 인접해 있어 도로변에 침하가 생

긴 겁니다. 바닷가에서 작업을 하는데 주변에 어민들, 환경단체들이 

다 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양식장이 많아서 친환경 공사가 

아닐 경우 양식물이 폐사가 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다들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보통 친환경 실험을 할 때 어항에 금붕어를 

넣고 목적물을 넣습니다. 다른 제품은 하루도 안 되서 금붕어가 죽었

는데 우리 제품은 일주일이 지나도 폐사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 대

학교에 의뢰해서 모두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 그리고 융합 

내친 김에 지산특수토건의 대표공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

는 서슴지 않고 3S 공법을 자랑했다. 이는 고성능 초미립자 시멘트와 

초조강 혼화재의 혼합으로 침투성은 물론 국내 기존 공법의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고내구성이 입증된 최신 지반(터널) 보강용 그

라우팅 공법이라는 것. 

“대기업과 우리가 1년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조사해서 만들

어낸 공법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직원을 모아놓고 PT를 했는데 일본 

출신 토목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졸다가 나중에는 눈과 귀를 번쩍 뜨

며 ‘믿을 수 없다. 일본에도 그런 제품은 없다’라며 자기가 은퇴하면 

일본에 총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별도의 부설연구소를 두고 매년 매출액의 5~7%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산특수토건은 최저가로 낙찰되는 경쟁보다는 직접 개발

한 기술을 설계에 넣어서 그 일이 맡을 수 있게끔 한다. 처음부터 끝까

지 기술, 기술, 기술 오직 기술인 셈이다. 

“회사 초창기 때 이탈리아로 제가 직접 가서 장비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곳 대표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기술을 개

발하고 관리하고 점검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랜 기업일수록 장인정신

을 갖고 끝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유일한 생존전략인 거지요.”

타 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도 김형겸 

대표의 철학이다. 흔히들 건설과 타 업종과의 융합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터널 공사 시 터널변이를 확인하는 작업에는 IT

가 필요하고, 3S 공법에는 화학이 필요하다. 장비 개선에는 기계플랜

트 쪽과의 융합이 필요하니 이는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됨이 없어 골고

루 발전해 융합해야 보링그라우팅이라는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인 것이다.

부산·울산 이노비즈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위해

특수토목 분야에서 흔치 않게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산특수토

건은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다. 부경대, 동명대 등 부산의 많은 대학들과 MOU를 체결한 것

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일반적인 대학 교과과정으로는 바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운 인재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토목공학 

전공자여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요

구한 게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자는 거였어요. 대학에서 졸업할 때쯤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배우게 하는 겁니

다. 이건 일자리 창출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기업도, 학생도, 대학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실시공, 기술개발, 미래지향은 지산특수토건의 사훈이다. 한

정된 고객에게 우리 기술을 소개하고 우리 기술의 필요성을 느껴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김 대표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다”

고 이야기한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10년, 20년, 50년 뒤까

지 생각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것 역시 지산특수토건의 미래와 잇닿아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지산특수토

건을 만들 지지대가 될 것이다. 

김형겸 대표의 꿈과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산울산지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노비즈협회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부산울산지회 2대 회장으로서 협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알리고 홍보

하면서 정보교류, 친목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노비즈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지산특수토건의 자부심은 동종업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빼어난 기술력을 근간으로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기술개발 제안을 받아 만든 

특수시멘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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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구원할 보물을 찾는 사람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서 수학과, 그리고 세부전공으로 암호학을 전

공하던 이영 대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지내다 보니, 

곧 디지털로 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

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이영 대표

는 “지금이 적기야, 창업해야 해”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테르텐을 창

립한다. 테르텐(tertuen)이란 이름은 ‘인류를 구원할 보물을 찾는 사

람들’이라는 의미의 티베트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IT기술을 개발하

는 사람이 되자’는 뜻으로 나름의 철학을 담았다.

그렇게 이뤄온 회사는 우선, 멀티미디어 분야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말하자면 네이버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저작권

을 보호하는 일을 테르텐이 맡아 한다.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화면은 

전부 암호화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풀

리기 때문에 녹화나 캡처를 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보호하며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Daum)의 웹툰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

로 캡처를 해도 ‘이 페이지는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로고가 뜬다. 

멀티미디어 분야뿐 아니라 대형병원의 전자화된 영상자료, 개인정

보 시스템 역시 테르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베이나 코스

콤 같은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국회방송

을 다른 곳에 함부로 링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도 테르텐이 담

당하고 있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 때 테르텐이 행사 기간 동안 주요 인

사들에 관련된 데이터 보안을 담당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였

던 만큼 완벽하게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테르텐은 일본의 3대 출판사 중 하나

인 설립 100년이 넘은 동경서적과 현재까지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

게 직계약을 맺고 초중고 교과서에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

넷으로 시험지를 풀고, 교사용 교재와 교육용 DVD 등에 테르텐의 기

술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품질에 대해 까다롭게 논하기로 유명

한 일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테르텐의 기술을 인정했으며, 가장 트

래픽 이용자가 많은 야후의 만화 서비스의 보안도 테르텐이 맡았었다.

한 번 더 해보자

이영 대표는 늘 이렇게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손사래 치며 

웃었다. 공부만 했던 이영 대표에게 사업은 너무 막막했다. 

“해야 할 것은 참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개

발했지만 판매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외시장은 인프

라가 없었고, 국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기

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2000년대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튠즈나 유튜브 등과 같이 지

금 널리 쓰이는 해외 서비스들은 이미 국내에서 그 시기에 다 해본 것

들이에요. 그만큼 기술은 앞섰지만 투자도 약하고, 소프트웨어에 대

한 가치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도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패 없이 늘 예측 가능한 삶만 살았던 이 대표는 그 상황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도 늘 예측은 빗나갔다. 

그리고 공부는 혼자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팀플레이

인데다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라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도 상황

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 대표는 당시 어떻게 상황을 헤쳐 나가야할

지 알 수 없어 애를 먹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말이라

고 합니다. 그 때 저는 진심으로 좌절하고 있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가정신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

안 전 한  세 상 을  꿈 꾸 다

(주)테르텐 이영 대표

2000년, (주)테르텐(이하 테르텐)을 설립해 벌써 16년째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을 운영 중이다. 안전한 보안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던 이영 대표의 소망은 이

미 이루어진 지 오래인 듯하고 테르텐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노비즈협회의 회

원임과 동시에 한국여성벤처협회 제9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 대표의 쉴 틈 없

는 행보를 알아보자.

