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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부터 틈새였다. 20여 년 전 그는 주물, 도형, 도금 등 뿌리산업 현장에서 보기 드문 여성 엔지니어였다. 

기계설계학을 전공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 기술지원팀을 원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거절당한 

그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창업했다. 이후 고장 난 독일 혹은 일본산 기계장비 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바꾸어 

수리해주면서 종잣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9,000만 원으로 ㈜유진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한 이미연 대표는 일찍이 외산에 의존하는 2차전지 부품을 국산화하면 틈새시장이 열릴 거라 

예측하고, 노칭몰드(NOTCHING MOLD)를 시작으로 리드탭(LEAD TAB), 슬리터나이프 유닛(SLITTER KNIFE UNIT), 

프릭션 샤프트(FRICTION SHAFT) 등 2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을 부지런히 국산화했다.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에 사용되는 리드탭은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불량률을 낮출 수 있어 

업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이템’으로 통한다. 이는 리드탭을 개발했을 때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유진테크놀로지의 리드탭은 전 세계 리드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제품보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20%가량 우위에 있다. 현재 유진테크놀로지 리드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 남짓. 

이 대표는 이제 막 비집고 들어선 1%의 틈이 머지않아 세계시장을 향한 빛의 통로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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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절차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은 우선 이

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를 통

해 기업 등록부터 해야 한다. 등록을 마쳤다

면 재무제표를 입력하고 온라인 자가진단과 

신청 절차를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기

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통해 적

합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최종 선정되는데,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에서 700점 이상, 개별

보유기술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았을 때 비

로소 인증 자격과 함께 이노비즈 인증 확인서

가 발급된다. 한 번 인증받은 이노비즈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날짜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한 2001년 3

월 이후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년 꾸

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은 지

난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와 산업 

지형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이어져 이노비

즈 인증의 필요성과 효과를 새삼 확인시켜주

었다. 특히 지난 12월은 한 달 동안 총 196개 

기업이 이노비즈기업의 타이틀을 새로 달았

는데, 그중에서도 12월 23일 하루에만 31개 

기업이 이노비즈의 새로운 식구로 합류했다.

●                                   다양성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 후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영업) 등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

(Death Vally)’을 건너게 된다. 이를 무사히 

관통한 기업은 창업기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

기 위해 또 다른 동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

가들은 이노비즈 인증을 이에 부합하는 정책

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레이, 모던하고 샤프한 

느낌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블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노비즈의 로고 타입은 국문과 

영문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노비즈넷 홈

페이지에서 원하는 로고 타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맞춤형 정책

이노비즈협회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라는 이노비즈기업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제조업을 위

한 스마트공장 확산에 발맞추어 이노비즈기

업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표로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우수 이노비즈기업들

이 한데 모여 도입 및 공급기업 발굴, 매칭뿐

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 연계,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정책은 최근 취임한 제10

대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의 어젠다에도 포

함돼, 앞으로 한층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즉, 이노비즈 ABC(AI, Bigdata, Cloud) 플랫

폼을 구축해 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 처방과 

융복합·기술교류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가 보유한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통합을 비롯해 외부기

관과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AI 기반 개별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

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노비즈기업 일반현

황과 기술정보 등 빅데이터를 개방해 기업 간 

교류 및 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꾀하는 등 맞춤

형 정책 정보 전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온 ‘인재공

유 협업체계 구축 →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 →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은 여기에서 비롯

된 것. 이노비즈 인증은 이를 충족하는 다양

한 업종의 기업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즉,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

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 신

청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지속적인 기술혁

신 활동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말미암아 신용

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어음

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

산은 물론 회생절차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은 신청 대

상에서 제외된다. 숙박 및 음식업종, 부동산

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업종 또한 이노비즈 인

증 제한 대상이다. 다만 향후 신청 대상 기업

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어 좀 더 많은 기업에 이노비즈 인증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로고

‘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

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그중

에서도 ‘NN’은 ‘∞’을 나타내며, Innovation

을 모티브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창조력을 

상징한다. ‘O’는 R&D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정보의 중심을 의미하며, 기술의 중심

인 인간을 중요시하는 휴머니즘에 입각해 기

술과 기업,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와 전 세계

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표현했다.

이노비즈 CI의 컬러시스템은 3가지 컬러로, 

대담한 열정과 다이내믹한 활동성을 담은 레

드,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색상으로 앞서나

03

이노비즈인증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이 태어나 어엿한 성인이 되고, 

어린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 

국내 100대 기업 CEO 대상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사 후 대표이사에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도 평균 20년이었다.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단어사전의 형식으로 

이노비즈인증제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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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제공 서비스’에 이르

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

이다. 전문교육기관, 협단체 등 관련 유관기

관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디지털 기술인재 양

성 및 채용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 인재에 

대한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을 통해 채용 연계

하며, 채용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절세 방안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층 힘을 실을 계획이다. 

●                                   변천사

도입 후 20년 동안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노비즈인증제도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먼저 이노비즈인증제도는 2001년 3월

에 도입 발표를 시작으로 첫해에만 1,090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2년 12월

에는 이노비즈기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이노

비즈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유

완영 회장이 취임했다. 2003년에는 지정주

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했으며, 기술

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가 해오

던 평가기관의 역할을 기술보증기금으로 단

일화했다. 

2005년 1월에는 인증 신청 기업들을 위해 

평가항목을 기존 110여 개에서 60여 개로 

축소했으며, 지정주기 또한 분기에서 수시로 

조정해 기업이 원할 때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

록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전국 지회 중 제주

지회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이노비즈인증을 받은 기

업이 1만 개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

미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기점으로 이노비

즈인증제도에도 한층 무게감이 실려 2008

년 12월에는 중기부(당시 ‘중기청’) 지침 하

달이 아닌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

듬해 12월에는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인

증제도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4

월에는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이 적용되었다.

법적 근거 및 제도의 안정화에도 점차 박차를 

가해 2014년 4월에는 이노비즈인증제도 운

영 규정의 승격과 더불어 기존 ‘공고’에서 ‘고

시’로 변경되었다. 2015년 7월에는 중소기

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과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화

되었다. 2016년 8월에는 기업의 편리성 제

고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평가수수료 수납 및 

콜센터 업무를 기존 기술보증기금에서 협회

로 이관했다. 2017년 3월에는 지역별 중소

기업 기술혁신 조례제정을 실시했으며, 2018

년 1월에는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영문확인

서와 중문확인서를 추가했다.  

●                                    분포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열려있는 이노비

즈 인증. 그렇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현재(2020년 12

월 기준) 이노비즈기업은 제조업이 전체의 

76.7%로 가장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기계금속이 25.6%로 가장 많고, 전기

전자가 18.3%, SW가 7.6%, 화학 6.8%, 정

보통신 6.4%, 건설 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경

기가 34.8%, 서울이 17%, 경남 6.6%, 인천 

5.9%, 부산 5.1%, 경북 4.7%, 대구 4.4%, 충

북 4.3%, 충남 3.4% 등으로 이노비즈기업이 

분포해 있다.

●                                                                               성과

이노비즈기업이 체감하는 인증 효과는 다양

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증 후 가장 직

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

지원제도 참여에 유리’한 점을 꼽았다.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와 자금 조달 및 유인 효

과, 세제 혜택, 기술개발 촉진, 매출 증대, 우

수인력 확보, 수출 증대가 차례로 이노비즈 

인증 효과로 집계되었다. 이노비즈 인증 획득 

이후 정부지원제도 활용률 및 도움 정도에 대

해서는 금융지원이 가장 앞섰다. R&D와 인

력, 판로 관련 지원정책도 적극 활용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적잖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자

랑하는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수출액 등은 이노비즈인증제도가 기업의 성

장을 견인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말

해준다. 실제로 최근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매

출액은 2001년 66.1억에서 159억으로 향

상되었으며, 평균 수출액 또한 2001년 36.2

억에서 81.7억으로 껑충 뛰었다. 평균 산업

재산권도 2001년 6.5건에서 14.6건으로 2

배 이상 많아졌다. 

●                                                            오슬로 매뉴얼

생산 현장을 넘어 마케팅, 해외진출 등 기업 

운영의 총체적인 노하우를 집대성한 업무 매

뉴얼이 주목받으면서 ‘매뉴얼이 없으면 도태

된다’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

다. 단지 기업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 또

한 도입단계부터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왔는데, 바로 전 세계에 걸쳐 기업

의 기술혁신지침서로 통하는 ‘오슬로 매뉴

얼(Oslo Manual)’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

슬로 매뉴얼’은 1992년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난 제품을 

정의하고 이로 인한 기술혁신 성과를 직접 조

사한 후 기술혁신 기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

술혁신지표 개발에 대한 지침서로 처음 승인

한 것. ‘오슬로’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매뉴얼

이 가장 잘 갖춰져 있기로 이름난 지역이자 이

를 맨 처음 승인한 장소가 노르웨이 오슬로인 

점에서 가져왔다. 이 매뉴얼은 기업 스스로 

생산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동반한 제품을 정

의하고, 혁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도

록 기술혁신지표를 개발했다. 또 혁신을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술적으로 새로

운 제품의 공정개발 방식과 기술적인 개선사

항들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생산방식에 적용

하는 활동이라 정의했다. 

혁신의 유형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

분해 제시했다. 이렇게 시작한 ‘오슬로 매뉴

얼’은 1992년 제1판에 이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1997년 제2판, 2005년 제3판을 내

놓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지난 

2018년 시장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

신의 개념과 유형, 적용 범위의 변화를 반영

한 제4판을 발표했다. 한편 이노비즈 인증 평

가지표의 근간이 ‘오슬로 매뉴얼’인 만큼 이

노비즈인증제도 또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버전의 ‘오슬로 매

뉴얼’을 반영한 개정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                                    유효기간 연장

한 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주어진 

유효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만료일이 다가

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기관에서는 만료 

9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고 있다. 이때 인증

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

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

료 30일 이내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만료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

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인증 연장 신청을 한 기업은 별도의 기술·경

영진단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다시 유효기간

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                                    졸업기업

중소기업의 성공모델로서 중견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업군으로 일컬

어지는 이노비즈기업.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의 도약은 이노비즈기업의 오랜 목표 중 하나

였으며, 중견기업 중 19.2%에 해당하는 기업

이 이노비즈를 거쳐 지금의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까지 성장을 거듭한 끝에 중견기업에 안

착함으로써 명예롭게 이노비즈를 졸업한 기

업은 415개 사에 이른다. 이들이 제조업으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스케

일업 하기까지는 평균 8.8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노비즈기업의 업종 상위 Top3에서 

기계금속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위

부터 5위까지는 매년 산업의 흐름에 따

라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전환이 발빠르

게 이루어지면서 SW, 정보통신 분야의 

이노비즈기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오슬로 매뉴얼은 혁신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핵심요소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

에서 수집한 혁신 관련한 데이터

분석 내용과 세계 경제 추세 및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혁신에 관한 

글로벌 지침서로 통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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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혁신, 개척, 도전 등과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

를 갖는 이노비즈기업은 제각기 해당 분야에

서 ‘최초’의 기록을 양산해왔다. 그렇다면, 이

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첫해, 인증 스타트를 끊

은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01년 이

노비즈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상반기 370

개, 하반기 720개 등 총 1,090개 사의 기업

이 최초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으며, 같은 

해 선발주자로서 처음으로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여러 번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02개 사에 

이른다. 

한편 이노비즈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관

리기관인 이노비즈협회가 보유한 의미 있는 

‘최초’도 빼놓을 수 없다. 협회는 지난 2010

년 6월 23일 민간으로서는 최초로 일자리지

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본회 및 

전국 9개 지회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함

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의 고용문제 해결에 직

접적인 지원을 펼쳐온 것.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사

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운영을 통해 장기 재

직 및 고용 안정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

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도 지난 2014

년부터 3회 연속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는 이노비즈기업이 총 종사자 

78만 명, 중소제조업 종사자의 35%를 담당

하는 성과로 이어져 국내 최대 일자리창출 기

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                                            코로나 시대의 활약

코로나19가 몰고 온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의 디폴트는 ‘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실제로 적잖은 기업들이 설립 이래 최악

의 위기를 맞닥뜨렸으며, 그에 따른 판로 중

단과 매출 하락 사태를 감내해야 했다. 물론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기술을 앞

세운 이노비즈기업의 새로운 역사는 이어졌

다. 그중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

작과 더불어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화제

의 중심에 우뚝 선 ㈜풍림파마텍(대표 조희

민)도 포함되어 있다. 쥐어짜는 주사기의 정

식명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LDS)’. 바이알(병)에 남은 백신 잔여

량을 최소화해 백신 1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1~2명 늘릴 수 있는 이 주사기는 전 세계를 

통틀어 풍림파마텍이 최초로 개발했다. 덕분

에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 기회를 부여한 풍림파마텍은 여기에 그치

지 않고 주입하고 싶은 양만큼 조절이 가능한 

주사기 등 혁신기술로 개발한 주사기를 연이

어 출시할 예정이다.

풍림파마텍 이전에도 이노비즈기업의 혁신

기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2009년 국내 최

초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개발한 ㈜휴비딕(대

표 신재호)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증으

로 수출과 함께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오상헬스케어

(대표 이동현)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의 ‘긴

급사용승인’을 획득,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았

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 및 판

매의 길을 열었다. 마스크 필터의 품질을 좌

우하는 원료 블렌딩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마

스크 전 과정을 콘트롤 하는 ㈜유니맥스(대표 

이용태)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                                              탄력받은 이노비즈

이노비즈기업 앞에 붙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

는 ‘참여정부의 금지옥엽’도 있다. 이는 이노

비즈기업이 2006년 당시 참여정부의 성공적

인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형 중소기업 3만 개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달성’

의 견인차 역할을 한 데서 비롯됐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

신형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먼

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

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

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

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

어 나가겠습니다. 3만 개의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참여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쏟

아지면서 제대로 탄력받은 이노비즈는 나라

의 경제를 일으키는 한편 2005년부터 2008

년까지 인증기업 수를 대폭 확대해 2005년 

3,454개 사에서 2008년 14,626개 사로 급

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                             회원사 현황과 혜택

이노비즈인증제도가 20년의 역사를 기록하

는 사이 이노비즈기업도 그만큼의 부피를 키

워 2020년 12월 기준 총 18,920개 사로 늘

어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4.2%로, 우리 산업

의 허리이자 성장사다리의 중심으로 일컬어

지며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노비즈기

업은 총 매출액 292조 원에 총 종사자 78만 

명, 총 수출액 5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지원을 위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

한 기업 중 91%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을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숫자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인증 효과 외에도 

이노비즈기업이 되면 금융·세제 지원, 연구

개발, 인력, 판로·수출 확대를 위한 수수료 감

면 및 가점 부여 등 50여 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를 

비롯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2년, 지방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법인세 10% 공제 및 절차의 간소화 혜

택도 주어진다.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와 산업

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제도 활용 시 가점 5점

이 적용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2

점의 가점(제조업은 2.5점)이 부여된다. 이외

에도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 자

격 등 기업 경영활동 시 유용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좀 더 자세한 혜택 및 지원 내용은 절취선 내용 참고

●                                    페루 수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관문이자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

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해온 이노비즈인증제도

는 국내의 전유물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수출

할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3개년 사업(2019~2021)으

로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전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우수 중

소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해온 이노비즈인증

제도의 전수를 통해 페루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

난해에는 총 24명의 연수생을 구성해 약 10

일간 온라인 전문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페루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의 중앙정

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다

수 참여해 이노비즈인증제도의 페루 지방정

부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 이노비즈인증제도의 발전사, 평가체계 

및 인증절차, 제도의 효과성, 평가지표의 분

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강의가 실시되

었으며, 이를 통해 페루형 이노비즈인증제도

의 방향성과 액션플랜 수립을 추진했다. 협회

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인증제도의 해

외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동력은 물론 

양국 기업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산업의 대부분이

휘청대는 가운데에서도 이노비즈기

업은 방역의 선두에 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

은 기업 또한 이전보다 급증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인증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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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피와 1000스닥의 시대 

최고 주가를 달리는 이노비즈기업은?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대가 올 초 마침내 현실화되었다. 

최근 주식장의 하락세로 코스닥지수는 다시 1000 아래로 내려갔으나 

곧 회복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코스닥지수 상승에도 

이노비즈기업의 영향력이 미쳐,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의 약 35%에 해당하는 

486개 사가 이노비즈기업이다. 그렇다면 상장 이노비즈기업 중 

가장 높은 주가로 주목받는 기업은 어디일까?

SPECIAL INNO TOPIC

코스닥지수 상위 10개 이노비즈기업
(2월 26일 종가 기준)

천스닥 시대, 주가 톱은 ‘(주)천보’

이노비즈기업 중 가장 높은 주가를 자랑하는 ㈜천보

(대표 서자원)(278280)는 2007년 설립한 전자

소재 기업. 액정표시장치(LCD) 식각액 첨가제, 유

기발광다이오드(OLED), 반도체 공정 소재, 의약

품 중간체, 2차전지 전해질 등을 제조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2차

전지 테마주로 급부상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끈 

천보는 지난 1월 11일 장중 한때 21만 3,800원

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주가 조정을 받으며 주춤하다 최근 다시 오

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천보에 대해 주요 증권사

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25만 3,500원. 지

난해 중국을 중심으로 2차전지 전해질 관련 매

출 증가로 실적개선을 이끌어 코로나19 여파에

도 전년(2019년) 동기 대비 14.9%의 매출 증가

를 거둔 점을 높이 산 결과다. 여기에 2차전지 전

해질 생산시설 증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장점으로 작용해 증설을 완료하면 2차전

지 소재 사업을 통한 매출향상은 물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74,000 (주
)케

이아이엔엑스

70,300 웹케시(주
)

64,300 (주
)에

코프로

62,100 주식회사 쎄트렉아이

62,000 데브시스터즈(주
)

6.
7.

8.
9.

10.

160,200

96,200
124,200

88,900

83,200

(주
)천보

(주)파크시스템스

(주)엔지켐생명과학

(주)제넥신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비상장기업 ㈜풍림파마텍의 주가 영향력

그런가 하면 비상장기업이라 주가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관련주

들의 폭풍 성장을 이끈 이노비즈기업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검색어 

1위 자리를 지키며 K-방역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주목받은 ㈜풍림파마텍

(대표 조희민)이 그 주인공이다. 풍림파마텍을 화제의 중심에 세운 건 당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린 최소주사잔

량(LSD) 주사기였다. 기존 주사기 사용에서 버려지는 백신약액 양 20%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효율 최대의 주사기로, 다른 주사기로 백신약액 1병당 

5명 접종할 수 있는 반면 LSD주사기는 버려지는 양이 없어 6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게 강점. 여기에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과 화이자의 

러브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폭등을 이끌었고, 그 중심에 있는 강소

기업 풍림파마텍에 대한 관심도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조 4,203억

2조 3,782억

1조 2,950억

1조 6,020억

1조 485억

(주)천보
(주)에코프로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오스코텍

(주)제넥신

1

3

2

4

5

9,480억 에이비엘바이오주식회사

9,038억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

8,963억 (주)클래시스

8,285억 (주)파크시스템스

8,258억 (주)헬릭스미스

6.
7. 

