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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미래, 신유통과 리테일테크

최근 유통시장에는 소비자 중심의 신유통(New Retail)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온라인 + 오프라인 + 물류 + 빅데이터 / 기술’이 
결합하면서 오프라인의 체험, 온라인의 서비스 그리고 
물류와 기술이 합쳐진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리적 매장과 디지털 
세계가 서로의 장점을 수용해가며,   온‧오프라인 채널이 
개인맞춤형과 상호작용성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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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칼럼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산업 트렌드에 대한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는 창업가 마윈이 주창한 ‘신유통(New Retail) 
전략’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한 
유통 전략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빠르게 실행 중에 있으며, 중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플랫폼-결제-물류-배송’의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구축, 디지털화 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 소매 생태계 전체를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고,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모든 패턴을 
분석해 이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알비바바는 최근 허마셴셩이라는 
슈퍼마켓을 통해 적극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미국 기준 686조인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홀푸드를 
인수했고, ‘아마존고(amazon go)’ 같은 무인매장을 확대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프라인 거점 마련을 목표로 오프라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큰 성과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세계 최고의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망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주목되고 있다. 홀푸드는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유통 
브랜드로 북미 전역에 4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아마존의 경쟁업체인 
월마트, 코스트코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대응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또 아마존고는 
최근 ‘아마존고 그로서리(grocery)’를 선보이며 매장 규모를 5배 이상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나의 소비자 그룹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한편 월마트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고, 경험 요소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월마트(Walmart)는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매대관리 로봇을 적용하고, 아마존 
프라임 고객 대상 무료서비스에 맞춰 당일배송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등 최다·최대 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크로거(Kroger)는 알리바바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해 미국 내 중국인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코스트코는 
구글홈(Google Home)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온라인과의 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은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비자 그룹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온·오프라인, 마켓플레이스, 물류, 결제, 클라우드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고 이런 경험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오프
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마트에서 
번거롭게 카트를 끌 필요 없이 쇼핑과 식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
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 무인계산대를 활용하거나 물류 및 
재고관리 등을 빅데이터와 IoT 기능을 접목해 매장을 운영하고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상의 상품조합을 구성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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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을 관통한 체험 경제의 확산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확산 속에서 유통시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바로 ‘체험 경제’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아닌 쇼핑 체험에 중점을 두며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제품의 다양성, 합리적인 
가격, 배송의 편리함 등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에 비해 우월하지만, 고객은 
온라인 쇼핑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경험’과 ‘체험’이라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오프라인 쇼핑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그 자체로서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애플스토어(Apple Store)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애플은 자사의 
주력제품과 신제품 및 신기술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애플스토어를 활용하고 있다. 애플스토어의 주력 기능은 판매가 아니라 고객체험이며, 
애플은 애플스토어를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문제와 잠재니즈를 파악하고 애플의 
가치와 기술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제조업체들은 급속한 
유통의 변화에 대응해 자사의 고객접점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적용
·활용되면서 유통 서비스의 초지능·초실감·초연결화가 실현되는 ‘유통 4.0’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유통 4.0’의 세 가지 특징은 산업 내/산업 간 융합에 따른 업태 간 경계의 
붕괴, 기술혁신에 따른 가치창출 원천의 근본적 전환, 국경 간 장벽의 완화로 인한 
국내외 시장통합으로의 가속화 등이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효율성이 
증대되고, 제조사와 고객 간 정보비대칭성 완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유통이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유통 4.0’을 이끄는 소위 리테일테크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리테일테크는 제품 공급에서부터 판매와 고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리테일테크란 ‘Retail+Technology’ 즉 
‘유통+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통산업의 도메인 지식과 결합된 최신 테크놀로지 
세트를 의미한다. 리테일테크 카테고리에는 개인화, 쿠폰, 결제, 데이터분석, 검색 및 
가격비교, 제품추천, POS(Point of Sales), 소매점 관리, 멤버십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연계, 물류 및 택배 배송, SCM, 마케팅 및 CRM, 광고기술 등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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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한 ‘신제조’ 등장
최근 알리바바는 ‘신유통’에서 한발 나아가 ‘신제조’ 개념을 제안했다. 즉 ‘신유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물류 인프라를 
통합한 개념이라면, ‘신제조’는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개념이다. ‘신유통’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술과 사용자 및 상품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결합되어 운영효율 및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고,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가 고도화되는 형태라면, ‘신제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를 활용해 생산 라인에 데이터 기술을 
직접 연동하는 등 제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의 목적이 한 생산라인을 통해 
5분간 같은 옷 2,000개를 생산하는 것이었다면, 신제조 시대에는 한 생산라인에서 5분간 2,000명의 소비자가 원하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옷을 생산할 수 있다. 대량표준화 제조 방식에서 고객맞춤형 제조 방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알리바바의 최종 
목표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조업체가 백화점 등 유통단계 없이 자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D2C(Direct to Consumer)가 새로운 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D2C의 가장 큰 
특징이며, D2C를 통하면 이용자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또 이를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부터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 D2C 모델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아마존고  그로서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적용 · 활용되면서 
유통 서비스의 초지능·초실감·초연결화가 실현되는  ‘유통 4.0’ 시대

체험과 마케팅 공간,  애플스토어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결국 향후 신유통과 리테일테크로 대표되는 유통산업은 급격한 변화 발전과정
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유통과 제조, 
유통과 서비스 간 협업과 융합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뭉 치 면  혁 신 한 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필수 예절로 자리 잡은 요즘 상황에서는 
위험천만한 말이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혁신 성장이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바야흐로 특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경계를 
허물고 협업하고 이를 통해 상생하는 시대. 최적화된 협업으로 
각 기업이 혁신 성장의 길을 좀 더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스페셜테마가 방향등 역할에 나섰다. 



10 11

Special Theme Opening Column

글
.  예

화
경

(오
픈

이
노

베
이

션
협

회
 이

사
)

            필립스의 ‘에어프라이어’는 ‘빠른 제품 개발과 상업화’라는 관점에서 유명한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사례다.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필립스와 네덜란드의 연구개발 중소기업 ‘APDS’가 만났기 때문이다. 필립스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외부 연계 영역을 구체화했는데, ‘건강’이라는 대분류 하에 피부건강, 
저열량조리, 운동 동기부여 향상을 외부 연계 영역으로 두고 있었다. 이중 저열량조리를 위해 접목할 기술을 외부에서 
찾던 중 ‘식음료 사용’, ‘건강 및 개인위생’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던 APDS를 만나게 되었다. 이 회사의 Rush 기술과 
Rapid Air Technology 기술을 도입해 단 1년 만에 에어프라이어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 그리고 2010년 출시 후 5년 
만에 2조 원 대의 제품이 되었다. 1년 만에 제품 개발과 상업화를 이뤄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필립스와 APDS의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다. 

               일본의 ‘북해도ECO네트워크’는 2008년 중소기업이 연계해 환경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설립했는데, 설립 시
에는 십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합했고 이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류했다. 북해도ECO네트워크는 회원 기업들이 상호
제안형 영업을 하고 수주한 일은 회원기업 내에서 최적의 기업이 담당하는데, 환경 관련 상품의 판매, 시행,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위탁판매와 시공, LED전구 사용에 의한 에너지절약 제안과 시공 등을 해오고 있다. 
북해도ECO네트워크는 중소기업들이 연합함으로써 모색 단계에 있는 환경 비즈니스를 표준화해 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또 정보 수집이나 발신, 비즈니스력 향상, 비용절감, 정부와의 양호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위해 협업한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인 것이다. 

           기업과 고객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도 있다. 중국의 하이얼이 2013년 판매한 Tianzun 에어컨은 고객의 
과제에서 제품 콘셉트를 만들어 상품화한 사례다. 제품개발을 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67만 명 이상에게 의견을 
수집했고, 여기에서 도출한 콘셉트로 Tianzun 에어컨을 개발한 것. 유저는 에어컨을 단순히 설정온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이상의 기능을 원했는데 차가운 공기가 직접 뿜어져 나오지 않고 소음이 없어야 하며,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에어컨을 원했던 것이다. 유저의 의견을 수용해 개발된 Tianzun 에어컨은 내부에서 공기를 혼합시켜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 차가운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위 ‘냉방병’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되었다. 또 
스타일리시한 외관,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공기청정 기능 등을 갖춘 첨단 제품이기도 했다. 
당시 광고에 사용했던 ‘cool, not cold’라는 문구도 유저가 사용한 단어에서 선택한 것이었다. 이 제품은 2013년 
11월 출시 당시 온라인 주문이 하루 1,200건을 넘는 히트상품이었다. 하이얼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나서도 유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품개발에 반영시켜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산학연 연계로 지역활성화와 인재육성에 성공, 제조업의 활성화에 공헌한 사례로는 일본 ‘하마노
제작소’를 들 수 있다. 하마노제작소는 1978년 설립된 공장이다. 설립 당시는 금형 제작/프레스 가공에서 시작해 판금 
가공이나 산학 연계에 의한 제조를 해왔고, 최근에는 지역 연계나 스타트업 지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하마노 제작
소의 경영이념은 ‘고객/직원/지역에 감사하고 환원한다’이다. 하마노제작소는 스미다구 및 와세다 대학과 전기자동차
‘HOKUSAI’를 개발했다. HOKUSAI는 시내 타워 주위를 도는 1인용 자동차로, 관광도시형의 차세대 모빌리티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해양연구개발기구나 시바우라 공업대학, 동경해양대학, 
동경동신용금고와 함께 다운타운의 중소기업과 연계한 ‘에도코 1호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수심 8,000미터의 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무인탐사정을 공동개발 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심해 약 8,000미터에서 세계 최초로 3D 촬영에 성공
하고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 준비나 인재 확보에 고생했지만 지역이나 마을공장 활성화, 미래 인재육성
으로 연결되어 제조업계의 활성화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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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협업 성공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단계라면 성공사례의 결과물에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내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협업 대상을 찾는 것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목을 키운 다음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협업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경영자원을 어떻게 조달할까’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보유한 경영자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외부의 자원
(기술, 제조 능력, 영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자사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와 외부의 경영자원을 분석하는 
안목을 키우되, 모든 것을 오픈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두자. 
조직 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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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검색할지’ 혹은 ‘어떻게 검색될지’

중소기업이 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자사에는 없는 경영자원을 갖고 
있는 협업 상대를 발견할까?’라는 과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검색할지’와 ‘어떻게 검색될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검색할지’에 대해서는 외부의 지식을 검색하기 위한 
전담자를 두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원래부터 외부 지식의 
검색/활용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나마 외부 지식의 검색/활용에 
성공한 기업은 자사에 부족한 지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나 기업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대학이나 중소기업지원조직 같은 중개자에 의한 
검색이 중소기업이 직접 하는 검색보다 효과적인 편이다. ‘어떻게 
검색될지’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파트너로 선택될 수 있도
록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전략과 특허 전략으로 대기업에게 
검색되기 쉽도록 한다’와 ‘니치 시장을 극한으로 추구해 응용 분야
연계로 연결된다’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어떻게 검색할지’와 ‘어떻게 검색될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먼저, 자사와 외부의 경영자원을 분석하는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최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매칭 이벤트, 교류회 또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을 주제로 한 행사가 민관을 불문하고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업 파트너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목적을 명확히 한 다음 행사를 검색해 선택 및 참가
하도록 한다. 외부 지식의 검색/활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부족한 지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준비과정
으로 자사의 경영자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새로운 활동
(신규사업, 신제품이나 신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경영자원은 무엇
인지를 도출해 자사에 부족한 지식/경영자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회과제와 비즈니스 발상을 조합한 협업으로Ecosystem
생물 환경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세계도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 안에서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

그런 다음 자사에 부족한 지식/경영자원을 가진 기업이나 주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원래 외부의 기업, 특히 업종이 
다른 기업이나 규모가 다른 기업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처음
부터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 상대의 강점이나 기술력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안목’을 갈고 닦아야 한다. 사전준비를 제대로 해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이러한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오픈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외부 
기업과의 연계에 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유하면 필연적으로 
자사의 노하우를 공유해야만 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연계 후에 
연계한 기업이 자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상품 개발하는 리스크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개시하는
범위를 정하거나 비밀유지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구축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반드시 사내 모든 사람들이 오픈 이노베이
션에 찬성한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다.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천하는 체제가 사내에 있다고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부와의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나 사업을 추진해나기기 위한 
체제구축의 노력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 아울러 오픈 이노베이션은 
결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연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리스크도 있다.
주위의 이해를 얻기 위해 사전에 교섭해두는 등 활동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자. 만약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은 경우 수익의 배분을 생각해두어야만 한다. 수익의 
배분은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배분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해두자.

오픈 이노베이션은 글로벌화와 대변혁의 시대에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양상은 서서히 변화해왔다. 
기업과 기업뿐 아니라 대학, 연구개발기관, 스타트업이 추가되었고, 그 수도
1대1에서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연계(에코시스템)로 다양화 되었다. 
유럽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의한 에코시스템 안에 
시민이나 고객, 유저도 합류하여 사회적 공통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보였고 이 움직임은 오픈 이노베이션 2.0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로 무게가 옮겨진 것이다.

한편 기업활동에 요구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사회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의 부작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 것이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창한 ‘사회적 공통가치의 창조(CSV)’라는 개념도 있다.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으로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로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SV의 
선구자로는 아시아 지역 저소득자층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보급형 식품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수익을 강화한 네슬레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문제로의 활동 같은 기업활동의 변화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존재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융합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사회 붕괴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인구 문제, 자원 문제, 기후변동 문제 등 
지구 규모의 과제가 산적하다. 사회과제와 비즈니스의 발상을 조합해 미래
에 일어날 사회변혁을 위해 민·관·학 각각의 섹터가 요구하는 공통가치를 
구상하고 공동으로 창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1 각 기업에 대한 소개개
        사회자 :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시기에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대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각 기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미경테크 이기현 대표님부터 시작해주시죠.
        이기현 : 미경테크는 1985년 8월에 창업해 올해로 업력 35년을 맞았습니다. 일반적인 프레스류의 터미널 단자류
로 출발했지만 금형업을 기반으로 한 뿌리산업이 흔들리면서 2014년 23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커넥터로 과감

하게 업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모험이었지만, 다행히 결과는 성공이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미세공정의 커넥터 제조기술을 개발하면서 그간 이 시장을 독점해온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도전해 지난 1월 특허를 낸 자동차용 룸미러를 비롯해 초고휘도 저발열 LCD, 빌트인

공기청정기 등을 개발, 상당한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인걸 : 25년 업력의 은성일렉콤은 1공장에서는 주력인 인쇄회로기판(PCB)을, 2공장에서는 전자기판 
위에 부품을 올려놓는 공정을 처리해주는 SMT(Surface Mount Technology)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경쟁력은 국내외에 50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기업 위주의    

납품 구조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닥을 잡고 주로 코스닥 상장사나 기술적인 노하우
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개발기업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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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협업과 상생의 가치는 더 크게 부각된다. 혁신 성장의 의지가 
남다른 이노비즈기업에게는 기업활동의 필수요소로 강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노비즈기업들은 협업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사회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김경환 교수를 비롯해 (주)은성일렉콤 
임인걸 대표, (주)미경테크 이기현 대표, (주)라온테크 김원경 대표, (주)부뜰정보시스템 이영한 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업의 협업 경험과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과 극복방법, 각기 기대하는 협업의 형태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부 지원내용까지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노비즈기업에 최적화된 협업을 이야기하다
        김원경 : 지난 2000년에 설립한 라온테크는 자체 개발한 로봇과 자동화모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진공상태에서 깎거나 금속물질을 입힐 때 웨이퍼를 정확한 위치에 이송하는 역할의 로봇이 핵심 제품이죠. 
미국과 일본 업체를 제외하고 진공상태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저희 기업이 
유일합니다. 이 로봇은 기술난이도와 진입장벽이 높아 장비업체와 7, 8년에 걸쳐 협업해 개발했고요.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에도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영한 : 부뜰정보시스템은 콜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으로 업력은 21년 됐습니다. 주요 
거래처인 금융권의 80% 정도는 저희 제품을 한 번 이상 써봤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 경쟁업체의 저항
이 크고 순수 SI업종으로서 성장에 한계를 느껴 4년 전부터 기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클라우드나 해외 수출, 라이선스 등
으로 체질개선을 시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2 협업의 배경과 경험#2 협업의 배경과 경험
        사회자 : 각 기업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흔히 경험은 지식을 
앞선다고 하죠. 이노비즈기업들도 지금까지의 성장 이면에 다양한 협업 경험이 쌓여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기업의 협업 
배경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김원경 : 예전에는 개별기업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생태계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소재, 장비, 부품기업이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대 · 중소 상생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추진한 대 · 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장비업체
가 진공챔버를 만들고 저희는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개발한 협업으로, 
이전까지 대부분 외산에 의지해오던 분야를 국산화하는 데 의미를 둔 프로젝트였죠. 협업 후에는 
하이닉스의 반도체라인에서 엄격한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과한 덕분에 납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영한 : 부뜰정보시스템이 협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기능
을 갖는 게 아니라 검색엔진이나 지식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이 융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협업을 제안해온 기업도 있었죠. 금융권 대상의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저희 기업의 마케팅 노하우와 AI를 비롯한 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상대 기업의 기술력을 협업하자는 취지였
는데요. MOU체결까지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프로
젝트를 공동수행한 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기대했던 
협업의 성과는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김경환(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前 한국생산성학회장)

이영한((주)부뜰정보시스템 부장)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신기술 개발 및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원경((주)라온테크 대표)

“생태계경쟁으로 바뀌면서 반도체 분야도 
소재, 장비, 부품기업이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대담 장소를 제공해준 (주)미경테크는 오랜 업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에 걸맞게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활발한 협업을 추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Thank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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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걸 : 저희 기업의 경우 PCB 제조가 주력이다 보니 성장에 한계가 있어 자체 개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도 개설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대기업과 여러 번의 협업 경험도 있지만 매출 향상에 도움을 
받진 못했습니다. 대신 협업에 실패한 원인을 직시함으로써 다음 협업의 기회가 왔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경험치는 쌓였죠.      
        이기현 : 미경테크는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미세공정 커넥터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에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로 도전장을 낸 것이죠. 더욱이 일본 기업은 금형 하나당 8개씩 생산하는 반면 저희는 16개씩 
나오는 기술을 개발해 일본의 수율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업은 미국 코크사의 
자회사인 몰렉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몰렉스에서 먼저 협업을 의뢰해온 사례로, 기술력
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죠.

