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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올해로11회째를맞는‘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이

지난9월 1일부터3일까지총3일간에걸쳐

코엑스에서개최됐다. 중소기업들의기술혁신을

이끌어온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은21세기

국가산업발전의견인차노릇을톡톡히

해나가고있다.

상생을활성화하기위해 기업과중소기업은

기술협력과인력, 지식, 가치등기업의내부

자원을공유하는전략적파트너십을조성해야

한다.

‘꿈을가진인재’들이머무는토양을만들기

위해서는목표로부터우러나오는동기

유발이필수적이다. 제11회중소기업혁신

전기술혁신상(지경부장관상) 수상을비롯,

기업과더불어공존하는‘상생의길’을

실천하고있다. BNF테크놀로지(주)의

아름다운도전은계속되고있다. 

24>
항공분야정보시스템구축과철도분야

전기설비모니터링시스템, 원전(두바이) 

사업을진행하고있는 (주)아이비리더스. 

기업간은물론기관과의상생협력을실천하고

있으며아름다운‘행복한강소기업’을

이끌어가고있는정광천 표의경 철학

속으로들어가본다.

<56
인도의시인타고르는타지마할을‘ 혼의

얼굴에핀눈물(Tear on face of eternity)’이

라표현했다. 미지의문화에흠뻑취할수

있는수도, 델리는여행객이나비즈니스맨

누구에게나깊은인상을남긴다. 인도는

천천히걸으면서둘러볼때그진수를

만끽할수있는곳이다. 

<38
2010년을성장동력기반원년의해로공표, 

해외시장공략, 신시장발굴에많은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경 을하면할수록사람의

중요성을깨닫는한편, 기업이벌어들인

수익역시반드시사회에환원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주)현 산기이수태 표를만났다. 

<32

36>

미래국가경쟁력강화의제1조건은바로

∙중소기업간‘상생(相生)’이다. 기업과

중소기업이협력을넘어동반성장할수

있도록힘쓰겠다는 ∙중소기업협력재단

정준양이사장을만났다. 

보안은신뢰(Trust)를통해창출된다고강조하는

사람, 바로이석우 표다. 국내웹방화벽시장,

DB암호화시장점유율 1위를고수하고있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를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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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상(相)은신뢰를기반으로한발상의전환

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요소

다. ‘상생(相生)’으로 변되는 경제 핫이슈는

∙중소기업, 중소∙중소기업 등 매칭될 수

있는 협력을 의미한다. 진정한 상생이란 기

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 성장하는 것을 의

미한다.

相[서로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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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10월 14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회원사를

하나로묶는화합의장인‘함께하는2010 이노비즈전진 회’를개최한다. 

중소기업 단체로는 최초로 전국 7개 지회를 설립, 운 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

는 이노비즈기업의 상생협력과 책임경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함께하는 동반 성

장’,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경 (CSR)’,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세 가지 주

제를선정, 이번전진 회를구성했다. 이번행사는1부전진 회, 2부만찬및기념공

연으로 구성됐으며, 우수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충북도지사상, 중소

기업청장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상 등 3개 부문 9개의 포상 시상이 이루어질 예

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LG하우시스 등 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중소기업상생전략발표와함께사회적책임경 을실천하는우수이노비

즈기업의육성과활성화를위해 한적십자사와공동으로진행하는‘이노비즈와함께

함께하는2010 이노비즈전진 회

전국회원사를하나로연결하는

화합의 열린다

ㅣ P r e v i e w ㅣ

장
행사명 : 함께하는2010 이노비즈전진 회

일 시 : 2010년10월14일(목) 18:00~20:00

장 소 :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3층그랜드볼룸

주 최 : 충청북도,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 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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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좋은친구’캠페인에 한소개및‘좋은친구’현판식이진행된다.

더불어, 충청북도-이노비즈협회- 한적십자사- 기업 등이 참여하

는‘핸드프린팅체결식’을통해상생협력, 사회적책임경 , 지역사회활성화

를위한실천적결의를다질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이번 회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경 을 실천하는 우수 이

노비즈기업의육성과활성화를지역사회와함께고민할예정이다. 이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산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우수 이노비즈기업 및

유공자포상을통해기업들의의지를고취시키겠다는목표도갖고있다.

한승호 협회장은“충청방문의해를 맞이해 협회 회원사의 화합과 사회

공헌의 기틀을 다지는 행사를 충북에서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곧 비즈니스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확산

되길바란다”고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승호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국

회의원및유관기관장, 지역내중소기업유관기관장, 금융및언론기관과이

노비즈협회회원사약500여명이참석한다.

이노비즈와함께하는‘좋은친구’캠페인

이노비즈협회- 한적십자사 공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기

후원인(좋은 친구) 모집 캠페인이 시작된다. ‘좋은 친구’캠페인이란, 이노비

즈기업이 한적십자사를 통해 매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을 하면, 후원

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홀몸노인, 결식아동, 장애우, 재난 이재민 등을 위한

기금으로사용되는기업의사회적책임경 독려프로그램이다. 후원기업에

는‘좋은 친구’명패를 달아줘 사회공헌 사업장임을 널리 알리게 된다. 연말

에는‘후원인의날’행사를마련해결연가족과의만남을주선하고, 적십자사

가실시하는다양한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개최배경

‘함께하는’동반성장

∙중소기업간동반성장을위한상생협력활동강화

‘함께하는’사회적 책임경 (CSR)

취약계층의복지증진을위한나눔경 실천및사회적책임경 확산

‘함께하는’지역사회 활성화

지역투자확산과고용창출에앞장선기업인포상

지역투자확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네트워크활성화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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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1회째를 맞는‘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이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에

걸쳐 코엑스 1층 A홀(구 태평양홀)에서 개최되

었다. 지난2000년첫출범이후11회행사를맞

는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성장을 북돋아온 중소기

업계 최 의 연례행사이자 우량 중소기업들의

축제로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을 표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기술혁

신에 한 의욕과 기 가 한 자리에 모여 기술

개발 우수사례는 물론, 최첨단 혁신기술을 보

고, 듣고, 체험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 중소기

업 기술 잔치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3G(Green, Growth, Global)! 혁신의 바람이

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 세계를 선도

하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Green), 기술융합

과 복합 등 新성장동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Growth), 그리고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

가는 중소기업의 로벌화(Global)를 뜻하는

3가지중소기업계의핵심이슈를한눈에확인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 관람객들을 맞았다. 국

내 표 중소기업들의 기술 현황과 최신 트렌드

가‘3G’라는 주제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제시되

어방문객들의눈과귀를사로잡았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은 21세기의 새로

운 경쟁력이 될 지식과 기술의 확보, 기술 중심

중소기업 육성과 범국가적 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의문제들을해결해나가기위해지난10년동

안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꾸준히 육성해왔

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연구개

발에노력할수있도록그토 를마련

함으로써 중소기업만의 생존력과 기

술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산업에 기여

하는 우량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을제공해왔다고평가받고있다. 

십여 년의 세월을 유지해 온 만

큼, 그간의 전시회 성과도 실로 놀랍

다. 실제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은

지난해 제10회 기술혁신 전에 이르

기까지 약 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기

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400명이 넘

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자들을 배

출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계 전반에

기술혁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장으로

‘제11회중소기업기술혁신 전

‘세계시장에중소기업기술을

시키다!’
중소기업기술혁신, 3G(Green, Growth, Global)의시 가온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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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해왔다. 특히 기술혁신상 수상 기업들의 경

우 상당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 폰 및 디

지털단말기 등의 역에서 뛰어난 기술혁신을

이뤄냄으로써, 이들 산업이 21세기를 통틀어 오

늘날까지 전 지구촌을 주름잡는 한민국 표

수출산업으로발전해오는데큰몫을했다. 

올해전시회규모만약1만㎡에달하는행

사장을 가득 메운 400여 국내 표 중소기업들

의 개별부스는 서로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한눈

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빛났으며, 뛰어난 기

술혁신과 산학연협력을 통해서 국가산업 발전

과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과유관기관관계자등118명에 해훈장및

통령표창을시상하는자리도함께마련되었다. 

또한, 제11회 중소기업기술혁신 전에서

마련한 주제별 부 행사가 눈길을 끌었던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었다. 첫째로 기업의 경

활동을 지원하는‘비즈니스(Business)’, 둘째,

기술및경 정보의공유를위한‘테크(Tech)’,

그리고 중소기업인의 화합과 휴식을 위한‘아츠

앤플레이(Arts&Play)’등의 3가지 주제로 마련

된 부 행사가 그것이다. 먼저 성공 비즈니스의

통로를의미하는‘비즈니스’섹션에서는정부및

공공기관, 각 기업 구매 담당자들을 초청해 네

트워크형성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도와주는

‘비즈매칭(Biz Matching)’, 우수 중소기업기술

및 제품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지원

하는‘중소기업기술제품 발표회’, 그리고 중소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진단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운

했으며, 채용정보관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체계

적인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하 다. 그 다음

정보 공유의 장을 의미하는‘테크’섹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국방 및 공공분야 판로개척과 수

입 체 방안모색을 위한‘국방 및 공공분야 국

산화 전략 세미나’가 열렸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및 응전략을 짚어보는‘중소기

업지속성장 로벌포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

한 비전과 전략 등을 논의했던 녹색성장 세미

나, 그리고 기술선진국의 우수기술을 기업인들

이 직접 체험하며, 기술도입은 물론 국제협력

R&D참여를 지원했던 해외 우수기술 설명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문화의 만남을 의미

하는‘아츠앤플레이’섹션에서는혁신기술이만

들어갈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이노베이티

브 월드(Innovative World)’전시회와, 디지털

인터렉티브기술로 오감을 자극하는‘디지털 놀

이터’, 각종 포스터와 그림 전시회, 3D 체험관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상징하는 80인조‘어반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인

최신 3D 기술을직접체험할수있도록설치된혁신기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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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물론일반관람객들도함께즐길수있는행

사로거듭났다.

한승호 이노비즈협회장은“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의 주요 트렌드는 녹색기술의 지속

적강세와3D 멀티미디어등디지털융복합기술

의 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로벌 산업의 변화 추이를 잘 읽어내 주도하고

있어, 향후에도 국가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더욱

훌륭하게 뒷받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

다”고행사에참여한많은기업인들을독려했다.

이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이

끌어온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은중소기업인들의

많은기 를한몸에받으며, 앞으로도21세기국

가산업 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해나갈 것

으로보인다.

기술혁신 전이낳은스타기업, 우리가뜬다

제11회 중소기업기술혁신 전에서는 모두

118명(단체)이 우수 혁신기술로 포상을 받았다.

수상 상은 기술혁신상을 수여하는 36개 중소기

업, 교수및연구원24명, 학및연구기관11개,

교직원 8명, 기타기술협력 9명을 비롯해 기술혁

신 유공자상 수상자 82명이 선정되었다. 이들 수

상기업및수상자수는지난해에비해6% 가량증

가했다. 올해의 전반적인 수상 상의 흐름은 전

통적인 강세를 유지해온 IT부품 소재 역뿐만

아니라, 친환경 녹색기술, 디지털 융복합 분야,

고부가 바이오산업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역

의혁신적인기술력이주요한경쟁력으로작용했

던것으로나타났다.

김태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은“올해

36개 기술혁신상 수상 기업들은 통령상을 받

는 (주)씨젠을 비롯해 고부가 바이오기술분야 기

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녹색기술과 디지

털 융복합 분야에서도 솔루션, 장비, 부품, 소재

등 보다 폭넓은 역에서 의미 있는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다”면서,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의경쟁력이되어주는혁신 역이지

속적으로 확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어, 향후 국가산업의 허리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을것으로기 된다”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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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술혁신상 부문 최고의 예인‘

통령상’은(주)씨젠이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의주

인공은 (주)에이티이엔지, (주)동방데이타테크놀

로지, 에이스웨이브텍(주)이며, 지경부장관상에

는주식회사코디에스및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등이, 중기청장상에는 (주)모리스, (주)에이텍 등

이선정됐다. 

이밖에도, 협회장상에는 한검사기술(주),

(주)지노첵, (주)한드림넷, (주)메탈라이프 등이

수상의 예를안았다. 

기술혁신 유공자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세

원의 김재상 표에게‘훈장’이 수여됐다. ‘포

장’은 임 배재 학교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임 교수는 국내외 산학협력 기술개발 활성

화와 함께 로벌 인재교류 양성사업, 무역 및

투자유치강화 등 중소기업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다양한활동을인정받아수상하게됐다. 

또한, 기술혁신유공자‘ 통령상’에는

(주)알코 최계희 표, (주)길교이앤씨 김진구

표, (주)에스지원주혜순 표, (주)아이비리더스

정광천 표등이선정되었다. 

수상 상자는 지난 3월부터 우수 업체를

상으로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의 엄격한 심의 과정 및 정부의 공적심사위원

회의심사를통해최종확정됐다. 

고부가바이오산업의놀라운성장세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전의 36개 기술

혁신상 수상 기업 중 예의 통령상을 수상한

(주)씨젠( 표 천종윤)은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한 호흡기 질환 및 성감

염증 원인균 진단 제품을 개발한 유전자진단기

업이다. 이 기술은 병원체의 감염여부와 병원체

의 감별, 암 등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

이를 알아보기 위한 유전자 진단 검사에 유용하

게사용될수있다. 

씨젠은 이를 통해 2009년 국내 매출

600% 신장은 물론, 유전자 진단 제품의 수출증

가로 차세 일류상품에 선정되어 현재 세계시

장에서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씨젠이 개발한 유전자 증폭 기술‘DPO’

의 시발체(primer)는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과는

기능적,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멀티플렉스(동시 다중)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지원한다. 씨젠은이기술을응용하여

표적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15종을 동시에 감

별 검사하거나, 25종의 성감염증 원인균을 동시

에 검사하는 제품 등 수십 종의 다양한 PCR 기

반유전자진단시약제품군을공급하고있다. 이

를 통해 국내 60여 의료기관은 물론 세계 50여

개국 300여 기관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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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진단시장에서 로벌기업들과어깨를나란히하고있다. 

기술혁신상 지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주)바이오니아( 표

박한오)는 유전자진단장비, 진단시약, 합성유전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덕신약( 표

권은녀), (주)나이벡( 표 정종평), (주)사임당화장품( 표 이형

규), (주)엘바이오( 표 전 삼), (주)지노첵( 표 황승용)이 의료

장비, 의료소재, 기능성화장품 등 바이오기술 역에서 뛰어난

성과로기술혁신상을수상했다. 

녹색기술의혁신을주도하다!

친환경 녹색기술 역에서도 여러 중소기업들의 약진이 두

드러지는데, 기술혁신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에이티이엔지

( 표 박승태)는 산업용 건조기 전문기업으로서 냉풍노점(�風�

點)방식건조기와데시칸트(desiccant : 흡습제, 실리카겔등) 방식

건조기를결합한하이브리드건조기로시장에서인기몰이를하고

있다. 에이티이엔지의하이브리드건조기는기존제품 비150%

이상의 뛰어난 에너지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으로서, 연료전지공

정, 선박도장, 반도체공정, 식품공정등에필수적인건조기시장에

서각광받으며2009년에만217%의매출신장을이끌어냈다. 

기술혁신 유공자 중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자동

차용필터부품전문업체(주)세원의김재상 표는자동차용부품

역에서 녹색 혁신을 이끌어온 인재다. 세원은 적극적인 연구개

발로오일필터, 에어필터등각종필터모듈의경량화를주도해자

동차 연비개선에 기여하며 GM 우, 르노삼성, 기아자동차 등 국

내자동차기업은물론스웨덴의볼보그룹까지고객사로확보하여

연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초 형 고난이도 오일필터 모듈의 개발에 성공, 연간 120억 원

의수입 체효과도거두고있다. 

디지털융복합 역의약진

기술혁신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LED전광판 전문기업인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표 하 재)는 LED전광판의 순간 이

미지 데이터를 분석, 동적으로 휘도를 보정해 화질을 개선해주는

동적 상 보정기능을 자체 개발하여 성공했다. 이 회사는 신기술

을 적용한 자체브랜드 판타비전(FANTAVISION) 제품군을 전국

체육관및공공시설등에널리보급하고있다.

또한, 기술혁신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에이스웨이브텍

(주)( 표 문원규)은 통신장비 및 부품 간 신호간섭의 측정 및 방

지에필요한PIMD(Passive Inter Modulation Distortion : 상호

변조왜곡신호) 측정장비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WCDMA,

GSM, CDMA, LTE 등 전 세계 10여 개 표준 역에 사용 가능한

이동형 PIMD 측정장비 제품군을 갖추고, 미국과 일본 등지에 수

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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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성과가뛰어난중소기업인82명과기업36곳을선정해포상했습니다. 
수상업체와수상자여러분께축하의말 을전합니다. 

기술혁신상 통령상

(주)씨젠 표천종윤

기술혁신유공자훈장

(주)세원 표김재상

기술혁신유공자포장

배재 학교 임 교수

기술혁신상

국무총리상
�(주)에이티이엔지 표박승태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표하 재
�에이스웨이브텍(주) 표문원규

기술혁신유공자

통령표창

�(주)알코 표최계희
�(주)길교이앤씨 표김진구
�(주)에스지원 표주혜순
�(주)아이비리더스 표정광천

국무총리표창

�(주)다인 표최석종
�유한회사마스터이미지쓰리디아시아 표이 훈
�(주)센스큐브 표노효녀
�(주)제이스 표조재승
�(주) 경산업 표이규
�(주)성일엔텍 표김성철
�(주)경민메카트로닉스 표장승락
�(주)이피텍 표변용근
�(주)에스제이씨 표박강석

지경부표창

�(주)성진기계 표김진욱
�기양금속공업(주) 표배명직
�(주)에스티씨 표박광수
�남향푸드또띠아(주) 표이군신
� 화기전(주) 표성길제
�(주)크로버 표문 무
�(주)씨애치씨랩 표차형철
�(주)뉴트리 이사김도언
�(주)쎄크 이사김흥복
�(주)이어존 표이강석
�유양기술(주) 표김찬주

중기청표창

�삼광웰텍(주) 표이창수
�(주)인디랩 표박준민
�(주)천지양 표박상태
�알파환경기술주식회사 표이석환
�참참참식품(주) 표이기순

지경부장관상

�주식회사코디에스 표박찬중
�시스템디엔디(주) 표김 범
�(주)비엔에프테크놀로지 표서호준
�(주)바이오니아 표박한오
�(주)부마씨이 표박지삼
�(주)계림폴리콘 표민병윤

중기청장상

�광덕신약(주) 표권은녀
�(주)모리스 표문윤호
�(주)에이텍 표신승
�하나에버텍(주) 표소수일
�(주)동주웰딩 표손동주
�황해하드훼이싱 표홍명수
�(주)나이벡 표정종평
�(주)사임당화장품 표이형규
�(주)오디에이테크놀로지 표김정석
�(주)이엔아이씨 표이명열
�(주)엘바이오 표전 삼
�주식회사피닉스 표박창선
�주식회사누보켐 표이봉원
�(주)지케이 표박혜옥

협회장상

� 한검사기술(주) 표손태순
�(주)지노첵 표황승용
�(주)한드림넷 표서현원
�(주)메탈라이프 표한기우
�(주)현 화이바 표박사현
�(주)컴아트시스템 표설창훈
�하나로테크주식회사 표이시화
�매직코리아 표육춘호
� 한후렉시블 표윤정웅
�엔아이티(주) 표김광수
�썬프레인코 표선철곤
�성진엔지니어링 표유호묵

제11회중소기업기술혁신 전수상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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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손꼽히는 사안이며, 노동부는‘고용노동부’로 기관명을 바꿀

정도로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는 이미, 2009년 청년인턴제사업을 통해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에서는지난5월17일, 협회와민간일자리지원센터설립지원을위

한MOU를체결해, ‘이노비즈일자리지원센터’를개관하게되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이노비즈기업은 고용창출면에서

일반중소기업의3배수준이며, 최근고용창출의핵심동력으로주목

을받고있는고성장기업의가장유력한후보군이라할수있다는결

과가나왔다. 고성장기업은빠른성장을통해다수의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기업을지칭하며, 2~4%의소수기업에서40~60%의고용

을창출하고있는기업군이다.

한편,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따르면이노비즈기업의기술인

력 부족과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통해회원사의체계적인채용지원은물론, 기업에서

원하는인재를발굴할수있도록맞춤형채용을지원하고구직자에게는

이노비즈기업의우수성을알릴필요성이제기되었던것이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앞으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지속적인사업개발을추진하고, 이노비즈기업중우량중소기

업발굴, 정부위탁사업을통한일자리매칭과구인기업과구직자간

미스매칭해소, 기업내인재이탈방지를위한체계적인사노무관

리지원등을수행할예정이다.

앞으로일자리지원센터는구체적으로어떤업무를주로맡게될까? 

먼저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매출, 이익, 성장률, 기업의안정

성을 고려한 우량 중소기업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사업, 고부가

가치서비스산업등향후성장가능성이큰신성장동력사업추진기

업을 발굴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복지, 기업비전 기술력 등을 파악하여 DB를 구축하고, 노동부 워크

넷에등록하여우수인력이기업에채용될수있도록인력알선및채

용서비스를실시하게된다. 또한, 사회적책임(CSR) 차원의추가채용

유도및캠페인을실시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 인력채용우수

기업및CEO에 한포상을통해채용분위기를확산할예정이다.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일자리 매칭으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이노비즈협회가 운 하는‘이노비즈 일자리 지원센터’가 지난 6월 23일
개관식을갖고본격적인업무에돌입했다.

3만일자리, 민간최초!