8.
9.10.

 

시가총액 상위 10개 이노비즈기업
(2월 26일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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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주목받는

 ㈜파크시스템스와 ㈜제넥신

㈜파크시스템스(대표 박상일)(140860)는 상장 이노

비즈기업 중 꾸준히 주가 상위권에 랭크될 만큼 투

자자들의 관심권 안에 있다.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8만 원을 밑돌았지만 올들어 꾸준한 

상승세에 돌입, 지난 3월 25일 장중 한때 153,000

원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의 목표주가는 이보다 한

참 웃돌아 삼성증권은 최근 18만 원의 목표가를 제

시한 바 있다. 이처럼 파크시스템스가 가파른 오름

세를 보이는 이유는 원자현미경 제조 및 개발 판매

업체로서 산업용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 무엇보다 비접촉방식을 활용해 해상도를 높

일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절약까지 강점으로 작용

했고, 이를 통해 거래처 및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

상되는 만큼 파크시스템스의 성장과 주식시장에

서의 활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제넥신(대표 서유석)(095700) 또한 주식시장에

서 빼놓을 수 없는 강자다. 제넥신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시가총액 2조 

3,782억 원으로 상장 이노비즈기업 중 단연 1위

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백신 개

발기업인 제넥신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 2/3상을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신청계획

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중 해외 임상 

2/3상을 추진하는 것은 제넥신이 최초다. 특히 이

번 임상은 인도네시아인 1,000명을 비롯해 총 3만 

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임상 

2/3상을 한꺼번에 실시해 안전성과 면역원성 및 

방어 효능까지 한 번에 검증함으로써 임상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지난해 8월 기록했던 

최고가 190,300원을 향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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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BIGDATA

경기도가 34.8%, 그다음은 서울과 경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분의 1은 경기도에 모여 

있다. 이노비즈기업 또한 34.8% 총 6,575개 사

가 경기도에 분포해 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

은 데다 대기업과 첨단산업단지가 곳곳에 자리 

잡은 까닭. 경기도 중에서도 화성시는 총 968개 

사의 이노비즈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과 

안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

적 이점이 부각하면서 점차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뒤를 잇는 이노비즈기업의 밀집

지역은 17% 총 3,219개 사가 소재한 서울이다. 

대형 디지털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금천구와 구

로구를 비롯해 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이노비즈기업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지역에서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대거 보유한 김해

시와 창원시가 있는 경남이 6.6% 총 1,246개 사

로, 세 번째로 이노비즈기업이 많았다. 

전국에서 이노비즈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까? 

또, 코로나19로 산업이 급변했던 지난해 가입한 

신규 이노비즈기업의 현황은 어떨까?

이노비즈기업 4개 사 중 

1곳은 기계금속 업종

SPECIAL

25.6%로 기계금속이 가장 많고 

전기전자가 2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은 우리나

라 산업의 기술력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 분야 중 혁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 즉 이노

비즈기업의 상당수가 몸담은 업종은 무엇일까. 

1위는 25.6% 총 4,840개 기업이 속하는 기계금

속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특화된 기술력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기계금속 업종이기 때문. 그 뒤는 전기전

자 업종으로 18.3% 총 3,456개 사의 이노비즈기

업이 해당한다. 3위는 16.1% 총 3,053개 사가 속

한 기타 업종으로, 갈수록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기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이노비즈인증

이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SW 업종의 이노비즈기

업은 7.6%(1,434개 사), 화학 6.8%(1,296개 사), 

정보통신 6.4%(1,204개 사), 건설 4.2%(796개 

사), 식품 4%(749개 사), 서비스 3.7%(694개 사), 

바이오 3%(561개 사), 환경 2.3%(444개 사), 섬

유 2.2%(410개 사)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19는 이노비즈기업의 업종 분포

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기계금속이 여

전히 2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해외

수출이 막히면서 전기전자(16.9%)가 기타 업종

(17.7%)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부터 급속

하게 추진된 디지털 전환의 흐름으로 SW 업종이 

2% 가까이 상승한 9.4%를 차지했으며, 정보통

신 또한 화학을 앞질러 7.5%로 5위에 등극했다.

20년 전 이노비즈기업은_ 그러니까, 인증을 시작한 2001

년에는 서울, 경기, 대전 순으로 지역 분포가 나타났다. 업종

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순으로 많았다. 

innobiz 20, reboot inn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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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3,219개 사)

34.8%
경기(6,575개 사)

6.6%
경남(1,246개 사)

이노비즈기업 밀집지역 Top 3

이외에도 이노비즈기업은 전통적인 공단과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인천에 5.9%(1,119개 사), 부산 5.1%(969개 사), 

경북 4.7%(893개 사), 대구 4.4%(831개 사), 충남 4.3%(820

개 사), 충북 3.4%(652개 사), 전남 2.8%(512개 사), 대전 

2.7%(509개 사), 전북 2.3%(432개 사), 광주 2.1%(398

개 사), 강원 1.8%(343개 사), 울산 1.4%(270개 사), 제주 

0.4%(75개 사), 세종 0.3%(57개 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로 적잖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은 지난해 

새롭게 이노비즈기업에 합류한 기업들의 지역 분포 또한 큰 

틀에서는 기존과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부동의 1위 

지역인 경기도(34.9%)에 이어 서울은 지난해 1.2% 상승해 

18.2%를 차지했다.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지역 분포에서 근

소하게 3, 4위를 차지했던 경남과 인천은 지난해 순위를 바꿔 

인천 6.6%, 경남 5.2%를 기록했다.

34.9%
경기(499개 사)

18.2%
서울(260개 사)

6.6%
인천(95개 사)

25.6%
기계금속

18.3%
전기전자

16.1%
기타

7.6%
SW

6.8%
화학

코로나 시대  이노비즈기업  밀집지역 Top 3

291개 사 241개 사 253개 사 134개 사 108개 사

코로나 시대  이노비즈기업 업종별 Top 5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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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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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미국 AMCA 인증을 받은 기술력 

엔진을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자동차 기업의 기술력을 

가늠하듯, 송풍기 기업은 자체 기술로 날개(Fan)를 만들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금성풍력은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던 공조용 송풍

기의 핵심부품인 날개의 금형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대부분 사업을 접던 1997년 IMF 때 금성풍력은 오히려 국산화

에 투자했죠. 그때 개발한 제품이 비행기 날개의 단면 모양을 응

용한, 원심팬 중 가장 전통 모델인 에어포일팬(Air Foil Fan)입니

다.” 고효율에 소음은 낮고 고속회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콤팩

트하다는 특징을 지닌 에어포일팬은 이후 금성풍력의 대표제품

으로 자리 잡으며 공조용 송풍기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이끌

었다. 산업용 송풍기 시장은 터보팬(Turbo Fan)이 휩쓸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호평을 받은 터보팬은 금성풍력의 제품 중 가장 

고압용으로, 고효율에 고속운전은 기본이고 최적화된 설계로 고

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 적용 또한 가능하다. 금성풍

력의 이 같은 기술력은 가장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통해서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2005년 순수 국내 기술로는 최초로 미국 

AMCA(Air Movement & Control Association international 

INC, 미국 공기이송 및 조정협회)로부터 Air performance 

Seal(Airfoil Fan & Sirocco Fan)을 인증받았으며, 2009년에는 

Air performance Sound 인증을 획득해 소음에 대한 객관적

인 신뢰도를 높였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AMCA로부터 효

율등급인증(FEG, Fan Efficiency Grades)을 취득했다. 탄탄한 

기술력에 인증을 통한 신뢰도까지 더해지면서 금성풍력은 거래

해온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동반하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최

근 베트남에 지은 삼성전자 갤럭시공장에 들어가는 송풍기 전량

을 비롯해 SK의 체코 반도체공장과 LG케미컬의 미국 배터리공

장 등에도 금성풍력의 제품이 들어가는 등 수출 비중도 점차 늘

어나고 있다. 

송풍기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1975년에 창업한 금성풍력은 올해로 46년을 맞은 장수기업이

다. 업계에서는 드물게 창업주 정동기 회장의 뒤를 이어 장남 정

형권 대표가 가업을 승계했다. 그런 만큼 부담이 적잖았지만, 수

치로 드러나는 정형권 대표의 경영성적표는 합격점을 훌쩍 넘어

섰다. 금성풍력은 창립 이래 10년 주기로 공장의 규모를 3배씩 

우리 몸에 허파가 있다면, 건물에는 송풍기가 있다. 물론 건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송풍기는 달라진다. 현재 국내 송풍

기 관련 기업은 200여 개.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금성풍력은 공조

용과 산업용 송풍기에 특화된 기업이다. 대형건물에 들어가는 공

조용 송풍기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삼성전자나 SK하이

닉스 등에 납품하는 산업용 송풍기가 40%, 기타 송풍기가 10% 

정도다. “금성풍력의 공조용 송풍기가 설치된 대표적 건물이 인천

공항이라면, 산업용 송풍기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사용 중입

니다. 반도체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예민한데, 창문 하나 없는 반

도체공장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풍기의 성능이 매우 중

요하죠.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풍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금성풍력을 포함한 두 군데 제품만 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송풍기라면 최고 기술력을 보

유했다는 의미로 통하죠.”

SPECIAL INNO SCALE UP

공항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건물이 눈에 띄는 냉난방장치 하나 

없이 사계절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 없이 돌아가는 송풍기 덕분. ㈜금성풍력(대표 정형권)은 국

내 공조용 송풍기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규모와 매출 등에

서 스케일업을 실현하며 성장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주)금성풍력 정형권 대표

송풍기 시장의 강력한 바람 키워왔다. 1980년대 서울 구로동(200평), 1990년대 인천 남동

공단(650평), 2000년대 인천 남동공단 2,000평에 이어 2010

년대에는 충남 아산테크노밸리에 무려 6,000평의 공장을 신축

했다. 특히 2017년에 지은 아산테크노밸리공장은 정형권 대표

가 추진한 첫 공장으로 송풍기 단일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다. 무엇보다 최신화된 제조설비와 원스톱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듬해에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3대 규모의 멀티 노즐 챔버를 완공함으로써 보

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멀티 노즐 챔버의 시험결과가 집약된 신제품인 Smoky Wall은 

화재 시 연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

으로, 건물의 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의 팬룸이 없는 곳에 최적화되었다. 이처럼 꾸준한 도전과 혁신

을 통해 2019년 창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한 금성풍력은 지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재무상태는 더 건실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그간의 내공에 정형권 대표의 추진력이 

더해지면서 차별화된 기술력의 기업으로 우뚝 선 금성풍력

은 업계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왔

다. 1997년 국내 최초로 Fan Selection 

Program을 개발한 게 대표적인 

예.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풍량, 

정압, 모델만 선택하면 최적

화된 송풍기 모델을 제공

하도록 설계된 이 프로

그램은 누구든 금성풍

력 홈페이지에서 무료

로 다운해 쓸 수 있도

록 오픈해두었다.

정형권 대표는 요즘 바

쁜 와중에도 선배 기업

인들을 만나는 일에 많

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

다.  창업주이자 부친인 정

동기 회장의 경영철학을 잇

는 한편 더 좋은 제품으로 고

객 만족에 부응하고자 듣고 배

우는 겸손한 기업인의 자세를 잃지 

10년 주기로 공장 규모 3배씩 성장

1980년대

서울 구로동

2000년대

인천 

남동공단
1990년대

인천 

남동공단

2,000 평

6,000 평

650 평
200 평

2010년대

충남 

아산테크노

밸리

않겠다는 정 대표. 그는 훗날 기업의 성장사와 더불어 가업 승계

한 2세 경영인의 모범 사례로도 금성풍력이 회자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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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트렌드는 바뀌고, 그 속도는 더 빨라졌다. 

Trend Innovator 섹션에서는 최근 경제의 흐름에서 부각하는 

신조어 중심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꽉 막힌 듯한 글로벌 교류상황에서 파고들 

만한 해외시장 정보를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해야 할 

변화의 포인트와 힌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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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플랫폼 기업의 영

향력은 막강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은 전통적인 강자인 제조업과 금

융업을 누르고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

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

영하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대

가를 받으며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누구나 어려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물건

을 생산하지 않는 쿠팡, 음식을 요리하지 않

는 배달의 민족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사

실상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고객과 직

접 만나는 건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들인데, 

그로 인한 이익과 정보는 플랫폼 기업이 독

점한다. 

이 와중에 2020년 11월 18일,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블록체인 벤처·중소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가 프로토콜 경

제로 전환될 거라는 화두를 던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 참여자들이 합의한 규

약(Protocol)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

로써 합리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새로운 경

제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사실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Hashed)

의 김서준 대표가 2017년부터 주장해온 것

이다. 이것을 정부가 채택한 것은 그만큼 공

정한 경쟁과 상생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 실

업률 개선, 불평등 해소 등의 공통 현안을 안

고 있다. 일반 기업조차 플랫폼화되는 상황에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플랫폼 경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

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1위인 애

플을 포함해 무려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임이 드러나면서 시장쏠림현상과 

승자독식의 지적이 플랫폼 경제를 향

하고 있다. ‘프로토콜 경제’라는 개념

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토콜 경제는 어떤 의미

를 가지며, 과연 플랫폼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서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를 낮추라고 채근하

는 것을 넘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갈등과 불평등을 줄이는 신기술과 탈중앙화

된 경제시스템

플랫폼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은 2021

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잘 드러난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핵심 과제를 보면, 플랫폼 분야의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 공정화법 제정,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감시 강화,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

해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배

달 앱과 렌트카 등 생활밀착형 시장의 소비자 

약관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플랫폼 기

업의 성격은 중개업자에 가깝다. 그런데 생산

자보다 중개업자가 더 많이 돈을 버는 현재의 

구조는 다수의 참여자에게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만약 대안만 있다면 생산자를 더 대

우해주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다. 잘

못하다가는 플랫폼 기업을 성장시킨 네트워

크 효과가 역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의 평

가와 보상 그리고 계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블록체인 기술

이 플랫폼 안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

는 장치가 된다. 이를테면 콘텐츠 유통 분야

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소셜 블록체

글_민희(메타트렌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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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위원회(SEC)에 운전자에게 현금이 아닌 주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우

버의 급성장에 이바지한 운전자에게 보상하

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

월, 플랫폼 참여자가 플랫폼 기업의 주식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현재는 플랫폼 기업이 지분을 나눠주려면 플

랫폼 참여자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자영업자

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

다. 게다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개

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계약서를 주고

받고, 세금을 처리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

다. 그러나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암호자산

을 기반으로 시스템화돼 있어서 수많은 작업

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

는 아직 암호자산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이

다. 이와 함께 누구나 스마트폰 앱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쉽게 암호자산을 

인인 스팀(Steem)과 분산 파일 시스템인 IP 

FS(Interplanetary File System)를 기반으

로 만들어진 디튜브(D.Tube)는 탈중앙화된 

유튜브(Decentralized Youtube)를 표방한

다. 동영상 등록은 물론 평가, 댓글, 공유와 같

은 사소한 행위에도 보상해준다. 관리 주체가 

없어서 검열하지 않으며, 커뮤니티의 자정 작

용으로 콘텐츠를 관리한다. 무엇보다도 디튜

브 안에서는 순수하게 콘텐츠만으로 공정하

게 경쟁하며, 광고도 없다. 개방적이며 탈중

앙화된 프로토콜 경제(Protocol Economy)

는 다수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가 협력해서 경

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과 유사하

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해 평등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디지털화된 

협동조합처럼 보인다.

2018년 가을,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 테크놀

러지(Uber Technologies)는 미국의 증권거

TREND INNOVATOR  MARKET INSIGHT

분명한 점은 혹여 프로토콜 경제라는 

신조어가 정착하지 못할지라도 인공

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방법

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거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중

개자 없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탈중앙화

된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인 스

마트 콘트랙(Smart Contracts) 등을 통해 안

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블록

체인 기업 육성, R&D 지원, 부산 블록체인 규

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등을 포함한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프로토콜 경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능한 미래

프로토콜 경제는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이 수

익을 창출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기

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사회

적 공감대 형성 등의 숙제를 차근차근 풀어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미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혹여 프로토콜 경제라는 신

조어가 정착하지 못할지라도 인공지능과 경

쟁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모든 구성

원을 만족시킬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택시 회

사,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현대자동

차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사이의 첨예한 갈

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을 구성하는 현대자

동차와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을 적용해 중고자동차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손쉽게 공유할 수만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은 중고자동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신뢰성 회복과 투명

한 유통 과정 공유 그리고 보안 유지 측면에서

도 도움이 된다.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플랫폼 

참가자들 역시 회사의 주주가 된 것처럼 책임

감을 느끼며 공동으로 플랫폼을 관리하고 발

전시켜 나간다. 이때 플랫폼 참여자는 플랫폼

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한 이익은 물론 책임까

지도 공유하는 사업자가 된다. 이로 인해 상

품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하고, 고객 불만 처

리 비용은 감소한다. 이처럼 집단지성을 이용

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플랫폼에

서 발생한 각종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뉴 비즈니스의 원천이 된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 행태를 면밀하게 분

석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잠재 고객을 유치

한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을 활

용하기에도 좋다. 고객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고객 문의를 응대하고, 

불만 사항을 처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

킨다.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가 불러올 파

급 효과는 지금으로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

이다.

이제 겨우 시작된 신개념이 하루아침에 세상

을 바꿀 수는 없다. 거대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Airbnb)가 창립 8년만에 호텔 공룡인 힐튼

(Hilton)을 제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처럼 이상에 가까워 보이는 프로토콜 

경제의 미래도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

서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

는 신뢰 경제 아래에서 고객들이 가장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시장이 탄생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

우 유익하다.

프로토콜 경제

공정한 대가

공정한 대가

블록체인

기술

상

생

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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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 전환 중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포인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가 가장 긴밀한 파트너다. 베트남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로 이어지는 대륙부 아세안 공략의 거점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면,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이어지는 

해양부 아세안의 거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올해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두 나라의 산업현황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방향을 살펴본다. 