글  안지현  ː  사진  장병국

INNOBIZ BOX    No.1 CEO

설립년도  2000년

사업분야  데이터 보안, 보안 관제 서비스, 사이버 보안 컨설팅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 288 20층 

 (대륭포스트타워 1차)

연  락  처  02-2082-3243 

홈페이지  www.teruten.co.kr

(주)테르텐 이영 대표

(왼쪽부터) 박지연, 이영 대표, 김영상, 김지훈,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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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주변이나 내면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돌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달라졌어요. 무엇을 위해 기업을 하는지 그리

고 난 어떤 기업가가 돼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을 말했다. 급히 스포트라이트

를 받는 빠른 성공도 좋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길게 보는 장수기업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당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되는 것도 좋지

만 소프트업계의 1,2대 선배가 되고 싶다며 말하며 웃는 모습에 지난 

시간이 묻어와 꽤 인상적이었다.

라스트 피치를 올리다

‘나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 대표의 초심

이었다. 그리고 초심을 놓지 않고 달린 끝에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

어로 현재 2,000만 개 이상을 보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나 민원24

를 들어가도, LG U+의 휴대폰 전자 가입신청서를 쓰고, 국내 유수

의 어학사이트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만화를 볼 때도 테르텐의 제품

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보폭으로 계속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벌써 16년입니다. 라스트 피치

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계속해서 달릴 순 없지만, 괜찮은 친구들

이 와서 놀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몇 년, 더 열심히 뛰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비전 2018’을 함께 준비하며 국내외 정

세, 우리의 현실, 내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

며 각자 인생의 역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테르텐에서 행

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테르텐뿐 아니라 나아가 IT업계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

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기술개발을 확장해가고 투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초과학자로서, 사업가로서 어느 한쪽도 

놓지 않고 있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서비스업 비율이 높아지고 아이디어 위주

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원천기술이란 게 있어야 하니까요. 엔진에 해당하는 기반기술을 

그 나라의 인력들이 퍼센티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나아가 소프

트웨어 쪽에 엔젤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받

고 소속된 직원과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들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여성벤처협회의 협

회장으로서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무진 얼굴로 여성벤처협회 회원들과 이노비즈협회 회원이 서

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대표의 얼

굴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마치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겠

다’고 꿈꾸던 때의 모습이 딱 그랬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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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술.

INNOBIZ BOX    No.1 혁신기술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참가사 제품 특집

9월 9일~11일 개최된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 참가한 이노

비즈협회 회원사의 대표 혁신제품들입니다. 3일 간 기술박람회를 

빛내준 24선의 자랑스러운 기술혁신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원하는 회원사는 제품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이메일 magazine@innobiz.or.kr

(주)마상기공

슈퍼토네이도 기술 금형온도조절기

오로지 금형온도조절기 기술 발전에만 매진해온 (주)마상기공(대표 임채

복)의 대표제품은 사출기의 금형에 온도센서를 장착, 실시간으로 금형 온

도를 균일하게 관리해 불량률, 재료비, 전기료 절감 등 연간 약 2억 2,000

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장비이다. 2014년에는 기존보다 유속

이 최대 빠른 ‘Super Tornado’ 기술과 물의 스케일 발생을 차단하는 ‘특수 

간접냉각 방식’ 기술을 적용해 사출계 기술혁신에 이바지하며 벨기에, 인

도, 베트남 등 해외 유수 업체에 수출해 인정받고 있다.

www.masang.com     031-456-7353
(주)백경지앤씨

양방향 재하장치(BD-PLT)

(주)백경지앤씨(대표 박봉근)는 지반과 저유압 융합기술로 국내 아파트, 

고속도로 현장의 말뚝재하시험 분야의 뛰어난 기술과 차별화 전략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본 제품을 개

발해 기존 정재하시험 방법의 재하용량의 한계(3,500톤/본)를 극복하고 

인천대교 연결도로 현장에서 세계 최대 시험용량인 2만3,500톤까지 재하

했다. 국내에서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건설, GS건설 등에서 기

술력을 인정받아 Kuwait Causeway(연장 48km) 교량에까지 적용 중이다.

www.bkgnc.com     02-588-7188

(주)삼명테크 

현대식으로 재탄생시킨 에코전기온돌

(주)삼명테크(대표 임한복)는 우리나라 전통 온돌 방식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첨

단화한 ‘에코전기온돌(Eco Electric Ondol)’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에

코전기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매설형 전열장치를 사용해 보조연료 및 별도의 보일러실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10cm 이상의 깊이에 매입돼 전자파가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철저한 전자파 장해시험을 모두 거친 제품이어서 사용자에

게 안전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www.bestsm.co.kr      031-768-4121

(주)동신폴리켐

투광 조절용 건축 신소재 시트 Multi layer 시트

(주)동신폴리켐(대표 장현봉)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라는 유리 및 기존의 플라스틱 제

품의 단점을 보완한 건축 신소재 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주)동신폴리켐이 개발한 Multi layer 시트는 유사 

Honeycomb 구조로 제조해, 공기층을 두어 가벼우면서 고강도 및 열 차단 기능이 탁월하다. 여름에는 빛에너

지 투과량이 최소화되고 겨울철에는 빛에너지 투과량이 최대화되는 Multi layer 시트의 개발로 신성장동력에 발

맞춰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www.dspolychem.com     043-877-4266

(주)그린오토테크

Top Feeding Type의 LPI 엔진용 인젝터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CNG Bi-Fuel 

System을 개발하는 기업 (주)그린오토테크(대표 김영자)는 획기적인 인

젝터를 개발했다. 인젝터는 압축된 연료를 엔진실에 분사하는 장치로서 

CNG 가스 자동차 연료공급 시스템의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그린오토테크는 현재 양산 중인 LPI 엔진용 인젝터의 내구성능 문제

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이 장치를 개발했다. 

www.gatngv.com    062-972-8072

(주)선바이오투

자연산소 용존량 고농도 산소수 생성기

(주)선바이오투(대표 진봉연)는 공기분리, 초건조 등 관련 분야의 기체

분리 시스템 생산 전문기업이다. 고농도 산소수생성기는 기체분리 기술

로 산소 용해장치와 정수기용 고농도 산소수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신개

발 제품이다. 일반음용수(수돗물생수 6~8ppm)의 용존산소량에 비해 10

배 이상의 자연산소 용존량(80~120ppm)을 용존시키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제품으로 국민건강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해외수출에도 전

망이 밝다.

www.sunbio2.com     031-945-0201

대우전자부품(주)

차량용 엔진 냉각 팬 모터 제어기 PWM 제어기

자동차 전장부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대우전자부품(주)(대표 서준교)

은 차량용 엔진 냉각 팬 모터 제어기 PWM 제어기를 출시했다. 이 제어기

는 차량 상태정보를 ECU로부터 입력받아 PWM(Pulse Width Modulation)

기술을 적용해 냉각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냉각풍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한다. 

