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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는 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INNOBIZ+》는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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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www.innobiz.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협회 매거진 《INNOBIZ+》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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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오늘이 그랬듯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이노비즈기업이 있는 모든 곳에 <INNOBIZ+>가 함께할 것입니다. 

‘혁신의 새로운 성장’, <INNOBIZ+>의 약속입니다.

특별 기획

Photo Story

응답하라 이노비즈인!
2009년의 이노비즈가 2019년의 이노비즈에게

이노비즈기업의 목소리가 되다

월드컵 열기로 전국이 뜨거웠던 2002년, 이 땅에 기술혁신을 

사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소명으로 (사)중소기업기술혁신

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각지에 지

회가 설립되고 Inno-Supporters Club 출범(2004. 3), 이노비

즈 MBA 과정 개설(2008. 6) 등을 통해 크게 성장하던 이노비

즈협회는 얼마 되지 않아 2009년 이노비즈기업 15,000개를 

돌파하며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 그리고 같은 해, 이노비즈협

회 매거진 <INNOBIZ+>가 창간됐다.

2009
2011 

2009

02

02

03

 
11

12

제4대 한승호 회장 취임

이노비즈기업 1만5천 개 돌파

협회-말레이시아 MIGHT 

(고도기술산관그룹) 업무협약

<INNOBIZ+> 창간

이노비즈 인증 전담 관리기관 승격

2010

04

04

06

08

12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0 개최

광주전남지회 설립(전국 7개 지회 구축 완료)

민간 일자리지원센터 개소(국내 최초)

협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업무협약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2,009개 달성)

2011

02

04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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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이수태 회장 취임

이노비즈기업 10년 국회 대토론회 개최

기술금융활성화 국회 대토론회 개최

협회 판교 이노밸리 이전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0,744개 달성)

<INNOBIZ+>는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대표 매거진으로 2009년 11월에 창간되어 39호까지 발행됐습니다.

2009년 창간호

175.5 mm
지금까지 발간된 <INNOBIZ+>를 모두 쌓으면?

이노비즈기업 성과(2010년)

평균 매출액 139.8억 원  

평균 수출액 46.3억 원  

일자리(총 종사자) 66.7만 명  

평균 산업재산권 8.4건

평균 기업부설연구소 비중 62.9% 

이노비즈기업 수 16,243개사

2대 이재영

3대 한미숙

1대 유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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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대 성명기

2013

02

04 

05

07

12

12

제6대 성명기 회장 취임

부산울산지회 설립 

(전국 9개 지회 구축 완료)

협회-베트남 과학기술부 업무협약 체결

이노비즈기업 법제화 국회토론회 개최

이노비즈 사회적책임경영지원센터 설립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7,367개 달성)

2014

04 

11

12

12

12

협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업무협약

이노비즈 글로벌포럼 2014 개최

이노비즈협회 기부금단체 지정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0,264개 달성)

2015

02

04

06  

12

12

제7대 이규대 회장 취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확대 개편 및  

현판식 개최

일자리창출 유공자 대통령 표창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2,638개 달성)

2016

07

08

09

12

12

협회-산업은행 업무협약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개소

이노비즈 글로벌포럼 2016 개최

기술지원협의회 발대식

3만 일자리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4,259개 달성)

오롯이 이노비즈 한길을 걷다

이노비즈기업들의 목소리가 되어온 <INNOBIZ+>는 이노비

즈협회의 다양한 소식, 기업 소개, 기업인과의 대화를 켜켜

이 담아냈다. 창간 이래 이노비즈협회 발전사와 함께해온 

<INNOBIZ+>는 정제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많은 기업의 필독

지가 됐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한 신

념을 무기로 한 이노비즈기업들에게 든든한 벗, 친근한 존재

로 자리매김했다.

2012
2014 

2013년 봄호

2015년 겨울호

사랑받는 이노비즈로 거듭나다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온 이노비즈기업들

을 알리고, 산업경제 소식과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며 경제

경영 정보지의 역할을 수행해온 <INNOBIZ+>는 글로벌로 

눈을 돌려 보다 넓은 안목으로 이노비즈협회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섹션화를 통해 정보 체계를 정돈하였

고, 글로벌 트렌드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이노비즈

기업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매거진으로 인정받으며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다.

2015
2018

3,653 days
창간호가 발간된 날부터 며칠이 흘렀을까?

2012

02

03  

05

06

12

12

제1기 이노-마이스터 발대식

전북지회 설립 

(전국 8개 지회 구축 완료)

이노비즈 글로벌포럼 2012 개최

협회-서울보증보험 업무협약

이노비즈협회 설립 10주년

이노비즈 3만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이노비즈 일자리 33,898개 달성)

2017

제8대 성명기 회장 취임

한-베트남 기술교류센터 개소

협회-전국마이스터고 업무협약

협회-우리은행 업무협약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혁신성장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2018

04

04

08

08

12

02

03

04

10

11

11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개소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장 국제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노비즈기업 간담회

협회-NH농협은행 업무협약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발대식 개최

이노비즈기업 성과(2014년)

평균 매출액 143.1억 원  

평균 수출액 63.6억 원   

일자리(총 종사자) 67.5만 명  

평균 산업재산권 10.5건

평균 기업부설연구소 비중 65.8% 

이노비즈기업 수 16,878개사

이노비즈기업 성과(2017년)

평균 매출액 157.1억 원

평균 수출액 70.7억 원 

일자리(총 종사자) 75.8만 명  

평균 산업재산권 11.4건

평균 기업부설연구소 비중 86.3% 

이노비즈기업 수 18,091개사

4대 한승호

5대 이수태

7대 이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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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술혁신 가치를 전달하는 대표 매거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이노비즈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저를 설레게 했던 <INNOBIZ+>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술혁신’으로 새로움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INNOBIZ+>를 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그 동안 <INNOBIZ+>는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가치를 전달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노비즈기업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이룬 우수한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이노비즈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하는 매거진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이노비즈협회의 발전과 함께 달려온 <INNOBIZ+>의 역사를 사진과 이미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달려왔던 <INNOBIZ+>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혁신 기술의 발전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 의지로 무장하고, 한 발 앞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춰 <INNOBIZ+>도 ‘혁신을 선도하는 매거진’으로써 10년 전 그 때처럼 열정 넘치는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무장하고, 

이노비즈기업이 혁신이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되고 힘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란 성공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INNOBIZ+>가 함께 하면서 20년, 30년 뒤에도 새로움과 벅찬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INNOBIZ+>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이노비즈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중소기업 모두가 혁신으로 무장하는 그 날까지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비즈협회 회장

조 홍 래

창간 10주년 기념사

<INNOBIZ+>가 걸어온 10년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기대합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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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조홍래 회장 취임

협회-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혁신인재 장기재직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성장지원 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19) 개최 및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시연

협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창간 10주년 특별호 발행

10년의 동반자,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하다

지금까지 성장일로를 걸어온 <INNOBIZ+>는 그러한 독자 사랑에 

보답하면서 이노비즈기업과 미래를 생각하는 ‘이노비즈, 혁신의 

새로운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경제의 힘이 되는 이노비

즈기업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요즘이다. 수시로 변화하

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기업의 대표격인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간 주도의 변

화 모색이 절실하다. 이에 협회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

하는 강한 이노비즈’를 비전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 예정

이다. 협회의 핵심 키워드인 ‘창의’, ‘협업’, ‘융합’을 기반으로 만들

어갈 100년 이노비즈기업을 기대한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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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pages
창간 10주년 특집호까지 <INNOBIZ+>의 총 페이지 수는?

정보통신신문

메트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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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매거진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홍래 협회장과 임직원, 인

증사 및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간 <INNOBIZ+>는 기술혁신

형 중소벤처기업의 동향과 우수기업의 혁신 스토리 등 깊이 있는 전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왔습

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와 1만 8천여 인증사의 소통창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잡지로

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온 협회의 노력과 지원성과를 기록으로 남겨온 데 큰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창립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중진공은 중

소벤처기업을 스케일업해서 넥스트 유니콘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융자,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의 경제정책을 실

행하기 위해 핀테크, 전기·자율 친환경 미래차, 농생명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항공부품서비스 등 신산

업 분야의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사업체수 99%, 전체고용 88% 가량을 담

당하는 ‘9988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혁신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70%를 만들어 냅니다. 제조업이 스마트화하고, 스타트업이 죽음

의 계곡을 넘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저성장·저물가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

로 접어들었고, 대외적인 미중무역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해 온리원(Only One)의 자생력을 

키우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노비즈협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노비즈기업과 독자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엔진이며 국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1만 8천여 이노비즈

기업의 대변인이자 공감의 장이 되어 온 <INNOBIZ+>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노비

즈기업의 수는 국내 중소제조업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총 생산량의 17.8%,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39.3%를 차지하는 등 경영성과 및 수출 등 각 분야에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약 3배의 뛰어난 성과

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

적인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

추게 되었으며, 기업간 기술교류 지원과 이노비즈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이란, 베트남, 인

도네시아에도 진출하여 이노비즈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

술개발과 혁신기술로 경쟁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Scale-up)

하고 도약(Level-up)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술보증기금은 2001년 이노비

즈 인증 제도가 생길 때부터 이노비즈기업을 전담 발굴하고 있으며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매년 6조여

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였고, 앞으로도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특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INNOBIZ+>가 우리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 기획

축사

기술혁신의 중심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이노비즈기업의 소통의 

장으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INNOBIZ+>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매출은 국가 GDP의 18%를 차지하고,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2000년 1,000여 개에 불과하던 

기술혁신형 기업은 이제 1만 8천여 개가 되었습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에서 7번째로 50-30클럽에 가입했고,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자, 6대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3개였던 유니콘 기업도 9개로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 6위가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일본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의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의존을 탈피하고 산업 저변을 

넓혀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술혁신형 기업이 탄생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응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R&D 자금을 3년 이상,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협력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상생의 온기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강소기업 100 + 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속한 기술자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제조·서비스·유통 전 부문 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스마트코리아 비전을 구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제조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제조 데이터 구축·활용과 관련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제조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서비스·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는 등 AI·빅데이터 정책 범위를 서비스업·소상공인까지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이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연결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성장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10년도 기술혁신형 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영 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 상 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정 윤 모

특별 기획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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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희망메

시지와 기술혁신 가치를 전달하는 이노비즈 전문 매거진 <INNOBIZ+>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그간 이노비즈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총매출액 284조 원으로 국

내 실질 GDP의 17.8%, 국내 중소제조업 종사자 총 75만 8천 여 명 중 32.5%를 담당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오로지 꿈과 열정으로 무에

서 유를 창조한 중소기업인들에게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달려온 매거진이 

앞으로도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10년 동안 일궈온 이노비즈협회의 노하우와 쌓인 수고가 더해져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INNOBIZ+>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불철주야 하고 있는 중소

기업인분들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회사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노비즈협회 임원사에게 <INNOBIZ+>의 존재를 물어보고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솔직한 메시지를 얻었다. 

애정 어린 말 속에 담긴 <INNOBIZ+>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INNOBIZ+>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특별 기획

축사

특별 기획

Celebration

2009년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간해 이노비즈 전문 매거진으로 우뚝 선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합니다. 출범초기 1,000여 개에 불과하던 이노비즈기업은 현재 18,000개 이상의 자랑스러운 기업군

으로 성장했습니다. 더구나 2010년부터는 연평균 3만 개, 작년말까지 누적으로 28만 5천 개의 일자리

를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

기 이전 평균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4.3%, 2010년대에는 

2.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더욱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간의 통상마찰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

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개방형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타파하고 기업, 기술 개발자, 소비자들이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혁신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며 정교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 분, 이노비즈기업들이 있

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이 개방형 혁신의 주역이고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개방형 

혁신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합시다.

이노비즈협회 매거진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노비즈기업의 권익 대

변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홍래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

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의 혁신성장을 주도적

으로 이끌고 있는 18,0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 여러분의 노고에도 특별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세

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와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부당

한 수출규제 조치는 핵심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새삼 일깨워 준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환경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노비즈협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정부기관입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이 기존의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

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혁신과 규제 혁신은 결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

만과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09년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발휘하여 혁신 기업들의 규제

애로 해결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기술 중심’의 기업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 순 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최 철 안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 주 봉

3대 회장

한미숙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술혁신을 
무기로 한 이노비즈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혼자가 아니라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노비즈기업 간 융합 촉진과 혁신기업 
모델을 견인하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매거진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1대 회장

유완영

<INNOBIZ+>를 처음 받아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그 시절만큼 이노비즈기업도 함께 더욱 성장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노비즈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그 날까지 <INNOBIZ+>가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항상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5대 회장

이수태

이노비즈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눈과 귀가 되어서 좋은 정보와 기업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더욱 발전하는 
<INNOBIZ+>가 되길 바랍니다.

4대 회장

한승호

지난 2009년 <INNOBIZ+>를 처음 발간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정보와 
기술의 허브 공간이 되고자 시작한 매거진이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특히, 시작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자식이 성장해 나가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노비즈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혁신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항상 새로움을 전달하는 <INNOBIZ+>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회장

이규대

흔히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술혁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가치가 

이노비즈기업 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달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노비즈협회는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INNOBIZ+>를 매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혁신 

대변인’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회장

성명기

그 간 <INNOBIZ+>는 이노비즈기업들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은 이노비즈를 알리는 
<INNOBIZ+>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넘어서, 100년 간 이노비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잡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노비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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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회 회장

천기화(㈜한동알앤씨)

이노비즈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회원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으로 
소통하는 매거진으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주지회 회장

김종헌(광명디앤씨㈜)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정보를 제때 제공해주는 <INNOBIZ+>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INNOBIZ+>에서 
기술혁신의 좋은 정보들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

박광수(㈜에스티씨)

매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홍보하는 잡지로서, 앞으로도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100년 가는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선(㈜아리테크)

협회 매거진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간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정보와 소식을 잘 정리하여 전달해주어 열심히 챙겨본 
덕분에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유승명(㈜디엠케이)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향후에도 늘 발전하는 

<INNOBIZ+>, 이노비즈기업들의 나침반과 같은 

<INNOBIZ+>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병권(㈜엔티모아)

<INNOBIZ+>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노비즈기업은 국내를 넘어, 이제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술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협회가, 
<INNOBIZ+>가 매개체이자 전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노비즈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항상 
<INNOBIZ+>를 응원하겠습니다.

장현봉(㈜동신폴리캠)

10년 동안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INNOBIZ+>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이 항상 올바른 길을, 그리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INNOBIZ+>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병훈(텔스타-홈멜㈜)

18,0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하는 매거진으로 성장한 
<INNOBIZ+>의 1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이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와 함께 ‘이노비즈기업에게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매거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비즈기업의 동반자이자, 
이노비즈기업이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지회 회장

이동근(원광이엔텍㈜)

이노비즈기업의 성과 확산에 한몫을 한 
<INNOBIZ+>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이노비즈기업의 혁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경남지회 회장

손태호(㈜동화TCA)

우리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비즈 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린 
잡지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우리 이노비즈의 
브랜드와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지회 회장

정종태(㈜성원기업)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INNOBIZ+>가 기업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주요 전달 매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였음에 그간의 노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강원지회 회장

김천수(㈜장성산업)

이노비즈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 즉 <INNOBIZ+>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간 10년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노비즈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에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충북지회 회장

이천석(창명제어기술㈜)

이노비즈기업에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잘 
대응하며 혁신성장할수 있는 Insight를 제공하는 유익한 잡지로 
성장,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거듭 축하합니다.

