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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with INNOBIZ

존경하는 이노비즈인 여러분!

그리고, 이노비즈기업에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

어두운 밤을 가르고 새벽을 깨우는 닭의 기운찬 울음소리처럼 희망의 2017년 정

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경제와 정치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

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소비 감소의 이중고가 경기침체와 고용시

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경

제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컨트롤타워의 마비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은 국가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노비즈인 여러분!

우리 이노비즈기업은 혁신적인 도전과 창조로 중소기업의 선봉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왔습니다.

18,000여개의 이노비즈기업은 일반중소제조업의 3배 이상의 높은 경영성과를 내

며, 국내 GDP의 약 16.5%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의 혁신적인 성장동력으로 자

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내수 침체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노비

즈기업의 52%가 수출기업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술혁

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35%를 책임지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

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이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두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노력한 이노비즈인들이 있기에 가능했

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동력 이노비즈



사랑하는 이노비즈인 여러분!

우리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해 우리를 둘러싼 여건들은 녹록치 않아 보

입니다. 우리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우

리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

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의 새로운 혁신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융합을 준비해온 우리 이노비즈기업에게

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도전이 두려움이 아닌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올 이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우리 이노비즈기업이 4차산업혁명의 주인공

이 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노비즈 가족 여러분!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소

기업 성장의 선봉에는 이노비즈기업 자리하고, 기술혁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진

리를 올해에도 대한민국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면 어떠한 위기도 타개할 수 있다는 변신타위(變新打危)의 자세로 노력

해 나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협회 역시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대기업·중

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등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유년 올 한해 붉은 닭의 명

철한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  규  대

새로운 

산업패러다임 주도

2017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Share with INNOBIZ

신병철 경영학 박사는 저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70%는 보는 것을 믿기보다는 믿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모두들 이변이라고 생각했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역시 

이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결과는 아니었을까요? 

힐러리의 승리를 원했던 전문가, 식자층이 믿고 싶은 것에만 예측을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권의 동업자이고 협조와 경쟁을 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성정치와 정치 기득권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협한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결과, 혹은 원치 않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생각에 갇혀 세상의 변화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영자의 위치에 계신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유연한 사고와 경청의 자세로 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은

예상하지 못한 일 이 아니라

예상하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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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품 활로  

공공조달이 뚫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경영상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판로 개척의 문제이다.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적합한 구

매처를 찾지 못하면 제품은 사장되고 만다. 지난 2월 취임한 정양호 조달청장은 누구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

했고, 그 결과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도울 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이 신산업과 신생 벤처

기업을 위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해 드론,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유망 제품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와 관련해 벤처, 창업기술의 신기술, 혁신제품을 공공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돕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노비즈협회가 정양호 조달청장을 직접 만나 공공조달시장의 확대 개방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

해 들어보았다. 

중소기업에 이롭다 조달청장  정 양 호

정리 김도연

경력사항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수석전문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상  훈

•	 홍조근정 훈장(2015년)

학력사항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	미국 남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 행시 28회 합격 

Interview  

조달청장 

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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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양호 조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첫 산자부 출신 조달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밝혀주신다면?

“그동안 조달청은 기재부 출신들이 주로 청장을 맡아 예산 절감 등의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두고 조달정책을 

전개해왔습니다. 산자부 출신인 제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자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저와 조달

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5월에는 경제, 산업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수

립·발표하여 차질 없이 수행 중입니다. 일례로 신사업과 벤처사업의 신생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벤처나라’라는 전용 쇼핑몰을 구축했고, 드론,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유망 제품이 공공분야를 디

딤돌 삼아 그 저변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등 기술혁신형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의 공공조달은 중소기업 보호와 기존 완성품 중심의 판로 지원이 주를 이루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수

요 창출 기능이 미약합니다. 인증제도를 근간으로 그 혁신성을 평가하여 실제 기술혁신의 유도 효과가 미흡하

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구매와의 연계를 통해 선도적으로 시장

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영국 등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으로 공공혁신조달 제

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조달청도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R&D 촉진 및 구매연계를 통한 선도시장 창

출을 위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계획’에 공공혁

신조달을 도입하고, 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에 미래부와 시범구매를 추진 중이며 기술 융복합 분야에 공공혁신

조달을 접목해 신산업분야 공공조달 연계 확대를 위한 신규 수요 발굴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예산체계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도입 근거 규정도 

마련 중입니다.”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장벽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벤처나라를 만드셨습니

다. 그 배경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벤처·창업기업은 신기술·혁신제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돕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는 시장에 유사 제품이 없어서 입찰 

경쟁이 어렵고, 판매 선례가 없어서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며 특허·인증 등을 통한 수의계약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자금, 인력,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 공공판로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 벤처나라를 구축했습니다. 벤처나라는 공공기관과 벤처·창업기

업 간의 직접거래의 장으로 상품 홍보 및 공공조달시장에서 초기 판로 기회 제공에 의의가 큽니다. 지금은 개

통 초기이므로 구매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관심

은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노비즈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로 추천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

고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한편 실질적인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등

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조달시장으로도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 이 부분에도 변

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외조달시장 지원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

을 한 결과 10월 기준 수출실적은 3.6억 달러였고 연말까지는 4.5억 달러가 예상되어 2013년보다 3.2배 증가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구매와의 연계를 통해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 

공공판로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 

벤처나라를 

구축했습니다



10

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해외 지역별로 특화된 조달전문인력을 육성해 해외진출 희망업

체에 채용을 추천한 결과 2016년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 과정 전문인력을 G-PASS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

하여 UN 및 미국연방정부, 주한미군 등에 기업을 등록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모스아인스가구는 UN 입찰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하였고 5개사는 입찰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017

년에는 G-PASS기업을 500개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달기업들을 수출 기업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주와 전통식품 살리기에 나서는 등 

지역 발전을 돕는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나라장터의 판로 지원, 홍보기능과 접목시켜 안전하고 신뢰성 있

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8개 여행·체험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최초 

개발 상품인 군산지역 방문객은 나라장터 등록 이전보다 100%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지역 장인이 운영하는 ‘향토명품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행·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

급할 예정입니다.

또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5만여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통주를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소주, 고창 복분자주 등 33개사 107개 제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고 11월부터는 한과, 고추장, 된장 등 전통식품도 조달상품으로 개발하여 현재 5개사 17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달청잭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조달정책들 중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일들을 신속히 완료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경우 정책 보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역할이 과거의 단순한 계약대행에서 조

달시장 종합관리로 확대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면서 이러한 조달시

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노비즈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노이카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를 뒷받침한 것은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위하여 노력한 중소기업입니다. 세계적

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1만 8천

여 이노비즈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들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달청도 품질과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이롭다 조달청장  정 양 호

정리 김도연

중소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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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에 이롭다 중국 진출 사업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이노비즈협회 3차 비즈니스대표단 장쑤성 파견

이노비즈협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유도와 장쑤성 현지교육 및 

비즈니스매칭상담을 위해 중소기업 대표 및 관리자로 구성된 3차 비즈니스대표단을 중국 장쑤성 쑤저우로 파견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중소기업 14개사와 중소기업청, 이노비즈협회가 참여했고, 참가기업들은 개별기업 매칭상담회를 가진 후, 현지 매칭기업에 직접 방문을 통해 

기업 현장을 보고 역량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 산업단지 방문, 현지 전문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비즈니스대표단이 방문하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는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상공업과 물류 중심 도시로, 면적 8488㎢, 인구 1054만 명이며, 

주요 국내 기업으로 삼성, 포스코, 만도, 두산 등이 진출해있다.

자료 경영기획본부 글로벌혁신팀     정리 김도연

추진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출국

설명회 및 전문교육

기업상담회 및 

기업방문

현장교육

(산업단지방문 등)
귀국

기업대표단 15명

분류 순번 소  속 성명 직책 업종 업종

기업

1 현대파스너 홍후근 대표 기계
- 자동차부품 (냉간주조물) 

- 전자제품부품

2 에스앤에이 권경수 대표 IT
- 반도체부품

- 광학 센서

3 지우이앤이 이승우 본부장 환경
- 지반개선 사업

- 수질개선 사업

4 상온 김성태 대표 의료기기
- 온열침대

- 의료기기 생산

5 로데브 강유희 대표 IT
- 티켓예매 관리 시스템 개발

- 학사관리 시스템 개발

6 아이파이브 박철웅 대표 IT
- 클라우드 기반 웹사이트 제작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7 비제이코스메틱
이정민 대표

바이오(화장품)
- 화장품 제조 생산 

-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생산백은식 고문

8 도로시 코스메틱 소성훈 이사 바이오(화장품) - 화장품 제조 생산

9 엔티에스 정우열 이사 IT
- 반도체부품

- 반도체소켓 및 핀 제조 생산

10 프레스토 솔루션 박태곤 대표 IT
- 반도체부품

- FPD관련 모션 컨트롤 및 I/O개발 등

11 부민 최승균 대표 화학
- 친환경 플라스틱(ABS) 제조

- 친환경 소재개발

12 시맨틱 김안종 대표 IT
- 디지탈 광고 솔루션 개발

- 온라인 및 모바일 관련 광고

13 한국다이퍼 전일구 이사 바이오(화장품, 일용품)
- 한방 여성생리대

- 화장품 제조생산

14 ADT캡스 윤인섭 부대표 서비스
- 무인경비 시스템

- 경비서비스 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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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쑤성비지니스대표단              

기업매칭상담회 개막식, 12월7일

2. 장쑤성비지니스대표단                 

기업매칭상담회, 12월7일

3. 장쑤성비지니스대표단                

현지기업방문(만도헤라)

(사진) 

권대수 중소기업청 중국협력관 국장, 

이상철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이환희 이노비즈협회 경영기획본부 

글로벌혁신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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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중국사업 추진성과 

•	헤이룽장성 대표단 초청 (’16.04월, 서울)

- 헤이룽장성 투자 설명회, 한-중 기업매칭 상담회* 추진
* 중국 민·관 기업 54개사, 국내 중소기업 100개사 참여

•	헤이룽장성 “하얼빈대표처” 정식승인 (’16.04월, 하얼빈시)

-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헤이룽장성 하얼빈 내 협력 대표사무소 설치·운영

•	광둥성 비즈니스대표단 파견 (’16.05월, 자오칭시)

- 중소기업 10개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기업과의 기업 매칭 상담회, 매칭기업 현장방문, 전문교육 등 추진
* 중국기업과의 계약 3건 체결(공일공일, 창성에이스산업, YME&M)

•	헤이룽장성 비즈니스대표단 파견 (’16.06월, 하얼빈시)

- 중소기업 7개사를 파견하여 중국 현지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매칭 상담회, 매칭기업 현장방문 등 추진
* 300천불 규모 30건 상담

•	장쑤성 비즈니스대표단 파견 (’16.12월, 쑤저우시)

- 중소기업 15개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기업과의 기업 매칭 상담회, 매칭기업 현장방문, 전문교육 등 추진   ◉

◈ ’16년도 추진성과

[한-중 기업교류] 국내 약 132개사, 중국 약 160개사 기업매칭상담 추진

[계약체결] 한-중 기업 간 계약체결 3건

[기타실적] 이노비즈협회 하얼빈대표처 설립 (’16.04월 승인) 

2016년도 중국사업 추진성과(요약)



R&D혁신에 이롭다 2016 이노비즈 실태조사

자료 사업지원본부 정책기획팀     정리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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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노비즈 정밀실태조사

꾸준한 R&D활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다

이노비즈협회는 2015년도 기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경영성과, 고용, 수출실적 등을 조사한 『2016 이노비즈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노비즈기업 17,424개사 중 2,000 유효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의 이노비즈기업이 지속적인 R&D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85%이상의 이노비즈기업이 성숙/성장기 단계에 있으며 

11.9%의 기업이 재도약기에 있다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앞으로의 이노비즈기업 성장 전망 또한 밝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노비즈기업의 거듭되는 성장과 성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42.3억 평균 영업이익은 8.3억 원, 평균 종업원 수는 42.2

명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은 92%였다. 수출기업 비율은 51.8%이며, 평균 수출액은(1억 원 이상 수출하고 있는 기업 기준) 

직간접 평균 68.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노비즈기업의 92.7%가 연구개발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74.4%가 기업부설연구소(독

립)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R&D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평균 종업원 수 42.2명 중에서도 R&D 인력

이 9.1명으로 21.5%를 차지했고, 그 중 전문학사/학사가 7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술개발 빛 혁신 동기 면에서는 기존제품의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으

며, 시장점유율 확대/유지, 새로운 분야 진출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외 산업재산권 평균 출원/등록건수는 각각 12.8

건/11.7건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출원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로 매출액 껑충 

수출기업 비중을 보면 이노비즈기업 중 51.8%가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노비즈기업의 수출률은 꾸준

히 50%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수출 중인 이노비즈기업 중 44.0%

는 수출 관련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일반부서 인력이 수출업무를 전

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노비즈기업의 해외진출 국가 현황을 보면 아시아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북미가 31.0%, 유

럽이 24.8%를 차지했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4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국가 중에서

는 미국이 25.2%로 가장 많았다. 

수출액 면에서는 제조업의 평균 수출액이 69.8억 원으로 비제조업(62.5억 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중에

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85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매출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수출액이 높게 나타났으

며, 조직성장단계별로는 성숙기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73.9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 이노비즈 정밀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15년 12월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17,472개사 중 2,000개(11.4%) 표본

※ 표본회수 2,022개사 중 2,000개사(표본층 1,875개+전수층 125개) 활용

이노비즈 산업분류 8개 × 종사자 규모 7개 표본 배분

•	조사내용 : 일반현황, 인력현황, 기술현황 및 성과, 수출현황 및 계획 등

•	조사방법 : 직접방문, Fax, Mail, 전화 조사 병행 실시

•	자료출처 : 2015년 12월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DB (www.innobiz.net 등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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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노비즈기업 현황

이노비즈 인증 전·후 수준 비교   이노비즈 인증 전    이노비즈 인증 후

업종별 이노비즈기업 현황

건설 646
기계금속 4,682

기타 2,797

전기전자 3,373

바이오 442

식품 529

정보통신 1,078

서비스 610

화학 1,213

섬유 411

환경 413

S/W 1,278

이노비즈기업 일반현황

평균 매출액 142.3억 원

평균 영업이익 8.3억 원

평균 종업원 수 42.2명 (정규직 비율 90.5%)

수출기업 비율 51.8%

평균 수출액 68.7억 원 

74.4

16.6
1.6

7.3

연구개발부서 보유 비율
92.7%가 연구개발부서 보유, 이 중 74.4%가 기업부설연구소(독립)를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독립연구소 포함)

상시 기술개발 전담부서

(부,실,과 등)

임시기술개발전담팀

(T/F팀)

전담부서 없음

(생산부서에서 기술개발 

수행시)

연구개발/기술직 인력 구조 

[BASE; 연구개발/기술직 인력이 있는 

업체 16,847개사, 단위; %, 명]

 경영기획/사무관리 

19.1

 기타

5.3

 생산직

41.1

 영업/마케팅 

13

 연구개발/기술직 

21.5

2015년
직종별

인력비중
(%)

 박사

6.4

 전문학사/학사

75.6

 석사

15.4

 고졸

이하

2.6

연구개발/
기술직인력
학력수준

비중

해외시장 
진출여부

53.3
59.7

가격 경쟁력

+6.4

56.2
65.7

품질 경쟁력

+9.0

49.2
59.4

마케팅 경쟁력

+10.2

50.4
57.0

디자인 경쟁력

+6.6

51.1
58.3

조직관리 경쟁력

+7.2

43.6
51.9

수출 경쟁력

+8.3

56.0
65.7

기술 경쟁력

+9.8GAP

수출현황 및 계획

해외시장 진출(수출) 이유 (수출업체 12,146개사)

5.5
6.1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0.5 0.4 0.0 0.0
1.3 1.1

2.4 2.12.4 2.00.1 0.1
0.3 0.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국내 산업재산권    해외 산업재산권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건수
출원 12.8건 /등록 11.7건 ※ (참고)‘14년 조사결과: 평균 국내·외 산재권 출원/등록 각각 5.6건/10.5건

55.4

21.7

9.1 8.8

구 분
수출방법별 비중(%) 2015년 수출액(억 원)

직접 간접 직접 수출액 간접 수출액 평균 수출액

전 체 70.9 29.1 48.7 20.0 68.7

수출하고 있음

51.8

수출하지 않음

48.2

협소한 내수시장 

및 

과다경쟁 탈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 위험 분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급 네트

워크 구축

글로벌 시장

에서의 기업 

인지도 확보

선진기술형 

기업과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의 

원재료/인건비 

활용

기존 거래선의 

해외수출과 

연동

0.0
2.9 2.1



이노비즈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공공조달시장 지원방안 모색  

이노비즈협회, 정양호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노비즈협회는 11월 14일 정양호 조달청장과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을 비롯한 6명의 조달청 관계자들을 초청해 

창조경제 구현의 실질적 주체가 될 이노비즈기업인들이 조달청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이노비즈협회의 건의사항을 위주로 조달청장 간담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노비즈혁신에 이롭다 조달청장 간담회

자료 경영기획본부 글로벌혁신팀     정리 김도연

이날 간담회에는 정양호 조달청장을 비롯해 변희석 신기

술서비스국장 등 4명의 정부관계자들과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및 이노비즈기업인 등 14명이 참석해 중소

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규대 회장은 “이노비즈기

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일반 중

소제조업 대비 3배 이상 성과를 내고, 연평균 3만 개 이

상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한 예비 중견기업군”

이라며, “우수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

이 존재하여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지원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달청에 당부했다.

