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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티젠 ㈜래트론 ㈜디엠씨
에스 ㈜모피언스 ㈜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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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통한 

스케일업 실현,

이노비즈와 함께한 

20년

제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최근 산업 및 기업 환경은 그야말로 급변했다. 

하지만 속도감의 차이일 뿐, 크고 작은 변화와 변수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혁신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노비즈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첫해부터 함께해 20년 동안 

줄곧 이노비즈기업의 타이틀을 보유해온 202개 기업의 

성장에서 이노비즈 인증의 가치를 재발견해본다. 

재우기술㈜ 에이치아
이티㈜ ㈜에이텍 ㈜프
로컴시스템 ㈜월드이
노텍 거산산업㈜ 세화
엔테크㈜ ㈜방주 기양
금속공업㈜ ㈜픽소니어 

㈜넥서스커뮤니티 ㈜공
간세라믹 ㈜금창 ㈜코아텍 

㈜제낙스 ㈜삼진정밀 ㈜비앤
비 ㈜새남소재 장한기술㈜ ㈜자

스텍 동이공업㈜ 동방에프티엘㈜ 
㈜진코퍼레이션 ㈜제이오텍 영진

산업 ㈜제이미크론 동양산업㈜ 그
린스타㈜ ㈜우신이엠시 서호전기

㈜ 선진뷰티사이언스㈜ 골든콘넥
터산업㈜ 건아정보기술㈜ ㈜대두

식품 ㈜삼진엘앤디 제룡전기㈜ 화
인기계전자㈜ ㈜이노와이즈 ㈜나

라컨트롤 ㈜TNP 우성세라믹스공
업㈜ 대영이앤비㈜ ㈜이오시스템 

㈜세원기연 주식회사웰바스 태림
전자주식회사 남북전기㈜ 쌍신전

자통신㈜ ㈜청우하이드로 ㈜삼양
컴텍 서도산업㈜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첫해에 가입해 20년 동안 

유지해온 202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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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유 있는

번의 이노비즈 인증 연장

최초 인증부터 지금까지

개사 

이노비즈기업의 활약

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대표 정

승식) 또한 20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두었다. 세계 일

류상품 생산기업이자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인 마이다스

아이티는 건축구조 소프트웨어 점유율 세계 1위에 걸맞

게 지난해 연 매출 527억을 달성했다. 2001년 73억 원

에서 8배 가까운 성장을 거둔 것. 조직 규모도 방대해져 

2001년 41명에 그쳤던 종업원은 지난해 237명으로 불

어났다.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이자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

된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의료·산업용 영상 솔루션

(Imaging Solution) 전문기업으로, 광학기술, 전자 하드

웨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SW) 등이 적용된 엑스선 디

텍터(검출기)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 특히 뷰웍스의 

산업용 카메라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전 

세계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검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돼 지난

해 이 기업의 연 매출은 1,47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노비즈 인증을 처음 획득한 2001년 10억에서 무려 14배

가 넘는 성장폭이다.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기업 ㈜루트로

닉(대표 황해령)은 스팩트라 브이알엠(Spectra VRM)을 

제조하는 전기전자기업으로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자 월드 클래스300 선정 기업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

큼 이노비즈인증제도와 함께하는 20년 동안 매출과 조직 

규모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다. 즉, 매출은 2001

년 23억 원에서 2020년 919억 원으로, 종업원은 89명

에서 213명으로 크게 늘었다.

니크로자, 개폐기를 제조하는 전기전자기업 인텍전기전

자주식회사(대표 고인석) 또한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자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 이노비즈 인증 첫해 

84억 원에 머물렀던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984억으로 올

라섰고, 종업원은 52명에서 230명으로 늘어났다. 전자

부품 제조기업인 ㈜삼진엘앤디(각자대표 이경재·이명종)

도 이노비즈인증제도와 함께해오는 동안 의미 있는 성장

을 거듭해왔다. 첫해 237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651억

으로 상승했으며, 이 기업만의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아 세

계 일류상품 생산기업과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되었다.

이노비즈인증은 한 번 받으면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

다.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첫해인 2001년에 이노비즈

기업이 되어 20년 동안 줄곧 인증을 보유해온 202개 기

업은 모두 6번 이상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셈이다. 인

증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인 이노비즈 인증을 무려 6

번이나 받은 데는 기업활동에 있어 이노비즈 인증만의 독

보적인 혜택이 따르기 때문일 터. 이들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으로 부여받은 세제, 금융, 인력, 개발, 판로, 수출, 특

허 출원 등 기업에 꼭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만

의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했고,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두었다. 

이노비즈기업은 정부가 혁신 기술력을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선정한 여러 사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군

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강소기업 중에서 91개 사, 월드 클래스 300 기업

의 34%,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의 46%를 이노비즈기

업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20년 동안 이노비즈 인증

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3개 분

야에서 2개 이상의 타이틀을 확보한 기업도 적잖다. 

먼저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업인 ㈜엑시콘(대표 박상준)

은 소·부·장 강소기업이면서 월드 클래스 300에도 선정

되었다. 국내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검사장비를 개발한 

엑시콘은 이노비즈 인증을 처음 획득한 2001년 연 매출 

9,800만 원에서 2020년 기준 674억 원으로 괄목할 만

한 성장을 일구었다. 종업원 또한 2001년 14명에서 지난

해 13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토목 및 건축 관련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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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로 일군 

의 성과들 을 향한 

이노비즈의

재도약

이노비즈인증제도와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성

장을 거듭해온 202사를 비롯해 그간 이노비즈기업은 한

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왔다. ‘국내총생

산(GDP) 15.8%, 수출액 547억 달러, 총 재직 근로자 78

만 1,000명’은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이처럼 

이노비즈기업은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한편 제

각기 단계적 스케일업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20년만큼 앞으로 다가올 20년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기점으로서 

협회는 물론이고 이노비즈기업에게도 각별한 한 해가 되

었을 것이다. 특히 이노비즈와 20년을 함께해온 202개 

기업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터. 

202개 사 중 한 곳인 컴퓨터 제조기업 재우기술㈜(대표 

황민재·황은식)은 “이노비즈 인증 기업으로서 이노비즈

인증제도 20주년에 각별한 축하를 보낸다. 무엇보다 20

년 동안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데 감사한 마음

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금

창(대표 송재열)도 “매출과 기술력 성장에 이노비즈 인증

이 큰 도움이 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노비즈 인

증이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대표하는 인증으로 자리매

김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로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올해 이노비즈인증제도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

심과 호평도 쏟아졌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2020년대

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이 주목받을 시기라고 말한다. 그

런 만큼 국가 경제의 미래 자원이자 핵심 플레이어로서 다

음 20년을 향한 이노비즈기업의 재도약과 더욱 활기찬 성

장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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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이노비즈기업을 유지해 온 기업답게 눈부신 혁신

기술로 ‘최초’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다. 

먼저, ㈜예스티(대표 장동복)은 월드 클래스 300에 선정

된 이노비즈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열 제

어 장비 제조기업으로, 열처리 원천기술 보유 및 관련 기

술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산일전기㈜(대표 박동

석)는 월드 클래스 300 선정 기업으로, 산업용 변압기 제

조 전문기업. 이 기업은 전철용 친환경 단권 변압기를 국

내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6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

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대영이앤비㈜(대표 김종민)는 산업

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 전문기업으로, 산업용 냉동기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일류상품 생산

기업인 ㈜마크애니(대표 최종욱)는 문서 보안 및 증명서 

위변조 방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문

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 국내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오시스템(대표 함태헌)은 열 영상 감시장비 등 방산

전자광학 제품 제조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야간투시경을 

개발했다. ㈜세나테크놀로지(대표 김태용)는 웨어러블

(이륜차, 아웃도어용 등) 무선통신기기 제조기업으로, 이

륜차용 무선통신기기 점유율 세계 1위를 자랑한다. 자전

거, 모터사이클, 스키 등 스포츠 분야 무선통신 기기와 스

마트 헬멧 부문에서 이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60%

를 차지할 정도다. 덕분에 이노비즈 인증 획득 전인 20년 

전 연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였던 세나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매출 1,110억 원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세나테크놀로지 지분의 54.5%를 952억 원에 

인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루시드코리아(대표 

이종헌)는 콘택트렌즈 및 인공 수정체 제조기업으로, 수

정체낭 안정링(백내장 수술용 기구)을 최초로 국산화하면

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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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본 칼럼은 서울경제신문(2021년 9월 6일 자)과 전자신문(2021년 10월 17일 자)에 실린 좌담회 내용을 재구성했다.

국가 경제를 견인해온 이노비즈,

스마트 제조 강국의 주체로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진 2021년. 

지난 20년간 이노비즈가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좌담회도 그중 하나였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해 경제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눈 

두 번의 좌담회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한다.

대담 참석 패널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지민웅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부장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노비즈 20주년 특별 좌담회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이다. 

벤처라는 씨앗 중에서도 정말 잘될 수 있는 씨앗을 

찾자는 접근이었다. 이노비즈 조건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인증을 주는 것이다. 

그 조건이라는 건 최소한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기업, R&D가 꾸준하게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시작한 인증이 벌써 20년이 됐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김문선(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이노비즈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이 대

부분의 기업과 산업의 하부구조를 받치고 있다. 과거에는 추

격·모방형 경제였다면 이노비즈 인증 도입으로 한국경제 체

질도 미래지향적·혁신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

노비즈를 거쳐 간 기업만도 3만8,000개다. 이미 여러 성과를 

거뒀고 크게 성장했다. 기술혁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데 성과가 있다.

이노비즈 도입 배경과 20년의 성과 

혁신기업, 즉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하는 시기. 이노비즈인증제도

의 도입 배경과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지난 20년

의 이노비즈 성과는 무엇일까.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 성장 동력 마련 차원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윤세명 중기부 기술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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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훈(이노비즈협회장)  우리나라 장기 비전은 결국 제조강

국이다. 이노비즈 시작도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벤처정책

을 먼저 펼쳤다면 그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노비즈다. 국제통

화기금(IMF) 사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

온 것이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이다. 벤처라는 씨앗 중에서

도 정말 잘될 수 있는 씨앗을 찾자는 접근이었다. 이노비즈 조

건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인증을 주는 것이다. 그 조건

은 최소한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기업, R&D가 꾸준하게 되

는 기업이다. 그렇게 시작한 인증이 벌써 20년이 됐다. 

윤세명(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  창업·벤처기업과 중

견기업 사이에 이노비즈기업이 위치한다. 창업·벤처기업 성

장 가교이자 혁신형 벤처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전략 목적 R&D도 가장 열심히 하는 기업군이다. 특히 소재·

부품·장비 강소기업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1%다.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

줬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 성장 동력 마련 차원

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총 

매출 292조 원, GDP 비중 15.8%, 수출액 547억 달러에 이

른다. 한국 중소기업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 경

제를 견인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도약단계로 넘어가는 스

케일업을 주도하며, 경제 성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

임채성(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제도가 나온 

뒤에 협회가 따라오는데 이노비즈는 조금 다르다. 인증과 협

회가 함께 발전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내용도 여타 인증과는 

다르다. 인증 항목에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진

단 도구가 반영돼 있다. 기업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가 이

미 담겨 있는 셈이다. 이노비즈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다. 제도

와 연결돼 상생한 것이 지금의 결과다.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

준 긍정적인 사례다.

INNOBIZ+ VO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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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혁신 조류에 편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디지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본부장)

임병훈  지금 공급자 중심 경제는 수요자 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사슬 중심 가치사슬이 소비자 중

심 가치사슬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ICT 변화와 결

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 중심 가치사슬 체제로 환경이 

바뀌면서 대기업의 공급망 안에 있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이 갈 길을 잃었다. 예전에는 좋은 R&D는 전부 연구소에서 나

왔다. 하지만 이제 좋은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나온다. 지금 살

아남는 기업은 시장, 고객과 접점을 만든 기업이다. 대기업처

럼 플랫폼에서 경영하는 기업만 잘 되고 있다. 공급망 내부에 

있는 기업은 모두 갈 길을 잃었다.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점을 

찾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 스마트화는 글로벌 

진출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마트공장에 디지털 트윈기술 적용을 통해 외국에 진

출해 생산관리와 생산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하

는 게 가능하다. 수요에 따라 생산을 조절해 과잉 생산을 막을 

수도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

조희수(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장)  스마트화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으로 당장 단순 제조 인력은 줄지만, 스마트화로 혁

신기업이 성장하면서 훨씬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지민웅(산업연구원 본부장)  스마트 제조혁신이 무엇인지부

터 이야기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과 접목해 

생산 기획부터 판매까지 바꾸는 것이다. 결국에는 수요 맞춤

형으로 수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이상향이다. 정부가 스

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상향까지는 갈 길이 멀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대부분이 여

전히 공정 일부만 적용하고 있다. 성과 역시 잘 들여다봐야 한

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성과를 본 기업은 기업 간(B2B) 비

즈니스를 하고 하도급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결국 제품 혁신

으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미 하

도급 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이전에도 불량률 제거에 많은 

공을 쏟았기 때문이다.

SPECIAL FORUM

제조업 전반에 불어닥친 스마트화 물결과      

대응 방안 

이노비즈기업의 대부분은 제조 기반이다. 관련 정

책이나 제도를 비롯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제조

업 전반의 스마트화 물결에 대한 이노비즈의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임채성  디지털 전환은 결국 고객과 연결하는 것이다. 제조업

을 서비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 경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다. 고객 지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고객과 연결된 환경

이 있다면 이제는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스마트공

장 보급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장 내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이노비즈 혁신 전략

디지털 전환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이노비즈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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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등대공장 프로젝트 역

시 공장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지난해 인터엑스라는 컨소시엄

이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산업 인터넷 컨소

시엄) 테스트 드라이브’에 선정됐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이다. 신제조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다. 기업 간 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이노비즈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1%

다. 하지만 수출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제품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핵심은 

연결된 사물(connected things)이다. 이걸 토대로 기존 비

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제조업이 범선이라면 이

런 신제조 서비스는 바람이다. 우리에게는 역풍이다. 범선에

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운항기법을 고

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문선  스마트화에 대한 수요는 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수

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제조업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보니 제조 현장에서 디지털 격차가 극단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고객 접점이 없는 중소기업은 점점 어렵고 접점

이 있는 스타트업은 점점 잘 된다. 그래서 너도나도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을 도입한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이런 기

술을 하나로 통합해 생산성을 올리는 도구로 봐야 한다. 이런 

변화가 공급망의 디지털화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핵심 자원

은 국내에 두고 생산기지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강화

될 것이다. 재고관리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재고를 비용 축소 

측면에서 줄였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통제가 어려

워지면서 완제품을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20% 쌓

던 재고를 30~40%까지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증가하는 

재고 비용과 물류비용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민웅  아직 우리는 기업 내부의 스마트화에만 집중하고 있

다. 고객과 연결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제조업은 

여전히 B2B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많다. 기존 하도급에서 벗

어나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고객 접점을 찾기 힘들다. 

