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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fest 2015, 성공기업사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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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강소 기업을 넘어 기업을 세계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

리더 플러스

최불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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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5년 네 번째 아젠다 

이노비즈 혁신

권도혁, 김석우, 인성훈(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업디자인 전공)

ikeahackers@naver.com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의 도약을 위해 이노비즈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노비즈 혁신은 다가오는 2016년의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 

R&D 분야에 혁신적인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겨울의 디자인

대피소가 되는 구호물자 공급 낙하산 ; 

Parachute shelter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통신기반의 파괴로 정확한 상황과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낙하산 위에 적십자 마크를 

야광 소재를 사용해 공중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고안했습니다.

낙하산은 투하되기 전 접힌 상태로 보관되고 펴졌을 경우, 

대피소의 기둥과 지붕이 됩니다. 낙하산 대피소처럼 공중에서도 

지상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은 CSR을 통해 더 큰 책임을 나눕니다. 

이노비즈 혁신도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파생합니다.

아이디어의 연결이 근본을 지향하듯이 

사회적 책임을 이뤄 마침내 이노비즈 혁신을 이룹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응원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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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가족 여러분!

2 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진취적인 기상과 적극적인 기운을 가진 원

숭이해를 맞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니 작년은 우리 경제가 많이 침체된 한 해였습니다. 소비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과 낮은 성장률로 이어진 저투자,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등 저고용의 세 가지 덫에 걸려 그 어느 해보

다 힘든 때를 보내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력이 일부 우

리를 앞서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고, FTA, TPP, 장기화되고 있는 엔화 

약세,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세계경제 변화도 여전

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 말로 한 치 앞도 예상치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버티고 있어 올해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주역은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아

닌 중소기업이고, 그 선두에는 항상 우리 이노비즈기업이 든든히 버티

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이노비즈기업

자랑스러운 이노비즈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이노비즈기업은 중소기업의 앞장에 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습

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무수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들에 당당히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이노비즈기업이 넘기 힘든 산이 아니었습

니다.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보다 높은 

약 18.5%를 이노비즈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 중 절

반이 넘는 55.2%가 수출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 중소기업 수출의 

약 27%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둔화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의 노력으로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6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은 우리 이노비즈기

업의 자랑이 됐습니다.

이에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 해외판로 확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

과 이노비즈기업의 모습은 더욱 견고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구심점으

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다져 경제회복 주도”

협회장 취임 1년이 숨 가쁘게 지났습니다. 이노비즈혁신, R&D

혁신, 일자리혁신, 글로벌혁신, 기업나눔혁신의 5대 혁신 아

젠다를 가슴에 새기며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와 이노비즈기업과 더 나

아가서 대한민국의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협회의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몸으로 뜰똘 뭉쳐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 방문 

전국 각지방중소기업청 각지회 회장사 행정부, 국회로 정책제안과 방

문 및 간담회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해 중동, 중남미,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을 포함한 전 세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그곳에

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들과 현지 관계자들에게 이노비즈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중요성 역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

부부처와 국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힘써 이노비즈 법

제화 이후 우리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발걸음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가슴엔 혁신을, 두 눈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앞

세워,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특

히, 작년 글로벌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중국 내 이노비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중동,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절실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 리딩기업 육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

었고 올해도 변함없이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6년을 도약의 해로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은 우리 중소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

기업의 성장은 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진리를 

올해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인 이노비즈기업이 또 한 번 비상

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는 극세척도

(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희망합니다. 협회 역시 이노비즈 인증 관리기관으로서 이노비

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과 믿음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위기

의 경제를 재치와 기지로 극복해 이노비즈 가족 모두의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이규대

이 규 대

가슴엔 
혁신을, 

두 눈은 
세계로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신년사

新年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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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혁신이 결국 나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 된다.

이노비즈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도약의 시기.

2016년, 이노비즈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이노비즈기업들은 경쟁하고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INNOBIZ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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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대용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THEME BOX     Theme is

중소·강소 기업을 넘어 

기업을 세계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 　

기간, 원천

기술을 충

분히 확보

하는 수준

으로 확대

하고, 100

개 이상 기

업군에 밀

착해 기술 관

련 애로사항을 

1대 1로 해결해주

는 독일식 기술 확산 

시스템 기업 주치의 센

터가 도입된다고 한다. 앞으

로의 경제주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의한 산업구조로, 중소기

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

회가 온 것이다.

기업을 세계로 이끄는 리더의 역할

그렇다면 유리한 사업기회를 선도적으로 포착해 고성과를 창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양성을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경제성

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세계적 전문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중견기업에 해당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곳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１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처럼 강하고 글로벌화된 중소·강소 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조

사한 전 세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약 2,743개 중 절

반인 1,304개가 독일에 분포한다고 한다. 2008년 기준에서는 한

국의 경우 25개, 수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은 118개로 소개했다. 우

리나라 GDP의 3배인 독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글로벌 수준의 중소·강소 기업체 수는 매우 적고 중견기업의 질

적 저변이 취약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내놓은 육성방안은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급

증하는 세금부담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규모와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금액의 양보다는 수익성, 경영역량이

란 질적 관심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로 혁신

하지 않은 제품·서비스일수록 원가관리가 요구되면서, 적절한 

규모로 고성장을 이루려면 단 한 번의 신속한 거래로 총이윤이 창

출되게끔 인사노무관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 리더는 낙관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쉽

게 우울해하며 업무상 포기가 팽배해질 위험성이 아주 높다. 따라

서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미래를 예측한 경영목표를 제시해야 한

다. 기업가적인 가치창출 과정에서 열성적인 직원에겐 보상을 통

한 동기부여는 물론 애사심, 충성심, 신뢰감 등에서의 팀워크 관

리를 통해 신뢰문화 조성을 정착시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해야 한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일시적인 경쟁우위’가 아닌 ‘지

속적인 경쟁우위’ 요소가 돼, 경쟁업체가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핵

심 경쟁역량이 될 것이다．

최근 성공으로 관심받는 경영 리더들은 과거보다 발달한 글

로벌 환경에서의 통신 등으로 인해 글로벌 위험요인이 오히려 낮

아졌다고 새롭게 생각하면서 ‘시장수요가 있고 돈의 흐름이 높은 

국가와 시장들’을 신규고객으로 보고 있다. 즉 처음부터 어디에서 

누가 해당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가를 시작

으로 해, 글로벌 신규사업 활동을 철저히 준비하되, 처음에는 시

제품 테스트로부터 시작하고 점차로 시장진출 및 현지인에 의한 

매출확장 경영까지 도모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폐쇄적 혁신을 탈

피해 개방적 혁신의 사고를 과감히 도입시킨 경영사례에서는 적

은 투자금액에도 커다란 수익을 얻는다는 성공신화가 등장한다. 

이처럼 새롭게 성공하는 리더들은 과거의 성공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위로부터 엉뚱하다는 반대와 저항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성장 기업들의 리더들이 가진 질문

과 생각의 틀이 남달랐기 때문에 현장 솔루션이 달라졌으며, 따라

서 그 성공요인들도 과거와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 ◦ 

하려는 기업일수록 먼저 설립자와 최고경영자들이 주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회사를 세계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자신의 일과 완전한 일체감으로 집중해서 목

표에 도전하며,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고 정주영 회장을 예로 들면 그는 “길

이 없으면 찾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라”며 그것을 직접 실행했

다. 그럴 때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지고 

직원들의 전문능력과 

동기부여와 유연성

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내의 

이러한 성향들은 

품질, 서비스, 컨

설팅 시스템이 하

나로 통합돼 회사

가 대외적으로 경

쟁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늘날 같

은 저성장 시대에서

는 국내시장 규모만으

로는 성장한계가 있기 때

문에 해외수출 및 신흥국가 시

장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 해외시

장 진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

는 대상국이 어느 나라이든 추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저성장 시대의 국내평균 GDP 

성장률 수준보다 높은 해외 신흥시장을 찾아야만 한다.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면서 해당 국가들에서의 

중산층이 계속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 매력적인 것이며, 자

본집약적 중소기업의 경우 고성장 기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망

정대용 교수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정주영 창업캠퍼스 특임부총장 역임

•Seoul Forum 2013 연사 역임 

•한국창업학회 회장 역임 및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차기 회장 예정

고용 없는 저성장의 우려 속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해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8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기

업집단이 출현하지 않고 있어 경제의 성장과 활력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장치 부문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장비 부문

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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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현문학 매일경제 중부본부장

THEME BOX     Theme 트렌드

빚을 빛으로 바꾸는 

기업혁신

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와 구별된다. 대부분 혁신기업은 위

기 때 슬그머니 성장한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업계 선

두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많

은 것도 여기에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보자. 중국시장에 진출한 지 20여 년

간 고전했다. 동북지방에서 우리와 비슷한 방문판매도 시도해봤

지만 신통치 않았다. 기술에서는 철옹성 같은 유럽과 일본 화장

품에 밀리고 가격에서는 중국 화장품에 치인 탓이다. 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중국 여성들의 피부를 연구하며 R&D 투자를 늘려나갔

다. 5,000명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피부를 연구한 결과 더운 남방 

지역 여인들의 피부와 추운 북방 지역 여인들의 피부는 같은 화장

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중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을 들여야 알 수 있는 노하우였다. 마침내 건조한 

곳과 습한 곳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여인들의 피부를 겨냥한 다양

한 제품을 개발하고 한류라는 원군을 얻으면서 혁신의 성공신화

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세계경기 전망과 기업 경기는 별개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도 식물

은 성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오히려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위

기 때 성장한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기존의 시장이 재편되는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이다. 고성장을 구가하는 기업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가 나빴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더 성장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위기에서 더욱 성장하는 경쟁력은 바로 혁신에서 나

온다. 혁신은 꾸준히 도전하고 혁신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없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이라는 터널에 갇혀버

렸다. 놀란 각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버리는 바람에 내

수도, 국가 간 교역도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한동안 세계경제

의 흑기사 역할을 해온 중국도 중저속 성장 모드로 전환했고, 베

트남 등 후발 산업화 국가들의 성장세로는 세계경제를 이끌기 

역부족이다. 여기에다 확장 기조를 유지해온 통화정책도 미국

의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흐름이 반대로 바뀐다. 한마디로 내년

에도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의미다.

를 쓴 것이다.

개인별 피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

인 투자는 이미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에서 시작했다. 프랑스 화장

품 업체는 개인별 피부 특성을 담은 디지털 기술에 화장품의 미래 

먹거리가 달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후지필름 같은 경우도 필름

의 초미세 기술을 피부 흡수력에 응용한 화장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창조하는 기업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맥주시장 1위를 달리는 하이트맥주의 혁신은 10원짜리 온도

계 마크로 대표된다. 고객에게 온도계를 보며 양질의 시원한 맥주

를 맛보는 기쁨을 제공하자 시장이 움직인 것이다. 여기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캔이나 입구를 넓힌 하마 캔 등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혁신의 산물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

한국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혁신 경험 점수는 낮은 편이다. 혁신

에 앞장서기보다는 성공을 즐기는 보수적인 기업들이란 평가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성공만 해왔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환경이 새롭게 변했으니 확 달라

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쌓아놓은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

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다 팔아 현

재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또다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

한 거부감도 강한 편이다.

이처럼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우리 기업에 닥친 도전 과제는 글로벌화다. 이는 변화를 수

용하는 혁신을 강하게 요구한다. 물론 우리 기업의 제품 품질과 

매출 기준은 이미 글로벌 기업 수준이다. 그러나 내부 경영을 보

면 국내 기업일 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다양

한 생각과 시각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글로벌화는 외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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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학 매일경제 중부본부장

•1988년 매일경제 입사

•2015년~현재 매일경제 중부본부장 겸 취재부장

•삼성언론상 기획부분 대상

•저서 : 『21세기 승자의 길』, 『차이나 쇼크』 등

했다. 기업 내부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기

업 내 시스템적인 장벽들이 아이디어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이 

경우 탈출구가 필요한데 사내 벤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전을 

허용하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줌으로써, 이를 통해 회사 시스

템 안에서 허용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

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면 기업의 혁신은 없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를 받아들인다. 실

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하되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운 뒤 변

화하고 다시 시도하면 된다. 모든 시도 중 3분의 2는 실패로 끝난

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실패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처럼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전정신의 리더십과 새로운 아

이디어를 수용하는 개방성이다.

기업혁신에 빛을 내는 길

혁신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기업의 전유물도 결코 아니다. 

문화적인 혁신도 있다. 한국의 음악, 인도의 발리우드 등이 좋은 

사례다. 기업 내부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게 혁

신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혁신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경영을 하면 시장이 커진

다. 성장이 제한적인 시장 안에서 각축 벌이며 일하지 않아도 된

다는 의미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는 꿈

을 꿨다면 그 답을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도심

의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장 한계로는 혁신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

주변 시장이 성장 추세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예를 들어 

지금 베트남에 가면 커피숍이든 영화관이든 식당이든 문을 여는 

족족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은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말은 돈을 공짜

로 줘도 할 만한 장사가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믿기 어렵다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된다.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기존시장은 늘 과잉공급 경쟁심화로 몸살을 앓을 수밖

에 없다. 대안은 숨겨진 주변 시장을 찾아내거나 빠르게 성장하

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일밖에 없다. 새로운 도약의 실패

는 시장의 쇠퇴와 함께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운명을 겪

게 될지도 모른다.

글로벌화를 주저한다면 기업 간 협력구도를 통해 세계시장에

서 살아남는 방법도 있다. 노사관계나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물론, 

경쟁사와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이 가

능하단 얘기다. 또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

을 중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변모다. 영업 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유

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자 

주주 등 투자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

달하는 일이다. 특히 돈은 미래가 없는 곳으로는 유입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성을 나타내

는 R&D를 관리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의 출구전략은 거창한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하

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끊임없는 변신과 도전이 기업혁신에 빛을 내는 길

이 될 것이다. ◦

매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영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

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새로운 것

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디서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

다. 아무리 좋은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

도를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사실 리더도 무엇이 성공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다. 고객 

지향적인 가치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상식적이고 기본

적인 원칙들을 부단히 실천하고 노력하면 성장의 비법은 멀리 있

는 게 아니다.

패스트컴퍼니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기업 상위권에는 중국

의 샤오미나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

은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단단한 수익 모델을 형성한 경우

다.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기업에 진입했어도 반짝 성과를 내고 사

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사업과 함께 새로운 시도는 끊

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세

성공한 기업들은 보통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실리

콘밸리에 연구소를 세운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나 인도와 중

국에서 의료기술을 포함한 많은 혁신 아이디어를 얻는 GE가 대표

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

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에 다른 혁신 사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에서 하드웨어 생산보다 사물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에 열을 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작은 회사들과 함께 협업하기도 한다. 시스코가 대표적이다. 

시스코는 외부 아이디어를 흡수해 비디오 콘퍼런스 사업을 확장

글로벌화를 주저한다면  

기업 간 협력구도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있다. 

노사관계나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물론, 

경쟁사와도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단 얘기다. 

또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 을 중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변모다. 

영업 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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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가늠하는 세 가지 키워드

혁신 기업 체크리스트

글 이상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THEME BOX    Theme 포커스 1

혁신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늘날 기업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외부환경의 급격

한 변화 때문이다. 특히 기술이 단기간에 급격히 진화하면서 종래

의 경영 방법을 고수하다가는 빠르게 경쟁력을 잃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익숙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기업

을 무너지게 만든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

다. 물론 혁신의 이유가 외부환경이 전부는 아니다. 경쟁에서 비

교적 자유로운 사업영역이라도 좀처럼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하거나, 새롭게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과감한 경영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혁신의 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시

도가 과연 얼마나 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그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 것이다. 그래서 기업

의 혁신 정도를 확인하고 궤도를 수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혁

신의 체크리스트는 사업영역 과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

드가 있다. 바로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철학이다. 

모든 혁신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인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 배

치돼야 한다. 물론 이런 인물이 기업의 높은 곳에 있을수록 혁신

의 힘은 강력해진다.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잡스’라는 특별한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이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현업의 모든 부서에 그런 성향의 인

물들이 배치돼야 한다. 물론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개인의 내면에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견을 즐

기는 DNA가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인재

들이 각 팀의 리더로서 배치돼야 한다. 기업은 이들이 실패에 대

한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혁신적인 제

품이나 아이디어가 정체돼 있다면 먼저 구성원들의 기질이나 성

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안정

을 추구한다면 기업의 구조가 개인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평범한 직원들로부터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의 역량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바로 혁신적인 업

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업은 직원들이 매사

에 질문하고, 관찰하고, 네트워킹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둔다든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프로세스를 만들어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모든 구성

원이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혹은 지나치게 경

직된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혁신적인 생각

들이 파생될 수 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보상은 혁신에 강한 힘

을 실어준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시도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보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대개 하나의 혁신은 또 다른 혁신을 부른다. 아주 기본적

인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조직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

같은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람과 프로세스가 구축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같은 철

학을 공유하는 것이다. 저마다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그 

기업의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혁신에 관한 철학을 명확하게 구

축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전파해야 한

다. 혁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혁신은 

단지 R&D 부서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새로

운 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혁신은 어떤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신은 부분이 

아닌 전체의 변화이며, 순차적 변화가 아닌 동시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생산, 영업, 마케팅 등 전 부서의 구성원이 

새로운 생각으로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따

라서 경영자는 혁신이 모든 구성원의 의무라는 것

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흔히 파괴적 혁신이 

가장 효과적인 혁신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

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파괴적 혁신

을 전체 혁신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로 생각했

다. 점진적 혁신 속에 파괴적 혁신을 구성함으로

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은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다양한 혁신 포트폴리오가 상호 시너

지를 내기 위해서는 각 혁신 프로젝트 팀을 작게 구

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여러 위험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매

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분명한 철학과 방

법론이 있었으며, 이를 모두가 공유

함으로써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었다. ◦

모두가 혁신을 이야기한다. 사실 얼마나 추상적인 단어인가? 새로워진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일까? 혁신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듯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화여야 한다. 혁신을 위해 기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 기

업의 혁신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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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CHECKLIST

우리 기업의 
혁신점수는 몇 점?

기업의 혁신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자. 

80점 이상이라면 혁신적인 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만약 60점 이하라

면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매우 동의함       10점

•어느 정도 동의함       8점

•해당되지 않음       6점

•별로 동의하지 않음     4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2점

이노비즈협회, 일자리 창출 성과로 

대통령상 수상

이노비즈 인증관리기관인 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가 고용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

상했다. 

이노비즈협회는 12월 15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2015년도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노비즈협회는 민간최

초로 전국에 ‘이노비즈 일자리 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은 일자리 사업과, ‘일家양득 캠페인’,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정부 정책에 이노비즈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해 지난 5년간 총 16만 4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

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5년간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20,339명 인턴채용

과 우수기업 매칭을 통해 92.4%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했으며, 청년 기술인력 양성, 제대군인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해 구직자-구인기업 매칭에 힘

써온 바를 인정받았다. 또한 중장년층 3,014명, 고졸 704명, 경

력단절여성 132명 채용,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위한 구인기

업 발굴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도 노력해왔다. ‘일자리 창출 유공

자 포상’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유공자 포

상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욱 매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9년부

터 시행하고 있다. 