또 이날 참석한 이노비즈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조달

청 우수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우수조달제

품 선정 시에 혁신형 중소기업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

의했다. 특히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횟수의 증가와 

지정 심사 시 현장 감각을 지닌 우수제품 평가위원을 포

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며, 간담회 중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기술기반 융합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

로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덧붙여 이노비즈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다수

공급자 계약 평가 시에 가격 부문의 배점한도 개선과 물

품 구매 적격심사 시 이노비즈 인증 제조업체에 대한 신

인도 가점을 상향시켜 줄 것 또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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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비즈협회 주요 건의 제목과 요지 및 조달청장 피드백 내용  

순번 건의 제목 건의 요지

1 중소기업 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주)메디칼드림 대표이사)

•	현장감각을 지닌 평가위원(중소기업 단체 추천 등)이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 

청장 피드백        

우수조달제품의 비율을 너무 확대하게 되면 우수제품에 대한 분별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적정선에서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2 조달청과 이노비즈기업 간의 소통 채널

*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주)메디칼드림 대표이사)

•	조달청의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음,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함

청장 피드백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배점한도 개편

* (주)에스티씨 박광수 대표

•	가격 배점이 높아 기업 간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무리한 가격경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방지 및 기술

개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가격부문의 배점한도 개선 필요

청장 피드백        

MAS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동등하거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가격적으로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가격을 주요 평가지표로 운영함. 평

가지표별 변별력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음

4 조달품목 검사 시, 이화학 및 현장검사의 

탄력적 운용

* (주)보광직물 차순자 대표

•	조달품목 관련 이화학검사 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납품지연이 발생되고 납품지연 관련 일정 조정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기존 검증시스템 이외에 전문검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위탁검사 의뢰 등)하고, 납품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당성 검증을 통해 기업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인 조정을 제안 

청장 피드백        

섬유관련 이화학 검사기간 지체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를 올해 초 2인 추가(‘16.9월), 향후 1명 추가 충원 예정(’17.상반기)

5 지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기관 

협조 요청

* 지인디자인(주) 박지윤 대표

•	지역 내 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없어 구매로 이어지는 데 어려

움이 있음. 지역 내 관련기관(지방 조달청 및 중기청 등)은 주기적으로 업체파악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관내 수요기관

에서 해당지역의 기술개발제품을 인지하고 선택 및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

청장 피드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처(중기청)와 협조하여 최대한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음. 또한 실적부족으로 다

수공급자체결이 곤란한 규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다른 계약방법(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우리청에서 조달 요청 시 신속하게 구매를 추진해 

가겠음

6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기술능력평가)과 이노비

즈 기술평가 간 연계

* (주)백경지앤씨 박봉근 대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평가부문을 민간 TCB기관의 기술평가 등급을 활용, 이노비즈 선정 평

가 시 기술평가는 공공 TCB기관(기술보증기금)의 TCB모형과 유사하므로 이노비즈기술평가 결과와 TCB 기술평가 결

과 간 상호 활용방안 모색 요청

청장 피드백        

기술평가 관련하여 향후 제조업체의 이행능력평가 강화를 위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에서도 기술등급을 적용할 예정,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공통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7 적격심사 시, 기술평가 비중 강화 및 이노비즈

기업 우대

* (주)GES 박성호 상무

•	방위사업청은 ‘16년 국방조달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심사 평가를 가격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 활성화를 위해 적격심사 중 기술평가 항목 비중 강화 및 이노비즈 인증 우대 요청

청장 피드백        

‘16년 7월부터 제도 개선이 진행 중, 단기간 내 배점 향상은 어려우나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조정해 보겠음

8 신규 물품 관련 체계적인 조달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 이엔테크놀로지(주) 이명우 전무

•	에너지신사업활성화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기술기반의 융합 신규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달계획 수

립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청장 피드백        

ESS 등 기술기반 융합 신규물품에 대하여 산업부와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중, 그 중 ESS시장은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부분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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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혁신에 이롭다 조달청장 간담회

자료 경영기획본부 글로벌혁신팀     정리 김도연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을 비롯한 이노비즈기업인 14

인은 총 12가지의 제도, 정책상의 건의사항을 제안하였

다. 이에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노비즈기업의 애로사항

을 신중히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충실하게 피드백했다. 끝으로 정양호 조달청장은 담

당자들이 기업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을 통해 성장

하여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조달청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

1

3

2

4

1. 이노비즈협회 조달청장 간담회의 전경

2. 조달청장 간담회에 참여한 정양호 조달청장과 이노비즈기업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이노비즈협회의 건의사항에 피드백하는 정양호 청장

4. 건의안을 제시하는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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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감독이 영화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1994)’ 속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

기업나눔혁신에 이롭다 최고위 · 여경위 오페라 송년 행사

여성경제위원회와 함께하는 

2016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송년의 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12월 8일 오후 6시 서울 도곡동 도곡아트홀 Space LACH에서 

‘여성경제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용태 총동문회장과 박지윤 여성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미숙 명예회장, 한승호 명예회장, 성명기 명예회장, 임인걸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 행사는 

여성경제위원회 주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후원으로 마련되었고, 

한몸기 시범운동과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석한 대표들의 힐링을 돕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오페라 공연에는 길효서 교수와 테너 김준만, 소프라노 이소연 등이 참여했고, 해설은 정지철 감독이 맡아 진행했다. 

자료 경영기획본부 대외협력팀      정리 김도연       사진 임영미



이날 행사와 관련해 박지윤 위원장은 “사회가 복잡한 시

기에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격려를 도모하고자 문

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

회는 평균 45억 매출액에 23명의 인재를 창출하는 탄탄

한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노비즈협회 산하의 위

원회”라고 소개했다. 

또 “회원들이 협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함으

로써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고 더 많은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이

노비즈인증사 뿐아니라 이노비즈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기업들을 발굴해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2년 전까지 여성특별

위원회로서 이노비즈 인증사가 아닌 일반 여성기업인들

도 활동을 하는 모임이었지만, 1만 8천여개의 이노비즈 

인증사 중 여성기업의 인증이 6%를 넘으면서 이노비즈

기업의 여성 대표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인디자인(주) 박지윤 대표는 지난 

6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

회장,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장, 이영 한국여성벤

처협회장,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과 2016년 여성인

력정책 추진방향 공유와 여성 경제계 의견 수렴의 자리

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여성경제위원회의 리더

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여성경제위원회와 함께 하는 2016 이노비즈 최고경영

자과정 송년의 밤’ 행사 후원을 맡은 이노비즈 최고경영

자과정 총동문회 이용태 회장((주)유니맥스 대표)은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주로 산악회와 독서토론회, 

골프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연말을 맞이하여 

여성경제 위원회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문화행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도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능력을 키우고, 상호간 교류 확

산을 위해 15주 커리큘럼으로 마련된 이노비즈 최고경영

자과정은 2008년 당시 1기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4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용태 회장이 총동문회

장을 맡으면서는 독서토론회를 열고 이노비즈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박지윤 위원장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이용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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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혁신에 이롭다 3만 일자리 돌파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 데이터 한 눈에 

“7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 성과의 기록”

이노비즈기업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10개월간 34,25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어 

2010년 이래 7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 신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향후 이노비즈기업의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도별 일자리 창출 누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고용정보 DB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로 분류된 세부 데이터들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 이노비즈기업의 7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 역사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사업지원본부 일자리창출팀     정리 김도연

 조사대상 및 방법 

이노비즈협회는 2016년 10월 31일 조사시점 당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이 완료된 이노비즈기업 및 

예비 이노비즈기업(이노비즈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37,046개사(이노비즈기업: 17,223개 사, 예비 이노비즈기

업 19,823개 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31일 생성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2016년 10월 31일 생성된 고용보험 피보

험자수를 대조하여 10개월간의 증가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 

연도별 일자리 창출 누적 현황

※ DB 분류 내용

① 최초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16.10.31기준 52,273개 사의 

DB 제공 받음

② 전체 DB 중, 데이터 값을 확인

할 수 없는 15,227개 사 DB와 

③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6,550개 사 DB,

④ 15년 대비 16년 피보험자수 

증감(-25명) 이상으로 기업

분할이 의심되는 기업 360개 

사를 제외한 

⑤ 30,136개 사의 기업DB만을 

사용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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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효표본 추출

구 분 전체 이노비즈 예비이노비즈 비 고

모집단(요청기업) 52,273 17,683 34,590 최초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수집데이터 수 37,046 17,223 19,823 ‘15～‘16년 피보험자수 0명 기업 제외

추출표본 수 30,496 16,333 14,163 근로자 5인 미만 기업 제외

유효표본 수 30,136 16,146 13,990 기업분할 의심(-25) 기업 제외

유효표본 비율 81.3% 93.7% 70.5% 계산식(유효표본/수집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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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노비즈 일자리 창출 26,366 23,638 25,146 27,017 17,858 17,658 17,501 

예비이노 일자리 창출 5,643 7,106 8,752 10,350 12,406 14,980 16,758

일자리 창출 수 전체 32,009 30,744 33,898 37,367 30,264 32,638 34,259

연말기준 추계 38,411 36,893 40,678 44,840 36,317 39,166 41,111

(단위 : 명)

(단위 : 개사)



23

2016 vol.30 Winter

협력을 제시하다  
제 1회 한 · 인니 중소기업 친환경 포럼

미래를 제시하다    
2017년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

노하우를 제시하다
비즈니스 매너 <독일 편>

힐링을 제시하다     
영월군 소개 및 영월군수 인터뷰

성공사례를 제시하다    
논어를 통해 배우는 인문학 리더십

토픽을 제시하다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 주요 뉴스

해결책을 제시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칼럼

비전을 제시하다    
영업비밀보호센터 칼럼

믿고 따를 길을 
제시하다路



협력을 제시하다 ASEIC

글 ASEIC 김정호

ASEIC, 제1회 한-인니 중소기업

친환경 포럼 개최

1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이하 ASEIC, 이사장 이규대(이노비즈 

협회장)]는 한국 중소기업청,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함

께 2016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

니 중소기업부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제1회 한-인니 중

소기업 친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ASEIC과 한국 중소기업청, 인니 중소기업부가 주관을 맡

은 그린비즈니스센터와 협력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협력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중소기업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의 친환경 

혁신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환경

부, 무역부, 내무부 등 인도네시아 정부부처를 비롯해 협

회, 대학교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관과 중소기업 관계

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규대 ASEIC 이사장의 환영사와 멜리

야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의 개회사, 강장진 한-

인니 경제협력사무국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

과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 및 친환경 정책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조하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장관 상임고

문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친환경 사업’을 주제로, 서영

태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 환경과장이 ‘대한민국 환경

정책 개요 및 친환경기업 지원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중

소기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기조연설을 펼쳤다.

기조연설 후 첫 번째 순서로 와휴니 보고르 농업연구소 

연구원도 ‘중소기업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관한 성공사

례’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박은우 인도네시아 중소기

업부 자문관이 ‘OVOP 사업을 통한 한-인니 기업 간 상

생협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찬 후에는 민타르시 인도네시아 환경부 국장이 ‘인도

네시아 친환경 정책’에 대해 발표로 세 번째 세션의 문을 

열었고, 끝으로 김민규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친환경 분야 한-인니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제로 중소

기업과 환경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포럼과 함께 태양광 및 LED, 수처리 약품, 환경기

자재, 폐의류 및 폐지 재활용 수공예품 제작을 하는 친환

경 업체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케이피리 엔지니어링, 

신우이엔씨 등 4개 한국 기업과 5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마련되었다.    ◉

24



2 3

1. 이규대 ASEIC 이사장(왼쪽부터 4번째)이 12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함께 개최한 “제1

회 한-인니 중소기업 친환경 포럼”에 참석해 멜리야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차관(왼쪽부터 5번째)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 이규대 ASEIC 이사장이 12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와 함께 개최한 “제1회 한-인니 중소기업 

친환경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왼쪽부터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안창섭 부회장,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조하리 장관 상임고문, 멜리야디 차관, ASEIC 이규

대 이사장,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 강장진 사무처장, 서영태 환경과장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는 

ASEM 회원국의 중소기업 에코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로 2011년 설립된 후 

2014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개도국의 에코이노베이션을 확산하고 ASEM 회원국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사업, 친환경 중소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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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제시하다 특별칼럼

2017년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비전과 전망>

앞이 안 보이는 경제, 

독일의 ‘히든챔피언’ 전략으로 승부하라

2017년 경제는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7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7.8%)은 2017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또 중

소기업들이 예상하는 2017년 경제성장률은 ‘2.2%’로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나 KDI(2.4%), 한국은행(2.8%) 등 국내외 주요 경제정책 관련기관의 

전망치보다 낮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체감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전략’을 통해 2017년 한국 중소기업

이 나아갈 비전과 전망에 알아보자. 

독일 본에 있는 파이프오르간업체  클라이스 를 보자. 이 

회사의 직원은 불과 65명, 해외 마케팅 직원도 거의 없지

만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독일의 상징인 쾰른대성

당을 비롯하여 모스크바국제예술센터, 베이징 국립대극

장 등에도 제품을 설치했다. 비결은 명성을 듣고 찾아오

는 각국의 고객이었다. 이 회사는 해외에서 찾아오는 고

객에 대해선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이메일 문의에 대해

서도 성실하게 답한다. 글로벌 전략이란 일반적으로 해

외에 직원을 보내거나 법인을 만들어 마케팅을 하는 것

을 의미하지만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1882년 창업한 클라이스는 역사가 130년이 넘었다. 창업

자의 후손인 필립 클라이스 사장은 “그동안 똑같은 작품

은 하나도 없었다”며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만드는 노력

이 오늘의 클라이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창의적인 

작품이 바로 이 회사의 핵심기술이자 원천기술인 것이다. 

클라이스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지몬쿠허앤드파트너

스 대표)이 꼽은 ‘히든챔피언’이다. 히든챔피언은•시장점

유율이 세계 3위 이내에 들거나 대륙별 1등을 하는 기업 

중•연매출이 50억 유로를 밑돌고•일반인에게 잘 알

려지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헤르만 지몬에 따르면 전 세

계 2700여개 히든챔피언 중 독일에 거의 절반인 1307

개가 있다. 그 역시 독일 기업 강점의 비결로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꼽았다. 사업 영역을 좁게 정의한 뒤 그 분야

에서 정상급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전

략이다. 그 밑바탕에는 과감한 연구개발이 있다. 헤르만 

지몬은 ’포천 10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

자비율이 평균 3.6%인데 히든챔피언은 그 비율이 6%

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5년 독일 수출은 1조 3289억 달러로 중국과 미국

에 이어 세계 3위였다. 하지만 1인당 수출액은 압도적으

로 세계 1위다. 수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만하임대의 빈프리드 베버 교수는 “독일 경제와 수출을 

이끄는 것은 미텔슈탄트(중견·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은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며 “이런 

문화가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을 촉진시키고 학생들을 도

제 마이스터로 양성하면서 이들이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는 ‘중소기업정책’이나 ‘중견기업정책’이라는 게 

따로 없다. 하지만 프라운호퍼를 중심으로 톱니바퀴처

럼 맞물려 돌아가는 산·학·연 연구개발시스템, 실업계 중

심의 고교 교육제도, 재무제표보다 사업성과 성실성 같

은 정성적 지표를 중시하는 ‘관계형 금융’ 등의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이 히든챔피언 탄생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히든챔피언 전략을 쓰는 국내기업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

다. 경기도 화성 소재 ‘디텍터(detector)’ 생산업체인  레이

언스 는 2011년 매출이 239억 원에서 2015년엔 866억 

원으로 뛰었다. 창업한지 불과 5년 만에 매출 1000억 원

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디텍터는 디지털 엑스

레이의 심장이고, 불황을 뚫은 레이언스의 비결은 원천

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로 얻은 디텍터 관련 

핵심기술력이었다. 이 회사의 현정훈 사장은 “아직 치과

에선 아날로그 장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

털 장비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편”이라며 “그만큼 시장

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원천기

술이 있으면 아무리 불황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글 김낙훈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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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산디지털밸리에 있는 3차원 전자부품 검사장비 

업체  고영테크놀러지 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의 매출은 

2011년 861억 원에서 2015년엔 1459억 원으로 4년 사

이 69% 늘었다. 고영테크놀러지의 경쟁력 또한 원천기

술로, 3차원 납도포검사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인

쇄회로기판위 전자부품 실장 검사장비인 ‘3차원 AOI장

비’도 첫 개발했다. 게다가 인공지능 연구에도 박차를 가

해 올해 들어 3개의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했다. 두 곳

은 미국에 위치해 있고, 한 곳은 국내 KAIST에 있다. 자

체 연구원이 전체 인력의 약 40%에 이르는 150여명에 

이르는데도 스마트공장과 인공지능연구를 위해 또 다시 

외부에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다. 이 회사 창업자인 고광

일 사장은 “앞으로의 기술은 결국 인공지능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화MTV 소재 ‘포장박스 자동접착기’ 생산업체인  에이

스기계 는 요즘과 같은 불황에도 잔업을 한다. 기계 수주

가 밀려 있어서다. 에이스기계는 시간당 2만5000장 수

준인 기존 설비에 비해 속도가 2.7배 늘어난 장치(고속으로 

접는 시설:Fast Folder)를 개발해 2011년 신기술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속도는 외국 제품의 최고 속도에 비해서도 40%

가량 빠른 것이다.  길이가 13~25m에 이르는 이 장치는 

상자를 접고 풀칠하는 자동화설비로, 모서리가 재단된 

빳빳한 판지를 접고 접착해 상자를 만든다. 일부 상자

를 만드는 무척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데, 예컨대 맥주 6

병을 담을 수 있는 상자는 접기와 풀칠 작업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고 3차원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상자 자체

에 굴곡을 주는 작업도 병행된다. 이 회사의 이철 사장은 

“우리 설비는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러시아 미국 브

라질 등 40여 개국에 수출된다”며 “국제무대에서 독일, 

스위스, 한국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기술면에서 우리 

설비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바이

어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계가 가장 낫다고 평가하는 경

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고급화전략을 편 결과 유럽과 

미국의 빅바이어들에게도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변동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경

기 탓만 해서도 안 된다. 원천기술로 무장하고 해외시장

에서 승부를 거는 기업에겐 늘 기회가 열려있게 마련이

다. 이런 전략이 바로 2017년을 맞는 국내 중견·중소기

업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

해왔다. 이러한 저력을 2017년에도 발휘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

레이언스_ CMOS 디텍터 제조 현장 고영테크놀러지_ 뇌수술용 의료로봇 에이스기계_ 자동 급지장치(Sig Feed)

히든챔피언은 

시장점유율이 

세계 3위 이내에 들거나 

대륙별 1등을 하는 기업 중 

연매출이 

50억 유로를 밑돌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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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를 제시하다 비즈니스 매너 <독일 편>

유럽 경제대국 

독일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라 
독일 노동청과 분데스방크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독일의 실업률은 6.0%로 2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가 전달 대비 1만 3천여 명 줄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무려 55.0으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은 앞으로 독일의 소비를 견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실제로도 독일 정부는 예상보다 많은 재정 흑자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상첨화로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는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해 인지도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국산 과자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 등의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제적 부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맞아떨어져 독일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더 많은 기업들의 독일 진출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정리 김도연

1. 복장 

독일에서는 바이어와의 첫 만남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꼭 정장 차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경우

에는 평상복 차림도 무방하며 공장을 방문하거나 공장 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보다 노타이 등의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하다.

 • NYMPHENBURG

 • BERLINER DOM

 • OKTOBERFEST

 • EIFEL

 • NEUSCHWANSTEI

 • BRANDEN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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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공식적인 만남에서 일반적으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악수를 한다.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으로 악수를 하며 

독일의 악수는 간결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약한 악수는 자신감이 없다는 첫인상을 줄 수 

있으니 시선을 마주치며 몇 초간 손을 꽉 잡는 방식으로 악수해야 한다. 한국처럼 두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니 주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식사 여부를 묻거나 행선지를 묻는 

한국식의 의례적 인사 또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선물

독일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부담이 없는 선물은 사전에 준비해 

전달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독일 기업의 임직원들은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상사나 

내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물을 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신중히 적합한 선물을 골라

야 한다. 독일인은 이국적인 선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고가의 선물보다는 한국의 정취를 풍기는 전통제품이 바람직하

다. 또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10유로 이하의 레드 와인을 와인 전문점에서 구매해 전달해도 좋다.