#3 협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비결
        사회자 : 성공과 실패를 떠나 어떤 경험이든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협업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인걸 : PCB를 제조하다보니 어떤 전자제품이든 최초의 개발자가 저희 기업에 회로를 보내 샘플을 의뢰합니다. 이 과정
에서 협업 제안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PCB 샘플 제조부터 목합과 금형 설계를 거쳐 양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수억 원의 
비용을 저희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산을 맡긴다는 전제로 선 투자해 모든 양산 채비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비교견적 등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얼마 못 가 
저희 기업 쪽에서 먼저 포기하게 되더군요. 이런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대기업이 아닌 코스닥

상장사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방향을 튼 것이죠. 
            이영한 : 이유는 다르지만 저희 기업의 원칙 중 하나도 대기업과는 협업하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대기업 한 곳과 협업하면 그 기업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대기업과의 거래에 제한적
이기 때문이죠. 대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생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
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동종업계 기업과의 협업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현재 정부지원사업
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종기술 간의 협업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공유나 파견 등 다양한 협업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기현 : 저희 기업은 협업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어려움 또한 다양하게 겪었는데요.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 내의 저항을 꼽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들어

가는 미세공정 커넥터의 경우 일본보다 수율을 두 배로 높이고자 한 번에 16개를 만드는 기술
개발을 제안했을 때 직원들의 반대가 거셌어요. 8개도 어려웠는데, 16개는 무리라는 게 그 
이유였죠. 행여 실패했을 때 그에 들인 노력과 시간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겁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그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만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분명 기술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격려를 통해 설득했고, 결국 성공하면서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죠. 

또 하나는 자동차용 빌트인공기청정기 개발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전
까지 공기청정기 관련 기술과 무관하다시피 했던 저희 기업이 전장 쪽 진출 

한 달 만에 현대자동차 1차 선행개발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업계 최고 권위
의 연구인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빠듯한 개발기간에 끊임없이 요구해오는

대기업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었던 건 연구인력들 덕분이었습니다.  

임인걸((주)은성일렉콤 대표, 이노비즈협회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회장)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해오면서 가장 절실했던 건 중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기현((주)미경테크 대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델타플렉스) 이사장)

“목표하는 성능의 기술을 개발했을 때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끔 
정부가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김원경 : 대기업과의 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개발한 제품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기업과의 협업 중 다른 데서 레퍼런스를 만들어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는
데요. 하이닉스와의 협업과 진공로봇 납품은 이전에 10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4 기업이 바라는 협업의 형태와 정부지원   
        사회자 : 그렇다면, 이노비즈기업이 바라는 협업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영한 : 기술이전에 대한 거래를 종종 제안 받곤 하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으로서는 비용부담이 만만찮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이나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요. 아울러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에 참여했을 경우 과제가 성공하면 해당 기업에는 조세감면, 참여 인력에게는 교육이나 컨설팅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현 :  앞서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연구인력은 대부분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갖추
었다고 해도 대기업이 그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과 선행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목표하는 성능의 기술을 개발했을 때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끔 판로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생기길 바랍니다.
        임인걸 : 그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해오면서 가장 절실했던 건 중개자의 역할이었어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
과 연구기관 등이 협업을 할 때 매개체로서 또 촉진자로서 중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관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대합니다.
        김원경 : 협업도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사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하고, 선행과제의 경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하는것이 제가 생각
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모델입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기술 자립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코로나19로 물류가 붕괴되는 상황 등이 벌어진 만큼 우선은 국내 기업들 간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기본적으로 대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대기업에게도 조세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국산화를 위해 생산라인을 
수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사회자 : 지금까지 협업에 대한 이노비즈기업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요. 혁신 성장의 의지 못지않게 협업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담이 참석한 기업은 물론 이노비즈기업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 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은 2020년. 글로벌 이슈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Global Innovator 섹션이 집중한 지역도 다름 아닌              
신북방이다. 신북방지역에 진출해 활동 중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무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능성의 회로를 하나 더 
열게 해줄 신북방지역의 산업 특성과 비즈니스 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등을 세심하게 담았다.



20 21

Global Innovator Sense of Direction

INNOBIZ+ VOL.40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에 기술 혁신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러시아에서도 디지털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집권 4기(2018~24년)를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정책 추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2017년 7월 ‘디지털 경제’ 국가 프로그램 채택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디지털 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소련 시기의 역사적 경험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 러시아는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서 
이미 서구를 크게 앞지른 바 있다. 1970년대까지 소련(현재 러시아)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컴퓨터와 제어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혁신적인 발전과 탁월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러시아는 우주 과학 및 컴퓨터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거나 
또는 선도 그룹의 핵심 기술 개발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 산업의 기초인 
태양전지(Solar Cell) 개발은 러시아 제국 시절인 1880년대 말에 이루어졌고, 합성고무(Synthetic Rubber)는 
1910년에 개발되었다. 라디오를 개발한 시기는 1885년이었으며, 텔레비전은 보리스 로징(Boris Rosing)에 
의해 1897년부터 연구되어 일종의 진공튜브인 CRT 튜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1907년 세계 
최초의 특허가 러시아에서 출원되었고, 그의 제자인 블라디미르 츠보리킨(Vladimir Zworykin)에 의해 
기술이 더욱 발전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츠보리킨이 1923년에 특허를 획득했으며, 이는 현대적 
텔레비전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1957년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Sputnik)를 쏘아 올렸을 뿐 아니라 1960년 
인간(유리 가가린)을 최초로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한 나라였다. 게임 분야에서도 1984년 러시아 출신 
컴퓨터 과학자 알렉세이 파지트노프(Alexey Pajitnov)와 16살 고등학생을 포함한 3명의 팀이 세계 최초의 
PC기반 게임인 ‘테트리스(Tetris)’를 개발했다. 테트리스는 아직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최초의 컴퓨터 게임이자, 소프트웨어이기도 했다. ‘인텔의 펜티엄’이라는 단어 자체도 러시아 
슈퍼컴퓨터 엘브루스(Elbrus) 개발에 참여했던 러시아의 컴퓨터 과학자 블라디미르 펜트코프스키(Vladimir 
Pentkovski)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세계 최초의 검색 엔진 서비스도 구글(Google)보다 1년 앞선 
1997년 9월 23일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원자력, 우주공학 등에서 
서구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러한 경험과 지식 축적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만 
큼은 서방 국가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방향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정부의 신방북정책 본연의 목표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의 
신북방지역 진출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리 기업들 간의 협력 포인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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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화웨이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발판이 되었다. 2003년 CIS 지역 매출액이 3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화웨이는 대형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웨이는 러시아와 CIS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고, 그 이후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에도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화웨이는 러시아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진출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을 거둔 화웨이는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다. 2005년에 화웨이는 유럽 시장에서 비티모바일(BT 
mobile), 프랑스 텔레콤, 도이치 텔레콤에 제품을 공급했고, 2006년에는 북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화웨이는 러시아와 같이 지역의 핵심 허브이자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한 이후에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 - 러 디지털 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국과 러시아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경험에서 앞서고,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부품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산업과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디지털화가 다소 지체된 편이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 개발력 및 혁신 능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2016년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각종 법률적 기반을 완비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광대역 통신, 사이버 안보, 전자정부 개념 실현,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 보급, 핀테크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과 실용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에 
협력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작업 대부분은 관(官) 주도형이거나,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양국 간의 협력 구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민간 부분의 협력과 벤처캐피털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스케일업 등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에 구체적 
협력 협정을 통한 민관 합동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 및 신북방정책의 
내실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유력 벤처 사업가와 실리콘밸리
러시아 출신의 기업가와 기술자,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벤처 자금 등이 글로벌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탁월한 활동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개발자들에게 또 다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출신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들이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등지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기업 창출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러시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막대한 부를 형성한 러시아의 신생 
올리가르키(Oligarch)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자신들이 축적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당시 서방세계로 이주한 러시아 연고의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기 벤처나 기술 기업들의 내부 사정에 정통했으며, 자신들이 관여한 기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 출신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올리가르키 인사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 올리가르키들은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구 벤처 
생태계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 기술 투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는 ‘페이스북(Facebook)’의 주식 시장 상장 이전에 
투자한 대표적인 러시아 올리가르키다. 우스마노프는 자신이 소유한 인터넷 기업 메일루(Mail.Ru)와 
자신의 벤처 캐피털 회사인 DST(Digital Sky Technologies)를 활용해 페이스북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우스마노프의 DST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인인 유리 밀너(Yuri Milner)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밀너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유명 벤처 
투자자이다. DST는 밀너를 통해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에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자금이 미국의 기술 기업에 활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러시아 벤처 투자가들은 페이스북 
외에 트위터(Twitter)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의 초기 인터넷 기업에 투자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식시장 
상장 전에 진행된 것이었다. 우스마노프의 DST도 트위터에 투자했으며, 이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의 
실리콘 밸리 소재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러시아 벤처 사업가들도 상당한 수에 달한다.

화웨이의 과감한 러시아 투자와 ‘월드 베스트 프로젝트’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첨병인 화웨이의 성공은 러시아 시장 진출에서 비롯되었다. 화웨이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러시아가 금융 위기를 겪기 시작한 1997년이었다. 당시는 지멘스, 알카텔 등 서유럽 
기업들이 속속 철수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화웨이는 러시아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화웨이는 러시아 통신 부문 및 주요 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신용을 쌓게 되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자 화웨이는 2001년에 러시아 국영 통신 부문과 1천만 달러 이상의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Oligarch
러시아의 산업·금융재벌로, 

공공사업 분야를 비롯해 언론, 석유,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GSM
유럽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CDMA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술적으로 
TDMA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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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경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부품 제조에 앞서 있다면, 

러시아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개발력, 혁신 능력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주)웨코, 러시아에 쏘아올린
신사업 발굴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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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웨코의 설비 제조현장

LCD산업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한때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던 천안, 아산지역의 관련 기업 2/3 이상이
경영악화에 직면했다. ‘탈(脫) LCD’라는 미션을 부여 받은 이들
기업은 LCD시장에서 서둘러 발을 빼는 동시에 이를 대체할 신사
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주)웨코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웨코는 일본의 LCD 관련 제조 장비를 국내에 들여와 대기업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던 에스케이하이테크가 직접 
장비를 제작하는 제조업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자 2015년 설립
했다. 다년간 일본제품의 FPD, 반도체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해오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과 규모를 
키워왔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낮아진 기술장벽 등으로 LCD제조업
의 비중이 중국으로 기울면서 웨코 또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시급해졌다. 이즈음 구원투수처럼 웨코에 합류한 장의찬 
전무의 역량과 고민도 신사업 모색에 집중되었다.

“셋업 설비와 이설 등 제조업을 유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 흐름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추구하고자 
자동화설비, 협동로봇의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신사업 개발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국가 연구개발사업
이나 해외협력사업 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죠.”

웨코의 러시아 진출 기회는 이처럼 신사업 발굴이 절실할 때, 
이노비즈협회가 회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닿았다. ‘혁신기업 러시아 스타트업 진출 지원사업’ 관련 이메일을 
열어본 장 전무는 순간 반색했다. 웨코에 오기 전, 무려 28년 동안 
대기업 삼성에서 일했던 그는 20년 넘는 경력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가이자 러시아에서 6년 동안 머물며 현지 기업과 협업 경험을 
쌓은 이른바 러시아통인 까닭. 장 전무는 곧바로 지원서를 내밀
었고 선정과 더불어 러시아 진출을 위한 사전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주)웨코(대표 박하규)는 기업 활동의 보폭을 눈에 띄게 
넓혔다. 기존 사업의 핵심이었던 LCD시장의 위축으로 신사업 
발굴에 골몰하던 차, 이노비즈협회에서 모집한 ‘혁신기업 러시아 
스타트업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이를 계기로 올 2월 ‘웨코 - 루스텍(WECO RUS-TECH)’이라는 
러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웨코의 러시아 진출기와 이를 통한 
신사업 발굴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단기 목표는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입주

장의찬 전무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
러시아 연구소 주재원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머물렀다. 당시 러시아
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 외에는 흔히 찾아볼 수 없었다. 
“현지에 머문 6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플라즈마, 광학, 
RF, 소프트웨어, 신소재 합성 등 러시아의 강점 요소들을 위탁 
R&D 했는가 하면 러시아 과학기술계와 네트워킹 활동도 활발히 
했죠. 현지에 10개에 달하는 조인트랩(Joint Lab)을 운영하고, 
인적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장 전무가 보유한 값진 경험은 러시아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
하는 잣대로도 기능했다. 즉, 장 전무는 단순히  경험을 담보로 러시아 
진출을 도모한 게 아니라 ‘혁신기업 러시아 스타트업 진출 지원
사업’을 스콜코보 테크노파크(Skolkovo Technopark)가 주관한다
는 점에 주목했다.

(주)웨코의 박하규 대표(왼쪽)와 장의찬 전무↗

Global Innovator Global Inno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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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는 건 물론이고 파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현지 우수 인력들이 몸담은 벤처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러시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매력요소다. 장 전무가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입주에 
그간의 노하우와 기업역량을 쏟은 이유다.

“물론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기까지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6월 현지에서 3주간 인큐베이팅 교육을 
받은 걸 시작으로 과제제안서를 작성해 1,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웨코는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의 5대 중점육성
기술군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를 공략, ‘의료용 오존 저온 멸균기 
개발’에 대한 과제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스콜코보 내부 전문가가 
심사한 1차 통과 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2차 심사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본격적인 러시아 진출을 앞둔 웨코는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러시아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 분야 장비제조기술을 확보, 
러시아와 세계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이테크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기대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입주에 기대가 큰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웨코의 러시아 진출 계획이 온통 장밋빛으로 점철되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공급망이 약하고,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느리며 산업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낮다는 점 외에 장 전무는 미국
으로부터의 경제제재 이후 협력파트너로서 한국에 부여한 전략적
가치의 지속성 여부 또한 이후 러시아의 경제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 현지법인인 웨코루스텍
의 설립은 이러한 리스크까지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 이는 다시 
말해 스콜코보 테크노파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혁신제품에 대한 사업화 의지를 
가진 러시아 하이테크 벤처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에 입주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모여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를 구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하나의 힘은 약할 수 
있지만 사무실이나 현지인력 운영체계를 공동 구축해 상호 협력
한다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러시아 진출 효과는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입주를 위한 막바지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러시아 현지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라고
말하는 장 전무는 입주 후의 단기 목표도 이미 세워둔 상태다.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러시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국가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의 오존 멸균기를 
개발해 러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판로를 확대하는 
것. 스콜코보 테크노파크 입주를 통해 웨코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장비개발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서 하이
테크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을 이루길 기대해본다.