이규대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노비즈기

업은 연속 6년간 3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노비즈기업의 양적 성장은 우수한 일자리 생성으로 직결된

다”며, 이노비즈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 이노비즈협회

THEME BOX    Theme 포커스 2

일자리

제도개선

•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 설립운영으로 5년간 총 16만 4천명 

신규일자리 창출 

•  연구인력 양성, 제대군인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구직자-구인기업 매칭 실시 실업률 해소에 기여

일자리

질 개선

•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20,339명 인턴채용과 92.4%의 정규직 

전환 통한 일자리 질 개선 기여

•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청년층의 일자리 질 개선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통하여 중장년층 3,014명, 고졸 704명, 

경력단절여성 132명 채용을 달성,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위한 구인기업 발굴

•  장애인 고용을 위한 MOU체결 및 각종 채용박람회 운영

기타 공헌도 •  지역 고용센터 및 일자리 지원기관 MOU를 통한 지역의 일

자리 창출 협력

•  지역 내 고용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일자리

에 대한 문제해결에 힘씀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  일학습병행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정부 고용정책 사업을 

회원 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타 기관에 모범

•  회원기업의 1社3人 채용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고용 창출 분

위기 조성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과 임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상을 수상받고 기념사진을 찍

고 있다. 

2 4 6 8 10

2 4 6 8 10

2 4 6 8 10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데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히 알려진 공을 쌓은 리더가 많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창의성과 혁신 기술을 적극 검증한다.

우리 회사는 직원의 창의성이나 혁신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업무 고과의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 회사는 기발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종종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다른 제품이나 회사, 산업에서 비유를 이끌어낸다.

우리 회사는 팀원들이 현 상황이나 기존의 업무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 회사는 팀원들에게 종종 고객이나 경쟁자, 공급자의 활동을 관찰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양한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프로세스나 제품을 찾기 위해 회사 밖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프로세스를 채택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이 제품과 프로세스 등을 바꿀 만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 회사는 최고 경영진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지지, 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 람

프로세스

철 학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이노베이터 DNA」, 세종서적, 2012

이상우 교수

•문화 칼럼니스트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PLUS BOX    

눈 쌓인 겨울에 들어야 

더 깊은 울림을 얻는다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세상에서 버림 받은 나그네,

그 정처 없는 방랑.

외로움 가득한 곳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는

봄을 위해 준비하는 겨울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감상하세요.

글로벌 플러스	 								

EU	수출의	새로운	관문	

유럽의	新틈새시장	‘스페인’

경영 플러스	 	

한국,	TPP를	넘어	RCEP로	가는	길

아이템 플러스 				

뇌기능을	활용하라	

뇌파를	이용한	新보완기술	

나눔 플러스	 	

‘정(情)’에	‘시스템’	더해

	소외계층	마음	녹인다

리더 플러스	 	

최불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서포터즈 플러스	 								

포스코인재창조원

비즈니스 플러스									

국제	비즈니스의	기본,	

국가별	선호	비즈니스	복장

플러스 옴부즈만	 								

과도한	제품인증취득	비용,	

중소기업에	큰	부담

TIP.    QR코드 보는 법

❶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앱 등을 실행한다.

❷ 상단 검색어 입력창 오른쪽 마이크 모양을 터치한다.

❸ 여러 개의 아이콘 중 ‘코드’를 실행시킨다.

❹ 사진을 찍듯 화면 속에 QR코드가 들어가도록 조절한다.

❺ 초점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스캔이 되어 내용이 실행된다.

글  이노비즈협회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노비즈기업, 

신규 일자리 ‘6년 연속 3만 개’ 만들어내다!

이노비즈기업과 예비 이노비즈기업이 올 한 해 3만 2,638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6년 연속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협회는 이노비즈 및 예비 이노비즈기업 3만 7,563사를 대상

으로 작년 12월 말과 10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비

정규직을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노

비즈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실태를 조

사·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해 향후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조사

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6년간 이노비즈기업, 예비 이노비

즈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는 19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올 한 해 일자리 혁신을 화두로 여

러 일자리 사업을 펼쳐왔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 일자리야 

말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라며, “12월 말께는 3만 9,166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노비즈기업

과 회원사들에게 내년에도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 12월 15 2015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단체(취업지원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노비즈기업 전용 취업지원 활동과 청년 미취업자를 위

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자리 제도 개선 △청년

취업인턴제 운영 통한 청년층 고용 확대 및 정규직 전환 우수 등 

일자리 개선 부문 △중·장년층, 고졸채용, 경력단절여성 취업 

등 취업계층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1社 3人 캠페인 진행을 통한 

사회적 고용 창출 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한 바를 인정받았다. ◦

THEME BOX    THEME 포커스 3 

2010년

32,009명

2011년 

30,744명

2012년 

33,898명

2013년 

37,367명

2014년 

30,264명

2015년 

32,638명

6년간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6년 연속 3만 개 일자리 창출 

(지난 6년간 총 196,92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사업 추진 군기술인력잡페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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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의 불경기를 딛고 최근 회복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유럽 시장이 있다. 바로 스페인이 그 주인공

으로, 고가품이나 사치품보다는 생활용품 그것도 중저가 물품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의 화장품 회사가 스페인 시장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U 수출의 새로운 관문

유럽의 新틈새시장 ‘스페인’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 중인 EU의 블루오션 ‘스페인’

중국의 역할이 감소되는 경제 환경에서는 ‘포스트 차이나’로 유럽

연합(EU)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13억 인구를 가진 큰 시장

이지만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인구 5억인 유럽연합이 더 큰 시장이

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그리스발유럽재정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들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재정긴축과 함께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

행했고 이제는 체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다. 독일은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다수의 강소기업이 활약하고 있어 우리나

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모듈과 셀의 효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태양광이 가장 값싼 전력원

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양광발전 시대를 뒷받침할 

또 다른 요소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잉여전력 저장설

비의 발전이다.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를 태양광 발전설비

에 연결할 경우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발전설비를 만들 수 있다. 

해가 뜨는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스페인은 기후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 지역에 

속해있고 넓은 국토를 갖고 있어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나라다. 태

양광발전으로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제조업 기지의 입

지로 유리하다.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유럽연합

의 제조업 기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페인은 노동 개

혁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이 강화됐고 비용 대비 우수한 기술력

도 장점이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에 이은 유럽 내 3위 자동차 생산국으

로, 2009년 기준 유럽 내 총생산 중 14.2%를 차지하고 있고 스페

인 내에 총 11개사(Mercedezs-Benz, Renault, Peugeot, GM 등)

가 진출해 있으며, 18개의 자동차 공장을 가동 중이다. 자동차산

업은 스페인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약 4~5%를 차지하며, 전

체 수출 중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전기자동차 소비촉진계획’

을 발표했으며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스페인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전기충전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을 진행했으며 2014년 

9월에는 2020년까지 GDP 중 제조업 비중을 현 13%에서 20%로 

확대하는 제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었던 스페인 자동차산업이 

2011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투자도 늘고 있다. 폴크스

바겐 그룹은 2015~2019년 중 스페인 자동차 제조공장에 총 4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스페인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을 밝혔다. 비록 폴크스바겐 그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고는 하지만, 독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스페인 시장에 대

해 긍정적인 시장 분석을 내놓은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다.

IMF 구제금융을 거쳐 빠르게 회복 중인 스페인 경제

최근 주요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스페인 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결

정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

대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인버터 및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하기 유망해 보인

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 ‘Made in Spain’ 산업

라 중소기업이 진출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 파트너다. 하지만 

스페인 역시 독일 못지않는 제조업 유망 파트너다. 스페인은 관광

산업과 농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태

양광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미래의 제조

업 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기술혁신 방향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산업인 태양광산업

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10월 각

국의 가정용 전기요금과 태양광발전 비용을 분석한 결과 독일과 

일본·덴마크·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 달성

부품 우선 구매운동을 고려하면 제조공장의 현지화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스페인

은 최근 내수 중심으로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페

인 경제는 최근 수출과 관광산업이 살아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 GDP 증가율은 1.4%로 2008년 재정위기 이

후 첫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스페인 정부는 GDP 증가율

은 3.3%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세에 따라 스페인 은행권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신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고 제조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는 관세장벽은 허물면서도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바람이 불고 있다. FTA와 TPP 같은 무

역협정만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는 전략은 빛이 바래가고 있다. 중

국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순히 포스트 차이나 수출시

장을 찾는 것보다 유망 소비시장에 공장 현지화로 돌파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

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미국에 등

록된 친환경에너지 특허는 대부분 태양광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이 586개로 가장 많고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풍력에너지와 관

련된 기술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앞으로도 태양광에너지 연구

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기술혁신이 계속 이뤄지면서 태양광산업

이 경쟁력을 갖추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

춰 관련 대한민국 기술혁신기업들도 스페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또 한 번의 성공신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

된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은 태양광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 부흥

을 노리고 있다.◦

글 한용주 칼럼니스트

PLUS BOX    글로벌 플러스

수도  마드리드

언어  스페인 

면적 505,370㎢ 세계 52위

인구 약 47,737,941명 세계 28위 

GDP 1조 2,302억 달러 세계 14위

center of Barcelona / Shutterstock.com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판매할 물량은 미국에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물량은 유럽에서, 

중국에 내놓을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장 큰 시장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하다.

한용주 칼럼니스트

•경제전망 칼럼니스트

•삼성생명 종합금융컨설턴트

•투데이미디어그룹 경제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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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의 효과와 한국의 반응

지난 10월 5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타결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인 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멕시코·싱

가포르·말레이시아·칠레·페루·브루나이·베트남 이렇게 12개

국이 참가했다. TPP 가입국가의 총인구는 7억 9,900만 명이지만 이

들 국가의 GDP(국민총생산) 합계는 27조 7,189억 달러로 전 세계 총

생산의 37.1%를 차지한다. 무역액도 9조 4,894억 달러로 세계무역의 

25.8%를 차지한다. 하지만 TPP의 위력은 경제규모가 아니라 그 잠재

력에 숨어 있다. 농산품, 공산품 등에 대한 단순한 자유무역 블록이 아

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시장,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까지 개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

이 특징이다.

TPP는 2010년 3월 교섭 개시로부터 실로 5년 반 만이다. 앞으로 

12개국이 최종합의와 서명·비준을 하면 발효된다. 당초 2일간 예정

이던 12개국 각료회의가 세 차례 연장돼 5일에 걸쳐 진행된 것은 이례

적이다. 그 배경에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절실함과 매일 확대되는 중국

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일치한 데 있다. 실제로 한국도 

TPP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2008년 TPP에 참가한 미국은 여러 차

례 한국 정부에 TPP 가입을 권유했지만 한·중FTA를 우선적으로 생

각해 가입을 미뤄왔다. TPP 참가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이 이미 FTA를 체결해 발효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 정

부가 TPP 참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 이유다.

TPP 불참으로 한국이 받는 영향

한국 내 기업은 이런 TPP 불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PP가 

발효되면 12개국의 부가가치를 합산할 수 있다. 즉 TPP 가맹국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소재 등을 포함한 중간재가 자국산으로 인정돼 가맹

국 내에 수출할 경우 특별 우대조치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그래

서 TPP에 가맹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에 동 규칙

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공급받아온 중간재를 가맹국으로

부터 조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

소할 우려가 있다. 수출품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한

국으로서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

곽찬호 경제평론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한국통일문화연수원 이사장

•통일부 통일연수원 교육위원

•성동-광진구협의회 서무국장

최근 교수, 전직 경제관료 등 1,000명이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

지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의 원만한 자유무역협정에는 빠지

지 않던 한국이 이번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신 한국은 

한·중FTA를 기반으로 RCEP에 가입했다.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확실한 경

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글 곽찬호 경제평론가

한국, 

TPP를 넘어

RCEP로 가는 길

PLUS BOX    경영 플러스

RCEP

기 위해서는 국내 공장이 TPP 가맹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한국의 국

가산업은 공동화해 국내 고용감소를 걱정 할 수밖에 없다.

TPP 미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되는 불이익을 생각해 기업

을 비롯해 불만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까지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TPP 가입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수출의 증가로 GDP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소는 “한국

이 TPP에 가입할 경우 TPP 발효부터 10년간 매년 1.8%의 GDP가 증

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0.12%의 GDP

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2014년의 한국 GDP가 148조 5,000억 원

인 것을 전제로 하면 TPP에 가입할 경우는 TPP 발효 후 10년간 2조 

7,000억 원의 GDP가 증가하는 한편, TPP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에는 매년 1,782억 원의 GDP가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분명히 이 계

산을 보면 TPP 가입이 한국 경제에 플러스의 효과를 준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TPP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의 10년간 GDP 감소액

은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앞으로 TP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불가

피하게 지불하고 있다. 가입을 거절한 사이에 입장료가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쌀 등의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TPP 미가입은 국내 쌀시장을 계속 보호

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번 협정에서 쌀, 유제품, 사탕 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5종 분야에 관

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한국이 가입을 신청

한다면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시장

에 큰 피해가 초래된다. 

아직 한국의 TPP 가입이 불확실하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를 고려

해 미리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산과 차별

화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정비를 현대

화해야 한다. 또 그에 맞는 재정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

다. 대가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이미 TPP에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타이완·필리핀·태국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CEP 합의, 중국을 선택한 한국

국내 언론들은 지난 10월 11일, 한국 정부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태 지역의 공

업국 가운데 유일하게 TPP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

는 RCEP에 가입해 있다. RCEP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뒤 논의가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으로 ASEAN 10개국 FTA와 중국·

타이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끌어들여 동아시아만을 자유무역 블록으로 만드는 형태가 됐

다. 지금까지 RCEP에 가입할 뜻을 밝힌 나라는 한국 외에도 중국·일

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

이·인도·미얀마·태국·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의 15개국이

다. RCEP 국가들의 인구는 34억 2,140만 명으로 전 세계 FTA 블록 가

운데 가장 많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양자 FTA와 달리 15개국에 달하

는 폭넓은 시장을 동일 규범으로 두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RCEP의 역내 GDP는 21조 6,439억 달러로 세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무역규모는 10조 6,710억 달러로 세계교

역의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미국과 핵심 동맹국가인 호주·캐나다·뉴질랜드·일본

이 참여하는 TPP에 맞서 RCEP를 키우겠다고 공언했지만 TPP처럼 

시장과 법률을 동시 개혁하는 것에는 중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안을 생각해냈다. 바

로 ‘아시안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다. AIIB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구

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설립한 은행이다. ASEAN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초기자금 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개발

도상국에 도로, 통신탑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 된

다. AIIB는 2015년 4월 15일 57개 회원국을 확정하고, 6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을 택한 이유가 있다. 제일 큰 이

유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의 경

제 대국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큰 경제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ASEAN을 비롯한 RCEP 관련 국가에 인프라를 건설

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보다 쉬워진다. 건설, 통신 등의 기술

력이 강한 한국의 특성상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과 농산물 개방 폭을 놓고 경쟁해야 하

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RCEP 역내 국가들이 시장 개방에 관련해 마

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RECP 협의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3.81%로 다섯 번째다. 

RCEP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는 앞으로 이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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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의 움직임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주로 감각 지각과 움직임 명령(운동), 언어 이

해와 표현·인지·생각·추리·판단·계산 등을 담당하는 바깥뇌가 

활성화되며, 이때 뇌파는 다양한 리듬 성분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

다. 하지만 조용한 환경에서 눈을 감은 채로 청각과 시각 자극을 차단

하고 생각하는 등의 활동을 줄이면, 그동안 정보처리로 바빴던 바깥뇌

의 활동이 줄어들고 반대로 안쪽뇌가 활성화된다. 이는 바깥뇌와 안쪽

뇌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길항작용을 하는데, 둘 중 어느 하나가 바쁘

게 활성화될 땐 다른 하나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쉬게 되는 구조이기 때

문이다. 이처럼 바깥뇌가 잠잠해지고 안쪽뇌가 활성화되면 안쪽뇌에

서 발생시키는 뇌의 고유 리듬(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뇌파에서 두드

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내부의식 : 외부의식)에 의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므로, 리듬

의 변화 요인은 피검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했을 때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

<그래프-2>는 정상적인 젊은이부터 정상적인 노인, 가벼운 치매

에서 심화된 치매까지, 단계별 고유 리듬 피크의 주파수 위치가 보고

된 연구결과다. 일반 젊은이의 수치는 10Hz 정도지만, 치매가 심화될

수록 6.5Hz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정상적인 젊은이의 고유 리듬 피크는 높고 뾰족한 형상으로 10Hz 

근처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반면 노화나 만성피로, 치매와 같이 

인지 기능 퇴화가 심화될수록 고유 리듬 피크 형상의 높이가 낮아지고 

서서히 옆으로 퍼지면서 피크가 위치한 주파수가 점차 낮은 쪽으로 내

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뇌피질 전 부위에 공통

적으로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시상(Thalamus)과 대뇌피질 간의 고

유 리듬 상호작용이 활발한 두정엽과 후두엽 부위에서 더욱 두드러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고유 리듬 피크 주파수는 기존의 IQ 테스트나 기억력 테스트, 

인지 성능 테스트 등과 같은 정신측정법(Psychological Test)에 의한 

점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고유 리듬 피크 주파수가 높

을수록 IQ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뇌파를 활용한 기술 적용 사례

이러한 방식으로 정량적 뇌파 분석을 표준화와 함께 활용하면 여러 가

지 뇌 기능의 성능을 임상 통계적으로 자동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즉, 

평상시 뇌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질병의 위

아래의 <그래프-1>은 뇌파의 각 진동 주파수별 활동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보여주는 파워스펙트럼 분포도다. 그래프에서 수평축

은 진동의 빠르기인 주파수를 나타내며, 수직축 높이는 해당 주파수에 

해당하는 리듬 성분의 활동성(파워)을 의미한다.

보통 젊고 건강한 성인의 고유 리듬은 10Hz로 진동하는데, 이때 

알파 대역(빨간색)이 가장 활성화된다. 또 수면이나 마취 등으로 의식

이 저하되거나 명상 등의 내부의식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알파 영역보다 더 느려진 대역의 세타, 델타 리듬이 활성화된다. 반면 

긴장하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 많은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의식이 각

성된 상태이거나 외부의식 정보처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알파 영

역보다 빠른 주파수 대역인 베타, 감마 리듬이 활성화된다. 

이처럼 뇌파의 리듬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의식저하 : 각성, 

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뇌기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성능들은 뇌파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 강화시킬 수도 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란 훈련자

의 부족한 뇌파 지표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의식의 힘으로 이를 

목표 수준에 도달하게끔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로 뇌 건강, 정

서, 창의력 향상을 위한 알파 강화 뉴로피드백, 세타를 낮추고 베타를 

높이는 집중 강화 뉴로피드백, 좌우 균형 뉴로피드백 등이 다양한 훈

련 콘텐츠와 함께 활용되고 있다.