4. 약속·비즈니스 미팅 

독일인은 약속을 매우 중시한다.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

지 않고 회의 및 상담 약속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지킨다. 따라서 약속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

이라 미팅 신청을 할 경우 확답이 오기까지 3~7일이 소요된다. 독일 바이어와의 약속은 반드시 최소 2주~1개월 전에 

메일 등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때는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처럼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탄력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아 8시 전에 출근하여 2~3시

쯤 퇴근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의 약속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비서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비서를 설득하지 못하면 사장이나 부서장과의 미팅이 거의 불가

능하다. 특히 비서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참고 문헌

독일의 비즈니스 에티켓 KOTRA 국가정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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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을 제시하다 영월군 소개 및 박선규 영월군수 미니 인터뷰

정리 김도연

살맛 나는 영월, 

1위 도시 영월을 소개합니다 
이번 <INNOBIZ+> 겨울호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자 ‘이노비즈 컬쳐’ 섹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겨울에 더욱 아름다운 강원도, 그 중에서도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로 알려진 영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월군에 대한 소개와 관광지 안내, 박선규 영월군수님의 미니 인터뷰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1. 영월군 소개  

강원도의 남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1,127.45㎢이고, 2016년 10월 말 기준 인구는 40,100명, 행정구역은 2읍 7면, 58개 법정리, 177개 행정리와 869

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통망 개선으로 환경과 건강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지역발전 전략화를 중시하여 충절과 역사, 김

삿갓의 풍류, 동굴, 동ㆍ서강의 청류, 다양한 테마, 박물관 등을 갖춘 강원남부 내륙관문 중심도시로서 새롭게 잠재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최근에

는 동강과 서강의 자연을 이용한 래프팅, 카누, 리버버깅, 행·패러글라이딩, 사륜바이크, MTB, 트랙킹, 오토캠핑 등의 레포츠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2. 주요 관광지(영월 10경) 안내 

구분 내 용 이미지

어라연 고기가 비단결 같이 떠오르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사선암 또는 정자암이라고도 불린다. (영월읍 거운리에 위치)

청령포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육육봉의 험한 산줄기 절벽으로 막혀 있는 곳으로 금표비, 망향탑, 관음

송, 단종어소가 남아 있다.

별마로 천문대
‘별’과 정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마루’,와 ‘고요할 로’자를 쓴 별마로 천문대는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으로 봉래산 800m 정

상에 위치한 국내 최초 시민 천문대이다. 

한반도 지형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강을 끼고 동쪽은 높은 절벽에 나무가 울창하며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북쪽에는 백두

산, 남쪽에 호미곶 같은 산과 곶이 오묘하게 자리잡고 있다. 

장릉
단종의 능으로서 사약을 받은 단종의 주검을 영월의 호장(戶長)이었던 엄흥도가 한밤중에 몰래 거두어 산속으로 암장하러 가다가 노

루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곳을 보고 그 곳에 단종의 시신을 묻었다고 전해진다. 

고씨동굴
4억 년의 신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하였던 곳이라 하여 고씨동굴이라 한다. 호수, 폭포수, 광

장 등의 시설과 24여종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선돌
거대한 탑 모양으로 솟아 있는 바위에는 신선이 노닐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물안개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서강의 푸른 물줄

기가 한 폭의 한국화를 보는 느낌을 준다.

김삿갓 유적지
1982년 김삿갓의 묘가 발견됨에 따라 김삿갓의 업적을 기리는 시비 및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었으며 그의 문학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김삿갓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법흥사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5대 적명보궁 중 하나로 사리탑 옆에는 자장율사가 수도하던 토굴이 있으며, 산 전체가 부처의 몸이라고 

전하는 법흥사 적멸보궁은 부처의 삼존불이 없고 뒤쪽으로 뻥 뚫린 창이 하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선정
요선은 신선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요선정이라는 정자 주위로는 기묘하게 생긴 화강암벽과 수려한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강기슭 큰 반석 위에 요선암이라 새긴 각자(刻字)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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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수님에 대해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57년 영월군 영월읍에서 출생하여 영월중학교, 영월고등학교, 세경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영월군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퇴직한 후 2006년 7월 제47대 영월군수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민선 4, 5, 6기 영월군수로 재임중입니다.

Q: 최근에는 TV조선 2016 경영대상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영월군은 인구 4만여 명의 소도시임에도 ‘살맛 나는 영월’ 이라는 브랜

드 가치를 높인 결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기쁜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종대 관광사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관광객 1만 9천명을 대상으

로 한 여름휴가지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영월군이 종합 1위에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6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공이 아니라 군민들과 영월군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이룬 성과라 생각합니다.

Q: 영월군이 운영하는 통합 쇼핑몰 ‘동강애’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영월의 농/축산물에 대해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영월의 농·축산물 중에는 우수한 물품이 매우 많은데 과일류로는 사과, 포도, 토마토가 유명하고 가공식품으로는 영월에서 재배한 청정 배추를 ‘신

안천일염’으로 염장한 ‘영월절임배추’가 인기가 높으며, 영월농협에서 영월건고추로 가공한 ‘영월고추장’은 국내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판매되는 

것은 물론 중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8개국에 기내식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Q: 이번 겨울 영월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월의 명소는 어디입니까? 

겨울에 영월을 방문하신다면 봉래산 정상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에서 야간 별자리를 관측하시고 눈 내린 청령포와 선돌의 설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

랍니다. 또한 동강 둔치에서 개최되는 영월동강겨울축제에서 얼음썰매와 송어낚시를 체험하시며 송어회를 드시면 별미입니다.

Q: 끝으로 이노비즈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영월군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금년도 규제개혁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고, 수도권

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2～3시간 안에 도달할 정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공여구역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체에서 입주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

단종문화제(국장_상여) 동강겨울축제 김삿갓포도축제

Mini Interview

[포상내역] 

•	 1999년 청백봉사상 

•	 1999년 행자부장관상 

•	 2004년 환경부장관상 

•	 2006년 근정포장 

•	 2010년 무궁화근장대상

•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최고 리더쉽 부문)

•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	 한국의 최고경영인상(글로벌경영 부문)

박선규 영월군수 프로필 

경력사항

•	 2000년 영월군 주천면장

•	 2002년 영월군 산림환경과장

•	 2002년 영월군 문화관광과장

•	 2005년 영월군 영월읍장

•	 2006년 제47대 영월군수

•	 2010년 제48대 영월군수

•	 2014년 제49대 영월군수

학력사항

•	 세경대학교 학사 

•	 영월고등학교 졸업

•	 영월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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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孔子 , Confucius]

BC 551년 ~ BC 479년

이이 [李珥]

1536 ~ 1584

맹자 [孟子 , Mencius]

BC 372년 추정 ~ BC 289년 추정

성공사례를 제시하다 특별칼럼

논어를 통해 배우는 인문학 리더십

시대의 리더들은 논어에 길을 물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400년 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500년 전 삼봉 정도전이 논어에 그 길을 물었다. 

송나라 주자가 물었고 전국시대 맹자도 길을 물었다. 

30년 전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논어에 길을 물었다. 이 회장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가장 감명을 받은 책, 혹은 좌우에 두는 책을 들라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바로 이 논어이다. 

나는 경영에 관한 책에는 흥미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의 기술보다는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500년 전부터 수많은 시대의 리더들이 길을 물었던 논어를 통해 새롭게 급부상하는 인문학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리더는 변화관리자다 

‘군자불기(君子不器)’,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말이 논어 위

정편에 나온다. 한번 만들어진 그릇은 대개 한 가지 용도

로 쓰이다 사라지는데, 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다.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

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공

자는 정의했다. 3년 전과 현재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이끌려가

는 사람일 뿐이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면, 3개

월 전과 현재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

니라는 말이다. 

군자불기(君子不器)에는 변화(Change)의 뜻이 들어있다. 

Change(변화)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Chance(기회)가 된다. 

변화(Change)와 기회(Chance)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볼 수도 있다. 기회를 잡고 싶으면 변화해야 하고, 변화

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춘추시대 공

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리더의 목표가 조직을 살린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근심걱정을 달고 살아

간다.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어떻게 살든 근심과 걱

정이 떠나질 않는다. 2500년 전에도 그랬다. 2017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을 줄일 수 있을까? 근심걱정을 피해나가는 좋은 방법

을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

遠慮,必有近憂)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이

에 근심이 있다.’ 

근심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원려(遠慮)는 멀리 생각한다는 뜻으로 멀리 본다

는 것은 목표, 즉 꿈과 목표, 비전을 가지라는 말이다. 미

래는 원려(遠慮)속에서 만들어진다. 희망은 꿈과 비전에서 

온다. 삶의 희망과 힘은 목표에서 온다는 것이 2500년

전 논어에 이미 쓰여 있었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의 목표

와 비전을 굳건히 해야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을 슬기롭게 뛰어 넘을 수 있게 된다.

글 최종엽, ‘일하는 나에게 논어가 답하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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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丁若鏞]

1762 ~ 1836

 리더의 힘은 배움에서 나온다 

간절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근심걱정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총론적인 지혜에 이어 논어는 다음과 같이 각

론을 이야기 한다. ‘오상 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무익 불

여학야(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無益,不如學也) 내 일찍이 생각해 

보니, 낮에는 밥도 못 먹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면서, 수많

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 배

움만 한 것이 없다.’ 생각만 하지 말고 배우라는 말이고, 

공부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된다는 말이다. 리더가 배움을 멈추면 

조직의 지적 파워도 멈춘다. 리더의 지적 한계가 팀 성과

의 한계일 확률이 높다.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조선 후기 최고의 성리

학자이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양계를 한다는 고향의 

둘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네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

르는 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

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

험해 보기 바란다. 기왕 닭을 기른다면 모름지기 백가의 

책 속에서 닭에 관한 글들을 베껴 모아 차례를 매겨《계

경(鷄經)》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구나. 육우의《다경(茶經)》

이나 유득공의《연경(烟經)》처럼 말이다. 속된 일을 하더라

도 맑은 운치를 얻는 것은 모름지기 언제나 이것을 예로 

삼도록 해라.> 

다산은 삶과 배움을 분리하지 않았다. 닭을 키우면서 닭

에 관한 공부를 하여 닭도 더 번드르르하게 키우고 닭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라고 아들에

게 편지로 훈육을 했다. 그 말은 곧 영업을 한다면 영업

에 관한 책을, 인사업무를 한다면 인사 관련 책을 한권 

써보라는 말이다.

 리더는 인간관계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다스리려면 

논어를 읽으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다스리려면, 사람을 

관리하려면, 사람을 경영하려면, 함께 일을 하려면 논어

를 읽어보라는 말이다. 논어에는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

게 하는 지혜의 명언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불환인지부기지 환부지인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그에 대해 잘 모르는 나 자신을 걱정하라는 말이다.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

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리더는 자신의 덕과 역량의 부족

함을 근심하여 끊임없이 수양에 힘써야 한다. 다른 사람

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

하는 것에 안달을 하고 있다.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

는 것을 걱정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

람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상사가 나를 몰

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

정하라. 부하가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

가 부하를 잘 모름을 걱정하라. 고객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하라. 

아내가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하라. 아이가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

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하라. 업무가 왜 내

게 맞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하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2500년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역지사지의 실행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리더의 역지사지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

* 활용어구

논어 위정(爲政)편 12장       子曰, 君子不器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11장   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30장   子曰, 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無益,不如學也 

논어 학이(學而)편 16장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토픽을 제시하다 중소기업 주요 뉴스

중소기업 주요 뉴스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주목할 만한 성과 등을 위주로 꼭 알아야 할 중소기업 주요 뉴스를 모았다. 우선 산업은행이 500억 원을 지원하는 중소

기업 전 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볼 만한 지원 프로그램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60억 규모 기술개발협력펀드 또한 중소기업

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개발 성공 과제에 대해서는 3년간 수자원공사에서 구매를 보장하고 있으니 기업 성장과 발전에 큰 밑

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해외로 발을 넓힌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도 대비 15% 가량 높아졌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듯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가 중국 충칭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소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코트라의 ‘글로벌 파트너링 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와 중소기업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육

성사업 조기착수 소식도 2017년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7년 세계 시장 전망을 위해 코트라에서 발간한 ‘2017 KOTRA 리포트’를 참고

해 다가오는 미래에 맞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보자.

중소기업청-한국수자원공사, 60억 기술개발협력펀드 조성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KOTRA, 중국 충칭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참고 기업마당(bizinfo.go.kr)

코트라, 2017년 세계 시장 전망한 ‘2017 KOTRA 리포트’ 발간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은행, 중소기업 기술 연구개발에 500억 원 지원

중소기업 현지화 전략에 박차, 해외직접투자 6분기 연속 증가

중소기업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조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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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중소기업 기술 연구개발에 500억 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성장 생애주기 원스톱 지원으로 협력 

산업은행은 11월 21일부터 전자통신연구원·기계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 연구소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 연구개

발 및 사업화(R&BD :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전 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

부출연 연구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위탁받아 개발하고, 산업은행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

다. 또 연구소의 기술을 기업에서 이전받거나 사업화할 경우 산업은행이 대출과 투자가 복합된 금융상품을 제공

해, ‘기술개발-이전-사업화’라는 기술성장의 생애주기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다. 산업은행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기업들에 지분투자·전환사채투자·금리우대 대출 등으로 500억 원을 1차 공급하고, 앞으로 지원 한도와 참여 

연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한국수자원공사, 60억 기술개발협력펀드 조성

수자원공사, 중소기업 개발 성공 과제 3년간 자발적 구매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12월 5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 규

모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2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협력펀드는 지난 2013년 1차 조성

(52억 원) 이후 두 번째로 결성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1차 펀드 조성으로 18개 과제(총 44억 원)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며 이번 추가조성으로 2년 이내의 단기간 내 기술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는 중소기업청과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1:1 매칭

을 통해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후 개발제품을 투자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 현지화 전략에 박차, 해외직접투자 6분기 연속 증가

해외로 발 넓힌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액 전년도 대비 14.3% 높였다 

중소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올해부터 눈에 띄게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한 것도 중소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에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금액(송금액 기준)은 15억 5400만 달러(약 1조 8384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4.3% 증가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

히 지난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6억 4061만 달러를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소기업

들과 달리 대기업의 지난 3분기 해외투자금액은 48억 2100만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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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KOTRA, 중국 충칭 수출인큐베이터 개소

국내 중소기업 중국 진출거점 확보, 중국 내수시장 공략한다

12월 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거점 확충을 위해 충칭 수출인큐

베이터를 개소했다. 중국 충칭 수출인큐베이터는 입주기업에 대해 상주·단기 사무공간,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법

률·회계 자문 등을 제공한다. 특히 코트라 충칭 무역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입주기업은 양질의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개 기관은 충칭 수출인큐베이터 개소를 계기로 한·중 FTA 활용 확대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내수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충칭 수출인큐베이터를 중소기

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안착시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 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소재부품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에 납품길 타진한다  

코트라가 국내 소비부품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11월 15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파트너링 코리아 수출상담회(GP 

KOREA 2016)’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가 주최하는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과 연계해 해외 글로벌 기업의 조

달 수요 및 향후 공동개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고, 수출상담회에는 중국중차(CRRC·China Railway Rolling Stock), 

스위스의 바르트실라(Wartsila), 일본 미츠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등 글로벌기업 60

개사와 우리 중소·중견기업 340여개 사 등 총 80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코트라는 상담을 통해 계약이 구체화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상담장 내에 컨설팅관을 운영해 금융, 기술지도, 해외인증분야 등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청, 2017년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조기착수

수출 촉진·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정책 신속 추진 

중소기업청은 수출·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전체 사업추진기간(사업공고부

터 신청접수, 평가절차를 거쳐 업체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올해보다 1개월 단축하며, 사업 시행횟수도 연 1.8회에서 2.3회로 확

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2017년 예산규모 또한 8조 1,133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16년 8조 

923억 원(본예산) 대비 약 0.3% 증가됐다.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트라, 2017년 세계 시장 전망한 ‘2017 KOTRA 리포트’ 발간

2017년의 화두는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 도전을 선택하라 

코트라가 내년 세계 시장의 변화를 전망한 ‘2017 코트라 리포트’를 발간했다. 책은 △체인지(CHANGE)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찬스(CHANCE) 위기를 알아야 기회가 보인다 △초이스(CHOICE) 시장에 맡길 것인가, 시장을 선택할 것인

가 △챌린지(CHALLENGE) 준비와 도전은 같은 말이다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코트라는 이 책을 통해 중남미 시장 진

출의 교두보가 될 ‘마킬라 제도’, 키즈산업에 시장을 열어줄 중국의 산아제한 폐지, 미얀마의 시장개방, 그리고 기회

시장을 공략할 인도의 ‘파이샤 바술’ 마케팅 전략 등을 언급했고, 이 밖에 국가 자체를 브랜드로 삼은 ‘Swiss Made’

와 호주의 ‘그린스타 빌딩’ 등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세계의 다양한 도전도 담고 있다.   ◉

토픽을 제시하다 중소기업 이슈 분석

참고 기업마당(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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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제시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칼럼

삼고초려 끝에 낙찰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

얼마 전 B기업은 모 정부 기관과 정부계약 관련 입찰자격을 놓고 다투었다. 그리고 갈

등 끝에 신용도 반영 축소, 입찰자격제한 완화 등을 어렵사리 관철시킬 수 있었다. 많

은 장애를 뛰어넘어 B기업은 정부계약에 낙찰됐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고, 이행보

증이라는 문제가 B기업을 가로막았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이행보증금을 낸 뒤 계약 완료 후에 되돌려 받으면 그

만이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행보증보험을 들어 그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지만 보증

료가 너무 높다.

이제 막 판로 개척에 나선 B기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관의 삼고초려 끝에 계약에 낙찰

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이행보증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낙찰

된 계약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이행보증금을 해결하기에는 부

담이 큰 것이었다.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니, 눈앞이 막막

물론 공공조달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고려해 정부에서 선금을 준다. 때문에 선

금으로 자재도 사고, 인력을 고용해 계약을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계약의 규모

가 커 선금이 많은 경우에는 공장도 증설하고 직원도 새로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

대도 생긴다. 하지만 문제는 선금을 해당 계약에 사용하겠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찰부터 매순간마다 보증이 있어야 하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숨부터 나온다. 선금

이행증권으로 이를 감당하려고 해도 한도액이 너무 적다. 계약의 규모가 큰 만큼 선금

이행증권만으로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선금으로 기업

이 공공조달을 할 때 쓰이는 비용을 줄여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선금에 대한 이행보증

을 하느라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부계약은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희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

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버거워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행보증 제도에 대

한 개선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정부계약을 통해 제대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에게

정부계약은 끝없는 투쟁과 같다?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계약은 중소기업의 살 길이다. 중소기업의 큰 과제 중 하나가 

판로 개척인 만큼 공공조달 경험은 향후 민간조달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의 신용

도를 올리고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이점을 얻기 위하여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정부조달의 문은 높기만 하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서류 부담 또한 중소기업에게 버거운 의무사항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0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근

거를 두고 국무총리 위촉으로 임명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

을 대신하여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000여건

의 규제를 발굴·처리하고, 2,200여건의 제도를 개

선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공

무원 10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유

관기관 2명, 금융·인력·기술·판로 등 전문위원 10명

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애로 신고방법

•(온라인) www.osmb.go.kr ▶ 규제·애로 신고

•(전화상담) 대표전화 02-2100-4900 또는

환경 02-730-2492

판로·기술 02-730-2461

보건·창업 02-730-2497

입지 02-730-2472 

법률상담 02-730-2496

•(직접방문) 110-30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4층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창업지원센터 및 신기술창업센터 운영위원장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국제자문교수 

•APO(아시아 생산성 본부) 국제자문교수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글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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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 고민,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하세요  

 유연근무 지원제로 우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도 지키고, 

 1인당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도 받으세요.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예를 들어,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탄력근무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1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및 심사·승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서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1~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전환 하면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

①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가 2년 재직하면 사업주에게 200만원 지원

② 중소기업청 41개 사업참여시 혜택 부여

③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29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법인세 최대 500만원 공제

청년 

① 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가 2년 재직하면 1,200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포함)

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3년간 감면(만 15~29세)

 신청방법 

워크넷(www.work.go.kr/intern) →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인턴 신청 → 담당운영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택 → 구인신청 클릭

* ‘17년 시행 예정, 추후 내용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이노비즈 일자리 지원센터

031-628-9612, 9687, 9621, 9636, 9681, 9688, 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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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제시하다 영업비밀보호센터 칼럼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http://www.tradesecret.or.kr, 1666-0521)에서 보급하고 있다.  