양국의 벤처기업을 협력하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노비즈협회와 MOU를 맺은 스콜코보 테크노파크는 

매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로, 러시아 

정부에서 자국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성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 건 물론이고 파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현지 우수 인력들이 몸담은 

벤처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2019 한 - 러 혁신플랫폼’으로 
국내 기업의 활동무대를 확장하다

‘2020 한 - 러 혁신플랫폼’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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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톡스(BONOTOX)(대표, 라미령)
제품/기술  :  피부 노화방지 화장품
법인 형태   :  러시아 현지 민간기업 연계 지사 설립(2019. 9. 13)
*1.5억 원 규모의 물품 계약 체결 
세부 계획   :  러시아 지사 홈페이지 설립 완료/화장품 제품 인증 완료/시장분석, 
브랜드 메이킹, 경쟁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온라인 홍보 및 유통채널 구축

에이치디티(HDT)(대표, 오준호)
제품/기술  :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법인 형태   :  러시아 현지 지사 설립(2019. 12. 23)
*러시아 투자사 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 중 
세부 계획   :  현지 기술인증 취득 신청 및 진행 중/구급차, 동물병원, 클리닉 등 

B2B 시장 진출/러시아 국방부 연계 B2G 방위산업시장 진출 도모

마이스리치(MICELEECH)(대표, 이슬기)
제품/기술  :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법인 형태   :  러시아 온라인협회(RAEC)와 JV 설립(2019. 12. 17)
세부 계획   :  현지 시장조사 및 DB 구축/현지 유통사, 투자사를 통해 국내기업 

콘텐츠기술 이전, 콘텐츠 라이선싱 판매 추진 중

신신사(SHINSHINSA)(대표, 최상기)
제품/기술  :  물류 로봇
법인 형태   :  러시아 지사 설립, 스콜코보 입주
세부 계획   :  해외마케팅 전담 인력 채용 중/물류 로봇, 협동 로봇 기술을 러시아 

현지 파트너와 기술협력해 2020년 로봇사업 본격 추진

이노비즈협회가 2019년부터 주관한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러시아 
진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다.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시 ‘한-러 
혁신플랫폼’ 협력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기술협력, 창업교류 등 혁신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웨코를 포함한 5개의 
기업이 러시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한편, ‘20년에는 한 - 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술혁신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현재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신북방지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접수기간   :  3. 4 ~ 4. 23                                                                     
프로그램 일정   (단기) 비즈니스상담회 : 7. 13 ~ 7. 17                                          
                           (정규) 러시아 현지 액셀러레이팅 : 7. 20 ~ 7. 24                        
                           선정 평가 : 4 ~ 5월 중  /  KPI워크숍 : 5월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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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은 자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존감이 생각보다
높아요. 깊은 조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 미술, 건축, 
대중문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파트너에게 좋은
인상과 호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W사, 러시아 진출 1년차)
_

러시아인들, 특히 모스크바 시민들은 자국이 유럽에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W사, 러시아 진출 2년차)
_

러시아 기업 파트너가 여성이라면, ‘여성의날’ 잊지 말고 꽃을 
선물하세요. 단, 노란색 꽃다발과 짝수는 죽음을 상징하므로 
금물!  (J사, 러시아 진출 2년차)
_

러시아 기업 파트너와는 전화든 대면접촉이든 공식, 비공식적
으로 자주 만남으로써 친밀해지는 것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F사, 러시아 진출 4년차)
_

러시아 기업 파트너라면 첫 만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즈니스 만남이라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매출액, 
자본금 같은 대외비를 묻는 건 매우 실례임을 기억하세요.  
(F사, 러시아 진출 4년차)
_

겸손, 또 겸손한 태도가 신뢰를 줍니다. 아무리 친해진 사이
일지라도 러시아를 경시하는 언행은 절대 삼가야하며, 사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해도 이를 부각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배려와 겸손을 보여야 
신뢰가 쌓이더군요.  (B사, 러시아 진출 3년차)

러시아 기업 파트너가 여성일 때는 인사 매너도 달라져야 
해요.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와 옅은 미소면 충분하죠. 
물론 두 번째 만남부터는 가벼운 포옹으로 친근감을 표시
하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 기업 여성 파트너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회사로
방문했을 때는 외투를 받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용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는 게 또한 꼭 
지켜야할 에티켓입니다.  (S사, 러시아 진출 4년차)
_

우리 한국인들은 약속시간을 잘 엄수하는 편이지만 
러시아인들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들어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실제 미팅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아 기업 파트너라면 사전에 약속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되더군요. 
(T사, 러시아 진출 6년차)
_

몽골과 2년째 비즈니스 중인데요. 기다려줄 줄 아는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메일 답신도 느려서 도무지 비즈니스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묵묵히 기다렸더니 비즈니스가 이뤄
지더군요.  (D사, 몽골 진출 2년차)
_

러시아 기업과의 비즈니스라면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파트너 기업의 창립기념일이나 핵심부서 리더의 생일, 
파트너 가족 생일 등을 챙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인의 생일은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실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사, 러시아 진출 5년차)

러시아는 ‘서류의 나라’로 불립니다. 바이어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가급적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서류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D사, 러시아 진출 3년차) 
_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때 실무 담당자만 만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실무 담당자
의 결정권은 약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은 대표에게 집중
되어 있어 가능한 기업 대표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H사, 러시아 진출 5년차)
_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
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예절을 예의주시하는데, 남자들끼리
라면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인 악수를 나눠요. 다른 게 있다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히 임해야 한다는 것. 악수하며 
러시아 기업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손아귀에는 
적절한 힘이 들어갔을 때, 좋은 첫인상을 남긴다는 걸 기억
하세요. 참, 두 번째 미팅부터는 악수와 함께 힘찬 포옹을 
하면 상대에 대한 친근감으로 전달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B사, 러시아 진출 3년차)
_

러시아인들은 우리와 휴가 문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은 비즈니스에 한참 속도가 붙는 와중에 담당 바이어가 무려 
4주에 걸쳐 휴가를 가는 바람에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러시아 기업에서는
당연시 되는 하나의 문화라는 점을 기억하고, 휴가에서 돌아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D사, 러시아 진출 1년차)

서구적 외모에 동양적 정서, 격식을 중시하지만
결국 ‘사람’에 달렸다

러시아인들은 외모는 서구적이고, 언뜻 격식을 매우 중시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러시아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점은 외모와 달리 
동양적 정서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드러나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정 또한 못지
않게 소중하게 여기더군요.  (P사, 러시아 진출 5년차)
_

첫 미팅 시 러시아 기업 파트너는 세부적인 준비 없이 나
올 때가 많아요. 따라서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논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어필하세요.  (D사, 러시아 진출 3년차)
_

피드백을 정성껏 하는 것도 신뢰를 북돋는 행동 중 하나
입니다. 사업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고 결과
에 대한 피드백에 최선을 다했을 때 파트너의 신뢰도가 
높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K사, 러시아 진출 2년차)
_

항상 당당한 자세로 비즈니스에 임하세요. 러시아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당하지 않으면 본인들과의 거래를 
꺼려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T사, 러시아 진출 3년차)
_

추운 나라의 특성이 대개 그렇듯 러시아 기업들은 
상생이나 협업 목적의 비즈니스를 선호합니다.
(D사, 러시아 진출 3년차)
_

5월 첫 주는 연휴이므로, 이때를 피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A사, 러시아 진출 2년차)



New시선은 현실을 응시하되,         생각은 새로움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 둘 것. 성공한 기업인들에게서 두루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New Generation 섹션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북돋는 데 
힌트가 될 만한 트렌디한 산업 이슈와 정보 등을 큐레이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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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D사는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이어 가스터빈 
재제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등 항공기 엔진 원천
기술을 보유한 몇몇 글로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제품이다. 
D사는 기성품 재제조사업으로 가스터빈 설계·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신제품 개발 역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아이에프는 굴삭기 정비로 시작해 굴삭기 재제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 대표기업
이다. 현재 전기굴삭기 재제조(개조)에 비즈니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경유굴삭기를 전기굴삭기로 재제조
하면 유지비 절약, 수명 연장, 소음문제 해소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성일하이메탈은 소재 분야 재제조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공정기술로 주석 함유 폐자원에서 고순도 주석을 
추출하고, 주석화합 소재를 재제조한다. 디스플레이, 첨단 
전자기기 제조에 필수 소재인 주석은 대표적인 수입 의존 광물. 
주석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나아가 고순도주석 소재까지 생산 
공급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 선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에스디 네트웍스는 최근 중고기계 재제조와 재
제조품 판매를 중개·관리하는 플랫폼 ‘머신박스’를 선보였다. 
머신박스는 재제조 의뢰, 재제조품 거래 등을 실시간 지원한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육성
‘재제조(remanufacturing)’는 사용 중이거나 수명이 다된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갖춘 상태로 만드는 
신제조업이다. 투입 기술, 제조 과정과 목표, 효과 등에서 
재사용(reuse)이나 재활용(recycle)과 다르다. 재제조업의 
꾸준한 성장은 재제조의 가장 큰 특징인 ‘가성비’에서 비롯
됐다. 신제품 대비 에너지와 재료 사용, 인력과 시간등 비용이 
적게 들어 신제품 대비 50~70%로 저렴하지만 성능은 비슷
하다. 이로써 부족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에도 기여한다. 
특히 3D프린팅, VR(가상현실)기반 3D스캐닝과 3D시뮬레이
션,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및 업종과 접목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동반성장도 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육성한 이유다.  

금속 3D프린팅은 기존 제품을 뛰어 넘는 성능을 갖춘 재제조
품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대표적인 첨단기술로 꼽힌다. 제품 
수명이나 교체주기를 알려주는 센서기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도 재제조 시장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다. 
재제조 전문가들은 재제조를 활성화하면 기존 전통제조업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기계부품에서 방산, 조선, 원전해체까지
개별 기업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재제조를 지역 신산업
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재제조산업화에 가장 
앞선 지역은 경북 경산시로 지난 2017년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국내 처음으로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협동화 단지’를 조성
했다. 한국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 본부를 비롯해 20여개 
재제조공장이 가동 중이다. 전북도과 군산시는 중고자동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 중심의 재제조산업 육성을 검토
하고있다. 1,100억 규모 예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에 재제조 전문단지를 조성해 재제조품 생산
과 전시, 수출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경우 나주시가 
남평농공단지에 건설 농기계 재제조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광양시는 철강, 기계부품, 화학 등 광양만권 핵심산업과 3D
프린팅, 나노산업 등을 연계한 ‘재제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EV)·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산업육성에 나섰다. 나주혁신산단에 230억 원을 투입해 EV, 
ESS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구축해 배터리자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상의 재제조
산업 육성 제안에 따라 수리조선, 선용품 업종에 재제조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재제조 전문가들은 향후 재제조 유망 분야로 방산, 수리조선, 
정밀소재, 원전해체 등을 꼽는다. 국방부는 이미 2016년 ‘군장
비 정비규정’을 개정, 군 상용차량 부품에 재제조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대형 선박부품 재제조를 포함한 수리
조선은 부가가치가 높고 국제 해양환경규제에도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다. 

친환경 재제조산업        미래 먹거리로 뜬다
고가의 자동차부품, 토너 카트리지, 렌탈용 가전 등 소수 업종에 국한됐던 재제조시장이 
건설기계 및 부품, 플랜트 설비와 기자재, 금속·화학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소형 단품 위주에서 
발전기, 중장비, 선박부품 등 중대형 조립품까지 재제조 영역에 가세했다. 건설기계 분야를 시작으로
녹슬지 않는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재제조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라 경상 충청

자동차 부품 188개 107개 220개 66개 57개 42개 71개 78개 73개

인쇄, 카트리지 68개 12개 42개 10개 7개 9개 5개 6개 5개

화학 촉매품 2개 1개 1개

생활가전 1개

기업은 몇 안 될 뿐만 아니라 협회 가입 기업 중에 회원사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기업도 꽤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재제조
기업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한다. 미국 재제조 
시장은 현재 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제품과 재제조품 
생산라인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포함해 재제조기업 수는 8,000개 
이상이고 18만 명이 종사한다. 하이테크 기반 미국 재제조산업 
매출 규모는 철강, 컴퓨터산업과 비슷하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 재제조산업은 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참여가 높고, 원제품 
기업과 재제조기업 간 협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벤츠, BMW 등 
유수의 자동차제조사가 자체 재제조 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폭스
바겐은 23만㎡ 재제조 사업장에서 8,000여종 부품을 재제조해 
공급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재제조협회(APRA)는 2,000여개 재제조 
기업을 회원사로 뒀고, 자동차 재제조업 종사자는 20여만 명에 
이른다. 미국과 유럽 정부는 재제조 자동차부품에 2년 품질보증 
기간을 부여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상후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기존 완성품 공급망 내
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재제조품을 생산·판매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 아래 믿고 구매하는 재제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재제조를 산업군 
영역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산업이라
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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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인도 등 후발 조선강국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포스트 조선업으로
평가된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해운물류, 선용품 등 조선 
후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본과 싱가포르가 적극 육성
하고 있는 재제조 분야다. 소재 재제조는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가 많고, 국가 간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품목 또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별 재제조기술 개발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독점적 시장 지배도 
가능하다. 또한, 원전해체 시장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분야다. 
재제조를 접목하면 해체한 원전 설비나 부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는 중고품, 해외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식
현재 국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분야 재제조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
부품재제조협회와 한국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 회원 수는 각각 
200여개, 40여개다. 지난 2015년 대비 20~30%가량 늘었다.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재제조 인증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는추세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재제조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성제품 생산, 판매와 함께 한 파트로서 재제조를 가져가고 있는 
수준이다. 재제조사업, 재제조품을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마케팅 
하는 기업도 소수다. 재제조품을 만드는 기업 상당수가 향후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측면보다는 매출 유지, 수리제품 수요 대응 등 
단편적 목적으로 신품 생산에 더해 재제조를 부가사업으로 끌고 
간다. 재제조기업 가운데 고객 수요에 맞춰 재제조품을 생산해도 
‘중고품 생산’, ‘재활용 기업’, ‘재사용 제품’ 이미지를 떠안게 될까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와 산업계의 재제조품, 재제조기업, 
재제조산업에 대한 협소한 인식 탓이다. 재제조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협회 회원사 가운데 재제조품 생산이나 품목을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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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국내외 재제조산업 통계 조사,  2015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기업의 제조현장

항목 재활용 재제조 재사용
자원 절약 △ ○ ◎

에너지 절감  ╳ △ ○
품질 측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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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 관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 날은 마침 그가 부임한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그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로 번졌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그가 부임하기 하루 전인 2월 23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휴교와 공공시설의 휴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립과천과학관도 이례적인 휴관에 
돌입했다.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음날로 예정되었던 취임식을 취소하는 거였어요. 이후 줄곧 과학
관을 휴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업무는 코로나19과 상관없이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파악을 비롯해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그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그리고 곧 
있을 인사발령까지, 본격적인 일들을 위한 밑작업을 거의 마쳤죠.” 전례로 봤을 때 통상 반년의 시간은 족히 
소요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한 달 만에 속성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직원들에게 민간 출신 
첫 관장의 부임은 아마도 이 같은 속도감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었을 터. 이 관장은 행정관료 출신 전임 관장
들이 다져놓은 기초에, 이전에 몸담았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에서의 경험이 더해져 가능
했다고 말한다.

“2002년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2011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 공모에 지원했고, 5년 임기를 채운 다음에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으로 일했어요. 오래 전부터 생각
해오던 ‘과학의 대중화’를 이뤄볼 수 있겠다는 기대와 함께 자신감도 있었죠.” 실제로 이 관장은 박물관을 
과학 대중화의 허브로 만든 장본인으로 통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주로 찾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성인 대상 야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하면 가족과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슬립오버 프로그램도 
열었다. 당시만 해도 흔히 볼 수 없었던 과학강연의 붐을 일으켜 전국의 다른 과학관으로 퍼져나가게 했다. 
기존의 박물관이 ‘보는’ 곳에 지나지 않았다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보고 배우는’ 곳으로 확장했다.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보고 배우고, ‘실제로 과학 활동까지 해보는’
시도를 했다. 특히 대부분의 과학관이 90%가량 어린이에 맞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중고생
대상의 과학실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모험에 가까운 도전으로 우려도 적잖았지만, 방향 전환이 옳았음은 
결과에서 드러났다. 과학실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중 중고생이 무려 70%나 되었던 것이다.

“사실은 서울시립과학관 임기를 마칠 즈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계획도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정해진 예산을 활용해 과학관에 필요한 변화를 시도해보는 이 일의 즐거움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관장의 말과 제스처 하나하나에 밑간처럼 밴 유쾌함의 근원은 짐작컨대 일의 
즐거움일 것이다.

지난 2월 24일은 국립과천과학관 역사에 의미 있는 한 줄이 보태진 날이다.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이래 첫 민간 출신 관장이 부임한 것.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에 이어 국립과천과학관의 수장을 맡은 이정모 관장이 그 주인공이다. 
첫 민간 출신 관장으로서의 포부를 비롯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자처하며 일상의 언어로 
과학과 대중의 거리를 부지런히 좁혀온 그의 행보를 들여다본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

이 노 베 이 터 를  만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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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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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 적  태 도 가  주 는  흔 들 리 지  않 는  힘

이정모 관장에게는 몇 개의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염이 붙여준 ‘털보관장’, 대중과 과학의 
소통을 이끈다는 의미의 ‘과학 거간꾼’, 같은 뜻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등. 이중 ‘과학 거간꾼’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이 관장이 자처한 별명이다. “독일은 과학의 대중화가 자리 잡힌 나라예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양의 교양 과학서들이 이끈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과학과 대중 사이를 잇는 거간꾼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어요. 어려운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가진 제가 그 역할의 적임자란 판단도 들었고요. 관장으로 일하는 
것 외에 여러 권의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이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관장은 이 시대 명사를 초빙해 강연을 듣는 
‘차이나는 클라스(JTBC)’, ‘어쩌다 어른(tvN)’ 등의 방송에 출연해 과학과 데면데면한 삶을 살던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학에 한걸음 다가가게 만들었다. 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 과학서로 
과학과 대중 사이를 잇고 교감의 폭을 넓혔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우리 삶에 이로운 과학적 태도를 담은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을 펴냈다. 