안쪽뇌에는 자율신경센터가 위치해 있는데, 자율신경은 크게 부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안쪽뇌의 자율신경 조절센터에서

는 두 신경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

동 균형 조절 작용을 하게 된다. 교감신경은 긴장·방어 상태일 때 주

로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수용 상태일 때 활성화된다. 여

기에서 뻗어 나온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신체의 각 장기들에 영향을 

미쳐 각 장기들의 적절한 활동성과 항상성을 유지시키도록 한다. 스트

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때 

교감신경에 무리가 가서 기능이 저하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될 수 있

다. 이는 각종 신진대사 장애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도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만,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에 비해 지속적으

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도 무기력증과 같은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때

문에, 교감·부교감의 상대 균형 지표는 자율신경의 건강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 중 하나로 활용된다. 또한 교감·부교감의 절대 활성 수준

도 자율신경의 노화된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형태로 바깥뇌

(중추신경)와 안쪽뇌(자율신경)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헤

어밴드 장치나 자율신경, 심박, 운동량, 수면의 질 등을 24시간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반지 형태의 장치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들

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까지 지원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단말기

들의 측정치를 응용한 다양한 서비스 앱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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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을 활용하라         
뇌파를 이용한 新보완기술 

PLUS BOX    아이템 플러스

파워스펙트럼 분포

<그래프-1> <그래프-2>

델타 쎄타 알파 베타 주파수 영역 감마 주파수 영역

빠른 리듬주파수(Hz)느린 리듬

뇌휴식

의식저하 혹은 내부의식 정보처리 의식각성 혹은 외부의식 정보처리

δ : 6.0(%)

θ : 5.6(%)

α : 69.7(%)

β : 14.4(%)

γ : 4.2(%)

2

4

6

8

10

심각한 치매 두드러진 치매 중간단계 가벼운 치매 정상노인 정상젊은이
0

(단위: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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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는 대구 대성라이온스클럽(회

장 김영재)과 함께 덕수복지재단(이사장 진덕수) 미소마을을 방문

해 대구은행 이노비즈 사회공헌(CSR)카드 적립기금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대구경북 이노비즈협회는 지난해 4월 대구은행과 업무협

약을 맺고 ‘DGB INNOBIZ CSR카드’를 발급했다. 회원 기업들은 카

드사용 실적의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복지단체에 기부해왔다. 조득환 대구경북지회장은 “사회공헌

은 기업인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노비즈협회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

로 활동할 것”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 소재의 식품원료 전문업체인 (주)에이원카프

는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꽃동네를 찾아 각각 빵과 

잼 등의 식품 1,000세트(약 2,0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홍성소 에

이원카프 대표는 “항상 마음에만 있던 나눔을 이노비즈 사회적 책임

경영 지원센터를 통해 실천하게 됐다”면서 “주력 제품이 식품 관련 

소스인 만큼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주변 기관들에 대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1 사례 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2015년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넉넉한 예산과 잘 짜인 계획대로 움직이는 

대기업과 달리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기부활동은 ‘각개전투’에 가깝다. 

때문에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봉사활동이나 

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현물 지원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정(情)’이 더해져 

소외계층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있다.

‘정(情)’에 

‘시스템’ 더해 

소외계층 

마음 녹인다

글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

PLUS BOX    나눔 플러스

사회공헌 확산 위한 기부금 단체 역할 확립

이노비즈협회는 이러한 각개전투에 가까운 사회공헌 활동을 시스템

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술판로 협력 확

대를 목표로 이노비즈 사회적 책임경영(CSR)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

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이노비즈 사회적 책임경영(CSR) 지원센터

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장현봉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이 기업

나눔위원장(CSR지원센터장)을 맡아 센터를 이끌고 있다. 심의·운

영위원회는 상근부회장 및 임원 중 5명 이내로 선임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위원회(센터) 전반 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액 산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CSR 지원센터는 이노비즈의 위상 제고 및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

한 현실의 벽은 높다. 긍정적인 기부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소득 재분

배 효과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내년부터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

과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

행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된다. 

그동안 25%의 공제율이 적용됐던 고액 기부자(3,000만 원 이상)

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

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인원 492만 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 같이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

랑스의 경우, 공제한도가 최대 75%로 소득이 1억 원이라면 3,000만 

원 기부 시 최대 1,98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6곳(61.5%)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박성택)은 국제

해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환경보호 운동 △‘1

사 1촌’ 운동 전개 △창업초기기업, 영세기업, 이업종 간 교류확대 등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멘토링 △이노비

즈 성장펀드(가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그동안 이노비즈 그린봉사단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인 협회 추진사업으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는 우수 이노비즈기업과 예비창업자 간 멘토·멘티 관계 

구축을 통한 기술판로 협력체계 마련 및 공유가치 창출기반 조성에 집

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절실… 내년부터 고액 기부 세액공제율 5% 인상

이노비즈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

표준화기구(ISO)의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발표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

기업 348개사를 대상으로 ‘2015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를 실시

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사회공헌 실천배경으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대변되는 ‘CEO 의지’

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기업 이미지 제고(24.9%), 시대적 

흐름(15.3%), 조직문화 개선(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 세액공제 확대(28.4%)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24%),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0.2%), 정보 

제공(16%) 등이 있었다. ◦

김봉철 기자

•아주경제 정보과학부 중기벤처팀 기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입기자

일정 도입기(2015년) 성장기(2016년) 정착기(2017년 이후)

내용 [조직정비  및 기능강화] (실적)

•통일나눔펀드 참여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9개 지회)

[목적사 본격 추진]

•환경보호 및 그린PC 운동

•이노비즈 1사 1촌 운동

•영세소상공인, 저소득층지원

•군 전역자 취업지원, 군경위문(연/부정기적)

•ODA참여 및 국제구호활동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재난재해 현장복구 사업 등

[지원센터 법인전환 검토 및 CSV 중점사업 확대]

•이노비즈 성장펀드(가칭)  

[단계별 운영]

•1단계(기보특별출연): 추천기업보증지원

•2단계(상생펀드): 성장가능기업지원

•3단계(성장펀드): 핵심기업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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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수사반장>에 18년 동안 출연했다. 

<전원일기>는 그보다 긴 22년을 출연했다. 

오랫동안 브라운관에 출연하면서 는 것은 

나이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의로운 형사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아버지상으로 여기게 됐다. 

결국 세월보다 더 두껍게 쌓인 것은 ‘신뢰’였다. 

비록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 앞에 나서는 기회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행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만의 방법이다. 

사람의 행복은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지 않는다. 

그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 30주년을 맞으셨

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후원회를 맡으시기는 쉽지 않아 보이

는데요. 어떤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시게 됐나요.

오래는 됐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 한건 아니에요. 누구나 어려운 사람

을 돌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1980년부터 드라마 <전원일기>가 

시작됐는데, 1981년인가 김정수 작가의 대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

어요. 극중 김 회장이 시장에 농기구를 사러갔다가 길에서 노랫소리

가 들려서 그곳을 쳐다보죠. 거기에는 6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지

나가던 사람들이 동전도 놓고 가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있던 아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 대사가 “너 할아버지 집

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입고하자”였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

가니까 마을에서는 ‘김 회장이 예전에 낳은 아이를 지금 데려오는 거

다’라며 오해를 하죠. 그 아이가 금동이었어요. 결국 극중 우리 어머니

가 ‘애들이 다 컸으니 다른 아이를 길러보자’고 허락을 해주셔서 어머

니 혜량으로 아이를 키우게 돼요.

아, 처음에는 드라마 속 내용으로 시작됐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날엔가 MBC 방송국에 출근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기술국

에 있는 친구가 제 동기였는데 ‘너 때문에 밤새 전화가 와서 잠을 못 잤

정리  하경헌 스포츠경향 기자  ː  사진  황원

PLUS BOX    리더 플러스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대표하다

최불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 

28 • INNOBIZ+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인가 지나고 우편배달부가 배낭에 편지 천 

여 통을 들고 왔는데 다 제 편지였던 거죠. 길거리에 있는 아이를 거둬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었어요. 전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작가가 써준 이야기를 연기 한 뿐인데 이런 호응을 얻으니 미

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 와중에 어린이재단에서 제의가 왔어요. 

그렇게 한 달에 1만 5,000원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쓰

던 동전을 저금통에 넣게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내곤 했는데 교육적으

로 효과가 있더군요. 그렇게 아내도 드라마 <보통사람들> 출연자 30

명, 저도 <전원일기> 출연자 30명과 후원을 했어요. 이게 언론에서 화

제가 되니 결국 서울시 후원회장으로 만장일치로 뽑혔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현지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게 됐죠.

미국 리치몬드로 가셨다면서요? 드라마에서의 연기가 미국까지 가게 된 

결과가 됐는데요. 현지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 혼자 초대된 건 아니었고요. 아내도 함께 10일 동안 미국에 있었어

요. 첫 날 교육이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그레이스라는, 

한국에서 온 아이를 보러간 거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를 보고 아

주 크게 반겼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야단치기에 의아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간질 증상이 있는데 저희가 반가워 이 

경력사항

•제15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경찰청 총경 명예경찰관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과 졸업

•중앙고등학교 졸업

대표작

•전원일기 1980년 10월 ~ 2002년 12월

•수사반장 1971년 3월 ~ 198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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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증상이 재발할까봐 걱정해서’였데요. 그만큼 저희가 반가웠던 

거죠.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한국의 문 사진 수 천 장을 보여주면

서 ‘이곳이 너의 조국이고, 역사’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아이를 진정 

아끼는 분들이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뉴딜정책은 문화

예술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본부에서 그러더군요. 

‘굳이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배우이

기 때문에 제 힘이 더욱 크다는 말도 했어요. 뉴딜인 ‘개척정신’을 첫 

번째로 치고, 그 다음에는 사랑 그 다음은 정의로움, 그 다음은 인간애

를 강조해요.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미국

인에게 빵을 주려고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훌륭한 정신의 미

국인을 양성하기 위해 나왔다”고요. 결국 미국이 부국이 된 것은 이러

한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네요. 정치에 입문

하셨던 일도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됐군요.

그 마음도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문화, 예술의 분야에

는 관심이 적었으니까요. 예전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문화가 살면 나

라의 발전이 빠를 것 같아서 일제가 이를 없앴는데 지금도 공부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정치에 신경을 썼던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연기생활이 50년이 넘으셨어요. 처음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학창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신문과 연극을 접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서

라벌예술초급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배웠죠. 

아마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연극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지

금은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일이 취직도 안 되고 해서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수학과 영어 등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게 돼요. 하지만 인문학은 다른 계통을 알아도 이걸 알면 삶

이 가치가 생겨요. 인문학의 토대 위에 자기의 전공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배우를 하고 싶었던 것 보다는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지

금도 하고 있는데, 좋고 편안하고 즐겁고 보람되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지금도 드라마 <전원일기> 속 김 회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민적인 대한민국 대표 가장의 이미지, 스스로 생각하시는 선생

님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50 대 50, 만들어진 것이 반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구체

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몸을 연기를 위해 내놓는 사람과, 자신을 

숨기고 배역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TV 성능이 좋으니까 

쉰 살 먹은 사람이 일흔 살 연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긴 드라마를 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있죠. 함께 같은 목적을 공유해야 할 수 있

는 일이거든요. <수사반장>을 18년 9개월, <전원일기>를 23년 정도 

했어요.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이렇게 긴 연기경력을 갖고도 최근 또 연극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해주세요.

11월에 상연이 끝났어요. <시유어게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판

사가 있었죠. 어려움에 허덕이다가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

살방조죄를 쓴 아버지가 있어요. 셋이 포장마차를 하다가 어려워져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였는데 판사가 판단을 잘못해 남편이 감옥에 가죠. 

결국 판사가 미안함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포장마차를 맡아서 운영하

는 이야기에요. 부조리한 상황을 견뎌내는 판사의 훌륭한 결정을 다

룬 이야기에요. 이 역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만든 연극인데, 

이렇게 사회에서 부조리한 가족이 없어야 한다는 캠페인의 메시지를 

가진 연극입니다.

지난 8월에는 독일 베를린에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KBS 프로그램 촬영차 갔었습니다. 광복 70년 사이에 희생한 사

람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

어요. 독일에 가신 분들이 “나는 단지 가족을 배고프게 하지 않기 위

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다 그 분들을 산업역군, 경제발전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은 그런 호칭을 모순이

라고 생각하셨어요. 최근 영화를 통해서 파독 광부나 간호사의 삶이 

재조명 받기도 했는데, 그 분들은 선진국에서 편하게 살았다고들 하

시더군요. 

이 모든 활동들은 하나의 주제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기

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보자는 거죠. 어린이재단이 가장 큰 계기긴 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사회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천

의 청소년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누가 외면하면 

안 돼요. 다시 그곳에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아직은 사회에 드

리워진 그늘이 커요.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반 만에 끝나

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500시간의 강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생님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실까요. 보통은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단 미국인들의 사상 영향을 많이 받

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개척정신, 인본주의, 사랑, 정의 등을 좋

아합니다. 미국의 작품들은 이러한 가치를 여러 방법을 통해 구현합

니다. 미국인이 가져야 할 꿈을 영화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마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것 역시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에 

감동을 주는 일이죠.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시고픈 마음은 없으신가요.

연극을 만드는 일은 여덟 개, 즉 미술, 음악, 무용, 소리, 빛 등 예술을 

종합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

라 TV 드라마는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불륜이

나 달콤한 이야기만 하죠. 미국 영화에서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

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는 아직 한국인을 제대로 보

여주는 작품은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일까. 저

는 한국인의 이미지가 ‘질박한 토기 그릇 같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사

람’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

닌, 헌신을 하면서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제 배고픈 일은 해결이 됐잖아요. 좀 더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마지

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서로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사람이 불행해지만 자신도 불행해지거든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

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인간성을 보면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해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해야죠. 물론 돈이 많은 분들도요. 중소

기업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재정적인 흑자를 내야하겠지만 돈 뿐 아니

라 정신으로 성공하는 기업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경수 (주)아인스파트너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조직 전문가다. 마케팅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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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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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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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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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십 
센터

교육·혁신
컨설팅 센터

포스코정신 체화에서 경영난제 해결까지… 진정한 ‘인재사관학교’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포스코인재창조원은 크게 글로벌리더십센

터와 교육혁신컨설팅센터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글로벌리더십센

터는 신입사원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글로

벌역량 배양의 역할과 함께, 해외법인장, 주재원, 현지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계열사의 사업 특성에 필요한 전

문교육을 맞춤식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분야별 인재 육성을 도모하

고 있다. 

교육혁신컨설팅센터는 6시그마, 트리즈와 같은 혁신기법 교육

과 함께 포스코 고유의 혁신방법론인 PSS+(POSCO Six Sigma+)를 

적용해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컨설팅과 신사업 모델 개발, 프로

세스 및 품질 혁신, 복잡한 경영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컨설팅을 중점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은퇴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해 자문교수

로 선임,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정체성을 유감 없이 드러낸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인

재창조원 박귀찬 원장은 “과학적 역량 진단과 맞춤형 교육으로 리더

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빈말이 아니다. 실제로 포스코인재창조원은 Assessment Center 

진단 결과에 기반을 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더십, 경

영 트렌드 및 포스코에 특화된 경영 전문지식 등 사내외 우수 콘텐츠

를 제공하는 상시 학습체제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그룹 핵심가치에 기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두 팔

글  윤도건  ː  사진  이성원

PLUS BOX    서포터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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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놀랄만한 성과를 내고 지속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있

다. 올바른 기업 정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차별화된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적응

해 가면서 기업 정신에 충실한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 사람이 답이라고 했던가? 

포스코인재창조원은 포스코 정신을 체화하고, 전문 역량 그리고 창의와 혁신 역량으로 무장한 리더십 파이프 라인 육성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는다.

➊ 역사와 설립 목적 

포스코는 1969년 제철연수원을 발족해 척박한 상황에서 제철소 

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그 후 리더십 

등 전반적인 경영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왔고, 1993년 포스코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e러닝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교

육과 컨설팅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직업능

력 개발 관련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미래창조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송도에 글

로벌리더십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했

다. 2015년에는 그룹차원의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통합해 인재 

육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목적에서 포스코인재창조원을 출

범했으며, 포스코인재창조원은 그룹 비전달성을 지원하고, 미

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➋ 주요기능

‘POSCO the Great’ 실현의 플랫폼!
포스코인재창조원, 이노비즈기업과
동반성장을 약속하다!
포스코인재창조원

교육기획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조직개발

역량개발

프로젝트컨설팅

QSS컨설팅

기업혁신컨설팅

자문교수

교육기획 및 연구개발, HRD 컨설팅

직무교육 개발 및 운영, 국내외 e러닝 운영

신입/경력 및 신임자 교육, 리더양성 교육

해외 현지직원 교육, 해외법인장 및 파견직원 교육

경영지원, 조직개발 교육

공장장 및 현장감독자 양성교육, 어학역량 향상 교육

프로젝트 수행지원, 혁신교육 운영 및 컨설팅

QSS+방법론 연구, QSS교육과정 개발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컨설팅, 조직역량 컨설팅, 산업혁신3.0

자문교수그룹

포 스 코 인 재 창 조 원 의  개 요

이노비즈협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의 박귀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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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이 나온다는 확고한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지

난 2005년 QSS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장치산업 특성상 현장의 작

업환경 개선과 설비성능 복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원이 참

여하는 활동을 약 10년간 전개해 현장의 개선문화 정착이라는 성과

를 달성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14년부터는 QSS+를 선포하고,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데 QSS+란 공장의 핵심지표인 품질(Quality), 설비안정

(Stability), 안전(Safety)의 관점에서 공장별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

정하고,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립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혁

신활동이다. 이 활동은 그동안 국내에 알려진 5S, My Machine의 내

실화와 병행해 설비 경쟁력과 현장인력의 개선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

게 기여했다.

강소기업 육성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론칭

이번 협약과 관련해 포스코인재창조원 박귀찬 원장은 “이노비즈

협회는 강소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을 크게 가진 혁신기업들의 집합체”

라며 “강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문제를 경

청하고, 이를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로 연결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

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가

동해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긴밀

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손잡은 포스코인재창조원과 이노비

즈협회, 시너지 효과 이상의 공진화를 이뤄나갈 두 기관의 협력에 귀

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스코인재창조원은 포스코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위해, 오는 2016년 초 이노비즈협회와

의 협의를 통해 이노비즈기업들에게 적합한 포스코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한 뒤 자격요건, 시기, 장소, 비용 등이 담긴 자세한 안내서를 배

포할 예정이다. ◦

중화문화와 역사의 천년고도 ‘함양’

500만명의 인구

2,360년의 역사

진나라의 옛 수도

‘실크로드’의 기점

중국 교통의 중심

현대 공업 기초가 탄탄하고, 풍부한 생산요소 등 좋은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함양 중한산업원

中韩产业园

한국기업을 밀집시켜 손에 손잡고 발전하자

聚合韓企 携手发展

중국·섬서·함양
中韩·陝西·咸陽

을 걷어붙이고 있다. 포스코인재창조원은 Global One POSCO 프로

그램을 통하여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응집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계

열사와 현지에 맞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위

기 극복과 함께 POSCO the Great 비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룹 사업을 선도하는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경영 시뮬레이션 모형 등 포스코형 맞춤 콘텐츠를 개발

하고 있다. 전략의 최종 산출물은 혁신이며, 창의는 혁신의 원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그룹 사업을 선도하는 전략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 미래 리더에게 필요한 전략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현장경쟁력 강화능력,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할것

포스코인재창조원은 이노비즈협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

무협약을 맺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포스코인재창조원은 포스코의 노하우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및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해 이노비즈기업

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포스코 고유의 제조현장 혁신활동인 QSS+를 이노비즈기업으

로 확대해 강건한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성장의 한

계 상황에 놓여 있는 이노비즈기업에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 돌

파구를 찾아가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포스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전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찬 원장은 이노비즈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 발전

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고유의 현장 혁신방법론

인 ‘QSS(Quick Six Sigma)’와 디자인 싱킹 등 혁신기법 교육 및 컨설

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인재창조원은 제대로 관리된 현장

중한산업원 A구

함양시고신구역에 위치

기획면적은 9.28㎢ 1기는 3.09㎢

주로 전자정보, 지능제조, 생물의약, 신형재료 산업 위주로 구성 예정이며,

한국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업, 삼성전자 협력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한산업원 B구

함양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 

기획면적은 7.78㎢

주로 문화, 여행, 체육, 의료, 건강, 컨벤션, 전자상무, 현대물류 등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제조산업분야이며, 

한국 문화창조산업, 전자상거래와 물류, 건강 및 양로사업 등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중한산업원에 투자하신다면 중국 일선도시의 장점과 이선도시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함양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글로벌기업으로의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TEL 029-33280929, 156-0928-3434  Homepage: www.wyzsj.com.cn  E-mail: jinzhen928@dctxian.kr



혁명 이후 넥타이 매는 것을 금지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공석에는 넥타

이를 풀고 가야 한다. 율법 적용이 비교적 느슨한 요르단의 경우 최

근 들어 반바지를 입고 조깅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익

숙하지 않은 문화이므로 실내 운동시설에서만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

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해도 여전히 호텔이나 음식점

에서는 반바지와 노출이 심한 복장의 사람은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

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바이어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라도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 

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본인이 정장차림으로 나가면 상대가 다소 부

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은 복장에 크게 제한은 없으나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

대이므로 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에서의 산간지역은 

정장차림, 해안지역은 캐주얼한 차림이 가능하다. 브라질은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청바지에 캐주얼한 차림도 가능하다. 하

지만 가볍게 입을 재킷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지역은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가 지속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연해 복장에 크게 구

애받지 않으므로 노타이에 세미 정장이 무난하다. 이 지역의 원주민

들 중에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인들이 간혹 있는데 혹시 전통무늬 복장

으로 미팅에 나오더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미국은 전반적으로 연령이나 격식에 얽

매이지 않아 비즈니스에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지만 직급이 높

거나 금융계, 법조계,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과 미팅 시에는 어두

운색의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이 좋다.