“이노비즈 가

책임집니다”

일자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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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인턴기회를제공하는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수행한다. 실

시인원은현재1,700명이며, 앞으로2,500명규모까지지원할계획

이다. 한편, 서울 지역성장의 기반이 될 IT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

성과채용연계, 구직자의개인별컨설팅및취업매칭을통한사후관

리(3개월)도 진행한다. 미취업자에 해서도 취업교육 및 컨설팅(인

성교육, 이력서, 면접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 퇴직 인력을 발

굴하여 중소기업에 알선하고 각종 정부 정책과 연계 지원을 유도한

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2011년에 추진 예정된 사업으로는‘청년 직

장체험프로그램’, ‘뉴스타트프로그램’, ‘고용안정사업’이있다.

인적자원 관리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중소기업의 인

사 및 노무담당자 분류 및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약한 인사 및

노무 분야에 담당자를 지정해 원활한 운 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인사제도, 채용, 급여설계, 조직설계, 퇴직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

다.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실무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인력채

용패키지사업등을통해미숙련기술자에 한기술교육실시및교

육알선을실시하며, 기업의신규채용및채용예정과인력창출에관

한인적자원실태조사를통해해당정책을건의할예정이다.

이노비즈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비전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

인력을 연결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는 물론, 우수인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고성장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다

수창출할수있는전략을계획해나가고자한다.

문의 02-2187-9600

이노비즈협회일자리창출성과

일자리지원센터업무흐름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2005�2008년, 9개과정417명채용연계

�2008 한민국일자리박람회: 111개기업, 429명채용연계

�2008 우수인력채용박람회(5회) : 97개기업, 16,705명구직자참여, 165명채용연계

� 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 2007�2008년, 320개기업, 1,013명구직자참여

2008년

추진실적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1,911개기업/ 3,898명채용연계

※2009년일자리창출지원국무총리표창수상

�인력채용패키지사업: 4개과정279명채용연계

�중소기업기술인재 전: 24개기업, 1,000여구직자참여

2009년

추진실적

�이노비즈일자리지원센터개소(2010. 6. 23 개소식, 민간최초)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1,700명채용연계(현재기준)

※2010년고용노동부목표25,000명중2,500명채용연계목표

�우량중소기업DB구축사업: 402개기업/ 1,953명등록(3,000명채용연계목표)

�인력채용패키지사업: 5개교육과정, 125명교육진행(150명채용연계목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강남구청) : 2개교육과정(250명채용연계목표)

2010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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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9월 7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최고경 자(CEO)와

임원을 상으로 하는 제6기‘이노비즈 MBA’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0주에걸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다. 

‘이노비즈MBA 과정’은혁신형중소기업의CEO 및임원을

상으로MBA 과정을개설하여, 경 자리더십배양을통해기업경

능력의 향상을 추구하기위한 교육과정이다. 현재 5기 졸업생까지배

출한 본 과정은 원우회 및 총동문회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

에도 주력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확 한다는 목적

을갖고있다. 

본과정은고려 MBA 과정, 최고경 자(AMP) 과정과연계해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인사조직, 재무회계, 실무회계, 경 및 마케팅

전략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그 밖에 CEO 리더십 연수와 기업

가 정신&위기 특강 등을 마련해, MBA 과정과 결합된 혁신형중소기

업CEO를위한맞춤형경 교육을제공할예정이다. 

한편, 매주 수업 후 인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과 총동문회 활동

이 활발해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총 10주 과정으

로진행되는제6기이노비즈MBA 과정은서울신논현역베스트웨스

턴 강남호텔에서 진행되며, 9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양

일간의워크숍을거쳐, 매주화요일오후5시30분부터9시까지진행

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수강생 니즈를 반 하여, 해외(중국) 연

수도추진될예정이라그관심이더욱뜨겁다. 

한승호 이노비즈협회장은“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노비즈 MBA

과정 특유의 실무중심 특화 교육을 통해서 2011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것”이라고덧붙 다. 

‘이노비즈 MBA’는 지난 2008년 6월에 처음 개설된 이후, 1기

33명, 2기29명, 3기38명, 4기36명, 5기38명으로총174명의수료

생을 배출했으며, 수강생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원우회와 소

모임등이현재활발하게운 되고있다.

문의 02-2187-9645   홈페이지 www.innobiz.or.kr/mba

‘이노비즈MBA 6기’9월개강

“혁신형중소기업

“CEO를위한

“경 교육의場”
MBA 6기

MBA 1기 MBA 2기 MBA 3기 MBA 4기 MBA 5기 MBA 원우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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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Win-Win partnership
최근 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경기가 양극화 되면서 ∙중소기업 간 상생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 혼자서만

제품을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어느 기업 총수의 말이 인상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

과 직결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더 이상 하청업체, 원가절감의 상이 아닌 공존공 의 더불어 성장하는 파트너로 인

식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을 뛰어 넘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삼

아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기업과

중소기업이함께인내심을가지고만들어가야하는공통과제인셈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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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중소기업간상생(相生)협력필요성에 한논의가뜨겁다. 로벌경제위기이후 기업들은최 실적을기록하는반면, 중

소기업은과도한 출에시달리며 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감당하지못하고있다. 과연지난10년동안중소기업에무슨일이벌어진것일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등에서 양호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성장속도는 기업∙금융기관

의성장속도에비해매우더딘편이다. 1997년부터2009년까지 기업생산이2.9배, 중기 출(잔액기준)은4.2배증가한반면, 중소기업생

산은 1.0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 또한 매우 악화되었다. 1998년 이자보상배율은 기업 0.6, 중소기업 0.9로 중소기업의

수익성및재무구조는 기업에비해상 적으로건실했지만, 기업은수익성과재무건전성개선에주력하면서2009년5.6으로크게좋아

진반면, 중소기업은2.9로개선속도가더딘편이다. 이자보상배율이1미만( 업이익으로금융이자도충당못하는경우)인경우또한 기업

에비해현격히악화( 기업29.3%, 중소기업43.2%, 2009년)되었다.

기업이외환위기를구조조정과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한 반면, 중소기업은불공정한 거래환경과기업가정신 약화에따라 위상

이크게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가장중요한것은기업가정신의결여이다. 그러나성장성이나

수익성을뒷받침할수 있는 공정한거래 환경이 없는 상황에서기업가정신을높이라고하는 것은 공허한이야기다. 다양한불공정거래의유

형이존재하고있지만, 이중가장많이논의되고있는것은중소기업이구매하는원자재가격이납품가격에충분히반 되지않는것이다. 중

소기업의원자재평균구매가격은2009년초에비해18.8%가올랐지만, 납품단가인상률은평균1.7%에그쳐중소기업의합당한수익성확

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술탈취, 무분별한 중소기업 역 침범, 발주방식의 문제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공정한거래환경은중소기업의수익성을저하시키고고용환경및R&D투자여력을감소시키는악순환고리의열쇠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중소기업은양적측면(사업체수및종업원수)에서는양호한성장을이루었으나, 질적측면(생산지수, 수출비중, 수익성

등)에서는 기업과의격차가크게벌어졌다.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의선순환구조구축은국민소득3만달러시 에필요한품

격(人格, 社格, 國格)있는국가창출의핵심과제이며, 중소기업경쟁력강화는공정한룰에의한거래관행정착이제1요소로손꼽히고있다.

이성룡 l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연구위원

Special innobiz Win-Win partnership

자료 : 한국은행, IBK경제연구소재가공

중소기업과

당당한

기업이어우러지는

미래한국을꿈꾼다

사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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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경제연구소에따르면최근5년(2004~2009)간 기업과 기업자회사의 업이익률평균은각각7.51%와5.39%이지만, 중소기업

의평균은3.65%로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위기이후 기업의 업이익률은환율상승과시장점유률확 로인해2008년7.40%에서

2009년10.38%로2.98%p 확 된반면, 중소협력기업의 업이익률은2008년4.27%에서4.19%로오히려0.08%p 감소하 다. 이러한문제

는 ∙중소기업간뿐만아니라 기업자회사와중소기업간에도심각하다. ∙중소기업간 업이익률격차는2008년2.73%p에서2009

년4.71%p로1.7배가량확 된반면, 기업자회사와중소기업의 업이익률격차는2008년0.4%p에서1.48%p로3.7배나확 되었다.

품격넘치는 ∙중소기업상생협력방안

중소기업 위상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소득 2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핵심 과제다. ∙중소기업

동반성장이중소기업의근무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소득의양극화해소에기여하고, 이로써내수경기활성화와 기업의동반성장을이끌

어내는선순환구조의정착이시급하다. 기업∙중소기업간新상생협력을위해서는첫째, 일회성에그치거나종속관계를오히려심화시킬

수있는상생협력은최 한경계하고, 둘째, 상생협력이라는사회적책임을강조하기이전에공정한거래원칙에관한사회적합일점을정하

고 셋째, 정부의‘공정한 사회 만들기’차원에서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기업

과 중소기업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이슈화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경계하고 1차 협력기업과 2∙3차 협력기업 등을 포함하는 거래기업 간

문제로파악해야한다.

‘사랑받는기업’의저자라젠드라시소디어미국벤들리 교수는‘상생의가치장조(Win-Win Value Creation)를위해서는협력업체

를고객으로인식하는진정한파트너십이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 한국의 기업이 로벌품격에걸맞은‘사랑받는기업’으로거듭나고중

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당당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사

회의관심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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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BK경제연구소 주 : KIS-Value 내금융기관을제외한 12월결산기업 상

∙자료 : IBK경제연구소 ∙주 : 45개 기업, 311개 기업자회사, 2,924 중소협력기업 상

연도
기업

(구매기업, A)
기업자회사

(B)
중소기업

(협력기업, C)

격차

A-C B-C

기업, 자회사및협력기업의 업이익률비교(%)

2004 7.13 5.84 4.11 1.29 1.73

2005 6.49 5.98 1.14 0.51 4.84

2006 6.52 5.10 3.77 1.42 1.33

2007 7.11 5.25 4.41 1.86 0.84

2008 7.40 4.67 4.27 2.73 0.40

2009 10.38 5.67 4.19 4.71 1.48

평균 7.51 5.39 3.65 2.1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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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nobiz

리드하는상생,
그중심은사람(人)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모바일 디

지털 디바이스로 무장한 실시간 정보와 지식, 로벌

환경으로확 되는변화무쌍한세상속에서지속적으

로살아남기위해, 상생이냐상극이냐에 해어떤태

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업 생존의 문제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

는 기업 간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함께 살아남는 가장

효과적인방식이바로상생(相生)이다.

혁신과 창조로 디지털 패러다임을 바꾼 애플

(Apple)은 앱스토어를 통해 함께하는 세상으로 바꾸

고있다. 애플은스티브잡스의리더십과탁월한유저

인터페이스 기술과 혁신적 디자인, 아이콘 브랜드 확

보 등 애플 특유의 핵심역량이 성공에 크게 기여했지

만, 단순히 하드웨어의 기능성만 보면 한국기업 또한

뒤쳐질 이유가 없다. 애플과 한국 기업 간의 운명을

달리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는심플한비즈니스상생모델에의해서 다.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 장터

를 만들어 누구든지 질 좋고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

케이션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획기

적패러다임변환을가져올수있었다. 이러한과정에

서 애플은 자기 몫만 챙기기보다는 산업생태계의 기

반 제공자로서 콘텐츠 제공자와 함께 상생하고 진화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 다. 산업 생

태계 내 협력자들에게 보다 많은 7:3으로 이익을 배

분하고이들을지원함으로써산업생태계를리드하고

협력자와 함께하는 모델을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

략은협력업체를성장시키고산업생태계를혁신시킬

뿐아니라끊임없이진화하도록하고있다. 

우리의 기업환경은 갑과 을로 변되는 수직적

인 일방통행식 관계가 관행화되어 왔다. 살아남기 위

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갑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을의 희생쯤은 안중에 두지 않는 풍토가 만

연하 다. 

최근 들어 기업들도 금융, 기술지원, 교육훈

련, 설비투자, 이익배분, 성장지원 등의 방안들을 제

시하고 펀드(Fund)를 구성하는 등의 상생 모델을 제

안하고있다. 최근 기업과중소기업간의관계는주

종이 아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

고있는추세다. 이러한상생의지는앞으로의지속적

혁신과 창조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사람(人)’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흡인할

수있는이노비즈기업의발전을위한토양을조성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오성배 l  호서 학교 학원교수

산
업

생
태
계
를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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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력 경제발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되므로, 아

주 바람직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에 의

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생태 문화로서 자리

잡지못하고상호간혁신및창조를통해공유가치를

만들기보다는오히려일시적이고의존성향을조장하

지않을까하는염려가된다.

앞서 언급한 애플과 우리 기업의 상생에 한

차이는 자율을 통한 공진화(한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생물집단도 진화하는 현상) 환경과

상호작용에의한혁신에있지않을까? 

애플의경우처럼혁신하고창조할수있는상생

기반모델을구축하면자연스럽게비즈니스가치사슬

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이해가 정렬되고 진정한 이해

당사자가치가창조되고교환되면서상생문화가자리

할것이고변화해가는경제환경에서로학습하고함

께바꿔가고진화할수있는생태계가생성되어, 공동

의상호이익을통해지속적동반성장이라는미래지향

적관계설정을이룰수있을것이다.

앞으로 이노비즈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끊임없이 육성해야 한다. 특히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

지 않는 환경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끊임없이 찾아내

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젊은이들이창업정신을되살리고일자리를스스로

만들수있도록사회적구조문제를해결하는것에접

근하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안주하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에만골몰하고있는현실에서, 취업보다는창업, 안정

보다는창업정신, 기업보다는중소기업으로과감히

뛰어들수있는사회적환경, 의식과가치체계를갖도

록하고이노비즈기업의창의성과혁신을불러일으키

는일자리창출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

기업이 구성하려는 펀드(Fund)의 특성을 창업을

위한 카우프만 재단과 같은 민간주도형 펀드 구조에

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관 매칭 펀드와 위

험과 기 수익을 감안한 모태펀드 구성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일정부분위험부담을지는민관모태

펀드를구성하여청년창업을지원할수있는펀드구

성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기

업의 상생 펀드 구성 시 이노비즈형 사람에 투자하는

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노비즈형

청년창업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

해 미래가치와 지속적 미래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젊은 우수인재가 몰려 끊임없이 시장과

기술을혁신하고창조하는 기업과중소기업이선순

환하고진화하는생태계가만들어질것이다. 지속성

장하는 초우량기업 즉 사랑받는 기업은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가치를균형있게만들어가는것이다.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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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필요충분조건

상생이성공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더딘체감경기회복에가

장효과가나는처방은자금지원이다. 중소기업청등

이중소기업을 상으로기업애로사항을조사해보면

매년수위를다투는부분이자금이기때문이다. 

현정부가들어선이후이명박 통령은 기업

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相生)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러한 통령의의지를가장먼저간파한기업은LG

그룹이다. 가장 먼저 상생펀드 조성을 포함한 상생경

방안을내놓았다. 이어삼성전자가‘협력업체를위

해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파격적인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소식을 발표하는 등 기업과

은행권의상생펀드붐이이어지고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상생협력

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

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효

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전경련이 조사한 ∙중

소기업상생협력의성공여부에 한평가에서여전히

낮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상

생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

업은 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공존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지향점이다른것이다. 기업은우수

협력사를육성한다는측면에서접근하고있지만중소

기업은 기업의 주요과제를 실천하지 않고 단가 인

하에만관심이있다는상충된의견도존재한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내수부진의 장기화,

특히 원자재 수급상의 큰 어려움으로 그간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기업의 적절한 납품단가 인상이 이뤄

지지 않아, 많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

제로 국내 산업현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합리

적인 비용분담의 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립과 갈

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상생협력

의기반이와해될위기까지도달해있는상태다. 그러

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의 기업들

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경기회복 체감도가 양극화되자 기업들이 상생을 거들고

나섰다. 협력업체들을 위한‘상생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과 인력, 경 에 한 자문 협조와 교육에 동참하는 등 중소기업, 소

상공인에게온기를전하려는노력이곳곳에서펼쳐지고있다.

임재천 l  로벌리더편집장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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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가 상승에 응하여 협력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전사적인 원가절감 운동에 돌입하는 등 국내 기업들

과는 조적인모습을보이기도했다. 

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협력이활성화되려면

정상적인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게 최우선이

다.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표적인 불공

정행위는 연례적인 단가인하 요구, 금지급 지연 등

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비상사태를 극복

하는 길은 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용인할 수 있는

고통분담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보다는 기업의 자구노

력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하도급 거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

지는 많지 않지만 상습적인 위반기업(계열기업)에

한명단공개, 공동구매및 규모프로젝트의참여등

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납품거래에 한 유인을 제

공할필요성이있다.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인력지원’이다. 특히 기업의 사내 교육프로

그램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연수원 교육과정에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

여를확 하여 기업의선진화된교육훈련프로그램

의이용도를제고해야한다. 

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협력 중소기업에 파

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기술인력이1개중소기업의기술애로를해소하는‘1

인 1사 멘토링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중

소기업들의 바람이다. 물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

용보험기금과 해당 중소기업이 분담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측의입장이다. 

일본에서는중소기업들의협력네트워크가 기

업의기술을능가하는사례가속속등장하고있다. 나

니와중소기업단지협동조합이 표적이다. 이조합은

1980년에 자발적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오사카

시내 남서부 9만 6000㎡의 용지에 금속가공 회사

130개 및 기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127개를 포

함, 총 257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모여 서로

협력하며최고의기술력을발휘하면서공생관계를유

지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무국은 외부로부터 주문정

보를 받아 소속기업들에 전달하고 수주 받은 제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아 연결하는 노력을

함으로서 기업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약한

복지, 경 자 공제회, 산업재재공제조합 등을 마련하

여소속기업에제공함으로써인력유입수단으로활용

하고있다.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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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가진 인재’들이 머무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유발이 필수적이다. 회사에 꿈과 비전이 없다면 역동

적일수없다. 개인역시‘회사를통해꿈을이루겠다’는비전이없다면

일에열정을쏟기가힘들다. 기업과개인은서로의꿈을이루어주는파

트너가되어야한다. 이것이바로‘상생경 ’의진정한의미다.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조직 개개인의 꿈과 연결되지 못한다

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 BNF테크놀로지(주)의 꿈과 직원들의 꿈

은 지금도 계속 실현되고 있다. ‘꿈을 실현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에, 열정이 넘친다. 스스로 자신의 파트, 자신의 업무에서 세운 목표가

곧회사의꿈을이루어줄서브목표가되고있다. 

세계최고의프로세스플랜트정보S/W 전문기업인BNF테크놀

로지(주)는제11회중소기업혁신 전기술혁신상(지경부장관상)을수상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더불어 공존하는‘상생의 길’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분산제어시스템의 주요 설비인 공정제어

전산설비를공동으로개발해국산화에성공했다. 총12억원을들여국

산화한 공정제어 전산설비는 90억 원의 수입 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소기업 간 다양한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

BNF테크놀로지(주)
www.bnftech.com

BNF테크놀로지(주) 서호준 표이사

“미래가치에투자하는습관,

바로7+1가치
실천입니다”

상생
이노비즈
기업탐방

프로세스플랜트효과의

극 화를선도하는개척자(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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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우

수협력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공동 수

상했다. 이후 남동발전 R&D 부문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

정되면서 두 기업의 윈윈 작업은 보다 본격화됐다. BNF테크

놀로지(주)의 핵심기술인 ARIDES�(Advanced Real-time

Information Deployment System)를 남동발전 분당복합 발

전소에접목하면서상생발전관계를지속해왔고, 최근 기업

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이룬 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BNF테크놀로지(주)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비결은무엇일까. 

서호준 표는 칭찬이라는 방법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플러스시켜 탄생한 7+1 슬로건을 비법으로 꼽았다. 7+1 슬로

건은 구성원 존중, 고객에 한 서비스, 탁월함의 추구, 정직,

겸손, 공정, 윈윈. 여기에 7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로‘열정’이더해진것이다.

7+1 실천사례발굴은회사내많은긍정적효과를발생

시키고 있다. 특히, 직원들끼리 동료의 장점을 찾아내다 보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에 한 배려도 깊어졌다.

그동안 별 생각없이 해왔던 사내 청소 등 소소한 일에도 사원

각자의 아이디어를 모아 효율적으로 진행할 정도까지 됐다.

더욱이 직원들 모두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해 좀 더 고

민하고 비전에 해 뚜렷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회사일이 한

층즐거워졌다는큰소득을얻게됐다.

기업은 성과를 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익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이익은 하나의 부산물이 되어야지 이익

이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제

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익은 그에 수반되어 당연

히높아질것이다. 

서호준 표는‘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모두 동반 성장

하게 될 것’이라면서‘고객과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

록끊임없이연구하고실천해나가고있다’고설명했다.

“우리회사가고객에게약속하는것은고객의필요와욕

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신뢰할만한 높은 수준의 제품

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기

하는 것은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가지는 신뢰

는 첫째, 높은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 준다는 것

과 둘째, 고객과의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라는것에 한확신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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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비리더스정광천 표이사

상생
이노비즈
기업탐방

차별화된소프트웨어로
로벌시장진출, 준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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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비즈니스 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가 담긴 이노

비즈리더스(Inno Biz Leaders) 즉, 아이비리더스(IB Leaders)에는

프로메테우스적 감각을 가진 CEO가 있다. (주)아이비리더스 정광

천 표는한마디로이렇게함축해표현할수있는경 자다. 그리

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등장한다. 에피메

테우스가‘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라면 프로메테우스는‘먼

저생각하는자’라는뜻이다. 정광천 표에게이런별칭을붙일수

있는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진

프로메테우스처럼정광천 표역시시 의흐름을빨리읽고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해 그 생각을 실천적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

다. 정 표는 남들이 따라하는 것을 뒤쫓아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

려자신이선도적으로문화를새롭게창출해나가는스타일이다. 