TREND INNOVATOR GLOBAL PREVIEW

하이테크 제조 허브를 꿈꾸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NAR)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국별 GDP 전망 자료를 토대로 2019

년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장지수를 산출했

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은 108.4점

을 기록해 아세안 회원국을 선도할 전망이

다. Oxford Economics는 베트남 경제가 코

로나19 감염병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억제하

고 전자제품 및 기타소비재의 강건한 수출 덕

분에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20

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0년 국제적 보건시스템 및 경제 붕

괴에도 3건의 무역협정(베트남-EU 자유무

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국-베트남) 서명, 신규 항공사 출범 등에 성

공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을 

추월해 동남아시아 7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GDP 규모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앞서 

처음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국이 되었다(IMF 2020년 10월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

믹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여겨졌지만, 베트남

의 높은 무역 개방성은 반대로 빠른 경제회복

에 기여했다. 미국과 유럽의 재택근무와 인터

넷쇼핑 붐이 일어나면서 베트남 전자 및 가구 

수출업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인근 경쟁

국 공장이 코로나19로 봉쇄되면서 유휴상태

가 된 인근 경쟁국의 주문을 흡수했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공급망 중

단 및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과도

한 의존을 낮추려는 ‘차이나+1’ 차원의 글로

벌기업 움직임도 베트남 경제에 기여했다. 특

히 컴퓨터, 스마트폰 및 통신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의 재편성을 강요함에 따라 베트남은 

하이테크 제조 허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 수출의 25%에 관여하고 

있고, 인텔은 세계 최대의 칩 조립 공장을 베

트남에 건설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Fox-

conn을 위시한 거의 모든 주요 애플 공급업

체가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

국적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2021년 베트남 

경제의 7.7% 성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변혁 과정은 곧 우리 기업의 기회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베트남은 이번 감

염병 위기를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확

대와 디지털 변혁의 계기로 삼고 있다. 코로

나19로 인해 중국 원부자재의 수급 불안과 

제조공장의 셧다운을 경험한 다국적 기업들

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선 및 생산기지 다변

화 대상지로 베트남을 꼽고 있다. LG는 중국

과 한국의 생산기지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

하기로 했고, Foxconn은 에어팟 생산물량의 

30%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생산

하기로 했다. 삼성 스마트폰 펜을 제조하는 

페가트론도 중국에서 베트남 하이퐁으로 생

산설비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

해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개정, 민관합작투자

법(PPP) 발효, EU-베트남 FTA 발효 등 적극

적으로 FDI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반도체 제조를 통해 ‘디지털 경

제’를 확장하려는 베트남 정부는 GDP에서 

베트남                                              디지털 경제 기여도를 2025년 20%, 2030

년 30%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를 반영해 다낭  하이테크 파크 당국은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둔 Hayward Quartz Tech-

nology에 1,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공장 

개발 허가를 부여했고, 크리스탈 실리콘 블락 

등 반도체 재료를 2023년 2분기부터 생산할 

전망이다. 미국 인텔도 4.75억 달러의 자금

을 베트남 내 조립 및 테스트 부문에 투하했

다.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최대 외

국인 투자사가 된 삼성은 2022년까지 베트

남에 3,000명을 고용할 R&D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GVC 재편과 베트남

의 디지털 경제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를 발굴할 수 있다.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 중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의 현지화 비율이 

10~30% 수준이라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기

회임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을 

통해 단절된 가치사슬을 연결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를 찾을 수 있다. 베트남 자국 기업들과 합작

을 통해 동남아 제3국 진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출거점으로 베트남

이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_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INNOBIZ+ VO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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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의 두드러진 성장

코로나19로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정책(PSBB: 

Pembatasan Social Berskala Besar)을 시

행하면서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실질 GDP 성

장률은  -1.9%였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

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지난해 11월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일자리창출특별법(옵니버스법) 등이 기업활동

의 자유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면서 IMF는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

장률을 4.8%로 전망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

(NAR)의 2021년도 성장지수도 104.5를 기

록했다. 

산업별로 지난해 성적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2019년 대비 역

성장했다. 제조업은 자동차(-46.4%), 오토

바이(-40.2%), 시멘트(-9.3%) 등의 생산량 

감소가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차량 정비 및 도소매 판매업도 판

매 부진으로 2019년 대비 감소했다(-3.7%). 

건설업도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부진

을 면치 못했다(-3.3%). 교통 및 물류창고 부

문도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지속으로 인해 전

년 대비 부진했다(-15.0%). 반면 정보통신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는 전년 대비 성장했

다.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비

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급속도로 전자상거

래 시장이 성장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 전

자상거래 시장 총 수익은 2019년 대비 49%

가 증가한 30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수익은 연평균 

15%씩 증가할 전망이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44%가 2020년 온라인을 통해 적어도 한 가

지 상품은 구매한 것으로 보고된다. 

Google-Temasek-Bain&Company가 

2020년 11월 발표한 동남아시아 6개국(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

국,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보고서 

‘e-Conomy SEA 2020’는 코로나19로 새

롭게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인도네시아 소비

자는 전체 소비자의 37%로 베트남(41%) 다

음으로 많았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 규모

는 5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해 2020년 440

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5년 1,240억 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인도

네시아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구글은 

3.5억 달러를 전자상거래 회사인 토코피디아

(Tokopedia)에 투자하기로 했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부칼라팍(Bukalapak)에 1억 달러

를 투자하기로 작년 11월에 합의했다. 작년 6

월에는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왓츠앱(WhatsApp)과 결제서비스업체인 페

이팔(PayPal)도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

인 고젝(Gojek)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한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

출은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

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대변한다.

TREND INNOVATOR GLOBAL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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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건설 및 대중교통시스템에 주목

한편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분야도 병원, 

연구소 등 보건 분야 관련 인센티브의 증가

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6% 성장했다. 인도

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의료기기(HS코드 

9018~9022) 수입 규모는 2020년 약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28.8% 성

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2020년 인도네시아

의 물품 수입이 16.9%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보건의료 분야의 성장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간 방역 관련 지속적인 협업도 진행 중이다. 

작년 4월에 한국은 방역물품을 인도네시아

에 우선 지원했고, 현지 한국기업들의 코로나 

방역물품 기부활동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

터 찬사를 받았다. 이노비즈기업인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 회사인 칼베 파마(Kal-

be Farma)와 코로나19 및 암 치료제 후보를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한 계약을 2021년 2

월에 체결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양국 간 협

업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약 90% 정도

의 의료기기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인도네

시아는 우리 기업에 기회의 땅이므로 인도네

시아 정부의 정책변화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현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

제에 서둘러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과 중

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자리 잡고 난 이후

에는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

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미

국과 중국 등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아직은 관

심을 덜 두고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및 대중교

통시스템 등에 관심 둘 만하다. 특히 인도네

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에서 관련된 스마트 인프라 건설 관련 수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정지된 듯 보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에

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

야 한다.

INNOBIZ+ VOL.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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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ULAVESI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거대 기술기업들이 아직은 관심을 덜 두고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 및 대중교통시스템 등에 관심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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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멘터리를 넘어

공간과 콘텐츠의 결합을 시도하다

(주)요리인류 이욱정 대표

TREND INNOVATOR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원래 주유소였던 공간이 최근 ‘길동채움’이

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저

는 3층에 오픈한 잇츠매직요리인류쿠킹스

튜디오의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

까지 기업의 쇼룸이 주로 제품전시에 국한되

었다면, 이 공간은 콘텐츠로 채워진다는 점에

서 차별화돼요. 가령, 클래스와 음악회, 인문

학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 요리와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에도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을 듣고, 실제 연주

와 함께 러시아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

면서 제가 체험한 러시아 음식 얘기를 곁들

였죠. 또 이곳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쿡어롱

(cookalong)’ 시스템을 통해서는 수강생들

이 자리마다 세팅된 요리 비디오를 보며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제품전시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와 결합된 형태로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시도의 공간인 셈이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속에 

어떤 방향성이 있나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오래 일해왔고, 지금

도 여전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만 제작해온 건 아

니에요. 문화, 의료 등을 테마로 한 다큐멘터

리도 여러 편 제작을 했어요. 요즘에는 창의성

얼마 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면서 근황을 궁

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가 100% 투자한 벤

처회사 ㈜요리인류 대표이자 서울시에서 하는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총괄 프로듀서로서 회

현동과 청파동에 각각 문화공간으로 리노베

이션 한 요리인류 검벽돌집 운영을 맡고 있습

니다. 최근 회현동 골목식당들의 회생을 위해 

‘명동밥집’ 도시락을 기획해 노숙자들에게 무

료로 제공한 것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빨라졌을 뿐, 

이 사업을 기획한 건 3년 전이었어요. 불황으

로 골목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위기에 직

면하면서 이를 돌파하고자 제가 낸 아이디어

가 동네의 특색을 담은 도시락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판로였는데, 여러 기업이 단체주문

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서 3개월쯤 지난 지

금 골목식당 대부분이 예전 매출에 근접한 회

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식당뿐만 아니라 주변 

쌀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등에도 영향을 미

쳐 골목상권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

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과 조인해 새로운 프로젝

트를 시작하신 걸로 압니다.

KBS PD 시절 이욱정 대표는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한 <누들로드>, <요리인류> 등으로 전 세

계 음식의 역사뿐만 아니라 ‘푸드멘터리’라는 이전에 없던 길을 개척했다. 우리가 살아온 역

사의 어떤 궤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을 음식을 통해 들여다본 것. 이를 통해 선풍적

인 반응과 더불어 단박에 스타 PD 반열에 오른 그는 이후에도 다수의 요리와 식문화 관련 프

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화면 밖으로 한 발짝씩 걸음을 옮겨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 공간에 콘텐츠를 결합하는 시도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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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살 수 없다면 나도 살 수 없다는 걸 새

삼 깨달았어요. 마음 놓고 마실 물이나 먹거

리가 없고, 마음 놓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없는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요. 결국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줄곧 혁신과 창의성이 중요한 작업을 해오셨

는데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

업 CEO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

식을 취재하면서 창의력 면에서 세계적인 기

업을 탐방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창의적인 

글로벌기업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엇을 먹는

지 유심히 지켜봤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

은 구태의연한 구내식당에서 창의성은 나오

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예술가들과 

창작자들만 봐도 작품뿐만 아니라 먹는 것

에서부터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같은 주스

를 마셔도 어떤 컵에 마실지를 고민하죠. 따

라서 혁신과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면 직원들

죠. 또 국가는 개별 영토 안에서만 기능하지

만, 기업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글로벌 소비

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새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죠. 저는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들, 말하자

면 팬데믹, 기후재앙, 환경오염,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상황 속에

서 기업이 스스로 건재하면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정부보다 더 효율

적으로 제시하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해요.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활발

한 활동의 동력은 어디에서 얻나요?

모든 작업의 원천은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으로 충

족했던 호기심이 지금은 공간으로 옮겨간 것

인데, 어떤 공간에 제가 상상했던 콘텐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보는 즐거

움이 매우 큽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상생

의 가치죠. 팬데믹과 기후재앙을 겪으면서 이

제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

에 주목하고 있죠. 앞서 설명한 사회 활동들

은 이전까지 해오던 다큐멘터리 작업에 공간

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콘텐츠와 공간의 결합에 기반

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죠. 앞으로 하

고 싶은 일도 이 연장선에서 공간의 규모를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래 진행하신 프로젝트는 대개 기업과 협업

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조업이나 IT기업 등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모두 콘텐츠 회사라고 생각

합니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

하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기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던 시대를 지나 기업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자연환경 등과 매우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몫으

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기업이 공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여 혹은 개입할 수 있는 시대인 거

TREND INNOVATOR

First

푸드멘터리 시대 개막.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Only

음식 다큐를 만들면서 직접 세계적인 요리학교에 들어가 배우고, 그 과정을 다큐에 담은 유일한 PD

창작활동과 사업화 과정, 그리고 결과에서 모두 공익적 효과를 내는 사업방식 시도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에게 새로운 식음료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내

식당의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가끔 신선한 메

뉴를 추가한다거나. 점심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한 시간씩 창의적

인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창의성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없다

고 생각하는 의외의 부분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노비즈기업에는 K-Food 관련 기업도 상

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K-Food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식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해외

로 뻗어나가기 위한 선제 조건은 그 나라의 문

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담긴 가치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

20년 후 이욱정 대표는_ 게임기획자가 되어있을 거라고 했다. 

레고처럼 단순하지만 무궁무진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임 개발

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는 그는 20년 안에 게임이 모든 

장르의 콘텐츠를 아우를 것이라 내다봤다. 게임이 소설과 영화, 

TV와 놀이 등 모든 콘텐츠를 융합해 여가와 라이프스타일의 주

인공이 되어있으리라는 것. 20년 후 게임을 기획하는 프로듀서

로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만난 이

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소장

미국 브렌우드대학 조직심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

다. 동시에 그는 일본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일본에 머물며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조직문제를 직

접 경험했다. 귀국 후에는 일본최대 HR컨설팅기업

의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지

금은 글을 쓰고 강연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지속성장

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5권의 책을 

번역했으며, 5권의 책을 집필했다. <자율조직>은 올

해의 서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앞으로

는 사람이 만드는 시대에서 기계가 만들어 대

량으로 유통되는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

한 준비가 되어있는 기업에게는 곧 기회의 시

대가 펼쳐질 겁니다. 

innobiz 20, reboot inn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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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는 것

이 일상화된 세대인 것이다. 이런 MZ세대의 성향

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바로 ‘미닝아웃(meaning 

out)’이다. 미닝아웃이란 《트렌드 코리아 2018》

에서 처음 언급한 신조어로 ‘정치적·사회적 신념

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

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의 경험이 토대

4~5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 애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2016~2017

년 사이 MZ세대가 겪은 사건들이 이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여성 혐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비정규직 문제

를 다시 돌아보게 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하청업체 혹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향한 ‘갑

질 논란’까지. 나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MZ세대는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

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2018년에 진행한 

최근 SNS가 시끄럽다. 연예인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잇달아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예계 데뷔 

전인 학창 시절의 이야기지만, 당시 제대로 된 처

벌을 받지 않아 여전히 괴로워하는 피해자가 있

다는 사실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하 MZ세

대)는 분노했다. 소속사나 연예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해당 연예인을 지지하

던 팬들마저 성명문을 내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

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MZ세대

는 아동 학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SNS 챌린

지를 이어 갔으며, 2월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내어준 홍대의 한 치킨

집을 ‘돈쭐(돈과 혼쭐의 합성어. 선행을 베푼 착한 

브랜드를 돈으로 혼내준다는 뜻)’ 내자며 적극적

인 구매 운동에 나섰다. 2021년이 얼마 되지 않

았는데도 MZ세대는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

을 펼치고 있다. 

MZ세대는 사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를 낸다. 오래된 이슈도 올바른 사과와 피드백이 

없었다면 다시 수면으로 끌올(끌어올림)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

MZ세대가 바꾸는 

비즈니스 생태계

미닝아웃 Mean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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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Z세대가 주도하는 ‘미닝아웃(Mean-

ing-out)’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소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한데 모여 사회적으

로 목소리를 내는 이 흐름은 기업과 사회의 이

분화를 전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

던 CSR 시대를 저물게 하고 대신 환경(En-

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

ernance)를 따져보는 ESR 시대를 열었다. 기

업의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생태계

까지 변화시키는 미닝아웃을 살펴본다.

TREND INNOVATOR NEW BIZ 글_이재흔(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

<2018년 1934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

에 따르면, MZ세대의 65.6%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

라도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

각했고, 60.4%의 응답자가 ‘관심과 참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 문

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낸 경험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 얻은 건강한 자신감이 MZ세

대의 사회 참여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들이 미닝아웃

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 MZ세대의 사

회 참여는 해를 거듭해오며 보다 다양하게 진화해오

고 있으며, 이들의 힘은 구체적인 사회 변화까지 끌어

낼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최근 1년 내 사회 참여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Z세

대 72.7%, 밀레니얼 세대 80.7%가 사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할 만큼 적극적이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는 생활 습관 변화 및 노력(Z세대 

51.8%, 밀레니얼 세대 52.1%)을 꼽았다. 실제 MZ

세대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바꿔가며 자신의 신

념을 표현하고 있다. 일상에서 텀블러와 재사용 빨대

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배달로 인한 일

회용품 사용 증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회용 용기

를 식당이나 카페에 직접 가져가 포장해오는 불편함

을 감수하기도 한다. 또 지속가능한 책임 소비를 추구

하며 주방세제나 칫솔, 샴푸 등의 플라스틱을 사용하

지 않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테이크아

웃을 원하면 ‘용기(다회용 용기)’를 내야하는 카페 ‘얼

@innobiz

이노비즈 외 1,350명이 좋아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MZ세대 적극참여  #알맹상점  #제로웨이스트숍

#Meaning Out  #2021트렌드  #플라스틱 아웃!

스어스’나 생필품을 필요한 만큼 용기에 덜어서 구매

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 샴푸바와 대나

무 칫솔 등의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모레상점’ 같

은 제로웨이스트숍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미닝아웃에 이어 ‘브랜드 액티비즘’도 주목

MZ세대는 자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품 반납 운동’이다. 지

난해 2월 한 소비자가 일회용 부착 빨대를 모아 매일

유업에 보내 문제제기를 했다. 매일유업은 MZ세대 

소비자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현재 포장재를 연구 중

이며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담은 손

편지를 보냈고, 그 후 실제로 특정 제품에서 일회용 빨

대를 제거했다. MZ세대의 요구에 진심을 담아 피드

백하고 실제 변화 노력까지 한 매일유업은 MZ세대에

게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코카콜라도 높아진 MZ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코카콜라는 라벨이 잘 떼어지는 제품을 넘어 라

벨이 없는 무(無)라벨 제품을 출시해 MZ세대의 주

목을 받았다. 사회적 가치를 꼼꼼히 따지는 MZ세대

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Environment), 사

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ESG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 실천

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MZ세대의 사회 참여가 강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이 ‘브랜드 액티비즘’이다.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이란, 브랜드가 양심을 가진 어떤 인격체처

럼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름의 

기준이 높아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 흐름에 단순히 숟가락을 얹기보다 브랜드

가 먼저 신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MZ세대의 미닝아웃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되며, 다

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

으로 보인다. MZ세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 문제나 동물 복지 등 

사회 이슈에 대해 기업과 브랜드가 능동적이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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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의 존재가 하나둘 보석처럼 빛났다. 

Now Innobiz 섹션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노비즈기업의 

막강한 기술력과 이노비즈기업을 서포트하는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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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브랜드파워를 키울

국내 유일 혁신형 강소기업 전문연구기관

그간 비상설 조직으로 7개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중소기업 이슈 관련 대응 등 자문역할을 해왔던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이 최근 상설화했다.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더 높아진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본격적인 행보를 앞두고 이노비즈기업의 현주소와 연구원의 역할을 살펴본다.

34

우리 경제에는 35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에서 소수

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

나 경제를 견인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해졌다.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이 있는 반면, 죽음의 계

곡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업영업을 확보한 기업도 있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두고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이라고 부른다. 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른바 이노비즈기업이

라 부른다. 

기업도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된다. 창업기업이 반듯한 기업으로 성장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노비즈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군이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다. 창업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독자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고 고용도 늘어나게 된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이노비즈기업

의 평균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벤처기업의 53억에 비해 3배나 많고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노비즈

그동안 이노비즈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소

재·부품·장비 100대 강소기업 중 91개 사가 이노비즈기업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가 확산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는 물

론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에는 언제나 이노비즈기업이 있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며 묵묵히 제조 현장을 지켜온 기

업들이 바로 이노비즈라 할 수 있다.