어떤 이유로든 정장 고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기본

적으로 어두운색의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이 무난하다. 여성의 경우 무

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스커트와 긴소매 블라우스를 착용해 신

체 노출을 피하고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집트는 걸프 지역의 국가들과 달리 전통 이슬람 복장을 입

지 않아 정장차림이 적합하다. 노타이 복장이 선호되긴 하지만 상황

에 따라 넥타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회색, 검정색, 남색 중

에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레드나 핑크와 같이 붉은 계열의 색은 가

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 케냐,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짐바

브웨 등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장이 지위와 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무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넥타이 차림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대접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찍부터 유럽의 문화가 유입되어 편안한 복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딱딱한 단벌 정장보다 정장과 캐주얼을 섞어 입는 콤비네

이션 스타일을 추천한다.

진보 중국 vs 보수 일본

구 러시아연방 지역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옷차림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정장을 입는 것이 좋다.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비

즈니스 복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복장에 크게 신

경 쓰지 않는 편으로 정장을 입더라도 노타이 차림이 많다. 그러나 브

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팔 와이셔츠와 짙은 색의 정장을 입고 다니

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이한 것은 좌식 생활 때문에 양말까지도 매치

해 입는 섬세한 문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쿨비즈(Cool-Biz: 쿨(Cool)

과 비즈니스(Business)의 약식 표현인 비즈(Biz)를 합친 표현으로 여

름에 가벼운 옷차림과 넥타이 미착용으로 지나친 에어컨 사용을 줄이

자는 캠페인) 운동이 정부 주도하에 확산돼 노타이 차림도 늘고 있으

나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정장차림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이 여전히 높다. ◦

드에서는 첫 만남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장차림이 예의지만 비

공식적인 행사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라면 노타이나 캐주얼 정장

이 적합하다. 영국은 어두운 색상의 정장뿐 아니라 헤리티지의 영향

으로 스트라이프나 트위드 원단을 사용한 재킷을 착용해도 무방하

다. 하지만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식사할 때는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드레스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북유럽

인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는 복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반면 

핀란드는 보수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정장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여

름엔 밝은색 정장을, 겨울엔 어두운색 정장을 입는 정도의 센스를 겸

비하고 있다.

노출 절대 금지 중동

중동 지역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

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만 격식을 갖춘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머리와 목을 가리는 스카프 ‘히잡’을 쓰고,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상

의를 착용해야 하며 바지는 헐렁한 것만 입을 수 있는데 외국인도 예

외는 아니다. 반면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에서는 외국인 여성에게 

‘히잡’의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 하

는 것이 기본이다. 남성의 경우 여름철 비즈니스 시 반팔이 허용되기

는 하나 여름 정장에 긴팔 와이셔츠가 좀 더 선호된다. 이란은 이슬람 

전통복장을 즐겨 입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연중 고온의 날씨 탓으로 비즈니스 복장 선택에 관대한 

편이다. 남북으로 긴 지형의 베트남은 남부인 호치민에서는 넥타이

와 재킷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북부인 하노이에서는 정장을 착

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의 나라에서는 공식행사에서 전통의상을 입기도 하는데 스리랑카 여

인들은 투피스 형태의 ‘사리’를, 남자들은 통치마인 ‘사롱’을 입고 슬

리퍼를 착용한다. 미얀마는 남녀를 불문하고 평상시와 공식행사에서 

모두 치마 복장인 ‘론지’에 슬리퍼를 착용한다. 라오스의 여성들은 블

라우스에 ‘씬’이라는 전통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들 국가

에서는 전형적인 정장차림보다는 어두운 색의 정장 바지에 노타이의 

반팔 와이셔츠 차림이 무난하나 공무원을 만날 때는 넥타이를 착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깔끔함이 돋보이는 유럽

유럽지역에서도 독일과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전형적인 정

장차림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재킷 속에 티셔츠나 무늬가 있는 셔츠

를 입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 여름에 간혹 재킷을 벗고자 하는 경

우에도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은 결례다. 프랑스,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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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상대방과의 첫 대면에서 어떤 인상을 주는가는 신뢰성과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첫인상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장은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이 기본 예의이기는 하나 국가별 날씨, 문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글  김원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패션비즈니스 전공 학과장

PLUS BOX    비즈니스 플러스

김원 교수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패션비즈니스 전공 학과장

•(주)동인스포츠: 아레나스포츠 총괄 기획이사

•저서 : 「패션제품 생산관리」

국제 비즈니스의 기본,
국가별 선호 비즈니스 복장



과도한 제품인증취득 비용, 
중소기업에 큰 부담

A 인증  + B 인증 + C 인증

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이미 제품의 품질과 호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인증과 시험이 있는

데도 여기에 중복된 인증제도를 추가한다면 이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인증취득 비용은 자금력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중

소기업의 성장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제품 하나에 A 인증 + B 인증 + C 인증

전자칠판을 교실에 설치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세계 전자칠

판(LCD형) 시장은 2017년까지 21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전자칠판 시장규모는 2010년 2,000억 

원에서 2013년 약 1,2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조달시장도 2010년 

852억 원으로 점을 찍은 뒤 2013년에는 350억 원 규모로 급격히 감소

했다. (출처: 전자 칠판 특집-스마트 교실 중심은 전자칠판, 2014년 8

월 27일 전자신문) 전자칠판 제조업체 C사는 국내 전자칠판 시장 축

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

동안 전자칠판의 정부조달을 위해 어렵게 유지해오던 다수공급자계

약(MAS)의 자격요건이 최근 한층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안전인증

(KC), 전자파인증(EMC) 등의 인증취득과 성능시험만 거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전자칠판협회의 단체표준인증까지 취득해야 한다. C

사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각종 인증시험을 거치고, 

대기업의 표준화된 패널 제품과 규격화된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체표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전자칠판의 단체표준은 2013년 조달청의 규격서와 비교해

도 큰 차이가 없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조달제

품 품질 강화 및 저가의 불량 수입제품 시장잠식 방지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단체표준이 조달 참여자격 요건으로 추가 도입됐다. 업체에

게 과도한 인증취득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유사·중복 인증 통폐합

을 추진하는 정부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취지와도 어긋난다.

단체표준 인증 준비기간 지나치게 짧아

C사가 참여했던 전자칠판 구매입찰 공고에서 조달청은 기업이 인증

취득을 하는 시간까지 7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7개월 동

안 인증취득을 완료하기에는 빠듯하다. 단체표준인증을 취득하려면 

우선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으로 3주가 필요하고 시험합격까지 한 달

이 소요된다. 또 품질관리 자료 등 서류 준비에 석달, 인증심사기간

도 45일이 소요돼 7개월 안에 인증취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전자칠판 단체표준을 폐지하거나, 인증 준비기간을 확대해주길 바

라고 있다.

물론 제품의 품질과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인증 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인증제도와 시험에 의해 제품표준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업체의 부담만 초

래할 뿐이다.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오는 잘못된 관행을 좇기보다 

힘이 들더라도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쪽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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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기업을 만든다.

탁월한 선견지명.

 (주)태강기업,

이노비즈기업의

‘No.1 소통기업’ 입니다.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이노비즈 포커스         

2015	이노비즈인의	밤

이노비즈 Issue 								

TRIZfest	2015	

트리즈 기법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	

트리즈(TRIZ)로	해결	가능합니다

트리즈 기업1 				

다른	분야의	기술로	새로운	맥주를	만들다,	캠프런

트리즈 기업2			 								

연구개발에	트리즈를	접목시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감리회사	(주)대림엠이씨

No.1 소통기업						

신뢰와	도전	정신	그리고	소통의	힘이	

기업	성장의	발판입니다	(주)태강기업

No.1 글로벌기업

세상에	LED란	빛을	켜다	(주)레딕스

No.1 혁신기술	 								

2015년	하반기	기자간담회	전시출품작

협회/지회 소식

한 장의 이노비즈 

공감대화가	가져오는	회사생활	시너지	

아섹 소식									

제1회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열린 편집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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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대신해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총 9,300여 건의 규제를 발굴

처리하고, 1,500여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공무원 

10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3명, 금융·인력·기술·

판로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온라인)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전화상담) 대표전화 02-2100-4900 또는

                     환경 02-730-2471  판로·상생 02-730-2461  보건·기술 02-730-2474      

                     창업·입지 02-730-2472  인력·안전 02-730-2408

PLUS BOX    플러스 옴부즈만

TIP.    QR코드 보는 법

❶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앱 등을 실행한다.

❷ 상단 검색어 입력창 오른쪽 마이크 모양을 터치한다.

❸ 여러 개의 아이콘 중 ‘코드’를 실행시킨다.

❹ 사진을 찍듯 화면 속에 QR코드가 들어가도록 조절한다.

❺ 초점이 맞으면 자동적으로 스캔이 돼 내용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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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창업지원센터 및 신기술창업센터 운영위원장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국제자문교수

•APO(아시아 생산성 본부) 국제자문교수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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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는	혁신을!	
두	눈은	세계로!
2015 이노비즈인의 밤

지난 12월 17일, 저물어가는 2015년의 끝자락에 서울의 모처

가 북적였다. 이노비즈협회가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자축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노비즈인들을 초대, ‘2015 

이노비즈인의 밤’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500여 명의 회원

사 및 귀빈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는 다사

다난 했던 2015년을 돌아보고, 기술과 혁신으로 새롭게 도

약하는 2016년을 염원하는 뜻 깊은 행사로 모두의 가슴을 

진하게 울린 시간이었다. 2015년보다 더 나은 2016년을 위

해 마음과 의지를 한데 모은 이노비즈인들의 충만했던 시간

을 중계한다.   

글  이경희  ː  사진  고인순, 전영호

INNOBIZ BOX    이노비즈 포커스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진 2015 이노비즈인의 밤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날이었지만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에 모여든 이노비즈인들은 그 누구도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

새였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신년 덕담을 나

누는 광경이 한 가족이라 한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정겹다. 대형 홀을 가득 메운 이노비즈인들의 숫자는 대략 500여 명, 

역대 최대 규모다. 참여한 내빈들 역시 이노비즈협회의 위상을 말해

주는 듯 면면이 화려하다. 호스트인 이규대 협회장 및 명예회장단, 

고문, 지회장을 비롯해 전하진 국회의원, 한정화 중기청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협회장 등이 모두 기꺼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노

비즈 기업인들의 모임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다. 

대한민국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노비즈협회 홍창우 전무의 ‘이노비즈, 2015년을 

돌아보며’ 발표다. 홍창우 전무는 먼저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최대 위기에 봉착했음 지적, 중소기업이 53년 만에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과 대내외 불안요소로 성장침체가 나타났음

을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드러난 이노비즈기업

들의 성과는 눈부셨다. 6년 연속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해외 

총 15개국에 거점을 마련했으며, 이노비즈기업 평균수출액은 2012

년 54억 원에서 2014년 63.6억 원으로 증가했던 것. 10만 달러(1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이는 이노비즈기업이 약 5,300여 개 업체

임을 밝히면서 해마다 해외수출 비중이 높아가는 이노비즈기업의 성

과 발표에 참석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물인 만큼 모두의 진심이 전해지는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가장 먼저 이규대 협회장이 단상에 오른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올해는 특

히 힘들었던 한해였다. ‘소비감소와 수출부진으로 인한 저성장’과 ‘낮

은 성장률로 이어진 저투자’,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저고용’이라는 

세 가지 덫에 걸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때를 보내야 했다”고 개회사

의 포문을 연 이규대 협회장은 그럼에도 “우리 이노비즈기업은 끊임

없는 기술혁신으로 6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

뒀고, 대통령께 직접 13만 일자리창출대회 보고를 했으며, 일자리창

출 유공 단체 최고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강조했다. 이

어 “내년에는 ‘가슴엔 혁신을, 두 눈은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노

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인사말

이 끝나자 참석자 모두 뜨거운 박수로 지난 한해 이노비즈협회를 이

끌어온 이규대 협회장의 노고와 이노비즈기업의 미래를 축복했다.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선봉에 서겠

다”는 뜨거운 다짐으로 홍 전무가 발표를 맺자 이노비즈인들이 다시 

한 번 열띤 환호를 보냈다.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의 축사 역시 빠질 수 없다. 중소기업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한정화 청장은 “해외시장 개척, 수출혁신, 제

품개발, 고용창출 등으로 통해 기업성장과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한 

협회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먼저 전했다. 또 인재육

성, 보상체계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당

부하면서 동시에 “내년 중소기업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고용창

출 성과와 수출성과와 연계된 정책 지원을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

동하고자 한다”며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 역량 창출에 굳

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람 있는 한해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맞

이하자는 한정화 청장의 맺음말에 모두가 다시금 새 출발을 다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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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욕에 찬 박수를 보냈다.

바쁜 국회일정을 뒤로하고 자리를 함께 한 전하진(성남시 분당구 

을)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반갑습니다”하고 우

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전하진 의원은 시종일관 열정적인 자세

로 축사를 이어갔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혁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앞장서서 혁신을 심어주고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게 누구겠는가, 바로 여기 계신 이노비즈 여러분”이라

며 “1998년도 IMF 이후 이노비즈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듯이 여러 

사람을 이끌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자, 희망

을 품고 다 함께 2016년을 만들어보자”고 축사 중간 중간 확신에 찬 

구호로 큰 환호를 받았다. 

마지막 축사 무대에 오른 인물은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 모임은 그간 제가 다닌 모임 중에

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모두가 단합해 힘을 합치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덕담과 함께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혁신을 품고 세계로 나가자, 가슴 뜨거운 건배사

1부의 하이라이트, 포상 수여 순서가 돌아왔다. 이는 한해 동안 이노

비즈기업인의 정신을 살리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 기업들을 선정

해 격려하는 자리로 중기청장 표창에 26개 기업인과 기관인, 기술보

증기금이사장 표창에 5개 기업인, 이노비즈협회 표창에 총 16개 기

업인 등이 선정돼 시상식을 갖는 시간이다. 

중소기업청의 한정화 청장과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기술보

증기금의 강낙규 이사 등은 무대에 올라 스텝시스템(주) 이옥희 대

표,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 니트로소프트(주) 최종복 대표, (주)

고려소재연구소의 김영숙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경숙 행정7급 

주사보, (주)디포인덕션의 허진숙 대표,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의 

박광범 대표, (주)굿텔의 박진영 대표, (주)네비웍스의 원준희 대표 

등에게 상패를 전달, 올 한해 치열하게 뛴 공을 치하하고 그간의 고

생을 격려했다. 축하 박수와 플래시 세례,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지니 

장내는 여지없이 축제의 도가니다.  

중기청장 표창을 받은 스텝시스템(주)의 이옥희 대표는 “지난 

1년간 IT기업으로서 비전을 갖고 하나 하나 행동에 옮긴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

며, “고생한 우리 직원들, 2016년에도 화이팅하자”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코젠 윤영근 대표 역시 “직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이노비즈협회장상 수상자들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자들

중소기업청장 수상자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상자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전하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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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표창

이노비즈협회장

표창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표창

1 기업인  고려소재연구소 김영숙 대표이사

2 (주)금성필름 김용동 대표이사

3 (주)대한특수한지 이봉진 대표이사

4 동양건설주식회사 정해상 대표이사

5 (주)로파 이병국 대표이사

6 메디게이트(주) 김성환 대표이사

7 주식회사 블루비즈 김용현 대표이사

8 상원엔지니어링(주) 정정순 대표이사

9 중앙강철 오찬교 대표이사

10 (주)태광유엔티 김효석 대표이사

11 (주)파이프랜드 강 진 대표

12 주식회사 퓨쳐테크 윤정식 대표이사

13 (주)경향산업 김상우 대표이사

14 대승의료기기(주) 노재혁 대표이사

15 (주)레딕스 황순화 대표이사

16 스텝시스템(주) 이옥희 대표이사

17 (주)모아주택산업 김현웅 차장

18 (주)주인정보시스템 유정두 이사

19 (주)코젠 윤영근 대표이사

20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이사

21 니트로소프트(주) 최종복 대표이사

22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경숙 행정7급

23 SGI서울보증 손창기 팀장

24 (사)한국능률협회 최권석 대표이사

25 농협은행 설성환 차장

1 (주)디포인덕션 허진숙 대표이사

2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 박광범 대표이사

3 (주)엠피디엔지니어링 이보용 대표

4 지엠텍 주식회사 박광선 대표이사

5 (주)휴먼엔시스 이민우 대표이사

1 (주)굿텔 박진영 대표이사

2 (주)네비웍스 원준희 대표이사

3 (주)더와이즈 신동호 대표이사

4 (주)보경직물 손민희 대표이사

5 (주)신성그린텍 하규식 대표이사

6 (주)에버텍엔터프라이즈 최장락 연구소장

7 (주)에스티이지 임현길 대표이사

8 (주)에어키 황영상 대표이사

9 완도전복 주식회사 최한주 연구소장

10 (주)우보테크 정해일 대표이사

11 (주)제네시스인터내셔널 박찬경 대표이사

12 (주)창대핫멜시트 서삼상 대표이사

13 (주)에스케이씨에스 강상구 대표이사

14 (주)코스코산업 김흥준 대표이사

15 (주)크러텍 남궁봉준 대표이사

16 썬파크(주) 이윤규 대표이사

            2015 이노비즈인의 밤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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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얻어낸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려 직원들에게 마음깊이 사랑한다

고 말하고 싶다”고 함박 미소를 지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이노비즈협회 이

규대 회장을 비롯해 내빈 인사들이 모두 무대에 올랐다. 이노비즈기

업인들의 2015년 수고에 대한 치하와 2016년을 맞이하는 기쁨을 건

배로 축하하기 위해서다. 무대 위 인사들이 모두 와인 잔을 채우는 

와중에 테이블에 앉은 기업인들 역시 와인을 따고 서로의 잔을 따라

주느라 분주했다. 

