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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aradigm
인공지능 번역기, 언어의 

지형을 바꾸다!

Hotclip
이노비즈 PR데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국제포럼

CEO Project
‘위대한 혁신’은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

BRAND  NEW

새로운	성장과	발전이	시작되는	

선순환의	원점,	자기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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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쇼핑몰, 5년 전 스타 브랜드로!

‘스타일난다’가 시장 옷을 파는 무명의 온라인쇼핑몰을 벗어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백화점은 제도권 업체들이 신

규 사업에 손을 놓으면서 뉴 페이스를 찾기 바빴고 온라인이나 거

리의 편집숍들이 뜨자 이를 자기네 점포에 들여 놓고 싶어했다. 

소공동 롯데 영플라자에 처음 입점한 ‘스타일난다’는 첫 달부터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놀라운 것은 이미 그때부터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후 ‘쓰리컨셉아이즈’라는 이름

으로 브랜딩된 이 화장품은 초강력 무기가 됐다. 

여기서 잠깐 국내 뷰티 시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뷰티 시

장은 한국 콜마 등 2~3개 제조 회사가 수십 개 브랜드에 상품을 납

품하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슷한 가격대라면 상품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뷰티 사업을 일컬어 ‘광고 산업’이

라 부르는 이유다.

또 하나, 화장품은 커피만큼이나 원가 대비 배수율이 높다. 통상 업

계는 10배수라고 본다. 반면 의류는? 백화점의 그 비싼 옷들은 통상 

6배수 정도가 매겨진다. 온라인은 2배 내지 2.5배, 가두점의 브랜드

들은 3~4배 수준이다.

한때 카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화장품 매장이 늘어난 데는 다 이

유가 있다. 일정 수준의 품질에 이른 저렴한 한국산 화장품에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열광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류 스타

들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 전략이 먹힌 결과다. 

결론은 ‘스타일난다’의 화장품이 타 경쟁사에 비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번 고가 매각의 주인공의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제품이 아닌 콘텐츠로 국경을 넘다  

이쯤 되면 ‘로레알이 왜 연평균 외형의 4배에 이르는 가격을 주고 

‘스타일난다’를 인수한 것일까’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거래소 상장 등에 있어 ‘미래가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스타일난다’의 미래가치가 현재 외형의 4배 아니 40배로 매

겨졌다는 뜻이 된다. 

제도권에 발을 들인 5년 전 ‘스타일난다’의 페이스북은 12만 명의 

페친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32만 명이다. 국내 패션이나 뷰티 

브랜드 어느 곳도 이를 넘어서진 못했다. ‘스타일난다’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은 더욱 놀랍다. 고객들은 ‘언니’라는 호칭

을 쓰며 페이스북에 말을 걸고, 스타일난다는 진짜 언니처럼 실시간

으로 대화를 한다. 

매장 오픈, 신상품 업데이트 등 모든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일종의 팬덤을 형성한 고객들이 이를 퍼 나른다. 김소희 대표는 물

론 온라인 모델들이 스타가 된 지는 오래다. 이들이 바른 립스틱, 마

스카라에 대해 묻는 고객들에 호응하다 화장품을 만들었고 그게 5천

억 원 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소비자를 주체로 받아들이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마케팅에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미숙하다.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다른 점은 이러

한 쌍방향성이다. 개방, 참여, 공유. 온라인 플레이의 본질을 ‘스타일

난다’는 일찍이 간파했고,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오너와 구성원

들이 그러한 DNA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마저도 가볍게 뛰어 넘은 ‘스타일난다’에 대한 

홍콩, 중국 등에서의 미래가치는 국내에서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

다. 

기초 화장품 분야에 머물러 있고, 온라인 기반이 허약하며 중국 등 

아시아에서의 세 확산이 절실했던 로레알로서는 ‘스타일난다’가 다

른 어디 곳보다 매력적인 콘텐츠로 여겨졌을 것이다.  

Inno
Cafe

타 산업계는 여성패션쇼핑몰 ‘스타일난다’가 프랑스 로레알그룹에 5천

억 원에 매각된 ‘사건’이 마법 같은 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패션이나 

뷰티 업계 역시 생각보다 훨씬 높은 매각 금액에 놀라기는 했지만, 단

순한 요행이나 운으로 비즈니스의 성공이 가능하던 시절은 일찍이 끝

난 지 오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시절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스타일난다’의 스토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시대의 산물이다. 이 

말이 80~90년대 압축성장기, 지금보다는 훨씬 경쟁이 덜하고 수요가 

공급을 앞서던 시기의 성공쯤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시대

의 파도 한 복판으로 들어가, 그 파도에 즐겁게 몸을 맡긴 한 젊은 여성 

CEO의 재기발랄한 성공기로 보는 편이 훨씬 팩트에 가깝다.

C H A L L E N G E

한 젊은 여성 CEO의 재기발랄한 성공기

박선희	어패럴뉴스	편집장	글

‘스타일난다’ 
5천억 매각의 비밀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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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기보다 일어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무한도전의 결말이기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에는

언제나 브레이크가 없다. 

실패는 진화의 옵션 중 하나.

실패가 없다는 것은

혁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

그 속에서 혁신의 물꼬를 트다.

人s 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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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를
만나다

좋은 사람을 키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빼곡히 꽂힌 책, 수많은 표창장 사이에 인상 좋은 외국인의 모습이 

담긴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장만기 회장은 사진 속 인물은 폴 마이

어(Paul J. Meyer)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폴 마이어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손꼽히는 분으로 리더십, 

성공, 동기 부여 등 자기개발 방법을 제시해 인재개발에 헌신한 교

육자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분이시

죠. 미국 출장길 우연히 만나게 된 그는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

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전 ‘경영자 계발을 위한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주

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교수로 활동했던 장 회장. 그는 폴 마이

어의 저서를 보며 그의 생각, 행보에 많은 영감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사업, 생각 등에 확고한 지침이 됐노라 술회했다. 

어느 날 불현 듯 새 기회가 찾아왔다. 사업 실패 후 삶의 방향을 고

뇌하던 장만기 회장에게 폴 마이어 회장이 본인이 개발한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장만기 회

장은 장고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1974년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에게 인간에 대해 교육하는 ‘인간개발

연구원’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몇몇 문제가 발생하

자, 그는 한국식 인재육성 방법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인간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해나갔다. 

그런데 왜 하필 기업 경영자 교육에 나선 것일까 궁금해졌다. 그는 

1970년대 가진 재산이라고는 ‘사람’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또한 ‘사

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기업 경영

자들과 함께 교육하고 학습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강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슴에 품은 것이다. 

“당시 인간개발이라는 낯선 단어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라며 말을 잇는 장만기 회장은 옛 일들이 떠오르

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인간개발은 좋은 사람 만들기 운동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개발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

때로 한 사람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바람이 돼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40여 년 전 ‘좋은 사람을 키워내면 이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기업의 경영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한 인간개발연구원의 장만기 회장, 

그의 삶이 꼭 그랬다. 오직 인간의 잠재력을 믿으며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한 장 회장. 그를 만났다.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신경수만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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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장만기 회장의 집념과 무관하지 않았다. 매주 주제를 정하고 

강연자를 찾아 섭외하는 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 등 모

든 것은 그의 손을 거쳐야지 완성됐다. 

혁신은 물러서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

장만기 회장의 수많은 과업 중 ‘장성아카데미’는 단연 으뜸이다. 장

성아카데미는 지방 자치 시대를 열게 했고 또 평생교육이라는 개념

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혁신이었다. 

그 시작은 이랬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 11년 동안 회원으로 활동했

던 김흥식 두양 사장이 장성군수에 당선된 후 무엇인가 새롭게 시

도하려 했지만, 함께 했던 공무원이나 지방 유지들이 잘 협조하지 

않았던 것. 김흥식 군수는 오랜 지인인 장만기 회장과 고민을 나누

면서 ‘공무원 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결론에 다다랐고 장만기 회

장에게 인간개발연구회처럼 매주 군청직원과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요청한 것이다. 

일단 말은 꺼냈지만, 전라도 장성에서 아카데미를 매주 개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김흥식 군수는 선뜻 아카데미 운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때 장만기 회장이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이

라고 생각한다면 목숨 걸고 관철해보십시오. 좋은 일을 할 때는 반

드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해보겠다는 확고

한 의지가 있다면 혼신을 다해 돕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았다. 

그렇게 시작된 장성아카데미는 대성공이었다. 장만기 회장이 심혈

을 기울여 만든 프로그램은 김흥식 군수가 연임하는 11년 동안 정부

가 모범 지자체에게 주는 상을 대부분 휩쓸었다. 무엇보다 장성군

의 변화는 드라마틱했다. 대기업과 같은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나노

산업단지도 생겼다. 어디 이뿐이랴. 장성아케데미를 벤치마킹한 지

자체 강좌가 전국적으로 180여 개가 생겼고, 일본과 중국에도 알려

져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단체로 견학을 오기도 했다. 

장성아카데미는 무려 22년간 매주 목요일 오후 공무원과 주민들을 

깨우며 지자체 교육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장만기 회장과 

김흥식 군수는 그야말로 장성아카데미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임을 증명해낸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40여 년 이상을 인간교육에 힘써온 장만기 회장은 ‘이제야 산업의 

시대가 가고 인간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를 반겼다. 인간이 가지

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나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그러기 위

해선 인간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人side

리더를
만나다

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 캐치프레이즈 또한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better people, better world)’고 지었고요. 한 평생 

이 말을 신념 삼아 좋은 사람을 키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해왔어요.” 

꾸준함으로 경영자 조찬회의 역사를 써 내려가

기업 경영자의 교육을 고민하던 찰라 장만기 회장은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과 새벽 기도회에서 

힌트를 얻어 ‘인간개발 경영자 조찬회’를 구상하게 됐다. 국내 유일

무이한 경제인들의 조찬 공부 모임인 ‘목요 인간개발연구회’가 태동

한 것이다. 

지난 1979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사람들은 모여 강연을 듣고 토

론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놀라운 사실은 1979년 12·12 사태

가 발발한 당일에도 연구회 모임이 있었듯 단 한 주도 멈춘 적이 없

다는 것. 그렇게 40여 년 꾸준하게 진행된 ‘목요 인간개발연구회’는 

명실상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조찬모임이자 인간개발연구원의 

트레이드마크로서 역사를 써 내려갔다.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 이들의 이름만 봐도 그 무게와 영향력을 짐

작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두로 김영삼 전 대통령, 정주

영, 김우중, 구자경 등의 대기업 총수들, 전·현직 국무총리나 부총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들이다. 사실 이토록 내

로라하는 인사들을 섭외하고, 이들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신경수·지속성장연구소 대표이사  

고려대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개발	전문기업인	RMS의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국내기업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성장기업의	DNA에	좀	더	집중하고파	

지속성장연구소를	만들었으며	지금은	이곳의	대표를	맡아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국내의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	중이다.(e-mail:	sks@sgi.re.kr)

조찬모임에는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주영·김우중·구자경 등의 대기업 총수들, 

전·현직 국무총리 등 한국 현대사의 주역들이 섭외됐다. 

장 회장의 집념 덕분에 이들은 지혜를 나눌 수 있었다. 

는 지난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안타깝게

도 비인간화가 됐습니다. 물질만 중시하며 인간이 지닌 가치를 가

볍게 여기게 된 것이지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힘은 바로 사람 즉 우

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인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

인지 깨닫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는 장만기 회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교육에 앞장서온 인간개발연구원 또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웃어 보인다. 지난 43년간 인간개발연구원을 운영

하며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콘텐츠화하고, 인간개발연구원 또

한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발족하고 싶은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 또한 생존하기 위해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즉, 기업은 사람을 바로 세우고 그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분명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사람 

즉 직원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삶의 자국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증명한 

장만기 회장. 그는 저서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희망입니다>에서

도 사람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있었다. “인간 안에 잠재돼 있는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

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

야 한다. 자기 자신이 자본이다”라고 말이다. 

처음 인간개발연구원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의 가슴에 가능성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깨우쳐준 장

만기 회장. 끊임없이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야기해주는 그

가 있어 새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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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Character)’라는 단어조차 낯설

었던 1985년, 당시 가능성 하나를 보고 

시작한 캐릭터 사업은 33년이 흐른 지금

까지도 올곧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개

척하며 캐릭터 산업이 우리나라 대표 문

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마중물 역

할을 했던 ㈜위즈크리에이티브. 그 수장 

박소연 대표를 만나봤다. 

국내 캐릭터 산업의 
요람에서 
르네상스를 이끌다!
㈜위즈크리에이티브 박소연 대표

로열티 자체가 없었어요. 캐릭터 산업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박 대표는 외부 IP를 갖고 와 공급하는 특허사용계약 대행업과 디자

인 전문 기업의 강점을 살려 캐릭터 디자인을 수행하는 업무를 추진

했다. 여기에 제작된 캐릭터를 기업에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는 현재

의 시스템까지 국내 최초로 실행에 옮겼다.

아울러 기업들에 설득하고, 캐릭터 산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꾸

준히 어필했다. KTX의 대표 캐릭터 ‘KTX Mini’, 에버랜드의 ‘이솝빌리

지’, 뮤지컬 ‘난타’ 외식업체 ‘놀부’ 외에도 ‘서울시’ 등 국내 주요 기업

을 비롯해 지자체와 공기업 등 100여 곳에 활용 가능한 독자적인 캐

릭터를 개발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이를 관리 및 특허사용계약 사업

을 조율하는 캐릭터 전문 기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다.

결과적으로 위즈크리에이티브의 성공은 국내 캐릭터 산업의 전반적

인 발전을 끌어냈으며, 수많은 스타트업이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 진

입하는 계기를 낳았다. 

‘천재’를 뜻하는 ‘위즈(Wiz)’에 창조적을 의미하는 ‘크리에이티브’를 

결합한 사명 ‘위즈크리에이티브’가 의미하듯이 박소연 대표는 기업

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혁신을 일궈내는 강한 캐릭터 개발 전문 집

단으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올해 3분기부터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쉽고 간편하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에디션 전문 온라인 

갤러리 ‘ArtN’이라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세요.” 

문구·팬시 기업에서 태동한 위즈크리에이티

경기도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위치한 위즈크리에이티브는 

작지만 내실 있는 강소기업이다. 캐릭터 기획을 시작으로 디자인과 

창작은 물론 캐릭터 전문점 개설부터 디자인 북 출간 등 캐릭터 분야

에서는 모두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위즈크리에이티브의 첫 시발점은 문구·팬시로 유명한 문화 콘텐츠 

기업 ‘바른손’에서 시작됐다. 위즈크리에이티브를 이끄는 박소연 대

표는 바른손 창업주 박영춘 회장의 장녀로,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마친 뒤 바른손 캐릭터 디자인 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때 IMF(국제통

화기금)가 국내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면서 박 대표의 인생도 변환점

을 맞게 된다.

“당시만 해도 바른손의 팬시, 문구류 제품 대부분에는 디자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IMF의 영향으로 우수한 디자이너들의 

감축이 불가피했어요. 이때 디자인 분야의 출중한 인재들과 함께 별

도 기업으로의 분사를 계획했죠.”

얼마 뒤 박소연 대표는 바른손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바른손위즈’로 

독립했다.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바른손이 보유한 IP(지식

재산권)를 라이선스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왔다. 이후 바른손에

서 ‘바른손 팬시’를 매각함에 따라 독립적인 디자인 전문 법인으로 

자리하고자 지난 1998년 위즈크리에이티브로 사명을 변경하고 독

자적인 경영 체재를 시작하게 된다.

하는 일마다 따라온 ‘최초’라는 수식어

바른손의 팬시 분야 매각 뒤, 바른손과의 접합점이 사라졌다. 자연히 

제품 디자인의 핵심 동력원인 IP 또한 소실됐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에 있어 사활이 걸릴 만큼 중차대한 위기였다. 이때 박소연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택했다. 하

지만 국내 캐릭터 산업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저희가 신생 기업이었고, 캐릭터 산업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대두되

지 않았던 때인 만큼 기업들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았죠(웃음). 미키마

우스나 헬로키티와 같은 유명 캐릭터 IP와 달리 국내 제작 캐릭터는 

국내 제작 캐릭터는 

로열티 자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캐릭터 산업을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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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수면장애로 고통 받아 병원을 찾는 사람이 50만 명

을 넘어섰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익히 알지만, 바쁜 현대인에게 숙면의 길은 멀기만 하다. 

국내 1위 침구 전문 브랜드 ㈜이브자리가 일찍부터 숙면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까닭이다. 