광주전남지회 회장

나기수(㈜한국씨엔에스)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형 기업은 일자리, 글로벌 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군입니다. 
협회에서도 매거진 <INNOBIZ+>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노비즈기업의 목소기를 전달하고, 정부에 여러 정책 제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지회장 간담회 회장

김용덕(㈜엔티텍)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자축하고 싶습니다. 
창간 10주년을 즈음하여 <INNOBIZ+>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변지로 우뚝 서게 됨은 
모든 이노비즈협회 임직원과 회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 맺혀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20년의 미래의 개척자, 영도자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모든 임직원과 회원사들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문

임성문

창간 10주년은 걸음마 단계를 넘어 자력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계간지로서 
<INNOBIZ+>가 성장한 것은 곧 이노비즈협회가, 그리고 
이노비즈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신형 기업으로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가가 바라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20주년이 될 때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INNOBIZ+>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문

김진현

<INNOBIZ+>는 회원사 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공유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과정, 복리후생, 경영방침은 

물론, 기술혁신 의지 등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간 혁신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써 

<INNOBIZ+>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문

한만우

<INNOBIZ+>를 창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 간 

협회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장한 것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협회의 발전과 함께 해 온 

<INNOBIZ+>가 앞으로도, 

그리고 언제나 협회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노비즈를 넘어, 혁신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매거진이 되길 

기원합니다. 
대표부회장

신오식(㈜일진커뮤니케이션)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 전 한승호 회장 시절, 이노비즈를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창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창간 10주년은 

매우 뜻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매거진으로서 

당당한 위상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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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쉬엔비)

<INNOBIZ+>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INNOBIZ+>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노비즈의 
대표 잡지로서 20주년 30주년 후에는 더욱 승승장구하는 
<INNOBIZ+>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김도영(오마샤리프화장품㈜)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 후 더욱 
발전된 이노비즈협회가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세규(현대아이씨티㈜)

산업 분야별 기술 전문기업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단체인 
이노비즈협회에서 매거진을 창간한지 10년이 되었군요. 
지난 10년간 알차고 생생한 정보 전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업 기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지식과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효경(㈜디엔비)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알리는 잡지로서,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가치를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노비즈기업들의 대변인의 역할도 부탁드리며, 
저 역시 <INNOBIZ+>후원자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배민자(㈜지니테크)

지난 10년 동안 18만 이노비즈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며, 
기술혁신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노비즈인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박지윤(지인디자인㈜)

<INNOBIZ+>를 만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이노비즈기업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이노비즈 
브랜드화에 노력하는 매거진이 되시길 
바라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변용근(㈜이피텍)

이노비즈협회 매거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환경에서 회보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노비즈 가족들의 현황과 시장변화를 잘 실어주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됨을 감사드리고 항상 발전하는 
이노비즈협회가 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김정혁(㈜사이버테크프랜드)

협회 매거진 <INNOBIZ+>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술혁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거진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유형(㈜디쌤)

중소기업과 함께해 온 <INNOBIZ+>는 
지난 10년간 이노비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는 전문 
매거진으로 우뚝 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힘찬 발걸음을 이어주시기 바라며 저 
역시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임형택(㈜태강기업)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은 우리 이노비즈기업인들에게는 큰 산을 하나 넘어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는 제2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혁신과 도전’ 이노비즈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유익한 기업의 잡지로 더욱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김국현(이니스트에스티㈜)

이노비즈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으로 

20년, 30년에도 이노비즈의, 이노비즈를 위한 

<INNOBIZ+>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대윤(대한제약)

늘 어려운 시기마다 혁신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노비즈기업들 회원사와 더불어 협회 

매거진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이노비즈기업의 중요성과 새로운 정보전달을 

위한 꾸준한 정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상태(㈜씨앤에스링크)

10년의 세월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가치를 알려준 매거진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발전하는 이노비즈의 얼굴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이진우(㈜하이로닉)

<INNOBIZ+>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세대 마케팅이 중심인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항상 젊은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의와 혁신을 선도하는 협회 
매거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근호(㈜주인정보시스템)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10년을 올곧이 함께 

했다는 것은 향후 20년을 넘어 100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노비즈기업을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애정을 담아 인사말을 보내주신 협회 
임원사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인걸(㈜은성일렉콤)

매거진 창간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하였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와 경제정책과 

산업트렌드를 연결시키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치 사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매거진이었습니다. 이노비즈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매거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기현(㈜미경테크)

와우~10주년! 이노비즈 혁신의 전도사 매거진 
<INNOBIZ+>가 10주년을 맞았군요!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의 지향점을 더욱 더 밝혀주는 
등대로써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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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창립된 이래 2009년 11월 <INNOBIZ+> 창간을 통해 협회 및 회원사 

안팎의 소식과 산업경제·경영혁신 정보, 기술 트렌드 등을 널리 소개해왔다. 창간 이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뤄왔고, 이노비즈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다. 특히 협회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글로벌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이노비즈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글로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술혁신 증진을 위한 미래적인 비전을 살펴본다.

<INNOBIZ+>와 함께한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글로벌 진출을 위한 10년의 스토리

글  ●  편집실

협회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트렌

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춰 스마트공장, 기업·

기술 간 융복합 활성화 등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건실한 국가경제의 디딤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2009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을 기점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며 이노비즈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다. 첫해 1,80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연평균 3만 

개 이상, 총 28만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으

로는 처음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2010년)하는 등 고용노

동부 청년인턴제 최우수기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입지

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일자리창출 유공 단체 정부포

상 대통령 표창 수상,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등 우리나

라 일자리 창출의 중추기관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았다.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이 청년층의 장기재

직 및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노비즈기업에게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을 중심

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저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

작했다. 2018년까지 총 7,390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을 

달성했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노비즈협회는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해왔다. 본회

와 전국 9개 지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선 결과, 

6개월 만에 총 1,718명의 실적을 달성해 대외적으로 주목을 끌

었다. 한편,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우수 인력을 발굴해 기

술인력 수요가 큰 이노비즈기업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

어지도록 앞장서기도 했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국립마이스터고 3개교(구미전자

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에서 총 635명의 우수 기

술인력이 이노비즈기업에 취업했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도 병행 중이다. 특성화고

의 경우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812명의 채용 연계를 

진행하며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등급(2018년)을 받

기도 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기업경쟁

력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과 견실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

을 전략화하고 있다. 향후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노비즈기업들이 양질의 인재 확보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 기획

Story

896.68 m
<INNOBIZ+>의 페이지를 모두 이으면 그 길이는 얼마만큼일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2,009

62,753
96,651

134,018

164,282

196,920

231,179

266,839

285,446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단위 : 개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누적 성과

협회 매거진 <INNOBIZ+>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협회는 지

난 2009년 제4대 한승호 회장 재임 시 이사회를 통해 매거진 

창간을 결정한 후, 10년간 39권(10주년 특집호 포함)을 발간해 

왔다. 그 사이 15,000여 개였던 이노비즈기업은 18,300여 개

로 확대됐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

다. 2017년 말 기준 평균 매출액 157.1억 원, 수출액 70.7억 원, 

평균 종사자 41.9명, 산업재산권 11.4건 등 경영성과 측면에서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GDP의 17.8%, 종사자 비중 32.5%, 중소기업 수출액의 

39.3%를 담당하면서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동안 <INNOBIZ+>를 발행하기 위해 60여 명의 편집위원이 함

께했으며, 이노비즈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계 경제 트

렌드에 맞춘 정확하고 무게감 있는 콘텐츠를 싣고자 노력해왔

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협회는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일

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에 많은 힘을 쏟았다.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연평균 수출액은 2010

년 46.3억 원에서 2017년 기준 70.7억 원까지 성장했다.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국내 총 생산량(GDP)의

기준 : 중소기업 총 수출액 1,016억 달러 기준 : 국내 실질 GDP 1,597조 원

39.3%
17.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현재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42.5%

세계일류상품생산 이노비즈

574개

244개

WC300기업 이노비즈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월드클래스 300)
(중견기업 제외)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82.5%

166개
137개

코스닥기업 이노비즈

자료 한국거래소(KRX)

코스닥 상장사의

45.8%

1,014개

465개

*기준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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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말레이시아형 
이노비즈 인증제도 
‘InnoCERT’ 전수 

국내외 기술 
교류 시범사업 추진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치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설치, 
덴마크 기술교류 진행

한-베트남 
기술교류 협력 MOU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술교류 실시

한-베트남 
기술교류센터 설치

인도네시아·페루에 
이노비즈 인증제도 전수, 

터키·우즈베키스탄 기술교류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간접수출금액 포함,  
수출금액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 조사

* 단위 : 억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6.3
49

54

60.8
63.6

68.7 70.4 70.7

이노비즈기업 연평균 수출액세계의 문을 두드리다, 글로벌 지원 사업

이노비즈협회는 해외시장 진출에 뜻이 있으나 수출 전문인력

과 홍보·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

업을 위해 2008년부터 글로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3~4개의 해외 전시회을 선별, 공동관

을 구성하고 파견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수출 저변 확대

와 수출 촉진을 꾀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30개사 이상, 누적 

287개사가 참여했고, 올해의 경우 4개의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구성해 40개사가 참가했다.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노비

즈기업과 해외기업이 상호 기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고, 베트남을 시작으로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등 기

술교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상품

무역이 아닌 기술교류 비즈니스를 통해 기술 라이센싱, 부품

소재·장비 수출,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무역을 추

진하면서 그동안 기술교류 37회를 진행하고, 47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275건의 협력기업매칭이 진행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

술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

는데, 이것은 보다 신뢰성 높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이란·베트

남·인도네시아 등에 중기부와 함께 기술교류센터를 설립, 운

영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레이시아에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전수·운영(InnoCERT)하

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1년까지 페루에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에 나서며 국내기

은 업력이나 기업 규모로 볼 때 지역경제를 선도할 능력을 갖

춘 곳이 많고, 일부 이노비즈기업은 실제 지역 대표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 만큼 존재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에 

협회와 지회를 중심으로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

평가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이노비즈기

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

를 키우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높다는 인식 전환

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중 수출비중

이 10% 미만인 만큼,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와 지원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제공되

업과의 기술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식 경제개발 원조 모델) 

사업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에 이노비즈 인증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을 진출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

원국가를 현재 5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미국·프랑

스)에서 11개국(기존 5개국 + 우즈베키스탄·터키·러시아·

페루·중국·바레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교

류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미수출 기

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기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

다. 또 이노비즈 인증제도 해외전수를 통해 이노비즈 국제 표

준화 기반 마련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경제의 힘, 
이노비즈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할 것

변화무쌍한 대내외 환경에서 이노비즈기업이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금까지의 이노비즈협회 전략체계를 새로이 수립해 미

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

하다. 그동안 이노비즈협회는 ‘SPEC-UP 전략(2011~2015년)’

과 ‘5-10-15 전략(2013~2017년)’을 기획, 활용함으로써 이노

비즈기업의 성장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지원해왔다. 물론 정

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변화 

움직임도 꼭 필요하다.

현재 당면한 이노비즈기업의 과제는 크게 ‘국가경제 선도’, ‘양

질의 일자리 창출력 배양’, ‘글로벌 경쟁력 확충’, ‘4차 산업혁

명 대비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살펴보면, 독일의 히든 챔피

언처럼 이노비즈기업이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노비즈기업

는 해외 진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기업들의 해외거점 확대

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소

비자 맞춤형 생산, 즉 소량-다품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업

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회

원사 중심의 공동연구, 협업, 해외 진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협회는 ‘일자리’, ‘글로벌’, ‘기술혁신’ 분야별 목표 

달성을 통해 2022년에는 국가 GDP의 20%를 담당하고, 국민

소득 4만 달러 달성에 기여해 국가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을 지

속 추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주역이자 

국가경제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다.

이노비즈협회 5개년 계획 지속추진(2018~2022년)

일자리 (76만 명→100만 명)

글로벌 (389억＄→500억＄)

기술혁신 (3.15%→3.6%)

‘국가경제의 힘’
GDP(17%→20%)
 국민소득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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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경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위협과 도전을 혁신으로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그런 우

리 앞에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 위기

를 기회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성찰하고 즉각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은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측

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축적하여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에는 공통적

으로 ‘사람’이 있다. 즉 사람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 IMEC을 살펴보자. IMEC은 

1984년 루벤 시에 세워진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2조 원의 

연구시설에는 70여 개국에서 온 4,0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와 스마트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에 매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7,600억 원의 연간 수입을 내고 있

으며 반도체 시장 성장에 힘입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IMEC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삼성, SK하이닉스, 

인텔, TSMC, 글러벌파운드리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시장

을 좌우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AMAT, ASML, TEL, KLA-Tencor 등 세계 최대 장비회사와 

재료·소재 회사 등 200여 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가 모여 

있다. 이들은 상호 간에 협업과 경쟁을 통해 차세대, 차차

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IMEC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의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연구소에 불과했다. 그런 IMEC

이 현재 총수입의 70%를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하는 자생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 

덕분이었다. 

축적을 쌓아가는 것이 경쟁력이다

필자는 2015년,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를 IMEC 300mm 연

구시설에 도입하여 3년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

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극복을 통한 성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축적 중요성과 해외 진출 방법을 깨

우칠 수 있었고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몸

소 느꼈다. 

차이를 만드는 
축적의 힘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세계의 강자로!
글  ●  김태곤 한양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교수

연중 기획

Column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축적하여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의 답에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있다. 즉 사람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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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세계시장 진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

위 차지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제때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

장 흐름에 맞는 전문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

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기업과 학교라는 현장에서 보면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 사이에 신뢰가 손상되

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 등 제품 생산에 있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산 품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기술로는 세계 최고이다. 하지만 

품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자문할 때다. 물론 제품 생

산과 품질 개선을 동일하게 놓고 품질을 이야기할 수 없으나, 전문 인력의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은 제품 품질 향상 전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인 중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피드백은 교육자와 학생의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매

제로써 품질 향상에 핵심요소이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의 

교육 환경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습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예로 IC-

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중심의 교육 방법을 수행하고 있

다. IC-PBL은 기업에서 제시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을 위해 실질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내용과 교수법 혁신을 통해 기업에

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전

문 인력들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위기 타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기업이 참여할 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무역 문제를 넘어 세계의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험

치를 축적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 삼아 바로 지금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축적의 힘을 쌓아 어려운 국면을 이겨

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학교의 교육 환경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예로 IC-

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중심의 교육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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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

일 「외국무역법」상 수출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일본은 1차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이상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였고,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해당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러한 영향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

려가 있어 금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우려하는 이노비즈기업들

정부에서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기업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과 소부장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도 이노비즈기업들을 대상

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 정도 파악과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

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79개의 업체들로부터 의견

을 수렴하였다.

협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중간 보고 결과에 의하

면 수입기업 중 14.7%인 41개 기업, 수출기업중 11.0%에 해당하는 31개의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피해 상황으로는 

생산 불가에 의한 공장가동 중단, 매출규모 축소, 조달 단가 인상, 시장점유율 하

락 등 다양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응답 기업 중 수입기업

은 ‘수입 품목 허가 지연 또는 거부’가 82건(31.0%), ‘생산 차질 따른 매출액 감소’

가 58건(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은 ‘일본과의 거래 감소 따른 

수출 실적 하락’ 75건(40.0%), ‘타 수출처 확보를 통해 영향 최소화를 위한 추가 

노력’ 43건(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적극적인 대응책 공략에 나서다

이노비즈,

글  ●  김현철 수출 기업의 피해 현황은? 수입 기업의 피해 현황은?