한정화 청장은 건배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무대 위로 올

라오는 건 처음이라며 건배사로 “가슴에는 혁신을! 두 눈은 세계로!”

를 제의했다. 한 청장이 “가슴에는!” 이라고 외치자 홀이 쩌렁쩌렁하

게 “혁신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한 청장이 “두 눈은!” 이라고 

소리치자 모두가 “세계로!”를 외치며 잔을 부딪쳤다. 무대 위에서도 

홀에서도 유리잔 부딪치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오며 저마다 “수고

했다”는 인사를 서로 얼싸안으며 나누니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뜻 깊

은 송년의 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다. 서로의 얼굴에서 감격과 흥

분이 넘쳐나는 것만으로 올 한해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혁신과 도전정신은 2016에도 계속 된다

2부는 즐거운 만찬과 경품 추첨시간이다. 회원사들이 아낌없이 내놓

은 다양한 경품들. 사회자와 초대가수가 함께 하니 모두가 흥에 겨운 

춤과 노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기업인으로서의 모든 짐과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로 돌아간 듯 모두가 여흥과 식사를 즐기는 모습

을 보며 구경하는 사람들도 박수소리와 웃음소리로 크게 호응을 해

준다. 모두의 관심사였던 김치냉장고, 스마트TV, 안마의자는 투표

를 통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회원사 대표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장

내에는 다시금 부러움의 환호성이 가득 차기도 했다.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

신 R&D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규대 협회장의 비전 제

시와 함께 내년 추진계획으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기반 

금융지원 확대와 일반기업들의 융·복합 교류 활성화, 대학/출연연

과의 공동협력과 연구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천명, 도

전하는 이노비즈기업인들의 가장 든든한 도약대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해를 위해 모두가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됐던 이 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해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그 어떤 여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신과 도전정신으

로 이노비즈기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들이 있기에 대한

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맑음, 푸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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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I Z f e s t  20 15  제1 1회 국제 트리즈 콘퍼런스

글로벌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트리즈로 하나 된 축제

혁신이 없는 기업은 발전이 있을 수 없기에 기업에게 혁신은 숙명과도 같다. 기업혁신을 위한 방법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트리

즈의 활용 노하우와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2015년 트리즈의 중심은 바로 서울. 지난 9월 10일 서

울 코엑스에서 열린 ‘TRIZfest 2015’의 열띤 현장을 전한다.

글  유현경  ː  사진  고인순, 전영호

INNOBIZ BOX    이노비즈 Issue 

국제 트리즈 콘퍼런스, 서울에서 열리다

트리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1회 국제 트리

즈 콘퍼런스; TRIZfest 2015’가 드디어 서울에서 개최됐다. 트리즈

(TRIZ,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는 ‘창의적 문

제해결’이라는 러시아어의 줄임말로, 최근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

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트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린 것으로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 트리즈를 통한 만

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내 창의적 혁신기법인 트리즈 확산

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20여 개국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번 행사는 

TRIZfest 2015의 의장을 맡은 마크 바르칸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성

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 선언에 이어 현재 국제트리즈협회를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이코뱅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트리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속

에서 이번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라며 “특히 서울이 트리즈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주요기업들뿐 아

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확산에 애쓰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격려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문제해결과 혁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최신 트리즈 기법과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자

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신기술 개발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

기업이 창조경제 시대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의 개최라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청 한정

화 청장도 축사를 통해 “트리즈는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는 매우 유용

하고 아주 가치 있는 혁신방법”이라며, “창의성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

는 창조경제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트리즈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국제트리즈협회의 이름

으로 삼성전자 VIP센터, 한온시스템, 2개의 중국 기업, 한국남동발

전, 알앤비디파트너스, 이노비즈협회에게 감사패가 수여된 것. 특히 

이코뱅코 회장은 감사패를 받는 각 기업들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제 기업혁신의 핵심은 트리즈

개회식에 이은 본 행사는 기조연설과 트리즈 방법론 연구개발 성과 

논문 발표, 기업 중심 트리즈 활용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트리즈 대표 전문가로 기조연설을 맡은 마르타 가드너 GE글로벌

연구센터장은 ‘트리즈를 활용한 GE 혁신성과’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트리즈가 품질과 혁신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 세계 GE 

연구소에 트리즈를 내재화한 이유와 방법을 공유했다. 일찍이 트리즈 

방법론을 사내에 도입한 GE는 이미 확산과 정착을 넘어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GE의 위상은 끊임없는 혁

신으로 가능했음을 알게 했다. 또한 최상의 제품이나 새로운 것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론을 반복하기보다 트리즈를 적용, 확장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성과도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VIP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동섭 상무는 ‘삼성의 혁신방법’이라는 주제

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혁신방법과 성과를 발표했다. 

2001년부터 삼성전자 VIP센터의 주도로 단계를 밟아온 삼성그룹 내 

트리즈는 저변 확대, 전사 확산에 이어 내실을 다지고 단계를 거치며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기업혁신의 본질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풀 

만한 문제를 찾는 것이 혁신”이라는 전제와 함께, “삼성의 트리즈는 

문제해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인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내 중소기업 금진의 트리즈 우수 사례도 주목을 끌었다. 금진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트리즈 경영확산 지원사업에 참

여해 트리즈 활용을 통해 기술적 문제해결 등 큰 성과를 거둔 기업으

로 이번 행사에서 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금진은 

실크무늬 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인쇄를 해야 하는 작업공정

을 다중 인쇄 시 핀이 어긋나는 문제를 트리즈를 통해 해결해 불량률

을 크게 감소시키는 과정을 발표했다. 

특히 이 발표는 트리즈 기법이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전유물

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중소기업도 트리즈 기법을 적용해 혁신과 

기업성장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트리즈 전문가와 

국내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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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수기업과 해외의 사례를 듣다

개막행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트리즈를 활용한 의미 있는 성과들은 구

체적인 사례 공유의 시간에 계속이어졌다. 개막식 행사장에서 코엑스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SessionⅠ’에서는 트리즈를 기업 경영

현장에 접목해 혁신을 이룬 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들의 트리즈 활용 

노하우가 소개됐다.

첫 번째 발표기업인 현대자동차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by Triz’라는 주제로 현대자동차의 주요 현장에서 트리

즈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트리즈 도입과 활용에 높

은 관심을 갖고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트리즈의 과제 유형 분

석과 그에 적합한 트리즈 툴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질

문을 던졌다.

다음으로 트리즈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혁신사례에 대한 독일 기

업 컨티넨탈(Continental AG)의 발표와 중국 기업들의 트리즈 현황

에 대한 중국 NICE(국립 저탄소 클린에너지 연구소)의 발표시간은 6

시그마와 DFSS(Design For Six Sigma)를 넘어 이제 트리즈가 기업 

혁신의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게 했다.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하나

라도 놓칠세라 진지하게 경청했다. 또한 발표 후에는 트리즈 방법

론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어

져 유럽이든 아시아의 기업이든 혁신에 대한 관심은 하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도 이제 트리즈다

해외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트리즈 사례 발표에 이어 ‘SessionⅡ’는 전

문가들의 중소기업 트리즈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 포인트 도

출 및 노하우 전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트리즈 Wrap-Up 및 기업현장 적용 노하우’를 통해 트리즈 

주요 개념과 도구들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의 트리즈 역사와 사례를 

소개하며 트리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트리즈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에서는 중소기업인 금진과 우

영, 캠프런의 트리즈 진행 성과가 발표됐다. 특히 오전 개막행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벽지 제조기업 금진의 성과를 주제선정부터 문제

해결까지 현장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금진

은 트리즈를 활용한 인쇄기 공정설비 개선으로 생산성 및 불량률을 개

선해 약 50%라는 획기적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발표는 LED 조명 전문기업인 우영의 사례였다. 국내 및 

해외에 LED 사인 및 조명을 수출하는 우영은 트리즈를 통해 LED 조

명의 방열 성능 문제를 해결해 제품성능을 개선하고 독자기술까지 확

보한 경우였다. 기존 LED 램프의 기대수명을 솔루션 적용 후 10% 늘

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캠프런은 생맥주 공급 시스템인 

스파클린 커플러의 문제해결로 신제품 개발 및 원가 절감을 한 성과

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발표에 나선 기업 모두 업종과 분야는 다르지만 트리즈를 활용해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문제분석 도구, 문제해

결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기술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발표를 들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전유물

로만 여겨지던 트리즈가 이제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혁

신을 위해선 우리도 트리즈 경영을 도입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과 국제트리즈협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과 연계해 성대하게 진행됐는데, 아시아 최초

라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기업의 혁신도구인 트리즈가 국내 중소기

업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갈음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었다.◦

Session2

Session1

중소기업 TRIZ 경영확산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 
트리즈(TRIZ)로 해결 가능합니다

의사결정의 질과 속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즉 Working Process(식스시그마 등)에서 

Thinking Process(TRIZ)로 이동 중인 것. 

트리즈(TRIZ,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는 

‘창의적 문제해결’이라는 뜻으로, 러시아 기술장교 겐리히 알츠슐러

(Genrich Altshuller)가 특허 4만여 건을 분석해 체계화한 문제해결 

방법론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기법으로 TRIZ를 활용

해왔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의 경우 1990년 후반에 도

입했으며, 현재는 각 협력사에 TRIZ 교육 및 방법론을 전파하는 활동

을 펼쳐 원가절감, 고질적 문제해결, 특허회피, 공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RIZ는 문제와 모순을 사전에 객관화하고 검증된 해결원리를 제

시해주는 기법으로, 중소기업 적용 시 기존 경험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전환이 가능하고, 과제 수행 시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TRIZ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내부 전문

인력이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중소기업들은 쉽

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발맞춰 중소기

업청과 이노비즈협회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 TRIZ 경영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TRIZ 경영확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TRIZ를 도입

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으로, 효과적인 트리즈 활용을 위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전

문교육, 과제해결 컨설팅 등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결을 입

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국제트리즈협

회의 자격인증과 연계해 전문교육수료자는 국제트리즈 레벨1~2의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기업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캠프런, 대림엠이

씨 등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 수출과 공공기관 납품발주를 대기 중

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TRIZ 세

미나 및 전문교육은 당초 600명이 목표였지만 31회 개최 동안 877명

이 교육에 참가했다. 참여 만족도도 91%로 높게 나타났다. (주)대지

수출포장(강원 소재)의 장다영 대표는 교육 수료 후, 회사 내부 직원

들을 교육에 적극 추천해 서울로 교육을 보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

업 적용 사례를 공유한 ‘TRIZfest 2015’에는 300여명이 모여들기도 

했다. 사무국으로는 벌써부터 차기 년도 사업 일정에 대한 문의가 끊

이지 않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에도 관련 지원사업을 강화, 추진한다. 작

년에는 인식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면, 2016년에는 기업의 실제 

활용과 성과 도출을 도울 예정이다. 기술이나 R&D 부문을 넘어 경영

이나 마케팅 등 분야에서도 트리즈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커리큘럼을 마련 중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정책기획팀 김봉수 과

장은 “트리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도 활용되는 삶에 아

주 가까운 문제해결 방법론”이라며, “학문적이나 원론적으로 접근하

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존 인력과 기술을 새로운 발상을 통해 

재발견하거나, 기업의 신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트리즈”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부탁했다. 

빠르면 2월 정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사업 일정이 발표될 예정

이다. 사업에 대한 세부 참여 문의는 이노비즈협회 정책기획팀 김봉

수 과장에게 하면 된다.◦

글  이노비즈협회 

INNOBIZ BOX    트리즈 기법

2016년도 사업문의

이노비즈협회 정책기획팀 김봉수 과장 

TEL  031-628-9645  MAIL  bskim@innobiz.or.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편동 판교이노밸리 E-202

T e o r i y a  R e s h e n i y a  I z o b r e t a t e l s k i k h  Z a d a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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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런이 개발한 제품의 명칭은 스파클린 커플러.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생맥주 공급배관 거품 터짐 방지 및 세척 일체형 장치다. 거

품 터짐을 방지함으로써 맥주를 절약할 수도 있고, 공급배관도 위생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캠프런은 2012년 창업 당시부터 커플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보

유한 기술을 갖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청소기능에 더 특화된 제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고, 이에 초점을 

맞춰 제품을 보강하기로 한 지 1년 반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맥주 관로를 청소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생맥주를 먹기 위해서는 맥주가 담겨 있는 케그통과 맥주를 밀어내는 

CO₂ 가스통, 냉각기, 맥주토출기가 있어야 하고 하나로 연결돼 있다. 

깨끗한 맥주를 마시는 새로운 방법

“맥주 좋아하시죠? 그런데 생맥주집에서 맥주가 얼마나 깨끗하게 서

비스되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퇴근 후 생맥주 한 잔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놓칠 수 없는 즐거

움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맥주라 해도 위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다면 맛과 즐거움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회사를 소개하며 던진 박종

하 대표의 한마디는 바로 캠프런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었다. 

“맥주를 공급하는 관로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맥주가 관

로를 통과하며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맥주를 좀 더 깨끗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고, 트리즈 기법을 사용해서 결국 개

발에 성공했습니다.”

대학시절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맥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는 박종하 사장은 제조사에서는 맥주가 담긴 케그통이 위생적으로 처

리돼 나오지만, 사업장에서 맥주를 서비스하며 관로를 청소하지 않으

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업종 특성상 영업이 늦

게 끝나는 맥주 사업장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맥주 관로를 수시로 세척하려면 장치를 분리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깨끗하게 씻기는지도 의문이다.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 두 가지 개발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전기나 

별도의 에너지원을 쓰지 않고 현장에 구비돼 있는 구성물만을 이용하

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세척 방식은 관을 분리해서 물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

지만 저희 제품은 관을 분리하지 않고 펄스(pulse), 즉 물의 맥동을 발

생시켜 세척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기존의 구성품

에 있는 CO₂와 물을 교반해 액티브한 에너지의 파동을 발생시키는 것

이 핵심입니다.”

작동 방식도 간단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다. 케그통에 장착되는 스

파클린 커플러의 레버를 ‘Beer’에서 ‘Clean’으로만 돌려주면 별도의 

조작 없이도 바로 세척이 시작된다. 세척이 끝나고 다시 레버를 Beer

로 돌리면 맥주를 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 위생적인 면도 

보장되지만 맥주 맛에도 영향을 준다. 관로의 오염이 제거되기 때문

에 바로 맥주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현장에서 번거롭지 않게 위생을 관리하고, 고유의 맛까지 살릴 

수 있기에 맥주를 서비스하는 사업장에서는꼭 사용해야 할 제품이다. 

트리즈는 또 한 명의 개발요원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캠프런 직원들은 테스트를 위해 

맥주를 달고 살았다거나, 샘플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거나, 수

없이 개발비를 투자했다는 등 이들에게는 트리즈와의 만남을 빼놓

을 수 없다.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는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

더라고요.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고 생각도 비슷하고 적은 인원이다 

보니 새로운 접근이 나올 수 없었어요. 개발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박종하 대표, 개발팀 서일광 부장 등 캠프런 멤버들이 트리즈 기

법을 만난 건 1년 반 전, 트리즈 교육을 통해서였다. 세계 유수의 기

업들이 활용한다는 이 혁신기법을 스파클린 커플러 개발에 활용해보

기로 했다. 사실 트리즈 기법을 바로 활용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

니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법을 한두 번의 교육으로 

마스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얕은 지식으로 시작했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활용하다 보니 핵심적인 기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더군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해결을 위한 요소들

을 나열해서 시스템에 하나하나 적용해보니,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

작했습니다.”

스파클린 커플러에 사용한 기술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

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가져와서 새롭게 적용한 것이

다. 스파클린 커플러 개발을 통해 트리즈 기법을 직접 경험한 개발팀

의 서일광 부장은 기술개발을 하는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고정된 사고

를 깨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트리즈 기법에 후한 점수를 준다. 박종

하 사장 또한 마찬가지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

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제품뿐 아니라 경영이나 관리에 적용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목표는 전 세계 맥주시장

현재 캠프런의 직원은 총 6명.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현재 회사가 보

유한 특허만 42개, 맥주 시리즈의 특허는 26개나 된다. 길게 보고 사

업하자는 생각에 충분히 토대를 다지며 지나온 3년여의 시간이 결실

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이번에 개발한 스파클린 커플러가 현장 적합

성 테스트를 마치면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약속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상관없이 맥주시장 전체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거

대한 맥주시장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슴에는 열정, 머리에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창업했다는 캠프런. 기술로 세계에 통하는 제

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캠프런이야말로 작지만 큰 기업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다른분야의 기술로 

새로운 맥주를 만들다

T R I Z  성 공 사 례 기 업  1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게 기술은 생명줄과도 같다. 그래서 부족한 자본과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개발기법은 이들에게 

그 어떤 지원군보다도 든든하다. 2012년 박종하 대표 이하 4명이 모여 창업한 캠프런에게 2015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획기적인 혁

신기법인 트리즈를 알게 됐고, 트리즈를 이용해 스파클린 커플러라는 자신들만의 제품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다.

글  유현경  ː  사진  고인순

INNOBIZ BOX    트리즈 기업

캠프런 박종하 대표

캠프런

맥주 관로를 청소하는 스파클린 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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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현경  ː  사진  황원

INNOBIZ BOX    트리즈 기업

“저희 회사는 한국전력의 송전, 변전, 배전, 그리고 설계 감리 업

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감리시장에서 금액으로는 전국 1위를 했

고, 작은 회사이지만 여느 회사 못지않게 실적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고 자부합니다.”

10여 년 전 창업 당시,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송전 변전업계 감리시

장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 이용철 대표

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이라는 이용철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사실 감

리회사의 업무는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대림엠이씨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 작년 말부터 본격 가동했

다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바로 한국전

력의 RFP(Request For Proposal)를 경쟁을 거쳐 수주한 것이다. 한

국전력이 대림엠이씨의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제

안을 채택한 것이다.

한전 현장의 필수품, 분기스리브커버의 개발

RFP 과제는 바로 분기스리브커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

로 기업부설연구소 이현정 연구소장과 고희동 기술사다. 

“분기스리브커버는 전봇대의 배전선로에 연결된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부분을 감싸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전선이 노출된 부

분을 절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력손실 방지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본격적인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RFP를 연구하고 제출하며 

지향하는 대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 기존 제품과는 어떻게 

다를까? 기존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분기가 나가는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보호해야 하는데, 대충 시공하면 빗물이 침투되고 고정되지 않

아 돌아다니기도 한다. 빗물 등 외부 수분이 침투되지 않으면서, 커

버 안에 결로 등으로 생긴 수분은 배출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커버가 

편중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방향이다.

“딱 듣기만 해도 모순이 존재하죠. ‘안에 있는 수분은 배출하고, 

밖에 있는 수분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게 

트리즈 기법이었어요. 트리즈 기법 자체가 기술적인 모순을 해결하

는 거잖아요.”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이용철 대표에 특허 전문가인 이현정 소장, 

전기를 전공한 실무자 출신인 고희동 기술사의 조합은 현장에 적합

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구성이었다. 