국내 1위 침구 전문 브랜드 
㈜이브자리
오직 고객의 ‘꿀잠’을 위해 걸어온 42년

꾸준함으로 다진 일등

 일등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물론 ‘꼼수’를 사용해서 일등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지만, 사상누

각(沙上樓閣)이 알려주듯 오래 가지 못한다. 100년은커녕 30년 기업도 많지 않은 국내 기업 환

경에서 이브자리가 42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며 지속할 수 있었던 토양은 바로 ‘목표를 이루기 위

한 꾸준함’이다. ‘아름다운 침실과 건강한 생활창조’ 라는 브랜드 목표, 즉 고객의 건강한 잠을 위

해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친환경 기능성 침구 기술 개발이 대표적이다. 

나무에서 추출해 부드럽고 위생적인 친환경 텐셀·모달 소재 침구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트렌드

를 선도했고, 2007년 침구 업계 최초로 ‘그린스타’ 인증을 획득한 이래 12년 연속 획득했다. 아

토피와 민감성 피부를 가진 고객을 위한 친환경 가공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하고 방향 및 항균효과, 소취·진정 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능성 침구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능성 베개’와 ‘타퍼’, ‘구스’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브자리 마케팅팀 유지현 대리는 “최근 주력하는 기능성 베개와 타퍼, 이불 속통 매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하반기에는 28%까지 성장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03년 설립한 수면환경연구소 역시 이브자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 곳이다. 이불 업계에서 연구소를 세운 것은 이브자리가 최

초였다. 현재 수면환경연구소에서는 수면에 대한 기초 연구

와 세계 각국의 수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

한 꾸준함이야말로 이브자리가 1976년 창업 이래 42년 동안 

침구 전문 브랜드 1위 자리를 지켜낸 비결이다. 

잠을 선물하는 기업

최근 국내 수면시장은 개인 맞춤형 수면 컨설팅이나 맞춤형 

기능성 침구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면 컨설팅과 기능성 타퍼, 베개 등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가정용 직

물제품 소매업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은 1조 3,000억 원을 넘

었다. 이불 및 침구류와 베개, 수건 등까지 합쳐 집계된 수치

다. 이를 먼저 알아본 이브자리는 2003년 수면환경연구소를 

설립했고, 2015년 5월 1일 개인 맞춤형 수면 전문 브랜드 ‘슬

립앤슬립’을 론칭했다. 슬립앤슬립 매장에는 전문 교육을 이

수한 슬립 코디네이터가 상주, 개인별 수면 형태와 경추의 높

이를 측정한 후 맞춤베개 등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성 제품들을 제안하고 있다. 

촬영을 위해 방문한 슬립앤슬립 압구정 직영점에서는 마침 

슬립 코디네이터가 고객에게 수면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이

미 몇 번이나 매장에 방문한 듯, 고객과 매니저 그리고 코디

네이터는 서스럼이 없었다. 

슬립앤슬립 압구정 직영점 오태성 점장은 매장을 방문하는 

많은 고객의 반응을 통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

다. 그는 현재의 치열한 국내 침구 업계 판도에서도 “최후의 

승자는 이브자리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소비 트렌드를 한 발 앞서 보고, 실천하는 전략. 바로 꾸준한 

연구개발로 탄탄한 기술력을 겸비한 슬립앤슬립이 이브자리

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수면시장은 해외 선진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브자리는 차별화된 시스템인 슬립앤슬립의 국내 입지를 

바탕으로 해외 매장으로도 공격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

제 이브자리는 좀 더 전문적인 숙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인의 ‘꿀잠 길라잡이’로 나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브자리는  

전문적인 숙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인의 

‘꿀잠 길라잡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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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성공비결’이란 존재하는가

“그저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우등생의 특별

할 것 같았던 일상. 하지만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대답에 학생

들과 학부모들은 허탈해진다. 성공한 기업의 CEO들에게 그 비

결을 물을 때도 역시나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

다. 그저 다른 기업들처럼 열심히 했고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었

다는 등이다. 그들의 대답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특별한 조직·특

별한 모델·특별한 비전은 들어있지 않다. 혹시 ‘성공 비결을 숨

기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2008년에 창업해 불과 10년 만에 약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에어비앤비의 성공담을 들을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이

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업무는 온종일 빈방을 가진 집주인을 만

나 설득하거나, 깨어난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수능 만점자, 혹은 성공한 기업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개 ‘특별한 답’을 기대한다. 그런데 마치 응대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항상 돌아

오는 것은 ‘남들처럼 열심히 했다’는 식상한 대답뿐이다. 정말일까? 실제로 성공의 비결은 이 평범한 대답 속에 숨어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심지어 열댓 명에 불과했던 초기

의 직원들은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어 창업자 체스키의 집에서 

일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도, 구글의 창업

자인 브린과 페이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업무 대부분은 지

겨운 코딩 작업이었고,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투자자를 설득하

기 위해 고생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그런 인터뷰를 접하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든다. 성공을 위해 특별한 조직·모델·비전이 과

연 중요한 것일까?

‘유행하는 공식’이 답은 아니다

새로운 조직 시스템이 필승 공식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기업

은 애자일(Agile·민첩한) 조직의 신속한 팀 단위 프로세스를 도

입한다. 전략 모델 분야에서도 오래전 신봉됐던 GE 매트릭스부

터 2005년의 블루오션 전략, 그리고 2011년 피그누어와 오스

터왈더의 비즈니스 모델 등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모델이 있었

다. 기업의 비전과 지속 가능 모델에 대해서도 콜린스와 포라스

가 1997년에 발표한 『Built to Last(한국어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011년에 포터와 크래

머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 개념은 최근까지 뜨거운 이슈로 주

목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모델·비전은 유행처럼 번지며 

많은 경영자의 관심을 끌고, 여러 성공담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의 본질이 이러한 특별한 조직과 모델, 비전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특정한 조직과 모델과 

비전이 유행할 때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것이 유행할 때 그 유행에 합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뒤떨어질 위험에 빠지게 되

므로 어느 정도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것이 왜 유

행하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 자체로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우위를 획득

할 수는 없다. 모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다른 기업

만큼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경쟁 등위(competitive parity)다. 지

속적 경쟁 우위(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는 자신의 기

업만이 가진 ‘어떤 것’에서부터 나온다.

‘혁신은 일상’에서 태어난다

다시 본 칼럼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수능에서 0.1% 안에 드

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기업의 성공비결

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자신이 최선이라고 결정한 방식을 일

상적 행동 패턴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에 옮긴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모방하기보

다는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방식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서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 이것을 경영전략 이론 중 하나인 자

원기반이론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taken-for-granted 

activities)’이라고 명명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적인 습관에 

의해 공부한다는 것이다.

기업에도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이 있다. 기업이 가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을 우리는 조직 문화라고 부른다. 혁신이 당연하

게 여겨지는 기업은 혁신의 조직 문화가, 게으름이 당연하게 여

겨지는 기업은 게으름의 조직 문화가 있다. 복지부동과 편법과 

핑계 대기는 우리가 흔하게 발견하는 나쁜 조직 문화다. 반면에 

솔선수범과 정직으로 무장한 조직 문화는 흔치 않지만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덕목들이 기업의 매출

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한 기업에 근

무하는 직원들에게 “왜 당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높은 매출 또는 

이익을 기록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솔선수범이나 정직이나 솔

직함을 그 이유로 대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그 조직 

문화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근무하지도 

않는다. 문화는 우리가 항상 숨을 쉬는 공기와 같다. 그래서 아무

리 좋은 문화라고 해도 매 순간 감사함을 느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항상 객관적인 눈으로 본인의 기업

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조직의 

문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를, 특히 혁신적 성

과를 결정짓는 데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

직의 일상, 즉 조직 문화다. 위대한 혁신은 평범한 일상에서 탄생

하는 것이다. 

신형덕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잘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저자글

위대한 혁신은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꼭 특별해야만 혁신일까?



S T R O N G  C H A L L E N G E R

론 재난방송까지 할 수 있다. 최근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부착한 비상

벨은 주·야간 범죄자의 위협 시 누르면 큰 소리로 위험 상황을 주변

에 알려준다.

최근 에스티씨는 무역지도를 국내에서 해외로 빠르게 넓혀가고 있

다. 박광수 대표는 “현재 저희 회사는 베트남과 MOU를 맺고 수출 진

행 중입니다. 좋은 제품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마련인가 봅니다”라며 

웃었다. 이토록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이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INNO-BIZ) 인증을 받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지극

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STrong Challenger, 도전은 계속된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런 만큼 끊임

없이 기술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박광수 대표. 그는 “저희 회사

가 가진 센서 부문의 특허들을 발전시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와 직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

춰 데이터 알고리즘에 센서를 접목시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 에스티씨의 사명이 ‘STrong Challenger’에서 비

롯된 것만 봐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의 단단한 각오를 짐

작할 수 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는 ㈜에스티씨 박광수 대표의 인생

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박 대표는 앞으로 보안 시장이 블

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견했다. 에스티씨가 첫 발걸음

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국내 보안 시장이 매

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도전중인 에스티씨를 소개한다.

맹렬한 도전 의식이 강소기업을 만들다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에 나섰지만 지방의 작은 무명기업을 

처음부터 알아봐주는 곳은 없었다. 이들이 이름을 알리고, 강

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회는 끊임없는 도전 끝에 

찾아왔다. 에스티씨의 대표 제품으로 2008년 특허를 취득한 

‘무인국사 원격환경감시 시스템’이 진가를 드러내면서다. 통

신사는 지역마다 기지국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전송국사’를 

둔다. 이 시스템은 전송국사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8년, 에스티씨는 국내 최초로 보안용 

컬러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밤에는 흑백 영상만 찍을 수 있고, 가시거리도 200m에 불과

했던 기존의 CCTV 적외선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한 것. 밤에

도 컬러로 영상을 찍는 것은 물론 가시거리 또한 300m로 늘

린 제품이다. 현재 에스티씨가 판매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CCTV 원격 스마트 함체 관리시스템’은 CCTV 내부 자료 유출 

및 도난을 차단하는 장비다. 원격으로 데이터·이력 관리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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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도전, 
진화하는 
유망기업 ㈜에스티씨 박광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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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개발한 원격환경감시 시스템으로 통신회사에서 

기지국들을 관리하는 고가의 장비들을 침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요? 이 제품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에스티씨가 새 기술 개발과 함께 꾸준히 입지를 넓혀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박광수 대표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직원들과의 

하모니를 꼽았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불렀다. 

“직원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함

께였고, 서로 힘이 되죠. 고마운 것은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임

하는 덕분인지 이직률도 낮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의 근속연수는 15년 이상. 다른 직원들의 이직

률 역시 여느 중소기업보다 크게 밑돈다. 직원들이 이토록 오래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광수 대표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창업

을 꿈꾸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실제로 에스티씨 직원 중에

는 창업한 직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더 큰 도전을 위해 퇴사한다

고 했을 때 박 대표는 인재 손실을 아쉬워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이들을 앞장서 도왔다. 대표와 직원들 간의 신뢰

가 있기에 아낌없이 응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것.

17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도전하며 달려온 에스티씨. 그간의 노력

을 성과로 치환하며 여기까지 온 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다시금 출발 선상에 선 이들을 마음 깊이 응원해본

다. 



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뒤에는 정종

태 대표만의 독특한 기업 운영 시스템이 있다. 대표

적인 게 사내 도서관 운영. 경력 개발과 관련된 도

서는 물론 인문학 서적 등 직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책들을 비치해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끔은 직원들에게 독후감을 받는 이벤트를 벌이

기도 한다고.

“특히 기능직 사원들의 교육을 위해 공장 내 기능직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판 용접 등의 분야는 

직업훈련원 못지않은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이론과 실전을 모두 회사 내에서 교육해서 

숙련 인력을 키워내는데요. 저는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 자산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외에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연 및 토의를 진행

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필요 역량 개발을 위한 사내 

및 사외 강좌 수강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들 덕분에 직원들은 ‘내 회사’라는 마음

을 갖게 되고 사장님과의 거리 또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다고.

<Creative, Challenge, Open mind> 성원기업의 핵

심가치다. 인재와 기술이 어우러진 ‘오직’ 성원기업

만의 제품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그

대로 담겨 있다.

“저는 도전정신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

엇이든 기존 방식과 똑같이 하려는 마음이 없죠. 조

금만 다르게,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희 직원들도 함께 늘 고민하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업체로 최근 3년간 매년 6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해온 성원기업. 최근에는 조선업계 

침체로 다소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지금처럼 임직

원들의 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향한 

도전의 결승점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최고의 경영철학 ‘신용’이 만든 성원기업

1992년 창립된 성원기업은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의 각종 배관, 

환경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에 대

한 노력으로 공업 소유권 6종, 국제공인 품질인증, 국제선급 인증 

등을 획득해 왔다.

“엔지니어로 시작했던 경험을 살려서 패기 있게 이 일을 시작했습

니다. 하지만 IMF 직전인 97년에 부도 상황에까지 갈 만큼 초창기

에는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거래처와 원자재 업체들이 신용 하나

만 믿고 계속 거래를 해줬어요. 그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자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래처와 직원들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불철주

야 발로 뛴 노력이 이룬 성과였다. 이후 선박용 상갑판 유닛(upper 

deck unit) 및 엔진룸의 배관과 특수 밸브류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사와 해양플랜트업체에 공급하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

져왔다. 현재는 부산 녹산 산단과 경남 김해 장유, 사천에서 3곳의 

공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LNG선이 영하 163℃의 극저온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액

화기지에서 적재할 때 이송구 역할을 하는 카고 매니폴드(cargo 

manifold) 원유운반선에 담긴 오일을 육상의 저장탱크에 급유할 때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로킹 디바이스(locking device), 

저장탱크로부터 배출돼 냉각된 증발 가스를 재액화시켜 엔진의 연

료로 공급하는 가압액화장치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조선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2013년부터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유자격공급업체로 등록, 영광과 울진 원전의 배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선·해양 기자재뿐 아니라 회사를 설립했던 초기부터 저희는 플

랜트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90년대에는 플랜트 사업이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끊임없

이 연구, 도전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블루오션이 된 플랜트 사업의 공법을 직접 개발해 공기와 공사비를 

단축하는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뢰의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도전

조선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시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해온 성원기업. 지난 2016년에는 부산시 우수 이노비즈인 

표창까지 받을 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반석 위에 올랐다.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배관은 사소한 결함이나 하자만 있어도 기름

이나 가스가 유출돼 대형 사고나 해양 오염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요. 이들 배관이나 밸브의 접합 부분 용접은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

업으로 이뤄지는데, 우리가 제조한 제품은 2,500차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높은 품질로 유수의 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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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배관과 특수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조선기자재업체 ㈜성원기업은 세계 경제 부침에 휩쓸리지 않고 매년 괄목

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됐고 

회사의 매출은 2015년, 570억 원으로 10년 만에 매출이 6배 이상 뛰는 성과를 거두며 대표 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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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도전으로 미래를 연다!
㈜성원기업 정종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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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없이 날아다닌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물총싸움을 즐기니 그

야말로 ‘살수대첩’이다. 저녁시간에 펼쳐지는 ‘워터락풀파티’도 신난다. 물축제답게 

댄스파티장 위로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아이와 함께라면 맨손물고기잡기에

도 도전해 보자.  

사용하는 머드는 보령 해안에서 채취해 정제한 것이

다. 천연 미네랄 성분을 듬뿍 함유해 피부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혈액 순

환 효과도 있다고 한다. 진흙에서 신나게 놀면서 건

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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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가면

미끄럼틀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와 진흙탕에 퐁당 빠진다. 순간, 시커먼 머드가 주

위로 파바방~ 꽃술처럼 튄다. 한바탕 왁자한 웃음소리가 바다로 번진다. 미끌미끌 

보드라운 진흙마당에선 첨벙첨벙 공놀이가 한창이다. 강한 헛발질에 쭈욱~ 미끄러

지는 사람도, 비틀대며 공을 몰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모두가 신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흙이 가득 담긴 대형 머드탕이다. 이곳에선 몸이 깨끗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머드가 눈, 코, 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커멓게 묻어야 축제를 제대

로 즐겼다는 증거다. 막 묻혀도 괜찮을까 망설여진다면? 걱정할 것 없다. 이곳에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여름철의 대구를 ‘대프리카’라

고 불렀다.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에서다. 그런데 

이런 대구를 한여름에 굳이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

다. 치맥페스티벌 때문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이

름만으로도 후끈 달아오르는 대프리카의 여름을 ‘치

킨과 맥주(이하 치맥)’로 달래는 ‘한밤의 야외 파티’

다. 그래서일까,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치킨과 얼음

처럼 찬 맥주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지만 먹고 

마시기만 하는 축제로 오해하진 말 일이다. 신나는 

프로그램이 잔뜩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잔디영

화관, ‘아이스 수상 치맥 카페’ 등이다. 잔디영화관은 

참가자들이 영화를 보며 치맥을 즐기는 공간이고,  

‘아이스 수상 치맥 카페’는 드라이아이스나 얼음을 

가득 채운 풀장 위에서 치맥을 즐기는 공간이다. 밤 

9시 9분도 놓치지 마라. 이 시간이 되면 참가자 전원

이 건배하듯 동시에 ‘꼬끼오’를 외친다. 이후 펼쳐지

는 퍼포먼스는 ‘직접 대구로 가’ 확인할 일이다.   