커넥티비티까지 가는 과정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 지금 

같은 디지털전환 시대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진다. 

이제 더 이상 개별 기업 경쟁력이 아니다. 가치사슬 단위의 경

쟁력 승부다. 고객과 연결 여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결

국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 핵심이다. 계속 하도급업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디지털 격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

서는 4차 산업혁명 진전,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및 글로벌 경

쟁 심화, 수요 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제

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

목해야 한다. 혁신 조류에 편입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의 디지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에게도 위기인 

동시에 경쟁력 제고의 기회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 및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이라도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

벌화 등을 통해 납품처 다변화를 꾀할 때 진일보한 혁신을 달

성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자원은 

국내에 두고 생산기지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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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조업이 범선이라면 신제조 서비스는 

바람이다. 우리에게는 역풍이다. 

범선에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운항기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채성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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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명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대표되는 여러 과제가 있다. 기

업 입장에서는 피보팅(Pivoting: 사업 아이템의 전환)과 연결, 

협업에 대한 필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 자율성이 더 커져야 한다. 정부는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그간 스타트업 중심 지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스케일업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스케일업 성장의 핵심 기업군이 결국 이노비즈 기업군이

다. 이노비즈는 성공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자생력을 갖

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세계 1등 분야 900개 가운데 300개

가 이노비즈기업이다. 세계 일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기

업이다. 이런 기업이 피보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수합

병(M&A)과 스마트화 지원도 중요하다. 앞서 범선의 예를 들었

는데, 역풍에도 나아가는 방법이 M&A나 피보팅 그리고 협업

이다. 시장과의 접점을 더욱 높여 주는 정책, 투자시장과의 연

계도 숙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투자의 40%는 제

조시장이었다. 이제는 10% 초반밖에 안 된다. 투자시장에서 

제조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단시일에 큰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임병훈 제조업체를 서비스화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목표다. 선

진국이 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우리는 제조강국이다. 제조기업을 서비스업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플랫폼에 의존도가 높다. 이노비즈기업·

제조기업이 삼삼오오 모여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지

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사슬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시범

적으로 이노비즈기업이 도입해 보려 한다. 정부와 협회가 힘을 

합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제2 벤처붐’으로 창업

김문선  혁신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 동인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즈니스 비대면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디지

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기업은 성공하는 반면에 그

렇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영세 제조업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과 새로운 기술 트

렌드를 적극 도입하면서 글로벌시장 진출에 전력을 기울여

야 할 시점이다.

박찬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부장)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제품 경쟁이 아닌 전체 생산 프로세스 즉, 생산 활동

의 플랫폼 사이 경쟁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한다. 메타버스

(Metaverse)를 제조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는 이유

인데, 제조 공정을 가상 세계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해 

생산성, 인력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처

럼 소수 주력 제품으로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

하려 한다면 전체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형오(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즈니

스의 비대면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

으로 잘 활용한 기업은 성공하는 반면, 그렇지 못하거나 늦

어지는 영세 제조업자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독자 기술력

과 제품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과 온라

인 플랫폼 속에서 활약해야 한다.

조희수  특히 소비자 간 거래(B2C)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타느냐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콘텐츠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노비즈인증제도 향후 방향성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성장을 견인

하는 굵직한 성과를 냈지만, 20주년을 기점으로 새

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노비

즈의 새로운 도약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그

리고 협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2020년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노비즈

기업이 주목받을 시기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독자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과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 활약해야 한다.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콘텐츠화하느냐가 중요하다.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장)

에 집중하는 만큼 다음 단계인 스케일업을 위해 이노비즈로 성

장 사다리를 잘 마련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 광역 통신

망 구축을 통해 IT 강국이 됐듯, 지금 스마트팩토리 인프라에 투

자하면 얼마 후 새로운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찬수  2020년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노비즈기업이 주목받을 시기다. 국가 

경제의 미래 자원이자 핵심 플레이어로 정부가 현장에 맞는 전

용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지민웅  시장 실패 영역이 어디인지를 정부가 명확하게 찾는 것

이 중요하다. 정부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 실패는 결

국 모두 기업에 비용으로 돌아온다. 스케일업이라는 목표도 좋

지만, 그 부분만 봐서는 다른 것을 보기 어렵다. 독일처럼 민간

과 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 인더스트리4.0이 마치 국가 정책으

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민간과 함께 만든 것이다. 소통과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실현 가능한 결과와 로드맵을 함께 고민

해야 한다. 이노비즈협회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

임채성  커넥티비티, 연결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이건 개별 

기업보다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므

로 정부 단독으로 가기도 어렵다. 기업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기업 간 연결, 고객과 연결을 활용한 제조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보다도 기업 공동 그룹으

로 움직이는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단체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기업끼리 테스트베드를 만

들어 보고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빠른 공동 대응 체제를 주도하

는 것이다.

윤세명  정부가 시장 실패 영역을 잘 살펴야 한다는 데 전적으

로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 실패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결국 생태계와 교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관련해 투자시장과 협업이 더욱 진전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지

원을 살펴보면 금융 지원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R&D 지원

이다. 이노비즈기업군에 투입되는 R&D 자금만도 1조 원이 

넘는다. 우선 R&D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잘 가동하느냐가 상

당히 중요하다. 정부 R&D 지원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을 따라가지 못한다. 

1년에 한 번 선정하고 1년에 한 번씩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는 

시장 흐름과 맞추기가 어렵다. 정부 R&D의 구조적 한계가 점

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지난 8월 시작한 투자형 

R&D다. 출연 방식이 아니고 지분 투자 방식으로 매칭펀드처

럼 지원한다. 민간 속도와 자율성에 맡기는 것인데, 특히 제조

업과 하드웨어 기업에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투자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지

원 제도의 주요 대상은 이노비즈기업일 수밖에 없다. 

임병훈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 이노비즈

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노비즈라는 인증만 보고 취업하면 

큰 걱정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

표다. ‘취업하고 싶은 이노비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노비즈기업 수도 2만 개를 유지할 생각이다. 자연 감소하는 

수에 대해서만 추가로 인증을 받아 올라올 수 있도록 생각하

고 있다. 만일 이노비즈기업 2만 개 가운데 도산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

낄 수 있게끔 내실화하겠다.

INNOBIZ+ VOL.45

11



1312

18.

30.

68.

42.

58.

VOL.45CONTENTS

SECTION. 3

58 
Inno Pick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

64 

Inno News

이노비즈협회의 반가운 소식들

67 

Introduce

협회 인사동정

68 
Inno Preview

20년의 성장, 새로운 20년의 도약

미리 보는 이노비즈 20년사 백서

70 

Together

모닝포럼

능동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71 

Inno Library

책을 통해 배우는 창의력과 통찰력

72 
Network

협회 전국 지회 소식

76 
Inno Calendar 
회원사와 함께한 

이노비즈협회의 2021년

78 
Inno Guide

2022년 달라지는 것들

79 
Inno Notice

협회 공지

INNOBIZ NEWS

02 
Theme Story

혁신성장을 통한 

스케일업 실현,

이노비즈와 함께한 20년

06 
Special Forum

이노비즈 20주년 

특별 좌담회

14 

Inno Topic

두 배 이상 높아진

이노비즈기업의 수출액,

그중에서도 1위는?

16 

Inno Bigdata

혁신기술의 동력,

이노비즈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18 
Inno Scale up

머신비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다

㈜이오비스 김종환 대표

SECTION. 1

22 

Market Insight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의 

밑그림 될까, K-반도체 벨트

26 

Global Preview

아세안의 대표 우호 협력국

필리핀과 캄보디아 

진출 포인트

30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 방송인

박세리가 쓰는 두 번째 신화

34 

New Biz

‘듣는’ 콘텐츠의 힘,

지금은 ‘오디오’ 시대

TREND INNOVATOR

SECTION. 2

38 

Inno Report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스케일업

그 핵심은 이노비즈기업

42 

Inno Showroom

이것이 이노비즈다

혁신기술이 깃든 제품展

48 

Inno Family
신규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54 

Welcome
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5답

 

NOW INNOBIZ

발행처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발행인 임병훈  |  발행일 2021년 11월 10일  |  

편집위원 문병남, 김정혁, 이경신, 신경수, 홍창우  |  담당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본부 강장형 본부장, 

김정관 대리  |  편집처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  T. 031-628-9612/F. 031-628-9611  |  제작 (주)일진커뮤니케이션(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7-10/T. 02-2277-4424/F. 02-3445-4429)  |  사진 스튜디오 맑음  |  판매가격 

5,000원  |  광고 및 정기구독 문의 이노비즈협회 회원지원본부 김정관 대리(031-628-9612)  |  구

독료 15,000원(연간)

COVER STORY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 더 큰 성장을 향한 재도약



1514

INNO TOPICSPECIAL

두 배 이상 높아진

이노비즈기업의 수출액,

그중에서도 1위는?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이노비즈기업은 수출액 면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보인다.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시점인 2001년 36.2억 원에서 

2019년 81.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그렇다면, 수출액 1위의 이노비즈기업은 어디일까.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81.7억 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

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88억5,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

됐다.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온 것

으로, 흑자 폭만 보면 상반기 기준 역대 3번째로 크다. 여

기에는 수출 효자 기업으로 불리는 이노비즈기업의 활약

이 포함되었을 터. 이노비즈인증제도 도입 시기인 2001

년 36.2억 원에 불과했던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수출액은 

2019년 81.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0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노

비즈기업 중에서 수출액 1억 원 이상 수출하고 있는 기업

은 54.1%다. 벤처 23%, 메인비즈 25.2%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에서 이노비즈

기업의 수출액 비중 또한 막강해, 중소기업 전체의 직접 

수출액 대비 이노비즈기업의 직접 수출액은 54.2%를 차

지하고 있다.

수출액 1위 기업은 ‘㈜에이치앤이루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에이치앤이루자(대표 송원)는 스마

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특화

된 장비인 스퍼터(Sputter)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으로, 2007년 5월에 설립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

로 에이치앤이루자는 수출액 3,346억 원을 기록, 이노비

즈기업 중 단연 1위에 올랐다. 그 비결은 기업 연혁만 봐

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의 연

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기업의 성장 신화, 그 출발점

은 2009년 삼성디스플레이와 G5.5 스퍼터 국산화 개발 

벤처

23%

이노비즈기업

54.1%

메인비즈

25.2%

수출기업 비중
(2019년 12월 기준)

성공에서 시작한다. 이듬해에는 5.5세대 OLED용 스퍼터 

개발 장비를 국산화했다. 2013년부터는 이 장비의 해외 

수출 길을 열었으며,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플

렉서블 OLED 스퍼터 개발까지 완료해 OLED 스퍼터 장

비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 결과 에이치앤이

루자는 2020년 기준 중소형 OLED 스퍼터 세계 시장점

유율 7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거점 7

개 센터, 현지 인력 운영 등 고객대응력 강화를 위한 글로

벌 거점망 구축으로 글로벌 선도기업의 가능성을 인정받

은 기업인 만큼 에이앤이루자의 수출 활약도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호조세의 주역, ㈜피엔티 & ㈜오상헬스케어

㈜피엔티(대표 김준섭)는 전체 이노비즈기업 중 매출 2위

에 오른 데 이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출액 면에

서도 2위에 올랐다. 장비제조업체인 피엔티는 크게 2차

전지 원천 소재인 양극·음극제, 분리막 생산 장비를 만드

는 2차전지사업부와 동박 생산 장비, 디스플레이용 필름

을 비롯한 산업용 필름 코팅·슬리터링 장비를 제조하는 

소재사업부로 나뉜다.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으로 보면 2

차전지사업부가 69%, 소재사업부가 27%로, 2차전지 호

황에 따른 해당 분야 사업이 이 기업의 매출 향상을 견인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9월에 체결한 대규모 중국 

동박(Copper Foil) 장비 수주는 소재사업부 수출액의 볼

륨을 키우며 매출 향상의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중국 동박 생산업체(Nanjing Longxin Electronic 

Technology)와 505억 원 규모에 이르는 계약 체결을 성

사시킨 이번 동박 장비 수주는 피엔티가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중국 영업에 대한 결과로, 이를 통해 수출액 상위기업

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위를 차지한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로 이른바 

‘잭팟’을 터트린 ㈜오상헬스케어(대표 이동현)다. 오상헬

스케어는 지난해 매출액 2,580억 원 중 현금성 자산만 

689억을 기록, 2019년 말 54억 원과 비교해 무려 12배 

이상 규모를 키웠다. 코로나19 수혜로 막대한 수익을 구

축한 오상헬스케어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다각화에 투자, 

헬스케어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제대로 탄력받은 성장

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INNOBIZ+ VOL.45

수출액 TOP 10 이노비즈기업
(수출액 기준(2020.12.31))

4.

5.

6.

7.

8.

9.

10.

㈜엠플러스(대표 김종성) 

㈜바이오노트(대표 김선애) 

㈜엘아이에스(대표 임태원) 

㈜파나시아(대표 이수태) 

㈜에이앤아이(대표 박병해) 

㈜디바이스이엔지(대표 최봉진) 

㈜갑진(대표 나종국)

156,706,762,688

130,846,103,744

125,747,414,784

124,543,536,256

123,152,642,496

122,766,331,776

122,106,001,728

334,556,551,040

251,802,188,480
249,367,305,408

㈜에이치앤이루자
대표 송원

㈜피엔티
대표 김준섭 ㈜오상헬스케어

대표 이동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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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의 동력,

이노비즈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혁신기술은 여러 기업군 사이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으로, 

이는 R&D(연구개발) 투자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매출액 대비 이노비즈기업의 R&D 투자 비중과 이를 통한 성과를 살펴본다.

1.72%대기업

1.47%중소제조업

기업군별 R&D 집적도
(2019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2020.10))

이노비즈기업의 R&D 집적도는 3.17%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R&D 투자액

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매년 5% 정도씩 늘려왔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까지 

발돋움했다. 여기에는 R&D를 통한 혁신기술로 산업 전

반에 걸쳐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을 견인해온 이노비즈

기업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기업경

영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노비즈기업의 R&D 집적도, 즉 총 매출액 대비 R&D 투

자액은 3.17%로 나타났다. 대기업 1.72%, 중소기업 

0.73%, 중소제조업 1.47%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높

은 수치다. R&D에 대한 이노비즈기업의 열정은 ‘2020 

이노비즈기업 정밀실태조사’에도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

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은 전체의 

85%에 이른다. 개발 전담 부서까지 포함하면 91.3%다. 