“칼 세이건은 ‘과학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도 책을
 통해 ‘과학은 생각하는 방식이자 세상에 대한 태도’라고 했죠. 이번 책에는 과학적 태도를 가지면 그만큼 합리적
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관장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예로 들었다. 당시 
달걀에 대한 불안감 증폭으로 서민들은 비싼 달걀을 사 먹어야 했고, 전국의 무수한 빵집과 양계장은 폐업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했다. 이 관장은 만약 과학적 태도로 접근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설명한다. 당시의 살충제 수치를 계산해보면 60kg의 사람이 매일 5개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 물론 기준치를 넘는 것 자체는 문제지만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릴 정도는 아니
었다는 것.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사고하는 태도를 가지면,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인 양 확대되어 통설로 굳어지
면서 야기하는 혼란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 업 에  필 요 한  건  ‘ 실 패 ’  할  기 회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17가지 과학적 태도가 실려 있다. 그중 중소기업에 강조하고 
싶은 과학적 태도로 이 관장은 주저 없이 ‘실패’를 꼽았다. “예전에는 실패는 곧 망했다는 마인드였지만 지금은 
실패가 엄청난 자산이 되는 때입니다. 노벨상만 해도 실패한 연구자들에게 주는 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7년 노벨 화학상은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연구한 세 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당시 그들의 나이가 
만 77세, 75세, 72세였어요. 이들은 197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여러 번의 실패 사이에 작은 성공을 거두면서 
마침내 2013년에 이 연구를 마치게 되는데요. 무려 4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보답이 노벨상이었던 거죠.”  이 
관장은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실제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성공률은 95~98%에 이른다. 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애초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모험적인 연구에 도전하지 않으므로 실패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Break Through)’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실패에 더더욱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기술을 경쟁력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즘 시대의 기술은 금세 보편화되죠. 특허를 낸다고 해도 비슷한 기술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해요. 직원들에게 실패의 기회를 주고, 
실패한 사람을 격려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단언컨대 성장하는 회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회사예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실패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결국 실패를 
많이 해본 회사가 성공하고, 반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 회사는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겠죠.”

연구하는 과학관의 초석을 다지는 일

요즘 이 관장은 휴관 상태인 과학관을 둘러보며 새삼 이곳의 규모를 실감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370억 원의 예산과 과학자 인력만 4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깜짝 놀랄만한 규모와 예산, 인력에 버금가는 역할을 국립과천과학관이 하고 
있을까. 이 관장의 고민의 지점이다. “과학관과 박물관은 영어로 모두 뮤지엄
(museum)인데요. 뮤지엄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자료의 수집과 전시, 교육, 
연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뮤지엄은 전시만 하죠. 수집할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전시와 수집, 교육까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지만, 연구를 병행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뮤지엄에서의 연구라 함은 
전시기법에 대한 연구, 또 하나는 과학적인 연구인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은 
개관 이래 끊임없이 전시에만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행정관료 
출신 관장들에게 주어지는 2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연구 성과를 내기 어려
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 관장은 민간 출신 관장에게 주어진 3년의 임기 동안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3년 안에 성과를 내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 몇 년 후부터 하나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찾는 동시에 전국의 다른 과학관에 연구를 위한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학자
를 만나고 과학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과학관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로서 책과 강연을 통해 대중과 과학의 거리를 좁히는 활동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정모 관장은
연세대 생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독일로 건너가 본대학교 화학과에서 ‘곤충과 식물의 커뮤
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2002년 귀국했다. 이후 
안양대 교양학부 교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서울시립
과학관 관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250만 분의 1], [저도 과학
은어렵습니다만], [바이블 사이언스],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등이 있다.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 푸르메재단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고액기부자클럽 ‘더미라클’ 회원이다. 

만난 이 신경수 대표는 
일본 게이오대 상학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
했다. 동경 윌슨러닝월드와이드 HR사업부에서근무하다 
일본 RMS의 한국법인인 아인스파트너의 대표이사를 지냈
으며 현재 지속성장연구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HR 
분야에서 24년 동안 종사하며, 5권의 번역서와 3권의 책을 
집필했다. 현재 [머니투데이]와 [월간인재경영]의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활약  중이다.

브레이크 스루 Break Through   ‘돌파구’로, 막혔던 길이 열린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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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대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 : cogito ergo sum)’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현대 마케팅에서 다시금 철학자 데카르트가 소환되었다. 
이름하여 ‘데카르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 명화나 예술을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트렌디한 최신 마케팅 기법을 가리키는 데카르트 마케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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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 정보,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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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착수하는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기존 진단단계를 넘어 전문가가 기업별 맞춤형으로 
관리체계 구축 또는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제고되고 실효적인 관리체계가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업비밀 _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 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교육 · 상담, 컨설팅,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_ www.tradesecret.or.kr  /  대표전화 _ 1666-0521

소곱창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직원이 양념 제조 정보를 유출해 거래처였던 
B사로 이직 후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을 겪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
에 대해 양념의 제조 인원과 원료의 보관 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직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해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플라스틱 용착장비 제작사인 C사의 개발 책임자 D는 타사로 이직해 연구개발 정보를 유출, 
경쟁 제품을 출시했다. C사는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상주 
경비원에 의한 외부인 접근·출입통제, 통제구역·보안지역에는 CCTV, 카드키 등을 통한 출입 
제한,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등의 보안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파일에 암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서별로 설정된 업무 DB에 
해당 부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USB를 사용했으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 송수신도 자유로웠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법원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에 대해 기업 
규모, 경영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두 회사는 기업의 규모, 업종, 대상 정보 등이 상이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서는 정보를 비밀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자사에 규모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 비밀정보는 어떻게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간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비밀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사업을 
지원해왔다. 신규 착수하는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기존 진단 단계를 넘어 전문가가 기업 관리체계 
구축 또는 개선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허청에서는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착수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연간 50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소기업은 무료, 중기업과 중견 
기업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가가 3~5회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 인적영역의 세부적인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며 물리
적 영역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점검과 함께 임직
원의 영업비밀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특허청에서는 
심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인식이 제고되고 실효적인 관리체계가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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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아닌 경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자!C 대리, 오늘부터는 걱정 말고 푹 자!

D는 얼마 전 소프트웨어(SW) 관련 E기업에 면접을 다녀온 후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비록 SW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공을 했지만 10년 넘게 SW 개발자로 노력해온 덕분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왔고, 업계 선배의 추천으로 E기업에 면접까지 보게 됐던 터.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 위주로 꾸민 포트폴리오는 E기업 대표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모자람이 없었지만 
문제는 연봉협상이었다. D의 업무적 능력은 인정하지만 E기업의 굵직한 사업이 주로 공공기관이나 
국가사업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D의 희망연봉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를 제시한 것. 
비전공자인 D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국가사업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SW 경력에 대한 내용 
기입 시 조건이 되지 않아 이 사업에 정규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디지털산업 1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한 A기업의 B대표는 요즘 작업장에서 
C대리와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며칠 전 대리급 이하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들은 C대리의 고민이 좀처럼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까닭. 올해로 입사 
3년차를 맞은 C대리는 대리급 중에서도 경력만 선임인 게 아니라 작업장의 분위기 
리더로도 존재감이 크다. 덕분에 유독 높은 이직률을 보였던 젊은 직원들의 정착률이 
높아졌고 덩달아 개개인의 역량과 생산량, 매출까지 도미노처럼 향상되었다. 그런데 
요즘 그는 고민 때문에 잠도 통 못 이룬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함께 살던 선배가 지방 
발령을 받으면서 숙소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오른 것. 비단 C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출퇴근 거리가 먼 경기권 직원들에게도 남 일만은 아니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상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여력도 없거니와, 
한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보니 더욱 답답해진 B대표. 숙소 문제로 자칫 일 
잘 하는 직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현재 SW 근로자 경력 인정은 ‘SW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거하고 있다. 기존 ‘SW 기술자 등급제도’는 SW 개발자의 자격사항 또는 
학력과 경력사항을 기준으로 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했던 제도로 획일화된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2년 
11월 23일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때는 공공기관에 개발자의 ‘SW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폐지된 SW 개발자 등급이 ‘관행’의 탈을 쓰고 여전히 SW 
개발자들의 능력과 연봉을 재단하는 그릇된 잣대로 통용되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게 사실이다. SW 개발자 등급은 폐지되었으나, 
실상은 SW 개발자 경력증명서 내에 ‘등급표시’만 삭제되었을 뿐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 그렇다보니 D처럼 해당 
직무에 장기간 종사해 기술력을 쌓아도 해당학과 비전공자이거나 기술자격미소지자라면 명목상 과제참여자로 기재되기 어려웠다. 
또한 SW 개발자 등급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들의 임금 책정 시 2012년 이전에 적용한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에 SW 기술자 평균임금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8년 8월 <IT직무별 SW 기술자 평균임금>을 시범 
공표했으며, 2019년부터는 12월에 IT직무체계의 평균임금만 공표하고 있다. 그러니 기술자격증 소지 여부나 해당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음을 잊지 말자.

서울디지털산업 1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은 오피스 근무환경처럼 쾌적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2018년에는 
청년친화형산업단지에 선정됐을 정도로 젊은 인재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늘어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면적의 20%로 다소 협소한 실정이었다. 지원시설은 입주업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무역,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기숙사 등도 포함한다. 그중 센터의 경우는 기숙사 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해 A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숙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센터 내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집이 먼 직원들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의 경우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껴안고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에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지난해 9월 수도권 
산업단지 이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상향한다는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C대리를 비롯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약 7만8,000여명의 청년 직장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공급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solution 

solution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인으로 살다보면 크고 작은 고민거리에 
한숨을 달고 사는 경우가 적잖다. 이럴 때 안으로 끌어안고 
끙끙대기보다는 제도에 기대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두 사례처럼, 의외로 답은 가까이에서 
명쾌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New Generation Inno Solution

기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INNOBIZ+>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속 시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jkkim@innobiz.or.kr
☀ 보내주신 고충 사례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매거진 게재용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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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로보스틱(주)  |  대표 이원자, 충남 홍성군 흥북읍 봉신로 138-17

❶ 1997년 창립 이래 국내 사출산업 자동화부문 선도기업에 이어 
혁신기술을 통해 국내 사출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형 사출기용 로봇 개발부터 사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솔루션 개발, 사출전용 5축 다관절 로봇용(H5) 개발 등 고객
의 신뢰와 가치 창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스템과 공정 자동화를 위한 FA, 사출공장의 최적화를위한 스마트 
팩토리 토털 솔루션 기술 선도기업이다.  ❷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불황에서 도약하려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타 기업과 차별화하는
것일 터. 지금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다관절 로봇 H5’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더 큰 발전을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가입했다.  ❸ 이노비즈
인증으로 방문객들에게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 홍보
효과를 얻었고, 임직원들도 회사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❹ 더 나은 연구 환경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바라며, 회원사들 간의 협력 주관
이나 세계 경제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해결 방안 제시 등도 기대
하고 있다.

(주)지.에이.엠  |  대표 최진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302-9

❶ 생활에 이로운 신소재를 개발해 인류사회공헌을 목표로 소재 분야
의 Hidden Champion을 비전으로 삼은 금속합금개발 전문기업이다. 
제품으로는 사전별도 열처리 공정 없이 고강도 특성을 갖는 동합금 
및 알루미늄합금 등 금속합금이 있으며, 개발된 합금으로 재료생산, 
다이캐스팅, 후가공 공정 후 완제품을 생산한다.  ❷ 코로나19 바이
러스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협회의 금융정책이나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가입
했다.  ❸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없지만, 향후 회사의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크고, 글로벌 진출에도 도움 받고 싶다.  
❹ 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  ❺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 
경유, 전기, LPG, LNG 등의 연료가 필요하듯,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노비즈’ 연료가 제격!

종합폴스타  |  대표 김철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313

❶ 1980년 선박용 엔진부품 재생수리공장으로 시작해 지난 30년간 
국내 유수 선사들의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및 수리를 진행해왔다. 
2015년에는 부산 강서구 미음동으로 공장을 확장이전 해 생산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비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재료연구소와의 MOU를 체결했다. 2016년에는 만디젤엔진의 
최신 듀라밸브 수리공법에 대한 제조사 승인을 취득했으며, 티그 
미그 PTA, SUB 머지드용접, 저온용접, 크래딩 등 다양한 용접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❷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가입을 결심했다. ❸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통해 생산인력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❹ 영남권(부산, 
경남) 실무자교육(소재 및 제품 관련 검사 외)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❺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알게 되면 꼭 추천하겠다.

이노비즈협회의 영향력과 조직력은 신규 회원사들의 
꾸준한 유입을 통해 더욱 탄탄해진다.
두 팔 활짝 벌려 환영하는 의미에서 신규 회원사들에게 
5가지 질문을 건넸고, 정성어린 답변을 받았다. 
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와의 5문5답을 소개한다.

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5답

동양전자공업  |  대표 최철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오금길 14-48

❶ 모터코어 전문 제조업체로 1996년 창립해 산업용, 가정용 고
효율 모터코어를 생산한다. 프레스, 다이캐스팅, 용접 등 전 공정
을 자체 처리하며, 축적된 금형설계기술과 정밀금형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❷ 창업 이래 별도의 대출이나 대외홍보 없이 
성장해왔으나, 기술 인증이나 대외적인 인증의 필요성을 느껴 
가입했다. ❸ 일단은 다양한 회원사 혜택에 놀랐다. 이들 중 기업
에 도움이 될 만한 혜택들을 골라 활용할 예정이다. ❹ 동종업계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업계 관계자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대명산업기술(주)  |  대표 김환기, 경남 김해시 장유로 55번안길 13

❶ 주조설비 및 주조 후처리 자동화전문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로봇
자동화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와 주조, 단조, 
프레스, 가공, 물류라인의 자동화설비 및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사에 
제공한다.  ❷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가입했다.  ❸ 수많은 정보와
교육혜택은 물론 내부적으로 기업의 혁신체계가 갖춰져 감을 
느꼈다. ❹ 국내외 시장 정보 공유 및 동종기업 간 업무 네트워크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❺ ㈜모티브 박준규 
대표님! 혁신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님께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추천합니다!