지난2003년 (주)아이비리더스를설립한정광천 표는기업

과공공기관에필요한여러소프트웨어를쉽게개발하고응용할수

있도록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항공분야 정보시스템 구축과 철도분야 전기설비 모니터

링 시스템, 원전(두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간은 물론 기

관과의상생협력을실천하고있는 표적인케이스다. 기업이접

근하기힘든부분을특화시킨것이바로항공, 철도, 원전사업이다.

틈새를 잘 활용한다면 하드웨어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정 표는‘항공, 철도, 원전 소프트웨

어를 보다 특화시켜, 2011년 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

혔다. 

(주)아이비리더스의 주력제품은‘아이비시트 프로’(IB Sheet

Pro)이며, 이는웹애플리케이션을위한개발도구다. IT 시장의신

조류인 e-Biz 솔루션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인

데, 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웹 스크립트 언어와 완

벽히호환된다는점이특징이다.

정 표는 외형의 성장 만큼이나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항공, 철도, 원전 사업에 30~40%, 기존 제품 솔루션에

60~70%면 최상의 모델이라며 아이비리더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포부를강하게보 다. 

또한, 기술 개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 특

성상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 운동 시간을 마련하는 등 직

원복지도배려하고있다.

리더의 조건으로 덕망을 중시하는‘덕(德)’과 능력을 더 가치

있게 보는‘능(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두루 갖춰야 존경받는

리더로평가받는다. 능력만좋으면주위에서잘나간다고질투하게

되고덕만강조하면우유부단하다는평가를받기때문이다. 기업가

로서덕과능을함께겸비하기는쉽지않다. 하지만, 정광천 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갖춘 경 자다. 외부적으로는 사업적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경 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인간적

매력을 발산시키는 자연인으로서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주)아이비리더스
www.ibleaders.co.kr

지난 2003년 (주)아이비리더스를 설립한 정광천 표는 기
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여러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행복한

강소(强小) 기업을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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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기업

상생협력을위한

정책 제언
허브전략팀 ㅣ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지난 9월 13일, 이명박 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방안’을 주제

로한조찬회동을가졌다. ‘ ∙중소상생협력’이 통령의관심사항으로우리경제의화두가되었다는점에서

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구호에 그친

사례가적지않았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다행인것은이번논의의장은 통령이직접챙기며 ∙중소기업상

생협력을위한쓴소리를했다는점이다.

기업도발빠르게움직일것으로예상된다. 최근들어 기업들이앞다투며상생관련이슈를쏟아내고있

는형국이잘 변해주듯일단이슈화는성공이다. 문제는그다음부터다. 어떻게 ∙중소상생협력을풀어나가

느냐가관건이다.

지금까지지적되어왔던 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관행, 인력수급과자금조달상의문제, 그리고중

소기업에 한기술∙노하우탈취등풀어야할숙제는이미알고있다. 시작은정부의정책으로, 마무리는 기업

과중소기업의기업문화라는말처럼 기업, 중소기업, 정부모두가한마음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그렇다면선택이아닌필수라는슬로건이그어느때보다절실한지금, ∙중소기업상생협력이어떤정책

적함의를지니고이를위해필요한방안은무엇인지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중소기업상생협력, 왜중요한가?

산업의중장기발전측면에서살펴보도록하자. 선진국의경우, 중소기업이혁신역량을확보하여경제의중

요한축으로작용하고있으며세계초우량 기업으로성장한사례도적지않게목격할수있다. 그러므로국가경

제에서부품, 소재를공급하는중소기업이부실해지면원천기술이축적되지않고 외의존도가심화되어산업의

중장기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상생협력은산업의중장기발전의기폭제라말할수있다.

고용구조 개선 측면에서 상생협력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구직난에 비해 중소

기업의구인난은지속적으로중소기업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 이러한인력미스매칭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

중소기업에 한 인식 개선,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간 인력 교류 등 상

생협력이바탕이되어해결책을모색할수있기때문이다.

사회통합적인측면에서바라보면, ∙중소기업간격차가확 된결과중소기업부문의상 적박탈감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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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전체기업수의99%, 전체고용의88%를책임지고있는중소기

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과의 상생협력

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할수있을것이다.

와중소기업근로자의근로의욕저하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중소기업상생협력부진의원인

그렇다면이렇게중요한의미를갖는 ∙중소기업상생협력이부진한원인은과연무엇인가를곰곰이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보면 과거 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계는

중소기업의저임노동력을활용할목적에서형성되고발전되었음을부인할수없다. 한민국경제는이미저가의

노동력으로저렴한제품을생산하는단계를지났다. 올해경제성장률이세계주요20개국가운데중국, 인도, 브라

질, 터키에 이어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20 주요 회원국 중 신흥∙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서는최고의성적이다.

하지만아직까지도일부 기업은중소기업을원가절감의수단, 협력업체가아닌단순한하청업체로만인식

하고 있어 협력의 동반자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

하는것이라는시혜적인시각을보유하고있는현실은비단어제오늘만의문제가아님을인식해야한다.

좀 더 미시적으로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경 방식은 단기수익

위주로전환되어중소기업과의상생보다납품단가인하에주력하는것이급선무 다. 제품구매담당자의성과평

가방식도납품단가인하가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사실이이를반증한다할수있다.

반 로우리중소기업은어떨까? 일반중소기업은아직까지기술인력, 자금등이부족하다는한계로인해기

술혁신능력등자생력이부족해 로벌혁신경제에적합한파트너로서의역량이미흡하다는평가다. 또한중소기업

간과다경쟁으로중소기업스스로 기업과협력파트너로서의지위를포기하는경우도적지않게발견할수있다.

기업문화측면은두말할필요도없이상생협력부진의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우리업계는아직까지도미국, 유럽등선진국과는달리계약문화가성숙하지못해, 규칙에입각한관계보다

는힘의우위에의지하는거래관행이성행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등 기업의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노하우를 가

로채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마저 무참히 꺾어 버리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

야할숙제임을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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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공존하는상생협력을위하여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중소기업상생협력은 기업, 중소기업그리고정부가각각의위치에서제역할

을얼마나유기적으로해내느냐가관건이다. 시작은정부의지속적인 ∙중소기업상생을위한정책으로장식하

고끝맺음은 기업, 중소기업모두상생협력의기업문화정착으로나아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더불어공존하는상생협력을위한 ∙중소기업상생협력방안을몇가지언급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로 기업의상생협력문화정착을위한실질적인중소기업전담조직의상설운 이다. 말뿐인상생

협력이 아닌 상생협력을 위한 굳은 의지가 기업 하부 계층까지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바람을 타고 많은 기업에서 앞 다투며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신설∙운 하고 있는 모

습은기립박수를받을만하다.

일회성이아닌지속가능해야만기업문화로깊이뿌리내릴수있고, 선택이아닌필수라는인식이보편타당

한 사회통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부터 시작해, 마무리는

기업의자발적인문화정착으로끝맺는것이다.

실무 차원에서 상생협력에 한 관리, 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협력사항 파

악, 분쟁 중재 등 상생을 위한 창구, 채널을 하나로갖추는 것이 되어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모두에 효율적이라

는점을반드시염두에두어야한다.

하지만자칫 기업의중소기업전담조직이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하는본래목적을망각하고중소기

업과의분쟁에 비한조직으로왜곡되어서는안될것이다.

두번째는 기업과중소기업즉 협력업체간상호인력파견사업의활성화다. 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기

술력, 경 능력제고를위해 ∙중소기업인력의상호파견활성화가서로를이해하고신뢰를다지는밑거름으로

작용할수있다.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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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파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이 기업으로 역파견 되어 중소기

업에서경험하지못한조직경험및노하우를 기업에서배울수있는기회와더불어중소기업에 한인식개선

을위해서도고려해볼만하기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구직자의 가점 부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근무경험이장점으로써작용할수있다면, 자연스럽게 기업과중소기업간인력미스매칭문제를다룰수있을

것이다.

세번째, 기업이보유하고있는휴면특허의기술이전활성화를통해 ∙중소기업공동R&D 강화방안을

들 수 있다. 특허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나 미활용 휴면특허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제도적 보

완을위한요구가꾸준히제기되고있는점을눈여겨봐야한다.

단순히 휴면특허 라이센싱만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지원, 인력파

견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R&D 강화 방안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형성이다. 실제 기업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상생방법

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협력 방안 제공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역시 필

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원하므로 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원하는 부분의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질때진정한상생협력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일방적인 지원형식이아닌 상호 협력전략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절한 심사

를통한우수협력기업을 상으로파격적인필수제공상생협력지원책(공동해외진출지원, 기술지원, 경 회계

자문, 결제 금선지급, 재정지원, 인력파견지원등)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Win-Wi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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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이전기전자∙자동차등에서최 실적을내면

서 경제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간과

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호

황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많은 중소기업들

의지속적인기술개발능력향상과이윤창출이수반되어야한다. 그

러나현재우리나라 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는그렇지못한것은

주지의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왜 중소기업의 손 안에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가깝

지만먼나라로서언제나경쟁상 로생각하지만항상일본을벤치

마킹해왔던것도사실이다. 최근몇년동안일본 기업들의몇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삼성전자를 보면서 자랑스

러웠을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일본의 기업들은국제경쟁력을

조금씩잃어가고있다. 이렇듯일본 기업들의국제경쟁력이약화

되면서 두 가지 측면에 해 일본 정부와 산업계에선 자성의 목소

리가높아지고있다. 첫번째는교육이며, 두번째는기술력이강한

중소기업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에 해 이야기

하면 일본은 제2차 세계 전에서 패하면서, 물자가 줄어들어 학

교수들이 웬만한 실험 장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그 기술들을

후학에 전수하면서 기술력을 축적시켰다. 또한 학들은 ∙중소

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퇴직 기술자들을 후학양성의 모토

로 채용하 고, 그들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다시 기업에 진출

해 일본의 기술경쟁력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법이 바뀌면서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는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

었고, 높은기술력을가진많은인재들이 학강단에서퇴출되었다.

그결과 학내엔현장경험이전혀없는교수들만남게되었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 일본의 광공업생산지수를 보면 1955

년을 기점으로 1991년 4월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약 18.6배가

확 되었다. 같은기간, 미국의광공업생산지수3.3배에비하면일

본은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확 폭은 정

지했으며, 1991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약 14%가 저하되었다.

반면, 그 당시 주요국들의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부가가치

액)는 2배, 중국 3배, 미국 1.4배, 프랑스 1.2배, 독일 1.1배 등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 활동의 장기침체에 따른 제조업

추락에 기인한다. 1985년 9월 프라자 합의에 의해 1$=250엔 전후

던 환율이 2~3년만에 100엔 로 진입하게 되면서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인해일본제조업의가격경쟁력이급락했다. 이를만회하

기 위해 일본의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많

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비용절감 몫을 강요당하게 되었던 것이

다. 결과적으로 일본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고 이

는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 사례를

통해우리가깨달아야할점은무엇일까?

첫째, 국가요구에 의해 시작된 ∙중소기업 상생은 그 뿌리

가 취약할 것이다.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기업

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들은 오너의 인식변환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으

로 자신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에사용해야할것이다.

둘째, 공학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유용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

적으로 공학교육을 기피하는 공통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한중소기업일것이며, 기술을창조하고기술을사업으로적용하는

것은 바로 사람(人)이다. 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서로어우러져배려하는한편, 공동의선을추구할수있도

록최선을다한다면 한민국의앞날은더욱밝아질것이다. 

최근 이명박 통령은‘친서민’정책 달성과‘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

생을 위한여러 가지정책들을만들어내고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에서

도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젝트가 봇물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

이 반가운 반면,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방안이 좀 더 빨리

나왔어야했다는아쉬움이있다. 

‘ 중소기업과함께의미있는성장필요

‘ 기업의경쟁력은중소기업에달렸다’

김경환 ㅣ 성균관 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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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은 연일 ∙중소기업 협력활성화 책을 속

속발표하고있다. 현 자동차의상생협력 상확 , KT의3불원

칙(KT로 인한 중소기업 자원의 낭비 방지, 기술개발 아이디어 가

로채지 않기, 중소기업과 경쟁환경 조성하지 않기), 삼성전자의 상

생협력실확 개편등 기업을중심으로상생에 한주요 책들

이앞다투어발표되고있다. 기업의경우, 지난13일 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위, 지

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의 각종 책들이 발표만 앞

두고있는상황이다. 

기업-중소기업 상생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협력을 통한 성과

가 공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흔히

‘죄수의딜레마(Prisoners’Dilemma)’에비유할수있다. 양자간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성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양자가 협조하

지못한다면낮은상태의성과에도달하는수준에서균형을이루게

된다. 우리나라는 상생을 통해 높은 성과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

에이르지는못한것이현주소다.  

상생의문제는크게과도한납품단가인하금지, 적절한성과

공유, 엄격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3 축으로 논의된다. 특

히, 사후적인성과공유시스템의작동이불확실하기때문에 부분

의문제는납품단가의문제로연결된다. 실제중소기업의조사결과

를 보면, 1차 협력업체이건, 2차 협력업체이건 간에 납품단가 인하

에 한불만이가장많았다. 이는원청-하청으로이어진산업구조

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요를 독점하는 기업이 자신의

우월한교섭력을바탕으로가격결정권을행사하기때문에, 협력업

체는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중

소기업CEO들이항상과도한납품단가인하금지, 납품단가연동

제를주장하는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시에 협력활동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개발

지원, 인력재교육등중소기업의역량강화활동을지원해야한다. 

최근나타나는상생협력의가장큰특징은상생협력의 상을

2차협력업체까지확 시키겠다는것이다. 이는 기업과중소기업

간 동반자적 관계를 확 하겠다는 취지에서는 환 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현재1차협력업체와2차협력업체간의관계를정확하게파

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환경을만들어준다는측면에서는매우고무적인일이다. 

그러나 1차 협력업체이건, 2차 협력업체이건 간에 문제의 본

질은동일하다. 협력업체와발주업체사이에서발생하는문제의본

질은협력업체들이발주업체와고통은나누지만, 성과는나누지못

하는비 칭적인구조에기인하는것이다. 이미일부중소기업들의

경우, 납품단가 하락 폭이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

다. 토요타 사태는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가 초래할 궁극적 결과

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기업간관계는반복된거래를통해상호간에신뢰가쌓이기

도 하고 불신이 누적되기도 한다. 현재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만이 책임져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

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작업은

정부와 기업, 중소기업이동시에해야한다. 가장중요한것은상

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다. 중소기업의 혁신활

동의 성과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지 않는 한 어

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노력한 만큼 보

상받는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 ∙중소기업간아름다운동행이필요한시기

‘ ∙중소상생간상생협력의 열린다’

상생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연일 상

생협력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7월, 이명박 통령이 기

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질타한 이후, 정부 부처

와 기업은 책을 모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다

시 중소기업 CEO, 기업 CEO를 차례로 만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강조하고있다. 홍운선 ㅣ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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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중소기업협력재단과 이노비즈협회가 함께 운 사업 활성화

를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이에 한 추진 배경과

∙중소기업재단에서추구하는밑그림은어떤것인가요?

이노비즈협회는기업스스로기술혁신을통해성장하고세

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로벌 이노비즈기업 육성을

하고있고,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상생협력

인프라구축, 공정거래및상생문화확산등사업을수행하고있

습니다. 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

은중소기업스스로자생력을키우는것이며, 이는곧이노비즈협

회의비전과이노비즈기업의육성과그맥을같이한다고봅니다.

지난8월24일양기관간체결한MOU는이노비즈기업육

성과 상생협력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시키기 위한 것입니

다. 기관 간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발전적인 사업 전개가

이루어질것으로기 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불황타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인‘상생협력’은

우리 경제의 핫이슈입니다. 앞으로 이노비즈협회와 ∙중소기

업협력재단이 협력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에

해설명해주세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경쟁력 확보할 수 있

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협회는재단에서추진하는사업(구매조

건부신제품개발, 기업간협업, 기업퇴직인력지원, 기술자료

임치 등)을 이노비즈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확보

토록 하고, 재단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기술혁신 전, 이노

비즈 로벌 포럼 등)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성과를 제

고하고, 정책포럼을개최하여정책 안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

기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들도 연이어 새로운 상생 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후달라진점은구체적으로무엇입니까?

최근 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경기가 양극화되면서

∙중소기업 상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양극화 해소 차원에

서 상생관계를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등 관련 책을 정부에서 마

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생문제의 핵심을 기업과 1차

협력에서 나아가 2∙3차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으로 분석

하고있습니다. 1차협력업체가받은혜택이2∙3차업체에제

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과 1차 협력업

체간납품 금현금결제나계약이행등은많이개선됐다고보고

있으나,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3차 업체로 넘어 갈수록 이에

기업간의상생협력은우리경제의희망이다

∙중소기업협력재단정준양이사장

IN
T
E
R
V

IE
W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

난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서 기업

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계 조성 및 상생분위기 확산, 기술∙인력∙판로 분야

의 협력 지원,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준양 이사장은 정부관계자, 전문가, 기업 임원

및 중소기업 표와의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상생협력에 관련된 현

장의목소리를다양하게수렴하는등활발한활동을전개중이다. 

“ 기업과중소기업이협력을

“넘어동반성장할수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노비즈5호내지최종출고  2010.10.11 11:23 AM  페이지32



33innobiz+ 32>

정준양 이사장

1975년 3월 포항종합제철의 평사원으로 입사, 광양 제강부장, 기술연구소 부소장, EU 사무소장(상무), 광양제철소장(전무이사), 생산기술부문장(

표이사 부사장, 사장), 포스코건설 사장을 거쳐 포스코 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포스코 성공 신화로 불리는 정준양 회장은 2006년부터 ∙중소

기업협력재단 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2009년 12월 이사장으로 취임해 ∙중소기업 간 상생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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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나 혜택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일

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최근 기업들도 적극적인 상생실천 의지 표명으로 새로운 상생

정책을속속발표하고있습니다. 기업과의상생 상의경우, 1

차는 물론 2차, 3차 업체까지 포함시켜 협약을 체결하고 현금결

제, 기술경 노하우 전수, 성과공유제, 납품단가 개선, 공동 마

케팅 등을 추진하여 1차 협력업체에서 얻는 성장과실을 2∙3차

업체도제 로맛보게한다는것입니다. 

∙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이면서, 포스코 회장으로 계신데,

특히 로벌 기업인 포스코를 경 하시면서 상생협력에 한 필

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하고 실천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구체적사례와성과는어떤것이있는지요?

지난 2009년 포스코 회장 취임 당시 선언했던 3 경 철

학가운데하나인‘열린경 ’을통해회사상생의기본방향을제

시해 왔습니다. 고객사와 공급사는 물론 외주 파트너사, 지역사

회등포스코를둘러싼모든이해관계자와의상호신뢰를바탕으

로함께동반성장해나가자는것입니다. 기업의경 환경이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환된 지금, 이해관

계자의도움없이포스코혼자생존할수없다는것을잘알고있

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금융지원, 기술협력, 교육

훈련, 마케팅, 구매 및 기술협력 등 경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들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데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특히 상생협력의 온기가 미치지 못했던

2, 3, 4차중소기업에 한지원방안마련에힘을쏟고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동시

에, 1차협력기업의납품단가조정내용이2, 3, 4차협력기업에까

지 전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2, 3, 4차 협력기업의 기술경

쟁력향상및성과공유를위해기존의상생협력프로그램인테크

노파트너십(맞춤형 기술지원)과 베네핏셰어링(성과공유제)을 연

계하는‘패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나 용역 입찰 시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서 특허기술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풀(Pool)을만드는것이바로그일환입니다.

최근 포스코는 3T를 포스코패 리 차원의 상생협력 모토

로 삼았습니다. 3T는 Trust(상호신뢰), Together(동반성장),

Tomorrow (미래지향) 세 가지를 뜻하는 용어로‘상호신뢰를 기

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

축해나간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앞으로포스코는3T를기

반으로상생협력에더욱속도를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텐

데, 중소기업들은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크

다고호소하고있습니다. 이에 한 책은어떤것이있을까요?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문제가불공정관행으로존재하고있습니다. 기업이독자

적인 기술확보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하고 있

고, 기업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넘

겨줄수밖에없다고호소하는중소기업이있는것도현실입니다.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

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해 시행하

고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는수∙위탁기업간기술거래과정에

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공인기관인 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은 중소기업의 파

산∙폐업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임치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장점이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 초부터 이용하고 있는 등 국제적

으로도검증된제도이며, 최근한국전력, 삼성SDS, SK건설등에

서도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타 기업들의 상담 문

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 구로디지털단지 내 키콕

스(KICOX)벤처센터로 이전하여 기술임치 보관금고를 현재 400

개에서 3,000개로 확 합니다. 또한, 원거리 민원인이 기술임치

센터를방문하지않고도간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내년초부터

는온라인임치서비스도실시할예정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형 CEO는 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지원

책, 인재육성 등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펼치는 기업-이노비즈기업과의 상생 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이자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고있는CEO에게한말 부탁드립니다.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단체로서 이노비즈기

업들의성장에헌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특히기업스

스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할 로벌 이노비즈 육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는 우리나라 경제가 추구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로벌시

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기업 역시 경쟁력을

확보할수없기때문에앞으로 기업과중소기업간의동반성장

은 생존전략이 됩니다. 이노비즈기업은 혁신성과 기술성을 보유

하고있으므로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한다면 기업과의거래에

서도갑(甲)이될수있고독자적으로 로벌시장진출도가능할

것으로봅니다. 앞으로저희재단과이노비즈협회가힘을합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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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즈기업에 한지원이보다효율적으로추진되길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은상생(相生)이뒷받침되어야한다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 CEO의 의지가 중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실천이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코부터 앞장서고 ∙중소

기업협력재단 이사장으로서 전경련 회장단 모임 시 필요성을 적

극개진하겠습니다.”