기능적으로는 기존 저항타입 제품 대비 Fail Safety를 고려한 모터 구속 

보호 기능 및 과전압, 고온 보호 기능 등의 설계 안정성을 강화했고, 소

프트 스타트 기능, 제품 온도상승에 따른 동작 모드 판단 기능 등의 안전

도 향상을 구현했다.

www.dwecc.com     063-530-8114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 식품 세정공정용 

친환경 이온수생성장비

전기분해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

트(주)(대표 임동원)는 이온수생성장비를 개발하고 전기분해 및 수처리 관

련 1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온수생성장

비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직 물만으

로 세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독자적인 3조 

1포트 전기분해기술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인체

와 환경에 안전하면서도 우수한 세정살균 기능

을 갖춘 이온수를 생성하며 스테리온(STERION)

이라는 브랜드로 판매 중이다.  

www.lifecoreworld.com     02-2651-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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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림광통신(주)

무한회전형 광 슬립링 전송장치

엘림광통신(주)(대표 유영록)은 국내 광전송 시스템, 교통관제 시스템, 외

곽감시 시스템, ITS 시스템의 광전송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무한회전형 광 슬립링 전송장치는 영상 전송장치에 장착된 고화질 카메

라를 팬 틸트 회동시키는 회동 블록의 무한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고화질 영상을 신호의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연결관 내부에 수

용되는 제1 및 제2케이블의 각 양단은 서로 이격되며, 제1 및 제2케이블의 

사이에는 광결합 콜리메이터 렌즈를 배치해 설계했다. 

www.elimopt.co.kr      031-257-7157

(주)엠아이코퍼레이션

융합형 시스템 제어장치 M8000-VPC

건축·통신 종합 영상음향 컨설팅으로 국내시장 기술개발에 힘쓰는 (주)

엠아이코퍼레이션(대표 이계림)은 음향·영상·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M8000-VPC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다양한 통신을 지원하는 융합형 

시스템 제어장치로,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유무선 제어 및 사전 프로

그래밍에 의한 자체 구동이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 중심적인 통합제어·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장치다. 자동인식 기능을 포함해 다양한 미디어와 

제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특허를 기반으로 편의성과 활용성을 극대화

해 만들어졌다.  

www.migroup.co.kr     02-3482-2929

(주)오에스시지

Cable Gland 및 Acc & Junction Box

(주)오에스시지(대표 왕기형)는 해양조선 및 육상 플랜트 산업에 사용되

는 Cable Gland 및 관련 Acc, Junction Box와 같은 방폭제품을 생산·수

출하는 해양조선 기자재 업체다. 

(주)오에스시지 방폭 Cable Gland는 Cable의 마감 부분을 분전함이나 각

종 기계장비에 안전하게 연결하는 장치로서, 위험 지역에서의 사고 발생

과 확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폭장치다. 그리고 Juction Box는 전선 

접속 단자함으로, 방폭 Cable Gland와 연결되어 폭발이나 오염, 누전 등

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폭 기자재다.

www.oscg.net     051-305-3909

(주)씨에이팜

튼살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프라젠트라 벨리 크림

(주)씨에이팜(대표 박희준)은 임산부 튼살크림의 원조 ‘프라젠트라 마더스 크림’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의 장점을 

융복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프라젠트라 벨리 크림은 특허물질인 ‘튼살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PBCsome’

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기존 튼살크림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이미 진행된 흰색 튼살(White Mark)의 개

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이미 국제 규격의 임상실험까지 마쳐, 튼살 약 85% 개선, 진피치밀도 증가, 피부 두께 

및 피부 탄력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다. 

www.capharm.co.kr     070-4469-7567

(주)에스에스알

맞춤형 솔루션 SolidStep, MetiEye

고객사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을 하는 (주)에스에스알(대표 정진석)은 

툴을 기반으로 한 기업 보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솔루

션 SolidStep과 해킹 행위를 탐지·방지할 수 있는 MetiEye(실시간 웹쉘 

탐지 솔루션)를 출시했다. SolidStep은 기존 스크립트 방식 대비 약 300

배 빠른 효율로 부족한 정보보안 리소스를 충족하며, SolidStep는 기존의 

백신이나 웹 방화벽이 갖지 않는 주요한 기능을 탑재한 국내 유일의 솔

루션이다.

www.ssrinc.co.kr     02-6959-0128

아이메디컴(주)

Multi-change Zaguar

아이메디컴(주)(대표 주돈수)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정형외과 수술제품을 자체 개발해 특허권과 실용

신안권 등을 확보해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외과수술용 배터리식 핸드피스를 핵심기술인 BLDC 

모터 기술과 공압식 핸드피스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 개발했다. 배터리 분리형 핸드피스로 개

발해 호스에 연결하지 않아 이동이 자유롭고 편리한 수술이 가능하며, Multi-change 기능으로 여러 종류

의 어태치먼트를 부착해 수술 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동 핸드피스 기술을 이용해 세

계 최초 인공고관절 컵 제거기 개발 등 추가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www.imedicom.co.kr     031-479-1156

에인에이(주)

전기적 특성과 가장 유사한 주파수 파동 SMARTRON

에인에이(주)(대표 김현철)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제품부터 전문적인 의

료장비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제조, 활발한 수출활

동을 하고 있다. SMARTRON은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기술 제품으로 인체의 전기적 특성과 가장 유사한 주파수 파동을 손, 복

부, 발 등 인체의 에너지 통로를 이용해 전달하는 전신경락 자극장치다. 

이 장치는 근육통 완화 및 기초 신진대사를 효율적으로 올려 지방의 연소 

효과를 높이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안전성 부문의 국제규

격 6개 항목을 통과했다.

www.aina.co.kr     053-324-9824

(주)엔티모아

LTE CAT4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Mi-Fi)

(주)엔티모아(대표 장병권)는 각종 산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기 내에 장

착되는 통신기기를 개발하며 맞춤형 제품을 생산한다. 