거래 감소에 따른 
수출 실적 하락 

75건

40.0%

타 수출처 확보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노력 절실

43건

22.7%

기타

37.3%

수입 품목 허가  
지연/거부
82건

31.0%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액 감소

58건

21.9%

기타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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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책이 없는 기

업이 전체의 58.3%(163개)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대체품목을 찾

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이 58건(32.1%), ‘대응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움’이 41건(22.6%),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이 부족함’이 20건(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일본을 대체할 국가가 없다’거나 ‘국산화가 

자체가 불가’라는 의견도 각각 15건(8.5%), 10건(5.7%)로 나타나 개별 기

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일본 수출규제는 해당 품목의 거래 업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 정보를 수시 확인할 것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

과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98건(21.9%), ‘대·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및 구매조건부 R&D 등 국산화 기술개발’ 83건(18.6%), ‘안

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거래선 발굴 지원’ 57건(12.8%), ‘제품 개발과 판

매에 필요한 인증 및 규제 개선’ 46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어 이노비즈기업

들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국내 기업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작’ 28건(6.3%), ‘수출규제 대응 세미나 및 기업체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24건(5.4%), ‘융복합기술교류 사업 등을 통한 유럽, 미주지역 

등 수입국 다변화’ 18건(4.0%) 등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협회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항목들로 향후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으로 제도화

할 예정이므로 이노비즈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협회 기술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선진 기술 제휴 시도

협회에서는 기존의 기술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기

술 교류, 개발 정보 제공 등의 플랫폼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융복합기

술교류 사업을 독일, 스위스 등의 기술 선진국들과의 제휴로 확대할 계

획을 가지고 중기부에 건의 및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이노비즈

기업들이 주요 대체국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협회에서 교류 

중인 프라운호퍼연구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실제적으로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 대립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

리의 대화,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전환기를 맞이할 듯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나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여서 일본과의 경제 갈

등은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겠지만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상황의 

위기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R&D, 수입 대체품목

에 대한 연구개발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

에 우리 이노비즈기업들은 미뤄왔던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정부의 지원

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협회에서는 기존의 기술교류 

플랫폼을 활용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기술 교류, 개발 정보 

제공 등의 플랫폼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융복합기술교류 

사업을 독일, 스위스 등의 기술 

선진국들과의 제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응책이 없는 이유는?

대체품을 찾는데 

많은시간이 소요

20.7%

대응을 위한 

자금충당이 어려움

20.7%

국산화 불가 또는

대체국가가 없다

13.4%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

8.5%

기타

36.7%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가?

없다

56.7%

있다

43.3%

일본 수출규제 피해에 따른 기업들의 대정부 건의 사항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98건

21.9%

대·중소기업 간 공동개발 및
구매조건부 R&D 등
국산화 기술개발

83건

18.6%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거래선 발굴 지원
57건

12.8%

제품개발과 판매에
필요한 인증 및 규제 개선

46건

10.3%

기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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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없는 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다

㈜HPK 
조창현 대표

OLED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다른 기술에 비해 색감과 명암을 한층 풍성하게 표현하는 따라갈 

수 없는 장점 덕분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제기되는 불량화소 문제와 높은 생산비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그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HPK의 ‘불량화소 복원 기술’은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HPK를 찾았다.

HPK의 전문 분야는 레이저 응용 기술 기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문 장비 개발이다. 카메라 모듈의 

품질 검사기기부터 올레드 불량화소 복원 장비 등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가는 각종 기기를 망라하는 

것이 HPK의 특장점이다. 

OLED 불량화소 복원, 
디스플레이 기술의 새 지평을 열다

OLED 소자는 대단히 미세해서 회로에 작은 먼지라

도 내려앉으면 마치 도로에 커다란 바윗덩이가 내

려앉은 듯한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 더욱이 OLED

의 패널은 열에 약한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디스플레이 회로 복원에 이용되는 레이저 기반 열

적 복원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결국 불량패널

은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체에만 수

천억 원이 소요되었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상품의 생산 단가에 반

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HPK가 선보인 OLED 불량화소 복원 

장비는 국내외 업계에게 혁신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PK는 많은 고난

을 겪어야 했다. 당시 OLED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

술이라 샘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개발 후

에도 실제 불량 화소를 복원시킬 수 있는지 검증 과

정을 거쳐야 하는데 샘플을 구하기 어려우니 검증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기계개발연구원과 독일 업체와 국제 공동 개

발을 진행했는데, 물리적 거리도 어려움이었지만 의

사소통의 문제도 있었어요. 개발 비용은 정해져 있

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엔지니어를 채용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기존의 레이저 복원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서 해결책이 된 것은 기존의 나노초 레이저, 마이크

로초 레이저보다 훨씬 파장이 짧은 펨토초 레이저

였다. 레이저 한 파장이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주변으로 열이 퍼지게 되는데, 펨토초 레이저

는 열전달 효과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파장 당 걸

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초정밀 회로를 복원하는

데 높은 효율을 보였다. 

“현재 저희의 불량화소 복원 기술은 차량 디스플레

이, 광고 디스플레이, 빌딩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

이 등 각종 시각 장치의 유지 보수에 사용될 정도

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기술이 인정받으면서 한국

에서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하는 2017년 산업기

술성과로 뽑혔고, 유럽 유레카 총회에서는 Eureka 

Innovation Award 2017을 수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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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 감성(강점)에 디지털을 입혀라

Interview | ㈜에이비엠 김병철 대표

믾쿮킮헒얃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시장

의 분위기도 뜨거웠다. 2016년에는 299억 원을 기록

했던 매출이 2017년에는 622억 원, 2018년에는 824

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의 수도 

설립 당시와 비교해 60배 이상 늘었다.

국경을 넘어선 연구개발, 시장을 향한 투자

HPK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억에 달하는 매

출을 경신하는 과정에서도 R&D에 투자하며 신기술

을 선도하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반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

하는 뚝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기술 개발을 통해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잡아 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지

만,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

정이 필요하지요. 기술을 개발한 뒤 고객사를 탐색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객사와 신규 장비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100% 만족

시킨 뒤 상품을 내보내는 것도 투자 손실을 줄인 방

법입니다.”

HPK가 현재 집중하는 분야는 탄소 소재 국산화 프

로젝트다. 2019년 말에는 연구 성과가 나올 예정이

고, 2~3년 후에는 양산화를 내다보고 있어 또 다른 

미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선점한 시장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다. 특히 장비를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야말

로 24시간 A/S 서비스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 실제 

HPK의 장비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지에 수백 대가 

가동 중이다. 비상시 즉각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신

속한 수리를 제공하는 것도 HPK가 자랑하는 경쟁

력 중 하나다. 그 결과 작년 ‘3000만 불 수출의 탑’

을 수상할 정도로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10~20년을 이끌 신규 사업 창출로 한국의 히

든 챔피언 중견기업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 모토처럼 ‘상상을 현실로, 우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업 HPK’가 되고자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HPK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글로벌 기

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저희의 불량화소 복원 기술은 차량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빌딩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등 각종 시각 장치의 유지 보수에 

사용될 정도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기술이 

인정받으면서 한국에서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하는 2017년 산업기술성과로 뽑혔고, 유럽 

유레카 총회에서는 Eureka Innovation Award 

2017을 수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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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진영 KMAC 어드바이저리 그룹 부사장

디지털 제대로 바라보기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해결해야 할 두 개

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모든 지표와 전문가들

이 예상하는 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

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다.

장기 불황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일본의 잃어

버린 20년이다. 한때 재패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슈 된 적이 있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

의 늪에 빠졌던 현상을 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사

회구조와 산업구조가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재패나이제이션의 위험이 높은 나라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유사성을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왜 헤맸었는지, 그 와중에

서 기업들은 어떻게 불황의 터널을 헤쳐 왔는지, 그들

이 겪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오

히려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오해가 있다.  특히 너무 기술적인 면에 집착하는 경

향이 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후, 일명 ‘인공지

능 공포증(AI phobia)’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사람이 증가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AI를 활용해 새

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인공지능을 활

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

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AI는 공포의 대상도 아니

고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 빅데이터, AI,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도구 활용에 앞서 우리는 진화한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생태계의 변화와 진화하는 고객을 이해하라

최근 1980~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강한 구매력을 가진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

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브랜드’보다는 

‘자신이 세운 가성비’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며, 미래보

다는 현재를, 소유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이제

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객들이다. 이들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환경 변화에 따른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들

이 다른 채널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고객들

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잡으려는 어종이 바뀌면 어

선을 바꿔야 하듯이 변화한 고객에게 선택을 받으려

면 경영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먼저 코어에 집중하라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대로 해서는 고객들로부

터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라

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점과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여 고객들에게 우리

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상품)만

이 아닌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명품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이 있다. 상품의 가성비를 높이

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하거나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아쉬움, 불편함 등의 페인 포인

트(Pain Point)를 파악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상품의 가

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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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시대의 
생존법

Global

Issue & Trend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두지 않고 소비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아마존이 웹사이트에서 평점 별 4개 이상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4스타’를 오픈했듯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가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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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점에 디지털을 입히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고객의 행

동 특성 및 구매 패턴, 잠재 니즈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서,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전략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역량과 

경험, 인적성과 성향 등 HR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

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생산성 및 서비스를 획기적인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백화점에서는 VVIP들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최고의 베테랑들을 전담직원으로 배

정을 하는데, 문제는 젊은 VVIP들이 과거와 같은 스타

일의 서비스에는 거부감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백화점은 먼저 담당 직원들의 HR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신흥 VVIP의 성향에 맡는 담당자를 매칭 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만족도의 향상과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온-오프라인(On-Off line) 채널의 통합으로 접점을 확

대할 필요도 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만으로는 고

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고객들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절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

이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

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다시 온라

인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매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두지 않고 소비하는 고객

들을 잡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의 통합이 필

수적이다. 아마존이 웹사이트에서 평점 별 4개 이상

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4

스타’를 오픈했듯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가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최근 많은 전통 기업들이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

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례를 보게 된다. 이처럼 변화

의 물결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위기를 뛰어넘어 살아남고 싶다면 디

지털의 발전을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이노비즈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이 될만한 책들을 소개한다.

Book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

저자 오진영

출판사 kmac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내수시장의 경

기가 안 좋고 매장에 고객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실적 부진의 원인

을 시장이나 고객 탓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지금 거의 모든 기업에 공통된 고민거리는 

장기 불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메가 트렌드인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이다. 그

간 글로벌 기업들이 노력해 왔던 고객 만족 경영을 재조명하는 이 

책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고객 만족 경영의 추진방법을 알아

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리더라면 알아야 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알면 프로젝트가 보인다

저자 민택기

출판사 노드미디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늦어진 경험

을 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곤 한다. 이때 필

요한 것이 프로젝트 관리다. 문제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개념이 국내

에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를 접하지 못한 사람

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 책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중소형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

로 프로젝트 관리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나 

중간 관리자로서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는 사람이라면 프로젝트 관

리 방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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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큰 도약을 이루어 가는 기업!

에이비엠은 지붕 패널을 전문 제작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지붕 패널이란 건축에 필요한 지붕 패널 

형태의 지붕인데, 1992년 창립한 이래 이 사업으로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일체형 패널을 개발 출시하면서 업계에서 차츰 두

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업계 후발주자이다 보니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더 걱정해야 할 만큼 녹록지 않은 시

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 개발을 포기할 수 없어 

10명 남짓의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지붕 패널 제작

에 몰두했어요. 때로는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고, 원

하는 스펙이 나와주지 않아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

죠. 하지만 전에 없는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

진 것이 일체형 패널입니다.”

에이비엠이 일체형 패널을 만들기 전 국내 지붕 패

널 시장은 여러 겹의 코팅과 조립을 반복 작업해 만

드는 것이었는데, 이 기술 개발을 통해 한 번에 설

치가 가능해져 시공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안전성도 뛰어나 제작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대부분 계약으로 이어진 결과, 순식간에 매출액이 

연 300억 원에 이르렀다. 초창기 10년간 연 10억 원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일취월장한 성과였다.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벡스코, 부산신항의 창고 지붕 

패널이 에이비엠의 제품이다.

“우리 회사가 단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술혁신 뿐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한 분야

에 집중해 경험을 쌓고 노력을 더하면서 기술 개발

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조금씩 기술이 좋아지고 있

다는 것을 알았기에 실패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

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제품을 선보

일 수 있었어요.”

건설·ICT·에너지까지 아우르는 혁신

에이비엠은 2003년 이후 기업 성장이 궤도에 올

라 어느덧 비철금속 아치 패널 분야 1위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병철 대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로 태양광 사업

이다.

“일찌기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지구 온난화 

방지가 인류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화석연료, 원자력 대신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었죠. 저도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인류에

게 열려 있는 하늘의 빛을 자원화할 수 있다면 얼마

㈜에이비엠
김병철 대표

기술혁신을
무기로
태양에너지를
자원화하는
기업

㈜에이비엠은 비철금속 아치 패널 분야에서 부동의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지붕 패널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일체화시킨 신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끌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설치하는 등 건설 분야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탈바꿈에 성공한 

강소기업이 바로 에이비엠이다.

Innovation

Interview

創
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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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rend | 참여하는 인재, 성과를 내는 인재 ‘협업지능’

Interview | ㈜티라유텍 김정하 대표

핆핺퍟컿픒�핊핞읺��

나 좋겠어요? 아무리 써도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광인데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

요. 어쩌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

는 대기업, 글로벌 리딩 기업이 없으니 승산이 있다

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사업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기술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역시 이 

분야에서도 에이비엠은 후발 주자다. 하지만 그는 

여러 태양광 전문기업들을 탐색해본 바 오히려 자

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선발 기업들이 태양광 기

술 자체는 앞설지 몰라도, 건설 분야에서 많은 경

험과 실증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에이비엠이 되려 시

장 친화적인 기술을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치대를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와 눈, 바람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설비 자체가 무거워 건

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단점이 명확했습니

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태양광 발전 모듈과 지붕

을 일체화한 형태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지붕 역할

도 하게 되니 새로 건축하는 건물이라면 별도로 지

붕 시공을 할 필요가 없죠. 때문에 공사 기간도 반

으로 줄고 비용도 1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

니다. 일체형인 만큼 동일 면적당 발전량이 늘어나

므로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각종 시설물 가동에 활

용될 수 있고, 판매할 경우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도 있어요.”

이 기술은 제832호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지금은 혹한과 강풍 등 기후조건이 남다

른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 설치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전국에 약 50여 곳에서 성공적으로 가

동되고 있다. 에이비엠은 BIPV를 통해 태양광 발전

의 효율성을 높이고 ICT, IoT와 융합하는 기술적 노

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기술혁신만이 살 길, 
‘새로운 것이 새로운 시장을 갖는다’

김병철 대표는 에이비엠이 꾸준히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상상을 하고, 그것을 현실

로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기업의 

존폐, 흥망은 능력이나 자본 여력이 아니라 ‘상상하

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생각이다.