내년도계획에 해정준양이사장은‘ 기업또는공기업

이구매를조건으로중소기업이개발하는신제품의R&D 비용을

확 지원하고 민∙관 창조적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업과 해외

시장개척을위해동반진출등을통해중소기업스스로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라면서‘ 기업의 우수한 퇴직인력을 중소기업

에 재취업시키고 경 기술 자문을 연결시키는 퇴직인력 활용 지

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에비중을두겠다’고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협력사가 공동노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창출하고새롭게창출한가치를사전에합의한방법에의

해 나누는 성과공유제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상생문화포럼 개최를 통해 상생을 문화로 확

산해 나가는 한편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흘러갈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노비즈협회와의 인터뷰에 앞서 정준양 이사장은‘지나

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또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 늘

변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중용(中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

고있다’라고밝혔다. 

“중용의마음가짐속에서스스로흔들림없는원칙을지키

며살아가는것에큰의미를두고있습니다.”

원칙이 철칙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잊지

않고우리가판단하고결정하는모든것의가장밑바탕에놓으면

큰잘못은없을것이라는것이정준양이사장의평상시소신이다. 

우리경제는물론미래국가경쟁력강화의제1조건은바로

∙중소기업 간‘상생(相生)’이다. 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넘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중소기업협력

재단이펼쳐갈앞으로의행보에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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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혁 신

현 장 탐 방

사람의 교감에 초점을 맞춘 니얼 골먼의‘사회지능(Social Inteligence)’에 따르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는 것이며, 관계가 농 해지면 그 사이에서 자연스레 감성

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웃음은 서로의 뇌가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장 원활하게

연결되는즉, 가장빠르게교감할수있는방법이다. 

인터뷰 내내 아름다운‘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이곳은 바로 국내 웹 방화벽 시장, DB암호화 시장 점유

율 1위를고수하고있는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이다.  

www.pentasecurity.com

보안업계의선두주자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이석우 표이사

“보안은신뢰(Trust)를통해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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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그것을실천하는것,

이것이바로성공의시작이자열쇠입니다. 특히남들이못

하는것위주로말입니다.”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이석우 표이사는남들이

도저히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 전혀해내지못하는것

을해내야치열한IT 환경에서살아남을수있다는확고한

신념을바탕으로13년전불모지나다름없었던보안업계

에과감히뛰어들었다. 남들이할수있는일들만하는것

은지금당장밥을먹기위함이지, 미래를보장받을수없

는것이다. 중요한것은남들이발을담그려하지않으려고

하는미래가치에과감히뛰어드는용기다. 

2008년 인텔리전스 상(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WAPPLES), 2009년 지식경제부 신기술실용화 국무총리

표창, 2010년 이노비즈 로벌 포럼 히든챔피언 특허청장

상 수상 등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급성장을 이룬 보안 업계의 표적인 롤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이석우 표는새로운것에쉬지않고도전하는최고

의열정을가진CEO다. 

자신의 열정 하나로 웹보안 분야 1등, 국내 최고라는

그림을현실로만들어냈다. 

새로운기회는새로운생각에서생겨날수밖에없다.

다시말해‘기회’란 현재에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것

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와중

에 찾아오는 것이다. 1993년 펜타컴퓨터 입사 4년 후인

1997년 당시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입해,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을 설립했으며, 13년이 지난 현재 웹 어플케이션 보

안, 테이터베이스 보안, 웹 트랜지션 보안 등 국내 웹 방화

벽시장점유율1위를달리고있다. 

국내 웹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와플

(WAPPLES)의 독창적인 지능형 보안엔진은 알려지지 않

은 공격까지 차단하고 오탐 없는 정확한 탐지를 수행할 뿐

아니라, 모든 보안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성

능을제공한다. 쉬운보안설정과운 편리성까지제공함으

로써폭넓은고객을확보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와플은

웹 방화벽 시장이 전무하던 지난 2003년 개발에 착수했으

며, 끊임없는연구개발을거듭하던지난2005년5월출시

이후 웹 공격 방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으로 손꼽히고 있

다. 국내 웹 방화벽 시장의 선두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제품인 와플은 50, 100, 1000, 2000, 5000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및 각종 단체, 기업고

객으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업까지 고객의 폭을 지속

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로벌 컴퍼니를 추구하고 있는 펜

타시큐리티시스템(주)의 해외 진출 사업은 일본 지사를 시

작으로, 최근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러

브콜을받으며웹방화벽의 중화에앞장서고있다.

기업의 가장 큰 재산은‘되는 방법을 찾아 전달하는

버릇’, 즉 그러한 기업 문화가 바로 펜타시큐리티의 최

장점이다. 문제 해결은 자기계발이 되고, 곧 고객 창출로

이뤄진다. 이것이다름아닌‘이석우식창조경 ’이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귀 기울이고, 팀원들의 의견

도 수렴하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목전의 이익보다는 장기

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장점을 최 한 발휘하도록 여

건을만들어주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최근, 이 표는‘인재상’을마련했다. 엔지니어는물

론 업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본 규칙에 가치의 정의가 넘

치는 긍정적인 향력을 끼치는 직원을 뽑는 행사가 바로

인재상이다. 

인생 좌우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석우 표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자, 어떤 일이든지 제 로 하자!’라

고강조했다. 덧붙여‘가슴이뛰는일을하는것, 가장흥분

되고설레는일을하는것’에 한중요성도언급했다.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보안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

로급부상하고있는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최근, 싱가포르

와태국계약을성사시킴으로써, 세계시장진출에한걸음

다가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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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인재다. 특히 빠르게 변하

는 경 환경에 신속히 응하고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관건이다. 그리

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

함으로써기업은살아숨쉬게된다. 기업이추구하는가

치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이수태 표. 

“제조업에서는 사람과 기술이 모두 중요하죠. 경

을 하면 더욱 절실하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

니다. 기업은인재들이팀워크를이뤄함께뛰어야시너

지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혼자 잘났다고 뛰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다양한 인재들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어주고또그무리속에서함께뛰려면리더는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 일수록 준비된 사람, 기본이 단단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응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리더이자 CEO라

고생각합니다.”

현 산기(주)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기술개발

및 경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조 및 플랜트 분

야에서최고를지향하고있다. 조선기자재부문, 조선엔

진 부문, 방산 부문, 중장비 부문 등 4개의 사업 부문을

축으로하는사업포트폴리오를실현시키고있다. 

“2010년도 경 목표는 1,000억 원의 매출목표와

15% 매출원가절감 목표를 바탕으로 2020년 로벌 기

업으로도달하는것입니다.”

기업이 흑자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주

주와사회에 한약속이자책임이다. 믿고따라주는직

원들에 한것도생각해야한다. 하지만이제는사회적

인 욕구가 이익을 내고 직원과 주주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만큼 사회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어디서생겼고누구를통해이익을냈

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얻은 매출을 이 사회가

벌어준것과마찬가지다. 

“현재에안주하지않고, 고객만족의품질, 고객만

족의가격, 고객만족의납기로고객의기 에만족하는

회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기

업이되겠습니다.”

현 산기(주) 이수태 표는 취임 이래 비전과 열

정으로이모든변화를진두지휘해왔다. 

내친 김에 이 표는‘금년에는 사이클링 히트

(Cycling hit)를 치자’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

다. 한 타자가 한 게임에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

두 쳤을 때 말하는 사이클링 히트처럼 올해 여러 가지

신의(信意)와
도약(跳躍)을
통한품질경 추구한다

원가우위 전략이 중요했던 산업화 시 의 탁월한 리더는 직원이 조직의 부속품인 양

원활히 작동하도록 이끌어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21세기 기업의 리더는 변화하는

세계에 맞서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은 물론이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는사람이다. 현 산기(주) 이수태 표는 조

직을 위한 개인이 아니라 각 개인이 혁신을 실천에 옮기도록 조직과 개인을 돕는 구조

로 기업을 리드해 나가고 있었다. 2020년 로벌 기업 달성을 위해 2010년을 성장동

력기반 원년의 해로 공표, 해외시장 공략, 신 시장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 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 한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역시 반드시

사회에환원해야한다고강조하는이수태 표의경 론속으로들어가보았다. 

미래를개척하는 로벌기업이목표!

전동기, 발전기 제조 전문기업

현 산기(주)
www.himc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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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산기(주) 이수태 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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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추진하며가시적성과들을거둬들이겠다는포부다. 

이 표는‘현 산기가 한국경제를 일으키는 지렛

역할, 화롯불의 불씨 역할을 담당하려 한다’며‘현 산기가

경남 지역 경제는 물론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무엇이든지 꿰뚫을 수 있는 끝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난관

을뚫고나가는데앞장서겠다’고다짐했다. 그의말과눈빛

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일까?

열정의 효과적인 전염이 최상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

는이들에게날카로운창과같은추진력은열정커뮤니케이

션과네크워킹의시너지효과를낳는촉매라할수있다. 

일류기술기업으로발돋움한다

이수태 표는2006년행정자치부장관표창, 2007년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경남조선기자재협

동조합이사장, 창원상공회의소상공위원, 이노비즈협회수

석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창원지검 범죄피해지

원센터부이사장, 창원중부서행정발전위원장등을맡아헌

신적인사회활동을펼치고있는것으로도유명하다.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보상불능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의 범죄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도 많

습니다. 이 경우에 정부에서는 지원할 법규가 없어, 민간인

으로구성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연간3~5억원의재

정을출연하여범죄피해자를돕고있습니다. 경찰행정발전

위원회는 일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헌신하는 일선 경찰의 힘을 실어주고, 또한 시

민의 애로사항을 공유할수 있는 소통의 길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기업도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찰

은12년째, 경찰은15년째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수태 표는 기업의 사회적인 기여 방안의 일환으

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양한사회활동과봉사활동으로기여하고자한것이며, 현

산기의 기업문화 역시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운 되고 있

다. 직원을 위한 각종 복지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 봉사도

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형 PLANO MILLER의 추가 도입과 방산 생산라인의 정비

로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차세 에너지사업의 일환인 풍

력발전기 부품개발과 부유식 해양생산기지의 발전패키지 부

품 개발사업의 참여로 기술력을 축적∙확 시키고 있다. 각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인재의 양성으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로벌기업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Hyundai Industrial Machiner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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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및 기술혁신에매진해매출액증 는 물론각종 경 환경개선

으로 합리적인 경 ∙노사문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현 산기의 경 혁신

사례는어떤것이있을까?

“각부문의사업을사업부제형태로운 하여전문화되고신속한의

사결정과 사업의 추진력을 부여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업무 전

산화(ERP 구축)를 통한 신속한 보고체제의 구축과 설비의 투자와 생산공

정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로안정된제품을공급하는데우선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수태 표는다음과 같이자신의 경 철학과삶의 신

조를밝혔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뒤에 그 성공의 여부

는 하늘의 뜻에 따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盡人事待天命(진인사

천명)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옛 성어들은 동서를 가리지 않

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임을, 그리고 결과에 순응

하고기다릴줄아는사람이될것임을교훈합니다. 이처럼성공은결코노

력을배반하는법이없죠. 이는자연의법칙이요, 신의섭리일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20 보다는‘아직도 내

인생의최고의시기는지나가지않았다’며, ‘내일의희망을품고열정적인

발걸음을옮기는50 가훨씬더젊은사람’이라고강조했다.

“신의가바탕이된인간관계를가장중요시합니다. 모든일은기본적으로사람이하는것이기때문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질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 그 분야에서 최

고의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저는 현 산

기의밝은미래가벌써부터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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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닉코트라보증브랜드선정

홈쇼핑하유미팩으로 유명한제닉( 표유현오)의수용성하이드

로겔 마스크팩이 코트라 보증 브랜드 사업을 통해 KOTRA Seal of

Excellence 인증 제품에 선정되었다. 코트라 보증 브랜드 사업은

‘KOTRA Seal of Excellence-A mark of Quality, High-Technology

& Trustworthiness’인증으로첨단기술과신뢰의상징으로해외바이

어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코트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국

수출기업이나제품의우수성과신뢰도를인증함으로써수출을증 시

키기위한사업이다. 제닉의세계특허기술인피부온도에녹는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2002년 미국의 월그린, CVS, 타겟, 국의 부

츠, 홍콩 왓슨스, 사사 등 형 마켓에 먼저 입점되어 현재 전 세계 30

여 개국에 제닉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홈

쇼핑하유미마스크팩으로알려져있다. 이번코트라인증제품선정을

계기로 제닉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로벌 마스크팩으로 중화시킬

계획이다. 

삼신이노텍블루투스고 출시

주변소음걱정없이산업현장에서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블

루투스가 탑재된 고 이 출시됐다. 삼신이노텍( 표 김석기)의 신제품

블루투스 고 이어셋‘셀프 토크’는 고 형태의 기기로 내부에 블루

투스 2.1버전을 장착해 휴 폰 통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외부의

소음을 줄여주는 회로를 내장해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도 상 방에

게깨끗한음성을전달할수있다. 또한선 라스특허렌즈와청력보

호를 위한 특허 이어팁을 적용했고, 볼륨 조절과 렌즈 교체도 가능하

다. 100분 충전으로 6시간 연속 통화와 음악 재생, 240시간 기모드

를 지원한다. 가격은 10만 원 로 책정될 예정이다. 셀프 토크는 각종

기계작동으로소음이발생하는공장내부나산업현장에서도걱정없

이 통화와 음악 감상이 가능한 기기이다. 현재 미국 에너지텔레콤과

제휴해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 이미 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Company 
News

이 노 비 즈

기 업

단 신

이노비즈5호내지최종출고  2010.10.11 11:23 AM  페이지42



이엠코리아수소발생기개발업체선정

이엠코리아( 표 강삼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권 선

도산업 중‘수소공급을 위한 제조와 저장 연계 시스템개발’과제에

수소발생기 개발업체로 참여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현재 상압(특

별히 압력을 줄이거나 높이지 않을 때의 압력)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압력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소생산량을

증 (시간당 20N㎥)시켜 고순도 수소 제조의 원가절감을 추진한

다. 생산된 수소는 산업용 전반에 주로 공급할 예정이며, 수소공급

이 원활하지 못한 공장지 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판매할 계획이

다. 한편 그동안 개발 완료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수주활동을

벌여온 10N㎥급 수소발생기는 연말부터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 참여로 현재 수주 진행 중인 수소스테이션 사업 및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가정용 수소 하이브리드시스템’사업이 한

층가속화될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 되고있다. 

인스프리트유무선미디어컨버전스사업공동추진

미디어컨버전스전문기업인스프리트는IHQ와전략적제휴

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유무선 미디어 컨버전스 사업을 공동 추

진키로 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IHQ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동통신분야로확장하는것을포함해유무선통신서비스부문전

반에걸쳐협력하기로하고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모바일디바

이스를 통한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해 3스크린 홈

컨버전스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국내 시장을 비롯하

여아시아를시작으로해외시장으로도공동진출한다는방침이다.

인스프리트는 사용자 등록부터 인증, 보안 과금 등의 네트워크 솔

루션을 포함해 IP 기반 멀티미디어 푸쉬(DCD) 등의 서비스 플랫폼

과 단말 S/W 솔루션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

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

며, 공동 업마케팅을추진하게된다. 

화우테크놀러지스타기업지원사업선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문업체 화우테크놀러지( 표 유

호)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주관‘스타기업 발굴을 위한 비즈-링크

솔루션 지원사업’ 상에 선정됐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스타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달간 상 기업을 공개 모집했다. 이번

사업은 부천 지역 내 잠재력을 지닌 스타기업을 발굴, 시를 표하

는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마케팅∙경 ∙기술지원등을제공

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적합성, 특허 및 연구개발실적에 한 평가

끝에화우테크놀러지는최근각광받고있는‘LED조명을활용한식

물공장 사업’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LED 식물공장 사업이 추진력을 갖고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노력하고있다. 

륙전기차단기생산으로 2010년일본수출 1,200만달러육박

올해상반기 일무역적자가사상최 를기록한가운데

일 무역 역조가 특히 심한 부품∙소재 부문에서 활발하게 일본 수

출에 나서고 있는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륙( 표 김덕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륙은 1980년 후반부터 일본에 전기 차단

기를 수출하고 있다. 2006년 742만 달러, 2007년 745만 달러,

2008년 875만 달러를 수출했고, 작년 수출액은 850만 달러에 달

한다. 이 기간 륙의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안팎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분의 1가량을 일본 수출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품질검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에서 륙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기술력과 스피드. 륙은 일본 업체에서 제품

생산뿐아니라설계까지의뢰받을정도로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

일본업체가설계에서생산까지3년이걸리는반면 륙은모든과

정을6개월이내에마치는것이비장의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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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비텍독자기술로개발한신제품출시

씨앤비텍( 표 유봉훈)은 최근 네트워크 감시카메라 시장을

겨냥해 고감도 WDR ‘블루아이’네트워크 카메라(IGB1110NF)와

초고화질(Full HD) 200만 화소 네트워크 카메라(IGC2050F) 등 2

가지 모델을 출시했다. 고감도 CCD를 사용하고 광역보정기능

(WDR)을 갖춘‘블루아이’네트워크 카메라는 고감도 CCD센서를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ONVIF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할 제품 준비가 되어있다. 씨앤

비텍은 세계 유명 NVR(Network Video Recoder) 업체들과의 전

략적제휴및협력으로시장경쟁력강화및판매확 를꾀하고있

다. 해외 유명 전시회인 미국 라스베거스 ISC WEST, 만

SecuTEC, 국 버밍헴 IFSEC에서 유명 업체들과 함께 공동마케

팅을펼치는등다변화하는시장에서단순히한국CCTV 회사가아

니라 로벌 상보안업체로서한국CCTV 업계를주도하는업체

로거듭날계획이다. 

울타리경량월파티션신규개발

가구 디자인부터 생산,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품질경 을 하고 있는

울타리( 표 이창렬)는 최근 신제품으로 경량 월 파티션을 새롭게

개발하여현재특허출원중이다. R&D 투자에서타가구업체에비

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도전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결과금속제파티션및가구부품생산력에서뛰어난평가

를 받았다. HOSO 시리즈와 각종 파티션으로 굿디자인 상을 수상

한 울타리는 오는 11월 제2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최 생산력에 다

가설 것이다. 공간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모두 충분히 고

려한 제품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울타리

의앞으로의행보에귀추가주목된다. 

신기술기술력을바탕으로디젤엔진국산화박차

신기술(회장 신지근)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품생산과 조

립에서 유지보수 등의 기술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소화

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24시간 안에 모든 AS

처리와수리완료를원칙으로하고있는 신기술은500여명의직

원 중 60명이 AS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특히 엔진

의 주요부품인 연료펌프 메탈베어링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크라운

등의제조에서특화한역량을갖추고있다. 현 중공업과두산중공

업을비롯해독일만(MAN)사에제품을공급하고있는등기술력으

로 승부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2000년 화이트메탈 중력주주에

한특허를획득에이어크로스헤드베어링제작기술도특허를받은

상태다. 또한2004년부터전자제어엔진인ME엔진의HCU와HPS

모듈을국내최초로생산하고있다. 

삼광산전기술력을바탕으로세계시장진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녹색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광산전( 표 은종만)의 고효율 정출력 컨버터，모듈형

LED, LED 작업등，LiFePo-4(리퍼포) 배터리，트랙커는 세계적

으로 유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다.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안정적인‘all-in-one’시스템을 지향하는 독립형 태양광 발

전시스템의경우, 세계최초폴라리스태양광추적시스템과고성능

LiFePo-4 배터리，Block LED를 탑재했으며，태양광 발전 분야

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출 200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 현

재 공공기관에 태양열 발전기를 200억 원에 계약을 따내 공급하는

등친환경저탄소녹색성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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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전기공업신기술개발의원천은A/S

보국전기공업( 표 곽기 )은 전통을 지닌 기업답게 발전기

설비 부분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아시아，러

시아 등 해외 25개국에‘BOKUK’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60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5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 된다. 뿐만 아니라, 발전기의 회전

기기 설계 및 제조，전원 공급 시스템의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핵

심 기반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95년 발전기 업계 최초로

ISO9001 획득，1999년에 디지털 제어형 발전기의 양산，2000년

에는CE인증획득，2006년에는조달우수제품으로인정됐다. 그간

전량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소형 열병합 발전기를 2006년 최초로

국산화 개발[국가신기술인증(NEP)]해 국내 현장에 설치 운용함으

로써 수입제품의 체는 물론 열병합발전기의 완벽한 유지보수 및

애프터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체제를구축했다. 

에니텍시스베르시온소형풍력발전기로 로화에앞장

에니텍시스(사장홍사혁)는청정에너지에 한요구와 다가올

국제적인 친환경 시 에 비하기 위해 일본 로벌에너지( 표 스

즈키 슈지)의 베르시온 풍력발전기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국내 생산

및 국내외 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로벌에너지의 베르시

온풍력발전기는바람을재이용할수있는새로운개념의풍력발전

기술을바탕으로하고있다. 풍속1�1.5m 수준의약한바람에서날

개가돌기시작해초속2m부터발전할수있으며태풍등과부하상

태가발생하게되면본체손상을줄이고인명피해를막기위해날개

부분이자동으로해체되는것이특징이다. 태풍등과부하사태발생

시본체의손상을줄이고인명사상을막기위한자동파괴기술을겸

비한것이다. 앞으로말레이시아사라왁지역의라라팬섬전체가구

에전력을공급하는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이며, 많은낙도지역에

순차적으로베르시온풍력발전기를설치한다는계획이다.