LTE CAT4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Mi-Fi)(모델명: NTLR210)는 LTE CAT4 

급 초고속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을 지원하며, WiFi가 내장되어 있어 동

시에 10명까지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Tri-band 주파수(B3, B5, 

B40)가 구현되어 있으며, 집적된 통신기술 구현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

한다. 본 제품의 주요시장은 국내보다는, 유선 인프라 환경이 취약한 해

외 지역으로 최근 LTE를 본격 상용화한 동남아, 동유럽 지역에서 그 수

요가 활발하다.

www.ntmore.kr     031-345-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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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비티 

JBMS GeoBoard

스마트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솔루션 업체 (주)제이비티(대표 이은정)는 재

해·재난 분야에서 산재한 재난시스템과 데이터들을 GIS상에 하나로 표

출함으로써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게 한 JBMS GeoBoard를 개발

했다. JBMS GeoBoard는 재난의 전조 감시와 대응을 지원하고 의사 결정

권자의 신속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보를 집약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표출하는 종합상황판으로 국민의 재

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www.enjoybt.co.kr     1544-8029

청도산업(주)

자동 높낮이 조절 및 각도 조절 책상

청도산업(주)(대표 박광수)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발명특허를 획득

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책상을 전문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이 책상은 체형에 맞춰 책상 높이와 기울기를 간편하게 전

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책상으로, 책상의 상판을 유선형으로 제

작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했으며, 사선형의 측판은 다소 딱딱한 책상

의 이미지에서 부드러움을 추구했다.

또한 높이와 각도를 전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책장의 문은 사선형으

로 활동적인 느낌을 주며, 부드러운 스무버 경첩으로 손 끼임을 방지했다. 

www.acdesk.co.kr     031-949-5112

코스모 

선박 엔지니어링 모형과 해양레저 장비

코스모(대표 박형규)는 선박 엔지니어링 모형의 기술을 개발해 엔지니어들을 위한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개

발하고, 디지털 목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도하고 있다. 코스모가 새로 개척한 해양레저사업 관련 제품은 선

박 엔지니어링 모형과 해양레저장비다. 실제 선박을 건조하기 전 모형을 제작하는데 이 선박 엔지니어링 모형

을 보고 실제 선박을 만들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사정에 맞춘 접이식 보트를 개발해 차량에 쉽게 적재하

고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www.kosmodel.com     051-265-4124

(주)휴먼엔시스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총무솔루션(General Affairs Solution : GAS)

(주)휴먼엔시스(대표 이민우)는 크게 IT Business와 HR Outsourcing Business를 주력으로 경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내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지, 지원, 출장, 차량, 전산, 총무일반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업무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SaaS 솔루션이다.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분석, 설

계, 개발비용 및 서버 등 전산장비와 솔루션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 대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를 통해 새로

운 패러다임 즉, 제품의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을 제공함으로써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의 

절감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www.hncis.co.kr     02-3012-1025

(주)오티에스 

CCTV 카메라 오토리프트 장치

(주)오티에스(대표 송무상)는 전기, 통신, CCTV 전문 시공업체로 민·관·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해 기

술력과 시공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CCTV 카메라 오토리프트 장치는 CCTV 카메라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고소작업의 안전문제, 인력 및 작업시간의 절감, 고소장비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자체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다. 10m 이하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유·무선으로 승하강시켜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함

으로써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www.ots.co.kr     042-586-1451

(주)우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전소 Lamp Flower

(주)우림(대표 홍순황)은 최고의 반사율을 보이는 광학용 반사시트(PET)

를 이용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형광등용 기능성 반사캡, 삼파장 형광등용 

리필형 반사갓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Lamp Flower는 누구나 손쉽

게 전구 하우징 부분에 체결해 사용하는 반사갓이다. 

기존의 반사갓 재질이 철판이나 알루미늄이고 등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라면, 본 제품은 광학소재(PET) 반사시트를 자연에서 배운 꽃 모양, 

나뭇잎 모양으로 디자인해 그간 2% 부족했던 인테리어적인 조명의 한계

를 극복했다. 

www.donbandi.com     031-713-1640

(주)유나이브 

Active Optical Cable

(주)유나이브(대표 장득수)는 Foundry Partner들과 함께 반도체 SoC Design 및 IP Service와 Wafer 제조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미래중점사업으로 2008년부터 투자된 AOC(Active Optical Cable) Passive Aligned Assembly 기

술로 2012년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량 고가로 인식되어오던 AOC를 대량 저가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해상도 데이터를 POF(Plastic Optical Fiber)를 이용해 장거리(100m)까지 전송하며, 

제품군은 DVI, High speed HDMI, 3G-HD SDI,  USB3.1(개발 중)이며, Customized biz도 진행하고 있다.

www.univesolutions.com      031-706-2211

원광이엔텍(주)

스마트 자동화 클러치 제어장치

원광이엔텍(주)(대표 이동근)은 공장자동화, 생산관리, 물류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

는 시스템 메이커다. 

연료 저감형 스마트 자동화 클러치는 자동제어를 통해 기어변속과 운전 

상태의 세팅을 통한 타력 및 탄력 주행으로 운전자의 편의성과 연료 효율

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순발력과 연비성을 살리고 조작의 숙련도나 운전

의 피로와 같은 단점을 보완한 전자제어식 시스템으로서 클러치 수동변

속기 차량의 클러치 페달에 의한 기어변속 또는 클러치 페달의 동작 없이 

기어봉에 부착된 on/off 스위치 동작으로 기어변속이 가능하다. 소모연료

를 10~25% 정도 절감함으로써 CO2 배출량 저감 효과를 통해 탄소배출

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www.oketec.com     063-858-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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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innobiz.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9월 9일부

터 11일까지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을 주관했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11개사는 8월 25일 이미 신청

접수를 마치고 300여 개 중소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

모의 중소기업 기술박람회 참가를 준비했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

회 11개 참여사 대표로는 임원진을 포함한 지인디자인(주) 박지윤 위

원장, (주)고감도 안향자 부위원장, 스텝시스템(주) 이옥희 부위원장, 

(주)웰팜 이서영 총무이사, (주)씨에스티씨 김현숙 홍보이사, (주)레

딕스 황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 엠큐릭스(주) 박현주 협력이사, 

(주)하늘호수 서미자 대구경북지역위원, (주)지엘컴퍼니 윤용숙 충북

지역위원,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대구경북지역위원, (주)인코칭 홍

의숙 서울경기인천지역위원이 참여했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

박람회를 통해 이노비즈 여성 기업의 활발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해 11개사의 기업과 제품설명은 물론, 다양한 구성과 책자까지 구비

해 여성 기업의 참여도를 높였다. 참여한 기업 중에는 완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도 있지만, 서비스 형태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기술이나 재

료 생산 기업들이 다수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기업을 알리는 데 

더 큰 힘을 쏟았다. 