개발부터 심사까지 날개를 달아준 트리즈

그리고 트리즈 기법은 대림엠이씨의 새로운 도전에 날개를 달아주

었다고 이현정 연구소장은 말한다. 현재 한전 현장에서 쓰는 제품의 

문제점을 트리즈로 보완해 훨씬 실용적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

다는 것이다. 

사실 한전 RFP는 일 년 전 1차 공고 때 제출했다가 떨어지고, 올

해 있었던 2차 공고를 통해 재도전한 것이었다. 1차에는 적합한 제안

이 없어 채택된 기업이 없었던 것. 재공고가 날 것을 알았기에 다시 

공들여 준비했다. 그런데 마침 트리즈 컨설팅 시기가 과제를 수행하

는 시기와 맞아떨어져 이를 활용해보기로 했다. 기존의 특허기법인 

IPR&D와 트리즈 기법을 접목시켜 제안을 준비하며 이현정 연구소

장은 처음 접하는 트리즈의 효과를 실감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타성에 젖고 사고가 딱딱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트리즈는 유연하게 창의적 발상을 하는 데 도움

을 줬어요. 엉뚱한 것 같아도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새롭

게 발전하고, 모순 매트릭스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타 개발기법에 대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안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트리즈 기법을 도입한 개발과제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주한 과제는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는 제품을 사출하기 위한 설계 완성을 앞두고 있고, 개발을 진행하며 

금형을 제작하고 사출하기에 앞서 3D프린터로 샘플을 제작해 문제

점을 살펴보고 수정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더 발전하고 더 단단해지는 회사가 목표

RFP의 특성상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일 년에 백만 개 이상 3년간 납

품하는 것이 보장된다. 이용철 대표는 사실 제품 단가가 높지 않아서 

큰 매출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과제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트리즈 기법이 기존의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번의 경험을 통해 기

대하는 것도 있다.

“이번 과제는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것, 더 완벽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트리즈 기법의 효과를 처음 경험한 이용철 대

표는 이번 개발과제와 상관없지만, 트리즈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철 대표는 대림엠이씨의 미래 목

표가 “직원들이 모두가 열심히 한 만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런 회사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당당힌 기업이 되도록 더 발전하고 단단

해지는 법,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이용철 대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연구개발에 트리즈를 접목시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감리회사

안주하는 기업에게 성장이란 없고 도전하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올해 감리업계 매출 1위로 이미 탄탄한 기반을 다진 기

업이지만 (주)대림엠이씨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트리즈 기법을 도입하고, 그 첫 성과로 따내기 만

만치 않다는 한국전력의 RFP과제를 수주한 것이다. 항상 도전하는 기업 대림엠이씨에게 트리즈는 무슨 의미였을까?

트리즈 기법으로 탄생된 분기스리브커버

(주)대림엠이씨의 이용철 대표

(주)대림엠이씨

T R I Z  성 공 사 례 기 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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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기능장이 되기까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태강기업은 오거크레인 및 어태치먼트 등 특

장차를 제조하는 전문업체다. 2007년에 설립해 올해로 채 10년이 

안 됐지만 전년도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며 튼튼하게 내실을 다져

가고 있다. 

“크레인 붐대는 전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 자부한다”며 자

신감을 보이는 임형택 대표는 용접기능장이며 마찰용접으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따낸 용접전문가이기도 하다. 

기능장이 되고 태강을 창업하기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임형택 대

표. 그의 인생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20여 년 동안 몸담아 온 (주)

광림특장차(이하 광림특장차)라는 회사다.

“1987년 광림에 용접공으로 입사해서 물류사업부, 생산기술팀, 

구매부 등을 거쳐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광림에서 배우고 터득했다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신용 좋

은 거래처로 꾸준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림이 임 대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을 해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용접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청년 임형택의 포부를 알아

본 광림의 창업주는 “이곳에서 꿈을 펼쳐보라”며 충남대 석사과정을 

다닐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다. 광림은 오늘날 임 대표가 공

학박사로, 한 회사의 대표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모태다.

2007년 태강을 창업하고 난 후에도 주변의 권유와 임 대표의 욕심

이 더해져 또 한 번 주경야독에 도전했다. 결국,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용접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게 됐다.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었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버텨냈습

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에 용접기술에 대해선 자부할 만큼 실

력도 갖췄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열심히 살았다

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선 그를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독종’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심어

줬다.    

“제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지인들이 서로 일을 해달라고 

맡겨주더라고요. 어찌나 고맙던지요. 몸은 고달파도 안정적으로 사

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인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복 많은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인복은 사람과의 신의

와 신뢰를 중요시하는 임 대표의 인생철학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만들고 싶어

최고의 실력과 신뢰가 밑바탕이 된 사업이었기에 태강기업의 출발

은 순조로웠다.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야 때때로 생기기 

마련이지만, 가장 큰 타격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다. 그러나 일감이 

줄어 전전긍긍하던 그 위기조차 임 대표는 잘 넘길 수 있었다. 오히려 

임 대표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기능 인력의 부족’이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난리지만 중소기업들은 기능 인력이 원

활하게 충원되지 못해 걱정입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사람 뽑

기가 더욱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3D 현상과 함께 기능

인력 배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고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와 바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화돼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태강기업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기능 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취업 허용 기간이 5년이

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치고 이제 잘할 때가 됐다 싶으면 자국으로 돌

아가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주)태강기업

신뢰와 도전 정신

그리고 소통의 힘이 기업 성장의 발판입니다

‘개울가의 돌은 늙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배우고 도전하며 노력하는 사람. 용접공

으로 시작해 기능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돼서도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바로 

(주)태강기업(이하 태강기업)의 임형택 대표다. 신뢰와 도전정신,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임형택 

대표를 만나봤다.

글  조서윤  ː  사진  고인순  :  영상 최의인

INNOBIZ BOX    No.1 소통기업

설립년도  2007년

사업분야  오거크레인 및	어태치먼트(스크랩그래플)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죽암도원로	198-12번지	

연  락  처  043-269-5335

홈페이지  www.taekang.net

자신을 ‘인복 많은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인복은 사람과의 신의와 신뢰를 중요시하는 

임 대표의 인생철학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

(주)태강기업 임형택 대표와 직원들의 모습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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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임 대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소통

을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공동체가 잘 운영되

려면 무엇보다 화합과 단합이 잘돼야죠. 그래서 단체 활동을 많이 하

려고 한다”는 임 대표는 직원들과 몸을 부딪치며 땀 흘리는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매분기 1박 2일 워크숍도 진행한다. 생산회의와 품질교

육을 임 대표가 직접 담당하는 이유도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

이 갖기 위해서다. 

또한 회사에 기숙사와 구내식당을 갖추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임 대표의 계획 

중 하나다.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직원들이죠. 열심히 일하는 우

리 직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 

오랫동안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자 목표

입니다.”

저성장 시대, 차별화된 기술개발이 대안책

직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임형택 대표의 일 욕심은 공장 

안에 걸어놓은 ‘2015년 수출 달성 6.4 원년의 해’라는 슬로건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수출이 6, 내수가 4라는 의미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

기 위한 의지와 목표가 담긴 문구다. 임형택 대표는 내수시장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

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출에 주력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 기업으로 참여하며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국, 중동 등을 

방문했다. 취재가 있던 전날에도 충북에서 지원하는 해외사절단으로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막 업무에 복귀하던 참이었다. 곧 좋

은 결실도 맺을 전망이란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토목, 건설 분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임 대표는 ‘차별화

된 기술개발’을 대안책으로 제시한다. 

이미 태강기업에는 실력 있는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기술연구팀

을 꾸려가고 있었다. 제품 업그레이드, 시리즈화 등에 주력하면서 출

원한 기술특허만 해도 9개나 된다. 

또한, 거시적인 안목과 활발한 활동성을 갖춘 임 대표는 올해 이

노비즈 협회 글로벌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노비즈 회원사들이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 회사도 전기전자제어 관련 업

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진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도록 

매진할 겁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는 

직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 도전과 긴장을 늦추지 않는 태강기업

의 힘찬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

화합과 단합이 잘되는 태강기업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태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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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 빛이 들어오다

레딕스의 황순화 대표가 LED 조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단순했

다. 텔레비전의 백라이트를 개발하고 레이저, 빛에 관한 부분을 연

구개발하는 연구원이었던 오빠 덕분이었다. 그녀의 오빠는 2006년 

혜안을 발휘해 앞으로는 대부분의 조명이 LED로 교체될 것이라고 

조명사업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우선 기술력이 뛰어난 오빠를 믿고 제품 2~3개를 만들어 2007

년 프랑크푸르트에 갔어요. 반응은 좋았지만 당시 조명의 값이 텔

레비전 가격만큼 비쌌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그리 전망이 밝진 않았

어요.”

호텔 같은 곳에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를 받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본격적으로 LED 조명 사업에 뛰어든 

해는 2008년이었다. 황 대표는 전공자도 아니었고 LED 조명에 대

해 제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개발이나 영업 부분은 오빠

에게 맡기고, 생산만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LED 조명이 친환경적이고 수은 같은 유해물질이 없으며, 수명

이 길어 전력이 많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뛰어나다. 황 대표는 

처음에는 가로등 조명 교체에 관심을 가졌다. 

“LED 조명은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가로등에 최적이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가로등이 8~10m에 250W, 12m엔 400W 조

명들이 쓰이거든요. LED 조명은 기존 메탈등 250W는 100W, 기존 

메탈등 400W는 200~250W로 교체해도 거의 같은 밝기가 나오죠. 

LED 조명에 가장 중요한 점이 방열이거든요.”

 

R&D에 집중하라

처음에는 레딕스도 조명을 인용하는 주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세상에 LED란 빛을 켜다 

머물어 도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더 두려워하는 수장. 그런 수장이 있기

에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제는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지에서 먼저 손 내미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업의 

성장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지역과의 화합, 그리고 받은 것은 돌려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기업’의 길을 걷고 있

는 (주)레딕스를 소개한다.  

(주)레딕스

설립년도  2008년

사업분야	 LED,	전광판

주       소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49-5

연  락  처	 042-671-3716

홈페이지	 www.ledix.co.kr

글 안지현  ː  사진  장병국

INNOBIZ BOX   NO.1 글로벌기업

(주)레딕스 황순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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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했다. 하지만 방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후로 그 연구에 매달리

기 시작했다. 

“LED는 열이 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LED칩 자체 열은 사

실 엄청 나요. 열을 빨리 빼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죠. 획기적인 방열

만 해결하면 된다 생각했죠. 기존조명의 수명이 3,000 ~5,000 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LED는 평균 5만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차

이가 엄청나죠.”

황 대표는 2010년 오빠와 사업적으로 결별하고 난 후 정보나 지

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연구개발에 더 매진했다. 다행히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고경력 퇴직과학자들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 광통

신 쪽에 박학하신 교수님을 소개받았다. 그들은 자기의 기술과 지식

을 필요한 회사에 도움 줄 수 있어 좋고, 중소기업은 고급인력의 능

력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황 대표는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인맥을 형성했고, 처음 개발한 LED 가로등 100W의 중량 

9.5kg짜리에서 현재 2.6kg까지 중량을 낮췄다.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방열 쪽

에 집중했죠. 보통 넓은 면적의 광원에서 빛을 구현하는 데 저희는 작

은 면적의 광원으로도 100W의 빛을 구현해내요. 전기 특성의 품질을 

위해 SMPS가 좋아야 하는데 LED의 수명만큼 버티지 못하는 것을 보

고, 개선하는 방법도 생각해냈죠.”

그녀는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적용했다. SMPS를 없애고 반도체칩

을 사용했더니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고, 기존의 LED 조명보다 2~3

배 수명이 오래가게 됐다. 

또한 같이 개발했던 교수님들의 제자들을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현재 레딕스에는 연구소

가 따로 존재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16년에 출시할 

제품에 눈을 반짝였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특화된 기술

다양한 연구진과 함께 개발한 제품은 기존 2.6kg에서 600g까지 중량

을 줄이게 될 LED 조명등이다. 

“지난주 중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바이어들의 반응이 상당했

어요. 조명업체는 물론 건설회사, 전기공사업체와 무역업에 종사하

는 분들까지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우리 제품을 설치

보다는 기존등기구 설비를 활용하는 교체 교체의 개념으로 보면 기존 

LED 조보다 편하게 교체할 수 있고, 가격 면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독일 코트라를 통해 바이어들이 먼저 연락을 취

해오고, 독일 함부르크와 벨기에 브뤼쉘,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에

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제

품의 완성도는 80%라고 한다. 제품이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고 밝

혔음에도 해외에서 구입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제야 독자적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쓴 것이 빛을 볼 것 같습니다.

“첨단혁신제품을 다루다 보니 제품 생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제

품이 발전하니까 저희도 계속 개발해야 하고요. 누구도 흉내 내지 못

하는 탁월한 고출력 쪽으로 가보자고 생각하고 집중한 것이 해외시장

에서 주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2016년에는 수출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라며 지금 주력하

는 제품들은 해외시장을 겨누고 있다고 덧붙인다. 어느덧 소비자가 

부피반, 무게반, 가격반으로 반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녀와 레

딕스 직원들의 1차 목표가 됐다. 

사회공헌은 또 다른 종착점

레딕스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된 데는 황 대표의 특별한 사연이 

함께했다. 그녀는 1997년 신체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고, 불편한 몸으

로 일자리를 얻기 힘들 거란 생각에 아는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

작하게 됐다. 그리고 그 사업으로 장애인촉진공단과 인연을 맺게 되

고 황 대표는 장애인 고용을 먼저 시작했다. 일의 능률은 높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명받은 황 대표는 지

금까지도 직원의 30%를 장애인으로 뽑고 있다. 

“어떤 분이 2012년 사회적 기업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

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미 자격요건을 다 갖

춘 상태였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지

원도 받으며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인증을 받게 됐습

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후 형편이 어려운 돌봄시설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자, 이곳저곳에 소문이 돌아 LED 교체 요청

이 많이 왔다. 황 대표는 아예 MOU를 체결해 조명을 교체해주기 시

작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학교의 조명시설도 교체해주기

도 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 골머리를 썩던 교장 선생님은 전기료가 

확 줄었다고 고맙다며 황 대표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 

“우리 회사가 받은 것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

해요. 덕분에 우리 회사도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

소기업 제품을 샀더니 회사가 없어져서 A/S를 받지 못했단 말도 듣기 

싫고요. 앞장서서 LED 조명의 효용을 알리고 싶어요.”

그녀는 2011년 한밭대학교에 납품한 LED 가로등 조명이 여전

히 밝게 빛난다며 제품의 사양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제품

의 납품만 맡아왔지만 내년부터는 전기공사뿐 아니라 해외시장 구

축과 실외작업에 힘쓸 것이라 말하는 황 대표의 뒤에 후광이 비춰왔

다. LED 조명이 그녀의 포부를 더 밝게 빛내주는 것처럼 보였다. ◦

첨단제품을 다루다 보니 제품 생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제품이 발전하니까 저희도 계속 개발해야 하고요.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고출력 쪽으로 가보자고 생각하고 집중한 것이 

해외시장에서 주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존 제품보다 보완된 LED 조명

레딕스의 기술이 밀집된 LED 제룸



(주)웰팜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원 해오주스

2002년 착즙 주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된 (주)웰팜(대표 이서영)은 유기농, 무농약의 다양한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음료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HACCP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웰팜은 건강지향 식품 브랜드로 원재료를 그대로 담은 안전 먹거리를 

선보이는 홀푸드 전문기업의 대표주자다. 해오주스는 4가지 국산 채소를 삶고 갈아 그대로 담아낸 오리지널 해독주스다. 채소를 씻고 다듬고 

삶고 식혀 과일과 함께 갈아 만드는 번거로움 대신 간편한 파우치 형태로 휴대하기 편리하다. 식사 대용이며, 한의사 박경호 원장과 공동개발했다. 

www.jyone.co.kr   02-70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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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봄 화장품 안심세정제 아미띠에 내추럴 오일투폼

리봄 화장품(대표 서종우)은 2010년 6월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회사로, 창업 3년 만에 국내 30번째로 

CGMP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제1회 세종시 기업인 대상 ‘우수 품질경영상’을 수상해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미백크림, 클렌징 제품에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약 20개국에도 활발히 수출을 진행중이다.

아미띠에 내추럴 오일투폼은 안심세정제·간편세정제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로

세정력을 구현했다. 특히 식물성 오일이 함유된 세정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징의 장점을 결합한 올인원 클렌징제품으로 한 번에 클렌징과 

세안이 가능한 오일투폼이다. 물에 닿으면 오일에서 폼으로 변한다. 

www.rebom.kr  044-866-6789

(주)프리쉐

신개념 가정용 칫솔살균기, 팬 가습기

(주)프리쉐(대표 정용환)는 제조 기반을 둔 오랜 전통과 

삼성전자, KT 등 국내 대기업과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다. 

향후 주력제품인 통신제품뿐 아니라 생활 및 주방 가전 

전문 제조 및 유통 업체다.

가정용 칫솔살균기는 99.9% 살균 효과를 한국건설생활

시험원에서 검증했고, UV 자외선 및 PI 히터 반복 건조, 

복합 살균기능이 있다. 또한 팬가습기는 신개념 Fan을 

적용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공간까지 가습할 수 있다.

www.prische.com  031-450-6200

씨앤에스링크

Slink 연동 NAVI RX330, IP 카메라(SHS100E1)

씨앤에스링크(대표 안상태)는 차량운행 보조제품 및 통신용 제품 

전문 생산업체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IP 카메라 및 

LTE 라우터를 국내에서 개발·생산·판매·A/S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다. Slink 연동 NAVI RX330은 지니 Next 3D지도를 

사용하는 7인치 내비게이션과 Slink APP(스마트폰 앱)을 

연동시킨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다. 

또한 IP 카메라 ‘SHS100E1’는 소규모 사업장

(10~40평 이하)에 적합한 제품으로 실시간 동영상 

확인(스마트폰 APP/PC View)및 녹화 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기본 구성은 2ch 카메라+도어센서이며, 고객분쟁 해결, 

현장 확인 및 침입 확인 등을 실시간 또는 저장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www.cns-link.co.kr  070-8786-6462

이숲

구강관리 제품 Dentree 콘택트렌즈 관리 용액 OJOY

이숲(대표 장태숙)은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기업으로 한방원료를 활용한 거품치약을 비롯해 구강 건강과

눈 건강을 위한 제품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친환경적인 원료와 공법을 통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Dentree는 상큼한 향으로 양치, 가글, 세정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구강관리 제품으로, 입속 유해균 살균, 시린 이 예방,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total oral care 제품이다. 동물 뼈나 치아 

주성분인 HAP를 이용했다. 

다목적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OJOY(오조이)는 

세척, 보존, 보습,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어 렌즈를 착용하는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과 촉촉함을 선사한다. 콘택트렌즈의 소독, 

세척, 보습, 단백질 제거, 가시아메바 살균이 가능하다. 

www.esoup.co.kr  www.dentree.co.kr  053-584-3320

INNOBIZ BOX    No.1 혁신기술

(주)메디칼드림

가정용 의료기기 요화학 분석기

(주)메디칼드림(대표 이규대)은 1996년 설립한 헬스케어 로봇

 R&D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최소형 최경량형 U-헬스 

케어를 선도할 ’메디칼드림 요화학 분석기’를 개발 출시했다. 