마음커뮤니케이션와인기부를통한사회공헌활동

토털 인쇄 전문기업인 마음커뮤니케이션(회장 이태금)에서는

사회공헌의일환으로와인기부를통한사랑을실천하고있다. 와인

기부 행사는 이태금 회장이 창립한 이탈리아와인 수입유통회사 태

리와인을 통해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는 와인 1병당 10%를 행복나

눔통장에 적립해 향후 좋은 일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특

히 기부금은 태리와인이 아닌 해당 레스토랑 이름으로 기부된다.

태리와인(Taeleewine)의‘태리’는이태금회장의 문이름이자자

신이수입하는와인의생산지인이탈리아와도일맥상통한다. 마음

커뮤니케이션은 마음인재경 연구소를 통해 기업들의 인재교육도

담당하고 있으며 월간 인재경 도 이 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또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법인 마음차이나에선 상해경제신문을 발행,

현지교민들사이에서정보교류의역할을하고있다.

넥스콘테크놀러지그린카용전지시스템기술개발추진

넥스콘테크놀러지( 표 김종환)가 개발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는 PCM의 기본적 기능을 포함하며 실시간

으로 전압, 전류, 온도 등 2차전지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해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입출력과 에너지 잔량을 제어하고 HCU, ECU,

MCU, 컨버터 등 여타 제어 시스템과의 최적의 동작환경을 조성하

는제어시스템이다. 세계 부분의자동차메이커는앞다투어그린

카 경쟁에 뛰어 들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HEV)를 넘어 충전식

하이브리드(P-HEV)와 충전식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린카용배터리는현재Ni-MH 방식이적용되고있으나, 향

후엔 에너지 저장능력과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체될

전망으로 이에 적합한 BMS와 전지시스템의 기술개발성과에서 매

우 전망이 밝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그린카에 적용되는 BMS 분

야의 핵심 특허기술을 10여 건 확보했으며, 향후에도 독자적인 기

술자립을통해적극적으로국내외시장을선점한다는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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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에 띄 는

기 술 혁 신

제 품
Innovation
Products
제11회중소기업기술혁신 전

수상 기업(인) 중에서 자료를 받아 개제

하 습니다.(선착순)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소식을 보내주실 분들은 제품

사진과 설명을 news@innobiz.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씨젠( 표천종윤)이개발해판매하고있는제품라인업의

핵심 기술은 DPO™과 READ™ 기술이며, 검사 상과 검출

방식에 따라 Seeplex�, Anyplex™, Magicplex™ 등 크게 3

가지브랜드로구분된다. 이각각의브랜드속에는검사 상

병원체에 따라 세부적으로 여러 제품들이 있으며, 같은 질환

에 해서도검출방식에따라분류를나눈것은같은질환이

라고하더라도검사 상자에따라중요하게적용되는원인균

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씨젠은 Seeplex� 출시 직

후, 세계40여개국에다수의특허를출원하고유럽시장체외

진단시약(CE-IVD) 인증, 캐나다진단시약인증(CMDCAS), 과

학기술부 신기술(NET) 인증, 보건복지

가족부 보건신기술(HT) 인증 등 다

수의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며 기

술력을인정받았다.

문의02-2240-4000

www.seegene.co.kr

(주)씨젠
세계최고의기술력을갖춘바이오기업

분자진단분야제품군

성진엔지니어링
신기술미래형친환경스팀세척기옵티마스티머

(주)에스지원
Full 3D 그래픽기술하나로스크린골프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성진엔지니어링( 표 유호묵)의 옵티마

스티머(Optima Steamer) 제품은유럽안전인증(CE), CSA, UL

& Gost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 전 세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매년 수출이 200~300% 신장되어 2009년 말 기준으로 세계

60여개국에수출돼, 수출유망중소기업, 2010년무역인상수상

과함께‘New exporter 300 기업’에선정되었다. 미래형친환

경스팀세척기인옵티마스티머는물절약과폐수미발생으로

장소나계절에구애받지않는전천후기동성으로자동차및이

륜차의친환경세차, 공장의기계및엔진기름때청소, 벽보스

티커 제거 및 건물 외벽 청소, 기념비 동상 조형물 청소, 광장

및보도의잡초제거, 식품공장, 식당호텔

의 살균 청소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고있으며, 특히환경을중시하

는 해외 선진국의 세차업계에 센세

이션을일으키고있다. 

문의051-521-3200

www.sjecorp.com

경기도일산에위치한(주)에스지원( 표주혜순)의하나로스크

린골프는항공사진을찍어재구성한국내최초의3면3D 스크

린골프로타업체들과는비교가안될정도의입체감을제공하

고있다. (주)에스지원기업부설연구소가3D게임개발노하우

에게임물리엔진을결합시켜자체적으로개발한이기술은스

크린골프시장에새로운바람을일으켰다는평가다. 필드에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그래픽은 국내는 물

론해외스크린골퍼들을사로잡아지난4월에는중국과MOU

를체결했다. 특히타석의총360개의특허받은고감도적외선

(IR) 수신소자를적용해개발한4개라인센서는정확한볼의궤

적 및 정보를 5회에 걸쳐 측정해 정확히

판단, 플레이어가 어느 위치에서도

게임을할수있게해준다.

문의1566-5609 

www.hanaros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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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화이바
탄소와유리를활용한섬유복합재

한후렉시블
친환경플렉시블호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주)현 화이바( 표 박사현)에서는 탄

소섬유직물형 프리프레그(Prepreg)의 개발로 만, 일본, 호

주등많은복합소재성형업체로부터그품질을인정받고있

다. 최근들어레저스포츠장비들에요구하는필수요소는강

도와탄성력그리고제품의경량화이다. (주)현 화이바는30

년 전통을 자랑하며 업체 최초 중국 진출에 성공하 으며 꿈

의 소재로 불리우는 탄소섬유(Carbon Fiber)와 유리섬유

(Glass Fiber)를활용한복합재료를전문생산하고있다. 특히

자동차쪽복합소재의적용은향후이들시장의핵으로떠오르

고 있으며 미래 시장의 개척을 위해 오늘도 기술개발에 박차

를가하고있다.

문의055-367-201 

www.hdfiber.co.kr

HVAC 친환경 호스, 닥트, 산업용포장재 전문기업 한후렉

시블( 표윤정웅)에서는1982년국내최초로‘화이바 라스

후렉시블호스’를출시하 으며뒤를이어‘알루미늄호일후

렉시블 호스’와‘타포린 후렉시블 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

지금까지플렉시블호스및닥트업계의선구자적인역할을담

당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그린 테크놀로지(Green

Technology) 기업으로서 업계 최초로 친환경 원단을 연구개

발하며 친환경 플렉시블 호스를 출시했다. 냉난방 공조용 닥

트 제품은 스파이럴-헬릭스사와 스피로사 생산라인을 통해

공급하고있으며이외에도외국회사와기술제휴하여순수국

내기술로 만든 완전 자동화된 기계 및

자체 제작한 기계를 통해 생산해

이미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문의031-282-0623 

www.dicflex.co.kr

성남시중원구에위치한(주)에이티이엔지( 표박승태)에서는

하이브리드 건조기(냉풍+데시칸트)를 세계 최초로 보급하고

있다. 특허 등록한 하이브리드 건조기는 세계 유일의‘냉풍건

조+데시칸트건조’기능을 자랑하고 있으며, 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제품으로자리잡을전망이다. 하이브리드건조기란1

의압축기로증발기에서는냉각제습을, 응축기폐열로데시

칸트제습을하여기존냉풍건조기 비에너지절약을40% 이

상달성해, 항율건조와감율건조상태에서우수한성능발휘로

건조시간을40% 이상 폭단축하는것이특징이다.

문의031-777-9241 

www.ateng.biz

(주)에이티이엔지
녹색성장앞당기는하이브리드건조기

시스템디엔디(주)
공기구동형헬리컬트림제어밸브

현장 중심의 원자력기술 전문회사 시스템디엔디(주)( 표 김 범)에

서는설립이후줄곧다양한연구개발에매진해왔는데, 2003년에는

고온∙고차압 정 제어밸브 특허기술 실용화에 성공했고, 2005년

에는원전용주중기안전밸브국산화를완료했다. 특히지난해NEP

를획득한‘공기구동형헬리컬트림제어밸브’는정 한선형제어구

조로유로불감구역을제거했고, 큰유로단면적구조로이물질막힘

방지를구현했다. 아울러, 유로의단면적변화가없는저소음구조이

며, 특허기술을 적용해 밸브의 트림손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진 내환경이 검증된 구동기를 장착했고, 무엇보다도

고차압에서의최적제어를위한‘헬리컬트림’이라는세계최초기술

이적용됐다. 

문의042-930-8800 

www.system-d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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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주)부마씨이( 표 박지삼)는 기초토목공사용

지질장비 전문기업이며, 최근 국내 최초 Rotary Drilling Rig를 개

발, 보급하고 있다. 축적된 지질 장비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경

쟁력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지질장비분야의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Rotary Drilling Rig는 (주)부마씨이의 리그 제품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의 장비이며 직경 0.8~2.5m 범위와 굴착심도

30~68m의 연질토 굴착에 주로 사용되는 기초지질공사용 장비로서

형 건물, 교량, 기타 형 구조물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에서 토사

및연암층의굴착에매우유용하고적합한전

용건설장비이다. 거치식중∙ 구경굴착장

비분야(R.C.D)에서자주식장비(RDR)까지범

위를 확 하여 해외수출을 집중적으로 공략

해 로벌기업브랜드를만들기위해노력하

고있다.

문의055-337-9891~3  

www.bumace.com

(주)부마씨이
국내최초180kN.m급Rotary Drilling Rig 개발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High speed processing controller를이용한

전광판동적 상보정기술

(주)누보켐
폐아스팔트를고품질재생아스콘으로

변신시키는친환경신기술

옥외, 옥내전광판분야및IBS 토털시스템전문기업인(주)동방데이

타테크놀러지( 표이사하 재)에서는최근High speed processing

controller를 이용한 전광판 동적 상 보정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동적 상 보정기술’이란 상의 밝기 값에 한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 상분석 히스토그램을 통해 기존 상의 휘도 값을 결정하

고, 밝기분포를재배치해LED 전광판의휘도를균일하게향상시키

는기술이다.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워서 사물 구별이 힘들었던 기존 전광판의

문제점을해결한이기술은실내의Full color 전광판수요창출을극

화할것으로기 된다.

문의02-2108-7878 

www.dbdt.co.kr

폐아스팔트를친환경저탄소의고품질재생아스콘(SRP)으로생산하

는 기술을 보유한 (주)누보켐( 표 이봉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 기

술혁신전략과제에 선정되어 향후 2년간 개질 중온 재생아스콘 기술

을획기적으로발전시켜폐아스콘의함량을현재보다50% 이상으로

높이고아스콘재생시골재가열에소모되는연료사용량을줄여경

제성과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재생아스콘의 생

산과보급에앞장서고있다. (주)누보켐에서개발한고품질신재생아

스콘은개질중온첨가제를사용하므로시공성이뛰어나고동적안정

도, 간접인장강도 등에서 기존 재생아스콘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받고있다.

문의031-299-4300

(주)제이스

TFT-LCD 공정용상부전극의표면처리기술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주)제이스( 표 조재승)에서는 신기술 표

면처리방법을 사용해 TFT-LCD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의 특성 및

수명을연장시키는등국가경쟁력및기술력을항상시키고있다. 텅

스텐 도금막은 내부식성, 내플라즈마성 및 내열균열성이 우수하여

모재에코팅할경우모재의물성을향상시켜주기때문에반도체및

TFT-LCD 공정에서 주목 받고 있다. 부품모재와 텅스텐피막 사이

에양극산화피막이존재하여텅스텐피막이양극산화피막의기공층

에존재하게되고이로인하여코팅층의결합력은향상되며, 기존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및 TFT-

LCD 용챔버, 챔버용부품또는전극을제공하게한다.

문의031-495-5630

www.jei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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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검사기술(주)
산업설비비파괴검사를위한

자동초음파검사장치

(주)위더스정보
정보화역기능방지솔루션, 아이디어가드

한검사기술(주)( 표손태순)의초음파검사장비는초음파발생과

반사파수신을동시에가능케하는탐촉자(센서)와이를구동하고신

호를처리하는펄서/리시버, 이를표시하는스코프로구성된다. 스캐

너의 이동과 탐상속도 등을 제어하며, 수신된 초음파신호를 진행거

리와 진폭 및 스캐너의 위치를 저장하여 A/B/C-Scan(RF파형,단면

도,평면도) 상화 및 3D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으며 탐상결과를 저

장해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용하고 분석가능한 것이 특

징이다. 

문의02-598-2525 

www.kieco.co.kr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주)위더스정보( 표이사 정재원)는 최근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PC용 개인정보검색 프로그램인‘아이디가드

(ID-Guard)’를개발했다. 개인정보유출의유형이이전에는웹을통

하여소량유출이되었으나, 최근에는개인PC에서CD나USB 같은

고용량 미디어를 통해 량 유출사고가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PC에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되어야 한다

는목소리가높다. ‘아이디가드’는PC에있는수많은파일에서개인

정보및특정키워드가포함된문서를찾아주고그문서들을이동및

삭제할 수 있으며 이동, 삭제된 문서는 복수 프로그램으로 복구되지

않도록완전삭제기능을제공한다. 

문의0505-807-0078 

www.withusinfo.com

강원도원주의(주)세원( 표김재상)에서는SUV용2리터최신디젤

엔진에 조립되는 핵심부품 중 하나인 오일필터 모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10kg에달하는7개부품을하나로통합해중량30%, 엔진룸

사용공간25%, 원가35%를줄이는우수한성과를이루었다. 특히중

량저감의 효과로 연비가 개선되어 배출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해, 신

차의Euro5 배출가스규제 응에도기여하는친환경제품개발을성

공적으로 이룬 것이다. (주)세원은 친환경 ECO 오일필터를 생산할

뿐아니라, 알루미늄다이캐스팅(Die Casting) 오일필터모듈의소재

를플라스틱으로 체하여, 중량과원가를약30% 저감시키는등친

환경경량화기술개발에기여하고있다. 

문의033-734-7200

www.sefil.co.kr

(주)세원
배출가스저감에기여하는친환경

경령화오일필터모튤제품

(주)다인
원두커피첨가제, 초코토핑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주)다인( 표 최석종)에서는 1998년 설립 이후

용기류를비롯해마스크팩, 고점도펌프용기, 자가발열, 매직용기등

으로사업을확 하고있다. 토핑제품은기후변화에따른용기내의

온∙습도유지및 폐상태를유지해야하기때문에축적된금형설계,

정 사출, 분말정량충진의기술력이필요하다. 국인터내셔널푸드,

남아공, 두바이, 멕시코와유럽여러국가에서계속적으로상담요청이

들어오고있으며, 현재이들국가에초코토핑생산량의100%를수출하

고있다. (주)다인은수출지향적인기업, 지역사회에이바지하는기업으

로선도형제품개발, 고객만족을넘어감동을줄수있는제품개발, 다

양한용도의용기디자인으로시장을주도하는경쟁력을갖추고있다. 

문의041-545-8815 

www.dain-tech21.co.kr

이노비즈5호내지최종출고  2010.10.11 11:23 AM  페이지49



Policy
News

중 소 기 업

지 원 정 책

상생을위한현장중심의‘1週 3通’체제본격적인추진行

◉

김동선중기청장은청장취임이후지난100일동안65차례의‘1週

3通’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 한 현장감 있

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중기청을 통

해 매월 1회 이상의‘정책장터’를 운 하고, 월 2회 이상의 현장간

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법률∙기술전문가로 구성한‘비즈

니스지원단’(1,760명)을 통해 기업애로 심층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지원(1~3일 컨설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발표한

하반기중점적인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1週 3通’이란 1주일에 3번은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를듣겠다는것으로지금까지실천한내용은다음과같다.

[1通] 매주 1인 창조기업부터 전통시장 상인, 취약지역 중소기업인, 청년기

업인, 성공기업인까지 현장과소통(17개사)

�현장방문 지역 : 서울, 부산, 구, 인천, 전주, 수원, 창원, 춘천등

[2通] 주요 이슈별∙분야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애

로∙건의사항을 수렴(25회, 320명)

�간담회 : 녹색중소기업, 프리보드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 장수기업, 나

들가게, 혁신형기업, 소상공인, 지역간담회등

[3通] 강연∙포럼을 통해 학생∙예비창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

기업정책세일즈및육성의지를천명(23회, 2,800명)

�강연 : 전북기계공고, 계명 , 한경 , 아주 , 중기중앙회, 유한 등 18회

�포럼 : 가업승계포럼, 녹색성장포럼, 중소기업리더스포럼등 5회

�출구전략시행등에따른경 안정지원

하반기출구전략시행 향과경기상황을면 히점검하고, 최근경

기회복에도 자금애로를 겪는 분야에 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 할

계획이다. 먼저 세기업∙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창업촉진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우수 기술창

업과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부와 협의, 6,000억 원

규모의정책자금을추가로조성하는방안도추진할계획이다. 남북

교류 중단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

긴급경 안정자금, 정책자금상환유예등의지원방안도마련해나

갈계획이다. 또소상공인에 한 업환경규제개선도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접한 세무사회, 컨설턴트 등의 역량을 활

용,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상인 업환경 개선방안’

을 마련, 오는 10월께 시행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서민금융 활용

기회확 를위해시중은행의서민금융상품을DB화함으로써소상

공인에제공할계획이다. 그동안고용노동부에서운 중이던창업

점포지원, 장애인고용확 등지원사업(138억원규모)을중기청이

이관받아취약계층의창업지원에집중해나갈계획이다.

�상생협력강화를통한 ∙중소기업간수익격차개선추진

중기청은 기업현장의 애로해소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소

기업 호민관(호민관 이민화)과 협력, 상생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해나갈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이라는상생협력의본질적문제해결에접근

할수있는시스템마련을위해공정위, 중기청, 중기중앙회, ∙중

소기업협력재단등이참여하는‘민∙관불공정거래행위개선협의

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께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간 수익격차 개선을 위한‘5 중점

과제’를 설정, 재정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 실효성 있는 상

생협력과제를발굴∙시행해나갈계획이다.

�일자리창출∙미래성장동력준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창업초기기업의 사업

화단계의어려움극복에중점을두는‘기술창업촉진방안’을마련

할 방침이다. 특히 1인 창조기업 앱(App) 창착터를 통한 앱 전문가

1만명양성을본격화하고, 모바일분야 로벌앱지원센터를오는

10월 설치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유망 시니

어창업업종∙모델개발(20개), 퇴직인력DB화(7,000명), 시니어커

뮤니티 구축 등을 통해 시니어창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중소기업의일자리미스매치의해결, 근로자복지수준향상, 사

회인식 개선 등 근원적인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중∙장기‘중소기

업인력지원기본계획’을하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 학생등청

년층 상의 기업가정신∙직업관 교육 추진과 함께 미취업 청년층

의중소기업인턴채용(올해3만명) 후정규직으로취업연결을유도

하고, ‘우수 기능인력 처우개선 방안’에 한 후속조치로 우수기능

인견습프로그램개발, 기능명장등을활용한사내교수제운 등

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지식서비스∙핵심부품소재 전

문기업등미래성장동력창출에정책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오는 11월 녹색전문기업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 창업∙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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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R&D, 사업화∙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로벌 녹색전

문기업육성전략’을수립할예정이다.

고용효과가큰지식서비스분야전문기업육성을위해디자인, 참살

이서비스창조기업등중소기업형유망서비스분야발굴, 지원인프

라구축등지원 책을지속강구할계획이다.

차이완(China+Taiwan) 경제출범등에 응한원전분야등핵심부

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협력개발∙M&A

펀드조성, 공공구매확 를통한수요기반확충등다각적인지원방

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R&D, 정책자

금, 벤처펀드등의재원을집중, 성장촉진을뒷받침해나갈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정비추진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과 연계, 중소기업의 성장정체 극

복을통해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의원활한성장지원을

위해기존정책체계를정비해나갈계획이다.

현재, 3만 개 중소기업, 400개 성공기업 등의 성장과정, 성공요

인∙기업특성에 한 실증분석 중이며, 이 결과를 토 로 원활한

성장경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

다. 이와 같은 정책정비 개편방안에 맞춰‘중소기업기본법’을 하반

기 중에 개정∙완료하고, 소상공인법, 벤처법, 기술혁신촉진법 등

개별법률도정비해나갈예정이다.

앞으로 R&D 지원∙평가를 경쟁 및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중

소기업지원시책도경쟁과협력을통한자생력제고에중점을두고

정비해나갈계획이다. 