한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중앙에 자리 잡

은 여성경제위원회관 부스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입지가 전보

다 얼마나 높아졌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부스 참가

글·사진  이노비즈협회 대외협력팀

INNOBIZ BOX    여성경제위원회 소식

//여성경제위원회 소개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이노비즈기업 중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여성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 및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협회가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이노비즈협회 대외협력팀 031-628-9600

//이노비즈 여성기업 현황(2014.12월 말 기준)

 •규모 :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약 6% (1,004개사)     •평균 매출액 및 종업원 수 : 55억 4,000만 원, 26.6명

•업종별 현황 

 •지역별 현황 

구분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인천 대구 전남 전북 충북 강원 광주 대전 충남 울산 제주 세종 합계

개사 273 176 83 68 56 55 52 37 36 31 30 29 28 28 15 4 3 1,004

비율 27.2 17.5 8.3 6.8 5.6 5.5 5.2 3.7 3.6 3.1 3.0 2.9 2.8 2.8 1.5 0.4 0.3 100

(주)메디칼드림 방문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8월 27일 강원 원주에 소재한 국산 헬스케어로

봇 안마의자 및 U-헬스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업체 (주)메디칼드림 원주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소개 시간을 가졌다. 메디칼드림은 현재 

이노비즈협회장의 회사이자,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최고 영

예인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고, 제42회 ‘발명의 날’ 산업포장 훈장 수훈, 국

제우수전기제품대전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메디칼드림 www.medicaldream.co.kr

*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참석명단(위원회 내 직함): 박지윤 위원장, 안향자 부위

원장, 이옥희 부위원장, 김현숙 홍보이사, 이서영 총무이사, 박영희 강원지역위원, 

황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 윤용숙 충북지역위원, 김재숙 충북지역위원, 한만

우 협회고문, 장현봉 충북지회 회장, 함승호 강원지회 명예회장, 고영웅 강원지회 

수석부회장, 최종복 협회 이사

주요활동/기업방문

서울지방조달청장 간담회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7월 8일 서울 반포의 한 식당에서 장경순 

서울지방조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에서는 이규대 이노비

즈협회장을 비롯해 박지윤 여성경제위원장, 안향자 대표, 이옥희 대

표, 김현숙 대표, 윤용숙 대표, 홍창우 전무가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

는 장경순 청장, 허광숙 주무관, 강윤교 과장 등이 참석했다. 

구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식품 섬유 S/W 정보통신 서비스 건설 바이오 환경 기타 합계

개사 199 156 75 69 55 49 47 44 41 32 32 205 1,004

비율 19.8 15.5 7.5 6.9 5.5 4.9 4.7 4.4 4.1 3.2 3.2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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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롱청시 정부대표단, 이노비즈협회 방문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규대 회장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이노밸리 이노비즈

협회에 방문한 중국 산둥성 롱청(榮成)시 정부대표단을 맞

이했다. 중국 롱청시 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의 교류협력 강

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방문에는 중국 왕홍효 롱청

시부시장, 진지원 상무국장, 손국경 롱청시정부 주한국대

표처 대표, 우파 개발국부국장, 등악 롱청시상무국 주임, 

왕충승 롱청시정부 주한국대표처 등 6명이 협회를 방문

했으며,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홍창우 전무, 김홍석 팀장 

등이 참석했다. 황홍효 중국 롱청시부시장은 “대기업을 비

롯해 300여 한국기업이 롱청시에서 기업활동을 진행 중”

이라며, “기술이 뛰어난 이노비즈기업 중 해양생물, 바이

오 관련 기업의 발굴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코디네이터 위촉식

중소기업청과 이노비즈협회가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와 이노

비즈협회(회장 이규대)는 중소기업 기술 융복합 지원을 

위한 기술 코디네이터 50人을 선정하고 7월 6일 오후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

술 코디네이터 위촉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청의 ‘혁신기

술 융복합 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위촉된 50여 명의 

기술 코디네이터는 이노비즈기업이 보유한 상용화 기술 

DB가 구축된 ‘기술융복합시스템(innoxchang.or.kr)’을 통

해 기업 간 융복합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에 제안하는 ‘직

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신청하면 기술 코디네이터가 이에 대한 기술정보

를 찾아주기도 한다.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MOU

이노비즈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회장 김인환)가 

7월 23일 오후 충북 진천에 소재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회의실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기

술혁신 및 지역SW산업 진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의 회원기관(정보통

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등 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IT/SW 산업, 융합 분야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이노비즈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규대 회장, 미국경제사절단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미국경제사절단 일정에 한미 비즈

니스 포럼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한미경제인 만찬, 

한미 제조업 혁신 포럼 등에 참석했다. 한미경제사절단으

로 나선 이 회장은 “이번 경제 사절단 일정 중 이노비즈

기업을 10개 업체 이상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 발전방

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노비즈협회 이수태 

부회장(파나시아 대표)과 이규대 회장(메디칼드림 대표)

4차 정기이사회 및 신규 자문위원 위촉

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8

월 13일 오후 4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이노비즈

협회에서 ‘2015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다음과 같

이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중

소기업에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다”며, “이번 자문위원 구성을 통해 이노비즈기업과 회

원사에 필요한 정부정책의 활용과 그에 대한 경험 공유가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를 밝혔다. 신규 자문위원 위촉 3명/송종호 경일

대학교 석좌교수, (전)중소기업청장, 장경순 서울지방조

달청장, 윤원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임이

사 등이 참석했다.

혁신형 기업을 위한 싱크탱크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출범

정부가 인증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의 정책연구를 위한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구원)’이 새롭게 출범한다. 이노비즈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 전망해 지원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노비즈협회가 확대 설립한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6월 25일 개원식을 갖고, 관련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김세종 이노비즈 정책연구원장. 이노비즈 정책연구

원은 GDP 18%를 차지하는 이노비즈기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대안 연구와 중견기업 성

장과 글로벌화 등 이노비즈기업을 중간단계로 둔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일家양득 캠페인 확산을 위한 MOU

이노비즈협회는 1만 7천 5백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일과 

가정이 모두 행복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일家양득 캠페인’

을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노비즈협회(회장 이

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성남

고용노동지청 5층 소회의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

남지청(지청장 하미용)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

원),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 성남여성인력개발센

터(관장 전선녀)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일家양득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5개 기관은 

일하는 방식·문화의 개선을 통해 행복한 가정, 활력 있

는 일터, 희망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일家양득 캠페인 

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15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이노비즈협회는 6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2015 강소기업-청년 채용

박람회’를 정부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엔키아, 현대엘리베이터(주), (주)

창성에이스산업 등 서울·성남·광주·이천·수원·화

성 등 수도권 소재 77개 기업에서 SW개발, 영업, 사무, 생

산 및 물류, 서비스, 미화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현장면접

을 통해 5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와 SK C&C, 주성엔지니어링의 채용설명회가 진행됐다. 