간단한 소변 검사 하나로 10가지의 검사항목을 통해 27가지의 

의심되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다. 

검사 항목으로는 잠혈, 빌리루빈, 우노빌리노겐, 케톤체,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ph, 비중, 백혈구가 있다. 또한 췌장질환, 당뇨, 

간질환, 신장질환, 뇌내출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www.massagechair.co.kr  02-6000-7700

2015년 하반기 기자간담회 출품작

2015년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릴리홀에서 2015년 하반기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노비즈협회 2015년도 하반기 기자간담회 전시출품작들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원하는 회원사는 제품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메일 magazine@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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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산업

오션 Natural 오가닉 타월

범양산업(대표 이영임)은 1993년 사람의 피부에 덜 자극적인 

목욕타월을 연구한 끝에 오션 미용 샤워타월을 만들게 됐다.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품질 Q마크를 획득했고, 2002년 피파 

한일월드컵 공식 지정타월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지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자연 담은 Natural 오가닉 스트라이프 타월은 특허를 취득한, 

비연속 루프조직의 독특한 구조로된 테리 조직으로 제작했다. 

비누로 샤워 할 때 독특한 구조가 피부의 각질을 분해, 흡수해 

힘들여 때를 밀지 않고 쉽게 각질 및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오가닉 면사와 레이온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며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 및 노폐물을 제거하면 

남녀노소, 어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www.oceantowel.co.kr  051-518-9518

제이엠그린 

친환경 주방용품 알알이 쏙&더블세이브 도마

제이엠그린(대표 이정미)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친환경 주방용품인 알알이 쏙 및 더블세이브 도마를 비롯해 각종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알알이 쏙은 냉장(냉동) 보관용기로, 살짝 비틀고 밑부분을 누르면 얼린 내용물이 

잘 떨어지며, 칸 마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 계량기 역할을 하기에 냉동양념 용기, 이유식 용기, 

간식 용기, 얼음 용기로 사용 가능하다. 

더블 세이브 도마는 국물 흐름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썬 재료를 분리해 요리할 수 있는 

분리 공간이 있는 새로운 기능의 아이디어 도마다. 칼 자국이 잘 나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jmgreen.co.kr  070-7715-9189

패숀팩토리 

애견용 견인장비 ‘소프트 하네스’

패숀팩토리 주식회사(대표 전금규)는 2010년 국내 애견 업계 

최초로 국가 공인의 ‘한국 펫산업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해 

모든 디자인의 체계화, 과학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에 

‘디자인 랩’을 별도로 설립해 선진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약 1,000여 개의 취급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애견용품 브랜드 회사다.

패숀팩토리의 ‘소프트 하네스’는 기존 제품들을 보완하고 

애견의 건강을 위해 목에 가해지는 힘을 목·가슴·배로 

분산시켰다. 강아지의 안정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에어메시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통풍이 잘되어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다. 수출제품 중 가장 판매가 

잘되는 제품 중 하나다. 

www.puppia.co.kr  02-493-6178

큐디스

차량용 다목적 조명 스파키

큐디스(대표 김성진)는 2005년 12월에 설립한 이래 꾸준히 프리미엄급 자동차 인터페이스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순정 모니터의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2012년에는 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큐디스의 스파키는 차량용 다목적 트렁크 조명으로, 트렁크를 열면 전면에 각인된 문구로 나타나는 

세리머니와 함께 밝게 비쳐주어 차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인테리어 기능을 자랑한다. 

7가지 컬러 변화를 통해 비상 시 비상모드로 원거리의 후미 차량에 상황을 알려줘 자동차 사고 시 

활용이 가능하다. 쉽게 탈착이 가능해 경광봉이나 캠핑 시 랜턴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트렁크 조명이다. 

www.qdis.co.kr  02-868-3627~9

코아리버 솔트 펭귄 염도계&8색조 무드등&스마트 스탠드

업력 10년의 반도체 전문회사인 코아리버(대표 배종홍)는 삼성 등 대기업의 TV, 스마트폰 등에 터치반도체 부품을 

월간 1,000만 개 수준으로 공급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검증된 터치 반도체 부품을 사용한 제품이 급증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터치기술을 적용한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염도계는 음식에 포함된 염분의 양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간단히 모드를 바꾸면 이유식이나 

젖병의 온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수유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리시간 알람 기능까지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색조 무드등은 안전한 친환경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깨지지 않는다. 8가지 은은한 색깔로 조절할 수 있으며 

최대 256단계 빛 밝기를 지원한다.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심플 타이머 기능도 지원한다.

www.coreriver.com  www.hhkk.co.kr  02-2142-3430

반도산업 

감각적인 연출 리빙스타 Winter tree 옷걸이

반도산업(대표 김수동)은 천장 고정형 행거, 커튼 드레스룸 이동형 행거 제조업체로서 언제나 고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며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활용품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회사다. 

2010년도 후반기부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수출을 하며 반도산업의 우수한 생산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반도산업의 나무를 모티브로 한 옷걸이 winter tree는 가지, 줄기, 바닥 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부피 적고 패킹이 쉽고 조립 또한 간단하다. 바닥을 스틸로 제작해 무게를 지탱해 주는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소비자 취향에 맞게 기둥에 여러 개 끼워 사용하며 가지의 방향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 긴 코트를 걸 때도 편리하다. 

www.livingstar.com  www.arihyunmall.co.kr  031-575-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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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시

대용 원적외선 마사지기 

엔젤라이트(Angel Light)

하이로시(대표 이원규)는 2008년 1월 설립해 

각종 표창 및 특허등록 5건 외 30여 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이다. 

휴대용 원적외선 마사지기 ‘엔젤라이트(Angel Light)’는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모기 물린 곳에 대어 

가려움증과 부기를 완화한 원리에 착안해 만든 

제품이다. 원적외선과 40~43℃ 온열, 620nm LED를 

통해 피부 테라피를 구현한다. 

피곤한 눈, 뻐근한 목 등의 피로 마사지, 손목, 어깨, 

무릎 등 생활통증 마사지, 얼굴, 턱 밑, 귀 밑 등 

피부 마사지 모기, 벌레 물린 데, 일반 가려움 완화에 

효과적이다. 휴대가 간편해 집, 사무실, 학교, 차 안, 

야외 활동 시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www.hirosci.com  053-655-8980

(주)루브캠코리아

엔진을 위한 윤활 솔루션 엔진닥터큐

(주)루브캠코리아(대표 이승우)는 20년 동안 특수

윤활유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검증된 합성기유와 

유명 브랜드 첨가제 패키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특수 첨가제를 적절히 브랜딩해 

윤활유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엔진 닥터큐 시리즈의 주 원료인 나노화된 WS2(이황화텅스텐) 

소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플러렌’이란 

물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각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나노화된 구형의 WS₂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 마모(마찰계수 0.03)가 

방지되고 이를 통해 엔진 수명이 연장될 뿐 아니라 

연비 절감과 기계 효율, 소음진동 감소, 매연 감소 등의 

장점이 발휘된다. 

www.lubeshop.co.kr  1800-5184

(주)실스타

붓터치 디지털 페인팅 브러시

(주)실스타(대표 전현구)는 2012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갤럭시, 아이패드, 아이폰 등 모든 터치스크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터치용 브러시를 개발했다. 

붓터치 디지털 페인팅 브러시는 미술용 도구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터치 가능한 스크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충전이나 건전지가 필요 없으며 실리콘 제품이 

아닌 전도성 모를 사용해, 미술용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터치감이 부드럽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묘사할 수 있다. 

수채화, 유화, 소묘 등 모든 미술 표현이 가능하다.

www.silstarbrush.com  1800-5184

(주)웰메이드인터내셔널 수아비스랩화이트 숍

(주)웰메이드인터내셔널(대표 신광준)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수아비스랩화이트 숍은 전신 미백을 위한 세계 최초의 화이트닝 전문 케어 숍으로 바르는 제품뿐 아니라 

RED 618~635nm 파장의 붉은 광선 램프 43개로 이루어진 화이트닝 기계(R630)를 적용했다. 

시술 후에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 트리트먼트 시리즈로 시술 후의 관리까지 케어해주는 

완벽한 화이트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바쁜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해 10분씩 4회의 짧은 

시술만으로도 화이트닝이 가능하며 이미 임상 실험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www.ewellmade.com  031-717-1613

(주)아이엔지레져

탤론 24피크 경량 체인아이젠&플레노 스패츠

(주)아이엔지레져(대표 김천기)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 주요 브랜드(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콜럽비아, 

노스페이스등)에 자체 개발한 캠핑, 등산 용품을 

공급해온 전문업체이다, 2014년 자체 브랜드인 

‘TALON(탤론)’을 을 론칭해 체인아이젠, 스패츠, 

등산배낭, 등산스틱, 포터블 미니체어 등을 

개발·생산·판매한다. 

탤론의 아이젠은 특허받은 기술을 적용한 

앞피크(Fore-Peak)를 장착해, 겨울철 설산을 오를 때

제동력 및 안전성을 강화한 혁신적인 체인아이젠이다. 

www.talon.co.kr  031-668-8114

코스웰 코리아 코스메틱 글램21

2006년 5월 설립된 코스웰 코리아(대표 박화규)는 2007년 미국 ‘Sanits’의 독점 금형 제작을 시작으로, 화장품 용기뿐 아니라, 

완제품(용기+내용물)을 수출하면서 매출 성장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기초 스킨 케어 제품에서부터 메이크업 전반을 아우르는

화장품에 관한 모든 제품을 생산하며, 특히 다양하고 특별한 포뮬러 구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glam 21’이라는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론칭했했으며 제품으로는 원샷 뮤직 어워즈 립 크레용·원샷 칵테일 아이 크레용·촉촉 립 틴트 글로스·원샷 샤프 에지 

아이라이너·원샷 스나이퍼 젤 아이라이너·스키니 아이브로 펜슬·트리플 아이셰도·리퀴드 컨실러·CC 쿠션 디 올 인원·

리프레싱 365 선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www.coswelkorea.com  www.glam21.com  02-83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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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NEWS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9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에서 열린 제36차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에 참

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5년 동반성장지수 체감

도 조사 및 가·감점평가 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

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종합장·연습장·일반연필·

문구용풀·지우개·유성매직·네임펜·일반색종이·

스케치북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

위로 판매한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석을 맞아 9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 신장시장과 덕

풍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눔행사’를 

가졌다.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현재 국

회의원,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경기지회 등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에서 이규대 회장과 이노비즈협회 임직원들이 온누리상

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해 이를 지역 기관에 전달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

협회는 10월 7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

한 가운데 정부, 기업, 노동계, 금융계, 대학교 등 5개 분

야 17개 기관과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기관으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

업계에선 이노비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

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

합총연맹, 금융계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교육계

에선 경희대, 상명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일자리 창출

에 협력하게 된다.

38회 이노비즈 모닝포럼 한정화 중기청장, 

‘창조경제 시대의 중기 정책방향’ 주제 강연

9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정

책방향’을 주제로 ‘제38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진행했다. 한 청장은 이날 참석한 150여 명의 이노비즈기

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책 지원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제 주역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효율적인 지원체제, 중소기업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해 참석한 기업인들

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15년 제2차 이노포럼 및 회장단 회의

협회는 10월 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이노비

즈협회에서 2015년 제2차 이노포럼 및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코트라 윤원석 이사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

략 특강도 진행됐다. 이노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

전을 모색하기 위한 이노비즈협회 명예회장(역대회장)

의 모임이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간담회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9월 16일 서울지방중소

기업청을 방문해, 김형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과 간

담회를 열었다. 서울지역 이노비즈 인증 확대와 지원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

천청사 1동

中 헤이룽장성 대표사무소 설치, 현판식

중국 헤이룽장성에 이노비즈기업의 진출을 돕는 사무소가 설립됐다. 이노비즈협회는 10월 11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소재한 헤이룽장성 상무청 회의실에서 ‘이노비즈협회 中헤이룽장성 대표 사무소’ 현판식을 열었

다. 이노비즈협회와 中헤이룽장성상무청은 지난 8월 MOU체결, 양국 기업 간 교류 등을 진행해온 바 있다. 

사무소는 헤이룽장성 하얼빈경제기술개발구 내 설립되며, 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기업간 기

술교류 및 비즈니스매칭 지원 △헤이룽장성 진출기업의 애로해소 △한·중 기업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규

대 이노비즈협회장은 “현판식은 협력의 결실이자 기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사무소를 통해 양국의 기업

들이 기술수출과 신규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한·중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

고 소감을 밝혔다. 

KDB산업은행. 첨단 공공연구소와  MOU

이노비즈협회는 10월 6일 KDB산업은행과 첨단 공공연

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

품연구원)와 기술이전 및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체계적인 협력지원을 약속했다. MOU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활성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협회 

소속 기업의 발굴·추천 △산은의 기술거래중개/테크노

뱅킹 연계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IP금융 적극 지원 △신기

술교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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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박근

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 중소기업 대표 단체장으로

서 한미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특히 10월 14일에는 미국 

워싱턴DC 월라드 호텔에서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 파

트너십 포럼에 참석해 최첨단 고부가치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전

미제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 파트

너십 포럼은 사물 인터넷,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 모바일 

메신저 분야의 IT·정보보안 기업 35개사와 플랜트/엔지

니어링(8개), 보건의료/바이오(21개), 에너지/환경(4개), 

항공/우주(2개) 기업 등 국내 고부가가치산업을 이끄는 

기업인들이 대거 자리했다.

제5차 정기이사회, 하반기임원워크숍

협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 반 충북 진천에서 ‘2015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위원회 위원 선임 건도 진행됐으며, 이수태 파나시아 대

표(협회 부회장)를 글로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형택 태

강기업 대표(협회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기 위해 회원사 및 임원, 자문위

원, 최고경영자과정 원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노비즈협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위촉 명단)▷신규 임원 위

촉 1명 △(주)유니맥스 이용태 태표 ▷신규 자문위원 위촉 

1명 △박귀찬 포스코인재창조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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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NEWS 

中 천진시 정부대표단, 협회 방문

11월 6일 오후 성남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 中 천진시 정

부대표단이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와 천진시 협

력 교류를 위한 이번 자리에서는 기업교류 확대 관련 상

호 역할과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천진시) 장홍지에 천

진상무위원회 외자추진처(개발구처)부처장, 왕정 천진상

무위원회 외자종합처 연구원, 한쉬에페이 천진자유무역

시범구 관리위원회 종합국 부국장, 정찬윈 빈해신구중심

상무구 관리위원회 투자촉진국 국장, 인리천진보세구 관

리위원회 무역발전국 부국장, 리우웨이쥔 천진시개발구

협회 부회장겸 비서장 (협회) 협회장, 상근부회장, 전무, 

상무, 권나현 주임 등

협회-ASEIC, 2015년 하반기 기자간담회

협회는 10월 20일 2015년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

회장 취임 25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추진 △제1회 에코

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 개최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

다. 이규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주춤하

던 인증사가 취임 이후 433개사나 늘어났다”며, “이노비

즈 법제화 실현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이노비즈기업 지

원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 실행된다면 이노비즈 인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회장은 

“1만 7,500개의 이노비즈기업은 260조 원의 매출과 GDP

의 18.5%를 담당하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언론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中 강소성상무청, 협회 방문

11월 6일 성남 분당구 이노비즈협회에 中 강소성상무청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협회와 강소성상무청 협력교류 강

화를 위한 이번 자리에서는 기업교류 확대 관련 상호 역

할과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강소성) 송의군 강소성상무

청 부청장, 주종이 강소성상무청 외사처 연구원, 락병 강

소성 싱가포르대표처 대표, 심입국 강소성 아시아태평양 

경제무역대표처 대표, 심도양 강소성상무청 외사처 직원, 

양울민 강소성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직원 (협회) 협회

장, 상근부회장, 전무, 상무 등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 간담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11월 11일 오후 김영환 광주전

남 지방중소기업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전남 지

역의 이노비즈 인증사 확대방안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

해 논의했다. 이날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박지윤 여

성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상근부회장, 홍창우 전무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체코 순방, 경제사절단

이규대 이노비즈 협회장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통령 체코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했다. 중소

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벤처기업협회 정준 회장, 코트

라 윤원석 상임이사, 이노비즈 대구경북 차순자 대표, 이

노비즈협회 자문위원, 회원사와 함께 했다. 

태국 연수단에 이노비즈 기술 전수

  

협회는 11월 24일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태국 재무

부, 신용보증공사, 국립과학기술개발단 등 태국 실무 연

수단에게 협회 및 이노비즈기업 현황,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을 대표하는 이

노비즈인증 관리기관으로 ‘자금, 인력, R&D, 수출/판로’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권뿐 아니라 중동, 유럽, 중남미 국가와의 글로벌화 협력

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 인사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1월 1일부로 본회 사무국의 일부 

팀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외협력팀, 정책기

획팀, 일자리창출팀장이 보직 변경됐다. 김홍석 전략기

획팀장은 유임됐다. 기존 조직 틀과 각 팀의 사업내용은 

유지·강화된다. ◇이노비즈협회 ▲ 박영철 대외협력팀

장 ▲ 김흥준 경영기획실장(상무) ▲ 이헌준 일자리창출

팀장  ▲ 김홍석 전략사업팀장 ▲ 강장형 정책기획팀장 

※ 발령일자 2016년 1월 1일 字

이상철 前중진공 본부장, 상근부회장 취임

이상철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본부장이 이노비즈협

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이규대)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이상철 신임 상근부회장은 1956년생으로 경

북 경안고, 경북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

업했으며, 2010년 2월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2011년 대

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2011년 2월 대

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직무대리, 2012년 03 인천지

방중소기업청 청장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06월

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본부장,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본부장을 역임했다. 11

월 1일부터 시작된 신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18년 10

월 31일까지 3년이며, 11월부터 상근부회장으로서의 역

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11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소

기업 현장의 금융실태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이번 간담회는 약 21명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규대 회

장은 이노비즈와 기술금융기관 간 상호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이노비즈 인증제도와 TCB제도 연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이노비즈기업 지원정책 마련

에 대해 건의했다.