글_김세종(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노비즈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군이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다. 실제로 2019년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벤처기업의 53억에 비해 3배나 많고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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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노비즈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 경과한 지금, 이노비즈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이노비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가 결합

한 신(新)제조업 개념의 지능형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때 저생산성·저효율성, 굴뚝산업

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미운오리 취급을 받던 제조업이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조강국의 위상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 전개

될 글로벌 경제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조혁신 강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많은 관

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이노비즈의 성과는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

까지 약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한 창업

기업이 성장해 우수한 이노비즈가 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

들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든든하게 만든다는 평범한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은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조 현장을 지키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고집스러운 이노비즈 기업인이 있는 한 우

리 경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이노비즈의 브랜드파워를 높이

게 될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이노비즈정책연구원

한편,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노비즈는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자 최근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을 상설화했다. 그간 비상설 조직으로 

7개로 세분화한 위원회 활동과 중소기업 이슈 관련 대응 등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정책

연구원의 존재감에 한층 힘을 실은 것. 갈수록 기업의 기술혁신이 중요해지고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더욱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상설화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이노비즈의 스케일업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

술경영의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5대 어젠다를 수립했다. 그 첫 번째는 ‘강소 연구원 조직 운

영’이다. 5명의 석·박사 인력으로 출발하는 연구원을 혁신형 강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등과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객원연구원 초빙 등을 통

해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어젠다인 ‘이노비즈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은 협회가 보유한 6만5,000여 건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노비즈 빅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요 중소기업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

는 의미다. 

‘현장 중심 연구추진체계 구축’은 ‘예비 이노비즈→이노비즈→중견기업’에 이르는 ‘혁신형 강

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연구하고, 회원사에게 AI 기반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

화해 연구 성과물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고 이노비즈기업 맞춤형 전용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노비즈제도 혁신’을 통해 스케일업 관점에서 올해 20주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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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이노비즈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이노비즈인증제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평가지표 국제 표

준화(가칭 ‘서울 매뉴얼’)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노비즈협회 5개년

(2018~2022) 계획’과 연계해 ‘우리나라 GDP의 20% 차지’와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비전과 어젠다를 통해 이노비즈기업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현장이 요구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슈 발굴과 정책선도를 통해 혁신형 강소기업을 지원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김세종 원장은_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30여 년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해왔으며, 국민훈장 동백장(2015년, 공정거래 유공)과 과학기술부장관(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유공)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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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어젠다 10대 추진과제

AGENDA

이노비즈 맞춤형 전용 인센티브 도입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연구 결과의 제도 반영성 강화

스케일업 관점 이노비즈 평가제도 개편

이노비즈 제도 국제 표준화 추진

이노비즈 제도 혁신

한발 앞선 선제적 연구로 이슈 발굴·선점

현장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수행

현장 중심 연구추진체계 구축

플랫폼 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강소 연구원 조직 운영

이노비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AI 기반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 도입

이노비즈 ABC 플랫폼 구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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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은 언뜻 낯설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노비즈기업을 만날 수 있다. 

제품으로는 친숙하지만 이노비즈기업인 줄은 미처 몰랐던 

이색 이노비즈기업을 한자리에 모았다. 

우리가 몰랐던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기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앉는 의자’에서 ‘생각하는 의자’까지

현대인이 하루 평균 7~8시간 앉아있는 의자는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가 ‘의자병’이라고 정의했을 정도. 

허리·목디스크, 거북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 혈압, 

당뇨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 (주)듀오백(대표 정관영)은 

바로 이 의자와 건강만을 고민해 아동형 의자부터 곧 출시를 

앞둔 사물인터넷(IoT)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의자까지 

다양한 건강 의자를 선보여왔다. 갈라진 두 개의 등판 디자인이 

시그니처인 듀오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홈오피스시장이 

확대하면서 2019년 대비 38.6% 급증한 44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답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해온 기술개발과 온라인 구축이 

시너지를 발휘한 것. 앞으로도 듀오백은 건강에 이로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의자로 꾸준히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오직 의자와 건강 고민, 듀오백

‘앉는 의자’에

서
 ‘생
각
하
는

 의
자

’까
지

평생 바른 자세 만드는 습관

CM송에도 음원차트가 있다면 1위는 단연 ‘커블체어’일 것이다. 

‘커블 커블, 습관 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라는 광고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사로잡으며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커블체어 개발 기업은 ㈜에이블루(대표 이명욱). 

2019년 이명욱 대표는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착안해 제품을 개발했다. 

이후 타이밍까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코로나19로 원격근무와 원격수업 등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굴곡을 의미하는 ‘커브(curve)’와 ‘할 수 있다(able)’를 조합한 커블체어는 앉았을 때 지렛대 원리에 의해 

등받이가 허리를 자연스럽게 밀어주며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 

체형에 맞는 사이즈 선택을 위해 색깔별로 라인업도 구축했다. 에이블루는 이노비즈기업인 만큼 

기술혁신형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커블체어의 흥행을 이을 신상품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 자세 교정 체어, 에이블루

‘커
블

 커
블 , 습

관 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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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 감별기 분야의 ‘진짜’가 나타났다

‘세계의 모든 화폐는 우리가 카운트 한다’는 미션 아래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국가권 DB를 개발해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지역 70여 개 

국가 및 은행권에 지폐정사기를 수출하고 있는 기산전자㈜(대표 장상환). 

위폐 감별 분야 세계 정상인 기산전자는 전체 매출액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전체 인원의 38%가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세계 1위 지폐정사기, 기산전자

이를 통해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금융사무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답게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한 기산전자는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이미 검증된 지폐처리기술과 SW 기술융합을 통해 기존 중소형 

지폐정사기 및 대형 금융사무기는 물론이고 토털 관리 솔루션 

제공으로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음주운전, 꼼짝 마!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대면했을 음주측정기는 이노비즈기업인 

㈜센텍코리아(대표 유도준)가 만든다. 센텍코리아의 음주측정기는 

가스센서 기반으로 전 세계 5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는 1998년부터 경찰청에 음주단속장비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선박업, 교통 관련 공기업 등에 

안전관리용 음주측정기를 공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헬스케어 

전문의 자회사 센텍GMI를 설립해 호흡가스로 체지방 연소량을 측정하는 

‘케토스캔’을 출시했다. 케토스캔은 호흡 트레이너라는 애칭에 걸맞는 

다이어트 성과분석용 측정기로, 호흡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체지방 

분해 속도 분석으로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돕는다. 

음주측정기, 센텍코리아

‘혁신성장’통 빼고 다 잡는다!

어딘가 통증을 느끼면 가장 먼저 찾게 돼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다는 파스의 명가, 신신제약㈜(대표 이병기).

1959년에 설립한 신신제약은 첩부제(파스), 에어로졸, 리퀴드 제형 등 통증 케어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외용제 의약품 부문 선도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주력제품인 ‘신신파스 아렉스’는 냉·온찜질을 하나에 담아낸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2021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창립 62년을 맞아 2019년 세종공장에 이어 지난해 마곡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한 

신신제약은 통증 없는 노년의 삶을 위해 기존 강점인 첩부제 제조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패치제 

ETC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노비즈기업으로서 특정 분야를 넘어선 

다양한 분야와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 통증 케어, 신신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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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데 맛까지 좋다!

이노비즈기업의 영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려주는 

전통차에까지 닿아 있다. ‘다섯 가지 아름다운 우리 차’라는 뜻의 

㈜오가다(대표 최승윤)도 엄연히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이노비즈기업. 오가다는 ‘우리 전통차는 건강하지만 맛이 없다’는 

편견에 도전장을 내고, 11년간 끊임없이 전통차를 연구하고 

개발한 끝에 건강하면서 맛까지 보장된 우리 차를 선보인다. 

오가다의 주력제품은 배도라지즙, 석류즙, 호박즙 등 건강즙 3종으로 

맛과 영양은 기본이고, HACCP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오가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차를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넘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유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다섯 가지 우리 차, 오가다

캠핑갈 땐 언제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이 늘어나면서 텐트 수요가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코베아(대표 김상현)는 캠핑족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캠핑장비 브랜드로 손꼽힌다. 

이를 말해주듯 코베아는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캠핑용품 부문 9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종합 캠핑레저용품 전문기업으로서 그동안 레저, 아웃도어, 여행 분야에서 캠핑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온 코베아는 

코로나 이후 캠핑족이 늘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반영한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했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의 면모가 돋보이는 기술력으로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선보였다. 

가족 캠핑족을 위한 프리미엄 거실형 대형텐트 ‘시그니처’라인, 

빠르고 손쉽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오토하우스’ 라인 등이 그것. 

캠핑시장의 붐을 타고 빠르게 성장 중인 코베아는 기술력을 

근간으로 캠핑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민 캠핑 파트너, 코베아

43

목숨도 살리고 방역도 살리는

㈜멕아이씨에스(대표 김종철)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호흡기의 국산화에 성공, 

관련 특허만 13개를 보유한 막강한 기술력 중심의 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에 걸맞게 

그간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의 노력을 병행해 온 멕아이씨에스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호흡치료기전문기업으로서 핵심 방역물품인 인공호흡기 500여 대를 

국내 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지난해 

오히려 수출액 4,5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2019년 대비 무려 8.6%의 수출 성장을 거두었다.

최근에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여 개 신흥국을 중심으로 

각 500~1,000여 대규모로  인공호흡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멕아이씨에스의 존재감이 더욱 묵직해질 전망이다.

국내 유일의 인공호흡기, 멕아이씨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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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의 대리인이자 규제개선 서포터즈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불합리한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이럴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규제개혁을 통해 벽이었던 곳에 문을 내준다. 

더 많은 이노비즈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길 바라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그간의 성과와 이용 방법 등을 들어보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_2018년 2월부터 제4·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맡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19대 대선) 공동위원장과 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회(18대 대선) 위원장을 역임했다.

INNOBIZ+ VOL.43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옴부즈만은 ‘대리인’이란 뜻의 스웨덴어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권리 보호의 기

회를 확대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각종 규제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홀로 대응하기 벅찬 각종 규제를 대리인 자격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결을 법정 업무로 수행 중이며,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 청취, 개선 건의 및 권고, 처리

결과 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

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125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쌓아온 주요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일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담회 등 현장 방문이 감소했음에도 기업 현장 소통 횟수는 2019년 76회에서 2020년 157회로 2.1배, 규제 애로 개선 

건수는 2019년 775건에서 2020년 2,103건으로 2.7배 늘어나는 등 옴부즈만 개소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 규제부담 집중 정비, 사회적 경제·가치 저해 규제 일괄 개선, 분야별 고질규제 협업 개선 등 테

마별 핵심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혁신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

관 등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혁신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이뤄내자는 의미로 ‘망치상’

을 제정해 규제혁신 유공자에게 시상했는가 하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공직자를 면책 건의로 구제해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올해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만큼 개혁보다는 기업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없어도 공무원의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극행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산컨대 적극행정 도입만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 비용을 약 15조 원가량 줄일 수 있습

니다. 특히 이노비즈기업 같은 혁신기업은 규제 공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행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징계 면책 권한과 이행 권고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자원

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규제로 보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소통하다 보면 금

융 관련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사유로 제외되진 않았는지 혹은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

지 못하는 건 아닌지 등 기업이 공정하게 심사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수

출기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으로 수출기업의 피해는 최소화 했지만 현장의 대다수 기업은 수

출 길이 막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트라와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올해도 현장 방

문과 비대면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노비즈기업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

소기업 옴부즈만 또한 각종 규제가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겠

습니다. 현장에서도 더욱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이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이 알려지고 개선

될수록 기업의 성장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이노비즈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적극 돕겠습니다.

INNOBIZ+ VOL.43

 잠깐만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INNOBIZ+>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속 시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newsletter@innobiz.or.kr (보내주신 고충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매거진 게재용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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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 창립 이래 사람경영, 이

해와 존중, 신뢰 존중이라는 경영 철

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밀기계사업, 

LED조명사업에 이어 독자적인 기

술력으로 선박용 조명사업까지 영

역을 넓힌 전문기업이다. 

2＿제품과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불

구하고 부족한 자금력과 대외인지

도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협회 가입

을 결심하게 되었다. 

3＿이노비즈 회원사가 누릴 수 있

는 우대 지원제도를 검토하며, 특

히 금융 및 세제, R&D의 인력 부분

에서 우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하길 잘했다고 판단하

고 있다. 

4＿신규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기

대를 걸고 있다. 아울러 향후 기존 

재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이나 지원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

길 바란다.

1＿2차전지 개발, 배터리 저장장치, 

전력, 전자장치, 통신전자기기, BMS

(배터리통합관리시스템) 등 축전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교통공

사에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용 리튬 인산철 시스템 설

치를 시작으로 철도 분야까지 진출

을 앞두고 있다. 배터리시장에서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MS(Battery Mana

-gement System) 기술을 모듈화

했으며, 덕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 또한 높은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전KDN의 K-DCU

사업과 관련해 ‘AMI 게이트웨이 전원

이중화 장치 특허’를 진행 중이며, UPS

용 축전지와 ESS 같은 중대형 배터리

는 물론 지게차와 AGV(Automated 

Guided Vehicles), 드론용 배터리 

같은 신규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2＿단순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최근

업계 상황에서 자체 보유한 기술력으

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가했다. 

3＿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자사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외부기관의 

기업 평가 시 큰 가산점을 받았다. 각

종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된 점도 만족스럽다. 

4＿마케팅 측면에서 회사 홍보를 위

한 경로가 쉽고 다양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많은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활성되

길 바란다. 

5＿더 많은 중소기업이 협회에 가입

해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한다.

NOW INNOBIZ WELCOME

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 5답

1＿2009년 설립한 ㈜수퍼비글로벌

디자인그룹은 전 세계 기업의 가치 

정립을 위한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

하는 종합디자인회사로, 브랜딩, 시

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사

진촬영, 기업홍보영상, 웹사이트 제

작,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인원 디자인 솔루션으로서 기업에 

편리함과 높은 퀄리티를 선사한다. 

2＿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음과 동

시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

했다.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차별성

을 확보하고자 이노비즈 회원이 되

었다. 

3＿다양한 협회 회원사들과 정보 교

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노비즈협회 회원사라는 타이틀이 영

업활동 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높

여주고 있다. 

4＿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마

케팅 도구가 마련되면 좋겠다. 

5＿이: 이노비즈 없인 못 살앙/노: 

노력한 대가로 받은 이노비즈 인

증!/비: 비슷비슷한 디자인은 거부한

다./즈: 즈기요~ 다함께 이노비즈 회

원사가 되어요~

1＿2012년 설립 이후 보안카메라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고, 2015

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 완제품을 개

발, 제조하는 회사다. 평상시 산업 및 

화재, 재난감시용으로 주로 사용되

는 열화상카메라는 사스, 메르스, 코

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인체 발열 

체크에 활용되고 있다. 당사는 자체 

기술로 열화상카메라를 개발 및 제

조하며, 인공지능을 탑재해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

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보안 및 재난감시

시장에서 수출주도형 제품으로 경

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안전한 사

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다. 

2＿R&D를 자체 수행하는 기업으로

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인

증이라고 판단해 가입하게 되었다. 

3＿금융권과 고객사들이 좀 더 안정

적인 기업으로 평가해준다는 것. 

4＿국산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이 중

국산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산 제품

이 정부기관 등에 많이 쓰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 심상봉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01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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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명우

인천시 남동구 남동동로 84 남동지식센터 

2층 216호

대표 황욱상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23 베델회관 7층

㈜수퍼비글로벌디자인그룹보영HS㈜ ㈜삼우에스비

대표 신동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이오씨

1＿‘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라는 슬로건으로 40

년 동안 2대에 걸쳐 육가공 양념육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국내 

호텔, 식당, 프랜차이즈지점 등에 제

품 직납과 OEM 납품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농업회사법인 드림푸

드원주식회사로 법인을 변경하면서 

HACCP 인증 마크를 획득, 쿠팡, 롯

데, 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과 온라

인몰에서 유통 중이다. 지난해 공영

TV홈쇼핑에 ‘송화버섯한우뚝배기 불

고기’와 ‘1등급한우양념구이’를 론칭

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자사 브랜드 

‘밥상엔맛’ 제품을 바탕으로 간편식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했다. 

2＿2019년 HACCP 인증기업을 시작

으로 2020년 TV홈쇼핑 진행, 2020

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선정과 더

불어 자사 50여 가지 식품에 대한 레

서피 및 브랜드화 관련해 제품의 규

격화와 특허를 준비하면서 이노비

즈 인증과 더불어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3＿협회에서 제공하는 이메일로 다

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4＿코로나19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서 K-Food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

(수출) 및 진출 제안도 받고 있다. 협

회에서도 K-Food와 관련된 소식 및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다. 

5＿다양한 식품 관련 거래처에게 

협회 가입을 통한 동반성장을 제안

하겠다.

대표 문병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13길 31, 1층

드림푸드원㈜

1＿2011년 3월 설립 이래 방사선관

리구역 안전관리 시스템 제작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

해왔다. 주요 제품은 방사선관리구

역 출입통제시스템과 방사선선량계 

보관관리시스템으로, 국내 14개 전 

원전에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

며 2019년에는 조달청 우수제품으

로 지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원자력산업 최고의 IT 시스템 전문기

업을 지향하며, 4차 산업혁명과 원전 

운영을 접목해 원자력발전소 내 스마

트플랜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2＿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업계 

내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가입하게 

되었다. 

3＿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대외적으

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키

울 수 있었다. 특히 정부 R&D 사업 

참여 시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가산

점을 받은 게 도움이 되었다. 기업 경

영정보를 통해 기업 운영 측면에서

도 효율성 및 편리함을 느꼈다. 

4＿회원사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

면 좋겠다. 

5＿이노비즈 인증 및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시기를 응원합니다!

1＿최근 온라인 이커머스시장이 점

차 커짐에 따라 택배사와 대형 유통

사에서 물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

영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를 도입

하고 있다. 본사는 풀필먼트의 핵심

인 물류 고속화, 자동화, 통합서비스

가 가능한 ITS(Intelligent Scanner) 

시스템 개발 기업이다. 주요 택배사

와 대형 유통사에서 혁신기술을 인

정받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진출

하고 있다. 

2＿기업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

인도와 제품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

정받고 향후 신규사업 규모 확장과 시

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회원사가 되

었다. 

3＿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

상승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큰 혜택

을 받을 수 있었다. 

4＿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개

발된 우수한 제품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지원을 기대한다.

 5＿중소기업에게 이노비즈는 사업 

성장의 초석이며, 그 초석을 함께 만

들어가는 최고의 파트너이다.

1＿4차 산업용 광학융합부품 전문

기업으로 실험장비 부품 및 HUD 

자유형상 금형코어, MIRROR 등 초

정밀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AR/VR 관련 특화된 장비를 연구소

와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2＿이노비즈인증으로 국내시장에 기

술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을 실

현하고자 신청하게 되었다. 

3＿기업을 성장시키는 부분에서 부

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

킬 수 있는 지원책이 많다는 점이다. 

4＿회사 마케팅을 위한 지원과 교

류의 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

면 좋겠다. 

5＿이노비즈 회원이 된다면 회사의 

장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1＿측정솔루션 전문업체로서 전자

계측 분야에서 측정 자동화를 기반

으로 다양한 측정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전자계측기용 

자동화 전문 소프트웨어인 J-LINK 

시리즈와 대용량 배터리 검사 시스

템, 유전율 및 임피던스 측정 시스

템 등을 개발, 기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키사이트 테크놀리지스 등 세

계적인 계측기 업체와 파트너 계약

을 통해 각종 전자계측기를 기반으

로 하는 측정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측정을 자동

화(S/W, H/W, Test Fixture 등)해 쉽

고 정확하게 측정 문제를 해결한다. 