기간 : 2018년 7월 27일(금)~8월 2일(목)

장소 :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

참고 : festival.jangheung.go.kr/festival

문의 : 061-863-7071

여름은 덥다. 축축 처지기 일쑤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축제의 힘’다. 진흙 속에서 한바탕 신나게 뒹굴

거나,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흠뻑 맞고 나면 몸에 활기가 번쩍 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밤의 도시, 이곳에서 즐기는 야외 ‘치맥파티’ 또한 몸을 달싹이게 만드는 흥겨움이다. 지난 몇 년 

간, 전국에서 재미있다고 소문난 여름축제만 쏙쏙 가려 뽑았다.  

기간 2018년 7월 3일(금)~22일(일)  장소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참고 www.mudfestival.or.kr            문의 041-930-3882 

기간 2018년 7월 27일(금)~8월 2일(목)  장소 장흥 탐진강 및 편백숲우드랜드 일원 

참고 festival.jangheung.go.kr/festival     문의 061-863-7071

기간 2018년 7월 18일(수)~7월 22일(일)  장소 두류공원 일원 

참고 www.chimacfestival.com  문의 053-248-9998

이시목글 이시목·보령시청·장흥군청·치맥산업협회사진

재미로 무장한 여름축제 베스트3  

충남 보령 _ 보령머드축제  

진흙에서 첨벙첨벙, 진흙탕에 쏙~

전남 장흥 _ 정남진장흥물축제  

이토록 짜릿한 물벼락, 
맞아보셨나요?

대구 달서구 _ 대구치맥페스티벌  

"이게 바로 치맥 맛 아입니까?“

어릴 적 여름철엔 한바탕 물싸움을 즐겼다. 물총을 

쏘고 도망을 가고 그러다 더우면 물에 풍덩 뛰어들

어 더위를 식히곤 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전남 장흥에서는 어린 시절의 이런 추억을 고

스란히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물축제가 그

것이다. 1급수를 자랑하는 탐진강에서 펼쳐지는 물

축제는 물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시

간이다. 물썰매를 타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 물장구

를 치며 폭염을 식힐 수 있고, 수상자전거를 타고 물

을 맞으며 강을 가로지르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지

상 최대의 물싸움’은 더욱 재미있다. 흥겨운 음악이 

쿵쾅대고 사방에서 물벼락이 떨어지고, 물풍선이 정

‘격렬하게’재밌다, 재밌다,



기술적 진보, 개혁, 신 성장⋯

기업 혁신을 나타내는 숱한 단어들.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

혁신의 본질 ‘변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혁신할 것인가’

무수한 질문 속.

그 안에서 찾아낸 진리 하나.

혁신한 만큼 성장한다.

변화의 길목.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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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섬세해지는 인공지능 번역수준

인공지능 번역기의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으로 통·번역을 해주

는 서비스와 디바이스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문자를 입

력하면 번역을 해주던 방식이 진화해 카메라 사진번역, 음성인식 통

역, 인공지능 스피커, 무선이어폰 번역기 등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외국어 능력은 이제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미

국의 고전이 된 SF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외계언어를 번역해주는 

로봇이 있다. 또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SF 코믹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 귀에 넣으면 

어떠한 언어라도 번역하는 ‘바벨피쉬’가 등장한다. 최근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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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몰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 

말 한마디 못해도 외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날로 스마트해지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번역기 덕분이다. 

나만의 실시간 통역사를 갖게 된 오늘, 언어의 

국경은 실시간으로 사라져가는 중이다.

인공지능 번역기, 삶의 지형을 바꾸다!

실제 생활에서도 번역을 도와주는 로봇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

다. 아직 단말기를 통해 간단한 내용을 번역해주는 수준이지만 백

화점, 호텔을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장에서 활약 중이다. 날로 발전

하는 인공지능 번역기 덕분이다.

인공지능 번역이란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을 말한다. 하나

의 언어로 된 텍스트를 컴퓨터에 넣어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

이다. 쉽게 말해 한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자동 변환하는 것이다. 인

공지능 번역의 초기 모델은 단순히 문장 안에 있는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었기에 매끄러운 문장을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공지능 신경망 서비스(ANN, Artificial Neural 

이재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글

말이 ‘통’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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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T I F I C I A L  I N T E L L I G E N C E

#사례 1. 해외 출장을 떠난 박경희 부장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편안히 일정을 마쳤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길 안내문이나 식당 

   메뉴판을 찍으면 곧바로 번역을 해주는 어플과 우리말 음성을 외국어로 통역해주는 어플 덕분이다. 

#사례 2. 김지원 대리는 요즘 업무 관련 원서를 보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핸드폰 화면을 캡쳐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번역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번역기로 외국 각지의 동료들과 편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인맥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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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를 사용한다. 인공지능 신경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빅데

이터를 학습해 문장 전체를 맥락에 맞게 번역하는 기술을 뜻한다. 

새로운 기술인 신경망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계번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인공지능 번역에 앞선 기계번역의 역사는 1950년대 냉전시대로 거

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소련의 말을 번역하기 위해 독

일군 암호 해독과 비슷한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1966년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 IBM은 인간이 번역한 결과

들을 데이터화하면 번역품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터 

확보가 중점이 된 2세대 번역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이후 구글이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시킨 번역 엔진을 출시했고, 한동안 자동번역

기는 데이터 통계기반 서비스가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번역 시대가 제 3세대로 도래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적용한 

새로운 번역서비스 파파고를 출시했고, 구글은 기존의 구글 번역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킨 번역서비스를 출시했다. 구글의 슈

미트회장은 기계 번역프로그램으로 인해 언어 소통의 불편함이 사

라지고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심지어는(물리력이 아닌 대화

로서) 전쟁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

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휴대폰으로 지칭되는 모바일로 전 세계와 소

통하고 있으며, 자동번역기는 점점 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기계 번역의 품질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전문번역가들에게도 생산성이 높은 디바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번역률x기술력)-(이해력+공감능력)

얼마 전 국제통번역협회는 AI 번역기와 인간 번역사들 사이의 번역 

대결을 주최했다. AI 대표로는 구글과 네이버 등 유력 인공지능 번

역기가 나섰다. 번역사들은 평균 49점을 받아 19.9점에 그친 AI를 

압도했다. 구글 번역기는 28점으로 AI 번역기 중 1위를 차지했지만 

번역사와는 여전히 큰 점수차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번

역 분야에서만큼은 아직 인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에서도 알

파고는 바둑을 즐겼던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빠르게 분석해 

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인간의 대화는 단순한 텍스트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또 그 언어

가 속해있는 문화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정, 제스처, 뉘앙스 등을 

포함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섬세한 언어를 완

벽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다.

혁신으로 가는 가속페달

‘정보전쟁’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하

는 요즘 시대에 다양한 언어 간의 의사소통은 강력한 무기다. 언어

를 학습하는 것은 이 무기를 제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사용을 하는 경우 뇌의 긍정적 변화를 다룬 연구가 오래 

전부터 진행됐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 시기도 늦

춰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을 정도다. 위에서 말했듯 언어학습을 

통해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번역기는 이를 가능케 하

는 핵심 열쇠다. 그리고 인공지능 번역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다채롭게 변하지 않을까? 상상해보자. 해외 

직구 대행서비스에 드는 비용과 수고로움은 어떨까? 외국 기업과

의 무역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각자 다른 국가의 회의실에서 

화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신속·정확한 계약체결이 이뤄질

지도 모른다. 기술 개발이나 전문 정보를 얻는 일도 그렇다.

‘실시간 통역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정해진 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통해 삶을 여러 가지 방향

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넓은 범

위와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혁신적인 미래를 향해 

가는 운전석에 앉았다. 어떤 길로 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AI 소

비자,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기들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집안의 에어컨, 밥솥에서부터 

자동차까지 그 영역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번역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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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성장하다 

웹툰 산업의 성장을 결과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톺아보기 

위해선 바로 이 격세지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웹툰

을 그저 지면에서 웹으로 옮겨진 만화로만 본다면 출판 만화

와 웹툰의 차이는 크지 않다. 출판 만화 시장이 무너진 뒤 웹

으로 옮겨진 만화 시장이 다시 융성했다는 설명은 진실과 거

리가 멀다. 오히려 웹툰의 성장은 기성 만화계와의 단절이라

는 지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 포털을 통해 등장한 초기 웹

툰은 매력적인 신대륙이라기보다는 출판 만화 시장이 무너

진 이후 등장한 일종의 마이너리그에 가까웠다. 웹툰 초기, 강

풀과 강도하라는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등장하고 조석이 당대

에 유행한 황당한 개그를 만화로 소화해 상당한 인기를 끌었

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웹툰은 정통 만화계에서 만화가 아니거

나 만화계를 망치는 주범 취급을 받아왔다. 당연히 시장의 확

장성도 희미했다. 현재 웹툰계를 대표하는 중견 작가 중 하나

인 하일권조차 데뷔작인 <삼봉이발소>를 파란에 연재할 당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처럼 기성 

만화계와 단절된 지점에서 한국 웹툰 시장은 특유의 자생력을 

만들어냈다. 이유는 무얼까.

우선 낮아진 데뷔 문턱과 이를 통한 젊은 창작자들의 지속적

인 유입을 초기 웹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데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수준 이하 작품 및 작가의 유입을 뜻하는 것

은 아니다. 단지 출판 만화 시절이라면 용납되지 않았을 작화

의 작품도 스토리나 개그 센스, 연출에서의 재미만 있다면 데

뷔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앞서 말한 강풀, 조석처럼 

스토리텔링 웹툰과 개그 웹툰의 조상이자 현재도 최고의 위치

를 다투는 두 작가가 과거 출판 만화 시절이었다면 데뷔가 어

려웠을 작화 퀄리티를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웹툰 초기를 대표하는 <수사 9단>의 김선권 작가는 

“출판 만화에 도전하던 시절엔 만화의 재미 이외에도 신경 쓸 

Insight

컨버전스의 
기술

웹툰  
개방적 시스템으로 문화의 주류가 되다!

지난 5월, 불법 복제 웹툰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밤토끼’로 인한 웹툰 업계의 피해 규모는 한 달 평균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엄청난 피해 규모는 역설적으로 

현재 웹툰 산업의 규모를 새삼 실감케 한다. 다음 만화속세상과 

네이버 웹툰 초기, 일주일에 채 열 편도 연재되지 않던 시기를 함께 했던 

이들이라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다. 

위근우		『웹툰의	시대』	저자글

대한민국을 만화 강국으로 부상시킨 또 하나의 한류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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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컨버전스의 
기술

소위 ‘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었고, 기성 작가들이나 만화학과 출

신들의 유입 역시 이러한 종 다양성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다시 말해 한쪽에 개그 만화이자 작화는 조금 부족한 조석의 <마음

의 소리>와 이말년의 <이말년 시리즈>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문

정후의 <고수>처럼 엄청난 배경 작화와 연출 능력을 갖춘 무협 만화

가 있고, 그 사이에는 가스파드 작가의 <선천적 얼간이들>처럼 작화 

퀄리티가 높은 개그 만화도 존재하는 것이 웹툰 시장의 현재다.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

웹툰의 종 다양성은 웹툰 산업의 확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화 및 드라마화와 밀접히 연결된다. 당장 천만 관객을 돌파한 <신

과 함께>가 최근에 있었고, ‘장그래 세대’ 신드롬으로 이어진 드라

마 <미생>이 있었으며, 김수현의 스타성을 더욱 높여준 <은밀하

게 위대하게>가 있었다. 강풀의 작품 대부분은 영화화됐으며 심지

어 개그 만화인 <마음의 소리>까지 한류 스타인 이광수가 캐스팅

돼 시트콤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제목과 설정만 가져다 쓴 졸작

들도 많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웹툰만큼 ‘원 소스 멀티 유즈’로 잘 활

용된 사례가 드물다. 수많은 젊고 창의력 있는 창작자들이 웹툰 시

장에 유입될수록 웹툰이 타 미디어보다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와 캐

릭터를 보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목 그대로 동네 변호사인 <동

네 변호사 조들호>의 조들호 같은 캐릭터나, 한국적 저승관을 현대

적 관점에 접목한 <신과 함께>의 세계관은 웹툰의 종 다양성 안에

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웹툰의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은 국내 미디어믹스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만화 공유 사이트인 

망가폭스에서 한국 웹툰인 <노블레스>가 일본의 대표적 소년만화 

<나루토> 등과 비등한 인기를 누려 화제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

다. 이러한 북미 독자들의 반응에 고무된 네이버는 자사의 통신서

비스를 이용한 라인 웹툰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으며, 현재 레

진코믹스, 코미코 등 후발 주자들 역시 아시아 및 북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인터넷 특유의 개방적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들로 

웹 기반의 만화를 만들며 발달한 스크롤 연출이나 모바일에 특화된 

채색 및 밀도 등 디지털 만화의 노하우가 다른 나라의 만화에 비해

서 발달했다는 기술적 측면을 빼놓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가장 첫 손에 꼽아야 하는 것은 역시 양과 질을 통한 콘텐츠 경

쟁력이다.

다시 말해 웹툰이 웹 콘텐츠라는 특수성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 특유의 개방적 시스템 안에서 일련의 작가들이 편견 없

이 오직 실력과 재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환경 덕분이다. 이

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만 콘텐츠의 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종 다양성이 확보된 문화 생태계에서만 획일화되지 않은 참신한 콘

텐츠가 나올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참신함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약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앞서 살폈듯 여기엔 기존의 방

식과 단절할 수 있는 계기 혹은 용기가 필요하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다. 웹툰 독자층을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모바일 

기기의 발달처럼 여러 가지 시대적 운도 필요하다. 다만 그 길을 선

점하고 걸었던 이들을 통해 십 수 년 전만 해도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 만들어졌다. 월 수 천 억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부분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선을 예쁘게 쓰거나 그림체도 당시에 유행하는 그림체를 따라가는 분위기 

같은 것들. 제 경우 그런 부분에선 부족해서 출판에서 데뷔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데뷔하던 시기의 웹툰은 

그냥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독자에게 검증받고 담당자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네이버캐스트 인터뷰 인용). 이러한 데뷔 시스템을 통해 과거처럼 기성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들어

가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재능이 있다면 웹툰 작가가 돼 자신의 작품을 내보이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가령 공포 옴니버스 만화인 <금요일>의 배진수 작가는 원래 영화 시나리오를 쓰려다가 굳

이 영화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 작품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 있게 웹툰에 

도전한 케이스다. 또한 <역전 야매요리>의 정다정 작가의 경우 블로그에 올린 ‘야매요리’ 콘텐츠를 재밌게 

본 포털 웹툰팀에서 연재를 제안해 포토툰 방식으로 데뷔했다.

물론 이후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출신 작가들의 대거 유입, 윤태호, 문정후, 고진호 등 출판 만화 세대 작가

들의 웹툰 진출, 그리고 이에 따른 웹툰 작화의 퀄리티 상승을 빼놓고 웹툰 시장의 부흥을 논할 수는 없다. 

분명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만큼,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 역시 현재 웹툰 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재미에 집중한 초기 웹툰의 유연한 데뷔 시스템을 통해 작품의 

인터넷 특유의 개방적 시스템 안에서 발달한 웹툰의 비약적 발전은 

디지털 만화의 노하우 등 기술적 측면을 빼놓을 수 없지만 

가장 첫 손에 꼽아야 하는 것은 양과 질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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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혁신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미래소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소재로 부상 중인 ‘탄소섬

유’를 중심으로 미래소재 개발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미래소재를 위해 기업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을 살펴봤다.

“미래소재” 확보에 
  4차 산업의 미래 좌우된다!