비밀관리성 입증에 효과적인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정부는 지난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등도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악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 영업비밀보호센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특허제도

이다. 그러나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를 보면 소송단계

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무효심판 결과가 반

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분쟁 장기

화로 중소기업은 금전적 문제 및 대응역량 부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단으로는 산업기술 보호제

도(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 

보호제도는 국가에서 지정, 고시, 인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하며 보호 대상 기술 분야가 한정되어 직접적인 보

호에 한계가 있다. 또,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하도급 기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

도도 있는데, 특정 거래관계에 한정된 보호제도로 중소

기업의 기술 전체를 포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특

허출원된 기술은 특허제도로, 특허출원되지 않은 기술은 

영업비밀보호제도로 보호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

례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보호에 나섰다. 또한, 세계 각국

도 기업간 국제경쟁 및 기술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며 자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월에 EU가 영업지

침을, 그리고 5월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

운 연방법을 제정했다.

영업비밀은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

스로 개발하고 비밀로 유지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정보는 시설 및 제품 설계도나 물

질의 배합방법 등을 포함하고 경영정보는 관리정보, 사

업제안서, 고객명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특허청 영

업비밀보호센터에서 보급·운영 중인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다.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기존 법원 판례들에서 비밀

관리성이 인정된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여 개발된 시스템

으로, 기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사무용 

PC급 전산자원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며 기업 내 비밀자

료에 대한 접근자와 권한 지정, 등록자료에 대한 암호화 

저장, 화면·프린트 출력물 보안 등의 기능을 지원하여 기

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비밀관리성 입증에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5.6점에 불과하고, 기술유출의 

58.6%는 전직 직원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사실 영업

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비밀관리성 입증에 효과적이기

도 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및 직원의 

잠재적 유출 억제에도 큰 효과를 가진다. 기업의 생명인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

스템으로 시작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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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를 갖추다   
명사인터뷰_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사장

혁신을 갖추다    
기업인터뷰1_ (주)엔티텍 김용덕 대표

가능성을 갖추다 
기업인터뷰2_ 이니스트에스티(주) 김국현 대표

능력을 갖추다    
기업인터뷰3_ (주)조양디엠 김찬휘 대표

기술력을 갖추다     
주목해야 할 혁신기술 12선

트렌드를 갖추다      
T커머스

이노비즈기업의 
면모를 
갖추다 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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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가 최근 신개념 여행 버라이어티 ‘TOUR VS TOUR’ 시즌2, 글로벌 K뷰티 메이크오버 쇼 '스타일캐스트' 등의 프로그램을 새로 방송하면서 

세련되고 흥미로운 형식의 콘텐츠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TOUR VS TOUR’ 시즌2는 배낭팀과 트렁크팀의 여행 대결이라는 콘셉트로 구성되어 전 세계 어디서에나, 누구나 SNS를 통해 여행 대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시청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층 더 생동감 넘치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스타일캐스트’ 또한 한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내·외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새로운 주제의 K뷰티 메이크오버를 시도하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뷰티 관광차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해외 젊은 여성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아리랑TV에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지난 6월 취임한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재단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리랑TV와 아리랑 라디오) 문재완 사장이다. 신문기자 출신의 법학과 교수에서 

아리랑TV의 사장이 되기까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문재완 사장을 만나 

2017년 개국 20주년을 맞이하는 아리랑TV의 역할과 발전 방향성, 중소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자. 

마인드를 갖추다 ‘명사 인터뷰’

취재 신경수         글 김도연         사진 오영근

명실상부한 
동북아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 
Interview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문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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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	제8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로스쿨       

법학 박사

미디어외교로 

한국 문화 홍보에 앞장  

아리랑TV는 정부로부터 국가홍보방송의 운영 주체

로 지정 받은 국제방송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문

화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하여 한국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우호적인 국제여론이 조성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

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이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 

현재 105개국 약 1억 3천 8백만 가구에 방영을 하

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은 영어를 기본으로 제작되어 

6개 외국어(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자막도 송출된다. 주요 국가별로 현지 시청자들이 해

당 언어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언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국가홍보방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

송프로그램은 크게 뉴스·시사정보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홍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사회

에 한국과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채

널별 차별 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익 증진

을 위한 미디어외교 기능과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홍보, 

확산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익 확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만들 것 

대학교 재학 중에도 전공인 법학보다 사회과학 책을 

보는 것이 더 좋았다는 문재완 대표는 늘 나라의 성

장과 공동체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리랑TV 사장 취임 이후 그는 한국을 세계

에 더 잘 알리기 위해 뉴스 편성을 하루 8회에서 11회

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매시간 뉴스를 내보내는 계획

을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국가 홍보에 힘을 쏟고 있

다. 문재완 대표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 전파의 궁극적

인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와 유사한 성격의 국제방송인 중국 CCTV 

News, 일본 NHK World 등은 1시간에 1번, 즉 하루 

24번 영어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송 시장

에서 벌어지는 미디어 여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국제방송사의 공통적

인 목적은 물론 ‘자국의 국익 확대’입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정보와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있는 아리

랑TV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

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랑TV가 중점을 두고 있는 뉴스프

로그램이나 다른 한국 문화 프로그램도 모두 기본적

으로 ‘국익’에 부합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 전파가 비단 한류나 K-Pop 등의 개

별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에서의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연관 효과

까지도 고려해 전체적인 한국 이미지 제고의 큰 그

림을 그렸다. 

한국 방송 최초로 

영국 HD위성 플랫폼 진출 

지난 9월, 아리랑TV는 한국 방송 최초로 영국 HD위

성 플랫폼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문

재완 대표가 취임 직후 이루어낸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K-Pop

에 대한 관심을 K-Beauty와 K-Style 등 다른 한국 

문화 영역으로 확산시켜 K-Beauty, K-Style, K-Art, 

K-Trend까지 한국 문화 전반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영국 시청자들의 아리랑TV에 대한 반응은 어떠

한지, 아리랑TV의 영국 진출로 문재완 대표가 기대하

는 효과는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9월 27일 00시부터 영국 전역에 아리랑TV 방

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대표 위성방송 플랫폼

인 SKY와 Freesat의 HD가입자 약 660만 가구가 시

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예비시청자분들

께서 아리랑TV를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방송 이후에는 

“아리랑TV를 영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울 뻔 했다”, “한국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다른 

케이블TV에서도 시청하게 해달라”, “북한 관련 뉴스

를 한국 쪽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더 전문적인 분석이 

있어 NHK World 보다 낫다” 등 많은 피드백을 주셨

습니다. 아리랑TV가 영국의 유력 위성방송 플랫폼에 

진입하면서 유럽지역에 한국의 문화 및 경제 등을 보

다 폭넓게 알리게 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뿐 아니

라 각종 현안에서 유럽 내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

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겨우 방

송을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났으니 앞으로 영국시청자 

분들이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

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의 

빠르고 차별적인 뉴스 전하겠다 

내년이면 개국 20주년을 맞는 아리랑TV의 사장으로

서 문재완 대표는 취임 후 지금까지는 조직의 안정화 

등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

는 아리랑TV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직원 화합과 대외 신뢰 회복,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 수

익성 강화에도 방점을 두고 아리랑TV의 외형적인 성

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이다. 

“아리랑TV의 중장기 편성 전략을 ‘동북아 중심 채널’

로 설정했습니다. 해외시청자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동북아 주요 뉴스 및 시사정보를 신속 정

확하게, 그리고 아리랑만의 특화된 방식으로 전달하

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대표 채널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의 정보는 궁극적으로는 한

국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연결됩니다. 북핵, 독도 역사 

왜곡, 일본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주변국 여론을 자극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

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 비중 늘려 

해외 진출 지원할 것 

끝으로 내년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질문하자 봄철 개

편 프로그램 소식과 관련해 뜻밖의 반가운 대답이 돌

아왔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기업, 제품들을 소

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란다. 아리랑TV

의 봄철 개편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한 번 문재완 대표

와 이노비즈기업이 만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봄철 개편에는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업이나 제품을 소개하

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벤

처캐피탈리스트까지 만나보는 내용으로 구성할지 아

직 고민 중입니다. 저희 시청자위원으로 계시는 숭실

대 박주영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기획하게 되

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컨셉 자

체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기업들이 해외에 진

출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리랑TV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

분이 있으면 돕고요. 지난 20년간은 아리랑TV가 한류

를 기반으로 확대되어 왔어요.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

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물

으면 경제, 비즈니스, IT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보다 실

질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

연히 관련 기업에 관해서도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할 거

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 비중이 커질 겁니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기획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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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사람

마인드를 갖추다 ‘명사 인터뷰’

취재 신경수         글 김도연         사진 오영근

신경수 (주)아인스파트너 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조직 전문가다. 마케팅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우연히 듣게 된 허츠버그의 ‘동기부여이론’

에 매료되어 진로를 HR로 바꾸었다. 10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인스

파트너의 대표로서 한국의 많은 기업체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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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갖추다 기업인터뷰 1_  (주) 엔 티 텍

실현하는 용기가 성공의 열쇠 된다 

Interview  (주)엔티텍 • 김용덕 대표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흑자기업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엔티텍은 

가전부품과 자동차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이다. 

일본 가전제품 생산 업체의 내부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비즈니스를 제안했고, 

까다로운 일본의 메이저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샤프와 도시바, 히타치와 파나소닉 등 내로라하는 일본의 4대 메이저 기업과 동시에 거래하는 유일한 업체가 되기까지 

엔티텍은 3+1 철학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했다. 

품질, 가격, 납기에 배려라는 플러스 요소를 하나 더함으로써 누구든 거래하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연매출 상승과 수출률 증가로 나타났다. 

수요에 맞춰 생산망을 늘리다 보니 김해 본사와 서산 공장, 태국 현지법인 영테크, 상해 공장 두 곳에 

9월에 새로 설립한 장쑤성 소재 제3공장까지 

엔티텍의 사업장만 다섯 곳이 넘는다. 

이렇게 비즈니스로 바쁜 와중에 김용덕 대표는 이노비즈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까지 선출되어 

앞으로 협회를 위해 더욱 많은 활동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엔티텍 대표이자 이노비즈협회 수석부회장인 김용덕 대표를 만나 기업경영과 연구개발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다.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주소•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6-3

문의•055-345-1701

www.entitech.co.kr

(주)엔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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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자신감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들 중에서 

없으면 가장 불편해지는 순으로 순위를 매기면 어떻

게 될까. 아마 1위가 냉장고, 2위가 세탁기일 것이다. 

TV나 에어컨은 없다고 해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냉장고는 하루, 세탁기는 이틀만 없어도 

금세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이 요구되는 제품은 무엇일까. 바로 계속해서 움직이

며 성능을 내야 하는 세탁기이다. 가만히 멈춰서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지속적으로 동작하며 기능

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김용덕 대표는 쉬운 쪽보다는 어려운 쪽에서 자신의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했다. 

일본 가전제품 생산 업체의 내부 시스템이 바뀌어 메

이저 업체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고

는 샤프에 찾아가 제품 모형을 보여주며 먼저 사업 제

안을 했다. 샤프에서는 김용덕 대표가 설계한 제품 모

형을 보고는 바로 OK를 외쳤고 그때부터 세탁기 부

품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샤프로 시작한 일본 거

래처를 도시바와 히타치, 파나소닉까지 넓히면서 일

본의 4대 메이저 기업과 동시에 거래하는 기록을 세

웠으니 그야말로 일본 비즈니스의 달인이라 할 만 하

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기업에서 엔티텍의 기술

력을 믿고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의 일화로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일본의 집은 다다미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 세탁

을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 마모가 된 제

품은 소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

스부품들을 저희가 공급해주기 시작했더니 고객들이 

밤에도 세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본사에 감사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로 인해 또 공급처

를 늘리게 되었죠.”

정상에 올랐을 때 다시 한 번 도전하라 

김용덕 대표는 직접 뜯어보고 분해하는 것을 좋아하

는 천생 엔지니어였고, 분야 최고의 대가였다. 일본에

서 세탁기의 진동을 잡아주는 ‘덴프’라는 제품을 국

산화할 때 LG 협력업체의 유일한 멤버로 함께 기술

개발에 참여할 정도였다. 거기에 군더더기 없는 심플

한 경영 시스템으로 회사를 관리하니 매출이 상승하

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2010년에 엔

티텍은 매출액에 정점을 찍어 3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 김용덕 대표는 최선을 

다해 정상에 올랐을 때의 만족감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연간 3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위치

를 계속 유지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사업이 가전제

품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때 마침 자동차부품 분야의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

는 기회가 닿아 자동차부품과 가전부품을 동시에 생

산하게 된 거죠.”

지금의 자동차부품 사업은 가전 부품 생산으로 최고

의 위치에 올랐을 때 느낀 불안감을 새로운 도전을 위

한 열정으로 승화시켜낸 결과이다. 현재 엔티텍에서 

생산하는 가전 부품의 종류는 약 300가지, 자동차 부

품은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미래 시장에 던질 

히든카드들 또한 꾸준히 연구개발 중이다.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2001년 수상한 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05년 오백만불 수출의 탑

2007년 천만불 수출의 탑

2010년 이천만불 수출의 탑 까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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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메이저 기업과 

꾸준히 연구개발 진행  

엔티텍은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세탁

시, 안전을 위해 도어문을 자동으로 잠그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도시바와 공동으로 개발해 각각 특허

를 출원했다. 그 외에도 파나소닉과 목욕탕 물을 재

활용하는 펌프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공동으로 진행

하고 있고, 히타치와도 세탁기 호스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려주는 매커니즘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깨

끗하게 세탁되는 세탁기의 기본 기능을 넘어서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와 불편 사

항들까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도어록 제품과 

진동 완충장치까지 개발했다. 히타치와 개발한 진동 

완충 장치는 원가 절감 효과까지 낳아 히타치에서만 

연간 200만 달러가 절감되었다고 한다. 일본 시장을 

사로잡은 엔티텍은 중국, 태국, 호주 등의 해외시장

에서도 탁월한 기술력과 인지도로 인정받으며 급성

장 중인데, 이는 상해EFH전자과기유한공사와 상해

평부제품유한공사 설립이 증명해준다.

“상해EFH전자 같은 경우에는 샤프, 도시바, 하이엘, 

켄우드, 파나소닉 쪽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상해평

부제품유한공사 같은 경우에는 히타치하고 일본 하

이엘 쪽을 메인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벤더마다 구

분이 되어 있죠. 업체들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서이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산 공장과 중국 공장을 방문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 화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직접 모

든 사업장을 관리한다. 사업 아이디어도 직접 내고 제

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김용덕 대표는 여

전히 필드에서 활약하는 현역이다. 

품질, 가격, 

납기에 배려를 더하는 3+1

엔티텍은 메일 회신이 빠르기로 소문난 회사다. 메일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이고, 중국의 각 공장

에도 메일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다. 품질, 가

격, 납기일을 맞추는 것에 배려라는 요소 하나를 더

해 실천하는 김용덕 대표의 3+1 경영 철학이 빚어낸 

결과다.

“거래처에서 메일이 오면 답장을 보낸 후에 바로 전

화를 합니다. 지금 메일 보냈다고요. 수십 군데가 넘

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죠. 

세계 메이저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거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배려심이 묻어나는 인품에 엔티텍의 성장까지 더불

어 김용덕 대표는 지난 7월 이노비즈협회의 수석부회

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끝으로 이노비즈기업인들

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와 실

현하는 용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수석부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감히 제가 앉을 자

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노비즈협회에 제 활동

이 보탬이 된다는 사명감 하나로 해나가겠습니다. 위

대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실현하는 용기로 모든 이노

비즈기업들이 배가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적기에 변화를 시도해 지속적인 성장 이루어냈다 

Interview   이니스트에스티(주) • 김국현 대표

동아일보 주최 ‘2016 대한민국 혁신기업인 대상’을 수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원료의약품 분야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진 이니스트 김국현 대표는 

1994년 원료의약품 유통업체인 동우약품(주)을 설립하고, 2000년에는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인 동우신테크(주)를 설립한 후 

2014년 (주)제이알피를 인수하여 지금의 이니스트를 만들어냈다. 

이니스트팜, 이니스트에스티, 이니스트바이오제약 3개 회사로 명칭을 바꾸어 재탄생한 이니스트는 국내 의약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단계별 성장을 통해 의약품 유통, 원재료,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갖춘 의약품 전문 그룹이다.

그리고 김국현 대표는 원료의약품 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개의 의약품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차례차례 밟아왔다. 

그 과정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인터뷰 내내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처럼 기업 또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변신을 해야 몰락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국내 의약품 분야의 신화를 만든 김국현 대표와의 인터뷰 현장을 찾아가보자. 

가능성을 갖추다 기업인터뷰 2_  이 니 스 트 에 스 티 (주)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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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느낀다면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할 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니스트는 1994년 원료의약품 

유통업체로 처음 시작되었고, 회사 창립 전 김국현 대

표는 동화약품에서 기반을 다지며 꿈을 키웠다. 처음

에는 단지 취직을 위해서 발을 들이게 된 의약품 분야

였지만 점차 약을 만들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과

정을 보며 약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어 회사를 설립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만든 물건을 사다

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도매업으로 시작했는데, 6년 

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하며 승승장구를 하다 첫 번

째 한계에 도달했다. 유사업체들이 늘어나 경쟁이 심

화된 것이다. 이때 김국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이 원료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 동우신테크(주)를 만드

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성공도 잠시, 또 인도

와 중국의 저가 원료에 의해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

국 타 기업의 추세에 떠밀리지 않고 좋은 원료로 직

접 만들어 그동안 수입했던 의약품을 대체해야겠다

는 수를 내게 되었다. 그때 (주)제이알피와 1년간의 

오랜 인수 협상 끝에 완제품 제조회사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김국현 대표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변화를 꾀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간의 과

정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2년전 (주)제이알피를 인수했더니 처음 매출액이 

150억이었는데 점차 올라 올해에는 300억이 됐어요.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적기에 변화를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한계를 느낀다면 변신을 해야 해요.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는 거죠.” 