2＿공신력 있는 이노비즈 인증을 통

해 기술개발업체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아 기술 혁신적인 솔루션과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3＿외부적으로는 신뢰가 높아지고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향상됨을 느

낀다.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 개발과 

과제 업무를 늘림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한다. 

4＿영업 및 마케팅에서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정보 교류가 활발하길 기

대한다. 

5＿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싶은 회사

는 많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

다.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더 업그레

이드된 회사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

합니다.

대표 장경석

경북 경주시 경감로 587-18 308호

대표  신동환 

대전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68, 5층

대표 복민갑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연구

2동 267호

대표 이재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연꽃로20번길 14 

제이타운 3층

㈜와이엔디케이 ㈜제이스㈜유투엔지 ㈜인터웨이브

1＿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한다면?

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3＿  회원사가 되고 나서 피부로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4＿  회원사로서 특별히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5＿  아직 회원사가 아닌 기업 CEO에게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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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아워스포츠네이션 김대수 company.oursponet.com 02-878-7650 DOOLUCK

주식회사데브짓수 이호 www.dev-jitsu.com 070-8797-2187 솔루션 구축

주식회사디지트로그 홍교영 www.digitlog.co.kr 041-671-6068 양자 난수 기반 암호화 모듈

(주)비젼코스모 송기봉 www.visioncosmo.co.kr 070-7842-1588 드라이브스루 솔루션

(주)프리뉴 이종경 preneu.com 031-362-6200 밀버스(MILVUS)

주식회사스프링클라우드 송영기 www.tasio.io 053-710-8018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주식회사엠스텍 황경석 www.mstech-one.com 02-890-1322 스마트폰 검증 관리시스템

(주)이액티브 이정훈 www.eactive.co.kr 02-711-1545 eLink

(주)엑스코어시스템 양용희 www.xcs.co.kr 044-867-1058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주식회사이앤시스 김찬성 en-sys.co.kr 02-719-1212 웹 기반의 ERP플랫폼 Q-Ray(웹경비)

(주)스위트케이 김민철 www.sweetk.co.kr 031-8091-0000 D-CAMP

주식회사머니브레인 장세영 moneybrain.ai 02-858-5683 AI 음성/영상 합성기술을 활용한 SW

더유니파이 이영걸 www.theunify.co.kr 02-853-5119 TU-메모리 테스터

(주)에너틱스 양만석 www.enertics.co.kr 062-264-9997 수영장통합관리시스템

(주)코어소프트 소순주 www.coresoft.co.kr 02-2169-2361 csSTAR Platform

주식회사와이즈덴 라충섭 wisethan.com 02-539-6900 자동차부품/감지센서

주식회사비즈데이터 김태진 www.bizdata.re.kr 070-7860-2207 벨류체인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주)엠텔레텍 이덕규 www.mteletec.com 02-6670-4290 서비스

주식회사이벌브소프트 박준희 www.evolvesoft.co.kr 02-6959-8864 SW 공정관리

주식회사데이터몬스터즈 이제원 damons.kr 044-865-6038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서비스

주식회사인포쉐어 전승준 www.inforshare.co.kr 052-224-4565 감정인식솔루션 및 스트레스 측정기술

주식회사융합아이앤에스 김삼중 www.cins.co.kr 051-365-2011 스마트공장

(주)컨텐츠포탈 김학성 www.contentsportal.co.kr 02-2627-3476 디지털콘텐츠

(주)에스엘솔루션 차효준 slsolution.co.kr 070-4354-4900 SL 데이터 통신 및 가공 서버

주식회사 유투엔지 장경석 u2ng.co.kr 054-776-6201 방사선 통합정보시스템

(주)에이티앤에스그룹 이우헌 www.atsg.co.kr 02-3487-6682 BC컨설팅

유플리트주식회사 최근화 upleat.com 02-538-8097 디자인 컨설팅

(주)태그프리 강철구 www.tagfree.com 02-539-8871 액티브디자이너

주식회사자우미디어 최윤희 www.jawoomedia.co.kr 02-3486-0085 교육용 소프트웨어, 영상물

(주)휴먼시스템 진정창 www.hmsystem.co.kr 043-277-8822 POP/MES

이티에스소프트 노완 www.ets-soft.com 02-2026-3180 Moldex3D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레드우드디자인 김명란 www.redwooddesign.co.kr 02-2269-8923 인테리어디자인
(주)티엘엔지니어링 서충옥 tleng.kr 02-2135-1668 클린룸 엔지니어링 외
신원하이텍주식회사 정진용 053-742-8723 특수지붕재
(주)성우이엠이 조정환 031-877-7370 실시설계도서
(주)신정개발 김만식 www.sjdevel.com 061-682-5537 상하수도 청소용역, 환경 관련 안전 관리
지앤비쏠라주식회사 성시은 www.gnbsolar.co.kr 042-221-2088 태양광 발전설비
주식회사 탑스 허만웅 tops.co.kr 061-681-1212 배관클리닝용 피그
(주)함라에이원 심상숙 www.함라에이원.com 054-536-8777 샌드위치판넬
주식회사에프알인더스 김동호 주식회사에프알.com 053-384-0119 방화/강화 유리문
현대플러스(주) 이윤희 041-741-7251 합성수지제창
(주)금강엔지니어링 김수자 033-638-4585 승강기(엘리베이터)
가나이엔지주식회사 정광래 www.ganaco.kr 061-332-8700 전기 설계 및 감리
(주)신우건설 구본웅 031-762-1335 상하수도·토·석·철근콘크리트공사
(주)해성기업 양순남 www.hs-block.com 054-931-3412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주)건기 김병철 www.gungi.co.kr 051-753-8944 지붕판넬시스템
에이티건설(주) 박봉성 051-631-1687 건설, 토목
(주)인플럭스 김두진 053-553-6200 실내건축
솔방산업 문지영 070-7510-4659 스테인리스 물탱크
제이에스세이프티(주) 이현성 02-2652-7822 안전 난간대
주식회사 삼성철망 양인욱 www.ssfence.co.kr 061-454-8701 PC-SCREEN
(주)주영에스앤티 최혜주 www.jooyoungsnt.co.kr 042-535-0680 차양
디지털에어시스템(주) 김영진 031-296-9623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주)에스앤지에너지 박종일 ngenergy.co.kr 02-333-9545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
주식회사다상테크 김춘기 www.dasang.com 02-326-2025 엘리베이터 내 이상행동 감지시스템
(주)청완 최해권 chungwan.co.kr 031-543-0025 층상이중배관시스템
현대씨엠(주) 한정완 hdbrikc.co.kr 063-832-8833 적벽돌
(주)유니온종합건설 임진택 www.unionenc.co.kr 02-3142-4531 UniReader-1000

SW

건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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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필에스엔에스 박현조 032-562-2177 보행 매트

(주)대한로프 박성호 daehanrope.com 055-338-2741 선박 계류용 섬유 로프

(주)오렌지다이텍 박인우 055-753-8888 실크양장지

주식회사리치가인 장형철 www.richphone.kr 02-907-8518 배터리

(주)비케이인터내셔널 이강후 www.bkint.kr 031-982-1894 원단 등 편조 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

(주)에스티 서용교 054-604-2288 산업용 및 인테리어용 직물

(주)태림케미칼 김태하  tl-mesh.co.kr 054-371-3562 PVC메쉬, 직물

남경섬유 이상천 054-974-3434 철도 시트지 및 산업용

(주)엠브로상사 송해붕 www.embropoly.com 041-931-8895 폴리에스테르사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세계로 김호칠 www.SE21.kr 063-858-2342 단열팩, 보온팩, 보냉팩 등
티이엠씨 주식회사 유원양 www.temc.co.kr 043-298-3333 C4F6, Excimer Laser Gas 등
(주)아이엠 전진만 www.thepurum.net 054-465-8801 가정용 세탁세제
주식회사 모닝라이프 양택근 morninglife.kr 033-731-2005 스티로폼
주식회사 허니스트 곽기성 www.honest.co.kr 053-812-0041 몽쉘베베
주식회사 타누스 이영기 tannus.co.kr 055-345-2223 자전거 타이어
(주)제이메디컬인터 정진호 www.jmedicalglobal.com 02-578-7728 주브힐
주식회사 오일스톤 이용득 www.oilstone.net 02-2088-0663 재생첨가제
(주)천지인바이오텍 권병오 www.chunjiinbt.com 033-554-4416 사일러스 입상수화제
(주)가온폴리머앤실런트 엄기선 www.kaonpns.com 031-319-7088 진공 성형 실란트 테이프
주식회사 미석케미칼 김영민 063-770-7766 인조대리석 원료 칩
(주)대동켐텍 김대수 www.ddglue.co.kr 053-856-5698 자동차용 수성 접착제
부성폴리콤(주) 김부곤 www.buseong.co.kr 055-367-9971 복합수지
태산엔지니어링(주) 김상양 www.taesan-eng.kr 02-2253-0071 원크리트 모르타르
(주)티앤에스 김효남 www.tns21.kr 043-277-9593 TSB-100F
(주)로나스코스메틱품 한성수 www.arocosmetic.co.kr 02-974-6445 기초화장품
미일화학 홍기 031-982-1246 사출부품 및 샤워기 헤드
주식회사엔씨켐 이창민 www.ncchem.co.kr 070-4291-1005 반도체 소재
(주)코아테크 박재웅 www.acrylic.co.kr  031-572-4953 아크릴판, 아크릴가공물
청원화학(주) 심윤구  www.cwchemical.com 031-353-6444 에폭시 수지 제조기술
새한합성산업(주)관 류호대 www.sh-pe.com 054-371-0071 이중벽 하수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에이치에스렌텍 박현석 www.hsrentics.co.kr 051-781-7710 ESCO시스템 일체

진짜녀석들 박영진 www.jinjja-eng.com 051-6956-0549 리얼오픽

(주)데이터사이언스랩 유희경 www.dataslab.co.kr 02-565-1123 빅데이터 AI 가공분석 서비스

주식회사비에이템 박한규 www.batem.com 031-755-5561 BATEM

(주)엠에스시스템즈 문대성 www.mssystems.co.kr 02-2069-0556 자산관리솔루션

주식회사 네트컴시스템 김진수 www.netcom.co.kr 02-2135-8105 IT인프라 구축 서비스

(주)롤텍 조원규 www.roltech.co.kr 031-711-7108 네트워크보안솔루션, DB암호화솔루션

(주)앤디솔루션 권정현 www.andysolution.kr 02-704-8898 녹화기내장형 보안용 카메라

(주)케이넷이엔지 권귀태 www.k-nets.com 02-585-9860 3D 데이터

고마노주식회사 강상원 www.gomano.cokr 053-351-7788 로봇 의수

이루다컴 유선보 www.irudacom.co.kr 02-2622-8167 MRO, E-commerce

주식회사솔루파인 김학철 www.solufine.net 070-7560-7631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주)열림정보기술 고동민 www.yeollim.com 02-3461-2700 스마트스테이션 관제 플랫폼

지오인프라 조경모 www.gioinfra.co.kr 041-631-4724 웹콘텐츠관리시스템(WCMS)

(주)브레이브모바일 KIMROBINH soomgo.co 070-4213-5730 숨고

주식회사아이미디어솔루션 박호순 031-855-3877 SEB-C900

(주)시야인사이트 임형준 www.iseeya.co.kr 033-734-0430 시야 MilkyWay

주식회사에이에스티글로벌 배진홍 www.astglobal.co.kr 02-577-3700 IT Infra 구축

(주)차세대아이씨티융합센터 최승환 www.nicc.kr 054-745-8686 한눈에조직도(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주식회사씨커스 최경호 www.seekerslab.com 02-2039-8160 Seekurity SIEM

아이에스오에스컨설팅(주) 김홍제 www.kisos.net 02-3445-2015 ISOS MES

(주)지에스아이엘 이정우 www.gsil.kr 070-7574-1728 스마트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주)브이아이테크 배중광 vinfotech.co.kr 033-252-1568 주차관제장치

티에스씨앤아이 이승배 02-912-2035 전자부품

주식회사이테크시스템 정명철 etechsystem.co.kr 02-3449-6705 DID 솔루션

주식회사로그프레소 양봉열 www.logpresso.com 02-6730-7249 로그프레소

엔아이투스(주) 장세봉 www.n-itus.com 031-345-4665 V2724GB

(주)가온글로벌 최병억 www.gaonglobal.co.kr 02-521-3551 스토리지관리 소프트웨어

(주)삼성티엔지 염상훈 www.hanasys.biz 070-4632-1677 CCTV

(주)펀진 김득화 www.funzin.co.kr 02-929-9580 RG3000

(주)테트라 신용욱 www.oktetra.com 02-2202-0503 하이퍼 스마트 빌더

(주)디지탈라인 강성진 www.digiline.co.kr 031-422-0881 폐쇄회로 텔레비전

주식회사유니즌 한창윤 www.unisonsoft.com 02-2272-3470 BI

(주)코리아퍼스텍 장영규 www.first2000.co.kr 070-7713-9270 DIMPEC(동영상 편집 시스템)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에코닉스 정홍석 031-940-2570 자동차 후처리 장치
주식회사 신명엔텍 박복성 shinmyungentec.com 055-385-2483 대기오염 방지 설비
(주)크린텍 고예성 www.cleantechco.co.kr 070-7491-8033 습·건식 청소장비
태양환경 주식회사 구권섭 061-755-9807 쓰레기 처리 설비용 스크린 선별기
(주)휴플러스 심봉경 www.8779.co.kr 032-519-1123 화일 바인더
환경진단연구원 백용진 www.greeneai.com 031-716-0457 기술용역보고서
(주)태승 최종길 태승.com 061-685-7448 대체연료

환경

화학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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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거성이엔지주식회사 김현미  kseng.kr 031-351-9010 수문권양기
(주)진영산업 여영철  jyind.co.kr 055-345-886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주식회사금성풍력 정동기·정형권 www.gsfan.co.kr 041-912-2500 송풍기
주식회사 성보이엔지 김기남 sungbo-eng.com 032-719-8115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외
(주)아영정밀 김채봉 053-587-4399 금속 모터 및 금형제품
(주)유원스틸 신상민 youonesteel.co.kr 031-831-9781 screw
선진솔루텍(SUNJINSOLUTEC) 주수근 sunjinsolutec.com 031-319-5053 배터리분리막 외관 자동검사기
주식회사 샘터보 조계현·최상호 www.samturbo.co.kr 043-266-7573 산업용송풍기(터보블로워)
(주)화인드라이브시스템 윤종화 www.efds.co.kr 031-488-8245 유성감속기
주식회사정인테크 김승용 055-374-7111 스틸보빈
주식회사엔엠씨 송도훈 www.e-nmc.com 055-910-3578 구동용 전기모터
동화산업(주) 김수현 043-646-9307 산업플랜트 제작
(주)상원이엔지 김상혁 www.sangwoneng.net 055-342-9033 GRP물탱크, 3차원 LASER 가공
(주)가야산업 함종순  www.gayafence.com 061-876-7878 메시형 울타리
(주)한내포티 오영복 www.hannae.co.kr 041-430-8302 텅스텐(Na2WO4)
성신기계공업(주) 이종교 sscomp.kr 031-488-8787 스크류 공기압축기
수림엘리베이터(주) 박정우 www.soolim-elevator.com 031-477-0235 엘리베이터
주식회사더탑 임지현 055-286-1195 K1, K2, K9, K55 연료공급장치용 벨
주식회사 우리기계기술 김영주 061-692-1461 산업기자재 부품가공
(주)와이엔디케이 복민갑 yndk.co.kr 070-4624-6110 광학 부품 설계 및 제조
주식회사 엔시팅 김종직 www.nseating.com 063-544-0991 수납식 관람석
(주)거성이엔지 김진국 053-582-0256 자동화기계
주식회사 대성에이치테크 손홍철 031-375-1953 평판 디스플레이 마스크 프레임
(주)셀텍 배기영 www.selteceng.net 031-366-3817 폐수용성 절삭유 재생 재사용 시스템
(주)엘프시스템 정병수 elfsystem.co.kr 055-266-1705 레이저용접 자동화 장비
주식회사 두원 이병권 061-763-1755 도로안전시설물
엑소아틀레트아시아주식회사 오주영 070-4947-7265 재활로봇
신포메탈(주) 노대훈 02-2224-0961 알루미늄 빌렛, 알루미늄 프레임
길영산업(주) 김현동 031-357-1837 자동차부품
(주)대광엠씨 강병호 055-282-9469 항공기부품
(주)제일기계 조상두 jeilasis@naver.com 032-812-0012 제철 관련 설비
아진금형(주) 임권묵 ajinmold.co.kr 02-895-4523 프라스틱 금형 제작·생산·제품제조
(주)지엘테크 김호환 gltech.kr 042-934-2772 반도체 측정장비 및 검사장비
주식회사금곡 허상수 www.geumgok.co.kr 055-261-7796 챔버 성형기 가공품
태산ENC 류병구 우리박스.kr 053-384-5629 전기분전반용 외함
(주)삼성테크 유운상 samsungtec.co.kr 031-981-4311 감압밸브
별솔금속 강계수 www.bsdrmetal.com 02-335-0612 동합금 튜브
주식회사원진 김근표 www.wjno1.co.kr 061-853-7750 STS물탱크
(주)협진피엘 임명섭 www.hjpl.co.kr 055-723-3390 CAR MAT HOOK
(주)다성하이테크 유덕희 9320424@daum.net 042-931-0423 실내 골프스크린 및 야외캠핑장비 프레임
금영정공(주) 김인수 www.kum-young.com 053-581-9133 DCT(Main Housing)
제이엔피이엔지 박준희 jnpeng.co.kr 031-765-1333 다목적 산업용 로봇 핸드
삼현산업 이상호 055-252-3175 공작기계용 슬라이드커버
(주)에스제이하이텍 유학현 sjhightec.kr 051-322-6003 CNC 자동취출로봇
주식회사다원씨티에스 원태식 www.dawoncts.com 041-561-2530 반도체 장비
(주)케이원테크 김낙근 www.k1-tech.kr 041-531-8547 WET설비 전문기업
Magicgreen 서해영 www.tapener.com 042-489-0147 원예용 결속기
(주)티티에스 유우석 www.ttsseal.com 031-384-6856 오일 등 저장용 탱크 관련 제품
(주)시흥에스티 장금선 www.shsus.co.kr 031-671-0012 화학플랜트
(주)한비크라이오 천성흔 hbcyl.com 043-732-9817 초저온용기
(주)콤프코리아 이건민 www.compkorea.com 031-354-3751 AIR COMPRESSOR
(주)제이텍 최윤이 jtechkorea.co.kr 054-633-1922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주)오토탑  이기덕 www.autotop.kr 054-336-6691 자동차용 워터펌프
(주)세기H.K.A 이준행 segihka.kr 062-522-8227 주방기기, 식품가공기계
(주)켐프 전창일 www.kempkorea.com 052-289-1155 금속도료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티 문기현 www.ihnst.co.kr 055-324-3797 동력전달장치의 허브베어링
(주)에스앤피 김길태 www.snpft.com 051-941-3303 배관부품(피팅류)
디아이팩 최경수 www.dipack.kr 031-435-7574 오버랩포장기계
(주)케이제이 임헌정 www.kjco.kr 053-611-6999 프레스 성형제품
태광금속(주) 임재홍 www.donsteel.co.kr 051-831-5177 이형PC강봉
삼진산업 권영중 032-817-4386 금속 표면처리 및 도장
(주)오성기계엔지니어링 김영천 www.osungfan.co.kr 031-987-2781 TURBO FAN
(유)도건엔지니어링 김창현 www.dokeon.co.kr 063-564-1773 수문
은성조선소 이우암·이재용 www.eunsungship.co.kr 061-842-3701 강선
보영에이치에스주식회사 심상봉  boyounghs.co.kr 055-345-0407 Piston Assy 외, LED전기조명장치
주식회사조은테크 맹흥호 www.jetech.co.kr 031-356-8205 차체 및 특장차 제조
STEELPIA 이상두 051-311-7238 스테인리스 스틸
태영전열 윤태영 www.tyehc.co.kr 032-672-7766 시즈히터
(주)코스턴 엄천섭 www.kosturn.com 02-2678-5006 회전컨베이어 및 식품기계류
(주)현대티엠씨 이호태 www.hdtmc.co.kr 055-716-1111 건설 중장비(굴삭기) 부품 생산
(주)삼신엔지니어링 이봉모 samshineng.co.kr 032-815-4981 전망용 엘리베이터
(주)코리아씰테크 이정목 www.kstgasket.com 051-315-1663 가스켓, 누설방지류
(주)유로 박종온 www.eurocoffee.co.kr 031-495-2827 원두커피 제조기
케이아이엔티주식회사 조성훈 www.kiyasaka.co.kr 032-811-8511 제동력 시험기
(주)대덕 변정옥 www.idaeduck.co.kr 055-231-0013 선박엔진부품
(주)코팅코리아 최규호 www.coatingkorea.co.kr 063-542-4151 PFP PIPE
한서정밀계기(주) 유순열 www.hsmeter.com 031-997-1445 유량계, 계측기기 제조기술
스카나코리아하이드로릭(주) 노현방 www.scana.co.kr 055-343-9007 선박용 밸브 원격 조종 시스템
동신공업주식회사 김창수 061-462-1111 강구조물
케이.엘.이.에스주식회사 조선영 www.kles.kr 042-671-1122 3차원 변위측정 시스템
(주)제이이엠 천현호 jemachine.net 031-499-0324 Micro Jet Mill
(주)원일사 심의칠·심정환 www.wonilsa.com 02-2631-1242 동판 및 코일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중강싱스텐레스 김순자 www.zgx.co.kr 031-488-8927 스테인리스