이성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박사글

탄소섬유는 전구의 필라멘트에서부터 

1878년 영국의 조셉 스완은 전구발명 특허를 세계 최초로 등록했

다. 1860년부터 시험적으로 전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텅

스텐으로 사용하는 필라멘트를 그 당시에는 셀룰로오스 섬유로 만

든 탄소섬유를 사용했다. 에디슨은 조셉 스완의 특허를 도용해 미

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 조셉 

스완과 함께 전구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탄소섬유의 역사는 이때부

터 시작됐다. 

1879년 미국 에디슨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탄소섬유의 원료를 찾던 

중 일본 교토의 신사 이와시미즈 하치만구의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오오사카 공업 시험

소의 신도 박사가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PAN)이라

는 합성섬유를 사용해 탄소섬유를 개발했고 1962년 일본 카본사에

서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1963년에는 일본 군마대학의 오오타니 교

수가 피치를 원료로 탄소섬유 연구를 발표했다. 

이후 탄소섬유 개발은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초기 

탄소섬유는 생산비용대비 물성이 뛰어나지 않아 많은 산업분야에

서 사용할 수 없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탄소섬유를 직조한 뒤 합성수지인 에폭시를 적시고 경화시키는 방

법으로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만들었다. 이 소재를 우주비행선과 로

켓, 미사일 등의 동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철이

나 알루미늄 합금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대체재로 사용하기

에 적합했다. 하지만 고가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수산업

이나 우주항공산업 등에 주로 사용됐으며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 이로 인해 냉전 시대 경쟁국이었던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강

대국들만이 탄소섬유 개발에 힘을 쏟았지만 생산기업들은 큰 이익

탄소섬유를 통해 살펴본 미래소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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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는 없었다. 

좋은 소재로 인정받았지만 상용처가 많지 않았고 미래 소재로만 여

겨졌던 탄소섬유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 꾸

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섬유의 공정비용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

면 성능이 향상됐다. 또한 석유 고갈이 이슈화가 되면서 연비가 좋

은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가 한층 심화됐다. 먼저 항공기 제조사들

이 적극적으로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잉사는 

2011년 ‘B787 드림라이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기종을 선보였다. 

이 기종은 항공기의 50%를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사용해 제조했다. 

소재 변경만으로 약 17%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기내 습도가 종전 기종에 비교해 40~60% 정도로 유지가 되

면서 쾌적한 여행을 승객에게 제공하는 장점도 있었다. 에어버스사 

역시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기종인 ‘A350’을 양산 중이다. 동

체의 무게가 줄면서 초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졌다. 싱가포르 항공은 

A350 기종으로 오는 10월부터 세계 최장거리 노선인 싱가포르~미

국 뉴저지 직항을 개설할 예정이다. 약 1만 5,300km를 18시간 45

분에 걸쳐 직항하는 노선이다. 

항공기에 탄소섬유 복합소재가 사용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

도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대중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자동차 경주의 대명사인 F1 포뮬러에 사용하는 머신에

는 1980년대부터 탄소섬유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구조체의 

60~70%를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대체했다. 1대의 가격이 90억 원 

정도로 고가이기는 하나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는 머신을 만들기 

위해 소재의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가의 자동차

의 내장재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탄소섬유 복합소재가 자동차 

경량소재로 금속소재와 경쟁할 것을 대비해 업계는 기술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루게 되면 배터리 무게에 의

한 자체 무게가 증가하므로 경량화는 세계적 이슈다. 이미 테슬라

는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모든 차종에 적용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

다. 그러나 항공기나 고가의 차종과 달리 일반 차량은 원자재 가격

에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탄소섬유의 가격을 낮추는 기술

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탄소섬유 복합소재는 금속

소재와 달리 수리와 재활용 기술이 아직 개발 중이고 BMW 등 독일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

나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탄소섬유 복합소재가 각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리라고 전문가들

은 예상하고 있다.

탄소섬유에서 배우는 新소재에 대한 인식전환

덴마크의 역사학자 크리스티안 위르겐센 톰센은 선사시대를 인류

가 사용해온 소재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구석기-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분류해 인류의 비약적 발전이 만들고 사용한 도구에 의존했

다는 이론이다. 이와 유사하게 혹자들은 20세기는 실리콘시대이고 

앞으로 미래는 ‘탄소시대’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각

종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소재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방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섬유는 150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 탄소섬유 제조 업계를 살펴보면 세계 시장의 70% 가량을 일본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상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것

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우위를 차치하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업계인 

항공 및 군수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성상 소재 공급처를 바꾸

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1970년대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시작한 이

래 2000년대 들어서 몇몇 일본 기업만이 흑자구조를 이루었다.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꺼리고 

있다. 지난 50년간 연구개발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

술을 공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탄소섬유와 그 복합소재가 정

말 중요한 소재라고 인식한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상업화 

수준의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탄소섬유의 가격을 낮추는 연구를 위해 미국은 국방성에서 

지난 20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독일·프랑스·

이탈리아·핀란드·스웨덴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탄소섬유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효성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일본 기업

들이 그러했듯 초기에 큰 이익을 보기 어려운 산업이다. 대기업에

서도 어려워하는 산업으로 생각돼 신사업으로 고려만 할 뿐 실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누군가 시

작해 이익을 창출하는 선례를 기다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연구개발 투자 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쉽지가 않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첨

단산업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기초소재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

점에 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인 클라

우스 슈바프가 사용했다. 18세기를 지나 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혁신을 산업 혁명이라 명명하

고 있으며 4번째 기술혁신이 도래했다는 주창이다. 컴퓨터를 기반

으로 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화를 통한 

생활 전반에 걸친 영향이 현재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대

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혁신

은 항상 소재기술을 동반했다. 

물론 과거와 달리 4차 산업혁명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소재에 대한 요구가 3D 프린팅, 

로봇산업 등 신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소

재는 현재 사용 중인 소재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응용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도 이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거의 누군가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만들어 

놓은 창의적 결과물인 소재를 사용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 왔다. 언

제까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일을 반복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 한류가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한류는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신 소재는 새로운 응용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도 이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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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노버 메세에 소개된 첨단기술들

“이렇게 다리를 펼치면 로봇이 평지나 계단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둥글게 감으면 사막 같은 지역에서 구르며 움직입니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보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독

일 현지를 방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재

도약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 4월 26일 방문한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 

독일 하노버 메세 현장. 올해 이곳에서 공개한 기술 중 눈길을 끈 기술은 ‘통

합 자동화(Integrated Automation)’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단일 공장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공장들을 본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과 접목해 다양한 기능을 지

닌 작업용 로봇 기술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 로봇과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도 주목을 받았다.

이곳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독일 기업 훼스토(FESTO)가 시연한 다리 6

개 달린 거미 로봇(휠봇)과 하늘을 나는 박쥐 로봇이었다. 훼스토는 이전 하

노버 메세에서도 물고기와 잠자리, 해파리와 같은 동물 로봇을 선보인 바 있

다. 이들은 왜 계속해서 로봇을 만드는 걸까?

앙스카 크리벳 아시아지역 대표는 “동물로봇은 흥미 유발을 위해 만든 측면

도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은 공장 자동화 로봇 기술 등에 활용된

다”고 밝혔다. 훼스토가 공개한 작업용 로봇 ‘코봇’은 일반 공장 조립라인의 

로봇 팔처럼 생겼다. 하지만 팔 윗부분에 시각 센서가 부착돼 함께 작업하는 

사람의 키와 동선을 살피고 스스로 높낮이를 조절하며 작업한다. 또 음성 명

령을 이해하기 때문에 볼팅, 드릴링, 레이저 커팅과 같은 작업지시까지 수행

한다. 이외에도 원격지에 있는 작업자가 AI 고글을 쓰고 공장에 있는 로봇의 

‘시각 센서’를 통해 제조 현장의 작업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다.

크리벳 대표는 “원격지 작업자가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팔에 끼고 움직이면 

작업용 로봇이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한다”면서 “코봇은 함께 일하는 작업자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간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공장자동화 전문기업 ABB는 발전·변전·배전기와 관련된 특화

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소개했다. 부스에 설치된 모니터는 전 세계 주

요 기업에서 가동되고 있는 5,000여 개의 ABB 발전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

로 보여줬다. 모터와 같은 발전설비에 센서를 부착해 ‘예지 보전(Predictive 

Maintenance)’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다. 센서는 모터의 진동·온도 변화

를 통해 고장 여부 등 설비의 상태를 진단하고, 관리자에게 레드(위험), 옐로

(보통), 그린(안전)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알려준다.

로베르토 루게리 ABB 부사장은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중공업·조

선 등 대부분 한국 대기업이 ABB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며 “전 세계 바다

를 누비는 1,100여 개의 대형 선박의 발전설비에도 센서가 부착돼 상태 데이

터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루게리 부사장은 “IoT 기술로 전 세계 공장을 통합 자동화하면 해외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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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사람이 소통하는 

‘스마트공장’을 아십니까

독일 4차 산업혁명 현장을 가다   

스마트공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기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활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인건비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공장의 첨단기술이 떠오르고 있

다. 스마트공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성지가 된 독일의 세계 최대 산

업박람회 ‘하노버 메세’와 ‘암베르크 지멘스’ 본사

를 다녀왔다.

1. 지멘스 전경

2. 하노버 메세에서 공개된 작업용 로봇 

3. 하노버 메세 현장 둘러보는 중기 관계자들

4. 바닥을 구르는 거미로봇 휠봇

5. 훼스토 박쥐 로봇

6. 하노버 메세 공개된 로봇

서찬동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부	차장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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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본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

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공구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독일 기업 보쉬는 이제 IoT·로봇

과 연계된 공장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보쉬가 

선보인 작업용 로봇팔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터치해야 멈추는 기

존 로봇과 달리 가까이 다가만 가도 멈추도록 설계됐다.

보쉬의 한 관계자는 “자동화로 무인화 공장설비가 늘면서 작업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국내서도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인 가

운데 글로벌 업체들도 직접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뛰어들고 있다. 훼

스토는 스마트공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트레이닝 시스템을 소개

했다. 스마트공장의 제조공정과 똑같은 샘플 모형을 만들어 첨단기술

을 모두 여기에 접목했다. 이를 통해 고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이 아이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제조공정을 쉽게 제어하고 첨단기술을 미리 체

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앙스카 크리벳 대표는 “학교 졸업 후 바로 스마트공장에서 일해도 최

신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한국 일부 고교와 

대학에서도 이 과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성지(聖地)’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다음날 방문한 독일 중부의 조용한 소도시 암베르크.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인 지멘스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은 20

여 년간 생산량이 13배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00여 명 그대로다. 

이제 스마트공장을 배우려는 기업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성지 코스

로 통한다.

암베르크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선 통신

(PLC·Power Line Communication)이다. 파워엔지니어링, 산업용 제

어 시스템, 시스템 솔루션 등도 생산하고 있다. 제어와 생산,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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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까지 제조 과정의 모든 영역이 수평적·수직적 공정 자동화를 이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불량률을 자랑한다.

최유순 지멘스코리아 디지털팩토리 사업본부 부장은 암베르크공장 경쟁력의 핵심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에 있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트윈은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시제품을 만들기 전 가상공간에서 시제

품을 만들어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암베르크 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라인별로 듬성듬성 일하는 근로자들이 눈에 들어온다. 푸른색 작업복

은 설비시설의 색상과 비슷해 전체적으로 공장 같지 않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남자 작업자들도 반바지

를 입고 작업하는 등 일하는 모습이 한가해 보일 정도다. 생산라인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공정률, 불

량률 등 생산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불량품이 발생하면 어느 협력사에서 납품한 부품인지, 어느 

라인인지, 어느 작업자인지, 몇 시에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지 등 세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 타 부서의 작업 데이터 정보도 공유한다. 하루 세 차례 라인별 작업자들

이 모여 일정과 부품 등에 관해 의논하며 이런 논의를 통해 생산량이 향상되면 담당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가 주어진다.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높은 생산성이다. 1,000여종이 넘는 제품을 연 

1,200만개 이상 생산하는데, 한 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량품 발생률은 0.0009%(100만 개 중 9개 결함)에 불과하며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주당 35시간의 근무시간

을 지키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공장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약 30%에 불과하며, 부품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

으로 줄였다. 셋째로 각 생산설비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루 수천만 건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자

동으로 지시를 내리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오류가 난 제품은 걸러내고 품질관리팀에 오류 원인을 

전달한다. 최유순 부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

기업들도 공장 디지털화를 통해 앞선 경쟁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 훼스토의 거미로봇 휠봇

8. 훼스토의 작업용 로봇 코봇

9. 독일 하노버 메세 행사장 

전경

10. 현지 방문기념 단체사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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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의 규제와 애로,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목표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기업생존 및 

성장을 위해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와 3대 기반구축 과제를 추진

하는 것이다. 규제혁신 테마과제는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

착 규제개선이요, 둘째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이다. 

셋째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이며, 넷째 기업 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 특구 규제 합리화를 선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소

상공인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고질 규제를 발굴하고 개

선하는 데 있다.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각 기업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규

제애로가 있으면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하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결국 아무

도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준다

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디든 찾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건

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기다리

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대다수 기업 규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

기 때문에 개선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 중소기업도 옴부즈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재 홈페이지에 ‘규제장터1번가’라는 플랫폼

을 구축 중이다. 6월 중 오픈할 이 플랫폼은 총 32개 업종·업태·산

업별 규제애로 사례를 공개해 기업·전문가·국민이 그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존

에 등록된 규제 외 ‘빠진 규제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개별기업이 겪

고 있는 애로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규제

가 개선될 시 기업이 비용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직접 

가격을 측정하도록 해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도 가늠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된다. 

“향후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

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

와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이면 개소 10년을 맞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0여 년간 불합리한 중소

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을 처리해왔다. 그동안 총 1만 8천여 건의 규제와 개선안

을 처리하고 연간 약 8천억 원의 규제비용을 경감한 것.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인 최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수장 자리에 오른 

그에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을 물었다.

O M B U D S M A N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어디든 찾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와 기업을 잇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

민을 대신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 조선시대의 신문고처럼 오늘날 기업이 겪는 각

종 규제와 애로에 대해 정부에 대신 북을 울리고 문제를 해결

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의거한 정부

조직으로서 매년 활동사항을 국무회의·국회·규제개혁위원회

에 보고하고, 이행점검 및 직무 수행내용 결과를 공표, 개선권

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만만치 않은 위상을 가진 

곳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 2월, 제1대 이민화, 제2·3대 김문겸 

옴부즈만의 뒤를 이어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그는 학계에서 임명돼왔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최초로 기업인 

출신으로 옴부즈만 자리에 올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초로 기업인 출신인 제가 위촉된 데

에는 규제환경에 대한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우리나라 기업 경

쟁력에 보탬이 되게 하고, 규제 타파에 더욱 힘써 달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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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神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직장생활백서’

현대인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역시 직장 동

료들이다. 직장생활이 곧 나의 삶. 월급충전소

와 같은 직장을, 신바람 나는 내 인생 충전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처세부터 인맥까지⋯ 알토란같은 직장생활 노하우!

‘최초’라는 이름의 ‘출근부 사용설명서’

1927년 비행기에 단독으로 탑승해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린드버

그. 1969년 달에 첫 발을 뗀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그리고 1911년 

남극점을 처음으로 정복한 아문센까지. 이들은 모두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인지, 대서양을 두 번

째로 횡단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남극 등반에 두 번째로 성공한 산

악인이 누구인지는 쉽사리 떠오르지 않는다. 최초보다 더 많은 시

간을 단축시켰다 한들 대중의 관심사와 거리가 멀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이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도자의 법칙

(The Law of Leadership)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리고 이는 직장생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류사가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록하듯, 직장에서도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을 인정한다. 가장 먼저 출근한다는 것 자체

가 성실과 근면, 그리고 열정을 상징한다. 여기에 노력이 곁들여진

다면 금상첨화. 

이러한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일만 벌이는’이라는 꼬리표 

대신 ‘누구보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스스로를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로 만

들 자양분이 된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직장생활, 빠른 출근에 명쾌

한 해답이 있다.

뒷담화와 잡학의 사칙연산 속 ‘슬기로운 직장생활’

우리 주변에는 인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사람이 한 명쯤 있기 마련

이다. 특정 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알

지 않을까 싶은. 이왕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마

다 나름의 능력치와 특성이 다르다.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서는 인맥이 필수적이다. 인맥 강화는 ‘새로움’과 맥을 함께 한다. 당

장 자주 만나니 편한 ‘늘 같은 인맥’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 이들과의 대화는 인맥 이상의 가치

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번 새로운 상대와 만난다고 한들 일

정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긴 쉽지 않다. 