일본시장에 연간 55톤 수출, 

수출액 1300만 달러 돌파 

현재 이니스트는 완제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신제

품 개발, 신약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니

스트에스티에서 개발하고 판매 허가를 받은 원료의

약품(API)만 50여종에 이르고, 이중 10여개 제품 이

상이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이니스트바이

오제약의 판매 품목은 223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완제의약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원료의약품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제인 치옥트산, 뇌혈관 질환 개선제인 아세틸엘카르

니틴 등이 있고, 완제품으로는 소화성궤양치료제인

알비큐정, 통풍치료제인 페북틴정, 전립선비대증치

료제인 실루로신캡슐, 혈압강하제인 제이비카정, 트

윈원정과 소화성궤양치료제 레바미피드정이 있다. 

이중 위장 점막을 재생하고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진 레바미피드정은 일본에만 연간 55톤을 수출하

는 이니스트의 효자품목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

본시장에서 이니스트의 제품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

유는 무엇일까?

“설립 초기부터 일본의 의약품 전시회에 꾸준히 참

가하며 일본시장을 개척해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일

본시장을 뚫기 위해서 품질, 기술력에 모든 역량을 쏟

아 부은 결과 고혈압치료제 원료 생산기술을 인정받

으면서 일본 업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

고, 레바미피드정을 개발하면서 일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바미피드정을 개발

할 당시 기존 정제 기술로는 99.6% 이상 순도를 달

성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제조, 정제 공정을 개선한 결

과 99.9%까지 순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납품처가 확대되었고, 현재 10개 품목을 수

출하며 일본시장에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 건강도 

이니스트가 책임진다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휴머니즘의 가치는 

‘이니스트=人(IN)+1st(1ST)’ 라는 회사명에서부터 강하

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약품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하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이니스트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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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타 분야 제품들

에 비해 개발과 출시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

아 이에 관해 물었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김국현 대

표의 경영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 

“갈수록 암 환자가 늘어나면 그 상황에 맞는 약을 개

발해야 하는 거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면 생명 연

장에 관한 약들을 더 개발해야 하죠. 어떤 상황에서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애쓰는 것이 

이니스트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선물하는 기업 이니스트

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중이다. 기존 

당뇨, 항응혈제, 항암제 분야 연구를 통해 우수한 개

량신약을 개발 중이고, 특히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

한 효과를 갖는 천연물신약으로 현재 적절한 치료제

가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인 파킨슨병과 치매치료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또한 개발 중이다. 

또 지난 5월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의 일원으

로 참가한 성과로 미국 현지 기업인 LSK바이오와 항

암제 원료의약품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신약 개

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니스트는 이번 

미국 진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송공장을 미

국 FDA 기준 통과 수준으로 발전시켜냈다. FDA에 

통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국현 대표는 미국 

FDA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모셔와 직접 공장 관

리와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다

고 한다. 미국 FDA에서도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공

장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로 LSK바이오와 함께 개발하는 항암치료 신약 샘플

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만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신약 개발의 특성상 기

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성공 후에 얻

게 될 명성과 보람이 그동안의 노력에 부합하는 값진 

결과물이 될 것이다.

자신감 있는 도전으로 

기회 잡기를   

거듭되는 이니스트 성장의 비결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는 김국현 대표는 10년째 신년 산행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함께 정상에 올랐을 때 희열감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

다. 2017년에도 역시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를 김국환 

대표에게 내년도 목표에 대해 물었다.  

“이니스트는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혁신 신약

개발 중심 경영을 지속하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

출 확대 및 경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이

니스트에스티 매출 680억 원,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매출 500억 원이상을 포함하여 3개 회사의 총매출 

1,5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

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과 내실 또한 함께 도모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김국현 대표는 이 시대의 힘들어하는 청

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이번 인터

뷰를 통해 그 마음을 전달했다.    

“꿈과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자신

감 있게 도전하십시오.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상경

해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도전

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쟁

이로 시작해 작은 의약품 유통기업을 창업하고, 원료

의약품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완제의약품 회사 인수

를 인수하는 등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마다 더 큰 목

표를 세우고, 기회가 왔을 때 겁 없이 도전해왔습니

다. 제가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간

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문제로 이 

시대 청년들이 3포 세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

렵다고 알고 있지만,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

회는 반드시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자신

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

가능성을 갖추다 기업인터뷰 2_  이 니 스 트 에 스 티 (주)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백만불 수출의 탑 부터 천만불 수출의 탑 까지 수상한 이니스트에스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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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다 기업인터뷰 3_   ㈜ 조 양 디 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Interview  (주)조양디엠 • 김찬휘 대표

국내 온열의료기 시장 부동의 1위, 넘치는 주문물량으로 인해 공장까지 확장한 기업,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먼저 찾아오는 회사가 바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조양디엠이다. 

조양디엠은 3년 전 출시한 ‘천궁’으로 국내외 온열의료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효과로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4년에는 이노비즈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올해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19년째에 접어드는 김찬휘 대표에게 ‘천궁’은 그야말로 효자 중에서도 제일가는 효자 제품인 셈이다. 

처음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의료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으면서 

그는 더욱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조양디엠의 의료기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고객들에게 돈 아깝지 않을 제품을 제공해 그것을 양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경영 마인드는 

5년 무상 A/S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신사옥에 입주하면서 또 한 차례 성장을 이뤄낸 조양디엠의 김찬휘 대표를 만나 보았다.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주소•2649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승안동길 55  /  (구)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393-6

문의•033-743-3418

http://www.choyangdm.com/

(주)조양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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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을 통한 

꾸준한 R&D로 윈윈 

조양디엠은 헬스케어와 관련한 가정용 의료기기 중 

특히 의료용 온열기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김찬휘 대표는 1인 창업으로 시작하여 제어장치 및 

의료기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16년을 

OEM 제조에 집중하다가 자사브랜드 활성화 및 가

치창출을 위해 2006년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교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후 2011년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주

벤처공장으로 옮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체계

적인 창업보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상지대학

교, 상지영서대학교, 한라대학교 주캠퍼스, 연세대학

교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한

국폴리텍대학교 등 7개 대학과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의 특징을 잘 살려 저희가 연구하는 분

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한 탓에 인재들을 위

한 지원을 아끼고 싶지 않다는 김찬휘 대표는 여러 

대학교와 오랜 기간 연구협력을 진행하면서 얻은 이

익을 학생들,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대학에 장

학금 전달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희망하면 누구나 회

사에서 석사 과정까지 학비 지원을 해주며 교육시킨

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조양디

엠에 추천하게 되었고, 더불어 직원들의 역량까지 업

그레이드되어 결국은 기부활동과 복지가 회사 발전

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초 순수 천연 목재 의료기 

천궁의 성공 

조양디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히트 제품이 바로 ‘천

궁’이다. 온돌난방 시절 뜨거운 아랫목에 몸을 지졌

던 선조들의 지혜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천궁’

은 한 네덜란드 바이어의 제작 요청으로 처음 탄생하

게 되었다. 사우나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네덜란드

에 가정용 사우나 부스를 수출하던 시절, 가정용 의

료기기를 순수하게 천연 소재로만 만들어달라는 개

발 의뢰를 받은 것이다. 순수 천연 목재로 편백나무를 

선택해 디자인을 구상하던 중 협력대학 연구팀으로

부터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몸

의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등뿐만 아

니라 복부까지 동시에 열을 쬘 수 있는 돔형 온열의료

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온 가족이 두루 사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한 넉넉한 사이즈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편리한 조작법까지 갖추

었으니 ‘천궁’의 성공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

이었다. 출시와 함께 ‘천궁’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

는 지경이 되었고, 조양디엠은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능력을 갖추다 기업인터뷰 3_    ㈜ 조 양 디 엠

글 김도연         사진 임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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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디엠의 대표상품인 천궁과 지궁

조양디엠의 신사옥에서는 조양디엠의 온열난방 기술이 집약된 찜질방을 체험할 수 있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지난 5월, 월 1000대까지 생

산이 가능한 신사옥 입주가 불가피했던 현실적인 이

유다. 작년 대비 성장 속도가 100% 이상 빨라진 덕분

에 설계에서부터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체계를 갖춰야 했다. 

“‘천궁’이라는 저희 메인 제품이 전국적으로 가장 각

광을 받고 있고, 브랜드 가치 상승률도 가장 많이 높

여주었습니다. 천궁으로 인해 저희가 참 행복한 시간

을 보냈죠. 미처 생산을 못해서 지급을 못할 정도로

요. 더구나 ‘천궁’은 만드는 과정부터가 찍어내는 형

식이 아니라 모두 수공예이다 보니 굉장히 정성을 쏟

아야 합니다. 제품 하나에 7가지 발명 특허가 들어 있

는 만큼 온열의료기 최초로 명품브랜드 인증을 받기

도 했고요. 원목으로 된 의료기가 없던 탓에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 세계 최초가 되었습니다. 순수 천연 목재로 만들

어진 의료기 1호가 된 거죠.”

국내 시장 휩쓸자 

수출 제의 물밀 듯 밀려와 

국내 헬스케어 온열의료기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어 

일시적으로 다수의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했던 적이 

있었다. 김찬휘 대표는 당시 해외 마케팅에만 치중

해 국내 시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다른 회사들을 보

면서 ‘국내에서 무조건 1등을 하자’는 생각으로 해외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내

실을 다지고 국내 고객들에게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마케팅까지 직접 관리하며 10년 안에 다

른 회사들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한지 6년 만에 업계 1

위를 차지했다. 

잠시 미뤄두었던 해외 수출은 자연스럽게 해외 바이

어들이 직접 찾아와 사업을 제의할 정도가 되었다. 해

외 바이어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가면 천궁만 보면 

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온열의료기 시장에서 ‘천궁’

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렇게 수출하게 된 나라가 벌써 

중국과 베트남, 네덜란드, 북미, 인도네시아, 오스트

리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9개나 된다. 

“수출을 할 경우 MADE IN KOREA를 좋아하는 분들

께 저희 시스템 자체가 수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국내/외 매출 비율이 8:2 

정도 되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서 잘 되는 제품

을 찾아서 오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먼저 제의가 들

어오는 편이죠.” 

대한민국 

부동의 1위 자리 굳힐 것  

허리를 케어해주는 허리보호대 허리케인과 구성품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멜레

온, 어깨를 치료하는 의료기 어깨동무 등 조양디엠에

서 개발된 의료기들에는 하나하나 센스 있는 이름이 

붙어 있다. 사람에게 각자 가진 이름이 귀한 것처럼 

김찬휘 대표에게는 회사에서 개발된 모든 제품들이 

빠짐없이 귀하기 때문이다. 

“사람한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멋지게 

불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제품마다 다 이

름을 지어줍니다.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품 하

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귀해

요. 저희는 전제품을 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애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전국에 118개의 판매 지

점을 갖추고 200개 지점을 향해 달려 나가는 조양디

엠의 2017년도 목표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다. 회사 

발전과 더불어 김찬휘 대표는 최근 이노비즈협회의 

신규 임원으로도 위촉되어 누구보다 바쁜 새해를 준

비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

은 메시지를 청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로 있는 기업들이 경기가 어렵

다고 인원을 감축하지 말고 더 고용 창출을 많이 했으

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고용 창출을 늘리고 

있으니 모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고, 더욱 나눔을 실

천하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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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텍

트럭용 메터 클러스터

(주)코스텍(대표 이성기)은 2003년 1월 설

립되어 현재 타타대우상용차 전장, 사출 협

력업체, 현대 SQ 인증 획득 업체로 상용차 

및 승용차, 각종 산업군에 전장시스템, 사출, 

산업용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상기 제품은 EURO6형 상용차용 스마트 클

러스터로서 ECU간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를 정의하고, 전장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

여 EURO6 기준 운행정보를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그래픽을 활용한 고화질의 디스플

레이를 통해 차량상태, 고장감지 및 진단 등

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차량 

IT 융합형 클러스터이다. 

www.costechkorea.com
063-468-1669

(주)라미나

테일러 화학 반응기

(주)라미나(대표 홍종팔)는 2010년 설립된 

테일러 화학 반응기 제조 전문 벤처기업이

다. 세계 최초로 테일러 유체 흐름을 이용한 

테일러 화학 반응기를 개발, 창업하여 시장

에 내놓은 이후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국

내 및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테일러 화학 반응기(LCTR)는 테일러 유체 흐

름(Taylor Flow)을 이용해 고순도(99.9%)의 균일

한 물성의 화학물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다. 지금까지 화학공학 

분야에서 사용했던 난류 방식의 회분식 반

응기를 테일러 흐름을 이용한 층류 방식으

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반응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키고, 30%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www.laminarm.com
031-737-2375

(주)일성이엔지

LIFTING DOCK SYSTEM

(주)일성이엔지(대표 권미숙)는 2010년 10

월 1일에 창립되어 선박 수리(엔진, 기계, 배관, 철 

구조물, 유압 플랜트, 전기) 및 제품(엔진 부품, 유압 플랜

트, 전기 자동화 및 선박 리프트 도킹 플랜트) 생산 등 다

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LIFTING DOCK SYSTEM은 해군 군함 및 잠

수함(정) 등 선박의 수리를 위한 상가대(DOCK-

ING SYSTEM)를 말하며, 유압 또는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함정 및 선박을 수면 상으로부터 

정비구역의 육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장치이

다. 현재 해군 1함대 상가대 및 해군 2함대 

상가대의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ilseongeng.kr
051-412-7038

주목해야 할 혁신기술 1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의 주목해야 할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이웃 회원사에서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한 기술과 제품들을 보시고 

R&D 정보와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를 원하시는 회원사는 제품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메일 magazine@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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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성

진공강자흡식펌프 

(주)일성(대표 지영배)는 1984년 설립되어 

끊임없는 R&D로 60여 건에 달하는 국내·외 

발명 특허 및 수십 건의 실용신안을 가진 실

력 있는 산업용펌프 전문 업체로 우수한 성

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내 6,000여

개 업체 납품 및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수출

하고 있다.

NEP 인증을 취득한 진공강자흡식펌프는 

100% 액체를 빨아들여 잔여량이 남지 않

고, 공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

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기업의 손실과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획기적인 제품이

다. 전국 5대 화력발전사, 일반식품과 공업

분야는 물론 의약품, 화장품 등의 화학분야, 

원자력연구소,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도 적

용되고 있다.

www.ilsungpump.co.kr
02-2618-9233

(주)카젠

법인차량 정비관리 시스템

(주)카젠(대표 김태진)은 올해로 설립 17년

차를 맞는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전문기

업으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정비 서비스 

제공과 풍부한 현장 운영 노하우로 국내 자

동차 정비 사업 분야를 리딩하고 있다. 최근

에는 loT를 접목한 새로운 정비 서비스로 시

장을 확대중이다. 

(주)카젠의 법인차량 정비관리 시스템은 차

량 고장을 진단하는 OBDII장치와 어플의 통

신을 통해서 법인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

는 동시에 차량의 고장 유무와 과거 정비 이

력, 차량 제원 정보 등을 바로 정비사에게 알

려주어 신속, 정확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차량을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어 차량유지비용(유류비와 정

비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www.carzen.co.kr 
031-714-5484

(주)거영

가소제, 계면활성제, 지방산에스테르

(주)거영(대표 김경철)은 20년 이상 지방산

에스테르와 가소제, 가지제 및 농약용 계면

활성제를 제조하고 있다. 부설연구소를 설

립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 맞춤형 

계면활성제의 제공이 가능하며 가소제의 

주요 고객사 시장은 전선용, 자동차용 고무 

및 PVC컴파운드 제조사이다. 

가소제의 경우 내한, 내열성을 중심으로 

PVC, 고무 컴파운드에 사용되고 대표제품

으로는 DOS, M401, DPGDB, DOZ 등이 있

다. 지방산에스테르는 윤활유나 피혁용 첨

가제에 사용되며, 계면활성제는 농약용 유

화제로 사용된다.

http://gyc93.com 
02-596-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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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우라이팅

LED조명

(주)연우라이팅(대표 오석진)은 1999년 설

립된 산업용 LED 조명을 전문적으로 생산

하는 회사이다. 발전소 및 각종 산업현장에

서 축적한 노하우로 고온과 진동, 내진, 분진

에 노출되는 척박한 환경에 설치되는 산업

용 LED 조명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주)연우라이팅의 LED조명은 130lm/W이

상의 높은 광효율을 보유하여 기존 메탈할

라이드 등기구 대비 70% 이상의 전력절감 

효과가 있고, 고온 및 상시 진동지역 등의 열

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자체 방열시스템 등의 기술력이 집약

된 제품이다. 등기구와 안정기를 일체화하

여 설치의 편리함 또한 추구하였다.

www.ywlt.co.kr 
031-8025-4842

(주)대호아이앤티

마미콜(mamicall)

(주)대호아이앤티(대표 김한준)는 ICT전문

기업으로 빌딩공조제어솔루션, loT스마트

제품 등을 개발, 양산하여 판매하는 15년 업

력의 중소기업이다.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

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

하였고,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미콜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급상황으로

부터 지켜주는 호신용 제품으로서 위치 추

적, 위급상황 알림이 주기능이며 스마트폰

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버튼을 누르는 단순

한 행위로 위급상황 사전 예방 및 사후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보호자는 위치 추적 기능

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안전지역 이탈 여

부,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www.daehoint.co.kr 
055-715-2233 

(주)우양이엔지

전기집진기

(주)우양이엔지(대표 강신기)는 분진집진

기, 습식집진기, 전기집진기 등 각종 대기오

염 방지시설을 개발, 제조, 설치하는 전문회

사로 1995년 창립한 이래 21년 동안 축적

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300여

개의 스탠다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맞춤 제

작하여 국내는 물론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2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주)우양이엔지의 전기집진기는 코로나 방

전 원리를 이용하여 초미립자 오염물질까지 

제거하는 탁월한 집진효율을 발휘하며 집진 

셀을 잘 관리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하고 관리비용이 매우 적어 경제적이다. 

www.wooyangeng.co.kr 
031-43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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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혁신기술 12선

정리 이길호

기술력을 갖추다



소개를 원하시는 회원사는 제품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메일 magazine@innobiz.or.kr

(주)동진이엔지

산업용 버너 및 노즐

(주)동진이엔지(대표 이동호)는 비철금속을 

주재료로 기계부품 및 특수부품을 생산하

는 업체로 주로 철강회사에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 중이다. 

(주)동진이엔지의 산업용 버너 및 노즐은 철

강회사에서 사용되는 전기로 핵심 부품으

로 동으로 제작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작된다. 노즐의 경

우 두꺼운 철판을 절단할 때 쓰이는 절단용 

노즐과 토치과 분사식 노즐 두 종류가 있고 

동, 황동으로 제작되며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작된다.

www.dongjineng.com
031-432-8677

신기산업(주)

천하통일 정원토 

신기산업(주)(대표 김동복)은 30년간 친환

경비료 생산에 집중해왔다. 안전하고 싱싱

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품

질 좋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결과 전국 각지

에 수도용상토, 원예·화훼용상토, 친환경퇴

비 등 각종 상토들을 판매하고 있다. 