이노비즈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 면에서도 연구개발/기

술직이 24.7%로, 생산직(41.8%)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0.73%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3.17%

‘2020 이노비즈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46.6%의 이노비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비즈기업의 46.6%,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

그렇다면, 이노비즈기업의 R&D에 대한 투자 열정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2020 이노비즈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46.6%의 이노비즈기업이 세계 최

고 기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력을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노비즈기

업이 차지한 비중으로도 드러난다. 즉, 이노비즈기업은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소

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서 무려 91%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인 ‘World Class 300’에서도 34%는 이노비즈기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을 입증하는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의 46%는 이노

비즈기업이다.

반가운 점은 R&D를 통한 혁신기술로 다방면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는 이노비즈기

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이 좀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시

작한 투자형 R&D가 그것으로, 기존의 출연 방식이 아닌 투자방식으로 일종의 매

칭펀드처럼 지원하게 된다. 민간투자시장과 연계해 벤처캐피털(VC)이 선 투자하

면 정부가 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는 게 어려운 

제조업이나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하드웨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저

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투자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기업 자체적인 R&D 투자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

면서 이노비즈기업의 R&D 기반이 더욱 튼실해지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인 혁신

기술의 수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1% 34% 46%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중 

이노비즈기업의 비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World Class 300’ 중 

이노비즈기업의 비중

기술력을 입증하는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이노비즈기업의 비중

이노비즈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1918

매년 20~30% 꾸준한 성장세

‘이오비스(iovis)’라는 기업명은 ‘목성’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iovis’

에서 가져왔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이자 유일하게 표면에 

눈 모양의 대적점이 있는 목성의 특성과 상징성이 기업의 목표 및 정

체성과 오버랩 되는 까닭이다. 머신비전은 스마트팩토리에서 눈과 

두뇌 역할을 한다. 즉, 눈 역할을 하는 광학계(산업용 카메라, 렌즈, 조

명 등을 광학 설계를 통해 구성)와 두뇌 역할을 하는 양불 판정, 측정,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월에 설립한 이오

비스는 바로 이 머신비전 솔루션 기업이다. 

“머신비전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창업했어요.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광학계 제품은 고

객 니즈를 수렴한 후 직접 테스트와 디자인을 통해 제공하고, 소프트

웨어 분야에서는 알고리즘과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장비 또는 

시스템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기술 사양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오비스의 비전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 자

동화가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거래

하며 우리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

바이스인 스마트폰, TV, 노트북, 태블릿 PC,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핵

심적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 부품과 완제품 검사 장비, 시스템

에 두루 이오비스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것. 덕분에 이오비스는 

창업 첫해 매출 20억 원에서 매년 20~30%의 성장을 거듭해 올해 

370~380억 원의 매출을 내다보는 기업으로 내실과 규모를 키웠다.

광학 솔루션 분야 경쟁력

머신비전 분야에서 이오비스가 쌓아온 굵직한 성과는 이 기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에서 비롯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

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네트워크와 국내 주요 고객사들과 

구축한 영업 파이프라인 사이에서 원활하고 기민한 접속사 역할을 

한 것이다. 즉, 뛰어난 원천기술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파

트너 사들의 기술이나 제품을 이오비스가 국내 기업의 까다롭고 급

한 니즈에 맞춰 번들화 및 모듈화를 거쳐 테스트하고 보증한 후에 공

급했다. 또, 이후 현장에서 생기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

게 방문해 해결하고 지원하는 등 이오비스만의 기술적, 소통적 노하

우를 쌓은 것이다. 

“이오비스는 머신비전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든 기업입니다. 그

런 만큼 생존을 위해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펴 전략적으

로 접근했어요.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잇는 역할과 함께 고객이 가장 아쉬워하는 광학 솔루션

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역량을 키움으로써 이

오비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4차 산업혁명에 포스트 코로나가 더해지면서 제조공정의 자동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자동화의 필수적인 요건인 머신비전

도 마찬가지. 스마트팩토리 비전 솔루션 no.1 기업을 목표로 매년 

20~30%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머신비전 솔루션 기업 ㈜이

오비스 김종환 대표를 만났다.

㈜이오비스 김종환 대표

머신비전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다

㈜이오비스 매출 성장 추이

2012년 2016년2014년 2019년 2020년

46.7

193.9

122.0

277.5
302.9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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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 왔다. 일례로, 자동차용 배터리 패키지 표면의 각종 찍힘, 눌림, 

스크래치, 이물 등을 동시에 다채널 광학 솔루션과 3D 광학 솔루션

으로 영상 취득해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속으로 검사하는 솔

루션을 개발해 공동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당 솔루션은 연초부터 양

산해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이미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종환 대표가 이오비스에 대한 가장 뿌듯한 평으로 언급한 ‘3D 솔

루션, 하면 이오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말은 이러한 노력의 산

물인 것. 3D 솔루션에 이어 광학 솔루션과 인베디드 솔루션 분야에

서도 이오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되는 게 바람이라는 김 

대표는 이러한 성장을 통한 이오비스 임직원과 그 가족의 행복이 궁

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팩토리 비전 솔루션 no.1 기업

매년 7, 8%씩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머신비전 분야는 4차 산업혁

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팩토리 가속화로 주목도 못지않게 

요구 조건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팩토리 비전 솔루션 분야

의 트렌드는 초정밀화와 고속화에 맞춰져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이

오비스는 더 정밀하게 보면서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광학계 구성

을 위해 미래형 초정밀 렌즈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속도를 높이는 고

속 카메라를 기획해 파트너 사에 개발 요청하고 있다. 현장에서 생

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한 다양한 조명 솔루션과 광학 솔루션을 개

발 및 기획하고, 현장 테스트와 더불어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다.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이 무인화, 학습화인 만큼 생산라인이 알아서 

더 잘 보고, 학습을 통해 불량검출뿐만 아니라 생산수율을 높이는 비

전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학 모듈을 좀 더 정밀

화·고속화하고,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기학습을 강화하는 것

이죠.”

실제로 이오비스는 최근 몇 년간 3D검사 분야와 공간과 시간을 절약

해주는 광학 솔루션과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지원에 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021~2024)
서울형 강소기업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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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일상은 물론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었던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Trend Innovator 섹션에서는 여전히 요동치는 산업과 경제의 변화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제각기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동향과 흐름을 짚는 칼럼들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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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의 

밑그림 될까,

K-반도체 벨트

22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국

가 제1의 산업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

과 중국의 추격 사이에서 메모리반도

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으나 경기변

동에 불안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부문

에서 전반적으로 열위라는 점, 종합 반

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1

위 등극은 요원하다는 점 등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세

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비전으로 내건 정부 정책 ‘K-반도체 벨

트’를 소개한다.

전체 수출의 20%, 9년 연속 수출 1위

지난 5월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

다. 올해 초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

라 지원 등 500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고, 

EU도 반도체 생산 거점 확충 및 시장 점유율 

20% 달성 목표를 발표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14년 ‘중국제조 2025’ 이

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

성을 위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포함해 다양

하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대만의 

TSMC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K-반도

체 벨트’는 이렇게 주요국 정부가 자국 반도

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

부의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

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세계 반도체 시

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고, 

다음이 우리나라다. 그것도 2013년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변함없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메모리반도체

는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6.9%로 압도

적이다. 비록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

야의 매출은 부진하지만,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적이고 그중에서

도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임은 분명하

다. 또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출 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제1의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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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이 된 반도체산업

개발 초기 반도체의 기능은 현재와 비교해 복

잡하지 않았고 제조공정 또한 단순했지만, 첨

단 기술이 적용되어 가격이 비쌌고 응용제품 

또한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반도체는 특정 국

가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한동안 기술력

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유럽,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한국

과 대만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가격은 

저렴해지고 응용제품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

었다. 기능이 복잡해지고 성능이 우수한 반도

체가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선진국들은 반도

체 제조업보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

치 제품생산으로 눈을 돌렸고 새로운 응용제

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더

욱 커졌다.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산

업은 세분화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확대

되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반도

체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

었으나,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올해 초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공장이 가

동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산업 선진국들은 반도체 제

조 분야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첨단 무기 

개발 등에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가

가치가 낮더라도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서 안

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이다. 미국과 EU는 자국 생산량을 늘리겠다

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

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

며,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반도체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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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략대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해 해외 제품을 대체하고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균형을 맞추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24

전략 1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        ‘K-반도체 벨트’ 조성    

전략 2 ≫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전략 3 ≫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전략 4 ≫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추진전략

수출  ≫ (’20) 992억 불 ⇒        (’30) 2,000억 불    

생산  ≫ (’19) 149조 원 ⇒        (’30) 320조 원

고용  ≫ (’19) 18.2만 명 ⇒        (’30) 27만 명

투자  ≫ (’20) 39.7조 원 ⇒        (’30) 510조 원+α (~’30 누계)

기대효과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비전

전략 1 ≫ K-반도체 벨트 조성 

(제조)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소부장) 소부장 특화단지

(장비) 첨단장비 연합기지

(패키징) 패키징 플랫폼

(설계) 팹리스 밸리

전략 3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인력) 인력양성·관리 강화

(시장) 연대·협력 생태계

(기술) 차세대 분야* 선점

전략 2 ≫ 인프라 지원 확대 

(세제)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금융)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규제) 주요 규제 합리화

(기반) 용수·전력 등 지원

전략 4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지원체계) 특별법 제정 추진

(車반도체) 수요-공급 연계

(기술안보) 국가핵심기술 확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대응

세부과제

* ①전력 반도체, ②AI 반도체, ③첨단 센서 등

K-반도체 전략

중소기업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우리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우리나

라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

원책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

도체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반도체 제조 기

술은 매우 발달했으나, 제조 장비와 소재 등 

후방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즉,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대기업은 발달했으나, 제조 

장비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도체 제조 기술 발달을 뒷받침해 주는 

핵심 제조 장비와 소재를 계속해서 해외로부

터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도체산업

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었고, 우리 중소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왜냐하

면, 반도체 수출실적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반도체산업은 대기업이 하는 산업이라는 부

정확한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게 눈에 띄는 반도체 수출실적만을 보고 섣

부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

해 전문가들은 꾸준히 이의를 제기했고, 다행

히도 점차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산

업에는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파되고 있다. 

K-반도체 전략은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반

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메모

리반도체 제조는 물론 제조 장비와 소재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

고 있다. 

K-반도체 벨트의 주축은 중소기업

K-반도체 전략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K-반

도체 벨트 조성은 사실 새롭게 반도체산업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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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 주요 목적이다. 국내 제조 장비 및 소재 기

업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개별기업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공동 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고 외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발굴하기 어려

운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해 사업의 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전략대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

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해 해외 제품을 대체하

고, 자급률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반도체산

업 경쟁력은 균형을 맞추면서 더욱 강화될 것

이다. 게다가 팹리스 밸리가 활성화되고, 파

운드리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메모리반도체

에 편중되어 있는 반도체 매출 및 수출 구조

도 개선될 수 있다. 

K-반도체 전략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구조

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종합반도

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

이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

소기업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파운드리

패키징

패키징

메모리

파운드리

메모리 / 파운드리

메모리 / 파운드리

괴산

음성
평택

천안

온양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충청남도 청주

패키징

용인 소부장

이천

판교 팹리스

기흥
화성소부장

화성

메모리 / 파운드리

K-반도체 벨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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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대표적인 우호 협력국으로, 

인적교류와 개발협력(ODA) 부문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진 개도국이다. 

필리핀은 IT-BPO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서비스 교역 및 

친환경 시장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는 디지털 부문의 기반 형성과 성장에 

한국 ODA의 기여가 큰데, 이제는 민간 투자로 

활성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MANILA

CALAMBA

BAGUIO

TUGUEGARAO

QUEZON

BORACAY

CALAPAN

ILOILO

PALAWAN

BACOLOD

BACOLOD

CEBU

DAVAO

BUTUAN

LEGAZPI

TACLOBAN

아세안의 대표 우호 협력국

필리핀과 캄보디아 진출 포인트

아시아의 예외에서 서비스 주도 중진개도국

으로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예외’로 인

식되어왔다. 세계대전 직후 아시아의 신생 독

립국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발

전 수준이 높았는데, 1970~90년대를 거치

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예외적인 정치적 혼란

과 사회경제적 퇴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2010년대 이후 필리핀은 한국인의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다. 코로나 이전까지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했고, 

사회치안상의 문제는 있지만 민주화 이후 경

쟁적 선거가 정기적으로 보장된 몇 안 되는 동

남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필 관계에서 인적교류는 상당한 것에 비

해 경제적 상보성은 상당히 낮다. 한국의 대 

동남아 투자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

문이 근간을 이루는데, 이 분야에서 필리핀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은 서

비스 교역에서 상당한 유입 요소를 갖춘 국

가이다. 인력송출(해외노동자의 송금), 콜센

터로 대표되는 IT-BPO 산업은 국가 GDP의 

10% 정도를 각각 차지하는 중요한 외환 소

득원이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선진국이지

만 우리의 IT 역량은 제조에 더 강점이 있다. 

IT 기반 서비스 산업(비즈니스 관리 영역)에

서는 필리핀의 역량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하원, 주지사, 

시장·군수, 각급 의원들까지 1,800명 이상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6년 만의 초대형 정치 

이벤트이다. 통상 선거를 앞둔 해에는 경기부

양을 위한 정부 투자와 후보자들의 선심성 지

원이 많아 내년까지 필리핀의 소비경제도 부

흥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당선될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량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공

공인프라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향한 정부 투

자와 가계소비 활성화의 기조는 앞으로도 유

지될 것이다.

필리핀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를 갖추

고 있다 보니 심각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T-

BPO 부문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도

시지역에서 대졸 전문직을 위한 일자리가 만

들어지고 있고, 해외송금이 주로 가계소비에 

집중되어 소비시장의 규모도 큰 편이다. 또한 

영어가 공용어인 까닭에 글로벌 트렌드에도 

민감한데,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의 인식도 높다.