간극을 줄이기 위해 나만의 무기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회사 근처 

맛집 전문가 등의 타이틀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쓸 만한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귀한 상대로 격상시킨다. 대화 시 깊은 지식보다 ‘넓

고 얇은 잡학 지식’까지 곁들인다면 무적이다. 다양한 상대와의 대

화에 있어 잡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더욱이 잡학은 시간이

나 노력 대비 가성비 높은 항목이다. 다양한 상대와의 대화에서 놀

라운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분 정도 신문을 보는 것

만으로 잡학 창고를 채울 수 있다.

반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직장에는 수많은 뒷

담화가 오간다. 뒷담화에도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야 한다. 내가 발

설한 이야기들이 언제 어떻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지 모른다. 천 

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한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일임을 명심하자.

나만의 필살기 장전을 위한 ‘직장 탐구생활’

직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미팅도 그 중 하나

다. 미팅은 일종의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릴 것인가. 핵심은 상대방과의 교감에 있다. 

적절한 호응과 경청, 그리고 아이컨텍은 기본. 나아가 상대 의견에 공

감하지 못할지라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만능키가 

아닐까. 협상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디테일은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협상이 100% 원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리는 만무하다. 

실수나 실패는 늘 존재한다. 시행착오는 소중한 자산이다. 매번 단 

0.01%씩이라도 협상 경험치를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탐

구와 노력은 나만의 놀라운 무기로 돌아온다.

당장의 월급에 급급해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유시간을 만들어 한발 앞서 다음 업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역발상을 즐기며 수집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미래의 자산이 

되곤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를 신경 쓰되, 능력을 키우

는 일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누구나 저마다의 목적을 갖고 공부하지만 공부란 무엇인지, 왜 우리

에게 공부가 필요한지를 넓은 시야에서 메타적으로 질문하는 사람

은 드물다. 무언가 변화가 일기를 바라고 기존의 자신을 뛰어넘기

를 원한다면 ‘변신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것

이 되었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인생 최고의 가치이자 행복의 

밑거름이다. 

홍성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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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기업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위업과 영예가 아닌

그 영예를 얻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눈여겨보라.

단순히 성공한 기업이 되기보다

진정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무한한 고민과 노력.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얻던 것을 얻듯

가치를 위해 고민하면

고민한 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얻는다.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안에서 혁신의 첫 단추를 꿰다.

In-s ite

値
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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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넷째 주 

월요일은 

최경 독서토론회 

가는 날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 속에서 발견하

는 우리 삶의 가치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회장 박래

성 ㈜아래스 대표, 사무총장 박건영 ㈜피디씨 대

표)는 지난 4월 2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21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조선 왕을 말하

다』의 저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특강 후 질의 토론 형태로 도곡동 스페이스락에

서 열렸다.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 만큼이나 수준 높은 질문

이 쏟아졌는데, 특히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바

라본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

다. 기존에 조명되지 않았던 우리 역사의 새로운 

부분을 저자와 함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어 5월 21일에 열린 토론회의 주제 도서는 『처

음 시작하는 동양고전 읽기』로 선정됐다. 3,000

년의 격렬한 역사가 담긴 ‘인간학의 보고’에서 어

떤 가치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과 

고민이 이어진 자리였다. 삶의 지혜를 나누기 원

하는 이노비즈 대표라면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독서토론회에 언제나 참석 가능하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갖춘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될 것

CEO교육과정인 ‘제16기 이노비즈 최고경영

자과정 입학식’이 3월 27일 서울 청담동 프

리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16

기로 등록한 원우 50명과 총동문회에 소속

된 혁신형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등 80여 

명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교육과정은 1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야간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강연 

내용은 ▲글로벌 경제금융전망과 기업 대응

방안(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삼성전자 이

후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윤덕균 한양대 교

수) ▲창조적 조직 문화(송인혁 라이프스퀘

어 대표) ▲인공지능과 융합이 바꾸는 미래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 ▲4차 산업혁

명 시대, 대한민국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다

(신정인 구글코리아 상무) 등 기업에 필요한 

분야별 교육이다. 

또한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김경일 아

주대 교수) ▲왕과 아들-조선왕조 왕위계승

사(한명기 명지대 교수) ▲가치관 경영-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정영학 CL 성과연구소 

소장)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최종열 

탐험가) 등 기본 소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

육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제주워크숍, 모닝

포럼 참가와 문화관람 등 다양한 교류의 장

이 예정돼 있다.

김근호 총동문회장은 “친목과 협업 기회 

창출 등 실속 있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

며 “총동문회 산하의 골프회, 독서토론회, 

등산회, 합창단, 사업교류회 등을 통해 네

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법같은 시간을 선사한 가족등반대회 열려

가정의 달 5월, 춘천 의암호에서는 최고경

영자과정 총동문회 주최로 제7회 가족등반

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가족등반대회 코스

는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스카이워크까지 약 

6km. 주최 측인 등산회플러스(회장 최득호 

㈜대목환경건설 대표, 사무총장 이미란 ㈜

케이벨로 대표)는 참가한 모든 가족이 아름

다운 의암호의 전경을 즐기며 트레킹할 수 

있도록 코스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화

답하듯 가족등반대회 참가자들의 호응 또한 

매우 높았다.

특히 메인 경품을 걸고 시작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최종 2인으로 남은 소감을 묻자 

“지고 싶습니다!”라며 경품을 양보한 박재정 

대표(지투지컴퍼니)의 아들 박준후 군. 배려

하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 마지막 

행운권 추첨에서 준후군의 이름이 불리자 

모든 동문과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한 

편의 감동 드라마 같았던 이날의 해프닝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제16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등산회플러스와 

함께 

신록으로 떠나요!

이노비즈협회 사랑방

어느덧 2018년의 절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이노비즈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하나같이 한여름 무더위보다도 뜨거운 열기가 담겨있다는 것.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개최됐던 이노비즈협회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소개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노비즈의 주요 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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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열쇠를 향해, 누구든 도전하라!

매월 개최되는 이노비즈 최경 골프회는 동문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6월 29일에는 골프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열렸다. 각 기

수별로 약 40팀이 출전해 기수별 남녀 구분 없이 

4명의 선수가 우승을 향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

다. 작년에는 15기에서 단체 우승과 최다 참가상

을 거머쥔 바 있다.

한편, 골프월례회는 정광수 골프회장(대도도금)

과 임봉수 골프사무총장(정상세무법인)의 푸짐

하고 다양한 시상품과 기념품으로 매월 풍성한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4월엔 최경 15기 박은영 

이사(청하우푸드), 5월엔 최경 14기 김철호대표

(나은엔지니어링)가 행운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

히 행운상은 총동문회 김근호 회장이 후원하는 

황금열쇠(금 1돈)가 주어져 화제다. 골프월례회

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 동문이라면 누구

든 참여 가능하다. 한 달에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황금열쇠의 주인공 자리는 도전하는 자에게 항

상 열려있다고 하니 골프회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 행복이 모여 부르는 두 번째 노래

4월 11일 첫 월례회를 가진 이노비즈 최고경

영자과정 합창단(단장 엄기용 ㈜혜미항공해

운 대표, 부단장 정광천 ㈜아이비리더스 대

표, 최충환 ㈜이피피엔 이사, 사무총장 박건

영 ㈜피디씨 대표) 2기가 출범했다. 새 출발

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장, 김근호 총동문회장, 한승호 명예회장, 박

래성 독서토론회장, 김학상 자문위원 등 총 

21명의 단원이 참석했다.

첫 모임에서는 방성욱 지휘자, 박성숙 반주

자와의 연습도 이뤄졌다. 이 모임에서 엄기

용 단장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각

자 다르지만, 내 몸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

가 노래가 됐을 때 내가 느끼는 황홀은 어디

에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행복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

했다. 

합창단 2기의 경영방침은 엄 단장의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업무에 지친 CEO의 감성

을 노래로 순화시키고, 리프레시해 다시 회

사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 노래가 어려웠다. 노래를 부르고는 

싶지만 못 부른다. 남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

다.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이 중 하나라도 해

당되는 최고경영자과정 동문이 있다면 최경 

합창단 2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는 

것도 좋겠다. 연습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

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치열하게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위한 특강

지난 4월 25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제

53회 모닝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설 

『인간시장』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김홍신 작가

가 ‘삶의 온도’를 주제로 인생과 열정에 대해 강

연했다. 단 한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실천

해야 할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누구

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노비즈 회원들에

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다. 

이어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제54회 모닝포럼

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모닝포럼은 국

내 유명 마케팅 전문가 홍성태 교수가 초청강사

로 등장했다. 홍 교수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

이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의 브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해 매출로 연결시키

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른 시간에도 불

구하고 모닝포럼에 참석한 이노비즈 회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의 경쟁력

과 리더십을 기르고자 마련된 모닝포럼에 참가

하길 원하는 기업이라면 이노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

전통의, 정통의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여성 CEO들이 뭉쳤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

원회는 여성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노비즈협회 내 여

성 CEO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위원회다. 매월 

정기모임으로 여성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노비즈 협회를 견인하기 위한 이들 정기모

임은 지난 4, 5, 6월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여성경제위원회 상반기 워크숍

을 개최해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에는 최경에서 주최하는 가족등반대회에 

참여했으며 6월에는 최경 총동문회장배 골프

대회에 초청받아 경쟁의 장에 당당히 도전장

을 내밀었다.또한, 여성경제위원회는 매월 정

기모임과 올 10월 예정된 하반기 위크숍 등으

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마련돼 있다. 여성경

제위원회는 많은 여성 CEO들의 관심과 참여

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

거나 여성경제위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

는 여성 CEO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팀(담

당 노희철 차장, 031-628-9647)에 문의하면 

된다. 

최경 

합창단 2기 

출범을 

응원합니다!

지금은 

여성시대! 

여성경제위원회

제53회·54회 

모닝포럼 

개최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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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 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 국제포럼’이 열렸다. 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 사

람중심 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확산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 

포럼이 마련됐다. 

노비즈협회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여의시스템의 사례를 들었다. 성 회

장은 “2001년 여의시스템에 시련이 찾아왔다. 노사분규로 인해 많

은 국내기업이 중국 이전을 했고, 자동제어기기 시장이 줄어들기 시

작했다. 

결국 8개월 동안 연속 적자가 이어지자 임원 회의에서는 25%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신 전

체회의를 소집해 현재 회사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직원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고, 보너스 지급을 중시하는 대신 직원들

의 인력감축은 막을 수 있었다. 그 후 연말부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매출과 수익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8년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과 

수익이 평균 60%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서 

기술 위주가 아니라 기술과 따뜻한 회사문화가 어우러져야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여의시스템이 사람중심 기

업가정신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

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직원의 체력

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를 고용하는 시대”라며 

“이제는 사람들의 기술, 경험 및 노력으로 구성된 사람 자본이 선진

국으로 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중심의 

기업가정신으로 

중소벤처에 

날개를 달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국제포럼 현장스케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국제포럼은  이노

비즈협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주관을 맡고 한

국중소기업학회와 IBK기업은행, ICBS KOREA이 공동 주최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며 “중소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 또한 혁신성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오늘의 과제”라며 “이 

정부의 기본정책의 핵심이자 경제 전반에 필요한 주제가 ‘사람중심’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교부가 경제부처 중 하나라고 인

식하고 정무 중심이 아니라 경제 중심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기업 중심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이 끝난 후,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및 UN중소기업의 날과 향

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 세션이 시작됐다.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으로 위기 극복한 기업사례

이노비즈협회에서 주도한 3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도

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명기 이

사람중심의 기업을 만드는 필요충분조건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는 솔개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 뒤 주제

발표를 시작했다. 영상의 내용은 ‘솔개는 40년을 살면 중요한 선택

을 해야 한다. 서서히 죽어가든, 새 삶을 위해서 부리와 발톱을 부러

뜨려 새로이 자라게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기업

에도 마찬가지다.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혁신이 있어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혁신에 대한 동영상 시청 후, 홍 전무는 “이노비즈 기업은 정부에서 

인증한 체계적 R&D와 혁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부 

인증 우수 중소기업인 동시에 체계적인 R&D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업력 3년 이상의 기업을 가리킨다”며 “이노

비즈 기업은 지난 8년간 매년 3만 개 이상 총 26만 7천여 개 일자리

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창우 전무는 “앞으로 이러한 이노비즈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Scale-up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노

비즈 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자발적 R&D 확충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중소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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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가 마련한 특별한 행사 

지난 5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노비즈 PR-day 행사가 

마련된 것. 이노비즈 PR-day는 1만 5천여 회원사를 지원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가 자체적으로 언론홍보가 쉽지 않은 이노비즈기업들

을 위해 언론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언론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

적인 홍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이다. 

PR-day 현장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행사 참여 기업은 다

윈, 렉스코드, 부뜰정보시스템, 여행창조, 위즈코어, 지앤지커머스, 

큐디스 등 총 7개 이노비즈기업.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기업 참석자들과 20여 명의 기자단이 속속 

입장했다. 행사장 한견에는 기업들의 홍보물과 제품들이 전시돼 본

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자단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인사말에서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장은 “협회 설립 후에 이

노비즈기업들이 기자분들에게 홍보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자단을 반겼다.

성명기 회장은 기자단을 향해 8년 연속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을 담

보할 수 없다. 중소혁신형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가 이번에는 회원사들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5월 어느 날 

처음으로 펼쳐진 이노비즈 PR-day 현장으로 가보자.

출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지

원의 일환으로 협회 차원의 PR-day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7개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열띤 PR의 장

이어진 시간은 본격적인 기업PR의 장. 기업현장에서 갈고 닦아온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간이다. 7개 기업들이 차례로 나서 프

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순서로 나선 다윈은 인덕션 타입의 즉석식품 조리기 ‘라조

(LAZO)’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향후 B2C를 목표로 소형화된 제

품을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순서인 렉스코드는 15년간 10만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한 국내 통번역업계 1위의 기업. 해외시장에도 문을 두드려 필리핀에 

이어 중국시장에서도 외연을 확장 중이다.

세 번째로는 부뜰정보시스템이 나섰다. 콜센터 전용 컴퓨터통신관

리시스템(CTMS)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로 베트남 CMC 텔레콤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네 번째 기업으로는 여행창조가 소개됐다. 이곳은 포괄적인 복지서

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그동안의 축적된 인프라와 IT기

술을 접목해 여행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위즈코어. 제조 융합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다양

한 제조 빅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전처리 과정을 손쉽게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 ‘NEX-시리즈’를 선보였다.

이어진 기업은 지앤지커머스. 돈버는쇼핑 ‘도매꾹’을 통해 16년 연

속 국내 B2B 사이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하기 좋은 으뜸기

업’에 선정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손꼽힌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큐디스는 차세대 CCTV 및 보안시스템 솔루션 

기업. 하나의 카메라가 주차면 6면의 차량 모두를 동시에 인식해 주

차면 공차여부를 알려준다. 기업은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하며 자신

들을 알리고, 기자단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내내 발표 기

업들도 이를 듣는 기자단도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였다.

언론과 기업,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다

이노비즈 PR-day의 핵심은 기업 프리젠테이션과 이어진 기자단과

의 네트워킹이다. 기자단 및 기업 참석자들의 교류는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오찬을 겸한 여유 있는 자리인 만큼 대화는 

격의 없이 이어졌다. 딱딱한 기자간담회가 아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언론을 처음 대하는 기업 참석자들은 언론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기자단 또한 적극적으로 기업 참석자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향후 방

문하게 될지도 모를 관심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참

석한 7개 기업들 간의 교류도 이루어져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기업 

참석자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참석 기업들은 이노비즈 PR-day의 홍보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렉스코드 문선희 이사는 “마케팅을 위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소

감을 밝혔다. 

‘혁신 그리고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처럼 회원사들의 혁신과 성

장을 도우며 기업경영의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노비즈협

회. 그동안의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기업홍보 지원으로 이노비즈

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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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PR-day로 날개를 달다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가	웹진을	발간한다.	

이	웹진은	국내	· 외	환경	정책과	산업	· 기술	· 시장	동향은	물론,	친

환경	· 혁신기술과	관련한	행사	정보	등을	소개하는	친환경	· 혁신기

술	동향을	담고	있는	일종의	정보지다.	