천하통일 정원토는 도시정원 유지관리용 

흙으로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정 내에서 

유기농채소 재배를 위한 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베란다, 옥상정원, 마당정원 등 다양

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조달청을 통

해 각 지방자치단체, 화훼단지, 수목원 등 여

러 곳에 납품되고 있다.

www.shingi.kr 
041-943-8900 

(주)타임이엔씨

야외용 화로대 WAROS 

(주)타임이엔씨(대표 이인재)는 세계 최초

로 특허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수

냉식 석쇠만을 연구, 개발하여 첨단 기술력

을 인정받았다. 최고의 기술과 설비, 안정화

된 품질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제품

의 제작 공정 및 제품 출하를 컨트롤하고 있

다. 고객 만족과 인간상호 유대관계 강화, 

첨단 기술력 확보를 기본으로 연구 개발에 

매진 중이다. 

(주)타임이엔씨의 야외용 WAROS는 첨단

공법으로 제작되어 석쇠 내부로 물이 통과

하여 100℃ 이하로 온도가 유지되므로 석

쇠가 타지 않고, 그을음이 거의 없다. 또한 

주방세제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 펜션

이나 정원, 캠핑 등 야외에서 구이를 할 때 

효과적이다. 

www.timeanta.com 
033-26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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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갖추다 키워드 ‘T커머스 ’

정리 이길호

T커머스는 TV와 커머스(Commerce·상업)의 합성어이다. 말 그대로 오직 

‘TV’만을 활용한 상거래의 형태를 의미한다. TV채널을 통해 상거

래를 진행하는 기존의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은 전화를 사용하지 않

아도 된다는 점과 시청자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품 설명은 TV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 및 결제

는 TV 리모컨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

지 않고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용 비율도 

높다. T커머스의 종류와 사업 동향, 중소기업 지원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T커머스는 크게 연동형과 독립형으로 구분되는데, 연동형은 방송

에 등장하는 의상이나 장신구 등의 상품 정보를 화면 좌우 또는 상

하단에 있는 ‘바로보기’ 아이콘을 통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한편 독

립형은 홈쇼핑과 같이 별도의 T커머스 전용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

매한다. 대표적인 T커머스 전용 채널로는 ‘K쇼핑’, ‘쇼핑엔T’, ‘신세

계TV쇼핑’ 등이 있고, 실시간 방송으로 한정 시간, 한정 수량을 판

매하는 홈쇼핑과 달리 VOD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T커머스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 디지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그리고 홈쇼핑 시장이 

10%대 성장에 수렴하고 있는 것에 비해 T커머스 시장은 연평균 

200% 이상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매우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500억 원 수준이었던 취급고 규모가 올해 7000억 

원을 넘었고, 내년도에는 1조 2000억 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에는 1개였던 T커머스 업체수가 2016년 현

재 10개까지 늘어났다는 점도 T커머스 시장의 거듭된 성장을 의

미한다.

중소기업 지원 전망에 관해서는 지난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세

계TV쇼핑이 우수 중소기업의 민간대형유통망 진출 지원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7대 방송플랫폼(Skylife, KT올레, 

SKB, CJ헬로, 딜라이브, T브로드, HCN)에 방영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11월에는 

KTH가 운영하는 T커머스 K쇼핑이 미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서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판로 개척에 힘쓸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우수 중소기업들이 T커머스 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

양한 방송사와 기관들이 힘을 모았으니 2017년 이노비즈기업의 판

로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

상품 설명은 TV,  

결제는 리모컨으로 OK 

T커머스 T_Commerce

T커머스 :  TV와 커머스(Commerce·상업)의 합성어

말 그대로 오직 ‘TV’만을 활용한 상거래의 형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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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포커스 이노비즈인의 밤

취재 김도연         사진 임영미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우린 이노비즈니까!  

2016 이노비즈인의 밤

이노비즈기업인들의 2016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이룬 성과를 자축하며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긍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로 송년의 밤 행사인 ‘2016 이노비즈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500여명의 이노비즈기업인들과 내빈들이 한 데 모여 축하와 감사를 전한 이 자리는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이노비즈협회의 2016년을 정리하고 새로 맞는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만남의 장, 

그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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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던 

12월 15일 

오후, 이노비즈협회는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에서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이노비즈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2016 이노비즈인

의 밤’ 행사에 몰린 열기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

이기에 충분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해온 이노비즈기업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

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 흐름 속에서 다

시 한 번 혁신해야 한다는 다짐을 나누는 자리였다.

호스트인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인들 외에도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김문겸 옴부즈만,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이사장, 중소

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등 우리 이노비즈인들과 어

깨를 맞대고 함께 걷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또한 

기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개막시간이 되자 이규대 협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

경 속에서도 국가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으

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 이노비즈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

리고 이어서 “이노비즈협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7년 연속 3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온 성과를 이루

어내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미국,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진출을 통해 

내수침체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1만 8천여 개 이

노비즈기업이 국내 GDP의 16.5%를 차지하는 성장동

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위기가 

지나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어려운 때일수록 혁

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도전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

다고 역설했다. 

이노비즈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빛이다  

내빈들의 정성스러운 격려사도 이노비즈인들이 모여 

2016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자리에 고마운 선

물이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문겸 옴부즈만

과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참석해 이노비즈인들

(위에서부터)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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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포커스 이노비즈인의 밤

취재 김도연         사진 임영미     

의 2016년을 기념하고 2017년을 응원하기 위한 격려

사를 전했다. 

먼저 김문겸 옴부즈만이 무대에 올랐다. 김문겸 옴부

즈만은 “3년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라에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 말씀

드렸었는데 요즘 그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다”며 “이

럴 때야말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맡

은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귀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2016 이노비즈

인의 밤’을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김세종 원장은 

“요즘처럼 기업보국이라는 말이 마음 깊숙이 다가오

는 때가 없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하는 기

업들이야말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이노비즈기업의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또 “이노비즈기업의 1년은 기

승전일자리, 기승전수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린 이노비즈기

업인들의 경영 성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빛이 되었

다”고 마음을 전했다.  

2016년을 빛낸 이노비즈기업인들 

격려사가 있은 후에는 올 한해 이노비즈기업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된 기업인, 근로자 및 기관 실

무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장 표창에는 기업인 ㈜에스티씨 박광수 

대표, 이니스트에스티㈜ 김국현 대표, ㈜거화 엄기현 

대표 등 33명,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표창에는 ㈜휴먼

엔시스 이민우 대표 등 5명, 이노비즈협회장 표창에

는 주식회사 타이가 조병욱 대표 등 15명이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은 ㈜에스티씨 박광수 대표

는 “지난 1년간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IT기업으로서의 비전과 희망을 갖고 직원들과 화합

과 소통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어 오늘의 큰 상을 

받는 행운이 주어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직원들 덕

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지금보다 더 강

한 강소기업을 우리직원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

이며 “우리가족과 직원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

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가족들과 직

원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 또한 잊지 않았다. 

역시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은 이니스트에스티(주) 

김국현 대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인정받아 상까지 받게 된 것

은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어준 덕분”

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임직원들에게 돌렸고, “앞으

로 기술혁신과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

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변화의 순간에 용기 내는 혁신 이어가야  

녹록지 않았던 올해 경제 상황에도 혁신을 이루고 새

로운 도전으로 성과를 낸 이노비즈기업들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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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또 어떤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엿보는 시간으

로 이노비즈협회 홍창우 전무의 발표가 있었다. 홍창

우 전무는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해온 이

노비즈기업인들이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위기와 기

회가 공존하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혁신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솔개의 선택에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솔개는 70-80년을 사는 새인데, 40년 

정도를 살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닳고 날개가 

무거워져 날기 힘들게 된다. 이때, 솔개는 그 상태로 

지내다 서서히 죽을 것인지,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더

라도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자신의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쫀다. 그러면 닳은 부리 자리에서 매

끈하고 튼튼한 부리가 나고, 그 부리로 무뎌진 발톱

과 무거워진 깃털을 뽑으면 새 발톱과 깃털이 나게 된

다. 130여일의 힘든 과정을 거침으로써 앞으로의 40

년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창우 전무는 

이 영상에 대해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변화의 순

간이 오는데, 이때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

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솔개처럼 우리 이노비즈기

업들도 치열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

야 한다.”고 덧붙이며 “2017년 이노비즈기업 20,000

개 달성, 수출기업 15,000개 달성을 기필코 해낼 것”

이라고 다짐했다.         

1부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규대 협회장이 “2016년 한 

해 글로벌 위기를 포함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우리 이노비즈기업인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다. 2017년 

새로운 혁신을 위한 각오로 글로벌 해외 진출과 일자

리 창출, 위기 극복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이노비즈’를 외치자 모두 ‘위하여’로 화답

하며 건배를 했다. 

뜨거운 진심을 담은 

축사와 건배사 

2부 행사는 이노비즈 CEO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노비즈 CEO 합창단은 올 3월에 창

단하여 ‘이노비즈인의 밤’ 행사에서 두 번째 무대를 

가졌다. 단장을 맡고 있는 차상식 세무사는 “많이 떨

리고 설레인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은 격려를 바

란다.”고 소감을 말하며 “이노비즈가족들이 모두 서

먹함 없이 찾아가 차 한 잔 할 수 있는 사이, 맥주 한 

잔 하며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선 일정을 마치고 도착한 주영섭 중소기업

청장이 축사를 건넸다. 주영섭 청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노비즈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일자

리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창출되고, 기술역량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이야말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니 이

노비즈기업이 대한민국 세계화 중심에 서야 한다”며 

“여러가지 정부 간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중기청 사

업을 모두 연결해 이노비즈기업 세계화에 많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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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포커스 이노비즈인의 밤

취재 김도연         사진 임영미     

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격

려하며 “자긍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축사가 끝난 후에는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강시우 창

업진흥원 원장, 김용덕 이노비즈협회 수석부회장, 나

기수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차례로 건배 

제의를 했고, 테이블에 앉은 이노비즈기업인들은 서

로의 잔을 채워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김한철 

이사장의 “돈 많이 버세요~”와 박용주 회장의 “원하

는 일이 더 잘 풀려라, 원더풀” 등 센스 있는 건배사가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017년도 기대된다, 

이노비즈이니까. 

‘2016 이노비즈인의 밤’ 마지막 순서는 컴퓨터, 안마

의자, 아이패드 등 회원사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

로 정성스레 내놓은 다양한 경품들을 추첨을 통해 나

눠 가지는 시간이었다. 사회자의 익살스러운 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즐기는 이노비즈기업인들

의 모습이 오랜만에 편안하고 여유로워보였다. 

이노비즈협회는 또한 이날 내년도 일자리와 미수출

기업, 기술 융합, 지역균형발전, 기업가정신 등 5가지 

주제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고, 이규대 이노비즈협회

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대내외 협력활동을 

전개하여 이노비즈기업의 발전과 비전 제시에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문

턱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내년에도 함께 잘해보자고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던 시간, 여전히 세계 경제

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고 쉽게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

측할 수도 없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노비즈기업

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7년에도 새로운 혁신 기

술과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올해보다 더 많은 판로를 뚫고 더욱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이노비즈이니까.  

중소기업청장 표창

(좌측 부터)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박광수 ㈜에스티씨 대표

이하용 제이브이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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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표창 (33점) 

번호 기업명 이름 직위

1 에스디생명공항 박설웅 대표이사

2 이니스트에스티(주) 김국현 대표이사

3 농업회사법인(주)보금 인유섬 대표이사

4 태웅식품 주식회사 장현주 대표이사

5 율원엔지니어링 문창식 대표이사

6 희림상사 오기림 대표

7 (주)엠파워 이종찬 대표이사

8 네비웍스 원준희 대표이사

9 (주)세일금형 오세일 대표

10 제이브이지 이하용 대표이사

11 (주)디에스아이 이창열 대표이사

12 주식회사한백에프앤씨 박종아 대표이사

13 (주)에이치엠티 노준택 대표이사

14 지구환경측정(주) 김명량 대표이사

15 이노디스 권영민 대표이사

16 현우기공 정정재 대표이사

17 주식회사 쓰리에스솔루션 엄태상 대표이사

18 거도산업 김창욱 대표이사

19 (주)에스티씨 박광수 대표이사

20 천우테크 김상진 대표이사

21 거화 엄기현 대표이사

22 (주)티디지 김진모 대표이사

23 한국금형기술 함운례 대표이사

24 주영산업 성호진 대표이사

25 유니버셜오일 손인호 대표이사

26 (주)다고내푸드 김강용 대표이사

27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김태철 본부장

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최지현 팀장

29 농협 우진섭 차장

30 카이스트 정양헌 교수

31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윤성철 이사

32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정화 수석연구원

3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민지경 치프컨설턴트

이노비즈협회장 표창 (15점)

번호 기업명 이름 직위

1 주식회사 타이가 조병욱 대표이사

2 엠엔지이엔티 안성주 대표이사

3 태양트레이(주) 이재창 대표이사

4 (주)두드림크리에이티브 이승아 부사장

5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조중명 대표이사

6 (주)인더텍 천승호 대표

7 다온물산 남성호 대표이사

8 (주)신창메디칼 이상건 이사

9 아람엔지니어링 이배연 대표이사

10 지에이치테크 성구현 대표이사

11 LED세이버 홍현철 대표이사

12 (주)드림이앤씨 전기수 책임전문위원

13 (주)알파아이엔씨 이상민 대표이사

14 하이테크닉 정진호 대표이사

15 보람경영컨설팅 박미승 대표이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표창 (5점)

번호 기업명 이름 직위

1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이혜용 대표이사

2 (주)코스코산업 김흥준 대표이사

3 (주)휴먼엔시스 이민우 대표이사

4 동진기공 김종수 전무이사

5 디엔엠항공 황태부 대표

이노비즈협회장 표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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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뉴스 협회 소식

KOTRA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재홍, 이하 KOTRA)는 10월 24일 오전 11시, KOTRA 본사(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중소

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OTRA 고객의 이노비즈 인증 취

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분야 협력, ▲이노비즈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이노비즈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이노비즈기업의 적극적인 글로

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 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업무협약

협회는 9월 6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문창수, 이하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해외 시장진출 지원,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이노비즈협회는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의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정보통신공사협회는 9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안내와 이노비즈협회가 추진 중인 각종 중소기업 지

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2016년 10월 위원장 회의

협회는 10월 24일 오후 판교이노밸리 이노비즈협

회에서 2016년 10월 위원장 회의를 갖고, 올해 하

반기 주요일정과 일자리창출위원회, 글로벌위원

회, 여성경제위원회, 기업나눔위원회 등의 추진현

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45회, 46회 이노비즈 모닝포럼

협회는 10월 26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정호

텔 신관1층 아도니스홀에서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및 최고경영자과정 원우 중소기업 CEO,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후원

하는 ‘제45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을 초청하여 ‘창

조경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주

제로 강연을 열었으며, 11월 23일에는 SGI 서울보

증 후원으로 한양대 정재찬 교수(시 에세이스트)

를 초청하여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주제 아래 ‘

제46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가졌다.

67

2016 vol.30 Winter

사우디 중소기업부 장관 면담

협회는 9월 6일 오후 협회를 찾은 사우디 중소기

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방문단과 업무협의를 진

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지난 7월 사우

디 중소기업부(SMEA) 신설에 따른 한국의 중소

기업 정책 벤치마킹 및 중소기업 협력증진방안 논

의와 연말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준비를 위한 

업무를 논의했다. 사우디 측 방문자는 가산 알 슐

리만(Dr. Ghassan Al-Suliman), 중소기업부 장관, 

마지드 알-칼리파(Mr. Majed Al-Khalifah), 중소

기업부 개발과장, 이마드 빈 하싼(Mr. Emad Bin 

Harshan), 중기기업부 비서실장이었다.

이규대 회장, 대통령 라오스 순방 경제사절단 동행

이규대 회장은 9월 8일부터~10일까지 대통령 라

오스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참가했

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한무

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협회 임원(장현봉 (주)

동신폴리켐 대표, 유인목 테크노빌리지(주) 대표, 

최종복 니트로소프트(주) 대표)등이 함께 했으며 

이번 경제사절단은 KOTRA, 대한상의, 라오스상

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가했다.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하반기 임원 워크숍

협회는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충남 진천에 위

치한 아트밸리컨트리클럽에서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하반기 임원 워크숍’을 갖고, 그간 협

회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전개 방향

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지회 임원과 고문, 자문위원, 여성경제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비롯해 신규 자문위원(황철

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위촉 등에 대한 보고안건

과 신규 임원 2명 위촉(김찬휘 조양디엠 대표, 김국

현 이니스트에스티 대표),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창

출위원회 위원장(김형겸 지산특수토건 대표 )위촉, 

내부관리 규정 개정 등 심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9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협회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

과 적용 범위 등을 상황 별로 확인하고, 직원들의 

반부패와 청렴윤리 실천에 대해 결의하는 내용으

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청과 베트남 기술투자단 

협회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25개 기업과 함께 

베트남 기술투자단을 구성해 일정을 소화했다. 이

규대 회장은 11월 9일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열

린 베트남 최대 기술전시회인 Techdemo 2016에 

참석, 개막식 축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베트남 타

이응우옌 동아플라자 호텔에서 베트남 과학기술

부 쩐빤뚱 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OZUNO, 

영진하이텍 베트남 법인, NH농협은행 베트남 하

노이 지점 등 베트남 현지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규대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베트남 진출 애

로사항 청취 및 시장상황 등을 논의하였으며 기술

교류 가능성 등을 타진하였다.

이노비즈 뉴스 협회 소식

제32차 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장 간담회

협회는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부산에서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과 전국 9개 지회장, 회장단이 참

석한 가운데 지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제32차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

했다. 부산울산지회(회장 김형겸)의 주관으로 열

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1만 8천여개의 이노

비즈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노비즈협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심층적 지원을 위

해 전국 9개 지회(충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두고 

지역을 특화해 운영 중이다.

피어스대학 총장 이노비즈협회 방문

협회는 10월 27일 오후 1시 판교이노밸리 이노비

즈협회에서 피어스대학 Michele L, Johnson 총

장, 박명 대외협력처장 등과 미팅을 갖고, 협회 소

개와 추진 사업, 회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하

고 회원사와 피어스대학과의 교류와 양 기관 간 

비즈니스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노비즈협회 베트남 NCSTP 간담회

협회는 12월 12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

남 NCSTP(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학기술

정책위원회)를 맞이해 베트남 정부의 신기술 혁신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벤치마킹 간담회를 가졌다.