방산주식회사  |  대표 방순만·방제일,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4층

❶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 및 가공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포스코
케미칼의 2019년도 우수원료공급회사로 선정되었다. 기타 주물, 
제철, 제강회사에 부원료 및 원자재를 수입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메인 품목으로는 전융마그네시아, 흑연 및 소결마그네시아가 있다.
❷ 지역 이노비즈협회 모임에서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회원사 간 알찬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게 
됐다.  ❸ 기업의 이미지가 한층 좋아졌다. 회사의 이미지는 곧 
경쟁력인데, 거래 기업들에게 업그레이드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❹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회원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협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경쟁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협회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회원사의 발전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❺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고 도전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지만 이를 
통해 기업을 한 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협회에 가입해 교류할 
수 있길 바라며, 협회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나길 
응원한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디플럭스씨앤씨 김회석 www.dfcc.co.kr 02-6959-3080 유무선,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주식회사 인벤티스 오훈택 www.inventis.co.kr 070-4422-0227 Workshop Automation
(주)와이즈인포텍 최기무 · 박태수 www.wiseinfotech.co.kr 02-868-3571 NEIMS 등 솔루션
라온커머스 유재원 raoncom.kr 070-7788-6339 OPR3D
주식회사제이앤밸류 김재홍 www.jnvalue.co.kr 042-826-0618 BRP 및 ISP 컨설팅
주식회사에스비시스템즈 김상복 www.sbsystems.co.kr 031-739-7801 Wearable IOT Platform 개발
주식회사 와우 박경천 corp.wowplace.kr 055-681-8123 O2O 예약 · 판매 · 관리 솔루션(와우플)
주식회사에스씨티 서창성 www.smallcloud.co.kr 070-7844-5733 산현장 스마트 공정관리시스템 구축
(주)시큐에버 변혜진 · 이준엽 www.secuever.com 02-422-4638 reverseWall MDS3.0
(주)유비플러스 조재억 www.ubi-plus.com 070-5001-61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아피엠(주) 박병후 www.dongapm.com 02-3275-3360 스마트워크 자율좌석예약시스템
주식회사커니스 이창신 conisit.com 051-784-4848 지능형 빌딩 통합 재난안전 시스템
주식회사뷰노 이예하 www.vuno.co 02-515-6646 VUNO Med-Bone Age
(주)클로닉스 남승리 clonix.co.kr 070-7090-8280 Winclon
(주)알앤비소프트 강응호 www.rnbsoft.com 031-780-6700 Crescent Package
솔라위즈 위재성 solarwiz.co.kr 031-8023-9996 태양광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쓰리디산업영상 김규년 3dii.co.kr 070-8766-9192 vx3d
(주)홈페이지코리아 송준철 www.homepagekorea.com 02-6340-7709 홈페이지 제작 등
(주)씨에스리 이춘식 www.cslee.co.kr/ 02-307-0182 빅데이터 DB, NoSQL 다중(Multi I)
에스트래픽(주) 문창종 www.straffic.co.kr 031-601-3500 유료도로 기계식요금징수 시스템
주식회사 투게더앱스 김항주 www.together.co.kr 02-1544-2499 P2P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주)네스지오 한광희 www.nesgio.com 02-335-0841 NESPDF, Gaaiho PDF5
(주)스마트캐스트 황상현 www.smartcast. co.kr 031-909-5111 KMS(Kitche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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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케이앤씨에스 배성환 032-719-4667 자동 제어반 설계 및 제작
(주)디에스테크니카 김대승 www.dstechnica.com 031-603-9900 USB충전포트
주식회사한민 김재찬 www.hanmin2014.com/ 041-532-8195 전기전자 동스크랩
주식회사엔에스텍 박현수 www.nstec.kr 031-732-3750 철도차량용 시험기
주식회사 가가 성용태 www.gagas.co.kr 054-610-3638 레이더 센서
제이와이테크놀로지(주) 이원재 www.jytech.net 031-427-2292 플라즈마 소스
삼도에스에스 주식회사 이진환 www.samdoss.co.kr 032-551-9947 LED 실내조명 등기구 및 실외등
(주)그린아이티코리아 강원식 www.greenitkr.com 031-721-5661 모바일 융합 능동형 CCTV 시스템
(주)우성초음파 조경근 www.green-sonic.co.kr 031-298-8999 초음파기기
대원기전 박원철 daewonsys.com 055-286-2870 5인치함포전원장치, 제어장치
글로벤스주식회사 정균 www.glovance.com/ 041-558-6456 Wafer Probe Station
(주)와이즈오토모티브 박재홍 www.wise-automotive.com 02-888-8374 미래형 자동차에 적용되는 차세대 전장제어기술
한세로테크노 박영만 www.hansero.co.kr 052-233-4185 머신 비전 시스템
주식회사 에이치앤아비즈 송원 www.abyzr.com 070-4658-9300 CsI 신틸레이터
(주)이고 이희윤 · 이영철(각자대표) www.nicotec.co.kr 032-621-1318 BIT
주식회사 효성엠티피 설재평 www.hyosungmtp.co.kr 032-574-5219 핸드폰 커넥터 도금
(주)노피온 이경섭 www.nopion.com/ 031-271-6824 자성 분말
(주)피티지 공대원 yourptg.org 062-236-2050 모터
(주)디이에스 양성철 desol.co.kr 031-377-7860 Chiller
(주)더블유제이이엔에스 강우진 070-4366-0425 계장제어장치
프로테크 이기영 www.iprotech.co.kr 051-806-2711 ESD 시스템
주식회사에너지파트너즈 최성자 www.energypart.co.kr 02-957-8888 회생제동장치
초이스테크닉스(주) 최연성 www.choistechnics.com 070-4680-1052 케이블 하네스
주식회사비에이에너지 강태영 baenergy.co.kr 062-571-1062 ESS에너지홈
주식회사조은전자 양병득 조은전자.kr 031-364-8768 마이크로 레이저 홀 가공기술
주식회사삼덕엔씨티레이져 민병열 032-576-6687 케이스
주식회사 유니웜 박동수 www.uniwarm.com 041-534-3663 카본섬유를 이용한 다중발열파이프
(주)미래테크원 강창근 www.mrtechone.com 055-299-3163 하네스
레이저쎌주식회사 안건준 laserssel.com 031-8060-3316 반도체 제조용 설비
(주)인터전기 이군섭 www.inter-elec.com 02-3141-1307 SCADA System
(주)다온오토메이션 박정호 www.daonautomation.com 070-8727-4500 중공형 감속기
동심컴퍼니 이창성   www.tunabrother.com 051-747-3709 참치회
(주)아이스펙 한순갑 www.i-spec.co.kr 055-265-3698 전자파 차단장치
(주)베스트씨피알 김기창 www.aed.kr 031-385-7272 알리고(R-ligo)
주식회사비투지코리아 신정훈 btozkorea.com 02-830-8936 TFT sensor plate
고려웍스주식회사 김영일 www.coreaworks.com 032-624-0880 Mobile DVR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지.에이.엠 최진열 www.gammetal.co.kr 031-351-3557 전자제품 케이스 금형 제작
디케이프리텍(주) 남상엽 032-815-7071 반도체 금형 및 커넥터 금형
삼주이엔지(주) 장명주 www.sam-joo.co.kr 051-264-6677 선박용 주방가구 및 장비
대명산업기술(주) 김환기 www.dmicasting.com 055-327-0864 저압주조기
현대휀스개발(주) 김해용 www.hdfence.co.kr 031-691-5880 휀스
(주)종합폴스타 김철규 www.jhpolestar.co.kr 051-403-5514 선박구성부분품
(주)성진케미칼 정동주 cwww.chemkorea.co.kr 053-857-8555 SuJi-CLEANER 109A.B
주식회사 비에스큐 허정일 www.bsq-fa.com 031-989-5606 크로스롤러 가이드
(주)삼아정밀 박철기 051-524-5660 COVER-COWL TOP
창성정밀(주) 정종호 www.changsung21.kr 062-972-2133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작
(주)TPC메카트로닉스 엄재윤 www.TPCpage.co.kr 032-1588-5982 공기압기기
(주)위파 김용주 www.wifa.co.kr 041-571-3711 산업용 로봇자동화 기기
주식회사엔지스웨이 최영재 www.ngisway.co.kr 02-869-3007 주차관제제품(차량번호인식기, 무인현금정산기)
나이스레이저(주) 문순천 www.nicelaser.net 043-269-4585 철 구조물(크레인 붐)
주식회사보성산업 강신철 www.enbs.co.kr 031-551-8090 벽걸이형 전기방열기
동양전자공업(주) 최철호 www.e-dongyang.co.kr 031-686-8770 MOTOR CORE
(주)케이원레일 윤경원 www.kwon-rail.co.kr 031-676-9464 난간류
(주)미래이피 엄기탁 www.miraeep.co.kr 041-584-6611 전해연마
(주)디웰테크 황의동 www.deweltech.co.kr 041-532-9614 MAG/MIG 용접기
서형바이클랙주식회사 박홍일 www.shcy.co.kr 031-983-0518 기능성 자전거보관대
울산새론방범창 장상대 052-225-3195 방범창
(주)월드엘리베이터 김용판 053-761-5061 엘리베이터
(주)삼원테크 황대연 www.samwontk.co.kr 061-373-3221 저장탱크
엠에스테크놀러지주식회사 최무송 www.mstechcorp.co.kr 070-4355-1473 라우터
(주)진우테크 정태승 chinwoo.co.kr 031-777-1277 실험장비
(주)JCS인터내셔날 전진오 www.jcs-int.com 054-465-9567 안경테(브랜드명 : CLROTTE)
(주)아이에스티 황정호 ist-co.kr/kor 031-765-2268 RETAINER RING
대원엔지니어링 심상칠 www.daewoneng.co.kr 051-502-2434 Heating Equipment
한양로보틱스(주) 이원자 www.hyrobot.com 041-406-8881 자동 취출 로봇
동아이엔지(주) 유두옥 www.currents.co.kr 031-358-7833 전동기
대한철강(주) 박종구 www.daehansteel.co.kr 041-360-4000 철판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형상교정강재
제일볼트산업 정갑희 www.jeilbolt.co.kr 031-311-4872 셋트앙카
(주)태영금속 변태호 www.taeyoungmetal.kr 041-547-7168 T 300외
(주)우영실업 우복석 www.wooyoungs.com 032-501-1980 플라스틱금형, 사출
(주)에코그린리사이클링 송영래 031-8049-3277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주)메가텍 신경숙 www.mtc119.co.kr 054-975-8900 발효기
주식회사 공영엔지니어링 이경원 kongyoung.net 043-217-8911 인버터형 컴프레서
원스주식회사 박치열 www.wants-korea.com 031-357-4730 사출분말 사출성형

정보통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비츠에스앤지 최분임 031-340-3557 지능형 CCTV솔루션
(주)피플인소프트 조동진 www.peopleinsoft.co.kr 044-865-8851 소프트웨어 개발
에이치피솔루션 배용준 printhero.co.kr 031-329-9884 프린팅 서비스 플랫폼
(주)이노라인 강명조 www.enoline.co.kr 02-2631-0122 E-CARE
주식회사아이자랩 임우석 www.issalab.com/ 042-935-4450 사면전조계측기
(주)컴스정보기술 김응관 www.comsit.co.kr 02-6483-0140 GB-7(지폐결제기)
주식회사유니온플레이스 전종욱 www.unionplace.co.kr 02-6959-8870 안전관리플랫폼
주식회사루트온플러스 강석봉 www.rootonplus.co.kr 02-6925-7087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3d프린트)
주식회사애자일소다 최대우 agilesoda.ai 02-558-8300 AI 분석플랫폼
(주)보안그룹모비딕 홍영란 mobymoby.com 070-8987-0505 MARS
(주)벨로크정보기술 이정현 www.bellock.co.kr/ 052-248-7151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엠에스씨 김동훈 mschemical.co.kr 032-813-3675 표면처리약품
주식회사미르필코리아 은문수 www.mirfeel.com 032-661-2326 inell 코팩
주식회사 에스비메탈 박재성 www.sbmetal.co.kr 043-272-0205 금속표면처리
(주)리플로맥스 김현대 www.reflomax.com 031-8014-9700 마이크로프리즘 재귀반사 제품
주식회사엔코아네트웍스 장상용 www.encorenetworks.co.kr 052-237-6130 화학제품 제조
(주)진웅산업 이정일 www.lecotan.com 031-8-6005 OLED 재료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거스트앤게일 이용규 www.gustngale.com 02-3446-7274 광고영상 외 총 영상물 제작 기술
포엠 주식회사 고정완 four-m.co.kr 061-791-2931 GV 내진설계용 띠철근
시앤피컨설팅주식회사 조세형 www.cnp.re.kr 070-4707-1468 경영/인사 컨설팅
예성건축사사무소 정용섭 032-561-4468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용 김대천 032-675-4330 측지측량, 측량업, 지도제작,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주)넷비즈월드 박광봉 · 박수학 www.netkorea.or.kr 043-214-3981 사업 및 경영 상담업, 시스템 통합 관리업
(주)씨에이파트너스 박홍주 041-523-4858 설계 및 감리
(주)솔데스크 강재민 soldesk.com 02-6901-7006 교육 서비스
(주)여명기술단 임경화 051-506-7118 도면작성, 기술서비스
(주)마이웰에프앤에프 박문수 031-388-8934 가공귀리
주식회사씨에스컨설팅 길봉 www.csconsulting.co.kr 02-780-1949 경영컨설팅
(주)캠퍼스멘토 안광배 www.campusmentor.org 02-333-5966 기업가 정신 챌린지 보드게임
주식회사 써치엠 박규태 www.searchm.co.kr 02-3446-7260 디지털 마케팅 통합서비스
(주)동화이엔씨 이재원 02-817-7733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주)삼덕로지스틱스 지명원 www.sdls.co.kr 031-647-6088 수입완성자동차
이호기술단(주) 김덕선 051-556-7266 전기 정보통신 소방정보시스템 분야 설계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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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퓨리움 남동균 purium.kr 02-881-5544 인공지능 스마트 IoT 에어샤워
(주)디아이엔바이로 윤성식 www.di-eng.co.kr 02-3441-9300 하이드로 유공블럭을 이용한 여과지에서 평탄형
(주)랩코 류준호 www.labco.co.kr 062-384-5256 파티클카운터
신성컨트롤(주) 조성환 · 조규현 www.sscontrol.co.kr 041-541-6741 방음판(벽)
인바이오텍(주) 윤영중 www.enbiotec.co.kr 031-501-9811 폐수처리
미래E비젼 장현진 miraev.co.kr 032-571-1562 폐수처리
(주)로스웰워터 이건호 rothwell.co.kr 070-7011-5403 CSBR 하수처리 공법
식회사 유니에코 이훈정 www.uni-eco.co.kr 02-2685-2030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

바이오

환경

건설

식품

서비스

New Generation Inno Family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아일글로벌 정문석 www.illglobal.com/ 02-542-8544 에젤리스필
(주)휴레이저 박인배 www.hulaser.com 02-3012-5678 K4(반도체 레이저 수술기)
오토텔릭바이오 주식회사 김태훈 www.autotelic.co.kr 043-233-9373 ATB-101
(주)고바이오랩 고광표 · 박철원 kobiolabs.com/ 02-888-9964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
(주)힐세리온 류정원 www.healcerion.com 02-7582-6326 이동형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주)월드코스텍 강세원 www.worldcostec.com 061-393-1447 셀비엔 기초화장품
(주)씨월드 이학도 www.tigaktegak.com 033-633-0657 부각(Crisps)
주식회사옴니허브 허담 www.omniherb.com 053-781-4888 한약재
한스텍(주) 정한수 www.hanstech.kr 041-944-1228 훼이셜폼 soap
(주)킴스헬스케어 김승현 www.kimspharma.com 02-6357-0077 악토바
(주)세원생명공학 윤원준 swbiotech.com 02-2174-8572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지온메디텍 박종철 www.jionmeditech.com 031-8002-0079 듀얼소닉
주식회사 어큐진 김종윤 www.accugenelab.co.kr 032-551-3629 AccuSaliva Collection Kit
주식회사나디안바이오 소홍섭 www.nadianbio.com 063-852-6950 의약품
(주)엔게인 고영국 engain.co.kr/ 031-628-0955 색전재
(주)성진하이텍 박춘오 www.sungjinco.kr 031-235-0301 혈관 카테터 안내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가나테크 이용석 ganajig.com 055-337-5266 수전시공지그
영림하우징 전정일 063-222-9597 PVC 창호
(주)레인보우테크 정한규 031-703-7929 침투성 액체방수제 및 이를 이용한 방수시공방법
이디에스 주식회사 이종필 edscorp.kr 053-951-4500 민방위 비상경보 및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주식회사서용 박기태 syong.co.kr/ 031-665-1247 내화보드 200FB
(주)대륜건설 이도희 www.dae-ryun.com 041-562-0279 산업용 클린룸
(주)대경기술산업 박영수 062-959-4773 워터젯시스템
(주)성화 강경숙 www.eurowin.co.kr/ 031-797-7247 Eurowin 175 N SL-F
현대비씨엔지니어링(주) 우종준 · 박혜연 hdbc.co.kr 031-914-7215 플랜트설계
디아이디시스템주식회사 박헌 www.didsys.kr 02-2083-1980 다목적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
도아기업(주) 박연우 · 유영이 do-a.co.kr 02-2633-0763 휀스, 핸드레일
지혜안전(주) 장덕범 · 홍경숙 www.지혜안전.com 033-261-4751 도료, 미끄럼방지 포장재, 도막형 바닥재
새빛이앤엘주식회사 이해규 www.saevitenl.co.kr 031-232-4530 LED 조명제품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천미가 민용기 쌀누니.com 070-4244-8317 미강, 쌀눈
(주)바이텍 이도행 www.vitaltech.co.kr 063-214-8830 효소처리 로열젤리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식회사 이장휘 www.ildongbioscience.co.kr 031-646-3112 4중 코팅 유산균
(주)정성식품 이승훈 www.annecy.co.kr 053-593-2260 앙시포크
(주)푸건식품 권민경 www.pugeon.com 062-953-2267 다양한 먹거리 순대
(주)그린 김진학 · 김형택 www.greenn.co.kr 032-552-0541 어묵
(유)청해에스앤에프 정길환 www.chseafood.com 061-277-6631 목포미항 재래김
(주)뽀뽀뜨 최영미 www.popote.co.kr/ 033-1522-2860 이유식
커피킹덤협동조합 김한동 054-853-0207 킹덤 원두커피
(주)아이푸드 정유미 www.yummimeal.com 031-982-2634 아기이유식 얌이밀
농업회사법인(유)온다라식품 변병성 063-547-5407 온다라 영양 피순대(소창, 막창), 온다라 고기순대
(주)신생활식품 홍순필 · 김세철 www.nlfnb.com 054-652-0008 알로에음료
주식회사진현식품 허진현 www.sealaver.co.kr 054-331-3000 유기농 올리브유로 구운 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미려비젼 민홍기 www.miryo.co.kr 02-3444-3332 기능성 특수 유니폼
(주)유인컴퍼니 유재갑 www.hun-s.com 02-1599-1793 남녀캐주얼의류
주식회사이로텍스 이성우 www.irotex.co.kr 053-355-0430 IT-4243
(주)대창그랜드 정봉태 www.dcgrand.co.kr 031-453-0567 천막류