면접 외에 취업컨설팅, 무료 사진촬영관, 3D프린팅 체험, 

명사특강(굿모닝팝스 진행자 이근철)과 직무토크관 등이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관련 제도

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이뤄졌다. 

이노비즈協-ICSB(세계중소기업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 3자 업무협약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8월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에 소재한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ICSB, 그리고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업무협력 내용으로는 △수출기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

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수행 △수출국가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수출 전략 다변화

를 위한 기업과 학계 전문가 간 교류 확대 △이노비즈기업 모델 글로벌 공동 연구 △국제 포럼·토론회 등

을 통한 우수성 홍보 △각국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모델 확산 사업 수행 등을 담고 있다. (왼쪽부터)아이만

(Ayman El Tarabishy) ICSB 사무총장, 김기찬 세계중소기업학회(ICSB) 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송혁

준 한국중소기업학회장

프랑스 FNEP&프랑스대사관 협회 방문

이노비즈협회에 6월 24일 오전 프랑스 FNEP 대표단

이 방문했다. 프랑스 FNEP(The National Foundation 

for Enterprise and Performance)는 정부부처, 기관, 

분야별 공사 및 관련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프랑스의 

싱크탱크로, 산업 및 정책에 관련된 경제, 사회적 국

제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을 연구하는 기

관이다. 방문대표단: (FNEP)Nicolas BERTELLI, Zelda 

CRAMBERT, Katharina MAIER, Claire MIEGE, Ronan 

MINVIELLEs, (프랑스대사관)안해린 재경관, Jonathan 

Lauer-Stumm 재경관, 박사라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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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간담회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8월 4일 오후 경기지방중

소기업청에 방문해 서승원 지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의 이노비즈 인증사 확대 방안과 지원 프로그

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홍창

우 전무가 참석했다. 

코트라 방문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7월 27일 코트라를 방문해 

이노비즈기업 현황 소개와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

을 위한 코트라와의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트라)

윤원석 상임이사(정보통상지원본부장), 양국보 통상지원

실장, 박성호 기획팀장, (협회)이규대 회장(사진 중앙), 홍

창우 전무가 참석했다.

조원진 국회의원 간담회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8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조원진 의원실에 방문해 기술인재와 기술 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포상 훈격 조정 등을 협의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

엑스에서 진행되었다. (왼쪽부터)최계희 대표(브릭에듀,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고문), 진덕수 대표(대홍코

스텍, 협회 부회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이규대 이노비

즈협회장, 홍창우 전무, 이노비즈협회 김흥준 상무

대통령 중국 순방 

‘경제사절단’ 한-중 비즈니스 포럼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9월 4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규대 회장과 박지윤 

여성경제위원장(지인디자인 대표), 이옥희 여성경제부위

원장(스텝시스템 대표), 신철수 에나인더스트리 대표, 이

수태 파나시아 대표와 함께 9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

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해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규모로 대기업 

23개, 중소·중견기업 105개,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27개 

등 155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됐다. 올해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중소기업 비중은 82.2%이다.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국무총리 주재)

이규대 회장은 8월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창조경제 핵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탁월한 고용 창출과 경영성과 실현으로 국가경제를 견

인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약 20명이 참

석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

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단

체장 4명과 업종·분야별 일반 중소기업 대표 11명, 중소

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국무2차장, 비서실

장, 경제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MOU

이노비즈협회는 기술력 갖춘 中企와 예비창업자 연결해 ‘사업화’를 돕는 활동을 전개한다. 협회는 경기창조

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덕래, 이하 경기센터)와 지역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을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

출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8월 17일 오후 3시에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체계 구축 등 협력사업을 발굴 

및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전국 9개 지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

무협약을 맺어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철우 국회의원 간담회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8월 4일 오전 이철우 국회

의원실에 방문해 기술인재와 기술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

고, 포상 훈격 조정 등을 협의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중

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

서 진행된다. (왼쪽부터)이노비즈협회 김흥준 상무, 최계

희 대표(브릭에듀,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고문), 진

덕수 대표(대홍코스텍, 협회 부회장), 새누리당 이철우 의

원,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홍창우 전무

제27차 이노비즈협회 전국지회장 간담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이규대)는 7

월 10일부터 11일까지 광주전남지회(지회장 나기수)가 주

관한 가운데 제27차 이노비즈협회 전국지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 9개 이노비즈협회 지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류가 진행됐으며, 협회 회원사 증진방

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회원사 현황 보고, 협회와 지회

별 활동계획 보고 등의 업무 협조 방향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노비즈협회 나눔봉사단 회장으로 충북지회 

장현봉 회장이 선임됐다.

中 헤이룽장성 이노비즈 센터 설립 지원 

이노비즈협회-中 헤이룽장성 상무청 MOU

이노비즈협회는 8월 25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성 상무청(청장 맹상군(孟祥君))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의 중

국 진출 거점이 될 이노비즈 센터(INNOBIZ Center)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기

술이전 및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노비즈 센터는 한-중 헤이룽장성 간 교류 증진을 위해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기획, 개발과 지원을 위한 취지로 설립해 △양국 중소기업 간 상거래, 

기술교류 및 합작법인 매칭지원 △헤이룽장성 진출기업에 설립지원(인가, 허가, 계약 지원 등) △헤이룽장성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한국기업, 양국 기업협력을 통해 개발생산된 제품 전시장 운영 등

을 하게 된다. 센터 위치로는 중국 헤이룽장성 공관 내 설립을 상호논의 중이다. 이노비즈협회는 헤이룽장성 

현지시찰 및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중소기업, 정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무역촉진단을 파견, ‘2015년 헤이룽

장성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제4차 융복합 비즈니스 월례회

이노비즈협회는 6월 23일 오후 이규대 협회장, 성명기 

명예회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비즈 최고경

영자과정 제4차 융복합 비즈니스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융복합 전문가 초빙 강의로,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상

장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용을 통한 융합지원 방안

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협회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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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회의원 소통마당 개최

충북지회는 지난 8월 19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

에서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충북지방중소

기업청 박종찬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우수 이노

비즈기업인들과의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장현봉 충북회장 

및 충북지회 임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건의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

러 충북대학교 링크사업단도 함께 참여해 산학협력 활성

화 방안에 대한 조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SK 고용디딤돌 MOU 협약식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박광수)는 지난 8