ASEIC은	웹진	발간을	통해	친환경혁신기술과	관련한	국내	· 외	최

신	정보를	유관기관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ASEM	회원국	간	상호	정책	소통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며,	ASEM	

회원국	간	친환경	경쟁력	제고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웹진은	6월부터	월간으로	제작되며,	격월	주기로	영문	웹진을	제작

해	배포된다.	ASEIC	친환경		· 혁신기술	동향	웹진의	구독을	원할	경우,	

ASEIC	홈페이지(http://aseic.or.kr)에서	구독	신청이	가능하며,	ASEIC	

사이트에서	웹진	게시물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의 진화는 
현재진행형 

 ASEIC 

친환경·혁신기술 동향 정보 웹진 발간

ASEIC은	오는	9월	4일(화)~7일(금)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서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함께	‘ASEIC	

글로벌	이노베이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	그린비즈

니스센터의	주관으로	마련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ASEIC을	대표하는	‘ASEIC	글로벌	이노베

이션	포럼(이하	글로벌	포럼)’과	‘한-인니	중소기업	비즈니스	혁신	

포럼(이하	비즈니스	포럼)’을	함께	개최하게	돼	행사의	규모를	확

대하는	동시에	더욱	실질적인	협력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노비즈협회가	지원하는	한-인니	기술매칭	상

담회도	연계하는	등	더욱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이중	‘글로벌	포럼’은	9월	4일(화)~5일(수)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

며	이튿날인	6일(목)에는	‘비즈니스	포럼’이,	5일(수)~7일(금)에는	

‘한-인니	기술매칭	상담회’가	진행된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

기업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글로벌	포럼’은	ASEM	회원국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ASEIC	및	참가기

관의	관련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논의

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은	한-인니	양국	중소기업	혁신과	관련해	인

ASEIC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 개최 안내 

S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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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정부기관(중기부,	환경부,	내무부	등),	협회,	대학	및	중소기업	

관계자	그리고	재인니	한국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	대표	약	150명

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양

국	협력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본	행사에는	인

도네시아	시나붕	화산폭발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한국기

업들의	후원금	전달행사도	마련돼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

망이다.	

동향정보

국내·외	친환

경·혁신기술	

관련	동향	등

ASEIC 친환경·혁신기술 

동향 정보 웹진 콘텐츠

행사정보

국제컨퍼런스,	전시

회	등	친환경·혁신

기술관련	행사정보	

게시
기획기사

국내·외	정책	이슈	분석	및	

심층	기획	기사
기고문

유관기관	관계

자	및	전문가	

기고문

ASEIC 뉴스

ASEIC	주요	사업	

행사	및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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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dustry 이노비즈기업 대표단의 후쿠오카 답사기

첫째 날, 초대형 호랑이 그림을 만나다

후쿠오카에서의 첫 일정은 모지항이었다. 모지항의 레트로 거리는 

일본 특유의 낮은 목조건물과 그에 상반되는 르네상스풍의 세련되

고 예스러운 서양식 벽돌 건축물이 한 데 모여 있었다. 이색적이면

서도 독특한 항구도시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모지항에는 하루 6번 열리는 개폐식 다리 ‘블루윙’이 있다. 다리가 

연결될 때 제일 먼저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 현

지인들에게는 ‘데이트 성지’로 통한다. 우리가 도착 했을 때 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모두 혼자 건넜다는 게 함정.

지난 5월 23일 이른 아침,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한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사원들이 일본 후쿠오카에 가기 위해 모였다. 비행 1시간여 뒤 도착

한 후쿠오카는 기대와 다르게 비가 올 듯이 흐려 아쉬웠다. 하지만 전용버스에 올라 후쿠오카의 지명에 대한 유래부터 날씨와 간단한 일본어 

등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본격적인 여행을 첫 단추를 꿰었다. 

김주현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지원본부	주임글

2018년도 상반기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전용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둘째 날, 도요타사(社)의 큐슈공장을 견학하다

큐스공장 견학에 앞서 PR관을 둘러봤다. 설립자의 일대기를 보거나 

전시된 자동차를 탑승해 볼 수 있었다. 눈길을 끈 점은 큐슈공장에

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약 85%를 큐슈지역에 위치한 기업

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PR관 내부에는 큐슈지역의 토산품이 진열돼 있었

다. 이곳을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토산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

한 것이다. 대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큐슈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대부분 수출용으

로 생산되는 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자국에서 조달한 부품과 자국

의 기술력으로 만든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기업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공장견학 중 인상 깊었던 점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한 번에 생산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정이 가능한 이유

는 주문생산방식이지만 안정된 생산계획과 한번 도입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전업하며 개선·유지시켜나가는 도

요타의 저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이어 셋째 날은 지역명소를 방문해 조별과제를 수행했다. 이날 주

어진 미션은 텐만구 내 총 2개의 소동상과 함께 단체 사진 찍기, 신

사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우메가에모찌 나누어 먹기, 1000년 된 나

첫 날 마지막 일정으로 숙소 근처 고쿠라성을 방문했다. 가장 기억

에 남은 것은 천수각의 입구와 출구에 걸려 있는 호랑이 그림이었

다. 폭 2미터에, 높이 5미터에 달하는 이 호랑이 그림은 가까이에서 

봤을 때 너무도 생생하고 실제 호랑이를 보듯 압도당하는 느낌을 

줬다. 참가자들이 적잖은 시간동안 한자리에 서서 그림을 바라본 

것도 이 때문.

고쿠라성 중 마지막으로 천수각을 재건할 당시에 제작된 그림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호랑이 그림이다. 천수각 외에도 고쿠라성 정원을 

산책하며 일본의 아기자기하고 정갈한 정원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무 찾기였다. 랜덤으로 조를 구성해 참가자들이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마지막 일정, 아사히 맥주공장 견학

다음 날, 아사히 맥주공장을 견학했다. 맥주원료가 되는 보리와 홉

을 직접 만져보고 먹어볼 수 있었다. 견학의 마지막에는 맥주를 시

음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 오감을 만족시켰다. 아사히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을 모두 재활용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등 

폴리에스테르는 공장직원의 유니폼으로, 맥주의 발효를 위해 사용

된 효모조차도 유산균 영양제인 원기소로 만들어진다.

연수 프로그램 중 두 번의 기업 견학과 환경뮤지엄 방문 후 느낀 점

은 기업들이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었다. 주변지역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등 기업의 주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아사히 공장견학의 하이라이트인 맥주 시음까지 알

뜰하게 체험한 뒤 후쿠오카공항으로 이동,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사실상 이번 해외연수에 협회 인솔자로 참여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일

정 내내 서투른 필자를 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누나처럼 잘 따라준 일

행들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꽤나 타이트한 일정

에도 활기차게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알면서도 당하는 
아이디어 도용, 

개정되는 부경법으로 지킨다! 

‘눈뜨고 코 베이는’ 현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

도	개선과	지원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매년	개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A사	대표는	대기업

에	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

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개발한	자사기술이	무

단으로	도용당해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정보보안서비스	제공업체	B사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을	통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피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기술유출	경험을	가진	기업인과	법률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들이	모

인	간담회에서	대다수	피해	기업은	위와	같이	거래	과정에서의	불이

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한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제공	요구를	거

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하소연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법률	지식

과	보호역량을	지닌	영세한	기업과	개인은	기술탈취를	당하고도	적절

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특히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관련	규제와	보호	장치가	미흡

했던	점도	기업의	피해를	키우는	단초가	돼왔다.	

거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영업비밀을 노출해야했던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당하는 줄을 알면서도 대처 방법을 몰라 소중한 아이디

어를 손 안의 모래처럼 흘려버린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를 막기 위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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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Tip

영업비밀보호센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는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

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영업비밀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	자세

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표번호(1666-0521)	또는	이메일(tsep_help@kipi.

or.kr)로	문의하면	된다.

광고 영업비밀 지키는 ‘방탄조끼’ 될 것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업제안,	공

모전	등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대기업,	공모

전	주관기관	등이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아이디어	탈취를	하나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7월	1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영업비밀	분쟁의	쟁점이	

되는	비밀관리성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이에	맞는	보호,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제

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66 67

In-site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innobiz.or.kr) 참조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혜택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이노비즈기업 지원제도

이노비즈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입니다.

이노비즈 채움금융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기업 우대 특별대출	 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8%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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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KB국민은행
•최저수준	금리	적용(3.14%)

이노비즈 회원사 전용 기업카드	 KB국민카드
•이용금액의	0.4%	포인트리	지급
•해외출장지원(항공·호텔	할인	등)

M&A 거래 지원 협회
•M&A의뢰	시	수수료	20%	할인(M&A	거래소	연계)

금융

할인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부

•병역자원	일부(제조·생산분야)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	 과기부/산기협

•병역자원	일부(연구·학문분야)를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가점	5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기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협회 	

•우수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시	회원사	우선	추천

이노비즈인의 밤 협회 	

•유공자	발굴	및	포상

해외전시 참가지원 협회 	

•미국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인도네시아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춘계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	디자인	및	데코	전시회

공영TV홈쇼핑 진출 지원 협회 	

•홈쇼핑	컨설팅	및	영업,	방송	준비,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지원

포상/마케팅

전문인력 헤드헌팅 협회

•회원사	10%,	비회원사	12%	수수료율	적용	

장기재직 지원 협회

•이노비즈	내일채움공제(근로자-사업주	간	공제금	공동납입)

채용/인건비 지원 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34세	이하)

•뉴딜	일자리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만	34세	이하)

취업연계 지원 협회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	협의회(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이노-마이스터	장학사업(국립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대학졸업·예정자)

인력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가점	1.5점(이노비즈	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기부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성능인증제도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방송 광고비 감면 방송공사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공영홈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이노비즈	신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판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국세청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최대	7년	유예	가능	(18년	시행)
			*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보
•기술평가보증으로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가능
				*	협약은행	:	산업·기업·우리·하나·농협·외환·국민·신한·SC·씨티·대구·부산·경남·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보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	원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원)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원

혁신형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자금대출	및	정부정책자금	신청	등	투자	유치	및	M&A	지원

매출채권보험 신보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보험인수비율	85%

보증 지원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보증한도	최대	30억	원	이내(일반	개인/단체	10억	원	이내,	일반	법인	15억	원	이내)

무역보증 우대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코스닥 상장 금융위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자본금	30억	원	이상	→	자본금	15억	원	이상

신시장진출지원 중기부/중진공 	
•우수기술의	제품화,	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분야	지원

금융/세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기부

•미래성장유망	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혁신형	기업)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유망서비스	분야	중심	제품서비스화	개발비	지원

•(제품서비스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으로	즉시	사업화	가능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주관기관	참가	가능)	지원대상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중기부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기존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추가구축	지원

•가점	2점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지원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	(신규)일반:30만원	→	이노비즈:20만원

			*	(갱신)일반:15만원	→	이노비즈:10만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가점	2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	주택건설관련	기술	또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여

			*	가점	1점

R&D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신청자격	우대
			*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100만	불	이상(일반	500만	불	이상)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중기부

•현지진출	희망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	지원	•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기부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가점	2점

아시아하이웨이 사업	 중기부

•중국/아세안지역	진출	계획	수립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가점	1점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중기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단체관	파견	참여	지원					•가점	5점

수출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특허청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4~9년차	30%	→	(개선)4년~존속기간	50%

			-	이노비즈기업	뿐	아니라	전	중소기업에	해당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우선심사	지원대상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경영·기술분야/특화형	분야/원스톱창업지원분야	등)	컨설팅	지원

•가점	2점

기타

이노비즈 인증교육 협회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위한	회원사	대상	무료교육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참가비용	할인/회원사	50만	원	할인

이노비즈 모닝포럼 협회

•CEO	및	임원	대상	명사	초청강의(회원사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 협회

•연	2회,	회원사	대상	참가비	할인

무료 온라인 교육	 러닝팩토리
•온라인	무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식정보서비스 지원	 ㈜멀티캠퍼스
•SERICEO	최대	26%	할인	및	2개월	체험권	제공

교육

이메일마케팅서비스(EDM)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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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보 무료 제공 협회

•[이노비즈플러스(INNOBIZ+)	무료	제공]

			-	연	3회,	광고	50%	할인

온라인 정책 뉴스레터 협회

•주	1회,	회원사	대상	메일	발송

온-오프라인 홍보 협회

•방송	및	신문,	온라인매체와의	협력	진행(상시)

			-	매일경제TV	방송출연	추천	및	50%	할인혜택

•기업소식	및	제품	협회	SNS	홍보

신문(지면)광고 할인 정보통신신문

•광고	50%	할인

도매꾹 프리미엄 기획전 도매꾹

•상품	무료	등록

홍보
사무용품 구매 인터파크	큐브릿지 		•최대	40%	할인

정품 SW 구매 니트로	소프트 		•한글,	office,	photoshop,	ZWCAD	등	최대	40%	할인

통합보안솔루션 지란지교소프트 		•오피스키퍼	최대	15%	할인

통번역서비스 시스트란	인터내셔널 		•최대	50%	할인

문서서식 예스폼 		•1년	회원권	20%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KTICC 		•무료점검	및	교정수수료	최대	20%	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바른세상병원(성남) 		•외래,	입원,	MRI	등	특별우대	서비스	/	최대	20%	할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건강검진	할인	/	최대	20%	할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입원진료	및	종합건강검진	할인	/	최대	20%	할인

메디피아	메디피움 		•종합검진	및	입원,	외래,	뷰티클리닉	등	우대	/	20~30%	할인

법인차량 도입지원 오토비즈 		•자체개발	비교견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견적	제공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NICE	평가정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30%	할인	

기업정보 조회서비스 RM1 할인 기업 NICE	평가정보 		

•실시간	현황	조회	및	신용도	확인	솔루션(RM1)	30%	할인

거래처 관리서비스, 신용/기술등급 평가 할인 NICE	디앤비

•회원사	전용	거래처	관리	서비스	제공	 •신용평가,	기술등급평가	30%	할인

비즈큐(법인용 명함기반 인맥관리 솔루션) 현대	ICT

•회원사	2개월	무료	제공	및	20%	할인

특허조사서비스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일반	및	분쟁대응	조사서비스	최대	30%	할인
			-	일반(특허성조사,	우선심사인증조사),	분쟁대응(무효/침해조사)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및	무료	교육	제공																																												

숙박 및 여행 할인 협회

•대명리조트(전국)	 		•호텔인터불고엑스코(대구)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
•스위트	호텔(경주,	남원,	제주)	 		•시티세븐	풀만	앰버서더	호텔(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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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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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hip+

국세청

2018 
신규혜택

2018 
신규혜택

2018 
신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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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역할 강조⋯ 협회와 회원사 위해 노력할 것 ‘한 목소리’

이노비즈협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협회와 회원사 모두의 공진화

(共進化)를 위해 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이노비즈협회 자문위원들, 그들의 포부

와 회원사에 전하는 메시지 등을 담아봤습니다.

이노비즈협회 자문위원들 그들이 궁금하다!
이노비즈협회와 회원사의 공진화를 이끄는 숨은 공신들

권병구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상임부회장

“이노비즈협회와	회원사	모두	강소기업의	성장

통을	극복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해나가

길	바랍니다.”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지속성장은	도전적	기술

혁신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노비즈	회원사들은	

도전적	기술혁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협

회와	회원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경 법무법인 법경 대표변호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발전이야말로	나

라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전폭

적인	지원을	하는	이노비즈협회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협회	소속	기업과	기업인	여

러분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

합니다.”

김성균 참회계법인 대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고개	들어	

눈을	크게	뜬	뒤	이노비즈기업을	보게	하십시오.	

이노비즈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노비즈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욱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

“그간	이노비즈협회의	정책연구실장,	법무실장을	

재임하면서	초창기	협회가	자리를	잡는데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이노비즈협회가	

중소기업의	대표	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노

비즈기업,	회원사,	협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김신섭 텐메드헬스케어 대표 

“블록체인을	활용해	글로벌	원격의료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구글,	네이

버,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공룡이	개인	정보로	이

익을	독점했다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가치를	모두	자신이	같게	됩니다.	블

록체인의	세상에	동참하세요.”

김인환 (재)디코리아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

발전연구소 사무총장/객원연구원

“지역진흥원장으로	15년	동안	지역현장에서	많은	

이노비즈기업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지역ICT

진흥원과	지역	이노비즈지부가	서로	윈윈하길	바

랍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문정석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금리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영과	자금조달

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한마

음으로	뜻을	모아	정부로부터	정책적	배려와	경

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	내

고,	대외적인	위험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한양대학교 교수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

도하는	1만	8천여	이노비즈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이노비즈기업과	협

회가	다가오는	남북	경제교류의	새로운	시대에	

주역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하기를	기대

하고	응원합니다.”

오근형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를	이끌

어가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지속가능성장

을	함께	가면서	성원합니다.”

박용인 심본투자파트너스 대표

“지금까지	이노비즈협회가	수많은	이노비즈

기업들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야심차고도	꾸

준히	추진해	온	노력들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노비즈기업들이	국가경제	

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이원승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전 육근 교육사 전력부장)

“국내	산·학·연·관·군을	껴안고	세계로!”