섬유

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크리스챤모드 이규삼 www.christianmode.co.kr 031-737-4626 BEZEL 밴드 교환방식 고급 패션시계
(주)화성정밀 서충배 www.화성정밀.kr 031-431-1581 피스톤 금형
주식회사 비티에스 서우열 www.btsfa.com 031-554-4761 Oil & Gas Metering System
스타모빌 여대훈 www.starmovil.co.kr 055-337-7747 캠핑카(ST시리즈), 이동업무차량 제작
주식회사네오시티 고엄식 www.neocity.co.kr 02-417-3700 슬립폼공법
(주)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이세희 carriertape.co.kr 043-283-5860 캐리어테이프
(주)채린코퍼레이션 이강용 www.cherin.co.kr 02-922-2922 ESS container
밥스(주) 조한택 www.bob-s.co.kr 042-671-6701 CFRP Robot Hand
주식회사자이브솔루션즈 윤두훈 www.jiveus.com 031-726-1585 3D프린팅 토털 솔루션
방산주식회사 방순만 · 방제일 www.bangsangroup.com 02-3272-5750 마그네시아 분쇄 가공
(주)재화산업 김남섭 www.jaehwa.co.kr 032-348-8005 자동차부품
주식회사제이시스 서동철 jsisystem.com 064-711-0304 측량
(주)대한케미스타 정봉정 www.chemistar.co.kr 032-812-7704 전착도장
(주)신이 황순희 043-236-0620 화장품용기인쇄
(주)부앤부프로덕션 최종운 bnb-production.com 070-4200-7778 여행홈쇼핑 영상 제작
(주)소나무그래픽 박정연 070-4694-1690 실사출력
(주)지오엔지니어링 김남주 geoeng.kr 031-559-0883 지하수유동관련 현장측정기기 운용 및 모델평가
(주)에덴뷰 이진국 www.zzogri.com 062-652-2587 농작업용 편의장비
와이제이산업(주) 이재호 055-582-7481 도로시설물(가드레일)
(주)호명이엔지 윤재호 · 석쌍열 homyungeng.com 041-572-6257 2차 전지 전극 Stacking 장치
(주)성지 김진규 055-327-5226 가정용 가구
그린폴리텍 주식회사 김용순 www.greenpolytech.com/ 041-362-5857 충진벽관
(주)씨엠씨코리아 조지현 www.cmckorea.co.kr 042-671-3378 제균탄골드, 바이바이, CLEANFISH, 애드자임
주식회사사운더스 권대준 sounds.co.kr 02-525-7822 음향 시스템
주식회사 스와디시크릿 허선희 swad120.com 032-465-4003 Cosmeceutical 화장품
소프트팩주식회사 유하경 www.softpack.co.kr 031-336-4521 커피봉투, 사료봉투
(주)퓨어랜드 송경수 purelac.co.kr 070-5015-2500 퓨어락 로열+(아기분유)
(주)마리카디자인 김병동 031-943-8841 드레스룸 시스템행거
(주)썬팩 김현태 www.sunpackcop.com 031-355-0807 S-BOX (배터리(위험물)포장/리턴 박스)
주식회사 신성실리콘 신예현 www.ssmold.co.kr 031-311-2707 실리콘 조리도구 및 주방용품
주식회사우진침구 정우진 www.wjinmedi.co.kr 041-933-8702 1회용 멸균침
주식회사 엠씨에이 조정용 mcasand.com 042-524-7261 촉촉이 모래
(주)미주앤미주 김용 mijuind.co.kr 041-588-6767 난좌
주식회사 류.씨.은 유동섭 www.rifkorea.com 032-864-0400 OA부품, 파티션
주식회사써테크씨앤피 오동진 www.surtech.co.kr 051-831-3935 볼트 및 산업 부품
주식회사 태상 민경호 www.taesangkorea.com 070-7117-2510 목재 문 및 실내 마감재
다원메디컬 임금빈 nose-cure.com 02-1522-7013 노즈큐어
주식회사에스케이엘엠스 안복순 www.sklms.com 031-963-4900 도서관 가구
주식회사세진에프에이 차현철 055-343-9296 자동화라인 설비
(주)리파인 최재규 www.refine.co.kr 02-2189-8700 정보 관리 및 제공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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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 혁신을 이뤄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하는 이노비즈. 기술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노비즈 기업들의 더 
많은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과 수치들.

기업 수

국내 중소제조업(대기업 제외) 대비
이노비즈기업 비중

국내 중소제조업 수  433,000여개 사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비중

수출액

매출액 5억 초과 중소제조업 종사자 대비 
이노비즈기업 비중

국내 중소제조업(대기업 제외) 대비 
이노비즈기업 비중

국내 매출액  5억 초과 중소제조업 종사자 232만 명
(통계청 2017 전국사업체조사)

국내 중소기업 총 (직접)수출액 1,087억 달러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통계)

평균 수출액 77.7억 원(직접 64.9억 원, 간접 12.8억 원 추정)
*수출액 1억 원 이상 기업 대상 조사(‘18. 12 기준)

고성장 기업

매출액

고성장 기업(매출액 20%) 대비  
이노비즈기업 비중

국내 총생산량(실질GDP 1,807조 원) 대비
이노비즈기업 비중

국내 고성장 기업 수 20,373개 사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2017  )

벤처 192조(11%), 삼성전자 244조(13.5%)*, 
SK 101조(5.6%)*, 현대차 97조(5.4%)*, LG전자 61조

(3.4%)*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기업별 사업보고서(‘18. 12 기준)

한눈에 보는 
이노비즈기업의 
역량

겨우내 참았던 봄꽃들이 랠리처럼 차례로 피어나는 계절. 
NEWS 섹션에는          협회에서 전하고 싶은 크고 작은 소식들과 
협회에 도착한 소식들이 봄꽃 못지않게 반갑게 닿길 바라는 
마음까지 동봉했다.

이노비즈 기업 수(개) (평균) 매출액(억 원)

(2017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8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19. 11)

 

(평균) 영업이익(억 원) (평균) 종사자(명)

수출 기업 비중(%) (평균) 산업재산권(건)기업부설연구소 비중(%)

16,733

(평균) R&D집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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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맥스는 마스크 제조기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마스크 
제조기업이란 소개는 유니맥스를 구성하는 많은 퍼즐 중 일부
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니맥스에 대한 이야기는 
기업의 메인 아이템인 ‘기능성 부직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실 이 기업의 모든 제품은 기능성 부직포에서 출발한다. 
기능성 부직포는 말 그대로 기능을 가진 부직포로, 부직포를 
만드는 기계에 따라 또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스펙을
갖는다. 기능성 부직포의 쓰임새는 우주인들이 입는 가볍고 
질긴 기능성 옷이나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포 등 오염이나 
감염제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널리 쓰인다. 이용태 대표는 
오염과 감염을 제어할 수 있는 고효율의 기능성 부직포를 만드
는 기술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세계 최고 기술의 고효율 저차압 필터 제조

“우리나라에는 부직포를 만드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인프라
도 약하죠. 다만 필터용 부직포인 멜트블로운(MB, Melt 
Blown)은 전 세계에서 국내 기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중국의 
경우 좋은 기계는 많이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품질이 낮은 반면 국내 기업은 고효율의 MB 제조 기술을 보유
하고 있죠.” 
멜트블로운은 마스크로 보면 필터 미디어 즉, 필터 기능을 가진
중간 심지를 말한다. 기능성 마스크는 물론 자동차나  공기청
정기, 정수기 등 필터 기능이 필요한 곳에 두루 쓰이는 멜트

한 빅데이터 기업이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검색량이 가장 폭주한 키워드는 단연 ‘마스크’였다. 
단박에 0순위 생필품으로 뛰어오르면서 ‘금스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킨 이른바 ‘마스크 대란’은 
한편으로 ‘KF94’로 대변되는 세계 최강의 국내 마스크 기술을 인식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이노비즈 회원사인 (주)유니맥스는 그중에서도 필터의 품질을 좌우하는 원료 블렌딩부터 제조, 
완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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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맥스 이용태 대표 
필터 원료부터 제조, 완제품까지
마스크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유일한 기업

블로운은 전 세계적으로 0.3미크론(μM)의 입자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졌을 때 고효율로 분류된다. 그런데 마스크의 경우 
고효율에 하나의 기술력이 더 요구된다. 저차압이 그것이다. 
보통 필터의 효율이 높아질수록 차압도 높아져 숨쉬기가 어려
워진다. 따라서 기능성 마스크의 기술력은 고효율 저차압일 
때 높이 인정받는다. KF94를 비롯한 국산 기능성 마스크가 
세계 최강의 기술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중에서도
유니맥스는 단연 독보적이다.

“필터를 만드는 기업들은 저마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폴리프로필렌(PP)은 공통적으로 쓰지만 필터의 기능
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첨가제는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하죠. 
이 부분이 핵심기술인데요. 유니맥스는 기능성 마스크는 물론 
훨씬 높은 효율을 요구하는 P1, P2, P3 같은 산업용 방진 마스
크뿐만 아니라 99% 이상의 차단효과와 시간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P100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제조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3M을 비롯해 전 세계를 통틀어 몇 개 기업
만 확보한 기술로, 이 기술을 보유한 하이클래스를 의미하는 
‘P100클래스’에 유니맥스도 포함되어 있죠.” 

유니맥스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력도 확보하고 있다. 국내 
OEM 외에  중국 공장에 직접 MB기계를 설치해 필터를 제조, 
마스크 제작에 사용하는 한편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의 중심부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유독 깊을 수밖에 없을 터. 이노비즈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마음을 모아 대구경북 지역 회원사에 
미력하나마 응원을 보태기 위해 마스크 4만 개와 기업용 
소독제 400개를 전달했다.

기능성에 친환경까지, 싸게 잘 만드는 게 목표 

요즘 유니맥스의 마스크공장은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유니
맥스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평균 20만 개.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전후를 비교해볼 때 기존 2교대에서 부분적 3교대로 업무량을 늘린
것 말고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15년 동안 3M에 매달 
100만 개씩 마스크를 납품해온 것을 비롯해 탄탄한 판로를 확보한 
덕분에 유니맥스의 마스크공장은 이전에도 연중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아닌 게 아니라 유니맥스는 완벽한 세일즈 채널을 자랑
한다. G마켓, 11번가, 쿠팡, 롯데몰 등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해 GS25, 
CU에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포장
재를 개발한 기업과 손잡고 관공서에도 마스크를 납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친환경 포장재를 시작으로 메인 아이템인 필터도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개발하는 등 자연친화적 마스크를 위한 준비를 해나
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나 거래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염과 감염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은 높이되 대부분 일회성인 점을 감안해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창업 당시부터 꾸준히 추구해온 신념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변함없는 건 또 있다. 바로 기부다. 유니맥스는 오래
전부터 서울 도봉구의 한 사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 
2달에 한 번꼴로 식자재와 마스크를 기부해왔다. 시민을 위해 애쓰는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마스크를 통해 마음을 전해왔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시청에 1만 장의 마스크를 전했다. 또,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지역 
회원사를 위해 4만여장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훈훈함을 보였다. 
유니맥스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선행은 오늘도 기업이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고효율 저차압 기능의 마스크와 더불어 마음까지 든든
하게 지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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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착한 이노비즈기업들

지역사회에 마스크 전달, 더조은주식회사
기능성 마스크를 제작하는 더조은주식회사는 3만 개의 성인용 마스크를 
인천 남동구청, 부평구청을 통해 지역소외계층에 전달한 것에 이어 인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기부했다. 
▧  대표 김회철,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3길 47-13

필터 교체형 친환경 마스크, 주식회사 인텍
일명 ‘숨 쉬는 마스크’로 불리는 인텍의 기능성 마스크는 필터 교체형 제품
으로 안면착용 가드(프레임)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한 플라스틱 
고무 재질(TPR)로 만들었고, 삼중 필터는 친환경 원단과 정전 필터로 제작
했다. 필터만 교체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마스크 재구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  대표 이창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전주지식산업센터 1층

취약계층을 위한 통 큰 마스크 기증, (주)E&W
‘애니가드’라는 제품명으로 잘 알려진 (주)E&W는 서천군에 마스크 15만 개
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안성시청에 1만1,600개의 마스크를 전달해 바이
러스 감염에 취약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  대표 김종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 129

중기부 선정, 착한 마스크 기업, (주)파인텍
파인텍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전과 
조업 재개를 위한 구호물품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중기부로부터 ‘착한 
마스크 기업’에 선정되었다.
▧  대표 김희문,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18

가격 동결 & 마스크 기부, (주)피앤티디
마스크 브랜드 ‘웰킵스’로 잘 알려진 (주)피앤티디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할 
때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것을 
알려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알렸고, 문경시에 마스크 1만 개를 기증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  대표 박종한,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34

친환경 살균수로 위생관리에 기여,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 시기에 친환경 
살균수(에코트리, eco Tree) 제조 장치를 개발, 공공시설(용산역 등 5개 코레
일역), 보건소, 항만공사 등을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연구소, 
식품제조공장 등에 설치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  대표 황을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유니맥스 이용태 대표(위)   /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유니맥스  마스크공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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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조홍래)는 
3월 19일(목)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이노비즈기업들을 돕기 위해 이노
비즈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 총 4만
개의 마스크와 기업용 소독제 400개를 대구경북 지역 
회원사에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협회
가 운영 중인 이노비즈 CSR지원센터의 ‘이노비즈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과 
임병훈 수석부회장(텔스타홈멜 대표), 천기화 수석부회장
(대구경북지회 회장, 한동알앤씨 대표), 신오식대표부회장
(일진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물품은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를 
통해 지역 내 400여개 회원사에 전달, 제조현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물품 전달은 마스크를 제조
하는 이노비즈기업 ㈜유니맥스(대표 이용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이노비즈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
로 모금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협회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이노비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에도 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동해, 강릉, 인제 등의 이재민을 
위해 5,319만 원의 모금을 강원도청에 전달하는 등 매년 
회원사와 함께 조성한 기부금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확산
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 이노비즈기업에
마스크 4만 개 및 
기업용 소독제 400개 
긴급 전달

↖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 진행 
(왼쪽 세 번째부터 신오식 대표부회장, 조홍래 이노비즈협회 회장, 
천기화 이노비즈 대구경북지회 회장, 임병훈 수석부회장)



이노비즈기업인들의 연말 행사로 이어져오던 ‘이노비즈인의 밤’이 
‘INNOBIZ DAY’로 확대 개편되어 지난해 12월 12일(목)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에서 

개최되었다. 혁신성장포럼을 신설하고, 기업 간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던 ‘2019 INNOBIZ DAY’ 현장 속으로 안내한다.