주식회사 삼우에스비 이명우 www.samwoosb.com 032-822-6377 리튬 인산철 배터리전지 시스템(LiFePO4)

주식회사테크놀로지메이컬스 박진경 041-417-6673 드라이에쳐용 실리콘 부품

(주)유진산업 조용석 054-955-1011 열교환기

주식회사뉴에이스 안시은 www.newacekorea.com 031-8059-0570 화장품 용기

제닉스(주) 박스티브 genixcorp.net 031-702-2600 Ri 1000

주식회사 머티리얼앤디자인 허동규 www.material-design.co.kr 031-788-7701 친환경 생활용품 및 패키지, 반려동물상품

영원 김영일 young1cl.com 070-4446-3515 콘택트렌즈

(주)대아 변영미 031-947-9596 미끄럼 방지매트

주식회사 코빌드 권준년 cobuild.co.kr 031-971-0010 안나밴드

(주)대영인더스트리 이영호 053-617-6666 고무호스, 방진

주식회사앨비 오창호 www.trecar.co.kr 031-1566-4581 뜨레카

(유)더케이 김인국 061-243-1198 알루미늄, pvc 창호제조, 철구조물

주식회사그린켐 이규득 031-632-6535 PET, PE Sheet 필름

(주)씨티코스메틱 권순구 www.ctcosmetic.com) 031-493-1430 화장품(스킨크림, 마스크팩 등)

세원산업 김정곤 032-681-0122 스프링와샤

주식회사 한백재생산업 노환 031-353-6118 HDPE

에이이티피 이창훈 www.aetp.co.kr 070-4773-2120 플라즈마 표면처리 시스템

제네랄옵틱스 주식회사 채진석 www.generaloptics.co.kr 032-684-9606 어닐링 윈도우(Annealing window)

(주)에이에스피 엄기범 aspact.co.kr 043-882-5091 PMMA 고분자 입자

주식회사제나인터내셔날 황지연 www.jenacell.co.kr 031-409-1892 여성청결제, 화장품

(주)엠투다이아몬드 박은주
www.instagram.com/
_diamond

02-763-9801 14K & 18K Gold Jewelry

주식회사트윈 서광수 twincompany.modoo.at 031-541-3222 의료용 이동형 음압기

주식회사 보운 김경민 032-816-0903 정수기용 파이프 제품

주식회사가보건강침대 한광호 kabobed.com 053-853-4643 건강침대

엠에스필터주식회사 강진선 031-668-8022 프리필터

주식회사삼성팩 김용호 ssp9851@hanmail.net 031-354-9850 PP, PS, PET

위아텍 김규석 wiatek.co.kr 032-613-2686 제약용 부품 세척기

주식회사애드미러 안의선 02-843-2123 LED 광고간판

(주)메이리 김경주 032-683-0222 조명

주식회사 디자인플레이 김은숙 www.dplay.kr 064-751-6446 주차장 익스테리어-카스토퍼

한국건설연구소(주) 서진욱 043-232-3828 건설 엔지니어링

SM시스템 김유성 043-298-6363 사무용 가구

주식회사지쉘그룹 김종우 www.zishel.com 070-4251-4483 TESSLIFT

엔에프푸드주식회사 최항석 nffood.com 063-453-0090 돈육

주식회사준성 최덕용 031-8059-3405 플렉시블 튜브와 강관의 용접 방법

(주)경진안전유리 마두복 031-531-3885 자동차용 안전유리

(주)아이디알시스템 최보규 idealsys.co.kr 053-580-1899 색채선별기

(주)씨아이그룹 노태경 www.cinnovation.co.kr 02-6952-7019 업소용 초음파 식기세척기

주식회사이엑스케어 유은경 ex-care.co.kr 031-977-7221 수액세트

(주)대하체어스 김형득 www.daehachair.com 031-592-7916 사무용 의자

주식회사기주 김기태  031-366-483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주식회사 테슬라앤코 김종헌 www.102102102.com 02-544-3237 휴대폰케이스 및 보호필름

에코텍알엠(주) 조성각 www.ecotechrm.co.kr 031-351-4538 재생나일론 파사용 칩

(주)동서기술 정웅원 063-904-9295 안전진단

(주)영흥산업 김한영 054-332-7088 조립식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주식회사태강리싸이텍 박종헌 www.tkrecytec.com 031-542-5389 플라스틱 & 폐인쇄회로기판

(주)진아산업 안상관 jinasia.com 052-221-9871 방진마스크 B3501

(주)삼원기업 김석주 053-526-5555 건축 구조용 프레임 및 기자재

전진산업 이용덕 전진산업.com 054-956-1111 연료탱크

일진산업(주) 김기찬 iljintech.com 031-366-8016 산업용 기초철물

(주)대양아이앤디 이호철 054-976-1540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사출

(주)태웅씨앤피 김주영 02-2268-8704 인쇄

(주)에이치케이 양동진 www.hk-tape.co.kr 031-406-8861 산업용 양면 테이프

산영커뮤니케이션 하승준 sanyoung.co.kr 051-746-6277 디자인

(주)넥스텝스튜디오 박관용 www.3dnextep.co.kr 031-706-5081 트레드밀

에스지티(주) 위계대 www.sgtju.com 061-724-8989 무기둥 트러스 온실

(주)세인 김성철 se-in.kr 033-673-3600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

(주)에코먼트 신정은 www.ecoment.co.kr 070-5133-9514 천연화장품 및 비누

(주)삼은통신 강원영 www.sameuntel.com 031-987-7100 강관전주

(자)동일콘크리트 최민교 dongilconc.co.kr 055-331-6668 콘크리트 블록

(주)이레테크 이해성 www.iretech.kr 052-258-5345 자동차부품

세림케미칼(주) 양천을 055-345-2285 자동차부품

주식회사태광 김진규 저엉지.com 033-522-0796 MD9000시리즈

피앤에이 김태길 054-974-3127 진열대

(주)제일뢰스텍 한재원 www.restech.co.kr 031-429-5660 방진마스크

(주)씨엔텍 김국훈 www.clntech.com 031-654-1900 산업용필터

(주)올네이션 김종호 www.allnations.co.kr 070-4346-3110 비파괴검사

세한비지네스폼(주) 이재구 www.sehaan.com 041-581-0420 카드매출전표

유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균철 www.milkwell.co.kr 041-734-7232 섬유질 배합사료(TMF 사료)

성오정밀 조상원  051-262-3077 전기배선용 스위치

(주)정암안전유리 손치호 www.jeong-am.co.kr 051-831-6161 강화유리

(주)골든벨금속 서석호 www.goldenbell.co.kr 02-866-2605 버터플라이 도자기시리즈

(주)애즈랜드 최현수 www.adsland.com 031-950-7110 브로슈어, 카탈로그, 전단지 등 일반인쇄물

(주)한국오지케이 박수안 www.ogk.co.kr 033-731-3333 스포츠 글라스

주식회사티와이테크 송홍준 www.tytec.co.kr 051-831-3661 넷하드 51

기계금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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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나팜 최종태 vinafarm.co.kr 031-455-8081 음성인식 모듈 with Edge AI Chip

에이앤엘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조동진 032-515-3440 LCD

코리아알프스 윤여관 www.k-alps.com 031-996-1778 배전반용 멀티 핸들

시안테크 최원철 siantech79.com 054-286-7423 배전반

주식회사성지전자 김상철 031-354-2880 카메라 모듈 양산용 JIG 개발 및 모듈제조

(주)지에이피 이한용 041-587-8840 Flexcible Flat Cable

티에스모스트주식회사 김춘식 041-557-0905 BS

에스앤피글로벌주식회사  김정찬 www.snpglobal.co.kr 051-816-8836 전기조명장치

프리스타일테크놀로지 유한회사 김용선 www.freestyleiot.com 02-6012-5466 원격검침단말기

웰리스 유의석 www.wellisair.com 02-6121-8251 공기제균청정기

에스아이조명주식회사 이영리 033-332-3015 LED 등기구 및 경관조명

가후자동화기술주식회사  박우순 kahueng.com  031-479-4760 전기 자동제어반

주식회사엘파워 오세영·신예원(각자대표) www.smart-power.kr 031-981-5049 LED조명 제조 및 수배전반 제조

(주)레메디  구자돈 www.remedihc.com  02-6930-5891 포터블 X-ray

(주)천우티이엠  박영균 www.chunwootem.co.kr 031-982-8384 가설분전반, LED램프

(주)쎄미콤  성빈 www.semikom.co.kr 031-8011-2380 센서류

주식회사화신코리아  유승진 www.hwashinkorea.com 041-589-0400 LED스포츠용 등기구

휴비오주식회사  이준호 www.huvio.co.kr 031-373-8302 평판디스플레이용 검사장비

바스텍  하재청 www.vastek.kr 032-328-9020 가스카메라

주식회사모빌테크 김재승 www.mobiltech.io 02-6380-0412 정밀도로지도 구축 시스템

(주)성엔지니어링 성호철 www.sungeng.co.kr 043-241-0859 클린룸 무빙 시스템

주식회사베이스원코퍼레이션 이철승 www.vaseonetouch.co.kr 031-385-5830 Touch IC / Glass / TSP

주식회사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최종웅 www.enertalk.com 02-3443-5800 에너톡

(주)티아이에스씨 김현일 tisc.co.kr 031-717-6980 영상통신모듈

신우전기제조(주)  정준조 swem.co.kr 031-672-7700 단로기

(주)유니시스 안병건 www.unitynet.co.kr 031-477-9889 태양전지식 LED항공장애표시등 조절기

(유)제일마케팅 정순태 061-372-2256 오픈다단 쇼케이스

주식회사 인터웨이브 신동환 www.interwave.co.kr 042-824-5523 차세대 물류데이터 획득 및 분석 통합관리시스템

(주)일선시스템 강정수 041-534-1788 자동화 제어 장치

가람지에스씨 김평태 www.garamgsc.com 062-942-0041 냉동·냉장기기

테스토닉 강옥남 testonic.co.kr 031-432-4380 클리닝매트

(주)제이스 이재광 jays.co.kr 031-731-9545 측정 자동화 프로그램

(주)에이팀벤처스 고산 ateamventures.com 02-545-633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주식회사에버트리 이재경 www.evertree.kr 031-302-8500 책소독기

(주)태스콘 강현익 www.tascon.co.kr 031-708-6700 전력량계

주식회사남북이앤시 김준엽 www.nbenc.co.kr 052-249-0880 에어퍼지 판넬

(주)스마트파워 김종국·오세영(각자대표) www.smart-power.kr 070-7403-8772 배전반

주식회사에이아이코리아 안진호 www.aik.co.kr 031-376-6360 일반금속 및 특수금속가공 및 생산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063-211-2967 탄소발열벤치

주식회사 월드씨앤에스 김용광 064-753-3001 고기능 보안형 CCTV 감시카메라

(주)브이엠테크 박경한 www.vmtech.biz 031-625-2725 무인 휴대전화 충전 보관함

(주)이산조명 노종현 www.esanled.com 053-383-9500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주식회사코마테크놀로지 박성훈 www.comatechnology.com 070-4432-9433 사파이어 플라즈마 가스인젝터

주식회사 트리노테크놀로지 오광훈 www.trinnotech.com 02-6483-3782 전력반도체(IGBT, MOSFET, Diode)

주식회사 판타룩스 이윤철 www.fantalooks.com 032-715-7507 산업용 터치스크린 모니터

(주)이오씨 신동균 www.eoctech.net 070-4353-6510 열화상카메라, 보안카메라, IP CAMERA

엠피닉스(주) 강상도 www.mpnics.com 062-973-9520 광학렌즈 및 부품

(주)오로스테크놀로지 이준우 www.aurostech.com 031-8046-8807 Overlay Metrology system

(주)삼원파워텍 장영환 swpt.co.kr 02-992-6400 차량용 LED 실내등

(주)다인테크 정재웅 www.rfdynetech.co.kr 031-491-5531 유무선통신용 송수신기 부품

(주)엘에스엘시스템즈 이기섭 www.lslsystems.com 070-4032-2776 LIR203

(주)이노하이텍 김동성 www.innohitech.co.kr 032-715-7409 액체정량 토출장치

(주)마로로봇테크 김덕근 www.marorobot.com 032-327-1713 물류로봇(M3-300, 500, 1000)

신성미디어테크(주) 조태귀 외 2명 www.sslcd.co.kr 02-468-9900 영사용 스크린

주식회사세기시스템 김성호 www.segiair.co.kr 051-525-7239 에어커튼

(주)에스티씨엔지니어링 소병호 031-295-2914 핸드폰카메라 부품

파테크 박남명 031-459-0273 자동제어장치

(주)라온즈 신상용 www.laonz.net 02-425-6634 Bottle Holder

(주)세광시엔에치 안창호 www.sekwangcnh.com 031-945-4204 상업용 냉장고, 냉동고

(주)빅트론닉스 김근호 victronics.co.kr 070-4902-5190 WCDMA Module & Router

(주)포스라이팅 전원자 www.phos24.co.kr 031-424-1558 LED 조명기구

(주)동이에코스 설상법 www.dongeiecos.com 051-266-7755 계통형 태양광 인버터

(주)다모테크 이상익 044-864-2110 핸드폰 기판 및 IT Board

태백제어시스템 이윤숙 033-262-7262 수배전반, MCC, 분전반

(주)대한전자 이상구 031-493-8747 인쇄회로기판

(주)푸름케이디 신철식 www.fullohm.co.kr 031-687-8770 제동저항기

(주)청음미디어 박공서·조남수 www.cmcmedia.co.kr 02-553-1240 영상·음향시스템

(주)인더스콘 안종건 www.induscon.co.kr 055-283-3090 서보증폭기 및 제어기

(주)휴렉스 남궁원 www.hurecx.com 031-483-7900 Resistor

(주)진 김용관 주식회사진.kr 031-356-2945 전선(냉내열전선, 내열튜브, 난방히터, 케이블)

(주)에스케이테크 송윤관 www.skemc.co.kr 031-576-2204 정보통신기기

(주)동진테크윈 조승민 www.dongjine.com 055-910-9000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부품 외

(주)경우 문제희 www.kyungwoo.co.kr 054-475-8785 H/N System

(주)두일테크 양영모 www.dooill.co.kr 032-327-3445 유속계(VOT-03)

선두전자(주) 윤명섭 www.sdtron.co.kr 02-3397-3296 미니프린터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와이앤제이바이오 전영삼 hairgrow.kr 031-0580-3490 헤어그로우
(주)메코비 손일원 033-733-1612 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극카테터
주식회사하울바이오 나희준 www.hauulbio.com 033-251-8511 바이오 항체 소재(성분) 및 화장품
(주)대력 박상근 df-dept.com 055-1661-9993 와사비
(주)씨에이치씨 바이오텍 차형철·차욱호 bioall.co.kr 042-936-5530 실험대
(주)윤바이오테크 윤홍섭 www.yunbiotech.com 032-816-0915 스타픽스(STARFIX)
(주)씨에스메디칼 조희원 csmedical.co.kr 031-682-9450 의료소모품 및 의료기기
농업회사법인 (주)자연과미래 박매호 www.nfagro.co.kr 061-363-8488 멸충대장골드
(주)바이오메트릭스테크놀로지 김태선 www.bmtchip.com 033-258-6097 올리고유전자용 칩기판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참연푸드웰 김명원 www.yookwoo.com 070-8225-0718 육우 제조 및 유통

(주)고철남 고철남 www.hong3.co.kr 032-933-5420 홍삼(액상), 홍삼(절편)

농업회사법인드림푸드원주식회사 문병기 dreamfoodone.com 02-894-8353 양념육 등

(주)유로베이크 복진영 www.eurobake.co.kr 031-337-2277 갈릭크림치즈롤

다솔푸드테크 강호문 044-863-6113 소스

주식회사 장안유업 진용두 043-882-3237 스트링치즈

해뜨락영농조합법인 정진영 054-338-9081 두부

농업회사법인유선식품주식회사 유선국 유선식품.com 042-824-3240 양념육

(주)일성푸드텍 김종한 www.ilsungfoods.com 043-234-6286 일성 해죽순 다류 식품(분말, 액상차)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엔에스미트 나성만 meatgram.kr 063-236-5735 돈두육