이규대 회장은 “이노비즈협회와 베트남 정부는 ’14

년부터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통한 비즈

니스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

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국 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

로 지난 3년간 약 200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

을 방문하였고, 기술교류를 통해 80여건에 달하는 

한-베트남 기업 간 사업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 베트남과의 

협력이 더욱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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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연말 희망나눔 활동

협회는 12월 21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희망나눔봉사센터(센터장 김영란)와 함께 연

말 희망나눔 활동으로 경기 중부지역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20가구에 선물(생필품 등)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활동은 이노비즈협회가 운영 중인 

이노비즈 CSR 지원센터의 ‘이노비즈 희망나눔’ 사

업의 일환으로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 및 장현

봉 기업나눔위원장 등 협회 임원사 및 회원사, 임

직원, 봉사원 등 35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매년 

회원사와 함께 조성한 기부금으로 기업 사회공헌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출범

협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는 12

월 14일 오전 서울 역삼동 소재 삼정호텔에서 ‘출

연(연)-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

하고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

다. 협의회는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 

간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체계적 기술수

요 발굴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

다. 기업의 다양한 기술수요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

를 4개의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에는 6~7개 출연(

연)을 편성하였다. 출연(연), 이노비즈기업, 기업공

감원스톱지원센터, 연구회 공동TLO 소속 관련 분

야 전문가 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6년 새마을문고 가족퀴즈대회 협찬

대전세종충남지회 박광수 회장은 11월 12일 대덕

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 새마을문고 가족퀴즈대

회를 진행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회의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이 대회에는 초등학생과 부모가 한 팀

을 이루어 60가족이 참여해 13가족이 수상의 영

광을 안았다. 박광수 회장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중 가장 뜻깊은 것이 독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식을 쌓는 일”이라며 

독서문화 정착과 퀴즈를 통한 가족 공동체 회복에 

힘쓰기 위해 새마을문고 가족퀴즈 대회에 발전기

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2016년 대전세종충남 이노비즈 합동 워크숍 개최

대전세종충남지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2016년 대전세종충남 이

노비즈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원워크숍, 지

회장배 골프대회, 이노비즈 리더스포럼을 한데 묶

어 합동 워크숍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워크숍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 자문 위원 등 총24명이 참석

하여 이노비즈 기업들의 친목도모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박광수 대전세종충남지회장

은 대회사를 통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임

원, 회원사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드리며 앞

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장 박광수)

충북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충북지회는 9월 29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서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승훈 청주시

장, 박용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이기헌 충북지

방조달청장 및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

장과 지역 내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금융·언론기

관,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해 우수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충북도

지사 표창을 비롯하여 총 6개 부문 22개의 표창

을 수여했다. 또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

한 ‘플라잉’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으로 해외봉사활동 및 도내 불우이웃을 지원했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기관 교류

11월 7일 장현봉 충북지회장은 충북지회 임원 20

여명과 함께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중부정보보호

지원센터와의 기관 교류를 진행하였다. 중부정보

보호센터는 중부권역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충북에 개소

한 기관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보안위협이 증가

와 정보 보호 대응수준이 취약, 보호관제전문업체 

수도권 집중 등을 강조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중

부정보보호지원센터는 향후 충북지회와 협약을 

진행하여 중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지

원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보보호 지원이 가능

한 회원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충북지회 (회장 장현봉)

강원도 각자내기 캠페인 참여

강원지회는 10월 6일 춘천 명동 일원에서 강도청 

주관으로 개최된 각자내기 캠페인에 참석했다. 고

영웅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및 공무원, 도단위

기관 단체장,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

란법) 시행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자 내기’ 소비활동을 제안했다. 이날 캠페인에

서는 참여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각자내기 오찬’

을 실시했고, 참여기관, 단체의 임직원들도 주변 

음식점 등에서 함께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캠페인 참여

강원지회는 9월 7일 평창 봉평시장에서 강원지

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추석맞이 전통시

장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영웅 회

장, 한만우 고문, 박영희 감사 등 강원지회 임원

과 김정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및 도내 중소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어깨

띠를 두르고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 이

용 홍보 리플릿 및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

장의 이용을 당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

회를 가졌다.

강원지회 (회장 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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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뉴스 지회 소식

특성화고 기능인재 취업 한마당 개최

전북지회는 11월 3일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

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6 특성화고 기능인재 취

업한마당’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고 기능인재와 기업인의 만남행사

로, 협회는 이노비즈기업관을 운영하며 도내 29

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이노비즈기

업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였다.

전북지회 (회장 이동근)

제10회 경남지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경남지회는 11월 4일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

다. 경남 김해 가야cc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경남

지회 임·회원들과 전문위원 80명이 참석하여 소

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어려운 시기에 잠시나

마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제15차 GNI포럼 조찬세미나 및 IR발표

경남지회는 11월 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교류

공간에서 제15차 GNI엔젤클럽 조찬세미나를 진

행하였다.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허성원 변리

사가 “스타트업의 고속성장비결”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강의가 끝난 후 기업IR발표에는 (주)

에덴메디, 소셜빈, 컴투루, (주)이조 4개 기업이 참

여했다.

전북지역 장년고용협의체 활동

전북지역 내에도 중장년층의 일자리 부족현상과 

함께 일자리 미스매칭이 청년실업만큼 심각한 지

역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전북지

회는 전라북도와 전주고용센터를 비롯한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구축하고, 각 기관의 활동 

및 현안등을 공유하여 전북지역 내 중장년 고용활

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남지회 (회장 성해진)

산학협의회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10월 26일 경북대학교 IT대학 1호

관에서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노비즈기업 산

학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협의회 회장이자 R&D분과위원장인 이승우 

대표((주)루브캠코리아)를 비롯한 경북대학교 전

자공학부 조진호 교수, 고분자공학과 강인규 교

수 등 30여명의 산학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되었으며, 이노비즈기업 혁신과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학연의 교류

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나눔

대구경북지회는 12월 7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

청에서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노비즈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난

방지원을 위한 사랑의 이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순자 대구경북지회장, 김문환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하영숙 대구시 여성정책

관, 각 시설담당소장 등 2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

운데, 한부모가정 생활시설 입소자 및 다문화 가

정 등 19개 시설에 총 200채의 이불을 전달했다. 

차순자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불이 잘 전

달되어 몸과 마음이 따뜻하도록 이번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지회 (회장 차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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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년취업 Job-Ara Festival 개최 

제주지회는 10월 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6 청년취업 Job-Ara Festival을 제주대 

LINC사업단, 취업전략본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주관했다. 이 행사에서는  도내외 우수기업 

등 52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관과 도내 취업지

원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취업정보 및 컨설팅

관이 운영되었으며,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수

기업에 대한 채용정보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

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부

대행사로는 ‘취업성공 메이크업’, ‘취업선배 Talk! 

Talk!’, ‘인사당자에게 물어봐!’ 등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IP페스티벌, 지식재산 포럼 개최

지역 지식재산 저변확대 및 최신 정보 교류를 위

한 제주 최대의 발명행사인 ‘2016 제주 IP페스티

벌 및 지식재산 포럼’이 11월 4일 메종글래드 제주

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도내 IP(지식재산)

경영 기업인 및 산학연 관계자, 도민 등 20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탐나는 Idea, 탐나는 IP, 탐나는 

Business’를 내걸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주 IP페스티벌은 지역 발명인이 하나 되고 다양

한 발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발명 행사

들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

명 생활화 분위기 조성 마련에 기틀이 되고 있다.

제주지회 (회장 김종헌)

정기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기업인 시상식 개최

11월 7일 2016년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회 정기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기업인 

시상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나기수 광주전

남지회장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김종식 경제부

시장,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광주광역시의

회 이은방 의장과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

청장 등 여러 국가기관의 지방청장과 회원사 및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고, 안건 처리의 시간 

및 우수 이노비즈기업인 시상식, 만찬과 공연 등

을 가져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정기총회 행

사를 마무리하였다.

융합기술 연구과제 기술이전 교류행사 개최

10월 20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는 세계적 

대학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융

합기술분야 연구과제를 지역 이노비즈기업에 소

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

회 소속 20여명의 이노비즈기업인과 광주과기원

의 분야별 연구교수 및 관계자 60여명 등 80여명

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그간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융합기술 분야의 연구논문을 다수 발

표하였다. 나기수 광주전남지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대학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

속적인 교류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광주전남지회 (회장 나기수)

중국 판진 요녕성공상련국제상회와 MOU 체결

부산울산지회 및 기업인과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

된 ‘중국 판진 한국성 시장개척단’은 10월 27~29

일 중국 랴오닝 성 판진 시를 방문했다. 판진 시 정

부와 현지 상공인들로 구성된 랴오닝성공상련국

제상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내년 5월 

판진에 문을 여는 한류 전문 쇼핑몰인 ‘판진 한국

성(韓國城)’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김

형겸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장은 “판진 한국

성은 국내 대기업 브랜드는 물론 우수 중기 상품 

등 1만 2000종의 한류 제품을 취급할 예정이어

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멘토와 함께 하는 생산현장 기술혁신 데이 개최

부산울산지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

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지역내 기업지원 유

관기관과 공동으로 11월 15일 부산 BEXCO에서 

‘2016 기술멘토와 함께하는 생산현장 기술혁신 

데이(DAY)’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공공 연구

개발 성과물들이 산업현장으로 빨리 기술 이전되

고, 상품화되어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강소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에 대한 기술

상담 및 지원 사업 상담 등 다양한 애로에 대해 원

스탑(One-Stop)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제별 7개 

분과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상담이 진행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산울산지회 (회장 김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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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회원사 신규 회원사

출처 innobiz.or.kr

이노비즈협회 신규회원사 16.9. ~ 16.11.

이노비즈협회가 만드는 매거진 <INNOBIZ+>는 회원사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종별, 지역별로 신규 회원사 목록을 공유합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가 되면 금융, 인력, 교육, 의료, 홍보, 마케팅 분야 등에 걸쳐 회원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 혜택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오니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 innobiz.or.kr → 이노비즈협회로 바로가기 → 회원사 혜택)

기계금속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영창정공 진현태

경기

031-683-4771 www.ypc75.co.kr 자동차부품

(주)케이제이테크 김명기 031-446-5388 ekjtech.co.kr 보안장비

일양정밀 김영진 02-2625-6451 www.ilyangmold.com 자동차금형 제작

(주)태성기전 오옥란 031-8059-4586 www.mirrorbar.co.kr -

(주)삼공이엔지 하재호 031-352-4220 www.30eng.com 산업용 플랜트(아스팔트 플랜트, 배칭플랜트)

(주)다람이엔지 김배영 031-434-6601 www.drameng.com 공조기 및 크린룸

(주)세경공조 성경선 031-334-6902 www.saekyeong.co.kr 후렉시블호스, 스파이럴덕트

(주)동양공조 손장웅 031-359-8944 www.hvacdac.com 공조부품-DAMPER 외

(주)한양씨앤씨 강준철 02-3272-6071 www.hycnc.co.kr 텍스타일 평판 프린터

유성분체기계(주) 김재영 031-356-9841 로타리밸브.kr 로타리밸브

(주)코사플러스 노창환 031-433-3159 www.kosaplus.com 공압식 밸브개폐기, 리미트스위치박스

엠엔에스아이(주) 이계승

경남

055-291-0389 www.mnsi.co.kr 자동차엔진부품

대동테크 유명도 055-263-1611 - 항공기 부품

(주)미래멀티텍 이두경 055-328-3933 - 과일 선별기

(주)에이치티에프 이종천 055-586-2121 www.htfco.kr 펌프, 펌프부품

신화에프엠주식회사 신현수 055-326-2362 www.shfm.co.kr 식품자동화 설비(Noodle Plant)

삼우엔지니어링 김춘식 055-343-8707 www.samwookor.com 오토 테핑 머신 시리즈

(주)한림테크놀로지 임주택 055-286-8978 www.hlt21.com 유압실린더

아림기공 남기숙 055-364-1092 www.arim88.com 갑판기자재, 갑판기계, 선박크레인

동해공업(주) 송정한 055-354-6977 www.donghae-ct.com 냉각탑

광호정밀 최상호 055-292-0399 www.khtools.co.kr 냉·온, 열간단조금형, 프레스금형

(주)삼원기계 전순도 055-338-7733 www.e-samwon.co.kr 자동테이핑기계(SWTM-120N)

조광아이엘아이(주) 임만수 055-360-0200 www.jokwang.co.kr 안전밸브, 스팀트랩

(주)삼광모터스 이은우 055-854-8773 www.sk-forging.co.kr 아이들 풀리(Idler Pulley), 휠 샤프트

(주)신성테크 신현조

경북

054-472-4582 - 핸드폰금형

대륜정공 정일호 054-977-7041 - 전자부품(센서브라켓류, 판넬카바)

삼정오토모티브(주) 추수욱 054-741-1540 www.samjeongauto.com ADJUST RING, SHIFT YOKE

주식회사신라하이텍 천봉수 054-338-8335 www.sillahitech.com 자동화 PALLET, 일반 물류용 PALLET

(주)제이엠케이 손종민
광주

062-959-1959 - 금형가공, 프레스금형 제작, JIG 제작

주식회사 알티엠 최운일 062-952-7993 - 프레스 금형

(주)현대디엘 신명준
대구

053-605-7832 www.hyundaedl.co.kr 도어록

(주)에스제이프로텍 최창일 053-593-8888 - 사출금형제조

(주)효경 신동훈

부산

051-973-4404 www.ylchem.co.kr 영림프라임샤시

(주)케이피엘인더스트리 이재환 051-831-8451 www.kplfitting.com 배관자재

(주)금영메탈 김애란 051-832-5271 8325271.co.kr 오일레스 베어링

성광볼트 이호만 051-941-2507 - 너트

삼현금속 이권환 051-312-8960 WWW.gooddc.net 자동차 부품, AC·DC 모터

(주)메카스 김영주 051-361-1750 www.mekas.co.kr 냉매차징머신

케스코물산(주) 오택상

서울

02-2614-0989 - 석재가공용 다이아몬드 절단석 및 WHEEL

(주)일성 지영배 02-2618-9233 www.ilsungpump.co.kr 진공강자흡식 펌프

국일메카트로닉스 이운경 02-2109-4886 www.kukilmecha.co.kr DECK 측정기

(주)현준에프에이 안재현

인천

032-676-2130 www.artrorobot.com 직교로봇

유니월드오토테크(주) 유화석 032-815-9551 www.uni21c.com 우레탄 부쉬, 사출

용광후렉시블공업(주) 이미호 032-815-0106 www.yongkwang.co.kr 익스펜션 조인트, 보일러용 연도

클라이젠 (주) 맹익재 032-423-0166 www.clizen.com 마그네틱 클러치 풀리

신영(주) 양영석

충남

041-620-7487 syhrdc.co.kr 태양광 모듈

(주)유한정밀 송유성 041-542-8050 - 프레스 금형, 수소연료전지 금속판

주식회사우림알텍 임헌범 041-352-5081 - 알루미늄 압출가공품

핫몰드엔지니어링(주) 유승찬
충북

043-878-4507 hotmold.co.kr 하트런너시스템

대현금속(주) 김태영 043-881-5060 -daehyun.mir9.co.kr 파워스타링튜너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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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유정치과기공소 송두빈
경기

031-459-2822 www.yujongdental.com 치과보철물, 맞춤지대주, 임플란트

(주)제영산업 홍승회 031-8059-2821 www.biojeyoung.co.kr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원료

(주)엔솔바이오사이언스 김해진 대전 042-939-4500 www.ensolbio.co.kr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주)블루코어컴퍼니 김성민 부산 051-747-4318 www.bluecc.co.kr Q-Switched Nd:YAG Laser

더웨이커뮤니케이션 이정우

서울

02-3446-4744 www.theway-comm.co.kr U-CRF

(주)마크로젠 정현용 02-2113-7034 www.macrogen.com 유전자 분석(CES) 서비스

아이진 주식회사 유원일 02-322-1687 www.eyegene.co.kr 당뇨망막증 진단제(단백질/유전자, 2종)

농업회사법인제일종묘농산유한회사 박동복 충북 043-838-1175 www.jeilseed.com 채소종자

화학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원일화학엔환경 김영신

경기

031-498-3390 www.wonilce.com Pyred, Soflon, 측정분석대행

(주)케닉스 유승철 031-981-5722 www.chenics.co.kr 목재용 페인트, 하이그로시용도료

대한잉크주식회사 안희석 031-467-6324 www.daihanink.com KLEENTEC (COH), SHG

해동고분자산업(주) 김인철 031-987-5501 www.haedonguv.co.kr 표면광택제

일신화학 이경희 경북 054-955-7611 www.ischem.co.kr 계면활성제

(주)자연지애 반명숙 부산 051-466-2812 www.jayeonjiae.com -

(주)폴리피아 유진선 충남 041-363-9508 - 복합소재

대경화학 이용재 충북 043-881-1011 - Stamping foil, Hologram foil

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식스코 김정환

경기

02-540-5421 www.sixco.co.kr 이지크리트

(주)세민기공 오세열 031-281-6999 www.smcoat.com 프로플로어, SMP 폴리싱머신 외

주식회사신유건영 성삭암 031-559-1119 www.shinyu.kr 기타이동식화장실 및 이동식부스

(주)케이씨산업 이강주 02-3490-9995 www.kccond.com 조립식 PC 공법

주식회사 지구 류명열 광주 062-953-4553 www.jiguco.com 공기조화기

(주)덕재건설 김운석 부산 051-557-6999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커버글로벌주식회사 김현목 서울 02-518-6044 www.coverglobal.co.kr 장식용 유리패널, 외장용 조명확산 유리

(주)미추홀공간지적 조은석
인천

032-862-4375 - 수치지적도 제작, 지리정보 S/W 개발

(주)엘엔케이시설물 고삼석 032-428-5970 l-k@co.kr 토목시설물건설

(주)한길산업 송영한 전남 062-944-9123 www.hgroad.co.kr solar난간, 개량된 조인트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해피전자 심상준 경기 070-8888-8764 www.happyelec.com ONT 단말기

(주)서전일렉스 이연 경남 055-224-5121 www.sjelex.com HDCAST

포스텍네트웍스(주) 김권일

서울

02-6925-5808 www.postechnetworks.co.kr 엘이디전광판

(주)티플러스 이정호 02-564-8686 www.tplus.kr pacs system, win dose

(주)다이나맥스 이세희 02-468-5755 www.dynamax.co.kr 도로명주소전자도면열람시스템

(주)맑은기술 심연섭, 강승표 02-2081-1394 www.malgn.com SVS-5R, SVS-5E

(주)코이노 오주병 02-839-7500 koino.net 웹저버

월탑전자 신명구 인천 032-577-8501 www.world-top.co 휴대폰부품용 인쇄회로기판

정보통신

식품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진주물산 이수혁 경기 031-677-6090 - 고추맛베이스

(주)부영기업 전연호 광주 062-952-0038 www.bypacking.co.kr 포장지

주식회사청정화푸드 이윤옥
서울

02-486-1411 www.cjhfood.com 청정화쭈꾸미, 석쇠쭈꾸미, 불향쭈꾸미 등

매일환경 이동거 02-372-9807 - 육각수곰탕

(주)이푸드 이동
인천

032-821-0626 www.yukhwawon.com 가슴살

주식회사 우리찬 강숙자 032-583-2300 woorichan.com 후리가케, 천연조미료

보성전통고추장영농조합법인 이금숙 전남 061-853-3327 www.보성전통고추장.com 장류

주식회사 다고내푸드 김강용 전북 063-835-9163 www.dagone.co.kr 치킨베티믹스류, 소스류

농업회사법인 써니빌 주식회사 송영철 충남 041-741-3377 www.sunnyville.kr 과실류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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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이노시엠 이상태

경기

031-8059-1903 www.innosy.co.kr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식회사엠엑스앤 황만수 031-695-7400 www.mxn.co.kr Dispenser Machine

엘에스통신(주) 신영설 031-474-3028 www.lscomm.co.kr INDUCTOR

(주)가이아에너지 김동수 070-7592-9491 www.gaiaenergy.kr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엔지니어링(제조/설치)