2019년에도 이노비즈기업들의 성장과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 
기세에 걸맞게 이노비즈협회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를 빛낸 
이노비즈기업인들의 혁신 의지를 결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연말마다 열어온 ‘이노비즈인의 밤’을 2019년부터 
‘INNOBIZ DAY’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9 INNOBIZ DAY’는 시간대를 앞당겨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에 걸쳐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혁신과 성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 혁신성장포럼에 이어 2부 ‘이노비즈
인의 밤’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해 활약한 이노비즈기업인들의 노
고와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 축하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이노비즈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포럼 

‘혁신의 새로운 성장과 연결의 힘! 이노비즈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2019 INNOBIZ DAY’의 본격적인 시작은 1부 
혁신성장포럼이 열었다. 이노비즈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신설한 혁신성장포럼
은 ‘혁신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첫 순서는 청와대 경제
과학특별보좌관 이정동 서울대 교수의 ‘축적의 시간,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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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포럼 및 기업 간 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

혁신성장포럼에  참석한     

❶  이정동 교수 
❷  디에고 아레세스 사장   
❸  서상훈  본부장
❹  박한구 단장

❶

❷

❸ ❹

혁명’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슈나이더일렉
트릭 디에고 아레세스 동북아시아 사장과 슈나이더일렉트릭
코리아 서상훈 본부장은 ‘글로벌기업의 스마트공장’이라는 주제
로 전 세계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은 ‘스마트제조혁신 정부지원 전략’을 통해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정부 정책방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노비즈기업인들을 
집중하게 했다. 뜨거운 호응을 받은 강연 다음에는 강연자들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함께 모여 ‘제조 혁신과 한국형
스마트공장’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즉, 중소기업
의 혁신인재에 대한 육성방안, 스마트공장과 5G 기술의 접목 시
가장 중요한 점, 스마트공장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네트워크, 정부
의 스마트공장 지원정책 등 이노비즈기업들이 당면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날 패널로는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 의장사인 텔스타
홈멜 임병훈 대표를 비롯해 협회 충북지회 회장인 창명제어
기술㈜ 이천석 대표, 협회 경남지회 회장인 동화티씨에이 
손태호 대표, 협회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쉬엔비 
강선영 대표, 협회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김세종 원장,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정종필 교수, 하나금융그룹 하나벤처스 
황보현우 상무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와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 이노비즈인의 밤 

2부 이노비즈인의 밤은 협회 조홍래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조 회장은 “금일 행사는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
이 함께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혁신성장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장”이라면서 “최근 정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대부분이 이노비즈기업으로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 창의’를 바탕으로 이노
비즈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응답하듯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를 뛰어넘는 기업이 이노비즈기업 중에서 나올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이노비즈기업”이라
는 말로 축제 분위기를 북돋는 한편 “2020년 중기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1조 4,871억 원으로 사상 최대
(39%)로 증가했다. 앞으로 3년 이상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서 “기술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축사에 이어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보광
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사이버테크프랜드 김정혁 대표, 지케스 
박영찬 대표 등 33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스틸 이경록 대표이사 등 10명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표창을, 
더폴스타 최원선 대표이사 등 21명은 이노비즈협회장 표창을 받
았다. 포럼부터 포상까지 시종일관 뜨거운 호응과 박수갈채 속
에서 이루어진 ‘2019 INNOBIZ DAY’ 행사는 2020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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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

김기선 국회의원 / 박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 이현재 국회의원
홍일표 국회의원 /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노비즈협회 협회장상 21명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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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전달(6명)

소속 성명 직위
(주)고려산업 임상준 대표이사
(주)나눔테크 최무진 대표이사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하경래 이사
(주)디에스케이 김태구 대표이사
(주)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이사
(주)사이버테크프랜드 김정혁 대표이사
(주)쉬엔비 최창원 연구소장
(주)신세계엔지니어링 이강일 대표이사
(주)써테크씨앤피 오동진 대표이사
(주)에코스 신문수 부사장
(주)온돌라이프 박명숙 대표이사
(주)이오비스 김진일 부장
(주)태강기업 오세창 부사장
(주)태산플랜트 이준희 대표이사
그린컨기술(주) 하승범 대표이사
기장물산(주) 김양춘 대표이사
루미컴(주) 이복수 대표이사
산전정밀(주) 최신남 대표이사
아트원주식회사 엄태건 대표이사
엔에이치네트웍스(주) 이근신 대표이사
이니스트에스티(주) 김광일 부장
자안그룹주식회사 인시찬 대표이사
주식회사대창 박경희 대표이사
주식회사블루비즈 전춘호 본부장
주식회사엠에스 함광수 대표이사
(주)지케스 박영찬 대표이사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케네스 
민규리 대표이사

텔스타홈멜주식회사 유재석 이사
한국도키멕주식회사 배성배 상무
한국신기술산업(주) 홍순팔 대표이사
기술보증기금 백승호 선임차장
서울보증보험(주) 이규민 수석
성균관대학교 김경환 교수

소속 성명 직위
(주)다온 배성호 대표이사
(주)성우플러스 박종원 대표이사
(주)에이엘테크 조성수 대표
(주)이엔에스코리아 박준한 대표이사
(주)재원인더스트리 김미라 대표이사
(주)진영엘디엠 서인교 이사
인스틸주식회사 이경록 대표이사
주식회사다원산업 이재만 대표이사
주식회사씨에스리 이춘식 대표이사
현대씨즈올(주) 정승갑 대표이사

소속 성명 직위
(주)네오피에스 김동준 이사
(주)대하체어스 김형득 대표이사
(주)더폴스타 최원선 대표이사
(주)무궁화용사촌 변학정 대표이사
(주)썬팩 김현태 대표이사
(주)쓰리에이씨 성기동 부장
(주)아키브소프트 김지성 대표이사
(주)이루에프씨 이문기 대표이사
니트로소프트(주) 김경미 과장
삼영플랜트(주) 기형호 대표이사
엔지켐생명과학 윤선영 이사
제이와이오토텍(주) 진준우 대표이사
주식회사신시웨이 정재훈 대표이사
한국미라클피플사 이호경 대표이사
효성종합(주) 김영환 대표이사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남은정 과장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세현 단장

(재)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이종순 센터장

(주)라파스 정도현 대표이사
(주)포비즈코리아 신훈식 대표이사
(주)어플리컴 안성준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33명



News Inno Pick 2

62

‘2020년도 제19차 정기총회’는 지난 2월 19일(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당초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행사 
지양 방침 등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9년도 감사보고와 사업 결산보고에 
이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정관개정 순으로 
이루어졌다.

조홍래 회장은 “2020년도에는 이노비즈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회원사 혜택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의 다각화,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지원
사업의 지속 확대 등 이노비즈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2019년을 결산하고 2020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모는 약식으로 진행했지만 2020년도에 거는 협회와 
이노비즈기업들의 열정과 기대만은 어느 해 못지않았다.

2020년도 제19차 정기총회

이노비즈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회원사 혜택 마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의 다각화,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지원사업의 확대로 

이노비즈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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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협회는 회원사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등 
40여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협회 일자리 지원사업 주요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방법과 더불어 2020년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주요개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전용 사이트를 시연하여 참여 기업
들의 호응을 얻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무료 세미나 개최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회원사들의 혁신 성장을 위해 달려온 협회의 활동들을 담았다.

한 - 우즈벡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해 11월 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간의 기술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기술교류상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7개 사와 우즈벡의 45개 
사가 매칭되어 기술 라이선싱(기술 수출), 부품 · 소재 · 장비 수출, 합작
법인 설립 등 기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이 협의되었
으며, 총 15건의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 성남시 청년채용박람회 참가

지난해 11월 12일 판교 알파 지하광장에서 진행된 2019 성남시 청년
채용박람회에 참가,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 홍보 및 협회 일자리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박람회에는 5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렸으며, 관 내 
40개 사의 우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여하여 119명을 채용하는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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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 일자리대전 참석

지난해 11월 14일, 협회 조홍래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기업 스마트 일자리 대전’에 참석했다. 이날은 워라밸, 성과워라밸, 성과
공유, 직원성장,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특성을 보유한 ‘스마트 중소기업’에 선정된 104개 사를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중기부 박영선 장관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중기부, KEB하나은행, 연세대학교와 함께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상한 기업은 중기부와 공존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에는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대학이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 - 대학 - 기업이
연계한 현장 수요기술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노
비즈 특화 금융상품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중소기업부(KKUKM) 
와 양국의 무역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략적 비즈니스 및 마케팅 분야의 협력과 중소기업 정부지원 정책을 공동 
연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양국의 기업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상설화 및 창업지원 등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중소기업부 까디르 차관을 비롯해 약 3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
이 참석하여 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협회 - 인니 중소기업부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천석 일자리창출위원장(협회 충북지회 
회장) 및 본·지회 일자리사업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이노비즈협회 전국 일자리지원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 내 정책
연구원 중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인 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이노비즈협회 전국 일자리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해 10월 31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이노마이스터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7개의 이노비즈기업과 재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매칭을 통한 현장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기술명장 
초청 특강 및 취업컨설팅 등도 운영되었다. 한편 협회는 국립마이스터고 
고교생과 우수 이노비즈기업 간 채용 연계 및 취업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날 외에도 11월 
7일에는 구미전자공고, 11월 13일에는 전북기계공고에서 채용 설명회
를 진행했다.

이노마이스터 채용설명회 개최

한 - 러 혁신 플랫폼 Tech Summit 포럼 개최

지난해 11월 28일 협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러 혁신 플랫폼 
Tech Summit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 
티벌 ‘K-Startup Week ComeUp 2019’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금번 
포럼은 러시아 최대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콜코보혁신센터 관계자,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SIBUR사 및 한-러 간 공동투자 펀드 
설립을 희망하는 가스프롬뱅크의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러 
기술협력 방안 도출을 목표로 양국 전문가들의 자국 기술환경 및 협력 
가능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 인니 자동차부품 협력사업 현지 수요기업 진단 

협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자동차부품 미래선도기술 협력사업’을 위한 현지 수요기업 
진단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부품 기업 30개 사를 현장 방문하여 
한국 자동차부품 공급기업과의 기술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담회가 경기 
성남 판교 소재의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제니엘, 하남상공회의소, 스탭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
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운영 현황 공유와 운영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협회가 자체 개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job.innobiz.or.kr) 소개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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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1월 15일 협회 임원을 비롯해 고문,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20년 주요사업 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텔스타홈멜 임병훈 대표와 
한동알앤씨 천기화 대표가 협회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20년 협회 시무식 진행

협회는 지난 1월 2일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시무식을 
진행하고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홍래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곧 협회의 성장”이라면서 “기회
를 창출하고 만드는 이노비즈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3차 대 · 중소 상생협의회 참석

지난 2월 13일 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제3
차 대·중소 상생협의회’에 참석했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는 소재·부품
· 장비 분야 대 · 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 논의하기 위한 민간
기업 주도의 협의체로서,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그간 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2020년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회장단, 협회 방문

지난 2월 8일 협회를 이끌어왔던 역대 회장단이 협회를 방문, 이노비즈
기업과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
터 조홍래 現 이노비즈협회 회장(9대), 한승호 회장(4대), 성명기 회장
(6대, 8대), 유완영 회장(1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협회는 지난 1월 19~23일의 일정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네
시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현지에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정책대화, 사업 착수보고회, 유관기관 
방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 및 정보 등은
향후 정책자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월 20일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서는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개발,
이슈별 대응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21일 협회는 ‘2020년 제1차 일자리지원본부 직무교육’을 진행
했다. TRIZ(창의적 문제해결이론(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ch)) 기반으로 실무자를 위한 아이디어 발상기법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국제트리즈협회 한국교육센터 신대우 강사와 함께 니즈
발견, 모순, 통합 등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법을 알아보고,적용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 부회장단 모임 진행 협회 일자리지원본부 직무교육 진행

한 - 독 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16일 협회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한독상공회의소(한독상의), 창업진흥원(창진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은 한-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상호 협력, 스마트 제조산업
발전과 스타트업의 교류 협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이노비즈협회, 창진원, 기정원과 독일 한독상의 및 
프라운호퍼연구소 간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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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간담회 참석

지난 1월 30일 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산업
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정책, 기술표준 및 인증, 통상 관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개선과 육성을 위한 협력·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및 중소
기업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특히 협회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국가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에서의 지역별 규제기준 통합 관리 등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구축과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 개최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참석

한 - 인니 자동차부품 미래혁신 기술협력 콘퍼런스 개최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왔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설명 세미나’를 
3월 31일(화) 협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라이브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
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사항 및 기업 홈페이지 활용방법, Q&A 등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송 종료 후에는 미처 시청하지 못한 기업 
담당자 등을 위해 목차별로 영상을 편집한 클립 영상을 제작, 협회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이트(job.innobiz.or.kr) 및 유튜브에 게재했다.

협회 김종길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25일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석, 상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협회는 한 - 인니 자동차부품 미래선도기술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KADIN),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중소자동차부품제조기업협회(PIKKO)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여 인도
네시아 진출 시 필요한 투자, 시장 동향, 정부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 기업에게 제시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협 · 단체 관계자와의 1 : 1 상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News Introduce 협회 인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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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
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MES, 설비온라인, 
설비효율화 및 분석, 설비예지보전 분야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니다. 특히 설비예지보전과 분석 영역의 AI 기반 솔루션은 
제조산업은 물론이고 발전소와 건설 분야에도 진출하는 등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 이노비즈기업인
으로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엠아이큐브솔루션(주)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노비즈협회의 임원으로 위촉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협회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영삼 (주)에프엔지리서치 대표이사

위재성 (주)솔라위즈 대표이사

김태종 엠아이큐브솔루션(주)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프엔지리서치는 2009년 설립 이래 
많은 특허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겸비한 제조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주로 원료의약품 및 전자재료 중간체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에프엔지리서치는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축적해온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함으로
써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에 임원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쪼록 이노
비즈기업들의 건승을 응원하며, 안으로는 이노비즈기업인으로서 회사의 탄탄한 성장을, 밖으
로는 부회장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솔라위즈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에너지 전문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 개발, 건설 및 운영,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연료전지사업 및 풍력개발사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EPC 및 금융 등을 통한 에너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에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했으며, 요즘처럼 미세먼지, 황사 및 대기온도 상승
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에 저희가 지향 
해야 할 목표가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어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과 책임
감으로 기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아울러 협회 임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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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회에서 장학금과 성금 전달

경남지회(회장 손태호)는 지난 1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학생 등 30여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장학금과 
성금을 전달했다. 해당 금액은 그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고, 2019년 송년회를 열지 않고 아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경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이영석 청장, 경남테크노파크 안완기 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홍병진 경남본부장 및 김병극 경남동부지부장 등 내빈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경남 이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덕담을 나눴다.

정기 이사회 개최

경남지회는 지난 2월 3일(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정기총회
(제16차) 및 회 이·취임식(8-9대)을 앞두고 업무보고와 여러 의안이 심의
되었다. 안건으로 2019년도 예산 및 결산 보고, 2020년도 사업 계획(안), 
2020년 수입 지출 예산 편성(안), 정관개정(안), 2020년 제16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안) 개최 등 5개 의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특히, 2020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많은 의견(이노비즈
홍보 강화, 이노기술연구회 활성화, 전문위원단 활동 증대 등)을 내는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경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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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 개최

광주전남지부(회장 나기수)는 지난 2월 17일 광주라마다호텔 연회장
에서 나기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광주시 주요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이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인들의 경영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개최했으며, 광주시 조인철 경제부시장 및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 등 주요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해 주요기관과 산업현장 간에 
발전된 협업 노력을 극대화하고 고급정보를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 마스크 및 손 소독
제를 비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본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한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3월 2일 광주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자상한기업 협약체결’
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포괄적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나기수 회장 및 하나은행 정민식 그룹장이 주도적으로 준비
한 협약식으로, 협회 회원들의 자금융통상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
에서 비롯됐다. 행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엄중함을 감안, 최소인원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티타임을 통해 참석자들 간 상호이해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계기로 기업의 금융상 애로사항에 대해 
하나은행이 직접 방문해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등 발전적 분위기로 끝
맺음했으며, 향후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전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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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강원지회(회장 김천수)는 지난 1월 8일 강원대학교에서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대 산학협력단과 강원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내 중소
기업의 취약한 연구개발 전담인력, 조직을 보완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의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수주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강원대 교수진을 중소기업과 연계시켜 
기술애로사항 발굴 · 해결, 실험장비 공동사용, 산업기술동향 
정보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지회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강원지회는 지난 1월 22일 횡성시장 일원에서 강원지방 중소
벤처기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에 
참석했다. 김천수 회장, 한만우 고문 등 강원지회 임원과 정재경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도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50
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의 이용을 당부하고, 온누리 상품
권으로 장보기 행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0년 신년하례회 개최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1월 
20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청 김성섭 청장, 대구시청 일자리투자국 
안중곤 국장 및 산학연 기관장들을 비롯해 협회 대구경북지회 임원
사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새해 결의를 다지며 유관기관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기화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은 끊임없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을 위한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잘 극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핵심 지원정책 안내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지회

지역 취약계층 위한 침구류 지원

대구경북지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 설 명절을 맞이
해 1월 22일(수) 대구 남구청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침구류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협회 천기화 회장 등 
임원 4명이 참석했다. 천기화 회장은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설 명절을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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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제1대 명예구청장 위촉식

대전세종충남지회 박광수 회장은 지난 1월 2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대 명예구청장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예구청장에 위촉된 
사람은 안전 · 행정 · 관광·문화 · 예술 · 체육 · 복지 · 도시혁신 · 경제 7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청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경제부문에 선정된 
박광수 회장은 “앞으로 대전시 동구의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라는 말로 포부를 밝혔다.