“기업이 비전을 그리지 못한다면 오늘에 안주해 내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뼈

저리게 느낀 게 있다면, 내일 쓰일 기술을 오늘 개

발하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는 여전히 누구나 만들

고 있는 지붕 패널을 제작하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작은 아이디어, 작은 개선도 절대 허투루 보지 말고 

생각을 더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시장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으로서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

아붓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일 수 있다. 그러나 혁

신적인 기술 없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작금

의 기업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기술력이야말로 우

리의 살 길”이라는 그의 말이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쉼없이 기술을 연구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할 것이라는 그의 말이 명징하게 들린다.

a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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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인재, 성과를 내는 인재

협업지능

글  ●  김홍진 Work Innovation Lab 대표(전 KT 사장)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IQ나 EQ가 아닌 새로운 수준의 지능이다. 바로 협업 지능, CQ(Collaborative 

Intelligence) 말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

대한민국에 파괴의 물결이 덮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 이전에 기존의 제도, 사

업모델, 일자리 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저출산 초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교육, 

의료, 연금, 보험, 산업구조 등에 파괴적인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평균보다 

2~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온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나타나는 한반도의 이상기후는 

열해, 냉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의 생태계와 농수산

물의 분포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또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생

산,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1%대 하락, 소비자 물가상승률 0%대 

등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헤어 나올 수 없다.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을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 기업

의 전략, 개인의 활동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기업이 해야 할 일에서 손을 

떼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바꾸는데 힘써야 한다. 물이 고이고 

썩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많은 기업이 창업되고 R&D가 이루어져도 기업

가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규제에 묶여 버리면 더 이상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없다.

더불어 기술과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

라 기술이 기업을 키우고 국가 경제를 융성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 한다는 뜻이다. 애

플, 구글,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등에서 보듯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새로운 마케팅 기법, 새로운 소비자 가치에 의해 전혀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

달아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다우지수 구성 30개 기업에서 초년 멤버였던 GE마저 퇴출

되었다. 지난 122년 이상 유지해온 미국의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된 것이다. 대량생산

체제에 체득한 20세기 방식으로는 기업이 더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100년 이상 이어

온 전통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온갖 종류의 관리보다는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핵심 가치를 만들

어내지 못하면 글로벌 승자독식 시대에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즉, 이 시대에 맞는 경영방식

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Work

Issue &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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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협업(collaboration)’이다. 탭스콧 그룹 

CEO  돈 탭스콧은 “협업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Collaborate or perish)”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조직의 미래는 협업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높은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는 ‘협업 지능’, 즉 CQ가 필요하다.

CQ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개인은 일하는 방식(T3W The 

Way We Work)을 바꾸고 기업은 일터(workplace)를 변화시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기업의 역할부터 살펴보자. 기업은 소통을 강화해 집단적 창의를 촉진해야 한다. 수평

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직원들이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갖도록 해

야 한다. 체면, 눈치, 쓸데없는 의전을 챙기느라 소비하고 있는 불필요한 업무를 중단

시켜야 한다.

제도, 문화, 공간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다. 그래야 창의적

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

대될 수 있다. 아울러 근무환경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출산, 육아 및 노령인구에 대한 

가족 간의 돌봄을 늘려야 한다. 공간은 개방적으로 바꾸고, 사유공간을 최소화하고 공

유 공간을 늘려 협업하기 위한 기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변화는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대로 혼자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하며 일해야 한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보다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인 것

이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 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그 기본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부

터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의 운영, 기업의 경영, 개인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21세기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협업(collaboration)’이다. 

탭스콧 그룹 CEO  돈 

탭스콧은 “협업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Collaborate or 

perish)”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조직의 미래는 협업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협업 

지능’, 즉 CQ가 필요하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
21세기 기업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협업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책을 소개한다.

Book

리더 반성문 

저자 정영학

출판사 더난출판사

그 세계에서 리더들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은 직원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문화, 언어, 취미, 

전통, 업무 진행 방식 등 새로운 스타일과 사

고방식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늘면서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심리적 격차는 커지고 있다. 원

하든 원치 않든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 관리와 리더십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기 강사인 저자는 25년간 경영 현장을 누빈 

경험을 살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리더들이 주

로 고민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

하고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오늘 하루, 나는 진짜 리더의 일을 했는가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HR의 핵심은 조직문화에 있다

리더의 마음

저자 홍의숙

출판사 다산북스

성공적으로 조직을 경영한 많은 리더들은 한

목소리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

는 리더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에 

집중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을 움직이는 것, 이 어렵고도 고독한 일을 해

내는 사람이 결국 성과를 높이고 사람을 이끄

는 리더가 된다는 의미다. 이 책은 국내외 최

고 리더들을 가장 가까이서 코칭 해 온 저자

가 선보이는 한국형 리더십에 적합한 코칭 책

이다. 국내외 3만 명이 넘는 최정상 리더들을 

육성해오며 얻게 된 ‘어떻게 하면 권위와 자

존감을 세우면서도 신뢰와 성과까지 거머쥘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담겼다.

조직문화 핀 포인트

저자 신경수

출판사 클라우드나인

20여 년간 HR 전문가로 근무한 저자가 조사

한 데이터와 직접 경험한 현장 사례들을 토대

로 한 책이다.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팀

원 때문에 고민하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조직

문화 개선의 중요 4대 축인 신롸-소통-리더

십-동기부여를 만드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조직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신뢰와 안정, 창

의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이해, 리더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하 육성, 마음과 행동

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 방법까지. 조직문

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테마를 정

확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방안 마련을 책을 

통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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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90%가 기술 인력, 
인재 확보가 곧 경쟁력

티라유텍의 전신은 2006년에 창립한 유테크솔루

션이다. 유테크솔루션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2008년, 모회사로부터 독립하게 됐다. 초기에는 생

산관리인 제조실행시스템(MES) 분야에서 사업을 시

작했다. 이후 설비자동화 솔루션, 공급망관리 솔루

션(SCM), 물류이송 로봇(AGV, Automated Guided 

Vehicle) 솔루션 등 영역을 넓히며 거침없이 기업 성

장을 일궜다. 

현재는 삼성전자, 삼성SDI, SK이노베이션, SK하이

닉스, LG전자, LG화학, 한화큐셀, 동우화인켐, 대덕

전자, SFA반도체, 에코프로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꾸

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명실 공히 ‘국내 대표 스마

트팩토리 솔루션 공급업체’로 발돋움한 티라유텍. 

지난해 매출액 227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매

출액은 1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김 대표는 티라유텍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적극적인 인재 확보를 꼽았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자사만의 기술력 확보에 

몰두해 왔죠. 결과적으로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을 설

치해 할당비율 준수를 고려한 메타 휴리스틱 기반

의 생산 계획 방법, 제조업체 간 협업 플랫폼 관리

시스템 등 14건의 산업재산권(특허권 10건, 저작권 9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티라유텍은 개발 인력 비

중이 90%를 차지합니다. 연구·개발(R&D) 역량 강

화에는 인재 확보가 우선 과제였기에 적극적으로 

고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직원 수는 2015년 110명에서 2017년에는 180명으로 

63.6% 증가했다. 매년 채용을 늘리며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

며, 김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

로부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

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일자

리 만들기도 함께 하고 있다. 

티라유텍은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 기업공개

(IPO)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 또한 보다 원활한 인력 

채용이었다. ‘상장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재를 고용

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고용률이 20%가 넘어요. 올해도 50

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했죠. 인재 확보가 기술력 

향상과 직결되기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

고, 장기적으로 더 충원하려 합니다.”

(주)티라유텍 김정하 대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분야
성공적인 사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다

티라유텍은 2006년에 창립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 업체다. 김정하 대표는 2008년 회사를 

인수해 매출 10억 원 미만이었던 기업을 2018년 한 해 매출 220억 원의 기업으로 가꾸었다. 

직원 2~3명이 근무하던 초기와 달리 현재 직원 수는 250여 명으로, 고용도 꾸준히 확대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며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티라유텍의 

성장 이야기를 들어본다.

Work

Interview

創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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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경영으로 직원과 동반 성장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한 기업에 충성하지 않고, 일자리

를 옮기는 데에 적극적이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없거나, 기업 문화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이직을 감행한다. 인재가 한 기업에 정착해 꾸준히 

성장하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 그 힘은 리더

의 신뢰에서 비롯될 것이다. 직원이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리더의 믿음 말이

다. 김 대표는 일찍이 직원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

는 신뢰 경영을 펼쳐왔다.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입

니다. 고객과의 신뢰는 물론, 경영자와 직원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

본이죠. 직원의 잠재가능성, 역량을 믿고 사내 규칙, 

복지 등을 체계화하고 정착시켰습니다.”

티라유텍은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경조사비 지원 

등 복리후생 법적 기준을 지키며 기본에 충실했다. 

또한 직원의 자기개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한

다. 회사를 다니며 학위를 취득하는 직원에게 일정 

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액수에 제한 없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직원 가족까

지 생각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혜택 등 다양한 복지

를 제공하지만 김 대표는 “복지보다 중요한 것이 직

접적이고 현실적인 베네핏 제공”이라 강조한다. 

“기본 연봉 이외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부 별로 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

하는 형태입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결실을 

직원이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워렌 베니스는 “관리자는 통

제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신뢰를 고취시킨다”고 말

한 바 있다. 신임을 바탕으로 인재와 동반 성장하는 

티라유텍이 앞으로 또 어떤 성과를 창출할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센서, 로봇 등과의 융·복

합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개발해나

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

는 동시에 해외 시장을 공략해 2025년도까지 매출 

1,000억 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직원과 협

력해 ‘국내 대표’를 넘어 ‘글로벌 No.1’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솔루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임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고용을 지속할 

계획으로 직원들과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THIRA
UTECH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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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만나다

洞
察

세상을 꿰뚫는 통찰의 힘
딜로이트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변화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시장과 고객의 요구는 점점 복잡다단해진다. 잠깐 정신을 

놓으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격변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나름의 주관으로 세상의 알맹이를 들여다보고 시의적절하게 움직이는 통찰의 힘을 길러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찰은 본질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

우리는 기원전 5300만 년 전부터 2010년까지 생성된 

모든 정보와 맞먹는 양의 데이터를 단 이틀 만에 만들

어 내는 시대를 살고 있다.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발전

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세상 만물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

니, 한 발 더 나아가 원치 않은 수많은 정보들마저 우

리 곁을 맴돌고, 그만큼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간

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우리

는 과연 어떻게 해야 시대 흐름에 무차별적으로 휩쓸

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까. 김경준 부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통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찰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 살기도 바

쁜데, 저명한 인사들은 왜 인문학과 고전의 가치를 강

조할까요? 그 안에 표면적 변화를 넘어서는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의 핵처럼 말이죠. 지

표면은 계속해서 겉껍질을 바꾸지만, 핵은 지구의 중

심에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잡아당깁니다. 본질도 마찬

가지입니다. 현상 아래에 숨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

리는 그 본질을 눈치채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

갈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통찰입니다.”

세상을 통찰하면 그 안에서 고고히 움직이는 트렌드

가 보인다. 트렌드를 읽어 내고 이해하면 시장과 고객

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어

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행

동 양식이나 사상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

고 흩어지는 유행과는 전혀 다르다. 그 속에 숨은 본

질적 변화의 모멘텀(Momentum)을 일찍 알아챌 수 있

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견지명과도 같다. 흥미로운 점

은, 세상을 통찰하는 개개인의 주관이 각각의 삶에 따

라 전혀 다른 색깔을 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는 말이 있습

니다. 우수한 자질은 타고나지만, 여기에 그만의 경험

과 인내와 연륜이 덧붙어야 비로소 뛰어난 식견, 즉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 세월을 견뎌내야 진정한 통찰이 생기고, 세

상을 통찰하는 주관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

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찰력이 생기고, 본질 위

에서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난 이  ●  신경수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이사와 딜로이트 경영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딜로이트컨설팅 부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21세기 디지털 격변의 흐름과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이해하면서 인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융합형 경영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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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Tip |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 강화,  
영업비밀 보호로부터 시작됩니다

Inno Family | 신규 회원사 소개

핂뽆찒흖믾펓몋폏힎풞

기술과 함께 시장과 고객도 바라봐야 한다

세월은 통찰력의 밑바탕이지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뼈를 깎는 자기 수양과 함께 세

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예리하게 벼려야 비로

소 본질이 눈에 들어온다.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기술력과 세상의 요구를 끊임없이 비교·분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있어

야 진정한 트렌드가 보이고, 사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

른 방향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

한 점이 있으니, 바로 사업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알고 보면 매우 엄격한 기업 운영 논

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비용

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움직

이도록 하기 위해 내규를 세밀하게 다지며, 사업을 지

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의 사업성을 치열

하게 계산하고 분석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이든 구글이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 운영·

관리 원칙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화려함만 

쫓다가는 금방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김경준 부회장은 이노

비즈기업에게 “기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

한다. 사업은 뚜렷한 아이템과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만, 너무 여기에 천착하다가는 시장

과 고객의 요구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원천 기술은 꾸준히 발전시키되, 트렌

드를 적절하게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아야 사

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만들었으니 누군가 사겠

지’하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하면, 빛나는 스타트업은 

될 수 있을지언정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

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허리를 책임지는 만큼, 이

노비즈기업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글로벌 앤 디지털’에 주목하라

최근 몇 년간 김경준 부회장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트렌드는 ‘글로벌 앤 디지털(Global & Digital)’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는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산업계도 동

물원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날로그 시대의 기업은 마치 동물원 속 동물들과 같

았습니다. 분야에 따라 각 구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

고 우리 내부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존재하며, 당국은 

각종 규제로 사방을 막아 놓았죠. 덕분에 각자의 영역

은 지킬 수 있었지만, 세렝게티 초원처럼 모든 존재가 

한 공간에서 생동하는 산업 생태계를 이루기는 힘들

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기업 환경은 다릅니다. 기

업을 옭아맸던 규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초연결 사

회(Hyper-Connected Society)의 도래로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시장을 선점하려 애

쓰고 있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노비즈기업들도 글

로벌 시장과 다양한 융합을 염두에 둔 사업을 펼칠 필

요가 있습니다.”