중소기업청-식약청업무협약체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분야명품중소기업육성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9월 3일에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하 식

의약분야) 육성을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의약분

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양 기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의 5개 지원팀, 25개 맞춤

형협력과제추진을통해오는2010년까지식의약분야명품중소기

업100개를육성할계획이다. 이번업무협약은식의약분야가소득

증가, 건강에 한관심증가등으로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 두

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원체계의 부족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수

입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장, 일자리창출의

원천이될수있는이들분야산업이빠른시간내에국제경쟁력을

확보할수있도록하기위해중기청의지원정책뿐만아니라식약청

의 안전∙품질관련 인증기능을 결합한 양기관 간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5가지이며, 이러한 협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식의약분야 중소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운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식의약분야중소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과세부시행계획

을 확정하며, 육성지원단 내에 규제개선지원팀, 연구개발지원팀,

창업지원팀, 금융지원팀, 판로지원팀등5개팀을구성하여, 분기1

회, 반기별 전체회의를 통하여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1

년을단위로성과를평가하여새로운계획을수립∙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청은 식의약분야 중소기업을 상으로

종전의 지원수단에 더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까지를 원스톱으로 묶

은 패키지 서비스(Package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식

약청 규제도 양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서‘고품질명품’브랜드로발돋움할수있게하는지원수단으로변

모할수있게되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들이 인증제

도를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도

소비자의 안전이나 제품의 품질향상과 관련된 규제를 애로로 인식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

이라면서‘중소기업청은 이러한‘명품 중소기업제품’을 만들어가

는 기업들에 해서는 식약청과 협력하여 기업의 발생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응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① 안전∙품질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및 운 을 위해 보다 원

활한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별도의절차(Fast-Track)를마련한다.

② 2012년까지 신기술∙신소재 분야 명품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

하기위해, R&D를중점지원하고그결과에 해서는‘신제품인증

예비제도’와같은맞춤형품질인증체계를구축한다.

�신제품 인증 예비제도란 기준규격이 없는 신기술제품에 해 공

동참여 R&D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성능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우선허가하는제도를말한다. 

③ 식약청 이전 예정지인 오송 지역을 바이오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의료분야를 특화한 BI를 설립하고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청은 이들 입주기업

에 해차별화된품질∙안정성인증서비스체계를지원한다.

④ 품질∙안정성과 연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식약청의 안

전성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에 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별도

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촉진을위한공동노력을추진한다.

⑤ 식품∙화장품에 한 공동브랜드∙판매망과 이를 위한 별도의

인증체계를지원하고, 전통시장및소규모판매처의안전관리를비

롯, 위생수준향상을통한소비자친화조치를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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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기술 123개R&D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공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R&D 기획지원을위한신규과제(123개)가최종확정되었다. ‘사전

기획 → R&D → 사업화’의 연계 프로세스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

출의부푼꿈이시작된것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 R&D의 사전기획단계 지원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2010년도 지

원과제 선정∙평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원과제 123개를

상으로 기술성∙경제성 분석, 선행특허 조사 및 회피전략 도출,

R&D 방향제시, 유망진출시장및사업화전략수립등R&D 기획

단계지원에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R&D 성과를 확 하기 위한 중기청의 R&D

프로세스(기획 → R&D → 사업화)별 연계 체계의 첫 단추로, 단순

R&D지원에 비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성공률을 10%p 이상 향상

시키는 등 실질적 지원성과가 뛰어나,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

은사업이다.

R&D 기획 이후 R&D를 수행한 경우의 사업화 성공률은 53.7%로,

R&D 자금만 지원받은 경우(R&D지원사업)에 비해 10% 포인트 이

상 월등하며, 중기청 R&D 지원 사업 사업화율은 기술혁신개발

41.4%, 이전기술개발 36.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34.1%이다.

2002년 사업 신설 이후 2009년까지 평균 경쟁률은 8.4:1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역량에 따라‘선도과제’및‘실용과제’체계

로이원화하여신청자격및지원조건을차별화했다. 

� 선도과제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상(최 65%

지원) →선정평가중기술성배점 : 사업성배점 = 30 : 70

� 실용과제 : 창업 7년 이내 초기기업 상(최 75% 지원) →선정평가

중기술성배점 : 사업성배점 = 50 : 50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연중 수시방식을 도입, 3월 사업공고 이후 4차에

걸쳐총 480개과제를접수했다. 

� 4차(6월) 접수후지원예산이소진됨에따라신청종료

신청한 과제에 전수에 한 면평가를 통해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고 기

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해서는,

전문 기획기관 소속 PM(Project Manager)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중소기업과 1:1 매칭시켜3개월간현장 착형R&D 기획을지원하게된다. 

�전문기획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R&D 기획 종료 후에는 별도 평가를 통해, 향후 시장 창출∙사업화 가능

성이 큰 과제를 선별하여 약 270억 원에 달하는 R&D자금을 내년 초부터

연계지원할예정이다.

� 2009년지원과제중R&D연계비율 : 58.1%(86개과제, 272억원)

중소기업청은 기획기관 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민간 컨설팅사를 전문 기획기관에 포함키로 하

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사전기획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CEO 및 연

구책임자 상의R&D 기획교육을 내년중실시할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을위한온라인수출설명회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세계각국의

바이어와 수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확 를 지원하기

위해지난8월27일디자인진흥원 강당에서온라인수출설명회

를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출국(3,635억 달러), 인터넷 보급률 세계 1

위(95%)임에도불구하고온라인수출활용도는20위권후반에머무

르고있다. 

� 로벌B2B사이트인알리바바한국기업등록률 26위

� 로벌B2B사이트인 로벌소시스의한국기업등록률 28위

중소기업수출방식과정부지원정책도전시회참가등기존오프라

인방식에만치중되어있어이에 한 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중소기업이가장선호하는수출지원정책으로전시회지원(57.3%)이

라는응답(2010. 8 중앙회)이나온바있으며, 중소기업청의수출지

원예산(2010. 672억) 중 온라인 수출관련 예산은 7.3%(49억)에 불

과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온라인 수출 개념

및 중요성, 성공사례 등에 한 설명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온라

인 수출에 한 중요성과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온라인 수출을

활용하도록해외유명 로벌및국내B2B 사이트에수출제품등록

및홍보를통한해외바이어발굴방법에 해교육할예정이다.

� 교육내용 : 온라인수출 일반, 우수성공사례, 로벌 B2B사이트 현황,

온라인수출방법등(400~500명교육)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이 미미한 원인인 정보

및전문인력부족문제해결을위해지난9월부터전국지방청을통

해‘온라인수출전문가과정’도운 하고있다. 온라인수출전문가

과정은 중소기업수출인력(1천 명) 및 졸(외국어∙무역학과) 미취

업자, 무역분야 퇴직인력(2천 명) 등에 한 제품등록, 인콰이어리

응 , 거래제의서작성등온라인수출활용을위한전문교육이다.

중소기업청담당자는‘온라인수출설명회와함께온라인수출전문

가 과정으로 배출된 전문인력을 향후 수출인턴 및 취업 등으로 수

출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토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하면서‘구 등

유명 검색엔진과 알리바바와 같은 로벌 B2B사이트, EC Plaza

등 국내사이트의 등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에 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

모할예정’이라고밝혔다.

중소기업온라인수출성공사례

� 건설∙농기계 수출업체‘블루드라’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수출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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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아프가니스탄에 2만 4천달러의농기계를수출했다. 

� 정수기 생산업체‘현 와코텍’은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중동, 중앙아

시아, 러시아 등에 수출거래선을 발굴하여 지난 2004년부터 1천 2백만 달

러를수출했다. 

� 타워크레인 제조업체‘KNF중공업’은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중에온라인사이트를통해캐나다에 16t급타워크레인을 수출했다. 

수출중소기업제품의디자인지원실시

◉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김현태)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제품디자인개발을지원한다. 이번사업은제품경

쟁력은 있으나 디자인이 취약한 초보 수출기업제품을 상으로 디

자인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수출중

소기업500프로그램선정기업을지원하고있다.

2009년에는완제품위주42개사를 상으로디자인(업체당평균3

천만원)개발을지원한결과현재제품양산단계에는이르지않았지

만 개발모형만으로 중국, 만, 베트남 등에서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관세청 통관 기준)이 전년도 전체실

적의70%에달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다.

김유숙해외시장과장은‘후발개도국의맹추격속에품질및기술과

함께 디자인 경쟁력이 개도국과의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이라는 인

식하에 올해는 제품디자인뿐 아니라 UI(User Interpace, 작동기

기) 및 케이스까지 지원분야를 확 하여 상품성을 높일 계획’이라

고 밝혔다. 덧붙여‘올해 하반기 수출중소기업을 상으로 디자인

트랜드교육을실시하여수출중소기업의디자인의중요도및활용

도를제고할예정’이라고했다.

�시장조사및문제점분석→ 디자인컨셉도출→ 도면작성→ 모형제작

� 2009년 지원기업(42개사)의 수출실적(백만 달러) : 2008(14.2) →

2009(15.3) → 2010. 6(10.7)

� 2010년 지원예산은 9억 8천만 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 4천 5백만 원

(정부지원비율 70%)

수출중소기업 500프로그램

기술성, 사업성을 보유한 100만 달러 이하 유망 수출기업을 심층 시장조

사, 규격인증, 전시회 참가인원 등을 통해 5년 내 500만 달러 이상의 수

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도별 육성목표는 2009년 100개사

에서 2010년 200개사, 2011년 350개사에서 2012년에는 400개사이다. 

핵심기술보호위해경찰청업무협약체결

◉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과경찰청(청장강희락)은중소기업의기술을

국가적으로보호하고, 이를통한중소기업의견실한성장기반을마련

하기위해‘중소기업핵심기술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중소기업 중

최근3년간기술유출피해경험14.7%, 1건당평균피해금액10.2억

원)에 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응체계 구축의 일환(2009년

‘중소기업산업기 관리실태조사’기업부설연구소보유1,500개기

업 상조사결과)으로마련되었으며, 이를통해양기관은중소기업

의기술유출을사전에효과적으로예방하고불법적인유출피해발생

시신속하게사후 응하는등공동으로협력한다는계획이다.

이번중소기업청과경찰청의업무협약내용을살펴보면먼저중소기

업청이수행하는‘기술유출상담회’및‘현장진단보안클리닉’, 각종

예방교육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경찰청에서 지원하

여, 형사상의사후구제조치를염두에둔교육과진단이이루어지도

록 하고, 중소기업청의‘기술유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

사례에 하여는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변

호사∙변리사등을통한법률자문서비스를함께제공할예정이다

또한양기관은중소기업의기술유출피해예방및효과적인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하여는개선방안을모색하는한편, 기술유출방지를위

한캠페인도공동으로추진할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

비스를 통해서도 기술유출에 한 상담과 경찰청 수사의뢰가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 이후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 수요를 고려하여 5개 지방청(서

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외사수사 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 및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수

사역량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발생

시 일선 경찰관서나‘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기

하고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경찰관서를 찾을 경우 적절

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신고 접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

가이루어지기까지오랜시일이지나이미복제품이시중에등장하

고 용의자는 도주하는 등 적절한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받는 데 불

편과어려움을겪어왔다. 또한기술유출예방교육시에서도수사관

의 생생한 경험을 토 로 중소기업인들의 기술유출에 한 경각심

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그동안 사전예방 교육과 법률

상담 등 소극적인 책에 머물러 왔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형사상의 사후구제 방안까지 갖춘 균형잡

힌지원 책이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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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즈 니 스

트 렌 드

그림의떡을인터넷으로먹는다?

어느 화감독의말처럼, 이제모든TV 및 상매체에3D 기술이도입될날도머지않아보인

다. 그만큼3D의문화적파장은엄청나다. 이와함께 중적기호에가장민감해야할마케팅

시장에서도3D 열풍이부는것또한당연한일인지모른다. 3D 컨텐츠의기술적진화는어디

까지이어질것이며, 그에따른마케팅전략은어떻게변화해야하는것일까? 

3D 마케팅시장이 세

최근3D 화‘아바타’의흥행으로촉발된국내의3D 열풍은3D 관련컨텐츠의개발붐은물

론, 다양한디스플레이의개발및보급의진행을촉진시켰다. 가히3D 신드롬이라할만하다.

사람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월드컵 경기를 3D로 보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에 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3D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문화산업이 갖는 의미를 넘어 문

화발전에도적극기여하는양상을보이며그고유 역을계속넓혀가고있다.

이러한3D 열풍이마케팅시장으로까지그엄청난 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은당연지사. 극

장이아닌안방에서도3D 상을볼수있는각종 상기기의 중화에발맞춰각종 상광고

들이3D로제작되어고객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으며, 3D 체험이벤트등의다양한마케팅

전략을 통해 3D 기술의 놀라운 발전 가능성을 접목한 문화예술 역에도 손을 뻗는 등, 다양

하고흥미로운시도에도전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3D와마케팅의접목은단지 상기술의발전을그 로받아들여얻게되는효과는물

론, 마케팅 방식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일방적인 정보전달을 목적과 기능으로

삼던인터럽션마케팅방식에서벗어나, 넓게는고객들이직접호기심을갖고접근할수있게

해주는 퍼미션 마케팅으로 그 형태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

하다.

가상과현실의알파라이징마케팅

이노비즈기업을위한

3D와증강현실
올해 초 화‘아바타’를 필두로 블록버스터 화의 세가 된 3D 기술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를

계기로TV방송으로까지 역을넓혔다. 또한실제사물이나공간을카메라로비췄을때그실사 상과

함께 가상의 형상 내지는 정보가 겹쳐지는‘증강현실’은 최근 스마트폰 어플에 도입돼 일상에서 유용하

게 쓰이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 의 마케팅 전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것인가?

>>

>>

김민정 ㅣ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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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3D 광고의활용

3D 컨텐츠를활용한마케팅방식은실로다양하다. 가장신속

하게, 그리고적극적으로3D를활용하는업계는TV를비롯한

각종 상가전기기 업체들이다. 3D 상광고를 제작해 직접

3D 가전을 알리는 방식으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이 가장 공격적으로 3D 상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삼

성전자는 더 나아가 K5(기아자동차) 출시에 맞춰 K5 홍보

상을 3D로 제작함과 동시에 자사의 파브 3D TV를 함께 홍보

하기도 했다. 한편, LG전자는 3D 노트북 출시에 맞춰 지하철

한량을통째로빌려3D 전용칸으로만든뒤지하철이용객들

이 직접 3D 노트북과 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

다. 이처럼3D 미디어에 한마케팅방식은자연

스레 3D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의기업에서는3D 컨텐츠를어떻게

활용할수있을까?

해외의경우에는조금더독특한방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다. 미국의‘블랙플래그’라는살

충제 회사는 3D 애니메이션 기법

중 하나인 매핑 프로젝션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아

주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형 건물에

직접3D 효과를갖는 상을투사해실제

벌레들을 살충하는 듯한 가상의 모습을 연출

하는방식이다.

국내 업계로는 삼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명 건축물에

서 이같은 작업을 시도해 호평을 받았다. 이들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데도 효과적임과 동시에 바이럴 마케팅( 중

들이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해 입소문을 내도록 유도하는 마

케팅 기법)의 효과적인 사례로도 손꼽힌다. 고객들에게 발전

된 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재미와 감

동을주기도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개념이 마케팅 시장의 역을 한층 넓

혀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강남역의 미디어폴, 지하철

역사에설치된디지털뷰등이성공적으로안착된사례로꼽히

며, 이같은인터랙티브미디어를활용한3D 광고는그광고효

과는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의 역을넘어선시너지효과를

가져다줄것이틀림없다.

가상과현실이만난시너지효과‘증강현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다. ‘증

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실제 사물이나 공간을

카메라를 통해 비췄을 때 그 실사 상과 함께 가상의 형상 내

지는정보가겹쳐보이게하는기술을말한다.

‘증강현실’이라 불리는 이 기술을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은 어

느정도일까?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가트너’는미래를 움직

일 10 유망기술 중 하나로 증강현실을 꼽았으며, 일본의 리

서치기관인‘시드플래닝’에서는 증강현실 시장규모를 예측하

면서, 2009년 방송시장을 중심으로 약 200억 엔이었던 규모

에서‘모바일커머스’, ‘디지털사이니지’등의 향으로2015

년에는1,800억엔규모로고속성장할것이라고예측했다. 

‘증강현실’을 마케팅에 접목시킬 방안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

지않다. 앞으로고객들은‘증강현실’을통해서제품

을 입체적으로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온라인이나 TV, 종이매체를 통해

광고를접하는것이아니라, 길거리에서

혹은 방 안에 떠 있는(?) 광고들을 접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광고

를 스스로 찾는 고객들이 더욱 많아

질 것이며, 아이디어와 기술의 진화

에발빠르게 응하지못하는광고는

도태될것이다.

‘증강현실’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

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은

이미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된

‘세카이 카메라’의 등장,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QR 코드광고등을예로들수있다. 아직까지는

‘증강현실’이 스마트폰 이용자에 한정된, 그리고 실용화 단계

에 접어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40만 규모에 불과했던 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600만 규모를 바라보는 추세이

고, 현재스마트폰이용자가아직전체이용자의8%라는점에

비춰보면, 증강현실을 이용한 광

고 시장의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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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리 게 걷 는 여 행

다채로운

문화지형도가

펼쳐지는

신비로운길

인도, 
델리(India Delhi)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타지마할을‘ 혼의 얼굴에 핀 눈물(Tear on

face of eternity)'이라 표현했다. 옛것과 새로운 것, 가난함과 부유함,

혼란함과 가지런함…. 여러가지 상반된 부분을 모두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인도’다. 미지의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수도, 델리는 여행객과

비즈니스맨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인도, 단지 그 도시를 떠올

리는것만으로귀뒤편에선뜨거운북소리가들려온다. 

사진 권규원 여행작가, 인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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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성장잠재력의보고

브릭스(BRICs)의 일원이자, 신흥경제 국으로 부상한 인도. 이제 인도는 트래블 스팟뿐 아니라, 이노비즈기업의

무역상 국이자비즈니스거점으로부각되고있다. 인도는지식기반산업중심국으로의부상가능성, 풍부한저임

노동력과고학력기술인력, 인도정부의지속적인개혁개방정책으로인해무한한성장잠재력을지닌나라로손꼽히

고있다. 소프트웨어수출에서미국에이어세계2위를기록하고있는등인도의경제성장주요동력은IT산업의발달

이다. 세계IT 기업들의 인도조달-콘텐츠개발, R&D센터, 콜센터, 인력개발서비스등도가속화중이다. 인도IT시장

은2012년1,500억달러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다. 

문화체험역시인도에서는빠질수없는양념이된다. 매일수많은힌두교신자들이갠지스강에서목욕을하며죄를씻어

내는모습을볼수있는가하면, 천연염료와향신료, 꽃, 과일, 채소를파는시장에서들리는활기찬목소리, 누구라도멈출

수없는향신료시장등 미지의문화에흠뻑취할수있는인도여행은도전적인여행마니아들의‘꿈의여행지’리스트에

서항상수위를차지한다. 

뿐만아니라, 인도는화려하고다채롭다. 인도사람들은색에민감할뿐더러 담한색채를좋아하여인도의소품에는오색

찬란함이 가득하다. 수작업이 발달한 데다 카스트제도로 인해 지방마다 독특한 공예품이 생산되고 있다. 에스닉한 향기가

물씬나는인도의공예품은관광객의눈을사로잡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지만 올 겨울 여행지 중에서도 역시‘인도’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당신의 겨울 휴가 위시 리스트에

‘인도’가보이지않는다면무한 로펼쳐진문화재를보는순간주춤할지모르겠다. 세계5 관광지중하나이며세계문

화유산의 집결지인 인도는 40도 이상의 기온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성수기다. 세계 7 불가사의인 타지마할을 비롯

해, 인도10 세계문화유산은볼수록매력적인인도에빠져들게하는요소다. 

다른도시에비해교통시스템이편리하지않기때문에색다른경험이될인력거를타보거나, 델리시내를천천히걸으면서

인도를상징하는세계적인유적을둘러보는것은어떨까. 

인도는천천히걸으면서둘러볼때그진수를만끽할수있는곳이다.

India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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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10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

불가사의인 타지마할은 백색 리석

으로지어져있어 광선과 보이는각도에

따라 형형색색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

다. 타지마할의 건축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는 타지마할을 최

고의 명소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무나 강가에 위치한 타지마

할은 황제에게 가장 사랑받은 후궁(뭄

타즈마할)의이름에서유래했다. 타지마할(Taj Mahal)은‘마할의왕관’이라

는뜻으로무굴제국의다섯번째황제샤자한이그녀가죽기전평생결혼하

지않을것을맹세하며누구나다감탄할만한아름다운궁전을지어주겠노라

고한약속을지키기위해건설되었다. 

인도는 물론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것으로 아

시아와 인도 각지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 지어졌다. 백색 리석과 벽옥, 수

정, 터키석, 유리, 사파이어등재료를옮기는데만해도천여마리의코끼리

가동원되었다고한다. 백색 리석에는28종이상의보석들을박아넣어화

려함을더하고있다. 타지마할은비록묘이긴하지만점유면적이매우넓다.

주실과정문, 무굴정원, 수로, 분수, 묘실및좌우양쪽의이슬람사원이타지

마할에포함되어있다. 타지마할은평형과 칭의원칙으로지어졌으며숫자

‘4’와 긴 한 관계가 있다. 이슬람 종교 신앙에서‘4’는 매우 신성한 숫자이

다. 타지마할의4개의원탑과4개의첨탑, 4각형정원모두평화와신성함을

상징한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공기오염과 산성비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타지마할 주변 지역에 공업시

설이들어서는것을금지했으며, 4km 이내에는차량통행을금지했다. 이곳

을찾으려면오토릭샤나마차를타야한다. 

한편타지마할의아름다움을가장잘느낄수있는시기는해가뜨는새벽이

나해가져서노을이깔렸을때다. 오후3시부터항혼무렵까지가가장아름다

운데, 오후의광선이건물에비스듬히내리쬐어우아하면서도부드러운타지

마할을감상할수있다. 노란햇살이내려앉은타지마할은흥겨운음악이흐

르는 화의첫장면처럼, 바랜듯한노란햇살이멋스러운곳이다. 