한편, 팬데믹 하에서 K-Pop, K-드라마에 대

한 전 지구적 열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류는 K-문화산업의 일방적인 승리라기보

다는 한류 스타와 전 세계 팬들의 상호작용으

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조류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견인한다는 말

이다. 더불어 현재의 지구적 한류가 있기까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소비자들의 전폭적

인 지지와 환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구적 트렌드인 친환경 

먹거리나 소비재 부문에서 한류 마케팅을 가

미한 독특한 e-커머스 틈새시장에 대한 진출 

시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팬데믹 회복은 더디겠지만 회복 능력은 보유

필리핀의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번 코로나의 

영향은 심각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

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

이고, 매우 강력한 수준의 이동통제인 지역

사회격리(CQ 제도)를 지난해 3월 이후 현재

까지도 -수위를 달리하며- 유지 중이다. 세

계 최장기의 학교 폐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발생할 것에 대한 염려도 확산하고 있다. 인

구가 밀집된 수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백

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일 확

진자 1만 명 내외, 백신접종률은 23%(10.12 

기준)에 머물고 있다.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강력한 도시봉쇄 정

책 시행으로 2020년 2분기 -16.9%로 최저

점을 찍었다. 다행히 올해 1분기에는 -4.2%

로 반등하며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팬데

믹 하에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지원을 한 것 그

리고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 기조 유지

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행스럽게 외환유입 요소도 건재했다. 코

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귀국한 해외노

동자들이 많았지만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2020년의 송금액도 크게 줄지 않았으며, 전 

지구적으로 온라인 주문과 디지털 콘텐츠 수

요가 급증하면서 필리핀의 IT-BPO 산업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일차

적으로 백신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달려 있다.

2022년 대선 결과와 한류 마케팅에 주목

내년 5월 9일, 필리핀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

다. 제왕적 수준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뽑

글_ 엄은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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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응, 의외의 선방

동남아 10개국 중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에

서 최근 눈길을 끄는 국가는 캄보디아다. 인

구수 대비 확진자 수는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

고(물론, 사망자 수는 3배), 백신접종률이 전 

인구의 80%로 싱가포르와 유사하다. 전면등

교 시행을 목표로 6세 이상 아동 접종도 이미 

시작되었고, 노약자를 위한 부스터샷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다(10.12 기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국가의 의료역량 부족

을 인정하고 일찌감치 국제보건기구(WHO)

에 관리를 요청한 캄보디아는 차기 아세안의

장국으로 예정되어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백

신 수급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

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팬데믹이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원년이 될 2022년에 동남

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 출발을 할 것

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산업 다각화 추진 성과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캄보디아의 경제는 

-3.1%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빠른 방역 조

치로 ADB 추정 2021년 4%, 2022년 5%의 

창출, 디지털 정부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도

입이 그것이다.

환경도 긍정적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휴

대폰 가입자 수는 인구의 125%, 인터넷 사용

인구는 52.6%,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71.3%

에 달한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청년층

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다. 다행스럽게 캄보디아의 디지털 전환 과정

에서 한국의 ODA가 상당히 기여했다. 대표

적인 사업만 꼽아보아도 2014년 캄보디아 

ICT 마스터플랜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부

터 캄보디아 교육방송(모바일 포함) 구축운

영, 2021년에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에

서 꾸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의 1차 및 2차 은행금융사들은 일

찍부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해왔다. 캄보디

아는 자국 통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

활에서 미국 달러가 널리 통용되는 국가다. 

이중 환율 적용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금

융사들의 진출이 용이했고, 일종의 동남아 금

융시장 테스트베드로 캄보디아의 시장 경험

이 활용되었다. 지난 20년간 건설부동산 부

문의 급성장에 따른 PF사업을 겨냥한 투자도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져 왔다. 현재 배송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에 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자리 잡는 가운데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의 공적기금으로 캄보디아 디지털 부

문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이제부터는 

ICT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

스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열매를 거둘 시

점이 되었다.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의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크게 건설부동산, 봉제 분야 

제조업, 관광이다. 세 부문 모두 코로나로 인

한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업종이다. 건설부동

산 분야는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워낙에 높았

고, 의료부문의 취약성을 고려한 강력한 국경

통제와 델타변이 이후 도시봉쇄로 인해 관광 

부문의 폐업과 실업자도 속출했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 코로나 이외에 주요 선진

국의 경제 재제로 인한 영향도 있었다. EU는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캄보디

아에 주어졌던 특혜관세혜택(EBA)을 부분 

취소했고, 미국도 일반특혜관세(GSP)의 만

료를 결정했다. 따라서 주요수출품인 의류, 

면직물, 신발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가 가중된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의류봉제를 제외한 제조업(농수산상

품 및 가공품, 전자제품 등)과 재생에너지 등

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는 중이며 2021년 

상반기 관련 투자유입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

두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부문 진출 유망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동남아 시장 특성 

중 디지털 전환은 속도와 규모, 양 측면이 모

두 인상적이다. 캄보디아에서도 디지털화가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경제 

및 사회정책 프레임워크 2021~2035’를 발

표하며 ICT 시대로의 도약을 전면 선언했다. 

이 계획은 총 5축으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기

반 시설 확충, 디지털 보안 향상, 디지털 시민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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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적자금으로 캄보디아 디지털 부문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이제부터는 ICT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열매를 거둘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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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세 리 가 

쓰     는 

두  번 째  신 화

바즈인터내셔널 대표 &

방송인 박세리

TREND INNOVATOR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후배들을 

위한 

마음으로

감사하게도 박세리라는 인물은 이미 너무 많

은 이들이 알아봐 주세요. 이제는 방송을 통

해 제가 아닌 모든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의 삶

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아이

돌’ 혹은 ‘유튜버’란 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

는데, ‘운동선수’라는 답도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 운

동선수가 모두가 꿈꿀 만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골프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중

심의 스타트업 ‘바즈인터내셔널’을 론칭해 화

제를 모으셨어요. 기업을 설립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선수 시설에는 오로지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해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저를 보고 꿈을 키워온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

이 했어요. 그러다 생각해낸 게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과 환경이었죠. 제가 운동선수일 때 느꼈던 시

스템의 부재를 채우는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선수는 자기 운동에만 매진하기에도 바쁘지

만, 현실은 운동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럴 때마다 ‘왜, 선수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지?’ 같은 의문이나 아쉬움을 느꼈는데, 후

배 운동선수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운동

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바즈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에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회사 설립을 통해 스포츠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스포츠 스쿨을 

만들고, 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다양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 창업한 거죠. 물론 아직은 사업 

초창기라 부족한 부분도 많고, 배울 부분도 많

다고 생각해요.

요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십

니다. 은퇴 후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와 비교

해 달라진 점, 또, 방송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

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게 있나요?

선수 시절부터 항상 언론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할 게 없을 거라 생각

했어요. 그런데 선수 박세리가 아닌 일반인 박

세리의 모습은 대중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덕분에 처음 방송할 때

는 많이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방송해 

나가면서 솔직하게 저만의 의사 표현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사람들과 소통하

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건넬 수 있게 되

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는 골프 선수 시절

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인기를 얻고 계신데

요. 방송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나 새

롭게 구축하고 싶은 포지셔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16년 골프 선수로 은퇴할 때 박세리는 

한 인터뷰에서 ‘장래가 불안한 사회 초년병

이 된 것 같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긴 시

간 운동에 모든 걸 쏟은 만큼 은퇴 후 당분

간은 맛있는 음식과 충분한 잠을 즐기겠다

고도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그러

니까 불안할 짬이나 삶의 여유를 누릴 새도 

없이 방송인으로, 또 사업가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였다. IMF 시절 골프 선수로 우

리에게 힘과 용기를 줬다면, 이번에는 코로

나 상황을 견딜 웃음과 위안을 건넸다. 영

웅은 난세에 난다더니, 시국이 위축될 때

마다 포지션을 바꿔가며 그만의 굳건한 존

재감와 에너지를 보여주는 박세리. 방송인

으로, 또 사업가로 새로운 매력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박세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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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에 론칭 했으니 이제 2년이 지났습니

다. 그 사이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수가 등

장했는데요. 2년여 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의 가치를 확장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골프 선수 박세

리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일반인 박세리로 사

회에 나왔을 때 가장 곤란했던 부분이 제가 제 

가치를 가늠하는 일이었어요. 과거의 영광과 

명예 덕분에 여전히 전설로 불리더라도 지금

의 저는 과거의 박세리가 아니니까요. 마케팅 

측면에서 박세리라는 사람이 과연 매력적인 

브랜드인지, 지금의 박세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등을 고민하며 스스

로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동안의 가장 큰 성과

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토대인 저만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바즈인터내셔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

업을 하는 회사인가요?

설립 배경에서 말씀드렸듯 후배들을 위해 필

요한 일을 하나씩 해나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골프대회를 주관

하고, 박세리재단을 통해 주니어 육성도 하면

서 사회에 기부 활동도 하는 식이죠.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과 디지

털로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으

로 선수가 운동에만 집중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

니다. 아울러 외국 유명 아카데미와 교류해 해

외 선수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사업 비전으로 삼

고 있습니다. 바즈인터내셔널의 바즈는 고대 

페르시아어 ‘BAZZAR’에서 가져온 말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큰 상권을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바즈인터내셔널이 여러 사람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실천하는 커다란 제국

First
LPGA 아시아 최초 우승자

-

한국인 최초로 골프 상금 천만 달러

(약 140억 원) 돌파

-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미국 LPGA 명예의전당 입회

-

골프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감독

Only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 5승을 포함해 25승을 달성

-

미국 LPGA 명예의전당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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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대표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너그러워지는 삶이 

진정으로 리치한 삶이라고 말한다.

만난 이

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소장

지속성장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

조직분야의 최고전문가다. 일본최대 조직개발컨설팅 

회사인 RMS에서 근무했고, 귀국후에도 한국법인 대표

를 맡아 현장활동을 이어갔다. 지금은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속성장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

다. <네이버> <머니투데이> <월간인재경영>에도 조직과 

관련한 글을 주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으며, 저자와 직장

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신경수의 토킹북>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직접 지은 책으로는 <성장기업의 5가지 

질문>,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조직문화 핀포인

트>, <컬처엔진>, <자율조직>, <스마트리더> 등이 있다.

모습을 보고 ‘리치언니’라는 별명과 함께 많은 

사랑을 얻었어요. 에세이 제목은 여기에서 가

져왔는데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자

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너

그러워지는 삶이 진정으로 리치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외에도 골프 선

수가 아닌 방송인으로서의 삶과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해설위원, 사업가 등 

다시 사회초년생이 되어 새롭게 도전하면서

도 무너지지 않는 멘털 관리법과 소통, 인간관

계 등에 대한 저만의 소신과 철학을 담았죠. 무

엇보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

야기하고 자신을 향해 아낌없이 칭찬도 해주

는 등 먼저 자신에게 넉넉해야 타인에게도 관

대해질 수 있다는 조언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기업인 박세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

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과 관

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며 나의 가치를 발

휘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곧 제가 생각하는 제2의 인

생 목표이자 꿈인데요. 저의 또 다른 도전이 누

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가 박세

리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세리, 인생은 리치하게>라는 제

목의 첫 에세이를 펴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았으며,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

엇인가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했

을 때 스케일이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당당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며 

나의 가치를 발휘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곧 제가 생각하는 

제2의 인생목표이자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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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콘텐츠의 힘, 

지금은 

‘오디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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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 홍수의 시대에 청각 콘텐츠들

은 어째서 갈수록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

을까.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는 물

론이고 이제 이케아까지 팟캐스트에 뛰

어들 정도로 오디오 콘텐츠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

끌고 있는 것일까.

오디오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는 

전 세계적 추세

올해 초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70년 

만에 종이 카탈로그를 폐간했다. 대신 이케

아가 선택한 건 ‘오디오 카탈로그’. 디지털 

카탈로그 286페이지를 약 4시간 분량의 오

디오로 제작했다. 그런데 이 오디오 카탈로

그에는 제품에 대한 단순한 설명 그 이상이 

담겼다. 영상이 아닌 오디오이기 때문에 가

능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생한 제품 설명

과 더불어 ASMR(자율감각쾌락반응)까지 

활용해 듣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케아

의 이런 선택은 작년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

로 등장해 화제를 만들었던 클럽하우스처

럼 최근 전 세계적 추세로 늘고 있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잘 보여준다.

구글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

국에서 성우가 낭독하는 오디오북 콘텐츠

를 판매하고 있다. ‘듣는 책’ 시대를 열겠다

는 포부다. 이에 맞서 아마존도 출판사와 

낭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아마존 오더블

(Amazon Audible)’로 오디오 콘텐츠 시

장에 뛰어들었고 이를 위해 온라인 코미디 

콘텐츠서비스업체인 루프탑 미디어(Roof-

top Media)를 인수했다. 이밖에도 애플은 

팟캐스트에 오디오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

기 위해 미디어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넷

플릭스는 미국 위성 라디오 사업자 ‘시리우

스 XM’과 파트너십을 맺고 코미디 전문 라

디오 방송을 시작하는 등 오디오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간 오디오 콘텐츠라고 하면 크게 팟캐스

트와 오디오북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드라마나 예능 같은 영역으로까지 넓

혀졌다. 네이버가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한 

‘오디오 클립’은 오디오 콘텐츠의 포털 사이

트 같은 공간으로 시사, 교양, 교육은 물론

이고 뉴스, 예능,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까지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밖에도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나우(NOW)’를 

출시해 이를 통해 그간 라디오 방송국들이 

해왔던 콘텐츠들(음악방송부터 토크쇼까

지)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프리카 TV가 운

영하고 있는 팟캐스 트 서비스 ‘팟프리카’는 

누구나 쉽게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

로드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 그 문호를 열

어 놓았고, 팟티는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확

보에 속도를 내면서 차량 이동 중 오디 오 콘

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를 위한 ‘커넥티드 카 

플랫폼’으로 서비스 확장을 꾀하고 있다.

왜 

오디오 콘텐츠일까

유튜브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시대’에 어째서 레거시 미

디어의 유물처럼 보이는 오디오 콘텐츠 시

장이 커지고 있는 걸까. MTV로 대변되는 

영상시대의 도래와 함께 라디오 같은 오디

오의 시대가 저물 거라는 예상이 빗나간 건, 

이 청각 매체가 놀랍게도 인터넷이나 모바

일 같은 뉴미디어와 결합해 더 강력한 시

너지를 내면서다. 대중들은 영상과 오디오 

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2016년 tech & media outlook의 조사

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하루 평균 소비 시간

은 놀랍게도 물리적인 시간인 24시간보다 

7시간 28분이 초과된 31시간 28분으로 나

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성인들이 멀티

태스킹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뜻이면서 동

시에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어째서 커지는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운동하거나 운전 

을 하고 심지어 일하면서도 오디오 콘텐츠

는 다른 미디어 콘텐츠에 비교해 멀티태스

킹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ASMR 콘텐츠의 급부상은 영상 콘텐

츠가 불러온 피로감 속에서 오디오 콘텐츠

가 가진 강점을 잘 보여준다. 잠시 눈을 감

고 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영상시대

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오디오 콘텐츠가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스마트폰이 처음 나

왔을 때 무료 앱 중 가장 많이 다운로드됐던 

것이 바로 ASMR 앱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말해준다. 파도소리, 바람소리, 비 내리

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같은 ASMR이 주

는 편안함은 최근 복잡하고 넘쳐나는 정보

의 홍수 속에서 소리를 통한 ‘멍상’을 하나

의 트렌드로까지 끌어올렸다.