박귀찬 단국대학교 인재개발원 교수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면

서	수출의	상당부문을	기여하는	기술혁신회사

들의	회의체,	이노비즈협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규희 ㈜온터치컴즈 대표

“바탕이	꾸밈보다	너무	강하면	어쩐지	촌스러

워	보이고,	그렇다고	꾸밈이	본바탕	실력보다	

현란하면	공허	합니다.	이노비즈협회가	적당

한	속도를	내면서도	바탕과	꾸밈을	고르게	조

화시키며	시대를	선도하는	견인차가	되는데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오진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급격한	기술	발전

과	세계	정치·경제	상황에	의해	끊임없이	도

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기에	이노비

즈	회원사의	체질강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제

고의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모든	회원사

의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응원합니다.”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노비즈는	한국경제의	미래고	4차산업의	핵

심입니다.	자문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이노비즈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

약하게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

다.	재능기부를	다짐하면서	자문위원으로	참

여한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어

려움을	같이	고민하며	이웃이	되는	자문위원

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환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변리사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이노비즈	회원사	

및	협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

을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노비즈	회원

사의	곁에서	지식재산권분야나	기업법무	분야

에서나	작지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면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며,	이노비즈	회원사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대희 신한캐피탈 부사장

“2017년부터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GIB사업

부문	출범과	함께	그룹	내에서	이노비즈	육성

을	위해	직접투자,	기업금융지원,	IPO지원,	해

외진출을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	구축을	추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을	응원하

겠습니다.”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교수/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힘,	혁신성장

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열정	인재가	몰리는	

이노비즈!”

조형근 한국인증기관협의회 회장

“새로운	산업시대로	패러다임의	인식과	대응!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에	도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	없던	것에	도전!	2만여	회원

사의	굳건한	파수꾼인	이노비즈협회와	더불어	

우리	회원사들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지속가능한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가

교로서	소박한	소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소개는	6월호와	10월호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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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리실 역은
이노비즈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더 넓은 세상입니다!

㈜노리엔터테인먼트
www.nori-ent.com	02-6053-0448

1999년 모터 및 펌프 분야 사업으로 뛰어든 대웅기업㈜은 전문

건설업으로 분야를 확장하며 내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수중펌프의 내구성을 높인 밀폐성 연구개발을 비

롯한 다양한 자체기술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자원환경에 맞춘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엘컴은 종합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기업의 브랜

드 및 상품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커뮤니케이

션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 수행 중이다. 2005년 설립 이후 

인테리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T 컨텐츠 등으로 사업영역

을 확장하며 최근 ‘Hi-Seoul’ 브랜드기업 지정과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다. 

㈜유비쿼터스통신은 네트워크 설치 및 유무선 통신공사 

전문기업으로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입지를 넓

혀왔다. 구내방송·키폰 종합시스템 설비, CCTV 시스템, 구

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등의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최

근 분야를 넓혀 전자발찌 감응형 CCTV 시스템, LED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2014년 설립한 ㈜에이앤디플러스는 정보통신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개발한 지능

형비상벨과 올해 4월 출시한 안심케어 IoT 단말기는 여성벤처

협회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향후 5G 이동통신 기술과 

고선명 영상 관련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16년 설립한 ㈜노리엔터테인먼트는 영화·드라마·CF 등

의 컨텐츠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차세대 한류의 주

인공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아가 뷰티·건강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며 대

중문화 컨텐츠 분야의 토종 강소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

히 해 나갈 방침이다.

㈜엔제이디지털은 1993년 설립된 종합 IT솔루션 전문기업으

로, 현재 한국과학정보기술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및 다

수의 기업체에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장비 운영 관리와 시스

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

력까지 갖췄다.

대웅기업㈜
www.tpcpump.co.kr	031-984-9151

㈜지엘컴 
www.glcom.co.kr	02-867-7071

㈜유비쿼터스통신
063-464-5333

㈜에이앤티플러스
antplustech.com	02-2282-1331		

In-site

Inno-family

㈜엔제이디지털
www.njdigital.co.kr	02-3444-7384

N E W  F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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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 2018년	3월~2018년	5월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이노에버솔루션㈜ 김낙경 02-6396-9116 www.innoever.net SAP	ERP	구축	및	연결원가

㈜모비데이즈 유범령 02-6929-1620 www.mobidays.com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비에이치소프트 소병혁 02-6677-5533 www.edu-ok.co.kr 출결ok

㈜리드포인트시스템 백은주 070-4618-0681 www.leadpoint.co.kr FuNet

㈜누리어시스템 김동영 02-575-8716 www.nurier.co.kr FDS	솔루션	납품	및	시스템	구축

㈜익스트러스 정경수 02-6928-6774 www.extrus.co.kr Exafe	솔루션

㈜이피피엔 김애현 02-2085-1800 www-e-ppn.com 마이크로사이트

㈜인피닉 박준형 02-525-2202 infiniq.recruiter.co.kr 버그프리	SW품질인증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천호공영 이도희 041-553-3737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한경건설㈜ 홍진호 02-855-9396 www.hankyeong.co.kr 토공사

반도이앤씨㈜ 박재숙 02-575-1101 www.bandoenc.com 삼각사행방틀

대기해양㈜ 방영기 032-886-7777 www.daekee.co.kr 회전식	중형등명기

㈜진우엘텍 박열구 032-329-7160 www.jwent.net 조명타워

㈜오에이티엠엔씨 권봉주 02-421-0877 www.oatkorea.co.kr Gusston	도막교면	방수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엠디헬스케어 김윤근 070-7812-8072 www.mdhc.kr NGS	진단서비스

㈜닥터서플라이 안승규 02-483-5834 www.doctorsupply.co.kr 독투스에어커프	시스템

㈜신창메디칼 김용창 054-463-2400 www.scmedical.co.kr 일회용	주사기

㈜제노포커스 김의중 042-862-4483 www.genofocus.com GenoPhos

㈜코웰메디 김수홍 051-314-2028 www.cowellmedi.com 바이오플란트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노리엔터테인먼트 신주연 02-6053-0448 www.nori-ent.com 미인대회교육,	연기준비	및	입시	아카데미,	한류교육	

㈜엔제이디지털 이남재 02-3444-7384 www.njdigital.co.kr 서버,	스토리지,	데스크탑,	주변기기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인익스프레스 김완규 02-3678-0123 tonginexp.com 가정이사,기업이사

㈜지엘컴 조중규 02-867-7071 www.glcom.co.kr 전시기획	및	디스플레이	제작과	국제회의용	통역

㈜큐알티 김영부 031-8094-8208 www.qrtkr.com 신뢰성	시험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 탑플랜트 전재흠 02-579-9688 - 철구조물	제작

㈜에너빅 이승국 02-897-7907 www.enerbig.com FPS

㈜이앤이시스템 전인수 031-234-4001 www.enesystem.com YUSOO	BREAKER

㈜케이브이엔텍 김민서 051-790-9712 - control	valve

㈜여남테크 이창희 053-592-7117 - 워터파이프

에이치디에이치㈜ 임철수 054-956-8336 - 원심주조	파이프,	주강주물,	주철배관

㈜오토앤로봇 함헌주 041-531-9927 - 차량자동문(power	sliding	door)

삼경정기㈜ 주영철 055-338-7450 - 자동차	부품

㈜동화하이테크 조정혁 051-323-2219 www.dhs1.co.kr Induction	Heater

㈜프린피아 맹선호 031-498-1326 www.prinpia.net 코팅기,	크라비아인쇄기,	드라이라미네이팅	외

㈜재영테크 김용범 054-433-7544 www.jaeyoungtech.kr 부스덕트	KIT

신우몰드㈜ 조도행 032-505-7167 - 몰드베이스

씨엔엠테크㈜ 박대령 041-417-4451 www.m-tech2001.co.kr 의료기용	정밀금형

㈜신라이노텍 김연이 055-582-3532 www.sillaeng.net 자동차	프레스	판금	부품

㈜유한 정승호 031-498-8001 www.goodyuhan.com 레이져	절단	및	절곡	가공

㈜세영금형기술 최종근 031-434-6384 www.syem.co.kr 자동차부품

대웅기업㈜ 서의석 031-984-9151 www.tpcpump.co.kr 수중모터펌프

㈜성원중기계 정종선,	이의선 031-434-8901 www.sungwon7.co.kr 천공용,	굴착용	기계와	부품

㈜ 히코 김영철 041-582-4194 hicocompany.co.kr 자동차용	소음기

진영기업㈜ 오상영 031-677-0091 www.jin-young.com 태양전력	램프의	반사수를	이용한	해충방제기술

㈜한국마루이 고상식 041-588-0011 www.maruikorea.com 전해연마

동진에코텍 윤팔석 033-262-4350 www.dingjin-ecotech.co.kr 슬러지수집기

㈜썬패치테크노 김정수 041-575-4044 www.sunpatch.co.kr 썬패치

㈜광림이엔씨 최광식 031-981-0411 www.klimenc.com 휀스

세운정밀 천진한 053-357-6888 - pipe	bush류

㈜현대산기 옥낙령 032-812-4600 www.hdg.co.kr 목공기계

대한센서㈜ 최용성 02-2213-9888 www.dh34.com 수위조절기(위치센서)

㈜새희망 임정택 031-655-9562 www.shmalcasting.com PISTON(피스톤),	콘로드,	조향장치

삼보엘리베이터㈜ 김장호 051-304-3204 삼보엘리베이터.co.kr 엘리베이터

신원기전㈜ 송봉선 031-433-8770 http:www.swelev.com 직접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치

케이투레이저시스템㈜ 김명수,	김영철 070-4571-1900 www.k2laser.com 금속용	레이저	마커

대화정공㈜ 김선기 061-464-0161 daehwajk.co.kr 선박배관제작

㈜동우스페이스 이재복 041-543-8633 dwspace.com 분기배관

대영엔지니어링㈜ 김선영 063-465-5760 gw.daeyoungeng.co.kr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설비	및	플랜트

㈜신광 박형민 054-285-0031 www.sgpumpco.com 자동화설비

㈜월성테크 김은달 053-359-0788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솔팩 김은갑 031-431-1877 www.solpac.co.kr 파우치	포장기계

㈜한성엠테크 이지훈 032-513-2360 www.hsmpump.com 기어펌프

목포조선공업㈜ 김부민,	정기선 061-274-6141 www.mokposhipbuilding.com 강선건조	및	선박	수리

부원광학㈜ 박형기 032-684-8484 www.boowon.co.kr 감시용카메라렌즈

기계금속S/W

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시즈글로벌
김시육,	
김주인

031-740-4621 www.seesglobal.com 스키장갑	및	아웃도어	장갑

㈜폴리텍 한태동 043-732-0260 www.polytec.ne.kr 부직포	롤

㈜박홍근홈패션 이선희 02-3409-0095 www.phghome.co.kr 침구세트

섬유

바이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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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2018년	5월	이노비즈협회 신규 회원사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퍼니엠 김기동 02-552-7475 dshop.dietshin.com 다이어트	및	건강기능식품

인터텍이티엘셈코㈜ 그렉다릴티만 031-8069-3702 www.intertek.co.kr 전문	시험·검사·인증기관

㈜주안기업 길현만 02-2214-2882 www.juancon.co.kr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룸관	11종

㈜젠티스 신동국 070-4912-7545 gentice.co.kr 침대매트리스

㈜넥스트업 이정규 031-995-6567 www.ntup.kr 스팀큐	다리미

㈜영진산업
민병오,	민효기	

(공동)
031-984-3499 www.yjc81.com 스피드랙

㈜씨에스에이코리아 김현정 070-4027-4335 www.csakorea.co.kr 카피플

㈜리퍼스 김창주 031-531-9822 www.refus.co.kr 로커	및	사물함

㈜나인웨어 박철수 02-522-0070 www.nineware.co.kr 조리도구

㈜알.브이 김영철 043-882-1800 www.ravi.co.kr 라비시트

㈜알씨씨 문승재 054-223-2300 www.rcc-posco.co.kr 기술용역	서비스

㈜한성 이재덕 033-374-7127 www.ihansung.net 비금속	광물	제조

㈜코리아모바일 이종근,	박경미 033-652-9001 e-toilet.co.kr 이동식	화장실(KBL-603모델)

㈜디지탈명성텍 강병권 02-2273-5141 www.mscenter.co.kr 보고서

다보정공㈜ 박태신 031-314-1178 - 금형

㈜영광공작소 허철기 054-776-6456 www.ykmc.com Package	unit,	Group	Unint

경인특장㈜ 정춘윤 032-563-0303 www.kyeonginvan.com 내장탑

실버팍스 이재완 055-343-3598 www.silverfoxi.com 유모차

코리아컨버팅㈜ 김현규 031-941-1161 www.koreaconverting.com 펄지

주은유브이텍㈜ 이광석 031-455-8400 www.jecouv.com 자외선	경화를	위한	등구구성기술	및	경화기	개발기술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코주부비앤에프 이춘복 043-857-2460 www.kojoobu.com 이춘복의	비법	오리지널	육포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넥스엔정보기술㈜ 이영선 070-7722-0022 www.nexntech.com alteryx

㈜에이앤티플러스 김은아 02-2282-1331 antplustech.com 지능형	비상벨

㈜큐싸인엘이디 이용학 062-522-5503 www.qsignled.com LED	전광판

㈜이담에스티 최명순 02-857-7744 www.edamst.com 미디어	박스

㈜유비쿼터스통신 문영실 063-464-5333 - cctv

㈜센텍 서정원,	이은미 041-522-5610 www.sentec.co.kr 감시카메라(cctv)

효창산업㈜ 이중효 032-777-6605 www.hyochang.co.kr LCD	원판글라스용	제조장비

신광정보통신㈜ 김종섭 031-456-3882 www.skinc.co.kr 다심점퍼코드용	자켓	피복방법(광패치	코드)

㈜지란지교 오치영 02-6051-1059 www.jiran.com 서버필터

이지커뮤니케이션 박명권 031-463-6400 www.myez.co.kr SDD2000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퓨엠 송재범 031-221-6782 www.fewm.co.kr 산업용가스

㈜창성 황혁 044-863-2874 www.ppsinc.co.kr PVC	발포사각바

㈜신신프락콘 이의철 032-555-8682 www.spc777.kr 의약품용기	외

㈜대경케미칼 이한 055-331-8830 daekyungtape.com 양면점착	테이프

㈜유니테크산업 이병건 055-346-5775 www.unitechltd.co.kr UP-70,	80,	90,	UT-6025.6095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로페코다마거 홍승우 031-977-0112 www.lopecos.co.kr 열차단시트

㈜에이치엠 지형만 031-8065-5800 www.hmcorp.kr 다단	건조	및	탄화장치

식품

화학

환경

정보통신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한국마스터 한충권 043-882-0056 www.wdmaster.com harness	assembly

㈜에이엠아이아이엔씨 이혜연 02-3281-9091 amimed.co.kr BioXel

㈜다윈 이상철 063-471-0470 www.d-w.kr 즉석라면조리기

㈜도건시스템 김보근 062-263-1000 dokun-solar.com 웹감시	및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임베디드시스템

㈜하닉스 김정호 02-837-0150 www.harnics.com 회로	검사기

㈜엠이티(M.E.T Co.,Ltd) 김영삼 042-934-8257 www.met.kr 자동화	부품	제재조	사업

㈜알엔디플러스 김용철 031-914-3662 www.rndplus.com 적외선	터치스크린

㈜광원전자 강승구 041-552-8272 www.k-won.com PDP	Module

엘이디스트 장준구 02-2208-5545 www.ledist.co.kr 차량용	LED	실내등

㈜나산산업 박춘봉 062-956-0301 www.nasan21.com 진공청소기	부품

㈜씨.아이.제이코리아 임진홍 031-378-3045 www.cijkorea.com 산업용	마킹	시스템

청진테크㈜ 김순철 031-719-8439 www.chungjintech.com Steam	Cleaner

㈜유민에쓰티 김동환 031-429-6873 www.yuminst.co.kr 거리감지	센서

㈜선화정밀 송갑영 032-673-6721 www.sunhwaa.co.kr 전자	부품

에이펫㈜ 김덕호 031-613-8845 www.apet.co.kr 반도체	세정	건조	장비(Dryer)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최준영,	이인석	

(각자)
031-375-5900 www.kicl.co.kr Probe	Card

전기전자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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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워크숍 및 최경 워크숍 성료

- 협회 임원·고문 등 50여명 참석⋯ 친목도모 시간 가져

협회는	4월	20일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상반기	임원·자문	워크숍을	성

황리에	개최했다.	협회	임원을	비롯해	고문,	자문위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기이사회는	워크숍을	통한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협회 본회 부회장단 모임 열려 

- 회원사 발전방향 및 중소기업 관련 이슈별 대응방안 마련 취지

지난	3월	26일과	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	부회장단	회의가	개최

됐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발전방향	발굴	및	중소기업	관련	이슈별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회장단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AfDB 연차총회 세미나 부산서 열려

- 아프리카 진출 위한 기술교류 방안 취지⋯ 협회 주요인사 참석

협회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8	

AfDB	연차총회’의	주최국	부대행사를	5월	23~24일	부산	BEXCO에서	개

최했다.	성명기	회장,	협회	부산울산지회	김상진	회장,	ASEIC	김세종	사

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개소식 열려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기술협력 통한 투자 활성화 취지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6일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

터」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도

네시아	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 개최

- 이노비즈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논의⋯ 분야별 연구위원 다수 참가 

협회는	5월	31일	협회	각	위원장	및	김세종	원장	외	분야별	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노비즈	정책연구원	및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노비즈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위한 한-중기업상담회 개최

- 국내 기업 15개사·중국기업 40여 개사 참석해 상담회 가져 

협회는	6월	19일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중	

기업상담회』를	하얼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얼빈시	인민정부와	공동으

로	개최했다.	국내	기업	15개사와	중국	기업	40여	개사가	참석해	상담회

를	진행했다.