의남식품주식회사 차건수 www.당면.com 041-753-3603 진표 당면

(주)제주로얄식품 전성보 www.jejuroyalfood.com 064-702-5181 다류, 각종 건강식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더조아 이광수 031-338-8831 한우, 육우

주식회사 오그래 농업회사법인 장종현 www.ograe.co.kr 054-956-7272 오핏 단밀 고구마

상경 백경순 sangkyungfood.mir9.co.kr 041-742-3311 치킨소스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 김진민 cafe.naver.com/edenfoodstory 043-544-0800 브리또 비프 & 할라피뇨, 폴더번, 피자

주식회사 성경식품 임영청 www.sgkim.co.kr 042-602-8833 지도표 재래식 성경김

농업회사법인(주)엄마야누나야 박원우 www.momsis.co.kr 031-882-2045 친환경 콩나물, 숙주나물

주식회사삼정 양준규 063-531-4141 소도축

농업회사법인한가람지에프주식회사 천우석 02-2043-7141 검은콩 농축액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최재운 k1313.com 031-534-4333 삼마홀 고려홍삼농축액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이경원 063-323-0201 인진쑥 및 건강식품

농업법인(주)옻가네 지용우 www.otkane.co.kr 02-1577-5733 옻 안 타는 참옻진액

(주)한국애플리즈 한임섭 www.applewine.co.kr 054-834-7800 석류와인

(주)우정식품 경정수 www.dangmyen.co.kr 031-531-2507 오뚜기 옛날당면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우진아너스코리아 박효준 wmlc.co.kr 02-568-4568 경영법무컨설팅

웨비나스 박재오 www.webinars.co.kr 031-6342-6834 웨비나 솔루션 서비스

(주)이도플래닝 정성은 www.idoplanning.co.kr 070-4006-8451 소프트웨어개발

(주)삼영엠아이텍 김대권 symit.co.kr 055-342-3023 비파괴검사

대원인쇄주식회사 안해연 02-2261-1788 인쇄업

(주)스마트플랫 황휘장 www.smartflat.co.kr 070-4352-5489 디지털 전자메뉴판 솔루션 스마트플랫

(주)미디어스퀘어 안정모 msqr.co.kr 02-556-3007 광고플랫폼

주식회사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www.datamarketing.co.kr 02-6012-5412 인공지능마케팅솔루션 마대리(MA;DERI)

주식회사에치디엘 한웅석 www.koreahdl.com 031-681-7005 화물운송대행 외

(주)테라핀테크 양태영 www.terafunding.com 02-582-2558 P2P 플랫폼

조앤소프트주식회사 조현철 jonsoft.co.kr 031-628-8816 CRM

(주)닥터송 윤현지 dsong.co.kr 02-886-7000 헬스케어 디지털 마케팅

하이브로우컴퍼니주식회사 이세희 www.hibrow.co.kr 033-733-7980 목재가구

(주)무신사 조만호 www.musinsa.com 070-4639-5904 온라인 소매 중개 서비스

주식회사수퍼비글로벌디자인그룹 황욱상 superbee.co.kr 070-4027-4562 시각디자인

글로벌경영기술연구소 지영현 gimt.kr 031-819-2503 gd

메리티움(주) 방치일 www.meritium.co.kr 02-2135-3435 SW품질 테스트

(주)다보이앤씨 최창진 davoenc.co.kr 032-363-3000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시스템

(주)금성종합기술단 천성옥 051-807-0510 토목설계 및 감리

(주)테크노그린 전민구 www.technogreen.co.kr 031-336-9363 골프장 및 녹지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

(주)디자인밸리 정동식 www.designv.kr 063-214-9966 굿 디자인

강릉원마트(주) 김병삼 033-652-5467 도소매

비제이로지스틱스(주) 김윤량 055-365-9393 물류보관창고

주식회사 쎄텍 옥선예 www.setech.co.kr 053-593-9697 너트 런너

(주)설악전기 박정배 www.sorakelec.com 032-813-7733 대체에너지용 전원 시스템

(주)럭스코 정용환 www.luxco.co.kr 052-280-0868 switch-board(배전반)

(주)로닉 김홍배 www.soylove.com 031-949-6971 가정용 두유·두부제조기

(주)오닉스테크놀로지스 염희철 www.onyxtech.co.kr 031-5186-6321 근접센서

에프엠전자(주) 한승훈 futureman.co.kr 070-7005-6008 위성방송 수신기

전기전자

바이오

식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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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원할지 몰라 다~ 준비한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협회 지원사업

기업이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노비즈기업의 입장에서 알뜰살뜰하게 준비했다.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지원사업들.

중소기업과 우수 기술인력(특성화고) 채용연계 

주요 지원내용 ≫ 소프트 스킬 훈련을 통한 조직적응 교육 지원, 청년내일채

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연계가입 가능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수료 인력 정규직 채용연계 

주요 지원내용 ≫ 데이터 분석 기반 SNS 마케터 분야 인력 양성, 채용연계 및 

3개월 인턴기간 인건비(780만 원) 지원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중소기업 R&D 관련 부서와 우수 기술 대학생 간 인턴십 연계 

주요 지원내용 ≫ 현장실습(4개월) 내 인건비 600만 원 지원 

2021년도 충청권 30명 진행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 사업

만 34세 이하 신입 정규직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 공제금 적립,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1,200만 원의 자산 형성 가능  

주요 지원내용 ≫ 신입 인력 고용유지, 경영혁신마일리지(중기부 정부가점 

활용) 적립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5년

간 공동 공제금 적립,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3,000만 원의 자산 형성 가능 

주요 지원내용 ≫ 핵심인력 장기 재직 유도와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 기업 

납입금 손비 인정 및 세제 혜택, 정부사업 가점 우대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연령/재직기간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공제

금 적립하는 성과보상 공제제도 

주요 지원내용 ≫ 기업 납입금 손비 인정 및 세제 혜택, 정부사업(중기부) 가점 

우대, 핵심인력 장기 재직 및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

#내일채움공제

서울지역 우수 강소기업 대상 ICT 분야 직무 중심 맞춤형 채용연계 

주요 지원내용 ≫ 채용연계 이외 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5개 사),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25개 사)

#IT·SW 우수 강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NOW INNOBIZ INNO SUPPORTERS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대응 지원

주요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업 내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으로 마일리지 적립, 정책자금·보증지원 

등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으로 전환, 활용

주요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산업기능요원·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기술·신용보증 보증료 우대 등

#경영혁신 마일리지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간 기술개발과 투자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결과 협력을 매개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정부정책 관련 간담회 및 포럼 개최, 정부사업 우수과제 추

천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I-CON(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사업

제조현장에 AI 기반 제조 데이터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매칭해 문

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기업 집중 육성 지원 

주요 지원내용 ≫ AI 전문가 매칭, AI 솔루션 추천 등 AI 도입 컨설팅 지원

#데이터인프라 구축 AI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별 환경을 고려한 클라우드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등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전환 지원(클라우드 도입 지원), 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료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중 유사 제조 공정·업종을 

가진 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 구축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매 지원, 고품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기업의 강점인 ICT·제조기술을 접목, 러시

아 등 신북방 국가 진출 지원

주요 지원내용 ≫ 해외 현지사업화를 위한 2,500만 원 자금 지원, 러시아 국

영·대기업 매칭 상담회, 러시아 현지 기술협력 세미나 및 단기보육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참여 지원 등

#한-러 혁신플랫폼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의 수출역량 강화

주요 지원내용 ≫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및 현지기업 방문

*대상국: 베트남·인니·중국 3개국 중 1개 국가 추진 예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추진 예정)

#수출바우처

이노비즈기업이 우수기술을 매개로 융복합 기술교류 활성화를 도모하

고, 기술애로 해소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  

주요 지원내용 ≫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 수요를 발굴·진단하고, 국내 기

업과의 맞춤형 기술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국: 베트남·인니·우즈벡·터키·러시아(각 2회), 아르메니아·캄보디아·

조지아·필리핀·독일(각 1회) 예정

#융복합 기술교류 촉진사업

INNOBIZ+ VOL.43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만 34세 이하 IT 관련 직무청년 채용 시 청년당 인건비 1,140만 원 지원

(최대 6개월) 

주요 지원내용 ≫ 채용 기간 인건비 지원, 지원 기간 만료 후 청년내일채움공

제 연계 가입
  일자리지원본부(031-628-9660)

  디지털혁신본부(031-628-9667)

  글로벌혁신본부(031-628-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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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풍성해진 2021년 이노비즈협회의 주요일정

지난해에는 미리 준비해오던 여러 행사가 코로나19로 제동이 걸렸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말하기는 이른 상황.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 협회의 2021 주요일정을 공유한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27일(수) 제1차 정기이사회

18일(목)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24일(수)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23일(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26일(금) Korea DT Initiative(KDTI) 업무협약 체결

31일(수)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4/1일(목)까지)

6일(화)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23일(금)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

26일(월)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7일(화)까지)

28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일(목)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30일(금)까지)

25일(화)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8일(금)까지)

26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7일(목)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8일(금)까지)

1일(화)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4일(금)까지)

23일(수) 한-캄보디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4일(목)까지)

23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일(화) 한-필리핀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30일(수)까지)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6일(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12일(월)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3일(화)까지)

21일(수) 캄보디아 패킹기술 전수 비대면 연수(~30일(금)까지)

21일(수) 제3차 정기이사회

4일(수)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5일(목)까지)

16일(월) 러시아 현지 기술 워크숍(~20일(금)까지)

19일(목) 페루 기술혁신형 인증제도 전수 비대면 연수(~27일(금)까지)

30일(월) 러시아 현지기업 국내 전시 참여 및 

엑셀러레이팅 행사(~9/3일(금)까지)

8일(수)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9일(목)까지)

15일(수) 한-아르메니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6일(목)까지)

29일(수) 한-조지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30일(목)까지)

29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11일(월) 러시아 현지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개최(~22일(금)까지)

13일(수)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4일(목)까지)

20일(수)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1)(~22일(금)까지)

27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3일(수)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4일(목)까지)

10일(수)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1일(목)까지)

17일(수)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송년회

22일(월)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6일(금)까지)

24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지역)

25일(목)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송년회

9일(목) 이노비즈데이

NOW INNOBIZ INNO CALENDAR

NEWS

자연의 언어로 봄이 ‘파티하자’라면, 기업의 언어로 봄은 ‘도약하자’일 것이다.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봄날의 꽃처럼 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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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 이노비즈

제조강국 대한민국

이노비즈협회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

이노비즈협회 제9·10대 협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24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

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꿋꿋했던 혁신성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조혁신 이노비즈, 제조강국 대

한민국’이라는 더 큰 포부를 밝힌 제10대 임병훈 

회장의 힘찬 시작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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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인 신오식 대표부회장, 김용덕 전국지회장

간담회 회장, 강선영 제6대 여성경제위원장에게 

감사패와 부상이 전해질 때마다 환호와 박수갈채

로 훈훈해진 분위기는 어려운 시기에도 ‘혁신의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성과를 

거둔 이노비즈기업의 활약 영상으로 이어지면서 

뭉클한 감동을 더했다. 연단에 오른 조홍래 제9대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서도 국가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이노비즈

기업에 무한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회

와 함께 “앞으로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노비즈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깊은 애정과 아쉬움

을 전하며 임병훈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이양했

다. 이에 화답하듯 임병훈 신임회장은 조홍래 전

임회장에게 명예회장 위촉패와 감사의 마음을 듬

뿍 담은 선물을 건넸다.

이노비즈협회장 이·취임식은 그간 협회를 이끌

어온 전임회장의 노고에는 감사를, 그 토대 위에

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신임회장에게는 응원

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다. 의미가 남다른 이벤트

인 만큼 역대 이·취임식은 내외빈의 뜨거운 참여 

속에 치러졌지만, 이번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

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정부 방역지

침을 준수해 참석 인원을 제한해 진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조홍래 제9대 회장과 임병훈 제

10대 신임회장을 비롯해 천기화 수석부회장, 이

노비즈협회 전국지회장단, 신오식 대표부회장, 

김용덕 전국지회장 간담회 회장, 안복희 제7대 여

성경제위원장, 강선영 제6대 여성경제위원장 등

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한 해 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의 노고를 헤아리는 이

노비즈대상 시상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구축, 이노비즈기업 간 제조 빅데이터를 공유, 실

시간 생산 협업체계 등을 통해 매출 1,000억 원

의 기업 1,000개 사 육성과 일자리 100만 개 달

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혀 기대감을 끌어올

렸다.

이를 위해 그는 ‘AI 전환, 상생 협업, 글로벌화’라

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 이노비즈’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이노비즈 

상생 협업 추진 ▲이노비즈 성장역량 강화 ▲맞

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수출 패러다임 전

환 선도기관이라는 스마트 5대 전략 10대 추진과

제를 발표했다. 한편 임병훈 회장의 취임사에 이

어 앞으로 여성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

더인 제7대 안복희 신임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전

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임병훈 회장은 1958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를 졸업했다. 1987년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텔스

타홈멜(주)을 설립했으며, 인공지능 스마트팩토

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동화 장비, 정밀 측정

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임 회장은 “그간 중소기업

의 스케일업을 이끈 이노비즈인증제도의 20주년

을 맞이해 새로운 20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제조혁신 선도 이노

비즈, 제조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

노비즈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중심

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를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임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

종별·지역특화별 산업 기반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제조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노비즈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중심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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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하는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2. 3. 임병훈 신임회장의 기자간담회 현장

4.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출범식

5. 행사장 전경

강국 대한민국’을 다같이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후 만찬과 더불어 ‘굿팰리스’밴드의 

재즈팝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감사와 응원으로 점철된 이·취임식에 이어진 순

서는 이노비즈기업의 동반자로서 싱크탱크 역할

을 해나갈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출범식이었다.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상설화

하는 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혁신형 강소기

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이슈에 대

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세종 초

대 연구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에서 중소기업의 경제력 강화

를 위해 연구해온 장본인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술경영의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빅데이터 기반, 현장이 요

구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이슈를 발굴하고 선

도하는, 작지만 큰 조직이라며 정책연구원의 방

향성을 공표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외빈을 대표해 축사

를 맡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은 스

마트팩토리와 관련해 임병훈 신임회장에 대한 두

터운 신뢰를 드러내며, “이노비즈기업이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

조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발판을 만들길 바

란다”는 말로 기대와 응원의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내외빈이 함께한 손바닥 터치 영상 

엔딩 퍼포먼스와 함께 ‘제조혁신 이노비즈, 제조

임병훈 신임회장의 

스마트 5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01.

02.

03.

04.

05.

스마트공장에서 스마트 비즈니스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 AI 기반 지능형 기업 육성

· 제조업의 제조서비스업화 지원

공동 성장과 사회적 책임 선도, 

이노비즈 상생 협업 추진

· 스마트공장 기업 간 상생 협업 촉진

· ESG 경영 확산 지원

스케일업을 넘어 유니콘기업으로, 

이노비즈 성장역량 강화

· 스케일업 관점 이노비즈인증제도 개편

· 맞춤형 정책 정보 전달체계 구축

대한민국 혁신인재 양성의 요람,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전환 지원

·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 

수출 패러다임 전환 선도기관

· 이노비즈 글로벌화 모델 확산

· 기술 기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이노비즈의 싱크탱크,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출범

1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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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공간을 넘어 새로운 혁신기술 소개

스마트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혁신기술을 소개하는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ITS 2020)’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온·오프라인 병행이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루어졌다. 이중 금탑훈장을 받은 ㈜거상(대표 

문제희)을 비롯한 훈·포장 대상자 5인에게는 현

장에서 직접 수여하고, 나머지 173명은 온라인

으로 접속해 현장 중계했다. 

한편, 개막식 전에 시행한 오프라인 시연회에 이

어 온라인 전시관 투어 및 참가기업과 화상회의

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온라인 전

시회는 첨단 디지털 ICT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전시관처럼 실감 나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했

으며, 1회성이 아닌 지속 활용형 전시회로 전시 

시간 내 주최/주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지원

을 비롯해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명함교환, 이메

일 발송, 실시간 채팅과 화상회의 등 디지털 커

뮤니티 공간을 제공했다. 개별기업 부스에 URL

을 부여해 기업의 홍보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180개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전시회는 

개막식 전날인 2020년 12월 9일(수)부터 오는 

7월 31일(토)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 www.innotech.or.kr)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

지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

홀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대축

제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ITS 2020)’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당초 글로벌모바

일비전, 규제자유특구박람회 등과 함께하는 전

통적인 오프라인 전시회로 기획되었으나 코로

나19의 확산 및 유행에 따라 장소와 방식을 변

경해 진행했다. 참석인원 또한 감염병 확산 방

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박영선 당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조홍래 제9

대 이노비즈협회장, 임병훈 텔스타홈멜(주) 대

표(현 이노비즈협회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원 김학도 이사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

재홍 원장,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 등 주

요 내빈과 수상자, 운영 스태프 등 50명으로 대

폭 축소했다.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선 사전행사에서는 중기

부 장관과 주요 기관장들이 함께한 사전환담에 

이어 전시물품을 축소해 마련한 특별관(오프라

인 전시관)에서 ‘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시연

회가 열렸다. 진행을 맡은 현 이노비즈협회장인 

임병훈 텔스타홈멜(주) 대표는 단순한 스마트공

장 관리·운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문→스마트

공장 생산→물류 배송’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고

도화 모델을 시연해 호평을 받았다.

본 행사는 ITS 2020의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영

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영상에서는 다양한 위기

를 기회로 전환한 대한민국과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도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하

는 모습이 감성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진 중

소기업 혁신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상은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협력(기업), 기술

인재, 기술보호, 제조혁신, 기술협력(기관)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훈·포장 5점, 대통령, 국무

총리, 중기부 장관 173점 등 총 178점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적인 방식의 축제 온라인 전시회는 첨단 디지털 

ICT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전시관처럼 실감 나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했다. 

또, 1회성이 아닌 지속 활용형 

전시회로 오는 7월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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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알립니다.

내일채움공제기금 누적액 4조 원 돌파기념식 참석

협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11월 10일(화) 경남 진주 본사에서 개최

한 내일채움공제기금 누적액 4조 원 돌파 기념식에 위탁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김학빈 한

국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 및 내일채움공제기금 가입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표

자 등 7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했다.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내일채움공제기금 사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

비즈기업에 가장 적합하다”며, “이노비즈기업의 우수한 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위

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이노마이스터 캠프 개최

협회는 지난해 11월 9일(월)~10일(화) 2일 동안 부산기계공고 다목적실에서 부산

기계공고 학생 대상으로 ‘이노마이스터 캠프’를 개최했다. 국립마이스터고교인 부

산기계공고 3학년 재학생 19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인정받는 직장인의 비즈니

스 매너, 슬기로운 대인관계, 심층 조직에 대한 이해’ 등 취업 후 조직 및 직무 적응

을 위한 soft skill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캠프에서 배

운 내용이 기업 현장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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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해 11월 11일(수)~12일(목) 양일에 걸쳐 ‘2020년 제2회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수출 유

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

축 활성화 의지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월 

31일(수)~4월 1일(목) 양일에 걸쳐 제1회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가 진행되는 

등 올해 역시 베트남 등 해외 기술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캄보디아 패킹 혁신기술 전수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연수 추진

협회는 지난해 11월 12일(목)~20일(금)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

수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형 패킹(포장) 기

술 개발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비대면) 형식으로 운영되었으

며, 한국의 우수한 패킹 기술을 활용해 수원국인 캄보디아 맞춤형 패킹 기술 전수 

및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협회 정책연구

원 김세종 원장과 농식품 패키징 분야의 전문가인 대구대 김수일 교수 등이 참여해 

한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농식품 분야의 혁신형 패킹 기술을 캄보

디아에 전수할 예정이다.