기술의 진화가 촉발할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들

오디오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들이 최근 들

어 급증하게 된 데는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

(AI)’ 기술의 시대가 만든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음성인식을 통해 명령을 수행하는 인

공지능 기술은 한때 플랫폼 기업들에 AI스

피커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런 경쟁이 

촉발된 건 집집마다 자사의 AI스피커를 들

여다 놓게 하는 일이 스피커 판매의 차원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인터

넷 시대에 포털 사이트들의 경쟁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정보 검색 시대의 헤

게모니 경쟁이었다. 물론 최근 들어 AI 기술

은 이제 스피커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

품이나 자동차 등에 탑재되면서 훨씬 더 일

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

상으로 성큼 다가온 로봇기술과 홈오토메

이션 같은 풍경들 속에서 오디오 콘텐츠는 

훨씬 다양한 진화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영상의 3D, 4D처럼 음성 또한 보다 실

감나는 감각체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저변이 넓어지면

서 안방극장이 일상화된 현재, 극장은 차별

화된 감각의 경험 공간으로 진화했다. 여기

서 두드러지는 건 돌비 애트모스 같은 실감 

오디오 콘텐츠의 진화다. 극장이 아니면 들

을 수 없는 오디오 감각을 제공하는 것. 최

근에는 음원사이트들을 중심으로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실감 오디오’ 서비스가 시도

되고 있다. 이른바 ‘공간음향’으로 음원을 

듣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 

영화 <아바타>가 3D 영화 기술을 보편적으

로 대중화시켰듯이, 기술의 진화는 콘텐츠

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기술의 저변을 만드

는 건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오

디오 관련 기술들은 더 다양한 오디오 콘텐

츠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오

디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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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NOBIZ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이한 해답게 

올 한 해 이노비즈기업은 그 어느 해보다 주목을 많이 받았다. 

Now Innobiz 섹션에서는 20년의 성장을 토대로 

다음 20년을 향해 도약하는 이노비즈기업의 현주소와 

제품에 깃든 혁신기술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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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스케일업

그 핵심은 이노비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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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다수’를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 강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개별연대 이후 고착화된 보이지 않는 룰(rule)이 있었다. 대기업 중심

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 성공 신화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략은 개발연대에는 크나큰 성과를 이룩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

대에는 맞지 않고 통하지 않는 성장전략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이룩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IMF의 한국 GDP 추정치는 1조 8,067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

다. 한국은 1960년대 최극빈국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또

한 한국은 이미 3050클럽(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국

가)에 가입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기업 주도의 성

장전략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운 양극화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이 집중되고 있어 ‘활력있는 다수’를 통한 균형성장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열

쇠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 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더 이상 실효성과 지속성

을 담보할 수 없어 ‘활력있는 다수’를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혁신창업의 활성화와 규모 확대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요소 투

입형 성장전략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통한 혁신성장은 두 가지 경로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혁신창업(start-up) 활성화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규모 확대(scale-up)를 들 수 있다.

글_김세종(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2021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 

차 때 65.0%에서 시작해서 3년 차 42.6%, 5년 차에는 29.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창업기업에게 죽음의 계곡을 넘어 생존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수치다. 선진국 대비 10%P 낮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전략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이노비즈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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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창업기업이나 기존 중소기업이 

기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성장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에서 기술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구축되어 

창업기업이 이노비즈기업, 

이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산업생태계의 신진대사를 촉

진하는 것은 물론 생계형 창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중소기

업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5%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

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몰려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창업 및 혁신생태

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창업의 성패는 정부의 정책지원 못지않게 민간의 우수

한 인력과 자본, 시장을 활용하여 창업 생존율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

히 창업 중소기업이 기존 기업과의 경쟁과 협업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창업 이후의 경영 여건 개선 및 단계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이 

직면하게 될 냉혹한 시장의 평가 및 소비자의 선택을 감안한다면, 창업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기업의 생존 여부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시장에서 냉

정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0

창업기업의 생존율 향상, 스케일업이 관건

창업 이후 어려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기업에는 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스케일업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 차 때 65.0%에서 시작해서 3년 차 42.6%, 5년 차에는 29.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3곳 중 1곳은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생존율은 30% 수준

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법인 창업기업 수는 12만 3,000개 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기업에게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생존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카우프만재

단의 201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에 달하는 고성장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를 만들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소기업청 분석 결과, 10%의 고성장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케일업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

이고 기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향후 지속적인 창업정책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 대비 10%P 낮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혁신성장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혁

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업 전략이고 그 핵심은 이노비즈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노비즈

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이고 독자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 기업군이다. 이노비즈

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통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9년 기

준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제조 중소기업에 비해 3.7배나 크고, 평균 영

업이익은 2.9배, R&D 투자 비율 역시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의 성공 모델,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창업기업이 업력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만큼 이노비즈제도를 통해 새로운 혁신 

유전자를 접목시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이 증대되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의 혁신창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반형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노비즈제도를 활용하여 스케일업 전략으로 기업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 창업 이후의 지원정책을 가다듬고 생존한 창업기업이나 기존 중소기업이 기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 성장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에서 기술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

장사다리가 구축되어 창업기업이 이노비즈기업, 이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혁신 창업기업이 이노비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는 혁신생태계가 구축되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혁

신성장의 성공 모델을 기대해본다.

김세종 원장은_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30여 년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해왔으며, 

국민훈장 동백장(2015년, 공정거래 유공)과 과학기술부장관(20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유공)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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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의 정체성은 혁신기술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느 중소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을 구분 짓는 가장 명확한 경계 또한 혁신기술의 유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기술로 차별화된 품질력을 자랑하는 이노비즈기업의 제품을 소개한다.

1999년에 설립한 비나텍㈜(대표 성도경)은 20년 넘게 슈퍼커패시터 개발에만 전념해온 기업이다. 전기차 이후 수소차 시대

에서는 보조전원이 2차전지에서 슈퍼커패시터로 대체될 것이라는 청사진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 이러한 비전은 2013년 탄

소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로 구체화 되었고, 마침내 비나텍은 독보적인 슈퍼커패시터 개발로 

중형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형 슈퍼커패시터 분야 세계 최대 생산 능력도 보유했다.

슈퍼커패시터는 저장장치에 에너지를 모아놓고 필요한 순간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배터리와 유사하지만, 기능 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일단 출력 측면에서 커패시터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고출력)을 낼 수 있지만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

다. 또 커패시터는 아주 낮은 온도부터 고온까지 버틸 수 있지만 배터리는 온도에 취약해 날이 추워지면 방전될 우려가 있다. 

다만 저장능력에서는 배터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커패시터는 전력량은 크게 필요 없지만 

순간적인 힘이 중요한 블랙박스와 검침기 등에 주로 쓰였다.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배터리의 저장, 커패시터의 힘(출력)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두루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밝다. 아울러 비나텍은 부품 생산에 그치지 않

고 소재로 영역을 확장, 소재·부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배터리와 커패시터의 장점 결합

비나텍㈜, 슈퍼커패시터

이것이 이노비즈다

혁신기술이 깃든 제품展
차세대 모바일 출입 인증 단말기

슈프리마㈜, 엑스스테이션 2(X-Station 2)
팬데믹 이후 비접촉 방식의 출입통제 수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슈프리마㈜(각자대표 김한철·이재원)는 

2000년 창업 이후 20년 넘게 바이오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보안 플

랫폼 제공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 기업은 지문 및 얼굴 인식 등 바이오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장치 분야에

서 약 1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슈프리마는 코로나19로 스마트폰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솔루션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지난 5월 모바일 출입인증 단말기인 엑스스테이션 2 제품을 우선 시장에 선보여 공공기관 및 엔터

프라이즈급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에 이어 최근 출시한  엑스스테이션 2 지문 모델은 기존 바

이오인식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모바일 출입카드 등 비접촉 방식의 인증수단 옵션을 다양화하고, 

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LCD 화면을 통한 근태관리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출입보안 성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슈프리마는 AI 딥러닝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통합 보안 및 출입통제 시장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리딩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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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떨어지는 요즘엔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에 끌리게 마련이다.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맛은 물론 몸까지 달달하게 채워준다면 금상첨화일 터. ㈜꽃샘식품(회장 

이상갑)은 반세기 넘게 우리 농산물로 고유의 전통차를 개발해 제품화해온 기업이다.

1965년 양봉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창업 56년째를 맞은 꽃샘식품은 벌꿀

을 함유한 꿀유자차, 꿀생강차 등 벌꿀제품을 비롯해 액상 차류와 인삼제

품류 등 120여 종에 이르는 우리차를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수출액 

1,000만 불 달성으로 지난해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는 이 기업은 전 세계 

30여 개 나라의 국제적 기업에 수출하며 동종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

고 있다. 반세기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생산 및 품질 시스

템을 구축한 덕분. 꽃샘식품은 신뢰할 수 있는 HACCP 시스템을 비롯해 다류

업계 최대 설비라인 및 스마트 공장 운영을 통해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

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노비즈기업답게 자체 R&D 품질 안전 시스템

을 구축해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차를 생산, 공급에 매진하고 있다.

수출규제 품목에서 국산 기술로 양산·공급까지

입도, 몸도 달달하게

영창케미칼㈜, 포토레지스트

㈜꽃샘식품, 벌꿀차

영창케미칼㈜(대표 이성일·이승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 분야 첨단소재 제조기업이다. 2001년 설립해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공정재료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했다. 특히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포토레지스트(감광액, PR) 소재를 개발해 양산, 공급에 성공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는 빛으로 회로 모양을 찍어내는 노광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도포되는 액체로, 이 기업은 2004년 세계 최초로 반도체 포

토 공정용 린스액을 상용화했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i-line 광원용 네거티브형 포토레지스트’를 상용

화했으며, 2014년에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불화크립톤(KrF) 광용원 PR’을 개발하고 상용화했

다. 특히 ‘i-line 광원용 네거티브형 포토레지스트’는 원료 샘플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에 집

중해 1년 만에 양산, 공급에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 확보로 영창케미칼은 경북 성주산업공단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

으며, 매출 또한 2018년 539억 원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607억 원으로 늘어났

다. 또, 제1회 기술독립강소기업 대상에서 중기부장관상을 받을 만큼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

정받았다. 이 기세를 이어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반도체 공정용 케미컬 제품의 모든 공정에 클

린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태양전지(Solar Cell) 등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 분야 첨단소재를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

화하고 있다.

혁신기술이 깃든 제품 展

㈜흥아기연(대표 강신영)은 반세기 이상 제약, 바이오, 건강식품 분야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해온 

유망 이노비즈기업이다. 고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블리스터, 카토너, 번들러, 케이서, 팔레타이저까

지 전 공정 자동화 라인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흥아기연은 국내에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

보, 제약 포장산업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류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70여개 국에 800여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흥아기연은 고형제품의 블리스터 포장 외에도 최근 바이오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비경구제품, 프리필드시린지, 바이알, 앰플 등을 위한 자동 포장기

계를 제작,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을 적용한 Paper tray 공급장치와 카토너 HC 200의 포장

라인 설비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오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속도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수평형 카토너 HC 200은 

분당 200 카톤까지 생산이 가능한 모델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다른 제품의 충

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흥아기연의 영향력

은 해당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포장에서 안정적 생산수율까지

㈜흥아기연, 비경구 제품 생산라인

INNOBIZ+ VO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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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설립한 ㈜디엔에프(대표 김명운)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전구체(반도체 회로 형성 시 화학 반응에 사용하는 물질) 개발

사다. 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촉발한 기술 국산화 노력의 선두주자로 활약한 디엔에프는 DIPAS, High-k 등 주력 

소재를 국산화했다. 반도체 미세 패턴 형성 공정용 전구체인 DIPAS 제품은 이 기업이 2012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 양산에 성공했

다. 또, 반도체 회로의 고유전체 형성 물질인 High-k 제품은 반도체 특성 개선 및 고품질화 실현은 물론 향후 반도체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제품력으로 지난 한 해에만 46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은 디엔에프는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21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기술력을 입증했다.

정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강소기업 중 하나인 디엔에프의 이 같은 저력은 아낌없는 R&D 투자에서 나온다. 매

년 매출액의 8~12%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이 기업은 임직원의 20% 이상이 석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인프라가 탄탄한 만큼 이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소재 관련 국내외 특허는 무려 90여 건에 이른다. 디엔에프는 이를 토대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국한하지 않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발전에 핵심 소재인 전자재료를 개발 공급하는 글로벌 전문 기업을 향

해 도약하고 있다.

R&D로 일군 강소기업의 저력

㈜디엔에프, 전구체

혁신기술이 깃든 제품 展

㈜성일이노텍(대표 임민자)은 2005년 창업 이래 3D 스크린 인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코글라스 제조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왔다. 데코글라스 제조란 유리판에 나노 단위의 코팅을 입혀 무늬를 넣는 기술로, 

흔히 냉장고 문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성일이노텍은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입지를 굳히기 시작해 스마트 공장 구축

과 월드 클래스300 선정 등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PDLC GLASS는 유리 분야 독보적인 선도기술을 확보한 성일이노텍이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개발한 기술집약형 

혁신적 성능의 유리 제품으로, 최고의 투과율과 대면적을 겸비했다. 스마트 윈도우 기술의 한 종류로 고분자 분산형 

액정을 지칭하는 PDLC GLASS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전기장의 인가 여부에 따라 투명 또는 불투명한 상태의 변화

가 나타난다는 것. 이를 활용해 건축, 수송기, 광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제품의 주요 특

징으로는 0.1초 만에 바뀌는 빠른 전환 속도, 에너지 보호, 자외선 99% 차단, 넓은 사용범위, 편리한 유지, 심미적 기

능 등을 들 수 있다.