인도에서 가장높은 석탑임을 자랑하는

꾸뜹미나르 유적은 1199년부터 지어져

1231년, 1368년과 1503년에 계속적으

로 추가 건축되었으며, 인도의 10 세

계문화유산이다. 꾸뜹미나르는 노예왕

조 델리술탄국의 창립자인 꾸뜹 웃딘

아이바크가1192년아프간의이슬람세

력이 힌두교 라지푸트 왕국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리의 탑이다. 인

도에서 이슬람교 통치자가 지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자, 초기 아프간 건축

의전형이라는점이꾸뜹미나르유적을상징하는데큰의미를가진다. 이탑

에는알라의그림자가동쪽과서쪽을모두비칠것이라고새겨져있다. 하지

1 꾸뜹미나르유적은힌두교사원을허문뒤남은석재를재활용해건축됐다. 

그곳의돌하나하나에서 욕의순간을느낄수있다.

2 1192년아프간의이슬람세력이힌두교라지푸트왕국을정복한것을기념해세운

꾸뜹미나르유적은인도에서가장높은석탑이자, 가장오래된이슬람건축물이다.

1

2

Taj 
Mahal

타지마할

Qutb Minar
and its
Monument

꾸뜹미나르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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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3 세계 7 불가사의중하나인타지마할은황제가사랑한후궁을위한사당인데, 하얀 리석에석양이내려앉으면마치사랑의기쁨과슬픔이벽에비치는듯하다.

4 인도 통령궁은미려한철문의디자인이건물자체못지않은볼거리다. 본래 국총독의관저로서 1929년건축됐으나인도독립이후인도의 통령이사용하고있다.

5  바하이사원은이슬람교의한분파인바하이교의사원이지만, 모든종교의근원은같다고보는교리에따라다른종교를가진사람들에게도개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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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당시꾸뜹웃딘아이바크가세상을떠날때꾸뜹미나르는겨우1층이완성되었고후에다시붉은사암을쌓

아3층이되었다. 3층외벽에는반원형과삼각형의볼트가세로로물려있다. 그런데공사를이어받은피로즈

샤투 루크가여기에하얀 리석과붉은사암을섞어4, 5층을만들어탑은매끄러운원통형이되었다. 비록

꾸뜹미나르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탑을 수리한 것은 현재의 힌두교인 인도

기술자 다. 탑의 외부에 가로로 조각된 부조장식에는 아랍 문자와 코란이 새겨져 있으며, 여기에 인도 전통

의덩굴도안과꽃장식이더해져페르시아와인도가혼합된양식을보여주고있다. 

마치파리의개선문을연상케하는붉은사암이멋스러운인디아게이트

는 델리의 상징이자, 관광객들의 포토 스팟으로 인기 높은 곳이다. 인디

아게이트는라지파트거리동쪽의도로중앙에위치해있다. 제1차세계

전에서사망한9만여명의인도와 국군인들, 그리고인도와아프간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인디아 게이트 벽에는

13,500명의전사자들이름이빼곡히적혀있다. 매년1월26일에는열병

의식이 거행되며, 국립박물관과 국립현 미술관 등이 주변에 있으므로

함께묶어서문화투어를하는것이효과적이다. 

떠오르는한송이연꽃모양이멋스러운바하이사원은인도에서가장아

름다운건축물중하나로알려져있다. 하루최 15만명이바하이사원

을방문하고있으며, ‘침묵’이라는규칙만따른다면다른종교를가진사

람들도기도를할수있도록입장이허용된다는점이특이하다. 숫자9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구면체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호주 오페라하우스가

연상되는이곳은음악회등의장소로사용되기도한다. 

이란출신의캐나다건축가파리보즈사바가10년에걸쳐설계와프로젝

Bahai
Temple

바하이사원

1

India
Gate

인디아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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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추진을 담당했으며 약 800여 명의 엔지니어와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986년 12월에 완공되었다. 바하이교는 원래 이슬람교의 사아파의 한

갈래 으나교의가발전하면서이슬람교의관점을벗어나독립된한종파가

되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바하이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주 시드니, 아

프리카의 우간다, 이스라엘, 미국에 사원을 세웠는데, 인도 바하이 사원은

그중가장아름답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인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간디의 기념

묘소는 야무나 강가 레드포트 남쪽에

위치해 있다. 1948년 저격을 당해 사망

한후, 힌두교의풍습에따라그의유해

는델리의야무나강가에서화장되었는

데, 그곳이바로아름다운공원이자, 간

디기념묘소다. 

잔디밭 한가운데에 리석비가 서있고,

그 옆으로 불기둥이 꺼지지 않는다. 사면에는 그를 추모하는 꽃들이 놓여있

고잔디밭은사암으로지어진벽에둘러싸여있다. 간디의기념묘소앞에세

워진화강암벽에는간디의 표적인자기신념이있다. 기념묘소비문에새

겨져 있는 7 사회악인‘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富),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는 불

법∙탈법∙무법의 온상이 돼 버린 우리 사회 풍토를 깊이 반성케 하는 교훈

이다. 3.25%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정직’은 사회를 이끌

어가는소중한힘의원천임을깨닫게해주는인도의랜드마크라할수있다. 

1 무굴제국의황제 던샤자한이 9년동안건축한레드포트.‘달낄라(Lai

Quila)’라고불리는웅장한붉은성은관람객의긴행렬이인상적이다.

2 코끼리는인도문화에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존재로쾨리조각품은

인도곳곳에서흔히볼수있다. 현실에서는교통수단이자, 힌두교에서는

신성한동물이기때문이다.

3  붉은사암이멋스러운인디아게이트는사실전쟁희생자들을추모하기

위해세운것이다. 돌하나하나에희생자들의피가서린듯하다.

Raj 
Ghat

간디기념묘소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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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 카 툰

세계최정상지구촌리더들의모임

‘G20 SEOUL 
‘SUMMIT 2010’

구성 이경하(프리랜서) ㅣ 자료제공 G20준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

G20 정상회의에관한상식Q&A

G20 정상회의에는누가참여하나요?

G20 구성국의정상들이한자리에모이게된이유는, 2008년미국에서시작해전세계로퍼져나간 로벌금융위기극복방안을논의하기위해서

다. 이미 1999년부터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던 G20 국가 간의 정기 회의가 2008년부터 각국의 정상들이만나는 정상회의로 격

상된것이다.

서울G20 정상회의에참여하는구성국으로는G7이라불리는미국, 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를포함해2000년 이후급부상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한국을포함한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9개국으로이루어져있다. 

G20 구성국은모임의성격상, 세계경제흐름의중심에놓인국가들이다. 구성국의GDP 총합이전세계GDP 총합의85%를차지한다. 이러한국가

들이서울에모여지구촌경제이슈를논의한다는것은세계속에서의한국이란나라의위치를여실히보여주는사례이다. 건국이래가장큰외교적

성과라고언론에서 서특필하는데는나름의이유가있었던것. 

G20 정상회의는어디서개최되나요?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뒤, 2009년 9월 미국의 피츠버그에서열린 3차 회의 때부터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최상위 포럼으로격상

시킨연례정상회의로서의정례화에합의하게된다. 한편, G20 정상회의이전부터세계경제의흐름을주도해왔던G8 구성국들의 향력이있어왔

기에4차회의까지는 국런던과미국피츠버그, 캐나다의토론토등유럽과북미지역에서만개최되어왔다. 2010년11월11일부터12일까지열리

는제5차서울정상회의는유럽과북미가아닌지역에서는처음으로열리는회의이기도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무엇을논의하나요?

90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회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협의기구 다면,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질서를 관리

하고공동의규칙을만드는핵심논의기구라고할수있다.

서울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위기를넘어다함께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이번회의의캐치프레이즈로정하고, 아직G20구

성국에포함되지못한신흥국과개발도상국을도와그들과경제적교류를나누는것은물론, 선진국과의가교역할도하기위한방안을논의할예정

이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려는‘ 로벌 안정 메커니즘(Global Stabilization Mechanism, GSM)’제도는 로벌 경제 위기가 개별

국가간금융위기로번지지않도록국제통화기금이특정국가의요청없이도위기시에외화유동성을지원하는것을골자로하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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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 가 족 에 세 이

사진 유순자 (주)지씨비전 표이사

도심에서누리는
아주작은호사

자연을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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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살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머리와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을 때, 가깝지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

원산책은어떨까. 아주우연한기회에자연을벗삼을수

있는인천나비공원을가게되었다.

이곳은 자연 교육센터, 나비센터관, 흙의 정원, 들꽃

동산, 습지원, 소리동산, 수생식물원으로나뉘어있어어

른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

간이 많아 보 다. 뜨거운 햇살 아래, 삼삼오오 모인 사

람들, 유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나비센터

관은 실제로 나비와 꽃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자연의 축

제에초 받은듯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나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이

들의 마음은 물론 어른들의 마음 또한 동심의 세계로 날

아가는 것 같았다. 어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자연을 날

아보는 좋은 기회 다. 실제 나비공원은 흙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도심속명소다. 

타박타박오르내리는편안한숲속길

나비공원과 연결되어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다

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습지원과 하우스, 경작지, 논두

등에 작물을 재배해 농촌 풍경을 재현한 흙의 정원,

사계절 야생화와 음지식물을 전시하는 들꽃동산도 조성

되어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앞마당처럼 걷기 편안 곳

이다. 자연훼손을 최소한 줄여 자연을 느낄 수 있고 남

녀노소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숲이 근처에

있어너무기쁘다. 

파란 하늘 속에 초록의 싱그러움, 가는 곳곳마다 숲

과어울리는시와동요가눈을즐겁게해지루할틈을주

지않았다.  

나도모르게콧노래를흥얼거리다보니, 어느덧발길

은청천약수터골짜기로향하고있었다. 길은온통흙길

이다. 비가 온 후 산을 오를 때 흙내음이 코끝을 건드릴

때의 알싸한 향기는 축 쳐진 작은 어깨사이로 부딪쳐 지

나갔다. 아마도이곳에온사람만이느낄수있는특권일

것이다. 타박타박 흙길을 걷다가 간간이 나무계단을 지

나, 산의능선을붓으로그리듯친절하게설명해주는푯

말이자주눈에띈다. 자연과어울리는친절한푯말덕에

청천약수터까지도착할수있었다. 

시원한 약수 한잔 거하게 들이키니, 세상 무엇과도

바꿀수없는행복감이 려왔다. 나를위한아주작지만

아름다운호사랄까. 약수터주변에는가느다란풀잎사이

로이름모를꽃들이지나는행인은반기고있었다. 

약수터에서 15분 정도 걷다보면 스카이라운지처럼

펼쳐진 하늘 아래 인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팔각정을

만날 수 있다. 팔각정 위에 서면 인천 청천동을 비롯한

부평시내를한눈에내려다볼수있다. 

일상에서 쫓기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면 자연과

접할수가있는기회가점점줄어드는것이현실이다. 하

지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도심 속 멋진 숲속길에서 피

톤치드가품어나와머리를맑게하고, 숲의공기를마실

수있으니말이다. 

한시간남짓산책을하고내려오면서자연을훼손하

고, 발전에만급급했던우리의삶속에산소같은여유를

주는곳이생겨새삼자연에게고마움을느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자연’을 잘 가꾸고, 소중하게

아끼고간직해야할것이다.  

자연에게 받은 에너지 덕에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연

을만나자연에푹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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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O K & C U L T U R E
가을을 아름답게 열어줄‘Culture Story’에는 문화에 한 다양한 상식을 담고 있다. 이제 CEO도 자기 분야만의‘전문가’에서 탈피해 공연, 신간

등 다방면의 문화를 통달한 진정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노비즈기업인의 품격과 이미지를 두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신간 정보와 더불어 직원

과가족들과함께시간을내어즐겨볼다양한공연과전시소식을살펴보았다.

댄세노르, 사울싱어저| 윤종록역

| 다할미디어

건국 60년을 갓 넘긴 이스라엘은 열

악한 사막 위에서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개척함으로써 1960년 말

우리의‘새마을 운동’에 자극을 주

었으며, 아예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

는 특허를 만들었고, 석유로부터 독

립을 외치며 원자력 발전을 위한 안

전기술을 석권하여 지식경 을 국가

경 의 기치로 삼아 성장해오고 있

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무한의 새로

운 토 사이버 세상의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시큐리티 알고리즘을 장악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혁신적인

벤처창업, 과학기술에 한 끊임없

는 도전, 생산적인 군 시스템으로

‘21세기형 선진국’의 전형을 이뤄가

고 있다. 이 책은 이스라엘과 마찬가

지로 인적자원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이상적인

국가 경제발전상에 한 감을 불

어넣어 준다.  

이상발저| 지식노마드

‘사고 파는 행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돈 번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는 점

이다. 현명한 소비가 소중한 내 재산

을 지키는 가장 바탕이 되는 첫 번

째 능력인 이유다. 잘 파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

다. 내가 가진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가치 모두를 상품화해 팔 수 있다는

것은 월급쟁이나 창업자에게 지금

같은 무한경쟁 시 를 사는 강력한

생존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화점이나 할인점에서도 물건 값을

깎아 구매하고, 집에서 입던 운동복

까지 파는 저자는 독자들에게 주인

답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나아가 집

안을 뒹구는 쓰지 않는 물건을 쓰레

기로 버려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고

새로운 주인에게 팔아서 가치를 창

출하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가들의

실패와 성공 경험도 인터뷰해 들려

주는 부분은 이 책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사용되

어야 한다는 저자의 바람이 잘 드러

나 있다. 

나쓰가와가오저| 김정환역| 21세기북스

창의적 발상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그 방법론에 해서는

어떠한가? 이 책은 창의적 발상을

어떻게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

에 관한 툴을 제시해주고 있다. 저자

는 주위에서 우리가‘ 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그 시점에 머무르지 말

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단하고

유니크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젠가는 회사

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념이 필요

해지겠지만, 그 시작은 모두‘순간적

인 발상’이다.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

의 다양한‘발상’이 열쇠가 된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애플, 닌텐도,

레고, 구 , 스타벅스 커피, 이케아,

삼성, 디즈니와 같은 창의적 발상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발상법을 소개

하고 있다. 

공병호저 | 21세기북스

아이폰(iPhone)에서 시작된 지각 변

동은 산업,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 가히‘혁명적’이

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강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바일 혁명은 모바

일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발

전과 중화로 인하여 지식과 정보

의 유통 구조에 일 혁명이 일어나

고, 이 과정에서 부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뜻한다. 저자 공병호 박사는 모바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와 지식의

유통 및 인간관계와 소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네트워

크와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

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쉽

게 뜨고 쉽게 지는 현상에 힘을 더

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창업국가 잘사고잘파는법 유니크파워 모바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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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展

내셔널지오그래픽전시는‘Life & Nature’라는주제로아름다운자연과동식물의생태계및파괴되어가는환경

에 한안타까움그리고환경재건을위한노력등의주제를담은4개의관및특별관으로구성된다. 자연풍경

을 시작으로 동식물의 삶과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의 모습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로이어지는4가지핵심주제에따라선정된약200여점의작품들이전시된다. 200여점의사진속, 200

가지의이야기를담은‘사실’을통해자연과생명의아름다움은물론아름다운이미지속에담긴슬픈현실과사

랑, 우정, 노력, 희생 등의 인간적 가치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한국판 창간 10주년을 맞이

해기획된이번전시회는오는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약40일동안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에서열린다.

문의 1544-1681 

2010서울연극올림픽

세계적인연극계거장들이한자리에모이는‘2010서울연극올림픽’이오는9

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예술센터, 학로예

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에서 45일간 열려 한국 관객들을 향한 열정적 무 가

연이어 펼쳐진다. 연극계 거장들의 무 와 파격적이고 개성 넘치는 실험연극

을 선보일 차세 연출가들의 무 까지 현 연극계의 세계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21C 미래 연극의 전망’

이라는주제로연극올림픽국제위원들과함께하는심포지엄과스즈키메소드

워크숍등의다양한특별프로그램도구성되어관객과소통하는뜻깊은자리

도 마련한다. 서울시와 연극올림픽 국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후원하는‘2010서

울연극올림픽’은9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공연된다. 문의02-762-4242

66日, 소리와몸짓展

‘소리와몸짓전’은극단서울공장공연난장4.0 프로젝트의첫번째테마로, 1.0세 (Web), 2.0세 (Community)를거쳐

3.0세 (Twitter)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세 에 다가올 미래의 4.0세 는 어쩌면‘원형복원’, 즉

인간성 회복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인간과 인간과의 진정한 소통을 목적으로‘연극은 끈이다.

연극은살아있다’를외치며‘Back To The Basic’기본

으로돌아가고자하는것이이번공연의가장큰목적이

자 결국 연극의 본질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

는우리것에 한소리와몸짓을근간으로4가지공연

과부 행사가진행된다. 66日, 소리와몸짓展은9월24

일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

네모 극장에서 계속되며, 앞으로 66일간의 장정을 펼

쳐나갈것이다. 문의02-745-0334

트릭스터가세상을만든다

‘트릭스터가 세계를 만든다’전은 현 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트릭스터(문화 인류학

에서 도덕과 관습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물을 이르

는 말) 신화로서의 백남준을 보여주는 전시

이다. 백남준 아트센터의 1층과 2층 공간을

완전히새롭게개편하여 1층에서는백남준이,

2층에서는 조지 마키우나스와 레이 존슨을

포함한 열두 명의 현 작가들이 트릭스터로

서의 그들의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루이스

하이드가 쓴 동명의 책처럼, 트릭스터를 신

화적 유형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트릭

스터를 끄집어내 동시 예술가들에게 투사

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작품과 미술관에 가

둘수없는예술가들의삶에관한것으로, 사

회와 인간을 동시에 교란시키며 매개하며 방

랑의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

에 한것이다. 또한이들의목숨을건모험

의 결과로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얻고 코요테

의 낚싯 를 얻고 백악관에서 자신을 훌러덩

드러내는 백남준을 통해 죽비로 호되게 내려

치는 깨달음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8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 제

1, 2전시실에서관람가능하다. 

문의031-201-8555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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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협회입니다

제5차정기이사회및혁신기업발전연구소현판식

◉

협회는지난8월25일 회의실에서제5차정기이사회를가졌다. 이날이사회에서는

하반기협회주요사업과회원사서비스등에 하여논의하 다. 정기이사회에이어,

혁신기업발전 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혁신기업발전 연구소 출범식에

참여한 임원진들은 앞으로 이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중소기업협력재단MOU 체결

◉

협회는 지난 8월 24일 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확산, 이노비즈기업경쟁력제고, 정보공유네

트워크구축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하 다.

∙중소기업협력재단과의이번업무협약으로양

기관은운 사업활성화를위한상호협력과기관

공동의상생협력사업개발에힘을모으기로합의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추진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지원, 기업 인력 중소기업 전직 및 비즈멘토 지

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지원, 중소

기업간협업사업지원등상생협력사업에이노비

즈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승호 회장은

‘이번업무협약을계기로재단에서추진하는기술

자료 임치제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지원, 

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전직 및 비즈멘토 지원, 구

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지원,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에 이노비즈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

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과 이노비즈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것으로본다’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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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민간기술군활용세미나및공동MOU 체결

◉

협회가 주관하고 육군교육사령부와 전시가 주최하는 첨단민간기술 군활용 세미나

및전시회가지난7월6일과7일이틀동안 전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다. 협회는

이날 전시, 육군교육사령부, 전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과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 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민간 기업 100여

개업체 표들이참석, 민간기술활용에 한폭넓은논의를펼쳤다.

이범래국회의원간담회

◉

협회는 지난 7월 28일 회의실에서 이범래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

회에는 이노비즈기업 임원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등 약 12명이 참석하여 이노비즈협

회에 해 소개한 뒤, 이노비즈기업의발전방향에 해 논의하 다. 이범래 국회의원

은‘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히 이노비즈기업과 협회의

역할이매우중요하다’라고강조했다.

2010 강남취업박람회

◉

지난8월19일오전10시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는‘2010 강남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다. 현장참

가 65개사 중에서 이노비즈기업은 총 33개사,

159명을 구인했으며, 오프라인 77개사가 참가했

다. 이번 2010 강남취업박람회에 IT(정보기술)∙

서비스∙무역등각분야에서모두142개업체가

참여해 600여 명을 채용했다. 행사장에는 채용

관과 분야별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에게 일 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취업 컨설팅관’, 유명

강사의강연으로업무역량을키울수있는‘세미

나관’, 각종 취업 정보와 미술심리 치료 등을 제

공하는‘정보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업 32

곳이각종전시∙공연으로인지도를높이고생산

한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사회적 기업 홍보

관’도운 되어큰호응을얻었다. 

제11회이노비즈역량배양모닝포럼

◉

협회는 지난 7월 21일, 서울 강남구 치동 상제

리제 1층 피앙세홀에서 제11회 이노비즈 역량배

양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조직활성화와

성과창출 등 이노비즈 역량 배양의 일환으로 진

행된 이번 이노비즈 모닝포럼은 이노비즈 지식경

전략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현장감 있는

이슈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이 경쟁

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

행됐다. ‘고성과 창출을 위한 ABC 인재관리’라

는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으며, 이른 아침에도 불

구하고약30여명이참석해높은관심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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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여성특별위원회, 김문수경기도지사간담회

◉

여성이노비즈기업모임인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경)에서는지난9월17일수원시화서

동 경기도지사공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우리나

라를이끌어가는힘은중소기업에서나온다’며, ‘채용, R&D투자등을높이는기업에게실질

적인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중’이라고밝혔다. 한편이날자리에는배은희국회의원

을비롯해이진수투자통상본부장, 이한준경기도시공사사장, 박태수기업지원과장등이배

석해 이노비즈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노비즈 여성특별위원회는 이노비즈협회에

서여성이노비즈기업의애로해결과상호교류를위해만든조직으로, 현재80여명의여성

표및임원이활동하고있다.