4

제29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개최

지난해 11월 24일(화) 협회는 제29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소개와 운영 방향 등

을 발표했으며 정책, 여성경제, 문화인문, 4차 산업혁명, 일자리창출, 글로벌, 기업

나눔 등 위원회별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이노비즈기업 및 협회를 위

한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지난해 11월 24일(화)~25일(수) 양일에 걸쳐 협회는 국내 중소기업 14개 사와 터

키 현지 40여 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

담회’를 개최했다. 터키 정부는 사이버보안 강화,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연결성 강

화, 스마트팩토리 확대를 3대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한 공

급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참석해 다양한 협업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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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지난해 11월 24일(화)~25일(수) 양일 동안 협회는 ‘2020년 한-독 기술교류 온라

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업무협약

을 체결, 매년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워크숍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진과 국내 스마트 제조 및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 12개 사

가 참여한 가운데, 프라운호퍼 IFF의 기술 및 사업 소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독

일 및 유럽 주요 현황, AI 기술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디지

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주제로 프라운호퍼 연구진들과의 활발한 논의도 진행됐다.

7

2020 연말 희망나눔 프로젝트 진행

협회는 지난해 12월 16일(수) ‘2020 연말 이노비즈 희망나눔 프로젝트’ 활동으로 

성남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및 방한복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매년 회원사와 함께 조성한 기부금으로 지역 사회

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9

협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건물태양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 및 

한국건물태양광협회(이사장 김병철)와 ‘중소기업 맞춤형 도시형·건물형 태양광 

사업모델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

광 등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 이노비즈기업 내 태양

광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발굴, 친환경 미래에너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

로그램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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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202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협회는 지난해 12월 ‘202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4년부터 연속 3

회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10년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협회를 비롯한 이

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48개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장

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고용 관련 민간

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된다. 한편 협회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일

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5년에는 일자리창출 유공단체 정부포상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2017년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받은 바 있다.

12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1월 27일(수)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협회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원 및 

고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

서는 2020년 협회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및 이노비즈기업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했다

13

AI 제조 플랫폼 서비스 오픈식 및 KAMP.AI 출범식 참석

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월) 카이스트에서 개최된 AI 제조 플랫폼 서비스 오픈

식 및 KAMP.AI 출범식에 참여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

(KAMP)의 성공적 구축·확산과 제조혁신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스마트제조 분야 민간기업·학교·연구기관·

협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회는 중기부의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의 관리

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AI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8

이노비즈협회-서울예스병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12월 18일(금) 협회는 서울예스병원과 함께 회원사의 복리후생과 보건의

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회원사를 

위한 선진 의료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복리후생 향상과 최선의 보건의료 서

비스에 힘쓸 예정이다.

10

임병훈 회장, 이노비즈기업(㈜카네비컴) 현장 방문

지난 3월 3일(수) 협회 임병훈 회장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노비즈기업 ㈜카네

비컴을 방문했다. 카네비컴은 자율주행 핵심 부품 제조기업으로, 레이저 빛으로 

실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 핵심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 등을 개발, 원

천기술을 보유하는 등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한국판 뉴딜 선도는 물론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협회는 이

번에 방문한 카네비컴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지속 방문해 기

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역량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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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협회 방문

지난 3월 5일(금)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은 협회를 방문, 협회 임병훈 회장과 

함께 양 기관의 발전 및 이노비즈기업 성장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

해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이해 디지털·스마트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

응한 공동연구 및 행사 개최,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노력 등 양 기관 

간 협업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이노비즈인증제도 관리기

관 및 평가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20년을 맞이하는 이노비

즈인증제도 발전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1년 하얼빈대표처 업무 협의

지난 3월 5일(금)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노비즈협회 하얼빈대표처’와 함께 비대면 회의를 진행, 2020년도 업무 현황 및 

2021년 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협회는 하얼빈대표처와 

협업해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16

15

Korea DT Initiative(KDTI) 출범식 참석 및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26일(금) 협회 임병훈 회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국내외 선도기

업 사례 및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대응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주도 

DT협의체인 ‘Korea DT Initiative(KDTI)’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회는 산

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 간 DT

협력 및 정책수요 발굴 등에 나서는 등 디지털 혁신 분야를 대표하는 거대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협약 당사자 외에도 협의체 회

원사로 참여하는 KT, 포스코, LG화학 등 20여 개 사와 최기영 과기부장관 등 정부·

국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6일(화), 협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중소기업

연구원과 함께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상설화된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의 첫 대외행사로서,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

장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는 경제과학보좌관 이정동 특보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과학기술 및 기업 혁신 전문

가의 발제와 함께 패널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했다. 

부회장단 총회 진행

지난 3월 29일(월) 협회는 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 총회를 

진행했다. 부회장단 모임은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원사를 중심으로 구성,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개발 등의 논의를 정

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번에는 2020년 활동 현황 및 성과 등을 돌아보고, 

2021년 활동 계획 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차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참석

지난 3월 12일(금) 협회 임병훈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년 제1차 미

래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본 위원회는 주요 정책고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

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

기구로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기업, 학계,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를 대

표하는 8명의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중진공은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혁신, 지역산업 혁신 및 정부정책 연

계 강화,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등 3대 개선 방향을 약속했으

며, 향후에도 기업 등 현장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간담회 참석

지난 3월 31일(수) 협회 임병훈 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8개 협단체장이 정부인사 등을 초청해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소·

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인사로 참석했으며, 각 기관들은 중소기업 R&D 지원 확

대, 정보통신산업 정책 체계화 등 과기부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

다. 한편, 성장사다리 포럼은 2014년 2월부터 격월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무

총리를 비롯해 조달청, 국세청, 공정위, 고용부, 중기부 등과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

련하고 있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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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일자리 데이터 분석 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과정 교육 개강

지난 3월 17일(수) 협회는 데이터 분석 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과정 교육을 

개강했다. 서울시 1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의 교육생들은 3월 17일(수)~5월 21일(금)까지 약 2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

다. 교육생과 채용 매칭될 기업의 추가 모집은 4월 중순부터 진행되며, 채용연계는 

오는 5~6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2차 사업도 추가 진행 예정이며, 4월 중

순부터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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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최고경영자과정은 인적 네트워크 교류

의 장을 펼치는 한편 사업교류단, 독서토론회, 등

산회, 골프회, CEO 합창단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간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의 계기도 마련

될 예정이다.

협회 임병훈 회장은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은 높은 수준의 강사진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국

내 최고의 중소기업 CEO과정으로 인정받고 있

다”면서, “1만9,000여 개 이노비즈기업과 700

여 개 최경 동문기업이 함께하는 협업의 시너지

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디지털

화 가속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으며, 

700여 명의 동문 기업들이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협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는 지난 3월 23일(화) 

서울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진행했다. 협회는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하여 신입 원우 61명과 협회 임직원 등 참석인원

을 최소화한 가운데 행사를 치렀다.

15주간 진행되는 제19기 최고경영자과정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 트렌드, 경제 전망 및 경영

혁신을 비롯해 역사, 문화예술, 의학, 인문학, 사

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별 커리큘럼을 통해 혁

신 기업가로서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맞춰 강사진도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블록

체인 기술(KBS 명견만리 김승주 교수)’, ‘경제전

망(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역사(역사저널 그날 

신병주 교수)’, ‘글로벌 모빌리티(자동차인간공학 

차두원 소장)’, ‘경영혁신(카카오 인사총괄 황성

현 대표)’, ‘인문학(대한민국 1호 권일용 프로파일

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강사진이 포진했다.

세부 내용   innobiz.or.kr

이노비즈만의 고유한 조직

문화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최고경영자과정이 어느새 

19기 입학식을 가졌다. 

여성경제위원회는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으로 

한 해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진행

이노비즈협회는 3월 17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여성 기업인들이 참

석한 가운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여성경제위원회를 이끌어온 제6대 강선영 위원장(㈜쉬엔

비 대표)의 뒤를 이어 제7대 안복희 위원장(㈜네오피에스 대표)의 취임식이 진행

되었다. 이로써 향후 3년간 여성경제위원회를 책임지게 된 안복희 위원장은 20년

간 골프웨어 브랜드 ‘팜스프링스’를 지속 성장시켜온 우먼파워의 대표주자로, 국

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활

발히 활동해왔다. 취임사를 통해 안복희 위원장은 “여성 이노비즈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성장 지원에 앞장섬으로써 임기 동안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 취임과 여성경제위원회의 성장을 함께 실현해나갈 부회장과 분과 위

원회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부회장에는 송미희(㈜현대메디텍 대표), 장현주(태웅

식품㈜ 대표), 배민성(㈜지니테크 대표), 조효숙(㈜다이나테크 대표) 이명화(㈜현

웅디자인 대표) 등 5명이 선임되었다. 

한편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기업 간 융복합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융복합, 글

로벌, 문화·인문, 마케팅, 인증 지원, 홍보 등에 걸쳐 분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

재 약 90여 명의 이노비즈 여성기업인이 활동 중이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는 여성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세부 내용   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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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 소식

01.

02.

03.

04.

긴 겨울을 건너 기지개를 켜는 봄처럼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들도 하나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지회 소식을 통해 각 지회의 최근 근황을 전한다.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중기청과 간담회 개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참석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는 지난 1월 24일(일) 충남 공주시 월미농공

단지에 자리한 회장사인 ㈜고려산업에서 대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맞이

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노비

즈기업을 대표해 청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기업인과 현장에

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임

상준 회장은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을 직접 현장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지회

충청권 이노비즈기업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MOU 체결

제1차 정기이사회 및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개소식

충북지회는 협회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

최하고, 이의장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진행

했다. 정기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주요 사업 및 예결산,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제1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일

정, 포상) 계획 등이다. 이사회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원받은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개소식을 진행했다.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은 온라인 화

상회의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 항시 개방할 예정이다.

충북지회(회장 이천석)는 한국기술교육대와 함께 ‘충청권 이노비즈기업 산학

협력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활동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 달성 및 지역사회의 성장

과 상호 산학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협약에는 이천석 회장을 비롯

해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

협력단(단장 이규만)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권 중소기

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육성해 지역 고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05.

06.

07.

08.

광주전남지회

광주과학기술원 내 사무실 약식 개소식 개최

지회 발전을 위한 주요 임원 전략간담회 진행

지난해 12월 29일(화) 광주전남지회는 나기수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도 협회의 발전 방향과 혁신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회의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많은 시

사점을 얻었다. 또한 지회의 현 상황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지향해야 할 

전략과 개선점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

하는 지회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는 지난해 12월 17일(목) 광주과학기술원 내 사

무실 개설을 기념해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대

규모 모임 금지 지침을 준수해 약식으로 치러졌다. 한편 광주전남지회는 광주

과학기술원 내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첨단기술 연구와 협회 임원사의 사업을 

연계해 좀 더 특화된 기술협력과 첨단제품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

다. 아울러 회원 및 임원사들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와 주요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업 노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정보를 활발히 교

환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북지회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유관협단체 협약 및 간담회

비대면 수요대응 화상상담장(비즈니스라운지) 개소식

전북지회는 3월 9일(화) 화상상담장(비즈니스라운지) 개소식을 진행했다. 코

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 화상회의실을 구축했다. 코로나로 해외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급증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요

에 대응하고 이노비즈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상담소로 향후 회

원사들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지난해 12월 21일(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김

지혜), 벤처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회장 이근

재)와 전라북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여성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난 2월 4일(목) 유성 송강시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정

부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

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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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경남지회

LH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2021년 제1회 운영위윈회 개최

경남지회(회장 조창제)와 LH경남지역본부(하승호 본부장)는 지난해 12월 

10일(목) 오전 11시 LH경남지역본부에서 두 기관 간의 업무협력에 관한 간

담회를 개최했다. 조창제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창원국가산단을 정부(중앙, 지자체, 관계 공공기

관) 정책에 반영해 조기에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하승호 본부장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력에 LH경남지역본부

도 중앙 행정기관과 함께 힘을 보태 창원국가산단의 조속한 환골탈태를 바란

다고 응답했다. 

경남지회는 지난 2월 5일(금) 2021년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

의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나눔 성금(1,000만 원)’ 전달과 경남

지회에서 계획 중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온라인 마켓과 온라인 연구회 콘텐

츠를 제작하고 운영할 전문 기업을 심사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확장

(58㎡에서 108㎡, 1개의 사무실을 추가하여 회장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

축)한 지회 사무국 공간에서 지회 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회

경북동부분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 경북동부분회(회장 노준택)는 지난 1월 25일(월)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을 개최했다. 제1부에서는 2020년 감사보고, 결사보고, 2021년 사업계획, 

예산편성안을 심의했다. 제2부에서는 제5대 회장 취임식 및 신년하례회를 진

행하며 포항시와 경북동부분회 간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협약을 가졌다. 천

기화 회장은 축사에서 포항시와 경북동부분회의 협약을 강조하며, “포항시

에서 이노비즈에 지원을 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말로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편 제5대 회장에 취임한 노준택 회장은 신진 회원 영입을 통한 경북

동부분회의 활성화, 융합기술연구회 조직을 통한 지원, 화상 토론시스템 구

축 등을 약속했다.  

대구경북지회는 2월 26일(금)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협

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

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기관 

간 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홍보 및 정보 공유,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지

원 협력 사업 발굴, 회원사(입주사) 청년 채용 연계 지원, 협약 기관 간의 상호

협력 강화 등이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

도 진행한다. 특히 대구경북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회원사의 청년 채용 

수요에 대한 발굴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융합 R&D센터 공간 제공, 일자리 

사업 연계 지원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적

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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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회

부산외국어대 산학협력 협약 및 청년취업박람회 공동개최

에티오피아 한국전용 산업단지 내 공동물류 사업 지원 협약식

지난해 11월 26일(목) 부산울산지회(회장 정종태)는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산

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정종태 회장을 비롯해 박성백 동부산지

부장 외 협회 관계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 이순철 진로취업처장, 

안창규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부산울산지회·고용노

동부 북부지청 주최, 부산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기

념홀에서 공동개최한 청년취업박람회 행사에 22개 부산울산지역 강소기업

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정종태 회장은 “특성화 대학인 부산외국

어대학교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은 “부산울산지역 강소기업을 회원

사로 둔 이노비즈협회와 협약 체결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번 청년취업채

용박람회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 기관이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산울산지회, 한에티오피아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SL

네트웍스 등은 3월 5일(금) 해운대 센텀시티에 소재한 주한에티오피아 총영

사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울산지회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한국전용 산단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 무역협회의 부울경지역 

공동물류 협력사인 ㈜SL네트웍스는 참여기업들을 위한 현지 산업단지 내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국내와 현지에서의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

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정종태 회장 및 주한 김상진 에티오피아 명예

총영사는 “우리나라의 우방인 에티오피아 내에 한국기업 전용산업단지 건립

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시작됐다”며 “저렴한 토지 분양가

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들어진 수출제품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

어갈 때 무관세 혜택을 보는 등 여러모로 큰 매력이 있어 많은 기업이 진출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지회

강원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2020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참석

강원지회(회장 김재성)는 강원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1월 19일(화) 강

원중기청 중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

다. 정재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명순 지역혁신과장, 김재성 회장 및 

강원지회 임원사 등이 참여한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술혁신에 힘쓴 도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에게 표창을 수

여했다.

강원지회는 지난해 10월 20일(화) 정선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에서 개최

된 ‘2020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 정

재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재성 강원지회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장 및 도내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5개 부문 9명의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중 이노비즈기업인 4명이 수상했

다. 김재성 회장은 기술혁신형 인증을 받은 이노비즈기업에 꽃다발을 전달하

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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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경수/ 21세기북스

고전과 고수에게서 배우는 

삶의 힌트

배움의 깊이와 사유의 폭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고전이 전하는 지혜와 통찰, 한 분야의 고수에게 배우는 삶의 힌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순간 한 뼘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양질의 삶을 위해 한 수 배울 수 있는 고전과 고수의 책을 소개한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자율조직

저자 이기동·정창건/ 행촌철학적 사유로 해설한 환단고기

‘환단고기(桓檀古記)’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대략 ‘환인, 환웅, 단군에 대한 오래된 기록’이라는 뜻이다. <환단고기>

는 환국과 고조선으로부터 고려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과 사상을 다룬 책으로 ‘삼성기전’, ‘단군

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계연수가 하나로 묶은 것이다. 그동안 학계로부터 위서로 낙인찍혀 여러 논란을 자아내

기도 했던 이 책은 철학서임에도 그동안 역사학자 등에 의해서만 논의되어왔을 뿐,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외면을 받아왔

다. 이번에 출간한 <환단고기> 해설서는 이전에 발행한 국역본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환단고기>의 철학적 사유를 처

음으로 해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내 최초로 사서삼경을 완역하고 강설을 출간한 성균관대 대학원장 

및 유교문화연구소장 역임의 이기동 명예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정창건 박사와 함

께해 신뢰를 더한다. 

저자 한근태/ 이지퍼블리싱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고수의 학습법

지금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고, 지금 모르는 것을 채우려는 사람은 성장을 계속한다. <고수의 학습법>은 한

마디로 좋아서 하는 어른의 공부를 권하는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해 미국 애크런대학교에서 고분

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학업을 마친 후부터 지금까지도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는 지식이 무기가 된

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저 좋아서’ 몰입하는 어른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권하고자 했다. 이런 취지에

서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과 핵심만 메모해 카테고리별로 자신만의 지식 창고에 저장하는 방법과 필요할 때 저장한 

정보를 꺼내 쓰는 지식을 관리하는 요령을 이 책에 담았다. 부는 물려줄 수 있지만 지식은 물려줄 수 없고,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큰돈을 남겨준들 결코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왔다.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기에 배움을 중단한다는 것

은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신경수 지속성장연구소 대표의 <자율조직>은 조직 관리 전문가로서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조직의 성과로 연결하는 방법

을 24가지 사례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당근과 채찍’으로 표현되는, 보상과 처벌이라는 과거의 모델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경영진과 관리자가 구성원의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권한을 주어, 업무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개선이 일하는 사람의 동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을 설명한다. 기업 조직이 과거와 달리 세대 구성이 바뀌고 일과 회사가 갖는 의미가 달라지면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

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면서 현장의 자율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저자는 

컨설팅을 담당했던 실제 기업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가진 24가지 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조직 행동에 대한 심

리와 경영 분야의 연구를 덧붙여 경험과 조언에 효과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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