김경준 부회장도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도전을 구

상하고 있다. 자신의 지난날을 통찰하며 얻은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멘

토링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따라 떠오른 유튜브를 활용,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

한 콘텐츠와 통찰을 전하는 채널 운영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즉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충실히 살아가려 한다. 이것이 인생과 행복에 

대한 그의 통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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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게이오대 상학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동

경 윌슨러닝월드와이드 HR사업부에서 근무하다 일본 RMS의 한

국법인인 아인스파트너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지속성장연

구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HR 분야에서 24년 동안 종사하며, 

5권의 번역서와 3권의 책을 집필했다. 현재 <머니투데이>와 《월간 

인재경영》의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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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한 한국 경제상황에서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우수한 이노

비즈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노비즈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투자기회를 확보하여 성장하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기업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기술과 노하우인 영업비밀을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②독립된 경

제적 가치를 지녔으며(경제적 유용성), ③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기술·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6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9%가 영업비밀을 보

유하고 있으며, 해당기업 중 14%가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출 피해는 기업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2012년도에 ‘영업비밀보

호센터’를 열어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법률 전문가 등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리현황을 진단·분석하고, 대상 기업의 규모와 능

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제시해 주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여 기업이 개발한 여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

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초동 대응과 관련한 법률자문, 기업 방문교육 및 지역 

설명회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이라면 대부분의 

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노비즈기업이 이와 같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자사 영

업비밀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발전함으로써 작금의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 강화,  
영업비밀 보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법률 전문가 등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리현황을 진단·분석하고, 대상 기업의 규모와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관리체계를 제시해 주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여 기업이 개발한 여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  ●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

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대표전화  1666-0521

Benefit 

Secre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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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와 제품을 소개합니다 

㈜대한피엔씨
www.pnc21.com | 041-358-0020

▒

1984년 설립된 대한피엔씨는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효율의 여과지를 

적용한 cllex B 주름필터를 생산한다. 2015년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cllex를 상용화

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 및 특허를 보유하고 오랜 기간 현장 실증화 테스트를 통한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llex B 주름필

터는 미세분진 제거 효율을 높이 여과지를 사용하고 절곡성을 부여하여 여과면적

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기존 필터백을 사용하는 집진기에 적용 시 저차압 운전이 가

능하고 배출농도를 감소시키며, 집진기 운전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캡시스템㈜
www.capsystem.co.kr | 031-627-2580

▒

캡시스템㈜은 첨단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정밀공급장치, 농도관리장치 및 환

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약품재생·정제 장치 제조에 특화된 기업이다. 2005년 설

립 이후 화학약품 관리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해왔으며, 최근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이노비즈 인증 획득, 경기도스타기업 지정, 수출

우수중소기업 지정 등 성과를 거뒀다. 캡시스템은 자동제어 기술과 IoT 기반기술을 

화학약품 관리 분야에 적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hemical Total Management 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캡시스템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후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윤리경영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Benefit 

Inno Family

㈜렉스코
www.lexco.kr | 053-593-8220

▒

1998년 설립한 렉스코는 다수의 특허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용 트레드밀, 엘립티컬, 싸이클, 스핀싸이클 및 다

양한 웨이트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피트니스 제품 전문 

기업이다. U-Health 장비 분야에서도 운동처방 및 이력 관

리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의료 헬스케어 제품을 시장에 공급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중소기

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되었으며 스핀바이크 제품은 

독일 Red-dot award 디자인상 및 국내 우수디자인상품에 

선정되었다. 2014년 3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 

1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현재 10%이고 

일본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영업망 확대

를 추진하고 있다.

명문이엔지
www.mmeng3d.co.kr | 041-555-0641

▒

명문이엔지는 2013년 설립 이래 진공 파츠에 사용되는 정밀 

가공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알루미늄 및 SUS 재료를 

이용한 대형 챔버를 주력으로 소형 가공품까지 제조하는 명

문이엔지는 일본에 장기간 납품을 진행하여 신뢰성과 경쟁

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밖에 CVD 플라즈마 장비를 제작하

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이온빔을 이용한 CVD 코팅 및 표면 

개질 장비, 씬 필름 마이크로 홀 가공, 캐소드를 이용한 박

막 코팅이다. 장비는 인라인 및 롤투롤까지 직접 설계 및 제

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한 플라즈마 장비

는 매년 2회 일본 전시회에 출품하여 일본 유수의 연구 기

관 및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와이제이링크㈜
www.yjlink.com | 053-592-1723

▒

와이제이링크는 SMT 자동화 공정의 보드 

핸들링 기기, 레이저 마킹 장비, 라우터를 

제조 및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사다. 2009년 

6월 16일 대구 성서 갈산동에 제조 공장을 

설립한 와이제이링크는 2012년 대구 세천

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했고, 생산 거점을 확

대하기 위해 2019년 베트남 생산 법인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서 스마트팩토리솔루션, 릴타워, 매거진타

워, AGV 등 SMT 전문 분야의 지속적인 제

품 개발 및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오토모티브, 전기·전자, 방위산업, 의료

분야의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품 품질과 대

응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증

가와 더불어 국내 최고 SMT 보드핸들링 제

조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이엔디
www.jndsystem.com | 042-934-7856

▒

㈜제이엔디는 국내 최초 무선 차량 검지 센서 기반

의 실내외 주차 유도 솔루션 전문 기업이며 무선 차

량 검지 센서 기술을 상용화하여 무선 주차 유도 솔

루션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능형 무선 주차 

유도 솔루션은 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지하는 무선 차

량 검지 센서노드와 무선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실시

간으로 주차정보를 App/Web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차장 정보와 주차면 여유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영상 기반의 인공

지능(Deep Learning) 주차 유도 솔루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벤다선광공업㈜
www.benda.co.kr | 032-811-8424

▒

1986년 설립된 벤다선광공업은 우수한 수율의 

bending 및 확장 공법을 통하여 승용차 중심의 상용

차, 중장비, 농업, 선박, 산업용 엔진, T/M 구동장치의 

다양한 RING 형태의 GEAR, DRIVE PLATE ASS’Y, 

RETAINER RING, AXIE RING, INERTIA & TARGET 

RING, DRUM HUB CLUCH 등을 설계부터 FEA해석, 

소재 압연부터 반제품, 완성 제품의 제조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겸비하고 있는 전문 기

업이다. 국내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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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 2019년 7월~2019년 10월

S/W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아이오랩 고정호 iocompany.kr 소프트웨어

(주)코너스 김동오 corners.co.kr 상황인지형 위치안내시스템

(주)하티오랩 정영교 hatiolab.com ThingsBoard,ThingsFactory

세이프씨엔씨 이재승 www.safecnc.co.kr safe ERP

주식회사엠이엔터테인먼트 김윤호 me.co.kr 자사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주식회사 루넷 박기현 www.roonets.co.kr 숙박운영시스템

(주)비트러스트 김진태 btrust.co.kr IsWizTM

주식회사 에스와이소프트 서민철 www,sysofting.co.kr 입찰정보 및 분석정보 제공

주식회사 나딕게임즈 이선주 naddic.com MORPG “클로저스”

(주)에스티이지 임현길 www.steg.co.kr e-Gene™ ITSM

(주)앤썸앤모빌리티 김수신 www.andsome.co.kr Oracle ERP 컨설팅,개발

(주)와우소프트 배종상 www.wowsoft.com Print Chaser

(주)디에이치로지스틱스 원동희 www.dhlogistics.co.kr S/W

주식회사에이티지(ATG) 임강민 atg.co.kr 예측정비시스템

주식회사 씨엠엑스 이기상 www.cmx.co.kr 아키엠

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지오텍엔지니어링(주) 송영수 www.geotech.co.kr 건설.보링그라우팅시공

제너텍(주) 노규동, 노영현 www.genetec.co.kr A/L가공완제품

주식회사 테마이엔씨 임종명 . 가로등주및 부속자재

(주)헥터커뮤니케이션 김영도 www.hector.co.kr 전시부스

(주)관우공영 김학관 kwanwoodoor.co.kr 스태킹도어

주식회사세연사 이동호 www.seyeonsa.com SHT(Steel Hybrid Truss)

(주)지엘전력 정형선 전기공사

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보원메탈 이형용 www.bowonmetal.com 볼트 및 너트류

(주)해강시스템창호 박근배 haegang8005.co.kr 시스템창호

벤다선광공업(주) 유권범 benda.co.kr 자동차용 블랭크 링기어

주식회사동성사 윤태일 dongsungsa 시스템가구(시스템 선반및 수납함)

(주)렉스코 정영곤 lexco.kr 유산소기구

주식회사 태강테크 곽상남 www.태강테크.com 공장자동화설비

삼영엔비테크 김진국 원심분리기

(주)티지화이어 추승호 www.tgfire.co.kr 알람밸브

(주)에프시이엔지 강병도 fceng.net 식품성형기계제작

진성정밀금속(주) 김성욱 www.jspm-casting.com 자동차 중장비용 임펠라

(주)핸스 서승권 www.hence.co.kr 건설용 금속구조제품

아트원주식회사 엄태건 www.artone.co.kr 아트원글로밴리무진

주식회사태산플랜트 이준희 www.taesanplant.com 파일죠인트

(주)다올산업 백민곤 터널 보링 머신 이렉터

캡시스템(주) 조명국 www.capsystem.co.kr 현상액 농도관리장치

(주)에스디테크 임성춘 자동차엔진부품

주식회사삼아엔지니어링 김원동 우레탄 발포 지그 개발

(주)연일지앤에스 노병식 www.yonil.co.kr Scrap Grapple

(주)선바이오투 진봉연 sunbio2.com 산소냉온수기

(주)엠에이텍 황재기 msatec.com 자동차 차체 부품

세일정기 주식회사 이병주 www.seilpm.co.kr Agitator

대영기계공업(주) 김연숙 www.dymachine.co.kr 자동차용 A/C 컴프레샤 밸브류

동양보일러뱅크(주) 도창교 www.boiler-bank.co.kr 연관식콘덴싱보일러

(주)에스디에스 김원도 자동차 부품

재현AUTONICS 박봉경 www.jhbrazing.co.kr auto brazing m/c

주식회사 대한피엔씨 신대건 www.pnc21.com clean room

주식회사금성풍력 정동기, 정형권 www.gsfan.co.kr 송풍기

주식회사에스앤에스 김현곤 www.ckfastener.com 자동차용볼트

바이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레모넥스 원철희 www.lemonexbio.com BALLkine-2, LEM-S401
주식회사 지에이치엘 신기영 www.ghlmedical.com 멀티스파(F-7000)

주식회사플렉센스 김기범 www.plexense.com ACCEL ELISA Kit

(주)베스테크 김태영 www.vestech.kr PIOGEN-I

익수제약(주) 정용진 www.iksu.co.kr 우황청심원

전기전자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에스피에스 이 선 www.spsworld.co.kr 전원공급장치
(주)와이앤지 송호영 www.yngoptics.com 마이크로광학렌즈

주식회사 내산 임상천 산업용 테이프,전자부품(광학용 필름)

(주)이에스씨에스 이동훈 www.esc-sols.com 반도체장비제조

명문이엔지 김두한 www.mmeng.co.kr OLED 증착기용 진공챔버

대림전자 임규열 www.daelimohm.co.kr Pre-Charge Resistor 기술

(주)일신테크 손창호 www.e-ilsin.co.kr Adhesive tape 외

아즈텍주식회사 남경기 www.seaztec.co.kr/ 사파이어 잉곳

(주)한국플랜트관리 박수열 고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주)와트로직 강현모 www.watlogic.co.kr 소프트웨어

(주)세명이앤씨 섭동현 www.semyungenc.com 태양광발전장치

네스트필드주식회사 김유철 www.nestfield.co.kr DC조명컨버터

쟈베스코리아전자(주) 임창영, 임동하 jabezkorea.co.kr 자동차 컨넥터 및 케이블

(주)에코파워텍 송기택 ecopo.kr 전기배전반

(주)건우테크 선정훈 www.kwt21.co.kr 에어블로워(CANAIR)

(주)세진엔지니어링 박찬갑 www.sejineng.co.kr 태양광발전장치

주식회사 넥스윌 서원기 www.nextwill.com 8VSB Remodulator

(주)원테크놀로지 김종달 www.onetechnology.co.kr LED 전광판

(주)정원엔지니어링 김종엽 jungwoneng.co.kr 전동기

(주)비겐의료기 이선웅 globalvigen.com 개인용온열기

(주)화인컴일렉스 신순옥 타이어 검사 및 물류자동화 설비제작

샬롬엔지니어링(주) 김봉택 www.shalomeng.co.kr 전동차종합검사장치

(주)청운하이테크 전숙중, 현민 www.cheongwoonht.com ICE-Maker(제빙기)

주식회사 에스피엠 양혜령 samshinpmc.co.kr 수배전반

주식회사 비전과학 윤경주 visionsci.co.kr CENTRIFUGE

(주)아이스기술 강신섭 www.icetech.co.kr AOV(가변형오리피스밸브)

(주)큐아이티 배정환 www.bestqit.com DCDC 컨버터 외

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사람사랑 최향희 www.jjkoo.com 기능성 의류
(주)부양소재 기근숙, 정상수 자동차용 경량 Glass Mat

한가람인더스(주) 임동임 www.chrysan.co.kr 크리센 팬티형 성인용기저귀

삼성염직(주) 박재경 www.tgsstextile.com 섬유원단염색가공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글로벌테크놀로지 이철원 www.plc.pe.kr PLC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주식회사 화인글라이코 김정회 대장암, 위암 진단기술

주식회사에이토즈 이명찬, 권진규 atozstory.com 광고콘텐츠개발및 디지털마케팅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고승재 www.nexcubecorp.com 학습매니지먼트

예원디자인 신용호 시각디자인

(주)에이치엔피테크 이복현 www.hnptech.co.kr 이물질배출기

식품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해창수산 한기욱 깐쇼새우,오징어링,칵테일새우
주식회사 더하이 김정기 www.bebedang.com 유기농 쌀 떡뻥

(주)씨엔비위즈 엄시영 리얼벨지안초코케익

농업회사법인(주)송이애 최종익 www.songeae.com 버섯

주식회사자인 최기홍 www.jainn.co.kr 곡물과일과자,곡물야채과자 외

농업회사법인한둘주식회사 신덕재 www.handul.com 나물류

(주)맛찬들백미식품 양동규 baekmee.com 면류

주식회사지엠에프 김호수 www.gmfkorea.com 올그루 야채만두

(주)맘마유농업회사법인 맹영주, 박상화 www.mammayou.com 맘마유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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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아콘소프트주식회사 김진범 www.cocktailcloud.io/ko/ 칵테일클라우드
(주)우연시스템 이수영 wooyeon.net CCTV시스템, 해양기상관측장비

(주)대성에너지오 이철기 www.dsegeo.com 지적전산화 및 도면제작등 시스템구축

(주)코어시스템즈 윤만식 Bus Management System

(주)이엠티 고영호 www.emetrotechnology.com Sensor

미르텍(주) 김미선 mirtech21.com P카메라 네트워크 환경에 열 감지 기능을 탑재

시드아이티 신동욱 seedit.co.kr ERP

이쎌주식회사 양영모 ecell.kr/ 버스정보시스템

제스프로(주) 박용희 zespro.co.kr DELL Server

주식회사 제이엔디 정철호 www.jndsystem.com 무선주차유도시스템

주식회사우리강산시스템 조성환 www.wgsystem.co.kr 수치도화장비개발

삼성디지컴(주) 조풍래 www.dgcom.kr CCTV, 보안솔루션

(주)웨이브일렉트로닉스 박천석 www.wavetc.com 전력증폭기(HPA,LPA)

엘글로벌주식회사 이현미 영상감시장치, 유무선장치,

화학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자이언트케미칼 강동균 www.giantchemical.co.kr/ 마그네슘실리케이트
(주)티에스씨TSC 안교덕 폴리카르 분산계 고분자 계면활성제

(주)백광오토텍 권혁봉 bkat.co.kr 자동차부품사출및표면처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하늘호수 서미자 www.sky-lake.co,kr 한방스킨.한방영양크림

삼영화학공업 이석준 sycc.co.kr OPP/PPC필름

(주)디피아이 오경자 www.dpipvc.co.kr 재생 PVC SHEET

(주)동양케미칼 안동수 Hume Hood 및 실험대

네오텍 주상명 www.neotechkr.com 제지용 약품

한솔생명과학주식회사 신형석 www.hansolbio.com OEM,ODM기초화장품

한국디비케이(주) 이제후 dbkkorea.com/ 킬파프에어졸, 매트, 리퀴드

경향산업(유) 송경현 www.kailon.co.kr 카이론

주식회사 크린피아 이병모 www.cleansol.co.kr 주방세제

환경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비케이이엔지(주) 길병기 컨설팅
주식회사이노워터앤솔루션 박춘희 www.innowater.net 초순수 스마트 펙토리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범일그린 박인범 주차 서비스
우정베이크웨어주식회사 지종민 www.ewoojung.com 제과제빵형틀