최고의 투과율, 대면적 스마트 윈도우

㈜성일이노텍, PDL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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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스파이스웨어 김근진 spiceware.co.kr 02-784-9711 Spiceware PII CDE

스마트핀텍주식회사 김소정 www.smartfintech.co.kr 02-2135-3515 뱅크신호등

(주)앰플인터랙티브 손정우 am-ple.com 02-557-1917 디지털마케팅 비즈니스 및 관련 툴 개발

에듀템 김진숙·신정훈 www.boragu.com 070-4082-4088 인공지능기반 외국어교육서비스 보라구

주식회사제이솔루션 권세기 www.j-sol.co,kr 053-719-3009 M-Call

(주)오즈넷코리아 변윤성 www.oznet.co.kr 052-268-7601 자동차 산업의 환경·안전·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마인드주식회사 이상수 www.smartmind.team 070-7151-9357 THONOS

(주)온코어에스엔티 강성천 www.oncore.co.kr 02-2038-2956 Weldy(웰디)

주식회사 틸론 최백준·최용호 www.tilon.com 02-2627-9000 디스테이션(Dstation)

테이블매니저주식회사 최훈민 www.tablemanager.io 02-6952-4076 레스토랑 예약관리 솔루션 테이블매니저

제이알에스씨(주) 김종록 www.jrsc.kr 031-387-2505 usim card 제작 및 개발

(주)제니스코리아 이상민 www.genisev.com 070-8836-8365 전기차 충전 솔루션 개발

주식회사온채널 추연진 www.onch3.co.kr 02-3473-115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주)퓨텍소프트 김경숙·김상헌 www.futechsoft.com 02-703-9250 규제정보화 시스템(ISP 솔루션)

(주)아크릴 박외진 www.acryl.ai 02-557-4958 Jonathan

주식회사 뉴젠씨앤아이 김기태 www.newgencni.co.kr 02-3477-3843 출력물통제솔루션

주식회사유니메오 장승익 www.unimewo.com 02-591-5456 AI 기반 간병인 매칭 O2O 플랫폼 및 웹R

솔라커넥트주식회사 이영호 www.solarconnect.kr 02-6931-0901 발전왕(발전소 통합관리솔루션)

(주)심스리얼리티 김명환 simsreality.com 042-934-1801 VR/AR/시뮬레이션

주식회사뉴인 한기남 www.newin.co.kr 02-866-5226 nPlayer

한국비전기술(주) 전영민 www.cvtechn.com 02-826-0472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 솔루션

주식회사노바테크 송동석 www.novatek.kr 052-225-8582 VR/AR, IoT

(주)아이티앤베이직 민경욱 www.itnbasic.com 032-348-3569 실시간 청중응답시스템 심플로우(SYMFLOW)

주식회사엔피테크 한경희 www.nptc.co.kr 02-853-9398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되는 온라인 학습 등

(주)엑스엠디 이은준 xmd.co.kr 02-2088-4180 패션ERP

주식회사아이티아이즈 이성남 www.iteyes.co.kr 02-783-2970 Gurmwi(클라우드플랫폼)

(주)오너클랜 김기명 www.ownerclan.com 070-4603-2480 스마트 쇼핑몰 솔루션 오너클랜

세인테크주식회사 최호길 www.sein-tech.co.kr 033-823-9509 가정용 스마트 채소재배기

(주)우리소프트 김병일 www.woorisoft.net 053-656-8480 뉴로월드

주식회사 애드 안상현 www.dalgo.run 02-6925-4446 달고 플랫폼

주식회사이노티움 이형택 www.innotium.com 02-3283-2021 이노스마트플랫폼

주식회사빅토리아프로덕션 한현정 vproductions.net 031-955-7298 AR/VR/MR EdTech Book+App

딥비전스 강봉수 deepvisions.co.kr 070-7537-0546 딥비전스솔루션

룰루랩 최용준 www.lulu-lab.com 02-597-0502 루미니(LUMINI)

주식회사 케이엘큐브 김종화 www.klcube.co.kr 02-3442-5001 챗봇 솔루션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표준이앤씨(주) 정재민 www.pjec.co.kr 02-2278-4504 지하터널 구축공법

(유)한국해양개발공사 박해영 063-451-1119 건설업

(주)상보 지구삼 www.sangbo.com 031-8028-9325 교량용 프리캐스트 LEGO 거더 및 바닥판

주식회사정주하우징 김명찬 jungju-housing.co.kr 053-217-5577 도시재생엔지니어링

(주)빌트이엔씨 장재희 www.builtenc.co.kr 02-6952-6670 쿨링포그

태성건설산업주식회사 김재근 054-472-3322 각종 건설 관련 도급

유원에스피(주) 이준엽 www.iywsp.com 02-575-6012 DDC 판넬 조립

현대브릿지(주) 임상수 hdbridge.co.kr 02-2678-6200 교량 방수공사

주식회사 대양기업 김형기 www.dycompany.co.kr 061-332-8086 태양광구조물

(주)대광도어 김재원 053-961-0008 Fire Steel Door(방화문)

에스비엔지니어링(주) 원용석 www.nsb.co.kr 031-645-2215 SBarch라멘교

(주)국제티엔씨 김기백 www.kookje2001.com 031-1661-8860 기계설비공사

대성이엔이(주) 조용일 062-603-3393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다길이엔씨주식회사 이준호 www.dgmma.co.kr 02-525-3117 M-패칭

(주)현대쏠라텍 박수련 hdstec.co.kr 062-384-1156 전기변환장치

(주)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www.line3647.com 063-274-3647 건축설계

(주)라인테크놀로지 유현식 www.linetech.co.kr 02-3667-6406 증설용분기기

(주)서현하이텍 이미영 www.seohyunbs.com 031-906-8456 도막방수재인 폴리우레아수지

동락산업(주) 김기철 032-818-6565 창호, 철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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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인더스비젼 김상인 www.indusvision.com 032-724-9077 방폭 CCTV 카메라

주식회사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김대일 www.unecom.kr 070-4145-4354 RiskZero(리스크제로)

주식회사웨스토 장진욱 westo.co.kr 070-4610-1224 애니메이션 제작

웰트주식회사 강성지 www.weltcorp.com 02-6439-0707 스마트벨트

주식회사프로맥스 백기동 www.promax.co.kr 054-624-0761 휴먼 케어 제품

업라이즈(주) 이충엽 www.heybit.io 031-724-0828 헤이비트

주식회사트위그팜 백선호 twigfarm.net 02-1833-5926 지콘스튜디오

(주)아이피캠프 석욱민 www.ipcamp.co.kr 055-763-3437 보안용카메라(IP-S1001)

(주)우리정보기술 구용권 062-955-5301 경영정보시스템

(주)컴트루테크놀로지 박노현 www.comtrue.com 02-396-7005 클린스팸 엔터프라이즈

(주)이쓰리 조흔우 www.ethree.co.kr 02-552-1947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주식회사삼아솔루션 한승우 www.isama.net 02-6082-6001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주)동진제어기술 신동원 www.dctec.co.kr 02-716-0173 자동화창고제어시스템

브이에이커뮤니케이션 윤상철 visualart.co.kr 02-515-7836 뉴미디어 영상제작

(주)디에이치디 김기현 031-268-7657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주차 시스템 장비

주식회사글로벌탑넷 이현호 glotn.co.kr 051-583-0715 X86서버

디비시스(주) 두혁 www.divisys.co.kr 02-1688-8648 DVR

(주)스마트비전 김동철 www.sv2003.com 031-790-1420 정보통신공사

(주)엔오원 우혁 www.gonoone.com 02-3667-5455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주)에이스뷰테크 김종오 www.aceviewtech.com 02-587-2333 Wiz-Solution

주식회사유진시스템 이상호 062-383-1108 CCTV관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알에프 이제열 www.aplusrf.com 032-471-9990 RF Connector & Cable assy

주식회사시온테크 김한철 063-625-3358 CCTV

주식회사아우라네트웍 김경석 www.auranetwork.co.kr 02-6484-6202 ASTRA

정보통신

환경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알렉스분석시험소 김만기 www.alexlab.co.kr 033-744-2817 환경분석기술

(주)씨아이에코텍 조일호 www.ciecotech.com 031-781-1525 폐삼성수지류 중간가공품

주식회사에코프라임 김성현 eco-prime.co.kr 041-331-5567 토양정화

주식회사이엘바이오 이리브가 www.el-bio.co.kr 032-564-9563 탈취장치

(주)이오니아이엔티 김건수 www.ioniaent.com 031-857-6656 플라스틱 자동 선별 시스템

세림기계 한기선 www.serimcpm.co.kr 053-857-1060 폐합성수지 재활용

주식회사 에스비이앤이 이민희 sbene.co.kr 032-561-2957 수질계측기 시스템

대신이엔텍(주) 조혜정 061-336-3380 다이옥신 제거

화학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알이씨 우선문 www.sj-rec.co.kr 031-717-5688 턴디쉬 노즐주변 충진재

동성유화 이순제 dsoil.co.kr 055-338-8831 섬유가공유제, 윤활유

(주)삼성휴톤 김범정 www.grandink.co.kr 031-944-4494 스크린잉크

신영산업사 박시효 sy0142modoo.at 054-976-0552 IPP FILM

주식회사쓰임받는사람들 권혁내 www.snowkids.co.kr 042-488-3782 스노우물감

삼성의료고무(주) 정재학 www.samsungrubber.com 031-491-8071 제약용고무전

(주)폴메디 이상국 beor2019.cafe24.com 031-877-0071 체리모아

(주)한그린테크 김대현 www.hangreen.com 02-929-1457 선도유지 기능성 필름, 용기

(주)아로마뱅크 이재홍 www.아로마뱅크.한국 032-815-3890 향료, 방향제

내일테크놀로지(주) 김재우 www.naieel.com 042-716-3012 질화붕소나노튜브(BNNT)분말

신우산업(주) 변종서 swind.co.kr 031-996-8693 에폭시접착제, 우레탄방수제

(주)동우테크 서동하 www.ecomelt.co.kr 031-983-5200 접착제 및 젤

주식회사 그린리소스 이종수 www.greenresource.kr 032-572-6939 산화란탄(La2O3)

주식회사동산이엔지 이준희 www.taesanplant.com 033-733-0487 DSS(콘크리트혼합재), DSP(상온양생용)

(주)수 황득규 www.m2k.co.kr 051-972-0305 119 제품 시리즈

주식회사 그래피 심운섭 www.itgraphy.com 02-864-3056 TC-85DAC/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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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오투컴(주) 박인실 otwocom.com 031-227-5302 크리스탈 모니터 센서

(주)엠피에스티 김창호 031-524-9868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주)씨에스엠 김혜정 www.csmco.kr 070-4680-1694 정사기용 제어 및 센서 모듈

주식회사아이온텍 안강운 www.iontec.kr 032-765-9058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주)씨앤켐 김정석 www.cenchem.com 052-239-6565 Glass Powder

(주)루멘파이낸셜 김인환 lumenpay.modoo.at 02-6207-9151 결제단말기 제조/유통

(주)씨에스프론트라인 이치욱 www.csfl.co.kr 031-738-1180 키오스크, 바코드 리더

아이케미칼(주) 홍성호 ichemical.co.kr 052-254-4554 롤 전극 캡

(주)위편백 조계주 e-pbart.com 031-949-2895 원목전자기기류

(주)엠에스테크이앤지 김문수 mstecheng.kr 031-344-2150 RMU 제품

주식회사 케이지오토 김기덕 www.kgauto.co.kr 044-715-7650 자동제어기기스위치

주식회사리키아지에스 강성구 051-831-2675 냉장고 Door gasket

(주)나노인터페이스테크놀로지 이죠셉제혁 www.nanointerface.com 031-295-0710 EMI 소재

주식회사 시큐웍스 박기성 www.secu-works.com 042-335-3012 음장보안센서

지오지에스주식회사 이봉균 gogs.biz 055-638-2590 CO2 스마트 용접기

주식회사협성전자 임동근 irivet.co.kr 032-677-6730 아일렛

(주)한일테크닉스 장경천 hantec92.com 02-2202-7581 차량출입통제 자동화 시스템

주식회사에쓰엔 임채웅 www.snco.co.kr 041-662-0213 전동 및 발전기

에스팩주식회사 김진홍 www.s-fac.co.kr 042-364-8132 시간대역광반사측정기(모델명: OTDR300)

주식회사 에코전력 이종희 www.eco3020.com 062-942-4570 태양광 발전소 시공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너지 유정희 www.jh-e.co.kr 070-4713-0670 에너지절약컨설팅

(주)썬텍 선형택 062-673-6868 조명기구

(주)제이컴정보통신 김경종 www.jcominfo.co.kr 02-714-6001 기능성 Privacy Film

(주)더콘솔 이상호 031-689-3686 자동제어기기

나노아이텍(주) 정병춘 www.nano-it.co.kr 055-255-2561 자동차카메라렌즈

유한회사티엠에스 곽환영 063-545-9418 변압기

주식회사바이엠텍 김병용 bymtech.com 070-4265-3420 체지방측정기

(주)삼정오토메이션 신동익 www.sjautomation.com 031-469-3090 전기자동제어반

(주)범한 이하범 www.bh21.co.kr 031-465-8897 변압기

탑아이티주식회사 임만영 www.top-it.co.kr 041-935-6101 LED경관조명기구

(주)에너지코리아 김진한 www.energy-korea.com 041-935-6100 LED전광판

(주)샤인테크놀러지 최상근 031-492-2069 스마트폰 진동모터용 전자부품류 생산

주식회사성호전자 이준식 www.defense-sungho.co.kr 055-253-7324 케이블조립체

(주)이큐테크플러스 김용원 www.eqtechplus.com 031-291-1124 박막증착웨이퍼

유한회사다온시스 유진순 www.daonsys.kr 032-710-0714 내진배전반

(주)세진파워텍 양수미 063-547-8853 수배전반

엠디티(주) 이광원 www.mdtkorea.net 052-222-7971 용접기

(주)보탬 김효구 www.botem-e.com 042-931-8051 자동절전스위치

(주)쓰리디솔루션 정구봉 3dsolution.net 052-225-7303 3D형상 제품

(주)디지털존 심상원 www.digitalzone.co.kr 02-6330-2330 영상재생기, 영상분배기

(주)엠비에스엔지니어링 강형주 www.mbseng.co.kr 02-3142-4848 TCP/IP 방식의 스마트 대기전력 제어시스템

(주)소로나 윤능구 www.sorona.co.kr 031-667-9954 박막 증착 장치

남양노비텍(주) 전용철·전종윤(각자대표) nyco.co.kr 031-353-0085 DAMPER(HI-SEN(D))

(주)씨에스이 성이제 www.csetp.com 031-488-7730 모터, 펌프

(주)코닉스테크놀로지 이원호 www.kornixtech.com 031-360-2038 GPS MODULE 및 카메라 모듈

(주)월드웰 선학규 www.worldwel.com 032-876-2114 용접기, 로봇자동화용접설비

(주)이지에버텍 장원미 www.ezevertech.com 051-727-7768 하수월류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주)이지템 이해욱 www.easytem.co.kr 031-312-1305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주)한국센서 신정원 www.hansen.co.kr 053-856-8561 전류센서