월 5일 서울 SK서린빌딩에서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구인

난 해결을 위한 SK 고용디딤돌 MOU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박광수 

회장을 비롯해 SK SUPEX추구협의회장, 대전창조경제혁

신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본 협약은 청년 취업 경쟁력을 제

고하고, 벤처·혁신기업 인재확보 및 새로운 취업 생태계 

조성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상호협력과 청년 인재 모집을 

약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참석한 박광수 회장은 대전세

종충남지역의 청년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취

업으로 연계될 수 실직적인 협약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

으로 협회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북지회

2015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강원지회는 8월 27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에서 2015년 제

8차 정기총회 및 강릉원주대학교와의 산학교류회를 개최

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 양희봉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강원지역 유관기관장 및 회원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1부 행사로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과의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

으며, 2부 행사로는 15명의 우수 이노비즈기업인 및 유관

기관 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박영식 회

장은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이

노비즈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지회

강원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지회는 지난 8월 11일 강원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강

원테크노파크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

은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및 공동연계 지원사업을 발굴

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기업 맞춤형 기획사업

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을 통해 협력기관으로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기

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보훈가족 위문을 위한 

장보기 행사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박광수)는 지난 7월 

16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보훈

가족 위문을 위한 장보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

근 메르스 사태에 따라 소비심리 약화로 국가 경제가 어려

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단체장 등이 전통시

장 살리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박광수 회장은 “이렇게 뜻 깊은 좋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

어 정말 감사하고, 우리 회원사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알

리고,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충북지회 임원워크숍 개최

지난 7월 17일, 18일 2일간 대천웨스토피아 리조트에서 장

현봉 충북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임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6대 충

북지회 임원 간 소통의 시간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

내 회원사 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충

북지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교류

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회경남지회

이노비즈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협력활동(중국섬서성 MOU 체결)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는 8월 14일~17일, 3박 4일 간 

중국 섬서성 서안시와 함양시를 방문해 이노비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및 교류활동을 했다. 이

번 중국일정에는 대구시의회 차순자, 김혜정 시의원과 대

구한의대학교(변창훈 총장), 대구파티마병원(박진미 병원

장)과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 서안시에 위치한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중소기업청 

권대수 국장)와 협회 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마

케팅, 사무공간 등의 지원과 인력과 정책에 관한 정보공유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함양시 인민정부초상국

의 초청으로 함양시 인민정부초상국과 협회 간 교류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지난 7월 13일 경남중기청 회의실에서 경남지회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전문위원제도는 전국 이노비즈

지회 중 경남지회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소속 회원

사들의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

위촉 분야는 경영, 기술, 금융, 세무, 법률, 특허, 기술인증, 

국방, 관세, FTA, 국제무역의 총 11개 분야로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 위기관

리 능력을 배양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을 지

원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다.

성장정체 극복을 위한 TRIZ 무료 세미나 개최

전북지회는 8월 28일 성장을 방해하는 기술혁신의 장애 

요인인 고정관념과 지식의 한계 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TRIZ를 이해함으로써 TRIZ 활

용방법 및 성공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TRIZ 무료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동근 전북회장은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TRIZ의 확

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TRIZ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지원 업무협약

전북지회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7월 29일 창조경제

의 확산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체계 구

축, 지역 내 우수인재의 이노비즈기업 채용연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전북회장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비창업

자와 이노비즈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

티와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

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대구창조경제혁신

센터&TBN대구교통방송 업무협약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조득환)는 7월 16일 대

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선일)·TBN대구교통방송(본부장 김동운) 간 3자 MOU

를 체결했다. 

본 협약은 지역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을 위해 지역 내 양질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도모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추진

하며, 우수 인재들 채용 연계, 이노비즈기업과 예비 창업자 

간의 멘토-멘티 관계 구축, 지역인재의 연구개발사업 등

을 함께 추진 해 나가며, 방송을 통해 창조경제 성과확산

을 위한 대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MOU 체결

7월 20일 경남지회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

상기)는 센터 내 교류협력 공간에서 창조경제의 확산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최상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권역 내 창업기업

과 이노비즈기업 간의 기술혁신 및 인재육성 연계가 활성

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

부를 밝혔다. 이종판 회장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할 것으로 본다”며 “기업 간 적

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인재양성에 앞

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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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와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

‘욱’ 하는 성질머리,

화 다스리는 마음빼기 명상

법률회사에 근무하는 이희준 씨(47)는 한의원을 찾았다. 진맥을 본 한의사 왈, “이건 사람의 맥이 아니네요. 맥이 안 잡혀요. 에너지 소모가 큰일을 하세요? 스트

레스네요”란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불쑥 화가 올라오면 참다가도 한 번씩 터지기는 하지만, ‘욱’ 하는 성질머리 없는 사람 있나, 다 그렇게 살지 싶었다. ‘참고 

참다가’ 한번 불같이 화를 내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 아, 나도 이놈의 성질머리 고치고 싶다…. 

참아도 안 되고 술로도 못 풀고 본전도 못 찾는, 화

직장인 1,6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직장 생활

을 하며 화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나왔다(2008). 심지어 이들 중 

32.4%는 화병을 극복하지 못해 퇴사한다고 한다. 화가 날 때 54.6%

는 “꾹 참는다”고 한다.

한번 화를 내면 8만4,000개의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해서 세포

가 죽고 난 빈 공간에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 물질이 지

나치면 심장, 머리의 세포가 굳어 기억력 감퇴, 노화가 촉진된다. 또

한 만성적인 화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NK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최근 대한스트레스학회가 내놓은 처방전이 바로 ‘명상’이다.

전문가 처방전은 ‘명상을 하라’

화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분노 감정을 풀지 못해 화의 양상으로 폭발

하는 증상이 있는 병이다. 전문용어로는 ‘만성적 분노 증후군’으로 불

리기도 한다.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방안으로 사고의 전환과 용

서(47.7%), 스트레스 원인 해결(34.4%)을 꼽는다. 그러나 65.8%가 

화의 치료는 어렵다고 생각한단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과 

화해를 해야 해결되는데, 마음을 바꾸기 어려우니 포기하는 것이다. 

마음 바꾸기는 성격 바꾸기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평생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어떻게 바꾸겠나. 하지만 명상이 바

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격도 바꿔주는 자기 돌아보기 성찰과 마음빼기 

명상 1단계 과정 7박8일 동안 참가한 일반인 중 120명을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명상 프로그램 직후 대상자의 73.3%가 자신이 가장 힘들

어했던 마음의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를 본 

부분은 우울,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걱정, 잡념, 열등감, 

죄책감 등이 줄었고, 집중력과 자신감이 높아짐을 느끼며, 불면증, 

두통, 어깨·허리통증, 머리가 맑아짐 등의 개선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인관계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변화됐다. 가족에 대한 귀

중함과 시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게 됐으며, 부부·부모님과

의 문제와 가족에 대한 원망이 해소됐다. 