(주)금강피씨 서상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주)밴드골드 이진숙 www.bandgold.co.kr 밴드골드 밴드

(주)하나로오에이퍼니처 장인덕, 정진희 사물함외

주식회사 에이앤에이 김광호 반도체 부품 보관, 운송, 포장

(주)디앤에이치텍 전수철 전자부품 플라스틱 사출

주식회사 원광에스앤티 이상헌 wksnt.com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주)창성밴드 박길동 www.csband.co.kr 일반 PP밴드

(주)모터스랜드 이상옥 www.motorsland.net 자동차친환경부품

(주)국원 박명호 www.kukwon.co.kr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력관리

주식회사꿈비 박영건, 최연서, 최진희 ggumbi.com 폴더매트,범퍼침대,베이비룸

더조은주식회사 김회철 www.패션황사마스크.kr 황사마스크

현대체육산업(주) 신광식 www.gymmer.co.kr 철물체육시설

(주)온돌라이프 박명숙 ondollife.co.kr 편백황토찜질침대

(주)송이산업 박광열 www.jejuscoria.com 송이타일

와이제이링크(주) 박순일 www.yjlink.com SMT장비

(주)에스엠아이앤씨 이종진 www.sminc-float.com NBR Float

아이앤지산업(주) 변승희 www.ingindustry.co.kr/ 실내외운동기구

(주)비젼테크 유만호,안광국 www.vision-tech.kr quartzware

(주)바우피엔씨 성상웅 cupmaker.com 위생 종이컵 및 용기 생산

유한회사 애니체 박점희 www.anyche.com 의자 (사무용)

(주)하이코리아 박재동 www.higroup.co.kr 고무발포단열재

에코에너지원 유성민 www.ecoenergyone.com/ 목재 펠릿

(주)엘케이시스템즈 이철연 www.lksystem.co.kr 반도체 Furnace

천가게 권오면 www.1000gage.co.kr 원단

(주)로프캠프 윤강호 www.ropecamp.com 어린이 놀이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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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201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우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19)’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벌써 20회를 맞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기술 테마를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모았다. 중소기업의 오늘과 미래를 보여주며 기술혁신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이날의 현장을 살펴본다.

디지털을 수단으로, 

스마트를 방향으로, 글로벌이 미래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글

로벌 기술 트렌드 전시회로, 20회 동안 개최되어 오며 

국내 최대·유일의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의 경우 제품 

전시·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공장을 주제로 하여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련 기술 등 4차 산업혁

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소개했다. 특히 5G, 가

상현실 등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전시와 기술 시

연이 펼쳐져 스마트공장을 통해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중

소기업들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

장 큰 무기는 기술혁신”이라면서 “속도와 창의, 유연성

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기술개

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돼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

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을 수단으로, 스마트를 방향으

로, 글로벌이 미래라는 전략을 통해 현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스마트공장

과 관련한 정책 경과를 소개한 뒤 “그동안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제조 데이

터화를 통해 제품의 불량 원인을 탐색하고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적인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경제의 

위기임은 분명하지만,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이 함께하

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모두가 마음을 합쳐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뒤이어 기술 혁신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돼 정부 

포상 49점, 장관표창 136점 등 총 185점이 수상의 영광

을 안았다. 시상식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자동

차용 도어래치와 도어모듈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와이

엠피의 최석종 대표가 수상했다. 와이엠피는 최근 5년간 

1,292종의 신제품 개발과 1,395억 원의 수출을 달성해 많

은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에이치피케이 조창현 대표

가 은탑산업훈장을, 라온피플㈜ 이석중 대표와 ㈜태웅산

업 김남식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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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을 위시한 기술혁신 성과 공유의 장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주제에 따라 총 7개관 

260개의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혁신플랫폼관에서는 스

마트공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이 전시됐는데 로봇, 

센서·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관람객들을 맞았다. 

특히 원격지에 있는 공장과 전시장을 연결해 제조공정

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제어하는 시연에 많은 관심이 쏠

렸다. 5G를 활용한 이 고도화 솔루션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이나 생산 중단

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기술혁신관에서는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전시해 이목을 끌었고, 스마트 제조혁신

관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혁신을 이룬 20

개 사의 성공사례를 전시했다. 기술보호관에서는 현장 

상담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기술유

출 대응, 피해구제, 보안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

공했다. 비즈마켓에 마련된 상담 전용관에서는 기업 간 

사업 제휴, 기술 협업, 해외 바이어 상담, 구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졌으며, 테마체험관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관람객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증강

현실과 가상현실 등 체험형 콘텐츠가 전시됐다. 이러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제품 전시 중심의 전시회

에서 벗어나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제조혁신

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었다.

한편, 기술·품질 혁신과 관련된 회의와 세미나가 잇달

아 열렸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을 위한 부

대 행사가 마련돼 많은 기업인들이 몰렸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었던 스마

트공장 컨퍼런스, 이노비즈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협

력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상호 윈윈(Win-Win)

하는 혁신의 장이 된 이노테크 IR 상생대회 등이 특히 주

목받았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인과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컨퍼런스와 부대행사가 3일 동안 펼쳐짐으

로써 새로운 영역에서의 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들의 인사이트를 꾀할 수 있었다.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자 명단기술혁신 분야

훈격 소속 수상자

은탑산업훈장 ㈜에이치피케이 조창현
산업포장 라온피플㈜ 이석중

대통령
표창

㈜천우테크 김상진
㈜힐세리온 류정원
희림상사 오기림

㈜이스트밸리티엔텍 이문찬
익수제약㈜ 정용진
㈜성원기업 정종태

국무총리
표창

㈜토즈 김기태
㈜씨엠테크 김현수
비젠트로㈜ 김홍근
㈜솔박스 박태하

키노톤코리아㈜ 배윤성
㈜비주얼캠프 석윤찬
㈜미경테크 이기현

㈜선재하이테크 이동훈
(주)헬스허브 이성현
㈜씨프로 이영수

중기부장관
표창

㈜엔게인 고영국
㈜제이케이테크 김광열
(주)아산 부산지점 김근호

바이오제닉스코리아㈜ 김기태
㈜센서뷰 김병남
㈜코멤텍 김성철
㈜아이서티 김영후
㈜대안소일텍 김인철
창성소프트젤㈜ 김주수
㈜거양금속 김학순
우일산업㈜ 신윤철
㈜네오피에스 안복희

서울프로폴리스㈜ 이승완
낙우산업㈜ 이용민
㈜엠티오메가 이진국
㈜아이비리더스 이현택
성산하이텍 장경식
㈜코하마 장귀국

지티시스템㈜ 정귀영
㈜지인시스템 정안수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티에프제이글로벌 진의규

㈜혁신 최연호
㈜신성그린텍 하규식
㈜레딕스 황순화

기술인재 분야

단체
대통령표창 ㈜영광와이케이엠씨
국무총리표창 영등포공업고등학교
국무총리표창 경북공업고등학교

중기부장관
표창

㈜파르이앤씨
재능고등학교

(유)제일자동차공업사
대전공업고등학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육부장관
표창

영천전자고등학교
상서고등학교

개인

중기부장관
표창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구상민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파르이앤씨 김종훈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안혜경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이균순

㈜달성 장운광
엔에프푸드㈜ 최항석

교육부장관
표창

경주정보고등학교 김도현
영등포공업고등학교 노경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문교호
김화공업고등학교 박재형
신라공업고등학교 석명철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이기운
경북공업고등학교 이용철
영천전자고등학교 조용철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좌승명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홍우희

기술보호 분야

훈격 소속 수상자

대통령표창 ㈜에스엘미디어 신용진
국무총리표창 ㈜에이치케이씨 백최현

중기부장관
표창

㈜뷰온 강상희
세메스㈜ 김도형
㈜티엠씨 김성수
㈜렌딧 김성준

피앤제이㈜ 김종욱
엘지전자㈜ 김태용

유윈 문기모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박진영

배앤박 법률사무소 배수영
현대로템 성국현

법률사무소 영무 손보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송방섭
㈜나노텍세라믹스 엄문희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왕재윤
태창기계공업㈜ 유시백
㈜진바이오메틱스 이용진
오션스바이오㈜ 이현웅
홍성정공㈜ 이형욱

한국서부발전㈜ 정문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호용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형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최성진
인천지방경찰청 최현성

샤인텍 허진만
㈜유니테스트 황충모

품질혁신 분야

품질혁신우수기업

대통령표창
㈜삼주기업
비비씨㈜

미주오토텍㈜
품질혁신 유공자
금탑산업훈장 ㈜와이엠피 최석종
산업포장 ㈜태웅산업 김남식

대통령표창
㈜티시테크 추상한
한신기업㈜ 이규형

국무총리
표창

금강배관산업㈜ 강명덕
삼일테크㈜ 김동선

㈜나라코퍼레이션 송성호
㈜이루팩 이중배
㈜동방제지 정인태

동양하이테크㈜ 최봉훈
보령산업 최윤실

㈜디에이치엘 황광섭

중기부장관
표창

㈜녹수 고동환
㈜파나텍 김기수
㈜니즈원 김상종

㈜하나시스템 김성열
㈜동아기업 김정환

㈜코리아모바일 박경미
세종공업㈜ 박상훈

㈜대한스텐레스파이프 변정민
㈜와이제이조경산업 송휘경

㈜테트라 신용욱
오스템임플란트㈜ 안세환

㈜호정산업 여광훈
㈜금진 유동윤
㈜한영 이상한

다인코리아㈜ 이성환
㈜기정소재 임화준
㈜선진이노텍 정인선

㈜큐브이에스비즈 정재호
㈜청우 정훈의

㈜태가피앤씨 홍석주

기술협력 분야

훈격 소속 수상자

산학연 - 단체

대통령
표창

전북대학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국무총리
표창

충북대학교
청운대학교

중기부장관
표창

목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수성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서대학교

산학연 - 교수, 연구원
근정포장 한밭대학교 김진수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이상일
국무총리표창 광운대학교 김충혁

중기부장관
표창

경일대학교 강광선
계명대학교 구정훈
경남대학교 김교남

한국폴리텍2대학 김병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김수아
대구보건대학교 김원기
경운대학교 김인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해지
공주대학교 박구락
경남대학교 박은주
극동대학교 배인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윤경범
계명대학교 이준재

금오공과대학교 이현수
산학연 - 교직원

중기부장관표창

대구한의대학교 김미향
충북대학교 서지연
대전대학교 장정현
전북대학교 장화영
홍익대학교 주연진

지원기관
국무총리표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국석

중기부장관
표창

서울보증보험㈜ 강긍엽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김미성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김정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주현

한국산학연협회 남덕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양원희

경영혁신 분야

국무총리표창 ㈜하이코리아 최정수

중기부장관
표창

㈜더채움 권영기
㈜서우 노갑수

녹돈영농조합법인 박종근
㈜엘솔컴퍼니 최준호

제조혁신 분야

단체
대통령표창 아주엠씨엠㈜

중기부장관
표창

농업회사법인 
대흥농산 서부㈜

㈜대성포장산업
개인
국무총리표창 ㈜코아비스 손인석

중기부장관
표창

㈜우림하이테크 김성삼
㈜제이글로벌이엠비 김창묵
㈜아산 부산지점 김태경
㈜동방포쎄 배길상
동양피스톤㈜ 이정근
태양정공㈜ 정춘옥

이노테크쇼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시연하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제품을 전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가동 중인 스마트공장을 전시장으로 옮겨와 

관람객들이 실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혁신플랫폼관의 텔스타홈멜과 KT의 부스가 

대표적이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회사 텔스타홈멜

과 5G 기술을 보유한 KT는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 스

마트공장의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갑작스

러운 설비 고장이나 생산 중단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시스템을 시연했다. 실제 제조라인과 가상 제조공간

이 5G통신으로 실시간 연결돼 동시에 움직이는 이 기술

(디지털 트윈)은 언론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협회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수요기업)을 지원하는 ‘이노비즈 스

마트공장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은 협회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

한 도입-공급기업 발굴 및 매칭, 정부지원사업 발굴·운영, 금융, 인력, 교육 및 컨설팅 등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종합 지원시스

템이다. 현재 60개 업체가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관련 정보 제공와 지원사업 연계, 도입·

공급기업 매칭, 금융 등 종합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마트공장 
둘러보기

주목해야 할 키워드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온라인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뜻한다. 이 기술은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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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선봉에 서다

㈜라온테크 
이노비즈 PR-day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하는 이노비즈 PR-day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을 언론사에 알림으로써 상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기업은 로봇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라온테크다.

글로벌 로봇·자동화제어시스템 

선도기업을 꿈꾼다

지난 9월 26일, 산업경제 관련 기자단 20여 

명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라온테크 본사를 

방문했다. 라온테크 임직원들이 반기는 가운

데 2층 강연장에 모인 기자단 일행은 김원경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사업 성과, 반도체 산

업 동향, 미래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

의했다.

라온테크는 2000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처

음에는 원자력발전소 정비 로봇을 개발하

다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했다. 

2003년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이송 로봇을 

공동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일로를 걸

어왔다. 2006년부터는 독자적인 로봇 개발·

생산을 시작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

계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특히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로봇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납품되며 높은 품질과 생산성을 담보하는 필

수적인 기본 장비로 인정받게 됐다.

“우리 로봇의 장점은 정밀성입니다. 오차는 

0.05㎜ 이내이고, 미세한 진동도 잡아낼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어 오차 없이 정확한 위

치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로봇 팔

이 장착돼 있어 미국·일본 제품보다 속도

는 25%, 정밀도는 50% 가량 높습니다. 반도

체 공정의 70%는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로봇 팔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 저희

뿐입니다.”

라온테크의 지난해 매출은 243억 원으로, 보

유한 기술력으로 볼 때 저평가된 곳이라 생

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 기업이 장

악한 반도체 장비 로봇 시장에서 수년 만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강국이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발 소재부품 수출규

제 등 역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러나 이노비즈기업들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

다.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술 경쟁력

을 바탕으로 외국기업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

을 잠식해가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분야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부

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라온테크가 그 

주인공 중 하나다.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 ‘라온테크’

창립 이래 지금까지 매년 매출액 대비 

8~10%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기술력을 

쌓아온 라온테크는, 최근 반도체 경기 부진

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다수 

기업들의 구매 문의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호

재를 맞게 됐다. 올해 중국 진출과 더불어 내

년에는 미국·대만에 수출 활로를 개척할 예

정이라 향후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면 시장 

점유율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는 반도체 투자가 줄어서 매출액은 약

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

고, 내년에는 반도체 투자 또한 살아날 거란 

판단입니다. 내심 두 배 가량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단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정부 

정책의 보완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원경 

대표는 “정부가 부품 소재 및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기본적으

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하며, “근래

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기

술 자립 의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 

덧붙였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도 긍정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

리 반도체는 기본적인 장비 자체가 비슷합니

다. 이 때문에 일본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교

체하기 위한 기술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

습니다. 산업 전체로 보자면, 일본 수출규제

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이 

골든타임을 꼭 잡아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

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경 대표와 기자단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을 주고받으며 사업 분야와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에서 버스에 오르는 기자단을 배웅한 김원경 

대표는 가까운 시일에 다시 한번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라온테크에서 진행된 이노

비즈 PR-day가 무사히 성료됐다.