탑에어주식회사 이승수 www.topairfan.com 032-812-0405 BLDC MOTOR

(주)한진조명 김영길 www.hjdownlight.co.kr 032-614-7709 LED경관조명

(주)그리너지 방성용 www.grinergy.co.kr 02-587-7127 리튬이차전지

(주)오방테크놀로지 배상균·임아영(각자대표) obangtechnology.com 031-989-6487 고주파 리드 파널리 코팅

씨엔시스 이성원 www.c-ensys.com 031-260-4567 반도체 공정장비 개발

(주)포톤웨이브 오명석 www.photonwave.co.kr 031-339-6775 UV LED WAFER

(주)테스비 김서영 www.tesbiinc.com 02-915-0390 차량 시트용 냉난방 모듈

미건에스티(주) 김문기 www.migunst.com 031-365-3470 산업용 자동계량, 계측기

주식회사 에스아이솔루션 박인선 www.sisolution.co.kr 062-971-2281 공기정화장치

(주)벨레 최종민 www.wellehaus.com 02-573-8986 멜로우 블루투스 스피커

(주)티원시스템 김일주 031-298-9185 이차전지 Binding설비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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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농업회사법인(주)이화온 김점기 031-8028-0118 복분자종자유 연질캡슐

(주)비보존 이두현 vivozon.com 02-916-1004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주)뉴젠사이언스 박종태 www.newgenn.co.kr 042-936-7918 유클린 손소독제

한성의료산업(주) 유동수 www.hsm01.com 041-555-9911 의료용 고압증기 멸균기

올릭스 주식회사 이동기 www.olixpharma.com 031-779-8400 핵산치료제개발기술

케이셀바이오뱅킹(주) 이종성 www.kcellbio.com 070-5080-0919 면역,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 상품

주식회사비케이메디케어 박영준 www.bkmedicare.co.kr 055-388-5838 원에이드 탄력밴드

(주)제이엠바이오텍 장지영 jmbiotech.co.kr 070-5118-1810 터틀핀Ⅲ

주식회사온코크로스 김이랑 www.oncocross.com 02-867-9967 RAPTOR AI

지니너스주식회사 박웅양 www.kr-geninus.com 02-6949-6570 CancerSCAN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 이병건 www.scmlifescience.com 032-881-3600 SCM-CGH

(주)로피바이오 함성호 www.rophibio.com 043-239-0080 자가면역성 난청 줄기세포치료제

주식회사바이오뱅크힐링 이동호 www.biobankhealing.com 070-4282-0042 대변은행

(주)수일개발 염윤희 www.sooil.com 02-3463-0041 인슐린펌프

바이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명신금속 윤명옥 ms-metal.co.kr 055-344-0151 볼트

비전코웍(주) 이진구 visioncowork.co.kr 070-4759-0100 머신비전 광학계 모듈

한국토요 김진수 www.toyokorea.co.kr 031-676-8001 정미기, 연미기, 석발기, 승강기, 컨베이어

(주)이레앤엘피스 이옥례 elpisdoor.com 031-544-8741 방화문

내외기계공업(주) 임조식 www.naewaykr.co.kr 031-494-9161 펌프

(주)지티엠 이대환·한인만 031-764-1871 반도체 부품

주식회사명광 황창희 myungkwang.com 032-861-7021 화장품용기 증착 및 내코팅

주식회사우석엔프라 고재영 woosukenpla.co.kr 032-715-6333 서스펜션 스트럿베아링

주식회사길웅스틸테크 배한상 www.kilwoong.co.kr 053-587-7788 스틸그레이팅

(주)금호이엔지 권병수 www.kumhoeng.com 055-354-3827 선박철의장품

우성이엔디(주) 채광식 www.woosungend.com 031-592-8681 HOT N2 SYSTEM

주식회사와이디테크 곽승환 www.ydtech.co.kr 054-971-7117 자동차 변속기

주식회사티엠이씨 윤한철 052-711-7000 열교환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주) 맹주호 www.saesoldia.com 031-493-5037 내부식성 CMP pad conditioner

대승주식회사 백승엽 054-777-6747 자동차용 휠베어링

(주)하다 하종우 www.hada-korea.com 063-836-2005 마늘파종기

우성하이테크 박미경 woosunghitech.co.kr 031-491-1154 반도체장비부품, 산업기계부품, 자동화장비부품

유일테크(주) 최태근 www.내마모용접.kr 031-985-0294 산업용 발전설비 제작 가공 및 관련 기술

(주)부경시스템 주기완 055-374-4016 극판 포장설비 제작

(주)은진 박동수 054-800-8004 피스톤

(주)테크윈 이전행 www.techwinkorea.co.kr 031-365-5601 치과용임플란트

(주)뉴볼텍 민덕홍 www.newboltteck.com 031-434-1282 볼트금형

(주)포코엔지니어링 김귀동 www.pokorea.net 051-200-8900 Knovalov 외 선박수리

무진기공주식회사 이영길 www.moojintech.com 062-953-8381 자동화시스템

(주)한빛이엔에스 유진현 hanbitens.com 031-1588-0994 대형전기집진기

(주)정일테크 박일동 055-286-7811 공작기계 선반

주식회사 삼우에코 김헌중 032-437-3245 자동차매연저감장치

금오아이엠티(주) 정연근·배경애(각자대표) www.kolaser.co.kr 031-499-0411 농기계부품

세광PMC 김형록 skpmc.com 055-552-3905 중장비부품

(주)제이앤에스 김병수 054-977-3393 자동차 조향 부품

디아이주식회사 강경준 041-425-1062 도어빔

(주)원종기계 노진구 wonjong.co.kr 051-305-0791 중자조형기

엔담 주식회사 강민규 032-422-9404 버스승강장 조립식 구조물

원대화학(주) 이남웅 031-356-4164 AIR FILTER

주식회사상동 신상철 www.sang-dong.co.kr 053-592-1940 원단 포장 기계

(주)정산업 장정호 jungind.modoo.at 031-945-7057 복사기 부품

(주)혁신과공감 이근영 혁신과공감.com 041-555-7722 정량육절기

(주)미건도어테크 송희범 www.migundoor.co.kr 031-497-2977 방화문

기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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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한실어패럴 박연옥 www.hanshil.co.kr 063-286-3134 드로즈

(주)카텍에이치 정진호 www.catack.com 031-352-2455 Chop Fiber, Pellet, Mill

준텍스글로벌 박준성 053-353-2890 저지 스판덱스

에코윈(ECOWIN) 방승혁 ecowin.kr 053-522-2868 리베로암막블라인드

주식회사마플코퍼레이션 박혜윤 www.marpple.com 02-6486-7702 의류커스텀 제품

에스지텍 서인호 www.skltd.kr 054-933-9754 가공사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새롬웰푸드 김민숙 saeromwf.com 041-552-9371 김치양념소스

만선영어조합법인 차호식 www.foodreal.co.kr 063-563-3223 해찬미소 복분자 간장게장

주식회사 대한엠피에스 박찬홍 043-873-0231 치즈스틱

(주)오복식품 채경석 www.obokfoods.co.kr 051-205-8911 오복간장(황가)

주식회사 올계 농업회사법인 문태연 www.organicchicken.co.kr 043-653-1676 유기농닭고기

농업회사법인청우푸드주식회사 이문희 www.cwfood.kr 061-383-5272 오리훈제, 닭가슴살훈제 등

주식회사상화에프앤비 이상민 www.dhgijung.com 033-645-3420 동해기정

주식회사가온앤 강봉수 www.gaonn.net 02-363-5123 고단백스낵

(주)광주식품 농업회사법인 김동권 062-941-9900 돈족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디자인농부 김요섬 www.designnongboo.com 063-542-5327 검은콩미숫가루 블랙빈

주식회사 지웰 이종숙 gwell.co 043-543-0027 견과 소분, 가공

데이앤바이오(주)농업회사법인 김승주 daynbio.com 070-8848-2800 표고버섯분말

농업회사법인(주)초록들 정재호 www.chorokdeul.co.kr 053-614-8060 반찬류, 깨류, 유지류 등

주식회사제이앤케이푸드 김옥녀 032-866-7231 학교급식 유통 및 식자재 유통플랫폼

맛나푸드 주식회사 노미숙·임정호 www.mannafood.net 061-894-7990 조미김, 김밥김, 김자반

주식회사더블스윗 이상문 www.doublesweet.co.kr 051-624-9432 마카롱

(주)화인내츄럴 정학민 www.finenatural.kr 031-543-1989 홍삼농축액

식품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뷰티크 이용진 viewtyque.com 02-6954-1234 방송 영상 콘텐츠

타스글로벌 김유식 usmtas.kr 070-7729-2592 수중청소로봇

(주)팀경영컨설팅 성창용 tim-plus.kr 063-714-2345 컨설팅서비스

주식회사고려엔지니어링 이해문 www.koreaengineer.co.kr 070-5066-6360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지엔아이솔루션주식회사 이기태 www.ginsolution.co.kr 055-646-8643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이도 정인주 www.ktidp.co.kr 070-4048-7473 스마트 유체 가속기(edox P-300)

주식회사파스토 홍종욱 www.fassto.ai 02-1566-3033 중소형 온라인 판매자에 특화 된 IT풀필먼트

에스지에이비엘씨주식회사 최영철 www.sgablc.co.kr 070-5204-0372 RootChain

(주)이에스테크놀로지 장은석 www.ests.co.kr 053-744-5300 스마트공장 구축시스템

주식회사 리컴퍼니 최성미 055-716-0738 서비스, 제조업

주식회사노랑푸드 최명록 www.norangtongdak.co.kr 02-1599-2527 치킨

(주)엔코 홍상원 043-218-2227 수질분석기기 시약

(주)미스터로맨스 심세윤 mrromance.co.kr 02-3445-1036 영상물 광고 영화제작 및 해외영화드라마 제작

(주)쏘울크리에이티브 임만식 www.soulcreative.co.kr 070-8232-1800 TV동화 빨간 자전거

주식회사서우 노갑수 063-276-3999 드론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이강민 fastcampus.co.kr 02-508-8434 패스트캠퍼스 올인원 패키지

피디제이미디어(PDJ MEDIA) 박대진 pdjmedia.com 051-702-1113 영상콘텐츠 개발

(주)티엠솔루션스 정태철 www.tms-energy.co.kr 070-4354-4465 태양광 원스톱 서비스

(주)퓨멕스 차주영 www.pumex.co.kr 031-929-0260 복합운송주선, 목상자, 이사화물포장, 해외특송업

지호이엔씨(주) 지미숙 033-533-8771 엔지니어링사업자

(주)소래수기업컨설팅 이성욱 02-400-6151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씨케이머티리얼즈랩 김형준 ckmaterialslab.com 070-7728-5678 자기유변유체(MR유체)

주식회사스타일씨코퍼레이션 박재범 www.stylec.co.kr 02-3142-7710 마이크로인플루언서 리워드 쇼핑 플랫폼

에스에이로지스 이승민 www.salogis.co.kr 070-4896-0317 해상 항공 수출 수입 물류

(주)원컴 김민애 www.onecomm.co.kr 031-901-8850 인쇄, 현수막, pop 제작 등

알파브라더스 채중규 alphabrothers.com 02-9633-8654 냉장고

(주)다즐 이기범 www.dazzl.co.kr 032-584-8655 다즐(회전식양면다리미판)

주식회사해성 손준해 www.ihaesung.com 031-831-8959 특수부품 볼트 너트 외

(주)동방라이팅 박태호 031-957-6100 조명등기구

코애드 이철용 055-238-9401 시설물, 조형물 제작

엔에프에이 임영빈 nfa.kr 02-854-9500 캡슐 및 정제 자동 선별기

싸이스트(주) 박혁진 www.scist.co.kr 031-546-8799 튜브연동정량펌프

정음정밀 이준화 www.jemold.co.kr 02-858-4846 금형(자동차,전자부품)

(주)스토리트리 이지운 stlight.co.kr 02-2088-1662 경관조명

보원오토텍 이호경 031-362-6693 WELD NET

다운옵틱 김경숙 daunoptic.com 031-485-6751 방독면 안경

주식회사카프마이크로 이인권 www.caphmicro.com 055-854-9882 와이어하네스

지엘아이(주) 김공 www.jbwindow.net 062-717-7454 점보 단열복합창

아워박스주식회사 박철수 ourbox.co.kr 02-856-0773 풀필먼트 서비스

(주)창헬스케어 성창규 changhealthcare.com 02-6007-7000 헬스케어 서비스

나코스유한회사 최오인 www.nacos.co.kr 062-376-5427 인쇄물 광고물 sign

주식회사차바치 최정주 www.chabachi.com 053-592-1777 티렉스세차용품

(주)바인컴퍼니 도윤석·민들레(각자대표) vinecompany.co.kr 031-297-0037 종이아이스팩

(주)썬겔 백근한 sungel.co.kr 031-999-5608 실리카겔

주식회사그린에코로드 김윤춘 GREENECOROAD.COM 033-812-2922 식생매트 및 보행매트

주식회사릴리커버 안선희 lillycover.com 053-756-1140 뮬리

송월타올수건이야기(주) 조일진 towelstory.com 070-4282-0306 타월

인토스 주식회사 백일현 www.intos.co.kr 02-400-4884 EO 시리즈 시스템파티션 외

애강 주식회사 신호용 aikang.co.kr 043-844-6577 pb파이프 외 제조

대양의료기(주) 윤정섭 www.daeyangmed.com 033-747-4466 Therma g plus

(주)케이시앤피 김영직 062-951-7915 자동차 금형 설계

(주)비에스피티아이 김현선 055-338-8557 요소수탱

피트모아3R연구소 황상식 www.fitmoa.com 031-959-3375 락커

우리정공(주) 김석진·김석용(각자대표) wrgear.co.kr 031-354-1855 GEAR WORM

농업회사법인깨비농장주식회사 조만익 www.kebifarm.co.kr 041-1800-0766 블루베리묘목

(주)스타머트리얼 테크 조윤서·김수현 054-762-0101 비료/질소화합물

일성포러스 임성구 www.iporous.com 051-501-4662 공압부품, 멤브레인힐타, 플라스틱 외

주식회사 천풍 음영만 www.cheonpung.kr 061-273-8811 천풍M10, 천풍M20

서동메디칼 김창온 nurieye.com 051-865-4285 안구건조증 치료기기

주식회사에스퍼니처 박세용 053-817-5914 붙박이장

주식회사다산퍼스 최종기 dasanfurs.co.kr 031-662-1351 서랍장을 구비한 책상 조립체

(주)유성커플러 이시욱 www.yseng.co.kr 031-997-4693 금속가공, 자동차부품가공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천농 김상식 041-736-9936 종자, 농자재, 농산물 전처리

주식회사앤우드 김명진 www.nwood.co.kr 053-582-9519 사무용가구

주식회사수하이텍 김수준 054-571-4801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주)조은데코 신정강 jmcpanel.co.kr 061-383-7700 JMC-P3

(주)광진기업 이동시 gjagro.co.kr 054-821-2244 유해조수 퇴치기

제일금속 김용재 032-672-6611 Tiger Shark, YF Housing 외

(주)케이아이씨 신충식 www.powerband.co.kr 031-998-1740 PE결속끈

알에프컨트롤스주식회사 김원기 RF CONTROLS.CO.KR 031-319-8414 자동차용 glass antenna 및 MAP

(주)청명시스텍 이상훈 055-533-1346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주식회사니나노컴퍼니 김건홍 ninano.company 070-4759-3381 고중량드론

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성근 051-315-5596 법률서비스

미디어꾼 김성수 www.mediamaster.co.kr 070-5222-9275 VOD 영상물

(주)선광티앤에스 조준호·김은선 www.sktns.co.kr 02-837-1146 방사선관리용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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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 5답

NOW INNOBIZ WELCOME

1＿㈜업라이즈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

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보어드

바이저(Robo Advisor) 기업이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달러, 원자재, 글로벌 주

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

면서 저금리, 노령화 시대에 개인이 자산 형

성의 중요성과 원칙을 깨닫고 끝까지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2＿투자의 기술적 영역과 서비스 인프라를 

검증받아 신뢰를 제고하고, 회원사 간 교류

를 통한 사업 기회의 확대 및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

3＿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언론사로부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장 환경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기업의 신인도 제고 측면

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였다.