박광수 회장은 지난 1월 14일 대전 동구 용전동 중리시장에서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박 회장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구입해 대전충남중기청과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대전 
자혜원)을 방문해 기증하는 것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참석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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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지난 1월 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지방청 외 중소기업 지원 16개 기관과, 이노비즈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배포된 중소기업 
지원시책 자료는 참석하지 못한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게도 널리 전달
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전북지회

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

전북지회는 지난 1월 14일 도지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을 축하했다. 군산과 
새만금 일원에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혁신을 통해 산업체질을 바꾸고 생산
성 및 품질이 개선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도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이날 이동근 회장은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사업구조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이노비즈인의 밤 및 비전 선포식

부산울산지회(회장 정종태)는 지난해 12월 5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노비즈기업인들의 2020년도 재도약을 위한 자긍
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2019 이노비즈인의 밤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부산울산지회의
명예를 드높인 이노비즈기업인 및 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16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정종태 회장, 김상진 명예회장 
등 임원 및 회원사 대표 비롯해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권혁재 부산지방조달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2회 이엉포럼 개최

부산울산지회

부산울산지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 부산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2020년
제12회 이엉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울산지회는 ‘2019 부산 혁신
기업인상 시상식’에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엉포럼은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발표 및 제도 개선사항, 기타 논의 등 기업 애로 청취, 건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경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정기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

충북지회(회장 이천석)는 협회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박선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이재홍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장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정기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2019년도 주요사업 및 예결산,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제14차 정기총회 및 행사(일정, 포상) 
계획 등이다. 또한,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며, 이노비즈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충북지회

기술인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MOU체결

충북지회는 지난 3월 7일 충북지역 기술인재 관련 3개 기관과 함께 
‘기술인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및 재직자 향상교육을 통해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협약
에는 충북지회를 비롯해 충북경제포럼(회장 차태환), 충북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위원장 이두영),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센터장 연선미)
가 참여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재를 육성해 지역 고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노비즈기업인들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과 여성경제위원회가 정기총회와 회장 이 · 취임식 등의           

행사를 시작으로 2020년 활동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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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제 6 · 7대 회장 이 · 취임식이 
열렸다. 김근호 회장(㈜주인정보시스템 대표)의 뒤를 이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임인걸 회장은 1996년 (주)은성일렉콤(인천 소재)
을 설립, 지난 24년간 PCB(인쇄회로기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왔다. 
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동문들 간의 사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융합비즈니스의 성공사례를 만들 것이며, 이는 우리 
이노비즈기업의 새로운 혁신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의 취임에 따라 운영조직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김형일 사무총장(㈜메킨드 대표), 조형근 골프회장(세계표준인증
원장), 이남재 산악회장(㈜엔제이디지털 대표), 김유홍 독서토론회장
(㈜브레인EMS 대표), 엄기용 합창단장(㈜혜미항공해운 대표), 
박항준 사업 교류단장(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선출
되었다. 한편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008년 1기를 시작
으로 13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600여명의 동문 기업들이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며 협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 교류의 장과 더불어 매월 사업교류회, 
독서토론회, 산악회, 골프회, CEO 합창단 등의 활동을 병행함으로
써 기업 간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최고경영자과정 강의는 총 15주간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트렌드, 경제 전망 등을 비롯해 역사, 문화예술, 의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별 커리큘럼을 통해 혁신 기업가로서의 길을 
모색한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제18기 과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입학식이 4월 21일(화)로 연기되었으며, 이날
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업이 이루어진다. 5월 제주 워크숍, 7월 해외 
졸업여행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28일 수료식을 끝으로 이번 과정
을 마치게 된다.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inno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
:  코로나19로 입학식 및 수업은 4월로 연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목) 협회 대회의실
에서 40여명의 여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비즈 여성
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가졌다. 지난 2005년 발족한 
이노비즈 여성특별위원회가 전신인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여성 이노비즈기업인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여성기업 정보
를 공유하고, 대내외 기관에 홍보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여성경제
위원회는 현재 지난해 제6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선영 대표(㈜
쉬엔비)를 필두로 융복합, 글로벌, 문화/인문, 마케팅, 인증 지원 
등의 분과를 두고, 기업 간 융복합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70여명의 여성 기업인이 활동 중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경제위원회의 조직력을 한층 탄탄히 하고자
부회장과 분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즉, 배민자(㈜지니테크), 안복희(㈜네오피에스), 허진숙(㈜디포
인덕션), 장현주(태웅식품㈜), 송미희(㈜현대메디텍) 대표 등 5명
의 부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재무이사(NH농협은행), 서현숙 총무
이사(㈜백스인백), 신주연 문화인문분과장(㈜노리엔터테인먼트),  
최원선 글로벌 분과장(㈜더폴스타),  안복희 융복합분과장, 정태선
마케팅분과장(뉴스핌),  배민자 예비인증 분과장 등이 임명되었다.

이날 신년사에서 강선영 위원장은 “1만8,300여개 이노비즈기업 
중 여성 이노비즈기업은 1,300여개로 전체 인증기업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매출액 113.6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 평균 
종사자수 38.7명으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매출은 2.6배, 고용
은 2.3배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성 이노비즈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및 성장 지원에 앞장섬으로써 올 
한 해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 조홍래 회장도 “이노비즈 여성경제 위원회
는 협회 내에 구성된 다양한 조직 중 가장 역사가 깊다” 면서 “여성
기업 간 성공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후배 여성기업인들을 
더욱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노비즈 여성
경제위원회는 여성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세부 내용
은 협회 홈페이지(inno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2020년은 여성경제위원회 확장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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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함께하고 싶은 이노비즈협회의 주요일정
코로나19에 발목 잡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정이 많았던 초반기와 달리 남은 2020년은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협회의 주요 일정을 미리 알린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지금! 보내주세요

생생초 발효초는?

생생초 발효초는 (주)생생초가 생산하는 100% 과일 발효초입니다.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숙성 발효 등 총 3단계의 발효공법을 통해 천연재료를 자연 발효 숙성해 
유기산과 영양 성분은 물론 맛과 향도 풍부합니다. 품질이 고르지 못했던 재래식 발효기술을 
과학적인 속성 발효공법으로 바꿔 탄생시킨 생생초 발효초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for  reader

❶  페이스북 창에서 ‘@innobizorkr’ 검색
❷  이노비즈협회 페이스북 메신저나 문의하기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❶  네이버 블로그 창에서 이노비즈협회 검색 또는 주소(innobizorkr.blog.me) 입력
❷  협회 매거진 관련 게시물에 답글 또는 쪽지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 독자 의견

※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독자 의견을 남길 때에는 머리말을 ‘매거진 독자 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이메일(newsletter@innobiz.or.kr)로도 독자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정승환
제가 이노비즈협회 매거진을 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창간 10주년 특별호를 보며 벌써 10년이나 된 
잡지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평소 매거진이 도착 할 때마다
회사에서 가장 첫 번째 독자가 되어 틈날 때마다 읽어 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내공과 탄탄한 콘텐츠가 10년
역사에서 비롯됐다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함께하는 독자가 되겠습니다.

노은석
업무특성상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창간 10주년
특별호에서 다룬 일본의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 
덕분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보면 기사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날
들이 많은데 가끔씩 펼쳐보는 이노비즈협회 매거진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0년 3월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개선할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매거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주)생생초에서 생산한 생생초 발효초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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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6일 (목) 한 - 독 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2월  | 5일 

13일 

(수) 최고경영자과정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목)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3월  | 19일 (목)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후원물품 전달

4월  | 21일 (화)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입학식

5월  | 11일 

20일 

(월)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기술 협력 파견(~15(금)까지)

(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6월  | 8일 

16일 

20일 

24일 

(월) KSP 인니 기술혁신형인증제도 전수사업 
정책실무자 연수(~12(금)까지)

(화) 인도네시아 자동차 부품 사후관리 출장(~19(금)까지)
        인도네시아 기술교류단 파견(~19(금)까지)

(토) 페루 이노비즈 인증 전수(~7/4(토)까지)

(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11월 |

8월  | 20일 

24일 

(목) KOICA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징 기술 초청 연수(7개국)(~9/9(수)까지)

(월) 터키 기술교류단 파견(~28(금)까지)

12월  | 7일 

10일 

14일 

(월) 터키 기술교류단 파견(~11(금)까지)

(목) 이노비즈데이

(월) 우즈벡 기술교류단 파견(~18(금)까지)

7월  |

13일 

6일 

19일 

20일 

28일 

(월) 한 - 러 혁신플랫폼 비즈니스 상담회 및   
단기보육(~24(금)까지)

(월) KSP 인니 기술혁신형인증제도 전수사업 
전문가 파견(~10(금)까지)

(일) KOICA콜롬비아 공무원 대상
한국개발경험지식 공유 초청 연수(~24(금)까지)

(월)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24(금)까지)

(화) 최고경영자과정 18기 수료식

10월  | 13일 

19일 

21일 

27일 

(화) (경기도)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청 연수(~16(금)까지)

(월) 러시아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개최(~23(금)까지)

(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화)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30(금)까지)

9월  | 1일 

2일 

8일 

23일 

22일 

(화) 이란 기술교류단 초청(~5(토)까지)

(수)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4(금)까지)

(화) 캄보디아 기술교류단 파견(~11(금)까지)

(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화) 우즈벡 기술교류단 파견(~25(금)까지)

2일 

17일 

23일 

25일 

30일 

(월) 아르메니아 기술교류단 파견(~6(금)까지)

(화) 인도네시아 기술교류단 파견(~20(금)까지)

(월) 독일 기술교류단 파견(~28(토)까지)

(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월) (경기도) 동북3성 정책관리자 초정 연수(~12/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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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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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보는 새로운 관점,    세계미래보고서 2020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 바뀌는 삶,    미러

2008년부터 시작된 미래예측보고서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의 최신판.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금융, 제조, 유통, 자동차,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이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 및 산업 변화,
일자리 문제 등을 짚어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인 블록체인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를 압도하는 최고의 부상 기술인 인공지능 
발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5G, 가상현실, 센서 등 차세대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며 바꾸게 
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미래 사회의 모습을 조명한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생명공학 부분의 기술 혁명들, 우주로 확장되는 지구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룬다. 노화 역전과 수명 연장, 15대 글로벌 도전 과제와 그 대안들을 정리해 미래 기술을 등에 
업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창의적인 기업들의 비전과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짚었다.

전 세계 5,000만 독자들의 삶을 바꾼 루이스 헤이의 신작.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미러〉에서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거울 속 나에게 긍정적 암시를 반복하여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미러 워크(mirrorwork)
는 저자 자신이 30년 이상 실천해왔고, 수많은 독자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거울이 주는 효과에 대해 저자는 암시로 설명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은 하나의 
암시라고 주장한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암시는 거울 속 내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다. 
거울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고 자신을 위로
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거울 속 자신에게 건네는 긍정적 암시의 구체적인 방법 외
에도,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법,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방법, 분노를 푸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매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방법,    유혹의 기술
‘유혹’이라는 게임의 공격과 방어의 모든 기술이 담긴 책. 파리스와 헬레네가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저우언라이와 존 F. 케네디가 대중을 사로잡은 현대사까지, 고혹의 여인 살로메
와 서시부터 매혹의 예술가 앤디 워홀과 찰리 채플린까지 유혹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순간을
파헤쳐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하고 우아한 힘을 다스리는 24가지 전략을 담아냈다. 
이 책은 유혹자의 유형을 낱낱이 분석해 독자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연마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하지만 유혹을 망치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 터. 로버트 그린은 승자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패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유혹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반전의 
무기 또한 담은 이 책은 나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험지인 동시에 유혹의 게임 공수 전략을 완벽
하게 갖춘 인생의 병법서(兵法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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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마인드를 깨우는 세 권의 책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독서토론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의 책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독서토론회가 추천한 세 권의 책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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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국세청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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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 국세청
▪(기존) 납부 세금 10만 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 원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 중기부 국세청
▪법인세 10%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 · 출자 지분취득 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3, 4 
▪ M&A 절차 특례(간소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양도· 양수, 

소규모 · 간이합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

관세조사 유예 : 관세청
▪관세조사 1년간 유예. *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지원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이노비즈 채움금융 :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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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지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우대. *최고 30억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보증요율 우대.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15억 이내 → (이노비즈)최대 30억 이내

무역보증 우대 :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단기수출보험(선적 후)/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 불 이상
→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 불 이상

수출바우처 사업 : 중기부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 부여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 중기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 조달청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지원
▪성능 인증 대상 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 중기부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   금융/세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사업 : 중기부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 
▪시장 확대지원 - 지원 대상 우대 및 가점 1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활동 지원전략 마련 - 가점 2점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 분야) : 중기부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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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중기부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역량 제고 - 가점 2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중기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인력

◉   수출/판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 중기부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지원 대상 우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우대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중기부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 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가점 1점

◉   R&D
◉   기타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 특허청  
▪특허연차 등록료 감면 확대. *(기존) 4~9년차 - 30% → (개선) 4년~존속기간 - 50%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 심사 : 특허청  
▪우선 심사(지원 대상)

눈여겨보면 
좋을

지원 혜택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중기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 가점 2점

기술보호 역량강화 : 중기부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눈여겨보면 
좋을 

지원 혜택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각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INNO-BIZ 대출 : 하나은행
▪기업별 200억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2.951%('20. 2 기준)

R&D 사업화 자금 대출 : 하나은행
▪시설자금 30억, 운전자금 10억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2.12%('20. 2 기준)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 신한은행
▪소재부품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 신한은행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 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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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헤드헌팅 : 시니어앤파트너스/스탭스/전자신문/지텍에이치
▪회원사 10%, 비회원사 12% 수수료율 적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기부/협회
▪(청년재직 근로자 대상)근로자 - 사업주 간 공제금 공동납입을 통한 장기근무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정규직 1년 이상 재직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협회
▪신규인력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한 채용/인건비 지원(만34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 중기부/협회
▪취업연계 지원(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이노 - 마이스터 장학사업 : 중기부/협회
▪취업연계 지원(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ITS(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 협회
▪우수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및 유공자 포상

이노비즈 Day : 협회
▪유공자 발굴 및 포상

이메일마케팅서비스(EDM) : 협회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지원(회원사 20% 할인)

협회보 무료 제공 : 협회
▪[이노비즈플러스(INNOBIZ+) 무료제공] *연 3회, 광고 50% 할인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 협회
▪주 1회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온 - 오프라인 홍보 : 협회
▪방송 및 신문, 온라인매체와의 협력 진행(상시)

신문(지면)광고 할인 : 정보통신신문
▪광고 50% 할인

도매꾹 프리미엄 기획전 : 도매꾹
▪상품 무료 등록

◉   교육/무료 세미나
이노비즈 인증교육 : 협회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회원사 대상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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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참가비용 할인
▪회원사 50만 원 할인

이노비즈 모닝포럼 :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명사초청 강의. 회원사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 : 협회
▪연 2회, 회원사 대상 참가비 할인

법정의무교육 지원 프로그램 : 한국직업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지원(무시험, 최소시간, 할인 등) 

무료 온라인 교육 : 러닝팩토리
▪온라인 무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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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이노비즈 채움금융 :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 농협은행
▪이용금액의 0.35%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상해보험 최대 3억 원 외)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 신한은행
▪소재부품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전문 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 신한은행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 기업 대상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이노비즈기업 우대 특별대출 : 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8% 우대

회원사 특화 금융서비스 : 우리은행   
▪기보보증 연계 제공 및 보증료 할인(연 0.4%/최대 5년)
▪은행 내규에 의한 최저수준 금리 적용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 KB국민은행
▪은행 내규에 의한 최저수준 금리 적용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 KB국민카드   
▪이용 금액의 0.4%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 지원(항공, 호텔 할인 등)

M&A 거래 지원 : 협회
▪M&A의뢰 시 수수료 20% 할인(M&A거래소 연계) 

영업비밀보호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우선 지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가입비 10만 원 면제 혜택 제공)
▪영업비밀 피해기업 분쟁대응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우선 지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연 100건 이상 계약 시, 산정 계약금액의 10% 추가 할인

사무용품 구매 : 인터파크큐브릿지  
▪최대 40% 할인점

정품 SW 구매 : 니트로소프트  
▪한글, office, photoshop, ZWCAD 등 할인(비교견적 제공)

문서서식 : 예스폼  
▪1년 회원권 20%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 KTICC  
▪무료점검 및 교정수수료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건강검진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 메디피아 메디피움  
▪종합검진 및 입원, 외래, 뷰티클리닉 등 우대서비스. *20~30% 할인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 NICE평가정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최대 40% 할인 등

기업정보조회서비스 RM1 할인 : NICE평가정보  
▪기업 실시간 현황 조회 및 신용도 확인 솔루션(RM1) 30% 할인

거래처 관리서비스, 신용/기술등급 평가할인 : NICE디앤비 
▪회원사 전용 거래처 관리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기술등급평가 30% 할인

법인차량 도입지원 : 오토비즈  
▪자체개발 비교견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견적 제공

나비서(명함기반 인맥관리 솔루션) : 현대ICT  
▪회원사 2개월 무료 제공 및 20% 할인

특허조사 서비스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일반 및 분쟁 대응 조사 서비스 최대 30% 할인
▪일반(특허성 조사, 우선 심사 인증조사), 분쟁대응(무효/침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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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아이센시아 
▪경영정보 제공, 해외 보도자료 배포 솔루션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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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 관련 최적의 법률 서비스

HARVEST IP LAW / 4208 Evergreen Lane, Suite 232, Annandale, VA, 22003, USA / Office Telephone : 1-703-992-8118 / Fax : 1-703-992-8124

1.  엔지니어 출신의 변호사/변리사 보유로 기술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2.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특허로 창출하는 데 탁월
3.  미국 특허청 심사관과 신속 대면 및 인터뷰 수행 (차량으로 15분 거리)
4.  실무 경험 풍부한 삼성 특허 담당 출신 3명
5.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전문가
6.  중견 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특허 전문가를 가지는 효과

“미국 현지” 에서 직접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효율적인 출원 및 
등록을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귀사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HY 
HARVEST?

HARVEST IP LAW

Web www.harvestiplaw.com / Cell +1-703-967-0013 / Kakao Talk ID outerman1472

Email docket@harvestiplaw.com, sckwon@harvestiplaw.com

HARVEST IP LAW 
권상철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