News

Inno Headline+ 2

이노비즈 PR-day와 함께한 기자단과 협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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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협회 소식
Headline+

협회는 지난 7월 5일 이노비즈기업의 창원시 투자유치 및 스마

트팩토리 설립 확대 등을 위해 창원시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행사에서는 협회 조홍래 회장과 창원시 허성무 시

장이 참석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조업 르

네상스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을 바탕으

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창원시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7월 25일 제25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는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3회 개최되

며, 금번 회의에서는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회 신규 구성, 

2019년 위원회별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협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

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등 기반 마련 협력 ▲중소

기업 이노비즈 인증 취득 확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상호 정보 

교류 및 정책 홍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

트워크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7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

아 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도네시

아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

기업 12개사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77개사가 매칭되어 기술 라

이센싱, 부품·소재·장비 수출, 한-인니 합작법인 설립 등 기술

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다.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8월 26일,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재부품 

전문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업무협

약 내용으로는 ▲이노비즈기업 등 우수 소재·부품 전문기업 발

굴 ▲소재·부품 전문기업 우대 금융서비스 제공 ▲소재·부품 

전문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향후 협회는 우수 소재부

품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신한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이들 기업

에 대한 금리 및 보증료 우대, 사업화 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신한은행-기보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8월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베트남 기술교류 상

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12개사와 

베트남 중소기업 75개사가 매칭되어 기술 라이센싱(기술수출), 

부품·소재·장비 수출, 한-베트남 합작법인 설립 등 기술을 매

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다.

한-베트남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8월 15일 중소기업의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 9개사와 함께 ‘2019 베트남 하

노이 전자제조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작년기준 20

개국 200여 개사가 참여하고 참관 인원이 10,000명에 달하는 등 

베트남 대표 제조업 박람회로 베트남, 태국, 중국, 일본, 싱가포

르, 대만 등 6개국의 단체관이 운영되어 부품 제조 박람회, 금속 

작업 기술 박람회, 첨단로봇 박람회 등 총 3개의 서브전시가 동

시에 진행되었다.

베트남 전자제조 전시회

협회는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이란 양국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이란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

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26개사와 이란 중소기업 5개사가 매

칭되어 기술 라이센싱(기술수출), 부품·소재·장비 수출 등 기

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다.

한-이란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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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9월 5일 지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인

사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도 지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이다.

지회 사무국 직무역량 강화 교육 참석

협회는 지난 9월 19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9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종길 상근부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비롯, 참석 

기업 100여 개사와 이공계 구직자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금번 박람회를 비롯, 국내 과학기술산업 발전 위해 R&D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2019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주관

협회는 9월 19일 캄보디아 사업수공예부 차관, 상무부 차관 및 

라오스 지식재산부 부국장 등 캄보디아와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협회 소개, 이노비즈 인증소개, 

한국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정책 벤치마킹 및 협력 증진방안이 

논의되었다.

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지난 9월 9일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이 주최/주관한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에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리스크 완화와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특허청장 및 중소중견기

업인, 유관기관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허 공제 상품은 중

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부금, 특허 분쟁 및 긴급경

영안정 자금 대출과 함께 기술보증기금 지원한도 우대, 보증요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등의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9월 23일 5G포럼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위원회 정

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5G포럼 의장사 중 하나인 SKT에

서 개최되었고,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노비즈 스마트공

장 플랫폼의 공급기업인 위즈코어가 주제발표를 가졌다.

5G 스마트공장 위원회 참석

협회는 9월 17~18일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소기업의 터키 

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터키 기술교

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6개사

와 터키 중소기업 71개사가 매칭되어 총 89회의 상담이 진행됐

다. 기술 라이센싱(기술 수출), 부품·소재·장비 수출, 터키 진출

을 위한 현지공장 설립 등 기술을 매개로 한 협력사업 방안이 논

의됐다.

한-터키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캄보디아 및 라오스 차관 협회 방문특허공제사업 출범식 참석

협회는 지난 8월 27일 코엑스에서 ‘2019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포

럼’을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는 박한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단장이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방안 및 정부 정책’이

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2부는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는 주제로 독일 지멘스의 Dominik Rohmus 박사, 

박한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단장, 한양대학교 홍승호 교수, 

이정준 LS산전 상무, 임병훈 텔스타홈멜 대표, 최동학 국가기술

표준원 코디가 토크콘서트를 펼쳤다. 

2019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포럼 개최

협회 조홍래 회장은 지난 9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출연(연)-기업 테크비즈파트너링’ 행사에 참석했다. 출연(연) 핵

심기술을 기업에 홍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설명회

로 기업의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의 장이 마련되

었다. 협회는 향후에도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연) 핵심

기술 자료집을 홍보하고, 기술이전 수요 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

정이다.

출연(연)-기업 테크비즈파트너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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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0월 2일 서울 엘타워호텔에서 ‘산업 프로세스에서의 5G 

경험과 미래전망’ 이라는 주제로 5G포럼과 함께 독일 프라운호

퍼 스마트공장 워크숍에 참석했다. 본 행사에는 이노비즈 스마트

공장 플랫폼 의장사인 텔스타홈멜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고, 한

국의 스마트공장 현실과 5G 연계성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

졌다.

협회 조홍래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구성, 운영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본 협

의회는 중기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매칭 

및 협력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협회 조홍래 회장은 지난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주관한 ‘한-독 기술협력을 위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금번 간

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국회 황희 의원, 한독상공회의소 김효준 이

사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을 비롯해 한국의 텔스타홈멜, 미경테

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장관은 “한-독 기술협력의 연

결자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조홍래 회장 또한 “이노비즈기업과 같

은 신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독일기업과의 교류

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 참석한-독 기술협력을 위한 조찬간담회 참석

협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노비즈기업에 입사 

예정인 국립 마이스터고 3개교 3학년 학생 총 70명 대상 이노마

이스터캠프를 개최·진행했다. 중소기업 이해, 기업 적응력 향상, 

비즈니스 매너 등 첫 사회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9 이노마이스터캠프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27일 이노비즈협회 지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9개 지회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는 분기별

로 연 4회 진행되며, 본·지회간 정보교류, 지회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

고 있다.

제43차 전국 지회장 간담회 독일 프라운호퍼 스마트공장 워크숍 참석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 인적자원 개발과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노비즈 역량 강화 교육’

을 개최했다. 9월에는 ‘특허자본화에 따른 기업회계’라는 주제로, 

10월에는 ‘4차 산업혁명 대 전환기의 리더십 체크포인트’라는 내

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법률, 연말정산 등

의 주제로 총 2회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역량 강화 교육

협회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단을 파

견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6개사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워크숍(세미나)를 통하여 연구소가 보유한 신

기술 소개 및 선진기술 도입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17개의 연구과제가 참여기업과 연구소 간 구체적으로 논

의되고 있다.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협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중 국제협력관계 및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중국 동북3성 정책관리자 14인을 초청

하였다. 초청행사는 경기도-동북3성 간담회, 국제협력 전문가 특

강 및 제도구축 워크숍, 현장방문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으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

서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경기도 동북3성 교류협력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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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제4차 이사회 및 기술정보교류회 개최

강원지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속초 설악플라자CC에서 제4차 이사회 및 기

술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강원지회 임원사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세무조사 유

예 등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혜택을 안내하고, 강원지역 이노비즈기업의 통계조사를 통한 지

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원 간의 결

속을 다지고 강원지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9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수여식 참석

강원지회는 지난 10월 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된 2019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날 백년기업 5곳, 유망중소기업 38곳에 대한 수여가 진행됐

으며, 이중 이노비즈기업은 27곳으로 백년기업 5곳, 유망중소기업 22곳이 인증을 받았다. 김

천수 회장은 인증받은 이노비즈기업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남 

이노비즈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경남지회와 NH 농협 경남본부는 지난 7월 17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농협의 ‘이

노비즈 채움 금융 지원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1.% ~ 1.65% 금리 우

대) ▲외환 수수료 우대 ▲중소기업용 통합 CMS 무료사용 ▲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공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제15회 경남중소기업 혁신성장 희망포럼 개최

경남지회는 지난 9월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CEO의 리더십,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5회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연간 3회씩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의 이노비즈 

기업과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사를 맡은 조선대학교 김병조 

교수는 이날 참석한 청중들에게 “명심보감의 핵심인 배려와 겸손, 만족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기술자문단 출범식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8월 30일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기술자문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구기

관의 기술을 산업현장으로 연결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스트의 교수들이 직접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듣

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조달청과 업무 협약 체결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9월 18일 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 혁신 스타트업 및 기술 개발 제품 

발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판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제품을 조달청이 

우선 구매해주는 내용의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물론 

신제품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절감해주고 향후 혁신 제품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PICT와 수출입물동량 영일만항 이용 업무 협약 체결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7월 17일 포항 UA 컨벤션 호텔에서 PICT와 수출입물동량 영일만항 이

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포항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원사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영일만항 부두를 경제적·서비스적인 측면

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 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8월 23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이노비즈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1일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조

례 제정 이후 이노비즈기업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

리이다. 천기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이노비즈기업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회 소식

News

Network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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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및 신한은행 MOU 협약식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난 8월 28일 호텔동학산장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및 신한은행 

MOU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5명의 신규 임원위촉식과 자문위촉식이 진행

되었으며,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도 함께해 이노비즈기업의 애로사항에 대

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이노비즈 회원사를 위한 표준화된 규약을 만들어 고용노

동부의 승인을 받아 퇴직연금 적용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 실시를 위한 신한은행과의 

MOU 협약식도 진행되었다. 

의좋은 형제기업 결연식 참석

대전세종충남지회 박광수 회장은 지난 6월 1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좋은 형제

기업 맺기 결연식에 참석했다. 이날 결연식은 대전시-경제단체협의회가 의좋은 형제기업 맺

기사업 협력지원 협약의 후속 조치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분기별로 발굴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천 경제단체 회장과 결연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쌍 12개 기업이 결연을 맺었다.

부산·울산

2019년 부산의료원 협약식

부산울산지회와 부산의료원은 지난 8월 6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부

산의료원은 부산·울산 이노비즈 회원사에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누네빛안과(부산서면소재), 삼성증권 영남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제3차 정기이사회

부산울산지회는 지난 9월 24일 월강에서 ‘2019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는 부산울산지회 임원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내부 결속과 상호 기업 경쟁 상생발전 도모

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노비즈 인증패 사업 추진 및 하반기 워크숍, 서부산

지부장 선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Network
지회 소식지회 소식

전북

전라북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발족

전북지회는 지난 5월 20일 전라북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발족했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단

체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는 앞으로 각종 지역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일자

리 창출 방안과 노동현안 등 지역 내 중소기업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 경제 보복 철회, 공식 사과 촉구

전북지회는 지난 8월 1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강

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앞에서 자유 공정 무역을 내세우고 뒤로는 경

제 보복을 준비하는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한일 관계를 악

화 일로로 몰아가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
 

제1회 탐나는 소프트웨어 코딩대회 개최

제주지회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1회 탐나는 소프트웨어 코딩대회’

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며 IoT,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주의 교통, 관광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인재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201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도내 수출기업 57개사, 해외바이어 9개 국가 45개사 등 

10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24일 메종글래드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

에서는 1:1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외 수출기업 해외 수출애로 및 기업 지원 상담 센터를 운영

하는 한편, 제주 수출상품 9개 품목에 대해 생방송 홍보·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으며, 주 행사인 24일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 팸투어, 제주 수출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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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북지회는 지난 9월 6일 협회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정기이사

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 보고, 중국 경제협력 교류 

및 MOU 체결, 사무국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이었다.

중국 혜주시와 경제협력 교류 MOU 체결

충북지회는 중국 광동성 혜주시 혜성구 과학기술정보화국과 MOU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

용은 ▲유기적인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산품, 가공 기술, 경제협력, 기업 간 합작투

자 등에 대한 사업 발굴 확대 ▲마케팅 및 무역통상에 대한 지원, 제조업에 대한 관련 기술 

및 정보 교환 ▲중소기업 제조기술 및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대표단 또는 기업인들 상호 방

문 증진 등이었다.

지회 소식

2019 INNOBIZ DAY

이노비즈기업인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2019 INNOBIZ DAY’가 개최됩니다.

•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15:00~20:00

•장소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

•대상 이노비즈기업 임직원, 정부·유관기관 초청인사 등 350여 명

•내용 

•신청 협회 홈페이지(www.inno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1부) INNOBIZ DAY ‘혁신성장포럼’

 - 국내외 유명 기업인 초청강연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대화의 장’

  *스마트공장,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별 이슈 공유 등

(2부) INNOBIZ DAY ‘이노비즈인의 밤’

 -  개막식 및 시상식 : 협회장 개회사 및 주요 내빈 축사(격려사),  

이노비즈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유공자 포상, 감사패 증정 등

 - 네트워킹 및 만찬 : 축하 공연, 네트워킹 및 만찬, 경품추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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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강연이 진행되었던  
하반기 워크숍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이하 여경위) 30여 명은 지난 9월 27일 대구

에서 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지낸 

바 있는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의 환대를 받으며, 기업 견학과 본푸

드서비스 성공신화 강환영 대표의 강연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둘

째 날은 리더십 교육으로 유명한 홍의숙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팔공산 등반도 진행됐다. 여경위는 여성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내 

여성 CEO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위원회다. 정기모임을 통해 여성 위원

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

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여경위는 여성 기업인들의 관심

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 정책/회원지원본부 천만우 과장 031-

628-9633)

이노비즈협회 
사랑방

함께 나누면 

좋은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과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한다.

매달 열띤 토론 진행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독서토론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회장 박래성 아래스 대표, 

사무총장 박건영 피디씨 대표)는 지난 9월 5일 스페이스락에서 

<초연결(w.데이비드 스티븐슨 저)>로 독서토론회를 진행했다. 성

명기 전 협회장(여의시스템 대표)은 토론회 중간에 즉석 IoT 강

연회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기술 식견을 높였다. 지난 10월 10일

에는 ‘인문학 명강-동양 고전(강신주 외 저)’을 주제로 정기모임

이 진행되었다. ‘논어’를 시작으로 ‘맹자’, ‘장자’ 등 제자백가 사

상과 ‘한중록’, ‘금오신화’ 등 한국의 고전까지 동양 고전의 전반

을 아우르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독서토론회는 매

월 둘째 목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독서를 좋아하는 

CEO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한 시간
제8회 이노비즈 총동문 가족 등반 대회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등산회플러스(회장 최득호 대목환경건

설 대표, 사무총장 이미란 케이벨로 대표)는 지난 9월 21일 청계

산에서 제8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가족 등반 대회를 개최했

다. 이날 행사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원우들은 물론 이노비

즈 여성경제위원회 및 이노비즈협회, 그리고 소속사 임직원 및 가

족들이 함께했다. 청계산 옛골을 출발하여 금토동능선-송신탑-

이수봉정상-옛골 복귀의 코스였다. 등산을 마치고 점심 식사와 

함께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원우들이 

후원한 후원품을 모아서 각종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제공되었다. 이노비즈 등산회플러스는 매월 1

회씩 정기 산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과정 17기 수료식 공연  
뜨거운 박수갈채
2019년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합창단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합창단 2기(단장 엄기용 (주)혜미항공해

운 대표, 부단장 박건영 ㈜피디씨 대표)는 지난 7월, 최고경영자과

정 17기 수료식 공연을 통해 많은 박수갈채를 이끌어 냈다. 합창

단은 매월 2회씩 스페이스락에서 정기 연습 모임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12월 ‘이노비즈데이’ 공연을 목표로 연습 중이다. 합창단은 

업무에 지친 CEO의 감성을 노래로 순화시키고 재충전하여 비즈

니스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년 2회의 

정기공연(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협회 송년행사)을 추진하고 있

다. 실력보다는 열정을 중요시하는 CEO 합창단의 문은 언제나 열

려있다. 노래에 관심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자.