세일하이텍 주식회사 박문태 031-798-8144 www.seilhi-tech.com 절연수축튜브, 부스바,이지바

(주)아이플라이 옥민석 031-733-9140 www.iflykorea.com 소방방제시스템, 정수기, 연수기

(주)한림에스제이테크 홍기원 031-366-0707 www.hre.co.kr 전기전자산업용테이프가공품

휴앤에스(주) 김광섭 031-478-0731 hunsol.com 교통관련시스템

(주)디엘전자 이욱기,이순천 031-494-9889 - 인쇄회로기판

육일절연체 엄순천 032-674-1006 - 스페이서댐퍼 엘라스토머

(주)아이엠티에스 배연식 031-627-5050 www.imts.co.kr LCD검사 장비 운영 프로그램

(주)윈텍오토메이션 송일재 031-202-7111 www.iwta.co.kr 산업용 유.무선 원격제어기

(주)엘림시스 강영식 070-7791-1485 www.elimsys.co.kr RUGGED TFT-LCD Monitor

(주)뷰웍스 김후식 070-7011-6240 www.vieworks.com DR 디텍터-의료영상진단기용

(주)코렌 이종진 031-740-6800 www.kolen.com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 렌즈

(주)명승골프 이동명
경남

055-337-7614 www.msgolf.kr 골프연습기

주식회사성아티엔에스 강선기 055-261-9895 - 부스터 조립라인 설비비가동 개선

(주)에이치엠티 노준택 경북 054-223-2510 www.e-hmt.kr MLCC IR 측정기, MRSS 측정기

동아제이티(주) 안준학
부산

051-261-1710 - 전기자동제어장치

동아전기공업(주) 이만우,김광수 051-206-7171 www.devico.co.kr 배선용 차단기, 전자 개폐기

주식회사디텍프론티어 민영덕

서울

02-811-3800 www.di-tek.co.kr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주)레드스톤시스템 박치영 02-713-0863 www.rstone.co.kr 컴퓨터, 액정모니터

(주)언일전자 조옥남 02-948-1358 www.unil.co.kr Hair styling Iron

알에스테크(주) 김왕종

충북

043-273-2770 www.rstrf.com RF Gen, RF Mat,RPS 제조수리

(주)나노시스 남우희 043-231-6935 www.nnsys.co.kr PCB(인쇄회로기판)

(주)어텍 김진태 043-233-5962 www.eatech.co.kr 중장비용 리모콘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엠테크노센터 이병희

경기

031-262-5585 - 부동산 개발,공급,분양대행

주식회사더조은내일 손기동 031-8001-9988 - ES-CRM

문서지기(주) 김경희 031-735-7353 www.bbkm7.com 다량의 스캔 업무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시스템

아이엠소프트(주) 정연우 경남 055-259-5111 www.im-soft.co.kr ERP, POP, MES

(주)케이.피.디 채영삼 대구 053-754-2007 www.kpd2002.com 산업디자인 전반

(주)하이브파트너스 조상호 대전 042-486-5552 hivepartners.co.kr 광고대행, 디자인

(주)에이스트 이재범
부산

051-941-0783 www.aistcnd.com 미용, 의료기구

(주)이너스코리아 김규덕,이규선 051-337-0080 www.innus.kr 신발디자인, 시각디자인

(주)이씨씨아이 안윤정

서울

02-336-8600 www.ecci.co.kr 교육컨설팅

엔월드코리아(주) 김상호 02-6718-9802 www.enworld.com 인력공급업

에이치에스에스(주) 김기형 02-702-7190 www.honeywell.co.kr 산업 및 선박엔지니어링

(주)파인아트디씨지 남중관 02-547-4001 www.fdcg.co.kr 디자인 제작물 서비스(브로셔 등)

(주)엠씨에스에스티기술사사무소 이호찬 02-569-8144 www.mcs-tech.co.kr 구조설계서비스

(주)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유영석 02-541-4777 www.rainbowpr.co.kr 홍보서비스

(주)해양공간정보기술 이석복 02-2068-1705 ositec.co.kr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 수심 측량

교육지대(주) 장정호 02-521-0029 www.zocbo.com 족보닷컴, 한자통닷컴

(주)스쿨뮤직 안정모 인천 032-773-8074 facebook.com/schoolmusickorea 악기 소매업

(주)성율이앤지 주수영 전남 062-234-9508 www.sungyuleng.com/ 지적측량, 공공측량, 해상측량, 측지측량

환경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 대창 박영희 강원 033-731-8789 - 조립식 PC맨홀, 조립식 수로관

대한환경 문상욱

경남

055-326-3612 www.water-system.co.kr 순수, 초순수제조장치, 해수담수화 장치

(주)조은환경 조현철 055-884-5678 www.rcf.kr RCF여과기

주식회사금강 박현숙 055-743-2327 www.ststank.com 스테인리스 물탱크

하이테크닉 김태선 경북 054-293-6333 - 합성수지, 스티로폼 잉고트

(주)세광그린텍 오영 서울 02-2183-3880 sekwang.koreasme.com 강화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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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은광이엔지 최병권
강원

033-734-3011 - 회전교반식 오염공기 정화장치(탈취기)

(주)우룡 이상훈 033-374-9955 www.wooryong.co.kr 생석회, 소석회

(주)티엘에스이엔티 신민호

경기

070-4848-5360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오성지관 오정호 031-858-7091 www.o-sung paper.co.kr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주식회사몰텍코리아 노윤호 032-684-0153 moltechkorea.com 플라스틱 금형

어소시아 인스(주) 고영진 031-725-7231 www.associains.com 비파괴검사 서비스

(주)삼성그라테크 유기현 031-356-4806 www.samsunggratech.com Hot Melt필름 외

(주)케어메이트 윤희권 02-3473-4911 www.caremate.co.kr 자세변환쿠션, 휠체어방석

주식회사 대연 김소연 031-576-4801 www.dydeco.co.kr 건조대

(주) 하 나 서재원 031-858-8381 www.hanaleather.com 친환경 은나노 피혁 착색 방법

조인엔터프라이즈 장휴창 031-321-9770 joinenterprise.com 옵티마,캐스트

(주)세한 김철환 031-354-4030 www.saehanmnd.com 와이드 매직벨트형 팬티형 기저귀

주식회사 벤텍퍼니처 한기만 031-764-0010 www.bentek.co.kr 곡면가구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케네스민규리
경남

055-855-4130 www.kencoa.com 공군 초등훈련기 KT-100, B777 주익 구조물

스코트라 주식회사 이종목 055-324-7412 www.scotra.co.kr 플로트(제너럴 타입), 멀티룸 프로트

(주)부린 강흥식
경북

054-472-3244 www.boorin.co.kr 단프라시트- 도전성 플라스틱 골판지

(주)삼화케익블럭 윤영준 054-771-3403 www.cakeblock.co.kr 케익블럭, 황토케익블럭

에이스골프 주식회사 김영준 광주 062-945-5880 www.acegolfballs.co.kr 골프공

디오베 오순임 대구 070-4757-1377 www.deobe.com -

(주)티디지 김진모 대전 042-472-6400 i-dreamgolf.com 피팅장비 및 골프부품, 헤드분리기

영진실업(주) 권태완 부산 051-529-1155 wakey10407.co.kr 안전화

(주)드림오피스 김학상

서울

02-567-0055 www.dreamoffice.com 화일바인더, 가죽, 전자제품

대안엔지니어링 박종한 02-525-5119 www.safetech.co.kr 소방시설공사 외

(주)이화바이오메딕스 김용무 02-2055-3820 www.ewhainc.co.kr Eye guard : 안구 보호용 덮개

(주)현대이엔지 정용우 02-2635-9988 www.chiller.co.kr 압출기의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냉각탱크

(주)헬스원 한상근 02-6203-8777 www.ehealth-one.com TREADMILL, 심박수측정 TREADMILL SYSTEM

(주)보성 노대기 울산 052-716-2345 www.bosung21.net 발전기

(주)피비엠오토 권애수
인천

032-467-8856 www.pbmauto.com 할로겐 베이스 소켓 (Halogen Base)

(주)형근 강형근 032-812-2191 www.hgmold.co.kr 자동차전조등, 화주방화상폰 부품

주식회사 대경 박연송
전남

061-454-1666 - 해태발장

(주)세계조선 김윤수 061-644-3501 - 강선 건조

신영목재 김종환 전북 063-464-9830 shinyoungwood.co.kr 목재 파렛트, 방부목재

(주)동남사 민권식 충남 041-753-7141 www.dongshincom.com 식품용기포장재 외

디에스씨(주) 김의태
충북

043-211-6341 www.dongshincom.com 알루미늄·건축자재

(주)에이티면역 황정헌,김진태 043-218-6930 www.atls.co.kr 양돈용 배합사료

기타

S/W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주식회사 한성정보시스템 한정희 강원 033-264-4137 www.hansungis.co.kr HS NAS

(주)네오젠소프트 오채수 경기 031-628-6950 www.neozensoft.com -

주식회사 피데스 진민호 광주 062-449-5478 www.fifp.co.kr 행정포털 솔루션

주식회사 자이솜 조창희 대전 042-335-4560 xisom.com X-SCADA

삼인정보시스템(주) 김덕은 부산 070-7771-2100 www.saminis.com 조선정도관리 시스템

주식회사시스메이트 정종균

서울

02-6412-4900 www.sysmate.co.kr 영상정보 안내시스템

주식회사아이라이즈 성승주 02-869-6740 www.irise.co.kr smart cdw, smart EMR

이지케어텍(주) 위원량 02-747-8640 www.ezcaretech.com ezCareEMR, ezCareHIS

(주)서울정보시스템 이문현 02-3465-6100 nsis.co.kr TELPER 솔루션, 정보통신공사

(주)나스텍 이성기 02-563-4288 www.nastech.co.kr 신용카드 정산시스템, 전자화폐시스템

주식회사거민시스템 민호식 02-456-3108 www.geomin.co.kr 의료·통신 소프트웨어

(주)JBM 박상욱 울산 052-261-9040 - 선박구성품, i-Scheduler

(주)새눈 백청열 전북 063-715-6531 www.saenoon.co.kr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품

에스엠텍스타일 최승호 경기 031-868-9394 - 섬유

(주)에이치에스글로텍 조훈득 서울 02-3442-2900 www.hsglotex.com 합성피혁, 의학용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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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6 독자의견 

기타 독자의견

유현정(광주시 북구)

구독 후기 ceo 분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 만큼,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과 워킹맘이 배려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권장을 통해 생산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부산시 사하구)

구독 후기 중소기업 업종별로 차별화여 시리즈로 내용을 담으면 업종별 많은 도음이 될것 같습니다.

문양희(경기도 용인시)

구독 후기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나 분쟁 사례, 깨알팁 등이 정보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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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현재와 동일하게 

발행한다 

105명

온라인만 

발행한다 

34명

다각적으로 SNS활용

1명

온라인은 접근이 어려움1명

정보 습득

103명

협회 소식

31명

인터뷰 4명

보내줘서 1명
보지않는다 2명

매거진

구독 이유

매호 

챙겨본다 

34명

매호 챙기진 않지만 관심

을 갖고 본다 

33명

가끔씩 본다 

55명

전혀 보지 않는다 

19명

매거진 

접촉 빈도

이노비즈협회 SNS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새로운 뉴스와 

공지사항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NOBIZ+>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들, 지난 호를 읽고 

인상 깊었던 내용 혹은 다음 호에 바라는 점 등을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INNOBIZ+>는 독자 여러분들의 소리로 채워집니다.

이노비즈협회 공식블로그   innobizorkr.blog.me

이노비즈협회 공식이메일  magazine@innobiz.or.kr

설문조사기간; 2016. 11. ~ 12

설문응답인원; 141명

열린편집실
독 자 참 여 마 당

트위터  @INNOBIZ_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nobizorkr

E-BOOK 보기

개선할 

사항은?

콘텐츠

50명
특별히 개선할 사항이 없다

81명

디자인 8명

인쇄사양 2명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 

4명

이노비즈 플러스를 본 적이 없음

노출 빈도 상승 필요

추가로 

원하는 

내용은?

81명

회원사와 

제품에 대한 소식 

43명

1명

협회 지원사업 

성과 및 협회 소식 

33명

독자 참여 코너 9명
지원정책
(이노비즈 

혁신기술 관련 

정보)

정보
(문화, 교양, 취미, 레저)

49명

해외 스타트업 동향, 

글로벌 행사 리뷰 

관심있는 

코너는?

이롭다

39명

제시하다

55명

갖추다55명

달리다5명

남 102명

여 39명

성별은?

20대 6명

30대

60명

40대

44명

50대

26명

60대 이상

4명

연령대는?

1명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블로그, SNS, e-book) 홍보 및 

콘텐츠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 등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한 2017<INNOBIZ+>로 

거듭나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업은?

임원

 31명 

회사원 104명

프리랜서

3명

주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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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기업과 대중의 정보 공유, 모든 독자들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해 발행되는 매거진입니다.

연 4회 계간지로 발행되며 

매 호마다 CEO인터뷰를 실어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책, 

전략 관련 유명인사 칼럼을 담습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의 주요 행사와 

전국 9곳 지회의 소식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경영/비즈니스 전반에 유익한 기획 테마와 

관련 베스트셀러 소개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일반 대중까지 타깃 독자로 하여 

기술혁신 분야는 물론 그 외 최신 트렌드와 정책 정보등을 게재합니다. 

이노비즈협회가 제공하는 선별된 기사와 생생한 정보를

매거진으로 만나보십시오.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회원사 참여 안내
대 상 연회비를 납부한 이노비즈기업, 예비 이노비즈기업

내 용 경영/기술 혁신 전략 관련 칼럼 기고, 기업 인터뷰, 독자 참여란 등

발 행 처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외협력팀

판 매 가 격 5,000원

광고 및 정기구독 문의
광 고 정회원사의 경우, 50% 할인

계 좌 번 호 농협 301-0104-7125-41

전 화 031-628-9600

이 메 일 magazine@innobiz.or.kr

구 독 료 20,000원(연간)

매거진

1만 8천여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노비즈기업 선정 

우선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가 격상합니다. 

이노비즈기업은 평균 매출액, 업력, 종사자 수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통계치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 인력, R&D, 판로/수출 분야 등 40여 가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및 가산점 부여 혜택도 있습니다. 

분야 혜택 실례

금융
보증지원 및 금리우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을 통한 보증지원 및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보험료 10% 할인, 

[무역보험공사] 무역보증 보험료 20% 할인,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15% 할인 등

인력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및 맞춤형 연구/생산인력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일학습 병행제 등 가점부여

R&D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자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 등 참여 우대 및 가점 부여

판로/수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관련 

컨설팅, 자금, 전시회 참가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등 가점 부여 및 우대 지원 

 이노비즈협회 회원 가입 추가 혜택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이노비즈기업에 지원되는 우대사항 외에도 더 많은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

니다. 금융, 홍보, 할인 혜택에 추가되는 기타 지원 혜택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천만 원 상당의 효과를 누리

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회원사 대상 각종 행사와 교육(이노비즈 최고경영자 과정, 모닝포럼, 임직원 직무관련 무료교육)을 통해 기업 간 교

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야 혜택 실례

금융
대출금리 우대 및 투자/

금융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창구 마련 

대출금리 최대 연 1.65% 우대(농협은행)

M&A 준비를 위한 전략자문(삼일회계법인 연계)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 지원 

기보 및 민간 투자은행 저금리 대출연계

투자 및 금융상담을 위한 컨설팅 창구 마련

홍보

온라인 정책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정보제공, 협회보 광고 및 신문광고료 

할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협회보 내지 200만 원 광고 기준, 비회원사 대비 40만 원 절감

신문지면 광고료(중앙일보) 1,000만 원 기준 평균 350만 원 절감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수수료,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전문인력 

헤드헌팅 수수료, 숙박시설, 사무용품, 

의료서비스 할인 등 

측정장비 교정료 100만 원 기준, 최대 20% 할인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수수료 30% 할인(수수료 최대 50만 원 절감)

연봉 1억 인력 채용 시, 전문인력 헤드헌팅 수수료 약 200만 원 절감

기타
협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회원사 

우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의적 문제해결기법(TRIZ) 확산 사업’을 통한 기술 및 

경영 문제해결 지원 등 

[인건비 지원] 청년취업 인턴제, 시니어인턴십, 장년취업 인턴제, 대체인력뱅크 

지원사업        

[포상/마케팅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을 통한 우수 기술 전시 및 유공자 포상 

지원, 해외전시회 등 판로지원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혜택 

100% 활용하기

이노비즈협회는 업력 3년 이상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기능을 보유한 성장·성숙기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여 장기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지원제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노비즈기업이 되고 회원사로 등록이 되면 어떤 우대지원제도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회원사 회원사 특전

출처 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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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혜택은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innobiz.or.kr) ▶ 

협회로 바로가기 ▶ 

회원사 혜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제15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저성장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준비해야할 ‘혁신’, ‘창조’, ‘융합’의 Vision을 제시합니다. 

 교육개요 

교육기간 2017년 3월 28일(화) ~ 2017년 7월 25일(화), 4개월(15주 과정)

교육장소 프리마호텔(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접수기간 2017년 3월 17일(금)

 문의 및 접수처 

이노비즈협회 경영기획본부 대외협력팀 천만우 과장

Tel. 031-628-9633    E-mail. char0080@innobiz.or.kr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 www.innobiz.or.kr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카페 http://cafe.daum.net/innobiz-mba

 커리큘럼  

진행일정 내  용 교  수

1주차 3.28(화) 17:00~20:00 입학식 - 신입 교우 환명 및 만찬, 강연

2주차 4.4(화) 17:00~20:30 글로벌 경제금융전망과 중소기업대응방안 신세돈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3주차 4.14(금)~15(토) 제주도 워크숍(창조적 조직문화) 송인혁 대표 (라이프스퀘어)

4주차 4.18(화) 17:00~20:30 디지털 융합의 시대, 제조업의 위기와 기회 최형욱 대표 (매직 에코)

4.26(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5주차 5.2(화) 17:00~20:30 교우기업 벤치마킹 연수 교우기업 방문

6주차 5.9(화) 17:00~20:30 CEO의 심리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

7주차 5.16(화) 17:00~20:30 미래학자에게 듣는다! 인공지능과 융합이 바꾸는 미래 정지훈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5.24(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8주차 5.30(화) 17:00~20:30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동문기업 발표 교우기업 소개 및 Q&A

법륜 스님의 인생과 행복 법륜 스님/ 이사장(평화재단)

9주차 6.6(화) 17:00~20:30 문화 연극 관람 -

10주차 6.13(화) 17:00~20:30 산업경제와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윤덕균 교수 (한양대학교)

6.21(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11주차 6.27(화) 17:00~20:30 시청하지 말고, 견문하라!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광고의 비하인드 박웅현 대표 (TBWA Korea)

12주차 7.5(수)~7.8(토) 해외 졸업여행(3박4일) -

13주차 7.11(화) 17:00~20:30
 ‘도전하는자’ 만이 성공한다 최종열 탐험가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동문기업 발표 교우기업 소개 및 Q&A

14주차 7.18(화) 17:00~20:30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10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15주차 7.25(화) 17:00~20:30 수료식 - 수료패 증정 및 수료행사 진행 -

※ 운영 사정상 일부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