김 환국회지경위위원장협회방문

◉

지난7월12일협회 회의실에서열린간담회자리에김 환국회지경위위원장이참

석했다. 협회 임원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노비즈기업과 공동으로 기업지원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공동지원사업방향에 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

리에 참석한 김 환 지경위위원

장은‘앞으로 중소기업 지원방

안에 해더욱고민하고노력하

여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

정책을 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이노비즈그린봉사단산악회

◉

이노비즈그린봉사단산악회는지난6월26일이

노비즈기업 임직원을 상으로 남산 등반을 하

다. 그린봉사단의키워드는‘녹색공헌’이다. 이번

산악회를 통해서는 남산 주변 정리를 비롯해 환

경보호를 실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초 공식적으로 발 식을 가

진 그린봉사단은 협회가 추진해 나갈 다양한 사

회공헌활동의싱크탱크역할을하고있다.

이노비즈플러스금융지원제도MOU 체결식

◉

협회는 지난 6월 24일 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이노비즈플러스금융지원제도’업무협약(MOU)

식을 개최하 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이노비즈기업과협회회원사를 상으로향후1년

간 총 1조 원 규모에서 최저 0.6%~1.0% 우 금리

로 출을지원할예정이다. 또이노비즈기업과회

원사의기업컨설팅, 기업공개, 해외진출지원등도

추진할계획을갖고있다. 협회한승호회장은‘유

럽재정위기등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중소기업

의자금사정점검과 응방안이필요한때’라면서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방향을

찾는계기가되기를기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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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정기이사회개최

◉

협회는 지난 6월 23일 제4차 정기

이사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했었다. 혁신의 리더, 이노비즈기업

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방안 제시

와 함께, 회원사에 지속적인 혜택과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사업 개

발 및 추진 계획을 비롯해 이날 정

기이사회에서는 상반기 협회 실적

과 회원사 서비스 등에 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미숙前협회장, 청와 중소기업비서관으로임명

◉

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 한미숙

(헤리트 표) 전협회장이임명됐다.

한미숙 중소기업비서관은 한밭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충남

컴퓨터과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

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

임연구원을 거쳐 2000년 헤리트를

창업했으며 2007~2008년 이노비

즈협회 회장, 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을거쳤다. 

한프레젠테이션협회감사장전달

◉

지난7월28일수요일오후 한프레

젠테이션협회(회장이승일)가협회를

방문해감사장과감사패를전달했다.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프

레젠테이션월드 2010’에 한 협회

의 홍보 및 후원을 협조한 결과다.

‘프레젠테이션월드 2010’은 프레젠

테이션에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진행되었으며, 스토리텔링, 인사이트광고, 로벌PT, 보컬트레이닝, 이미지연출, 디자

인, 참여형PT 등의 역으로구성된행사 다.

제4회골드피플을위한‘만남의장’

◉

협회는 지난 7월 10일 승가원 자비 복지타운 미

란다 호텔에서‘제4회 골드피플을 위한 만남의

장’행사를개최했다. 골드피플만남의장은결혼

적령기를 지난 남녀 직장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

한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안정된 가정생활을 통

해직장에서업무성과를높이고국가적인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

들여 기획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직원들

은 승가원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뜻 깊은 하

루를보냈다. 이번행사에는협회회원사및관련

기관골드피플12명이참석하여승가원자비복지

타운에서봉사활동을하고소정의후원금을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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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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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지회입니다

모바일기기디자인소재산업육성(RIS) 참여기관선정

구경북지회(지회장 김진욱)는 구경북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진흥사업(RIS)인‘모바일기기 감성융합 디자

인소재산업’에 한육성사업2차년도사업시행에참여기관으로선정되었다. 특히 구경북지역모바일부품관련이노

비즈기업들은보다다양한소재와개성있는디자인을첨단기술이내장된제품에결합시켜경쟁력을높일기회를맞았다.

디자인소재는제품의컬러, 재료, 질감을포함해이미지와감성품질을결정하는외형적핵심요소이면서동시에설계, 공

정단축, 원가절감등생산성을결정짓는중추요소다. 이번사업은지역의모바일기기디자인소재기업을위한맞춤형지

원사업으로기업별수요조사및성과분석과기업간연계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게된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

‘중소기업마케팅전략수립및활용교육’개최

이노비즈기업의 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현장경 지원순회교육의일환인‘중소기업마케팅전략수립및활용’에

한무료교육이지난7월21일 구엑스코(EXCO)에서개최됐다. 마케팅과 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 구경북지

역 이노비즈기업을 위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인‘기법과 사례연구 중심의

마케팅전략수립교육실무과정’을실시하 다. 이날 구경북지역38개기업에서총56명이참석했으며, 기업에서활

용가능한마케팅방법과기업별맞춤형마케팅기법에 한실무위주의강의가돋보여적극적인질문공세가오가는

등많은관심을보인알찬강의 다는평가다. 

임원워크숍개최

경남지회(회장김용덕)는지난8월25일부터26일까지양일간‘경남지회임원워크샵’을개최했다. 경북포항에서1박

2일로열린이번워크숍은경남지회를비롯한지역회활성화는물론이노비즈기업의가치를널리알리는등이노비즈

인증홍보부분에 한열띤논의가이어졌다. 

김용덕 지회장은‘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정수룡 수석부회장은‘지회 내 고충처리위

원회를만들어유관기관에서해결못한회원사의애로점해결방법을함

께 모색하자’라고 워크숍 개회사를 통해 발표했다. 아울러 전체 임원이

모두 참여한 공동 스포츠를 통해 그동안 쌓 던 피로를 풀었으며, 함께

생활하면서친목을다지는소중한시간을가졌다.

해외신사업발굴추진단일본방문

지난9월5일부터8일까지해외신사업발굴추진단은일본나고야와기후현을방문했다. 이번추진단은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있는회원사9개사를포함한총11개기업과진주산업 학교, 경남중기청이함께참여했다. 이번해외신사업

발굴추진단은‘미래신사업은삶의질을높이는분야’에포커스를두고3박4일동안나고야와기후현을꼼꼼히시찰

했다. 9월13일사무국에서평가보고회를개최했으며, 해외신사업발굴성과와앞으로의계획에 해논의했다.   

경남도립남해 학과MOU 체결

지난8월23일, 경남도립남해 학(총장공민배) 경남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산학관스폰서및주문식교육을위한

MOU를체결했다. 이번협약은기업에서필요로하는맞춤형인력을양성하여 학생의취업률을높이고재학생의취

업난해소및지역산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함이다. 특히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친환경도시공간조성과생명환경

농업모델개발네트워크를구축하고경남도전략산업과지역산업발전을위한연계강화를통해적극적인지원및유

경남지회
gninnobiz.or.kr
T. 055-283-2360
F. 055-283-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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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협조체제구축을약속했다. 이날협약식에는김용덕지회장, 정수룡수석부회장, 김경순부회장, 김명한사무총

장, 이종판창원회장, 김용환사무국장, 공민배남해 학총장,박태종교수, 행정계장등이참석하 다.

핵심역량배양을위한경 지원세미나개최

전충남지회(회장한부길)는이노비즈기업CEO와임원을 상으로‘핵심역량배양을위한경 지원세미나’를실시

했다. 지난 6월 28일 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연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전충남지역의 이노비즈기업

임직원50여명이참석했다. 이날주제강연은1부에서2010년하반기기업인증과정책자금활용및투자유치및IPO

가, 2부에서는퇴직연금사업자의경쟁력분석, 3부에서는기업재무분석을통한비용절감사례를주제로기업경 중

관심분야에 한전문가들의심도깊은해설과Q&A 방식으로진행되었다. 1부에서는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에

해당하는각종인증절차와정책자금을받을수있는기업의까다로운조건들에 한Q&A가심도있게진행되었다. 세

미나에참석한지역기업인은‘정부가주도하는정책과제수행을통해R&D투자효과를제 로보고있다’라면서‘기

술연구소를100% 이상활용할것’을강조했다. 2부에서는현재퇴직연금의실태를보고해주는자리로서현재퇴직연

금의 가입상황은 주로 은행의 권유로 정확한 추계액의 근거에 따라 사외 유출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제 혜택

또한제 로못받고있는실정이라고미래에셋생명퇴직연금담담자는밝혔다. 뿐만아니라, 9월정기국회에상정된

퇴직연금 관련법에 따르면 2016년에는

퇴직금 충담금의 세제혜택이 없어질 것

이라고 덧붙 다. 3부에서 샵플러스

표는 기업의 합리적인 비용절감이 기업

체마다 이루지지 않고 있음을 아쉬워한

다면서, 원가절감은 체계적인 ERP 시

스템을 이용하면서 재무관리는 즉흥적

으로 하고 있다’라며 일례로‘체인점으

로 유명한 모회사의 비용절감 모델’에

해 설명해 주었다. 이번에 실시된 이

노비즈기업 경 지원 세미나는 기업이

놓치기쉬운기업역량에많은도움이되

었다는참석자들의평가가이어졌다.

중소기업마케팅전략수립및활용에관한경 지원세미나개최

지역이노비즈기업을비롯하여중소기업마케팅관련임원과실무자를 상으로한경 지원세미나가지난7월22일

전지능로봇센터에서개최되었다. 

‘중소기업마케팅전략수립및활용에관한경 지원세미나’에는약50개기업총80명이참석했다. 중소기업의특성

에맞는마케팅현장의사례공유와실무능력향상에초점을맞춘교육을통해기업의매출창출에기여하고, 마케팅에

한전반적인내용이해및습득을바탕으로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고객을사로잡을수있는프로그램이란내용으

로세미나가진행되었다.

전충남지회
dc.innobiz.or.kr
T. 041-553-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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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취임식및산업협력기술혁신세미나개최

지난 7월 14일 제주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회장 취임식에는 광명

D&C 김종헌 표이사가신임지회장으로위촉했다. 이후펼쳐진세미나는

‘Drive Green-ICT convergence with JEJU’(제주지식산업진흥원)와‘제

주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 및 2011년 계획’(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

는주제로열렸다.

2010년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교육

제주지회(지회장김종헌)는특허청, 제주상공회의소제주지식센터와함께제주지역유망브랜드발굴및지역브랜드컨

설팅을통한신규브랜드창출을위해처음으로‘2010년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교육을시행한다.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사업은총2억원의사업비가투입돼브랜드인식제고를위한다양한교육과국내외선행상표검색및지원, 지리

적표시단체표장권리화지원, 브랜드개발, 경 진단, 사업화에이르는지원사업이추진된다. 9월부터10월까지제주

한라 학과제주 학교에서열린이번교육은도내기업지재권담당자및 학생이면참석가능하다. 지회는이번교

육을통해상표등브랜드의개발이창업이나제품개발초기에이뤄지는만큼기업의기본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

으로기 하고있다.

여성친화기업문화확산약정식

충북지회(지회장 김진현)는 충북새일본부와 함께 여성친화 일촌기업을 약정했다.

지회는지난14일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충북새일본부와MOU를체결, 중소기

업CEO 30여명과여성친화기업문화확산약정식을가졌다. 이번약정식은충북

새일본부가기업과함께여성인재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기업들이제도적기반

과조직문화를모색해나가는사업이다. 또한이를계기로(주)금진화학등이노비

즈협회30개회원사는채용∙승진∙임금등에서차별을해소하고인력활용의양

성평등을 실현함은 물론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적극노력할예정이다. 이번약정식을통해중소기업이여성인력을적극

활용하고, 일∙가정의양립기업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기업의의지와결단이무

엇보다필요하다는인식을공유할수있을것으로기 하고있다. 

제3차정기총회, 이노비즈CEO 전진 회개최

강원지회(지회장한만우)는지난7월14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회원사및도내중소기업유관기관관계

자120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3차정기총회및이노비즈CEO 전진 회’를개최했다. 1부행사는회원사를 상으

로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지사의‘중소기업및재직근로자지원평생능력개발사업과외국인고용지원사업설명’을통

해, 중소기업근로자지원제도에 한유용한정보를제공했다. 

이어 열린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2009년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2010년 사업계획 수립, 정관 개정, 임원 선출을 통한

이노비즈회원사서비스강화및강원지회의활동기반을수립했다. 

2부행사는회원사및도내중소기업유관기관장이참석한가운데‘강원이노비즈CEO 전지 회’를개최하여우수한

제품과기술력을바탕으로도내지역경기활성화및이노비즈협회의위상제고에기여한회원사에 한표창수여, 기

제주지회
cheju.innobiz.or.kr
T. 064-713-4405

충북지회
chungbuk.innobiz.or.kr
T. 043-235-2884
F. 043-236-2884

강원지회
gangwon.innobiz.or.kr
T. 033-262-2095
F. 033-262-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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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경 의욕고취를도모하고, 강원지회설립및운 에기여한중소기업유관기관관계자에 한감사패수여식과

함께협회현황및비전(녹색성장, 로벌혁신, 히든챔피언육성)을통한이노비즈기업의성장과발전을지원하는홍보

동 상을상 하여, 외적인홍보활동을추진했다. 

이노비즈강원지회수첩2010 발간

강원지역이노비즈기업상호간교류를확 하고 외적인홍보및지원방안을모색할뿐아니라, 이노비즈기업의경

쟁력강화와위상제고를도모하기위해지난7월‘이노비즈강원지회수첩2010’을제작해무상으로보급했다.

‘이노비즈강원지회수첩2010’은강원지역이노비즈기업245개사의기업정보및 표자사진과협회현황및회원혜

택, 전국이노비즈협회지회현황및중소기업유관기관연락처등이수록되어있다. 강원지회수첩2010은전국최초로

제작되는인쇄물로이노비즈기업간상호교류기회를확 하고회원사광고가삽입된통합적홍보인쇄물로, 협회회

원사및도내중소기업지원기관에배포를통해도내이노비즈기업을홍보하고지원방안을모색하여향후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연계하는데활용할계획이다. 

2010년제4차이사회개최

지난8월24일, 2010년제4차이사회를개최했다. 제4차이사회에서는정기총회결산보고가진행됐으며, 2010년10월

강원랜드사장초청간담회와2011년 지자체(강원도) 사업지원요청과관련한다양한 논의가이뤄졌다. 이를통해 회원

기업에다양한정보와혜택을제공하고회원서비스강화및내실있는행사추진으로위상을제고해통하여경제단체

로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빛고을중소기업지원단위원위촉

광주전남지회(지회장김식)는지난8월24일광주시청3층중회의실에서열린제1차회의에서참여기관∙단체별로중

소기업지원관련설명과중소기업지원에 해논의를통해빛고을중소기업지원단위원으로김식지회장을위촉했다.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이란 광주시가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기업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

업하기좋은도시를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8월24일첫회의를열고본격운 에들어간사업이다. 지원단단장은강

운태시장이맡고, 위원은김식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광주전남지회장을비롯한광주상공회의소회장, 광주전남지방중

소기업청장, 광주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호남권

본부장, 광산업 표자협의회장, 광주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인재양성센터장 등

38명이다.

빛고을중소기업지원단에서는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협의∙조정과 수요자인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논의하

며, 분기별로운 하되기업지원현안이발생하는경우에는수시로개최할예정이다.

아울러지원단을효율적으로운 하기위해유관기관과기

업체실무자를중심으로실무위원회를구성해사전에안건

을 조율하고 지원단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게 된

다. 김식지회장은‘빛고을중소기업지원단’에는기업지원

의수요자인중소기업 표와유관기관의 표자들이직접

참여해기업현장의불편과애로사항에 한이해와협의를

통해 책임있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이 논의∙수행될

것으로기 된다'라고말했다. 

광주전남지회
gwangju.innobiz.or.kr

T. 062-975-1333
F. 062-97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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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직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노비즈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최적화된 양질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이노비즈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한다. 협회는 직무교육 전문기업인 메가넥스트(주), 이

빛커뮤니티(주)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간 연수원 구축을 진행해 9월‘이노비즈 사이버연

수원(http://edu.innobiz.or.kr)’을 정식 오픈했다. 앞으로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중요한키포인트가될이노비즈사이버연수원의 멤버십프로그램이화제를모으고있다. 

이러닝이용률, 중소기업과 기업간양극화심화

온라인교육이널리상용화되면서멀티미디어교육프로그램의일환인‘E-learning’과‘Book-learning’등을통해사용자가원하는교육을

받을수있는환경이다양하게제공되고있다. 하지만지난해지식경제부통계에따르면, ‘중소기업’은여전히직무교육의사각지 로나타

났다. 기업규모별이러닝이용률은중소기업이3.5%, 기업이60.7%로극심한차이를보 다. 이처럼중소기업과 기업간직원교육의심

각한 양극화는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도 중 한 현안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 8월부터 직무교육 전문기업인 메가넥스트(주), 이빛커뮤니티(주)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

고, 약2개월여간연수원구축을위한작업을진행했다. 

언어, 경 , 마케팅등210여교육과정제공

이노비즈사이버연수원에서는 어, 중국어, 일본어를비롯해경 , 마케팅, 회계, 비즈니스스킬, OA, 성공특강등직장인이라면꼭알아야

할과목등을총210개의교육과정으로나눠제공한다. E-learning은80만원의가입비를내면멤버십으로등록돼해당기업의모든임직원

이110개과정을자유롭게수강할수있다. 일반사설교육프로그램과정에서직원1명의수강료가7~8만원인것을감안했을때값비싼교육

비와 불편한 고용보험환급절차로고민하던 중소기업의 교육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된다. (고용보험환급을 원하는 기업일 경

우지원가능) Book-learning은약100여종의경제경 , 로벌비즈니스, 직무역량등분야별도서를통해직장인이갖추어야할기본소양

과업무능력등을향상시키는교육프로그램이다. 학습자는제공도서로학습한후리포트를작성하여과정별전문첨삭지도교수로부터평가

를받아수료하게되며, 교육비는100% 고용보험환급이가능하다. 

한편이러닝은국내 표교육기업인메가스터디의직무교육전문자회사인메가넥스트에서, 그리고북러닝은10년의노하우를자랑하는이

빛커뮤니티에서운 한다.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 http://edu.innobiz.or.kr와전화 1661-1220에서확인가능하다.

중소기업경쟁력높이는교육혜택

이노비즈사이버연수원오픈
ht tp : / /edu. innobiz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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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공동훈련기관 :

http://master.kmac.co.kr와 가 함께 합니다.

경 관리이노베이터/ 생산관리전문가/ 마케팅 업전문가

중소기업 핵심인재 양성 아카데미
(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 체인력지원사업)

▶참가문의

담당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오윤 연구원 02-3786-0512 oyy0213@kmac.co.kr
www.kmac.co.kr

권상윤 연구원 02-3786-0513 sangyun@kmac.co.kr

▶교육기간 : 2010. 10. 11 ~ 2010. 11. 16

▶신청기간 : 2010. 09. 01 ~ 2010. 10. 08

Yes No□ 중소기업이십니까?

Yes No□ 10월 채용예정 기업이십니까?

Yes□ No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는 지원받고 계신가요?

정부의 교육비+인건비지원과 함께

20여 년간의 KMAC 컨설팅 노하우가 빚어낸 현장실습형

최고의 MBA코스를 만나세요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최 565만 원의 정부지원으로

교육비와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Best Practice 중심의 고급 MBA 교육! 

(총 235만 원 상당의 교육비의 70%인 165만 원 정부지원)

- 교육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70% 지급 (매월 최 200만 원까지)

2010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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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68-8761~4 Fax:02-368-8787   Homepage:www.kescrow.or.kr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상기업

●타업체의모방특허등이우려되어특허를출원하지않는기업 ●개발기술을 업비 로 구히보호하고자하는기업
●내∙외부관계자에의한 엽비 유출이우려되는기업 ●납품거래관계에서핵심기술의제공을요구받고있는기업
● 업단계에서납품받는기업에게해당기술에 한신뢰성을보장하고싶은기업 ●소프트웨어등의IT기술을정부에납품∙용역하는기업

특허제도와기술자료임치제도비교

특허제도 기술자료임치제도

권리발생

정보공개

보호 상

보호기간

특허청등록후효력발생

특허등록정보는열람∙복제가능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기술

출원일로부터20년간, 보호기간만료시누구나사용가능

제도이용순간기술에 한추정효과발생

계약상교부조건을제외하고미공개

산업재산권및제조방법, 생산방법등 업활동에유용한가치를가지는것

유출되지않으면 구적보호가능

기술자료임치제도이용사례

�사례1 경북칠곡의S사는자사가개발한기술을인근회사가입수하여동일한제품의개발을추진한다는정보를입수하 다. 이를 비하기위해S사는
기술을 업비 로안전하게보호하고법적분쟁시개발사실을입증하기위해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하 다. S사의빠른 처로인근회사는
해당기술이용을포기하 고, S사는기술을안전하게지킬수있었다.

�사례1 강원도에소재한B사는모방특허를우려하여개발한기술을특허로출원하는 신에 업비 로안전하게보호하기로결정하 고이를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해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하 다.

기술자료임치제도
작은틈까지지켜드립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란개발기업이핵심기술( 업비 등)을신뢰성있는공공기관인

∙중소기업협력재단에보관해두고, 기술유출등이발생하는경우해당임치물을

통해개발사실을입증할수있는제도입니다.
※수∙위탁거래시에도개발기업은기술자료임치제도를활용하면납품받는기업에게

기술을제공하지않고기술이용의신뢰성을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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