집중과 통찰의 과정이 종합되어 있는 명상이 화와 스트레스의 원

인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명상 과정의 핵심은 자기 돌아보기

와 마음빼기이다. 

나를 돌아보는 명상

명상은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떠올

려 버리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화나고 힘들었던 마음들도 떠올려 버

린다.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눈을 감고 사과 한 알을 떠올린다 → 사과가 마치 한 장의 사진처

럼 떠오를 것이다 → 생각 속의 사과를 휴지통에 버린다  

휴지통에 버리면 생각 속의 사진이 없어지듯, 화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빼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버리면 실제로 버

려진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마음은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한 가

짜인 것이다! 

마음빼기 명상 방법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집중하게 하고 그 마

음들을 버리게 해준다. 깊은 성찰을 통한 빼기와 비움이, 나와 세상

을 ‘통찰’하게 해주며, 세상의 모든 것과 화해하게 해준다.◦

글 최창희 참출판사(주) 대표
 지회 NEWS 

INNOBIZ BOX    한 장의 이노비즈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의 MOU

(사)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

센터는 6월 29일 부산 동구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상호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

고 각국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수출입을 확대하는 데 적

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노비즈협회 김형겸 부산울산지회장은 “부산 이노비즈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혁신형 기술을 가격경쟁력 등 인도

네시아의 강점과 접목하면 양 국가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지원교육 아카데미

제주지회는 8월 26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경영지원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습, 체험 그리고 실전

마케팅 등 교육을 통해 경영자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기

업의 성장까지 연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한 중

소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좀 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인

드 교육 등을 수행해 사업자의 실무 운용역량을 강화했다.

부산울산지회

대덕연구개발 특구 기술 탐방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 16명으로 구성된 대덕연구개

발 특구 기술탐방단이 7월 23일 한국기계 연구원과 원자력 

연구원, 에너지기술 연구원 등 총 3개 연구기관을 방문했

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에서 참여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화 희망 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해 소개했고, 이노비즈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기술사업

화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기수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인들이 대덕연구단지의 신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회 

GIST 애로기술 연구 교류회 개최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와 광주과학기술원은 6월 30

일 GIST에서 애로기술 해결 및 신수요기술 도입에 따른 기

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기수 회장을 비롯한 8개 신청 회원사 대

표 및 책임연구원들이 참석해 각 기업별로 애로기술 해

결방안 및 신수요기술 도입에 따른 자문과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나기수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만

큼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산학협력 체제와 기업의 R&D사

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지난 7월 3일 제주도 내 70여 민간단체가 상공회의소에

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노비즈제주지회를 포함해 경제, 금융, 

노동, 여성, 사회 및 자생단체, 공기업, 연구기관 등 도내 민

간 단체장들과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민들의 총 역량을 결집

하고자 주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가기로 했

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세부 실천 계획을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지회

‘상생 빛 드림’ 장학사업 MOU 

5월 27일 오후 4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상생 빛 드림’

장학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병

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태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태

경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선호 부산지역대학 산학협력

단장협의회장, 김형겸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장 등

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서는 매년 1억 원씩 지

역상생발전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산학협력단에서는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을 추천한다.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지역우수기업을 추천하고, 부산시는 사업홍보 및 조정역

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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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독자 퀴즈 : 다른 그림 찾기

24호 독자의견

독 자 참 여 마 당

<INNOBIZ+>는 언제나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NOBIZ+>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트위터 : @innobiz_              페이스북 : Facebook.com/innobizorkr

박화영(서울시 강북구)

좋았던 칼럼 : <NO.1 소통기업> ‘아이빌트 세종’ 기사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

니다. 아이디어 기술사업으로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을 도우면서 성공

에 이른 일화를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아이디어를 키워 실타래를 풀

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선숙(경기도 의정부시)

좋았던 칼럼 : <한 장의 이노비즈>에서 이노비즈가 제안하는 건강한 기업 문

화 편을 감동 깊게 읽고 다이어리에 메모해두었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매너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는

데, 이렇게 알게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김정아(경기도 포천시)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 이노비즈 플러스에서 협회 제품을 매달 구체적

인 제품 홍보와 함께 구독자들이 특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가격과 제품에 대

해 세밀하게 다루는 코너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 (총 5곳)

마감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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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플러스

<이노비즈 플러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성 홍보 및 정보공유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매거진입니다.

<이노비즈 플러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정보는 물론

최신 트렌드와 정책 정보가 수록되어 기업에게는 선별된 기사를,

기관, 개인에게는 이노비즈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노비즈 플러스>는 계간지로 연 4회 발행되며, 

이노비즈기업의 제품을 실어드립니다.

매 발행마다 3~4건의 기업 인터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습니다.

‘리더 플러스’를 통해 사회 유명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노비즈기업을 돕는 기관의 이야기도 담습니다.

이노비즈협회의 주요 행사와 전국 9곳 지회의 활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플러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을 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연회비를 납부한 이노비즈기업, 예비 이노비즈기업

•내       용 : 혁신기술 (제품소개) 매회 8~12개사

                     기업 인터뷰 (글로벌, 소통, CEO)  

                     혁신에 관한 기고, 열린 편집실(독자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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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진 중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총 5곳)독자퀴즈

※엽서는 11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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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 가을호 만족도 설문조사

<INNOBIZ+> 가을호 독자의 소리

1. 이번 호 기사 중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Theme is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고용전략

① Theme 트렌드 - 일자리창출, 고용유연성 확보를

② Theme 포커스 -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④ 글로벌 플러스 - 제2의 중동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우디아라비아

⑥ 경영 플러스 - 핀테크, 새로운 자금의 흐름

⑥ 아이템 플러스 - 대중소가 함께 성장하는 특허나눔제도

⑦ 나눔 플러스 - 착한 파워, 코즈 마케팅 

⑧ 플러스 노하우 - 알아두면 득이 되는 비즈니스 테이블 매너 

⑨ 기타 

2. <INNOBIZ+>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3. <INNOBIZ+>에 하고싶은 이야기는?

<INNOBIZ+> 25호가 도움이 되셨나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NNOBIZ+>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INNOBIZ+>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노비즈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 : @innobiz_                페이스북 : innobizorkr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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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고용전략 

글로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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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분양을

고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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