치열하게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위한 특강
제61·62회 모닝포럼 개최

지난 9월 25일 오전 7시,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SGI서울보증 후원으로 제61회 

모닝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를 초청

하여 ‘국제정세의 뉴노멀과 중소기업 대응전략(미·중무역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및 이노비즈기업인 약 160여 명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현재 국제정세가 한국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23일 개최

된 제62회 모닝포럼 역시 같은 삼정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모닝포럼은 올해의 마

지막 모닝포럼으로, 법의학 분야에서 저명한 서울대학교 유성호 교수와 함께 ‘한번뿐인 

인생, 어떻게 품위있게 살 것인

가?(품위있는 삶에 대한 태도)’라

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법

의학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철

학을 바탕으로, 삶을 바라보는 새

로운 시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

졌다.

동문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
2019년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 골프회

매월 개최되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골프회’

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동문 간

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한 모임이다. 지난 9월 6

일에는 신원CC에서 총 7팀이 출전하여 화합의 장

을 펼쳤다. 이날은 7월 최고경영자과정을 막 수료

한 17기도 합류하여 자리를 빛냈다. 한편 골프회 월

례회는 조형근 총동문 골프회 회장(세계표준인증

원 대표)과 서현숙 사무총장(㈜백스인백 대표)이 준

비한 다양한 시상품과 각 동문들이 후원한 기념품

으로 매월 풍성한 행사를 열고 있다. 10월 모임은 

‘2019년도 이노비즈 협회장배 골프 대회’ 참석으로 

대체했다.

News

& Together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News 
an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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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사 동정
이노비즈협회 임원들은 협회 발전에 힘을 불어넣고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섯 명의 신규 임원과 두 신규 자문위원의 열정적인 

포부를 들어본다.

신대건 ㈜대한피엔씨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피엔씨는 

1984년 설립 이래 35년간 축적된 노하우

와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FILTER, 크린

룸설비 및 전열교환기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ONE-STOP SOURCE를 제

공하며, 향후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고조

되는 미세먼지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더

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

려운 시기에 이노비즈협회의 임원을 맡

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

다. 협회와 기업이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사혁 ㈜에니텍시스 대표이사

㈜에니텍시스는 1987년 설립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민원창구의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는 혁신기업으로, 민원인과 지자

체의 부드럽고 편리한 창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8,000여 개 이노비즈기업

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창

조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을 이루는 협회, INNOVATION LEADER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경 ㈜라온테크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라온테크는 로봇과 자동화 분야에서 

사람에게 가치 있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여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

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

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라온테크

는 창조적이고 지능적인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제

공할 것입니다.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자 청년고용 강

소기업으로서 협회와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 ㈜이오비스 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이오비스는 스마트팩토리의 눈 역할인 

머신 비전 전문 기업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비전 검사, Align, 로

봇 3D 비전, Autofocus 광학모듈, 딥러닝 비전 등의 핵

심 부품, 모듈 등을 공급·개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이노비즈 협회사들 및 협회와 협력하

여 대한민국이 스마트팩토리 산업을 주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복희 ㈜네오피에스 대표이사

저희 ㈜네오피에스는 순수 내셔널 골프웨

어 브랜드인 ‘팜스프링스’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고객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

여 최상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

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념으로 지

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협회 부

회장으로서 협회와 기업인들과의 정보교

류를 통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호 ㈜에이앤에이 대표이사  

2008년 7월 설립된 ㈜에이앤에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용 장비의 제

조, 제품 특성을 고려한 입출고, 파트 보관, 패키징 및 운송까지 원스톱의 솔루

션과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니다. 이노비즈 임원으로 위촉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

니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하고 세계 경제 둔화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노비즈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삼 퓨렌스㈜ 대표이사

퓨렌스 주식회사는 2007년 창립 이래 전자정부프레

임워크 기반의 녹취, CTI, CRM, 챗봇 등의 상담 센터

에 특화된 콜센터 통합 솔루션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최고의 기술과 끊

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고객사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우수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퓨렌스는 18,000여 

개 이노비즈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

고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News

Introduce 

신규 자문위원신규 임원

권태우 세무법인 일신 대표세무사

날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하에서 이노비

즈기업들은 생존을 넘어 성장을 위한 끊

임없는 자구책을 마련해 내가고 있습니

다. 이노비즈기업들의 이런 노력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회계와 세무는 

항상 기업의 내재적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역시 중요한 의사

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노비즈협

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성심껏 그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

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시는 많

은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이노비즈협

회의 자문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

라 생각합니다. 경험상 법률적 리스크 발

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실제 경영현

장에 대한 이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전반적 리스크 통제를 위한 

각종 정보의 제공방안을 기획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회원사에 직접 

찾아 뵙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회원사의 현안 리걸 이슈 해결을 위

한 실질적 자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송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기

업들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용

노동정책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노비즈협

회와 회원사 자문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상생의 고용노동관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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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일정은 맥주공장 방문으로 시작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일한 맥주공장이라

는 이 공장은 수제맥주를 만드는 곳으로 대부분의 원료는 독일에서 수입해온다고 했다. 

맥주의 생산 공정, 효모, 홉 등 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맥주 시음도 해볼 수 있었다. 규

모는 작았지만 회사 대표의 자세한 설명과 맥주를 권하는 직원들의 표정에서 맥주에 대

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맥주공장을 뒤로 하고 우수리스크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

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소도시로 연해주를 중심으

로 펼쳤던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고려인문화센터(안중근 의사 기념

비)와 최재형 고택, 이상설 유허비를 방문하며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

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중간에 옛 발해 성터에 내

려 드넓은 풍경을 감상했다. 현재 성터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평지

와 주변 산에 산성을 쌓아 유사시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의 축성방식과 닮아

있다고 전한다. 블라디보스토크도 좋았지만 한국의 역사가 깊이 숨어있는 우수리스크에 

꼭 한 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한다. 우수리스크 일정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

토크로 향했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기차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낭만적인 분위를 선사했

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경험해 보고 싶었던 마음을 이 일정으로 잠시나마 달랠 수 있

는 시간이었다.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체험을 즐기다

셋째 날, 빵 박물관에서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을 직접 먹으며 러시아의 주식인 빵에 

대한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실제 이 공장에는 북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김정일 북

한 국방위원장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빵은 좀 거친 느낌으로 부드러운 한국 빵이 

내 입에는 조금 더 맞는 듯했다. 빵으로 배를 채우고 루스키섬으로 이동했다. 루스키섬

은 다리로 이어져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섬으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트래킹

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트래킹 중 비가 내려 좀 더 오래 구경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

다. 트래킹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유명한 극동연방대학교로 향했다. 학생만 

5만 명이라는 이 학교에는 큰 규모만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다닌다고 한다. 이렇게 

루스키섬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시내로 향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영원의 불꽃, 

전쟁 당시 사용했던 잠수함 등 시내 곳곳에는 2차 세계대전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전

쟁 같은 아픈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질 않길 기원했다.

마지막 날은 아르바트 거리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비 온 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

데 다들 커피를 마시는 등 기분 좋게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날씨 좋은 날이

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찾는다는 해양공원도 아르바트 거리 끝에서 만날 수 있었다. 공

항으로 향하는 길 신한촌 기념비에 내려 과거 척박한 땅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던 한인촌

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기념비에는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며, 이

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 정신이며…’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잠시나마 마음

으로 그들이 겪었을 외로운 투쟁의 삶을 느끼고 위로했다.

처음에는 요즘 떠오르는 관광지로만 생각했던 블라디보스토크, 막상 가보니 역사적인 

장소가 많아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까지 맺

을 수 있었으니 내 인생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좋은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다.

News

From Abroad

이노비즈 우수사원 해외연수
발해의 역사가 숨쉬는 기회의 땅,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다

러시아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른다. 

그 큰 나라 중 이번 해외연수로 

방문하게 된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한때는 한민족의 정통국가인 발해의 

땅이었던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한민족의 역사가 서린 블라디보스토크

늦가을의 찬 새벽공기를 뚫고 블라디보스

토크 공항에 내렸을 때 생각보다 맑고 포근

한 날씨로 이번 여행이 좋을 것임을 확신했

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가볍게 인

사를 나누고 현지 가이드를 만나 버스에 탑

승했다. 3박 4일간 함께 먹고 자고, 보고 느

끼는 경험을 나누게 될 사람들과 이동 중 간

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첫 번째 일정인 독

수리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는 남해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만으로 이루어진 탓에 파도 없이 잔잔한 모

습이었다. 독수리 전망대에서 경치를 감상

하는 것도 잠시, 미션지에 적힌 인싸 포즈를 

취해 점수에 따라 1등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이제 만난 지 한 시

간도 안 된 사이에 다들 어색해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무

색하게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어서 

미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바닥에 엎드

려 몸을 사리지 않고 포즈를 취한 1조에게 1

등이 돌아갔다. 다음 일정으로 현재는 혁명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과거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킬 때 집결지로 이용되었던 아

픈 역사가 묻어 있는 중앙광장으로 향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첫날은 아쉽지만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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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지금! 보내주세요
창간 10주년 특별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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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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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초 발효초를 보내드립니다. 

생생초 발효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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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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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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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탄생시킨 생생초 발효초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박민찬  평소 스마트공장과 일자리 관련해 관심이 많았는데, 전문가의 칼럼을 읽고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에 적합하게 의견을 개진

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구성해보겠습니다. 좋은 칼럼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욱  대표님이 회의실에서 즐겨보시던 매거진을 접하게 됐는데, 탄탄한 콘텐츠와 우수 

기업들의 인터뷰가 많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 해결에 대

한 의지, 성공 마인드를 지면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벌써부터 다음 호가 

기다려집니다.

독자
의견

1. 페이스북 창에서 ‘@innobizorkr’ 검색

2. 이노비즈협회 페이스북 메신저나 문의하기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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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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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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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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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For reader
Membership+

금융 & 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각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20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대상 :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기부 | 국세청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 4)
•M&A 절차 특례(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국세청
• (기존) 납부 세금 10만 원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 원당 2점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신한은행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신한은행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청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경정 청구 국세청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 관세조사 1년 간 유예(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기업·우리·하나·농협·외환·국민·신한·SC·씨
티·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이노비즈 채움금융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매출채권보험(벤처·이노비즈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 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15억 원 이내→(이노비즈)최대 30억 원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 경영 성과 및 이익 규모 기준 하향 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 기술혁신능력을 갖춘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창업사업연계자금(업력 7년 미만) 및 개별 기술사업화자금 분야(지원대상)

R&D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유망서비스 분야 중심 제품서비스화 개발비 지원
•제품서비스화 과제 분야(지원대상)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우대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기부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인력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 분야) 중기부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 분야) 과기부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가점 5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기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 & 판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 (이노비즈) 직전년도 직접수
출액 100만불 이상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중기부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배양을 위해 해외마케팅, 법률/회계자문, 사무공
간 및 공동회의실 제공 지원 

•가점 5점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가점 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가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기타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 30% → (개선) 4년~존속기간 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지원대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특화형, 규제대응, 정보보안)
•가점 2점     

이노비즈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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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회원사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2019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혜택 

Membership+

금융 

이노비즈 채움금융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농협은행
•이용금액의 0.35%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상해보험 최대 3억원 외)

이노비즈기업 우대 특별대출 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8% 우대

회원사 특화 금융서비스 우리은행
•기보 보증연계 제공 및 보증료 할인(연 0.4%, 최대 5년)
•최저수준 금리 적용(3.14%)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KB국민은행
•최저수준 금리 적용(3.14%)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KB국민카드
•이용금액의 0.4%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항공, 호텔 할인 등)

M&A 거래 지원 협회
•M&A 의뢰 시 수수료 20% 할인(M&A거래소 연계)

교육

이노비즈 인증교육 협회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회원사 대상 무료교육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협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회원사 대상 무료 직무교육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참가비용 할인
  -   회원사 50만원 할인

이노비즈 모닝포럼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명사 초청강의
  -   회원사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 협회
•연 2회, 회원사 대상 참가비 할인

무료 온라인교육 러닝팩토리
•온라인 무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식정보서비스 지원 (주)멀티캠퍼스
•SERICEO 최대 26% 할인 및 2개월 체험권 제공 

인력 

전문인력 헤드헌팅 시니어앤파트너스 | 스탭스 | 전자신문 | 지텍에이치
•회원사 10%, 비회원사 12% 수수료율 적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 협회
•(청년 재직근로자 대상) 근로자-사업주 간 공제금 공동납입을 통한 장기
근무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협회
•채용/인건비 지원(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중기부 | 협회
•취업연계 지원(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 중기부 | 협회
•취업연계 지원(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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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매거진 무료 제공 협회
•《INNOBIZ+》 무료 제공 
  -   연 3회, 광고 50% 할인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협회
•주 1회,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 협회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와의 협력 진행(상시)

신문(지면)광고 할인 정보통신신문
•광고 50% 할인

도매꾹 프리미엄 기획전 도매꾹
•상품 무료 등록

포상/마케팅

ITS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협회
•우수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및 유공자 포상

이노비즈 Day  협회
•유공자 발굴 및 포상

해외전시 참가 지원 협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셔널 하드웨어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전시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 전시회

할인 

사무용품 구매 인터파크큐브릿지 
•최대 40% 할인

정품 S/W 구매 니트로소프트
•한글, office, photoshop, ZWCAD 등 최대 40% 할인

통합보안 솔루션 지란지교소프트
•오피스키퍼 최대 15% 할인

통번역서비스 시스트란인터내셔널
•최대 50% 할인

문서서식 예스폼
•1년 회원권 20%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KTICC
•무료 점검 및 교정 수수료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   종합건강검진 할인(최대 20%)
•메디피아 메디피움 
  -   종합검진 및 입원, 외래, 뷰티클리닉 등 우대 서비스(20~30% 할인)

법인차량 도입 지원 오토비즈
•자체개발 비교견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견적 제공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NICE평가정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3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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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관리 서비스, 신용/기술등급 평가 할인 NICE디앤비
•회원사 전용 거래처 관리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기술등급평가 30% 할인

비즈큐(법인용 명함기반 인맥관리 솔루션) NICE디앤비
•회원사 2개월 무료 제공 및 20% 할인

특허조사 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일반 및 분쟁대응 조사 서비스 최대 30% 할인
  -   일반(특허성조사, 우선심사인증조사), 분쟁대응(무효/침해조사)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무료교육 제공

숙박 및 여행 할인 협회
•대명리조트(전국)
•스위트호텔(경주,남원,제주)
•라마다프라자청주호텔
•호텔인터불고엑스코(대구)
•시티세븐풀만앰버서더호텔(경남)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아이센시아
•경영정보 제공, 해외 보도자료 배포 솔루션 최대 50% 할인

해외출장 지원 세중
•최저가 항공, 호텔, 의료서비스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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