포스코인재창조원 업무협약

협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포스코인재창조원(원

장 박귀찬)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이노비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

다. 이날 협약 이후 두 기관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고유의 혁신방법론인 QSS(Quick Six Sigma)와 디

자인싱킹 등 혁신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

게 된다. 또한 협력해 중소기업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신

규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장 간담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11월 13일 오후 강원도 산업경

제진흥원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강원지

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금융감독원

이 주최한 이날 자리에서 이규대 회장은 일시적으로 어

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이자보상비율 등 단순한 경영지

표로 한계기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례

로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의 신청 자격 중 차이가 있

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채비율 기준이라고 밝혔

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메인비즈는 신청할 

수 없지만 이노비즈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유로 우

수한 기술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부채비율이 조금 높

더라도 성장 가능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정책적으

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MBC 무한도전 PD 초청강연

협회는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김태

호 MBC 무한도전 PD를 초청해 ‘제39회 이노비즈 모닝포

럼’을 개최했다. 서울보증보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

사에서 김 PD는 참석한 200여 명의 이노비즈기업 관계

자를 대상으로 ‘거침없는 도전’의 비결이란 주제의 강연

을 펼쳤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켜

온 노력과 땀의 스토리를 공개해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009년부터 진행된 이노비즈 모닝포

럼은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전략 공유와 참석자 간 경영 전반의 현안을 공

유하고 소통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조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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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즈쿨 연합캠프 

충북지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충주켄싱턴

리조트에서 충북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강화

를 위한 청소년 비즈쿨 연합캠프를 진행했다. 충북지방중

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충북지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에서는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등 충북 8개 비즈쿨 운영 고등학교의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30명과 담당교사가 참여했다.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

는 등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한 비즈쿨 사업의 활성화를 위

해 모의창업 및 비즈쿨 학교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선도대학과 연계한 멘토-멘티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2015년 대전세종충남 이노비즈 합동 워크숍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박광수)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

지 제주도 일원에서 2015 대전세종충남 이노비즈 합동 워

크숍을 개최했다. 협회는 해마다 진행하는 임원 워크숍, 지

회장배 골프대회, 이노비즈 리더스 포럼을 한데 묶어 합동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임원 및 회원·자문위원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대전충남중소기업청 

이인섭 청장을 초청해 ‘이노비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

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해 참석한 많은 기업인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7차 지회장배 골프대회를 실

시하여 참가자 중 (주)에스시티 김주연 이사가 영예의 우승

을 차지하는 등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충북지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무협약 

강원지회(회장 박영식)는 10월 15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

터 회의실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진

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을 활

용한 신산업 창출과 강원 지역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류,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 등 기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

해 협력기관으로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원지회

한중경제무역상담회  행사

강원지회(회장 박영식)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

이징에서 개최된 한중경제무역상담회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중국기업가

협회,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강원지회는 북

경조선족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주요 내용으

로는 양국 진출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연계 및 발굴추진,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발굴 등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박영식 회장은 “양 기관의 협약으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번영과 사회발전에 기여했으

면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중소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박광수)는 10월 23일 대덕대학교 

체육관 및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 유대강화 및 중소기업인의 사기진

작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와 CEO데이를 개최했다. 

제1부로 진행된 중소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는 대전세종

충남지회(회장 박광수)도 임직원이 참여해 열심히 운동한 

결과 우승하는 기쁨을 같이했다. 제2부로 진행된 대전세

종충남 CEO대회는 중소기업의 CEO가 참석해 하루 동안 

CEO로서의 부담을 덜고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올

해 처음으로 협회도 참여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인도 국회의원 충북 이노비즈 기업 방문

10월 15일 충북지회(회장 장현봉)는 인도 북서 델리 지역 

Dr. UDIT RAJ 국회의원의 한국·인도 국가 간 교육·문

화·경제 등 민간 친선교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

정 중 산업육성 선도 지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 

지역 우수 이노비즈 기업인 (주)사임당화장품을 방문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과 충북지회 장현봉 회장, 강윤정 여성부회장을 비롯

한 충북지회 이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기술교류 및 수출 활

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충북 대표 화장품 기업을 

견학하는 등 의미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지회

2015 전북지역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11월 3일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

난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박람회

에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라북도교육청, 8개 전북기

업인단체협의회가 모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식

을 함께 진행했다. 

경남지회

2015년도 제5차 경남지회 정기이사회 

경남지회(회장 이종판)는 9월 18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

층 중회의실에서 경남지회 이종판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한 가운데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전월 주요업무 실적보고, 재무 결산보고와 

제9회 회장배 골프대회 계획안과 제7호 회보 제작에 관한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창립 10주년 기념 좌담회 개최

대구경북지회(회장 조득환)는 10월 28일 대구대학교 본관 

17층에서 ‘이노비즈기업 미래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

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을 좌장으로 5개기관 패널들과 

50여 명의 이노비즈 기업인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이상

창 과장, 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 곽영철 본부장, 대구

연구개발특구 이강준 본부장, 이노비즈협회 홍창우 전무, 

그리고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임성문 고문은 이노비

즈기업들의 현재, 미래 그리고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각 기

관별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15년도 중소기업 CEO 초청 특강

경남지회 이종판 회장은 지난 10월 12일 마산공업고등학

교에서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및 인재상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중소기업 CEO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취

업문화 인식 정착과 함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제

고,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정립,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10월 2일에는 성해진 정무수석부회장 역시 한일여고에서 

직장 예절 및 예비직장인이 갖춰야 할 덕목 등에 대해 특

강을 진행했다. 

제 28차 지회장간담회 

전북지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28차 지회장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9개 이노비즈협회 

지회 운영 규정에 관한 논의와 협회 회원사 증진방안 등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대구경북지회 제8회 회장배 골프대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조득환)는 10월 7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노비즈기업 단합의 의미로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

지회 제8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총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의 시상식 상

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농

수산물, 이노비즈기업들의 제품으로 대체해 제품 홍보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시간을 진행했

다. 또한 지난 9월 22일 이노비즈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

자들의 복리후생제도 지원을 위해 대구파티마병원과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경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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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소중기업 지원협의회 간담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청은 제5회 소중기업 지원협의회를 11월 25일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애로사

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김형겸 회장은 

향후 기업들의 활발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상

품전시장 설치, 진출가능품목 조사,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 

수출 지원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형 청장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해소에 솔선수범해줄 것”

을 당부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도 중소기업 지원협의

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2015 지식서비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제주지회(회장 김종헌)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그라

벨호텔제주에서 ‘2015 지식서비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

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창업/기존 회사를 평가하고 멘토링 및 지식

서비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를 통한 평가와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

주 지역 스마트 창작과 외부 전문가의 특강 및 사업자의 실

무 운용역량의 강화를 통해 발전적 사업 추진 방향에 기여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ICT 기술 특성’, ‘ICT 시장 변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프린팅 활용 사례’ 등의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부산울산지회

조선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식 

광주전남지회는 11월 11일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조선대

학교 산학협력단 및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

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협약기관의 연계체계를 구

축하고 인적물적 교류와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해나가

기로 했다.

또한 유망기술 사업화 공동 세미나에서는 조선대 권구락 

교수가 특허출원한 ‘영상특성을 방영해 산출한 영상 움직

임 정보에 기반한 제어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 소개

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광주전남지회 

2015 광주전남지회 정기총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는 11월 11일 라마다플라자광

주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우수이노비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초청인사 및 협회회원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

는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해 우범기 광주시경제

부시장, 김영환 광주전남중기청장, 이희철 영산강환경청

장,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 황상근 광주조달청장, 문

승현 GIST총장 등이 참석해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격

려했다.

이날 행사는 총회와 시상식,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 등의 순

으로 진행됐으며, 화합과 발전의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2015 청년취업 Job-Ara Festival’ 취업박람회

10월 8일 제주대체육관에서 제주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도외 기업으로 취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5 청년취업 Job-

Ara Festival’이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주도 내외 45개 기업이 채용관 부스를 

운영했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

반 취업특강과 우수기업의 채용설명을 할 수 있는 장이 마

련됐다. 청년구직자를 위한 채용관 부스에서는 110여 명의 

현장면접이 진행됐고, 600여 명의 채용상담을 마련해 기

업은 우수인력의 채용기회를 잡고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

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제주지회

선양시 초청 중국 시장 개척단 

부산울산지회(회장 김형겸) 선양시장 개척단은 전국 지회 

중 최초로 10월 27~29일 중국 최대 공업도시인 선양을 방

문했다.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기술 혁신형 기업의 중

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이나 현

지 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홍

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겸 회장은 “이노비즈 시장 개

척단은 선양을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다양

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협회는 중국 진출 과

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나 현지 기업인

들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리고 중국 현지 정보를 철저히 분

석하겠다”고 말했다. 

 지회 NEWS 
정리 편집실 이노비즈와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

공감대화가 가져오는 
회사생활 시너지

INNOBIZ BOX    한 장의 이노비즈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회사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다. 죽도록 일하고도 남에게 공을 뺏겨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대화의 기

술’에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대화를 돌이켜보자. 업무상의 대화가 주겠지만, 사적인 대화나 가벼운 대화도 적지 않다. 그러니 직장에서 하는 대

화는 무조건 딱딱하다는 생각부터 버리자. 직장 내에서 하는 대화도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대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여는 것에

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재밌어야 일도 재밌다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곤하단 말만 입에 달고 사는 당신. 회사에 발만 

담그면 웃음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을 향하는 당신. ‘엔도르핀’은 천

연 진통제다. 그리고 웃음은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촉

진제다. 이렇게 좋은 엔도르핀을 매일매일 만들어주는 사람이 회사

의 동료라면, 후배이고 선배라면? 두말없이 회사생활의 큰 에너지

가 될 것이다. 유머는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상대

방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고, 일하는 데도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다. 당신이 유머감각을 타고났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노력으로 길러

질 수도 있으니 좌절하지 말자.

먼저 지금 당장 유머가 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 것. 개그맨

도 열 번 던져 한 번 웃기기 힘들다. 민감한 화제는 피하고 듣는 이에

게 초점을 맞춰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지 않는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를 주야장천 해봤자 말짱 꽝이기 때문. 또한 저속하게 누군가

를 비하하는 유머는 절대 해선 안 된다. 주위 사람을 웃기기 위해 누

군가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건 유머가 아닌 독설이고, 결국 또 한 

명의 적을 만들 뿐이다.

사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뱉는 것이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작은 도움에도 즉각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

은 실수에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

로, 고개를 숙이는 행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

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까? 먼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가 좀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진심을 충분히 전달하기는 

힘들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몸짓, 표정과 함께 전달돼 그 의미가 더

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자세에 있어 상대방을 변명거리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 

그의 행동을 떠나 내가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면 된다. 그리

고 사과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너무 오래 끌 경우 사과의 참맛을 잃

게 된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서로 언성을 

높인 뒤 돌아서서 바로 하라는 건 아니다. 너무 빨리 사과하면 진심

이 아닌 것처럼 보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서로

의 화가 가라앉은 후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반복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사과 역시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로 끝내

는 것이 좋다. ‘무조건 미안하다’가 아닌, 어느 부분에 대해 왜 미안한

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보고에 보고를 더 하면 안 된다 

회사에서 ‘보고’는 기본 중의 기본 업무이다. 잘 되고 잘 안되고 모든 

일에 대해 늦지 않게 보고해야 한다. 상사가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

어?”라고 물으면, 그때야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되고 있는 

일은 보고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잘되지 않는 일은 보고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꼭 기억하자. 업

무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에 살을 붙이지 말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목표한 일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의 진행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대강 넘어가려는 태도

는 결국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온다.

보고의 순서를 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상사의 직급이나 개인

의 성향에 따라 보고 방법도 달라야 한다. 상사가 내용을 전혀 모른

다면 배경과 취지, 전반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전달해야 한다. 잘 알

고 있다면 결론부터 제시해야 자신의 의견을 호의적인 분위기로 전

달할 수 있다. 대부분 직장인은 잘못된 상황 보고를 연설로 생각한

다. 이는 상사의 화를 돋우는 일이다. 열 받은 상사는 당신에게 “됐

고, 결론이 뭐야?”라며 천둥번개 같은 일침을 날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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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제1회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 이사장 이규대)는 중

소기업청 주최로 제1회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11월 10일과 11

일 양일간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ASEIC 이규대 이사장, 중

소기업청 최철안 생산기술국장,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을 비

롯해, 20개국 20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실천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포

럼은 내년 제11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회원국 공동관심 

의제를 도출하기 위한 ‘ASEM 중소기업 친환경혁신 역량 전문가 회

의’와 동시에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겸 ASEIC 이사장은 개회

사를 통해 “이제 ‘지속가능성’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하고 “에코이노베이션, 즉 친환경혁신은 비

즈니스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포

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세계 혁신의 동력인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

이션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포럼 개최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혁

신으로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에코이노베이션

은 환경영향 최소화와 자원의 최적이용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적인 제

품, 기술, 서비스 또는 공정을 의미한다. 지난 9월 UN이 17개의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를 공식 채택하고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이란 공

동의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세계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

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ASEIC은 특히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 

ASEIC은 제8차 ASEM 정상회의(2010년, 벨기에)에서 설치 및 운영

이 공식 인증돼 2011년에 출범했고, 2014년 재단으로 개소해 ASEM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

글  ː  사진  주지형 PM 

INNOBIZ BOX    아섹(ASEIC) 소식

중소기업의 친환경혁신 실천과 향후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ASEM 회원국 관계자들이 제1회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을 개최했다. 내년 있을 제11차 ASEM 회원국 공동관심 의제 도출을 위해 ASEM 회의와 동시에 개최돼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관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에코이노베이션의 

실천을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의 효과와 더불어 회사 이미지 개선

과 이윤창출의 기회 역시 얻을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재정과 정보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에코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ASEIC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

이노베이션 컨설팅, 친환경 기술 플랫폼 제공 등의 기술협력지원, 친

환경혁신 전략수립의 근거 제공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 연구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 역시 아시아-유럽 지역의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의 실천과 확산이란 목표로 처음 개최됐다. 포럼의 기조연설자 핀란

드 투르크대 교수 마르크 윌레니우스(Markku Wilenius)는 연설을 

통해 “순환경제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자원 효율화를 

에코이노베이션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자원 효율화로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국 지속가능경영 코칭 회

사인 비지블어스(VisibleEarth)의 매니징 파트너 크리스토퍼 글리들

(Christopher Gleadle)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기초사업 개발 모델로 에코이

노베이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포럼에서 ASEIC은 ASEM 지역에서 그간 진행해온 중

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아시아-유럽 지

역의 친환경혁신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 컨설팅 사업, 저개발국가 

지역사회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는 친환경 적정기술 사업, 친환경 

기술 플랫폼 제공, ASEM 에코이노베이션 지수(ASEI) 연구의 성과가 

발표됐다. 친환경 컨설팅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가 등의 기업들

이 참여했고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용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

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아시아-유럽

의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기술과 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기술 공급

자와 수요자가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ASEI 연구는 에코이

노베이션의 역량과 지원 환경, 활동, 성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

표를 개발해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지수를 비교 분석했다. 

오후 포럼에서는 한국·일본·베트남·필리핀·유럽연합 등 

ASEM 회원국 대표들이 각국의 친환경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한국

의 사례로는 POSCO의 환경경영 모델이 발표됐고 일본의 사례로 환

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기술인증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베트남은 녹색 성장을 위한 베트남의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을 설명

했고, 필리핀의 사례로 제과 중소기업인 (주)판데리아 판토자 대표가 

ASEIC의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성공적인 에너지 공

정효율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에코이노베이션을 통

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업무효율 증대와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성장

을 이룰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친환경 기술계

획, 에코이노베이션 및 순환경제 계획 등의 정책 전략과 현황에 대한 

발표 후 세계중소기업학회장 김기찬 교수를 좌장으로 각 사례의 동인

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

한 토론이 진행됐다.

ASEIC은 이번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개최를 통해 아직 생

소하게 들릴 수 있는 에코이노베이션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한국 사

회에 알리고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에코이노베이션을 제시했다. 또한 ASEM 회원국의 대

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아시아-유럽 지역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의 가교역

할을 수행했다.◦

www.ase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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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편집실 

26호 독자 퀴즈 : 다른 그림 찾기

25호 독자의견

독 자 참 여 마 당

<INNOBIZ+>는 언제나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NOBIZ+>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트위터 : @innobiz_              페이스북 : Facebook.com/innobizorkr

유재범 (서울 관악구)

좋았던 칼럼 : <경영 플러스> 코너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직 핀테크에 대

한 개념이 모호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개념이 잡힌 것 같습니다. 

미래 금융 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고, 기술 금융을 통한 유명 

중소기업의 활성화란 취지와도 부합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활용

법 및 결제 수단을 준비할 필요성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윤지혜 (경기 의정부시)

좋았던 칼럼 : <Theme 포커스3>의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노동 정책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NCS 기준 채용이 가장 눈에 띄는 제도

였습니다. 

최두현 (경기 성남시)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 이노비즈기업 중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을 소개해주세요. 분명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 (총 5곳)

마감은 2월 29일까지입니다. 

제25호 <INNOBIZ+> 당첨자

최두현  경기 성남시      

유재범  서울 관악구

최용범  경기 고양시      

심인보  서울 성북구

최철영  인천 남구        

윤지혜 경기 의정부시  

한상희  대전 유성구       

김현오  경기 수원   

홍융기  경기 용인시        

심정래  경기 안양

지난 호 정답

정기구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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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플러스

<이노비즈 플러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성 홍보 및 정보공유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매거진입니다.

<이노비즈 플러스>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경영정보는 물론

최신 트렌드와 정책 정보가 수록되어 기업에게는 선별된 기사를,

기관, 개인에게는 이노비즈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노비즈 플러스>는 계간지로 연 4회 발행되며, 

이노비즈기업의 제품을 실어드립니다.

매 발행마다 3~4건의 기업 인터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습니다.

‘리더 플러스’를 통해 사회 유명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노비즈기업을 돕는 기관의 이야기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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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 플러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을 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연회비를 납부한 이노비즈기업, 예비 이노비즈기업

•내       용 : 혁신기술(제품소개) 매회 8~12개사

                     기업 인터뷰(글로벌, 소통, CEO)  

                     혁신에 관한 기고, 열린 편집실(독자참여) 등 

 •발 행 처 :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외협력팀

•판매가격 : 5,000원

회원사 참여 안내

•계좌번호 : 농협 301-0104-7125-41

•전       화 : 031-628-9600

•이 메 일 : magazine@innobiz.or.kr

•구 독 료 : 20,000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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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개요]

교육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CEO 및 임원

교육기간  2016년 3월 29일(화)~7월 19일(화), 4개월

교육장소  프리마호텔(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접수기간  2016년 3월 18일(금)까지

모집정원  40명(지원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입과통보)

입금안내  기업은행, 477-001614-04-463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문의처 및 접수처  이노비즈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TEL. 031-628-9625, 9651, FAX. 031-628-9611

중소·중견 기업에서  청년(만 34세 이하), 장년(만 50세이상) 
신규로 인턴 채용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인턴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

인턴기간 동안 기업별 지원 범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 (기   업) 인턴기간 60만원 월*3개월(중견기업 50만원/월 *3개월) 지원
   * (구직자) 청년인턴만 정규직 전환 후 최대 1년간
                    생산제조업 종사자 300만원, 그 외 업종 180만원 지원

인턴기간 종료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65만원/월)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인원은 최초 협약체결 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 청년인턴 : 상시근로자수의 20% 
* 장년인턴 : 상시근로자수의 30%

지역 문의처 전화번호

서울/경기/인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14,21,36,66,81,87,88,92
강원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033-262-2095

대전/충남 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041-553-1193
충북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043-235-2884

대구/경북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053-745-4703
부산/경남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055-295-2360

광주/전남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63-1333

1. 워크넷(www.work.go.kr/intern) → 2.기업회원 로그인 → 3. 마이페이지 인턴 신청 → 4. 취업인턴신청  클릭→ 5. 담당운영기관 찾기  클릭
→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입력 후 검색 (운영기관 찾기에서 주소(도/시) 선택 불필요) → 7. 구인정보(채용담당자 및 인턴모집정보) 입력 → 8. 구인신청 클릭

1. 워크넷(www.work.go.kr/seniorIntern) → 2.기업회원 로그인 → 3. 실시기업 참여신청 → 4. 운영기관 선택  (경기검색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클릭
→ 5. 담당자 정보 및 구인 내용 입력 → 8. 구인신청 클릭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북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063-213-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