민관합동 독일 스마트공장 정책연수 마쳐 

-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 연수⋯ 독일 첨단 기술 체험해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과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스마트공장	정책연수를	다녀왔다.	이

들은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인	하노버메세	및	지멘스	본사	견학을	통

해	독일의	첨단	기술을	확인했다.

이노비즈협회 제37차 지회장 간담회 가져

- 전국 8개 지회 간 협력 및 지역 이노비즈기업 발전방안 논의

지난	3월	30일	협회에서	제38차	지회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에	앞서	

그동안	협회는	정기적인	지회장	간담회를	통해	본회를	비롯해	전국	8개	

지회	간	상호	협력	및	지역	이노비즈기업	발굴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

해	왔다.

한-이란 협력기업 매칭컨퍼런스 열려

- 이란 기업 및 이란 시장 진출 꾀하는 국내 기업 25개사 참여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5월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5회	한-이란	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이란	5

개	기업과	이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20여	개	사가	참여

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장단 회의 개최 

-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및 정부 정책 건의사항 발굴 등 모색

협회는	이노비즈기업	및	협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명예회장(역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회의에

서는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	건의사항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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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의 주요 소식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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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남

강원지회 제3차 이사회 및 임원워크숍 개최

강원지회는	지난	5월	25일~26일	양일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제3차	이사회	및	제1회	

강원지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지회	임원사	2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회원	증대	및	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원간의	결속을	

다지고	강원지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2018년 강원도기능경기대회 우수숙련기술인 시상

강원지회는	지난	4월	9일	강릉	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강원도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서	전기전자분과	최고득점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강릉고등학

교	정용빈	학생으로	이번	대회	전기·전자분과	전기기기	직종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

를	통해	정용빈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득점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원

지회는	수상자인	정용빈	학생에게	표창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했다.

손태호 경남지회 회장, 모범선수상 시상해

경남지회	손태호	회장은	지난	4월	9일	2018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서	이

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장	모범선수상을	시상했다.	경남지회는	매년	열리는	기능경기대

회	후원기관으로,	입상선수	취업률	제고와	숙련기술인	저변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원워크숍 개최⋯ 협회 운영방향 등 모색

경남지회는	지난	6월	2일	의령군	리온CC에서	2018년	임원워크숍을	가졌다.	협회	운영

방향과	회원사	지원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는	역대	회장과	정

무,	행정,	홍보수석부회장	및	5개	지구회장(김해·서남부·양산·창원·함안지구회)등	

제8대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지난	2월	13일	나기수	회장	및	최봉규	부회장은	홍종학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과	함

께	관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장관의	취임	후	최초

로	호남지역을	방문해	지역전문가인	강기정	전	의원	등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

취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변해	나기수	회장	및	임원

진이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현안에	대한	여러	협의	및	논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노비즈

기업들의	특별	애로사항도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18년 전역 예정 장병 채용박람회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제50보병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수인재	발굴과	이노비

즈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16일	칠곡에	위치한	사단사령부	내에

서	‘2018년	전역	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제대를	앞

둔	사단	모범	장병	300여명과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한	28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성

황을	이루었다.	

이날	천기화	회장은	격려사에서	“전역	예정	장병들이	우수	이노비즈기업과	함께하

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으

면	한다”고	밝혔다.

회원사를 위한 가정의 달 행사 개최

지난	5월	12일,	산업현장에서	노심초사	고생하는	회원사	대표	및	가족들을	위한	위

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이노비즈센터	1층	로비에	특별히	제작된	세트

장에서	진행됐으며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MBC	방송인	최준배(예명	‘떡배’)가	사

회를	맡은	가운데	특별	초빙된	클래식	4중주단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당초	이날	행사는	야외행사로	기획했으나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실내에서	진행됐으

나	많은	회원사	대표	및	가족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

족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기술혁신형 우수기업 초대전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5월	17일~20일까지	4일간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대구경북	기술

혁신형(INNOBIZ)	우수기업	초대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판로개척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홈플러스	칠곡점과	협력해	진행됐다.	

이번	판매전을	통해	유통경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이노비즈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회 주요 소식을 한번에 !
전국에	포진된	이노비즈협회의	각	지회에서	날아든	다채로운	소식	중	주요소식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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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

동아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토크콘서트 개최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	박광수는	지난	5월	9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창업동아

리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청년	일자리·창업	대책	등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을	안내

하고	중소기업의	현재와	미래가치	소개,	토론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업	입사	후	사회생활	등	학생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

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박광수	회장은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실업난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술혁신 우수기업시상식 및 보훈성금전달식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	박광수는	지난	4월	26일	대전ICC호텔에서	2018년	기술혁신우수

기업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	및	자문위원,	유관단체장	등	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혁신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	23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또한	이날은	대전지방보훈청에	보훈성금	300만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	성금은	

대전지방보훈청의	올해	보훈복지	특화사업인	‘백세보감	프로젝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

며	이	사업은	고령	보훈가족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해	밑반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광수	회장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2차 중소벤처기업 현장소통마당 열려

지역	중소기업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제2차	중

소벤처기업	현장소통마당’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난	4월	19일일	개최됐다.	

이날	현장소통마당에	이노비즈협회	부울지회	초대회장인	이수태	회장,	김형겸	명예회

장,	김상진	회장,	협회	임원단	대표를	비롯해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

기업지원기관협의회	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2018 제5차 정기총회 및 우수기술인 시상식 개최

부산울산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부산울산지회는	글로벌	강소기업	이노비즈인들과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2018년	제5차	정기총회	

및	우수기술인	시상식’이	지난	5월	29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노비즈협회	부울지회	초대회장	이수태	회장,	김형겸	명예회장,	김상진	

회장과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테크노파크원

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 3D프린팅 드론코리아 엑스포 개최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4월	6일~8일까지	전주시와	유관기관과	함께	3D프린

팅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우리	지

역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신성장산업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미래먹

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미래산업	육성	재고의	시간이	됐다.

제주 상공인 유채꽃 걷기 대회 가져

제주지회는	4월	1일	제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상공인과	함께	걷는	제주의	봄길’

이라는	슬로건으로	상공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서귀포	일원에서	샛노란	봄

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이해	상공인과	지역사회의	소통	및	화합

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걷기대회를	통한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류

의	장이	됐다.

충북 스마트팩토리 기업 현장밀착형 교육 펼쳐

충북지회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이해	및	현장밀착교육을	

위해	LS산전을	탐방했다.	충북지회	임원사의	임직원	20명	내외로	구성된	방문팀은	

LS산전을	방문해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이해-글로벌트렌드와	한국의	대응전략	▲

스마트팩토리	구축방법	이해	▲	스마트팩토리	구축현장-충북LS산전	스마트팩토리	

구축현장	설명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열려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6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사업진행보고	

및	임원	직위변경	▲회장선임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했다.

FTA 실무교육 및 관리사 양성교육 가져

제주지회는	지난	4월	26일~27일	양일간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FTA실무교

육	및	관리사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FTA에	대한	인식제고와	수출입기업

에서	FTA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충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충북지회는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을	초청해	이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

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기업	수출현안	논의	및	소통	▲이노비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충청북도	지원사업	연계	▲혁신성장을	위한	조례제정	및	

정책지원	방안	모색	건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는	충북지회와	지속적

인	소통을	이루어	이노비즈기업의	혁신성장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

제주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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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커머스는 토목건축·실내건축·전시공사·시설물유지

관리·보수·보강 전문업체입니다. 고객 중심 인체공학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

까지 탁월한 기술력과 앞서가는 감각 및 인체공학 등을 

구현합니다. 저는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으로서 4차 산업

혁명의 리더가 될 이노비즈기업의 발전을 응원하고, 협회

와 함께 ICT 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텔스타-홈멜 창업 후 지난 30여 년간 자동차 파워트레인 분야의 품질과 생산성 

관련 설비 제조에 힘써왔습니다. 자체개발한 LINK5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중

심으로 이노비즈기업들의 다양한 솔루션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노비즈 회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디쌤 대

표이사 이유형입니다. 디쌤은 19년간 다양한 산업분야의 

머신비젼을 전문으로 하는 검사장비 개발회사로서 이노

비즈협회와 더불어 기술혁신과 새로운 미래를 동행하며 

성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부회장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와 이노비즈기업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직관리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질문부터 던져라

『5 Questions,

성장하는 조직의 다섯 가지 질문』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몇 개의 고정 멘트가 

있다. ‘경기 침체’ ‘치솟는 청년실업률’ ‘세계 증시 하락’ 같은 것들이

다. 이 모든 상황을 함께 겪는 와중에도 위기를 돌파하며 성과를 내

는 기업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한 기업의 CEO이자 HR 전문가로서 20여 년

간 기업 문제의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 온 저자는 기업 성장의 비밀

을 ‘조직’에서 찾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진 조직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원칙을 지키는 조직은 작은 불씨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조직관리의 다섯 가지 원칙, 즉 ‘일관성, 진정

성, 수용성, 사명감, 감수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 방안을 ‘질문’에서 찾아냈다. 서로 묻고 답하는 조직이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저자는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묻고, 답하고, 실행하라고 조언한다. 기업의 리더와 직장인

이 모두 공감할 만한 사례가 담긴 이 책은 조직관리의 실용적인 팁

을 제시하는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약은 약사에게, 맛집은 역장에게

『역장추천맛집100』

맛집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진짜 맛집을 찾는 일은 오히려 어려워졌

다. 적지 않은 내용이 입소문에만 기대거나, 한두 번 맛을 본 뒤 가공

된 광고성 글이기 때문이다. 한 번쯤 맛집이라고 하여 애써 찾아갔

다가 실망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믿을 만한 누군

가의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어떨까.

『역장추천맛집100』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책이다. 매달 11만 부를 

발행하는 『KTX매거진』속 전국의 역장님이 추천하는 맛집 기사를 보

강해 한 권에 묶은 것. 전국 각 지역 역장이 자신의 단골 식당을 소개

하는 기사는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연재됐다. 역장

이 추천한다는 ‘신뢰’가 주는 힘이다.

숨 가쁜 도시 생활에 지쳤다면, 이 책을 손에 쥐고 기차표를 끊어 보

자. 고향의 집밥 같은 푸짐한 요리가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매 역마

다 역장 인터뷰를 통해 소개된 지역 관광명소까지 방문한다면 잊을 

수 없는 힐링 여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KTX매거진』에 게재됐던 

화보와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은 물론 ‘코레일 철도 노선도’ ‘우리

나라 아름다운 간이역 QR코드 동영상’ 등 다채로운 볼거리는 덤이

다. 

협회 이사에서 최근 부회장에 오른 

김선겸·이유형·임병훈 대표. 이노비즈협회의 발전을 견인할 주역답게 

3인방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이들의 마음가짐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향후 포부를 들어봤다. 

부회장 3인의 당찬 포부
책소개

“협회 발전, 
이제부터 우리가 책임집니다!”

‘진짜’를 찾는 당신에게

“협회와 함께 ICT 융합에 앞장설 것”
- 김선겸 부회장(㈜정원커머스 대표이사) 

“협업 통해 동반성장의 발판 마련할 것”
- 임병훈 부회장(텔스타-홈멜㈜ 대표이사)

“협회와 회원사 성장 위해 헌신할 것”
- 이유형 부회장(㈜디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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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B O O K
현대인들은 조언도, 

팁도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디가 무르고 단단한 땅인지,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싶은 이노비즈 가족들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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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 범위’ 

그것이 알고 싶다!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휴일·연장근무	포함)

-	300인	이상	기업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시기	2018년	3월	20일 시행시기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1 14 4

5 5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2019년 7월 1일 ▶ *21개 특례제외업종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50~300인 
미만

2020년	7월	1일

5~5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2021년	1월	1일

30~30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5~30인 
미만

▶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2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노사	서면합의	시,	

인정기간	2021년	7월	1일~2022년	12월	31일)

▶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 1주	노동시간	단축 ▶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

40시간 →

 35시간

6시간 →

5시간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란?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노동시간 특례업종 

기존	26개	→	5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

·보건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행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됩니다”
-	매	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현금성	복리	후생비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

-	2019년부터	시행	예정

소정근로에 대해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기본급 및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개별적인 

수당 등으로 구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비·숙박비·교통비 등)으

로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저임

금으로 인정

예시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 월 환산액 약 157만 원

▶ 157만 원의 7%인 약 1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

▶ 복리후생비 16만 원 지급 시, 5만 원 최저임금에 산입

최저임금 산입 범위란?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

•업무와 직책에 따른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변동이나 임금격차 조정을 위한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면허 소지나 특수작업 종사사를 위한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특수지역 근무자를 위한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운송업무 근무자를 위한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기술 및 능률 향상을 위한 생산장려수당

*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 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최저임금 산업범위 포함 내역

▶ 즉, 급여 체계와 총액은 같으나 항목 일부(정기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새롭게 인정

예시  월 급여(208만 원), 2018년 최저임금 157만 원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월 급여] 208만 원 = 기본급(147만 원) + 정기상여금

 (45만 원) + 복리후생비(16만 원) 

(현행: 최저임금 불인정) 

▶ 최저임금(=기본급)이 147만 원으로 불인정 

(변경: 최저임금 인정) 

▶ 최저임금(=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이 157만 원으로 인정

* 정기상여 및 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기본급)에 산입(10만 원)

•정기상여금(45만 원) 중 최저임금(157만 원) 대비 25%

(약 40만 원)를 초과하는 약 5만 원, 최저임금(=기본급)에 산입 

•복리후생비(16만 원) 중 최저임금(157만 원) 대비 7%

(약 11만 원)를 초과하는 약 5만 원, 최저임금(=기본급)에 산입

실제 사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

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인정

예시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 월 환산액 약 157만 원

▶ 157만 원의 25%인 약 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

▶ 정기상여금 45만 원 지급 시, 5만 원 최저임금에 산입

정기상여금 인정 범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가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도	예정돼	있다.	

각	기업마다	새로운	근무환경의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봤다.	

3



For Readers
••

<지난 호 퀴즈 정답>

1 9 3 4 6 8 7 2 5
6 7 5 3 2 9 1 8 4
8 2 4 1 7 5 3 9 6
3 6 7 8 4 1 2 5 9
5 4 2 9 3 6 8 7 1
9 1 8 2 5 7 4 6 3
4 8 1 6 9 2 5 3 7
7 3 6 5 8 4 9 1 2
2 5 9 7 1 3 6 4 8

윤채원(경기 수원) 지난 호 넥스트 패러다임 코너에서 다뤘던 무

인편의점 기사를 보며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우리

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아가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어

떻게 활용해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민웅(서울 구로) 총론을 드리자면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노비즈기업들의 다양한 활약상

을 인터뷰와 제품 소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 

탁월했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의 활동상까지 볼 수 있어 만족스

러웠습니다. 

화창한 요즈음,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놀이공원을 주제로 집중력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낮과 밤사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들이 일부 달라졌어요. 

방문객들을 제외하고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INNOBIZ+> 독자 의견!

낮과 밤사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방문객을 제외하고 달라진 곳이 총 11곳입니다.

2. 형태뿐 아니라 색상과 방향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Check 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