4＿중소기업 여건상, 대규모 파트너사와

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교육 프로그램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보

강되길 바란다.

5＿관련 시장에서 초기 주목을 위한 방법

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쉽게(?) 언론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노비즈협회 가입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대표 이충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12층

㈜업라이즈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한 해. 

회원사 2만 개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로 합류한 따끈따끈한 신규 기업을 소개한다.

1＿솔라커넥트는 젊고 스마트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적인 IT 기술 역량과 

금융 솔루션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전 밸류체인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토

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IT 플랫폼 기

업이다. 금융 자문, 사업성 검토, 운영관리 

등 발전사업 전 단계에 필요한 토털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발전소 자원을 

VPP(통합발전소)로 모아 소규모 전력 중

개, DR(수요자원관리), RE100 이행 컨설

팅 등의 에너지 신산업 연계 솔루션으로 대

한민국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2＿기업 성장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품 기

술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시장에서 인

정받고, 향후 신규사업 규모 확장과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회

원사가 되었다.

3＿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플랫폼 비즈

니스인 만큼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

가 상승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큰 혜

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고객과의 신뢰가 두

텁게 형성되었다.

4＿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개발된 우

수한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과 금융 

지원 및 회원사 간의 상생 협업을 기대한다.

5＿이노비즈 회원사가 되는 것은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

스이며, 협회는 사업 성장의 초석을 함께 만

들어가는 최고의 파트너다.

대표 이영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6층

솔라커넥트㈜

1＿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는 현장안전관

리 및 점검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AI 사고 

예측 알고리즘 플랫폼인 ‘RiskZero’를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IT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이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건설 IT업

계 전문가들이 모여 2015년에 설립했다. 

‘국내 산업재해 0(Zero)의 세상을 만들자!’

라는 슬로건 아래 선제적 산업재해·안전사

고 예방과 작업별 근로자 맞춤형 안전작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발주처, 현장 

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안전보건경영시스

템(KOSHA-MS)에 대응하는 업무지원기

능 등을 PC웹과 스마트 디바이스앱으로 제

공하는 ‘올인원 사고예방 솔루션’인 Risk

Zero와 현장 안전컨설팅 등을 공급·수행하

고 있다.

2＿이노비즈 회원사가 누릴 수 있는 지원과 

혜택 정보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시장 확대

와 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입했다.

3＿자사의 기술력에 대한 고객사와 잠재고

객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신뢰도 향상을 

피부로 느꼈다.

4＿협회 내 많은 회원사와 활발한 사업적 교

류의 장이 마련되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5＿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닌 기

업에게 이노비즈는 든든한 동반자이며, 실

패하지 않는 길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대표 김대일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707, 708호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1＿2009년 국내 최초 지능형 카메라 영상센

서 방식의 무인계수 시스템을 도입해 AI 기반

의 무인계수 시장을 개척했다. 이후 2D, 3D, 열

화상 영상방식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꾸준한 

기술개발을 이루어 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AI바우처 지원사업으로 AI 기반 

영상 활용 고객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중복방지 피플카운트 솔

루션을 출시하는 등 고객의 AI 기반 디지털전

환 가속화 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

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얻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 웹뷰

어 플랫폼을 개발해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이노비즈 인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자 회원사로 가입했다. 다양한 정보 

및 혜택 그리고 회원사 간 교류를 통한 시너

지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3＿대외적으로 기업의 기술력 가치를 인정

받아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다. 회원사 가

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이메일을 

받고 있는데, 잘 챙겨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4＿각종 정부정책, 교육, 세미나, 홍보 및 

마케팅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사 교

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5＿이노비즈 인증의 완성은 이노비즈 회원

사 가입이다.

대표 권향옥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데시앙플
렉스 A동 1015, 1016호

다인스㈜

1＿㈜엠에스테크이앤지는 APR

1400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시스

템 비 안전 계통에 사용되는 하드웨

어 제품을 개발해 제작 및 공급, 기

술 지원 및 시운전 지원 등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현장 설치, 시운전까

지의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 및 해외수출용 원자

력발전소에도 공급하는 목표를 가

지고 제품에 대한 개발과 안전성 검

증에 매진하고 있다. 

2＿연구개발 회사로서 회사와 제

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

로써 회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로 나아가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

3＿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소식지 및 정책자료 제공 등으로도 

도움을 받고 있다.

4＿이노비즈협회의 많은 도움과 지

원으로 회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5＿회원사에 가입하면 정책 자료 

수신 및 회사 홍보 기회와 제품의 마

케팅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

라 추천한다.

대표 김문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940호(금정역SKV1센터)

㈜엠에스테크이앤지

1＿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한다면?

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3＿  회원사가 되고 나서 피부로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4＿  회원사로서 특별히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5＿  아직 회원사가 아닌 기업 CEO에게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1＿요식업 및 산업현장의 연기와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 전문 생산·

판매 기업이다. 현장 규모와 배출되

는 오염 가스의 특성에 따라 싸이클

론/백필터/흡착탑/스크러버 등 적

합한 집진 설비를 제조·설계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

력제품인 전기집진기는 코로나방

전의 원리를 통해 먼지 입자를 포집

하는 기술로, 타사 대비 높은 효율과 

복합악취 저감에도 효과를 보인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집

진효율을 높이는 열교환 냉각장치

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으며, 요식

업 업주를 위한 집진기 필터 관리 대

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당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타사와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가입하게 됐다.

3＿정보력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매번 업데이트되는 기업 

혜택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 기존

에 진행했던 지원사업들보다 더 많

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4＿회사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더불어 기업 마케팅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도 기대한다. 

5＿이노비즈 인증 자체가 기업 성

장의 기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가입하세요.

대표 유진현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3길 62-48
(제1공장)

㈜한빛이엔에스

1＿㈜썬텍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

업으로 전기공사 및 태양광 발전설

비 시공이 주된 사업이다. 여기에 전

기/전자기기 제품 및 LED조명제품 

사업을 추가해 확장해나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UV-LED 살균

기, 독립형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태양광 모듈 

2축 제어시스템은 당사 특허제품으

로 독립형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

등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 가변제

어시스템과 모터제어 모듈과 소형

풍력발전기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

해 시험 운용 중이다.

2＿기업이 보유한 제품 기술력을 객

관적으로 검증받고 향후 신규사업 

규모 확장과 시장 경쟁력을 높여 성

장을 북돋고자 가입했다.

3＿홍보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국책과

제 및 R&D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기업평가 가치상승과 중소벤처기업

부 및 중기청 주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았

다. 외부 기업평가에서 기술력을 인

정받는다는 이점도 있다.

4＿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효율

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지원을 기대

하며, 협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

으로 회원사들이 상호발전할 수 있

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

5＿아직 가입 전인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도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기술력을 증대하는 

계기를 만드시길!

대표 선형택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
크노파크 벤처지원센터 208호

㈜썬텍

1＿2017년 반도체 공정, 재료, 설

계 경력 20년 이상의 엔지니어들

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의 증착 전

문회사를 목표로 창업했다. 반도체 

테스트용 증착 웨이퍼 생산, 반도

체 초미세화 공정, 고적층 공정에 

최적화된 증착장비 핵심 모듈을 생

산하며, 뛰어난 품질의 테스트웨이

퍼를 국내외 다수의 글로벌 장비업

체, 슬러리업체, 소자업체 등에 공

급하고 있다.

2＿창업 이래 매년 2배 이상의 매

출 성장세를 이어오는 만큼 이노비

즈 인증을 통해 기술혁신경영에 대

한 체계적 계획수립과 관리,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 이후 진단과 컨설팅

을 통해 기업규모에 맞는 기술개발

과 구체적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3＿협회를 통해 국가 R&D 과제, 

지원사업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받

았으며, 기업평가 시 가산점을 받

았다.

4＿엔지니어 중심의 기술 창업기업

은 경영노하우, 마케팅 기법 등이 기

술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

가 많은데, 협회가 개별 가입 기업에 

대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과 유용한 정보를 적절하

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5＿가입한 협회는 많지만, 이노비

즈협회는 좀 더 특별한 영감을 준다.

대표 김용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
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85417호

㈜이큐테크플러스

1＿㈜지오필테크는 실험실과 연구

실 및 각종 산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악취 제거용 

필터와 그 응용시스템을 제작, 판매

하는 기업이다. 산업현장 및 실험실 

내 실내 공기의 질을 안전하고 쾌적

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장치들을 

개발, 생산해 기업의 생산성 및 연구

의 향상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환경 

전문기업이다. 아울러 유해물질 안

전보관 장치, 유해가스 제거 및 중화

장치, 항온시약장 등을 개발해 판매

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필터 없는 

시약장과 내산성 시약장을 개발 출

시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당사의 핵심 목표인 기술혁신형 

제품실현을 검증받아 인정받고, 다

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여러 정보를 

제공받고자 회원사가 되었다.

3＿기업 이미지의 가치상승과 협회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

를 통한 교육 및 지원사업 참여에 가

장 큰 변화를 느낀다.

4＿협회의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이 

회원사에 많은 혜택과 지원을 가져

다주길 기대한다.

5＿기업 성장의 가능성을 활짝 열

어주는 이노비즈!

대표 이민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6-2

㈜지오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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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NOBIZ WELCOME

1＿틸론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다수의 

특허 및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20여 

년간 VDI/DaaS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

를 다지며 클라우드 PC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 행정업무 및 디지털 전

환의 중심에는 클라우드 데스크톱 서비스

(DaaS, Desktop as a Service)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틸론은 현재의 스

마트워크 시대를 넘어 Hyper Connection

을 제공하는 DaaS 기술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 변화의 순간에도 즉시 업

무환경 구현 및 실행 가능한 ‘하이퍼워크’ 

시대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2＿틸론은 국내 최초 가상화 기업으로 

2001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최

초’라는 기록과 혁신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며 국내 클라우드 가상화 

시장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마트워크를 넘어 하이퍼

워크 시대를 선도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

표한 틸론은 이노비즈협회 가입을 기반으

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DaaS(Desktop as 

a Service)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

획을 갖고 있다.

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중앙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업무환경 전환 전략’이 DaaS 플랫

폼을 기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틸론은 다수

의 ‘스마트 업무행정 고도화’ 사업에 참여

하게 되었고 이노비즈 인증으로 가점이 인

정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틸론은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관련해서

도 큰 혜택을 보았다.

4＿ODA를 포함한 다양한 판로를 통해 회

원사의 기술과 솔루션을 해외에 공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5＿협회 가입을 통해 틸론과 ‘깐부’ 맺고 힘

을 모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기업을 찾

습니다!

1＿최근 온라인 이커머스시장이 점차 커

짐에 따라 택배사와 대형 유통사에서 물

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풀필먼트

(Fulfillment)를 도입하고 있다. 본사는 풀

필먼트의 핵심인 물류 고속화, 자동화,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ITS(Intelligent Scanner) 

시스템을 개발했다. 주요 택배사와 대형 유

통사에서 혁신기술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

론 해외도 진출하고 있다.

2＿스마트마인드는 빅데이터, AI 기반의 

AI transformation SaaS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는 젊은 기업이다. 대용량 데이터

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핵심 특허기술

인 THANOS Algorithm을 바탕으로 글

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디지털 전환 프로

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2020

년 실리콘밸리 최고의 시드 투자사인 

techstars_의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

이팅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

는 신용보증기금(KODIT)의 유망 스타트업 

보증제도인 ‘퍼스트 펭귄’에 선정되며 독보

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

다. 이런 점을 알리고자 회원사로 가입했다.

3＿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내외부의 

가치상승과 이노비즈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4＿앞으로 스마트마인드의 우수한 기술력

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기대한다.

5＿이노비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사업 성공 파트너다.

대표 최백준·최용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4로 22

대표 이상수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8길 39

스마트마인드㈜㈜틸론

1＿니나노컴퍼니는 장거리 고속 비행이 가

능한 고중량 무인항공기 개발 기업이다. 자

체적인 비행체 성능 해석과 최적 설계 기술

을 바탕으로 수직이착륙은 물론, 고속 수평 

전진 비행이 가능해 더 많은 탑재물을 싣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물류 

운송, 방제, 화재진압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김천시

와 협력해 국토부 드론 실증 사업에 운영사

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

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2＿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

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

고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이

노비즈협회 가입은 우리 기술을 인정받고 

발전하는 초석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

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알

리고, 협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얻

고자 가입하게 되었다. 

3＿협회에서 보내오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지원 정책과 사업, 기술개발 등에 대

한 매우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

다. 특히, 회원사로서 R&D 또는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 점, 사업 선정에 유리한 가산점 획득 등 

혜택이 다양해졌음을 실감했다.

4＿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공

유되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협회 회원사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확보, 협

력형 과제 발굴 등의 기회도 기대하고 있다.

5＿많은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통해 회

원사로서 폭넓은 혜택과 지원을 받길 바

란다.

대표 김건홍
경북 김천시 남면 영남대로 2905

㈜니나노컴퍼니

1＿엠비에스엔지니어링은 대기전력 상태의 

콘센트에 전력공급 및 차단, 복귀기능을 스

마트한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성·제공함으로

써 건물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며 편

리한 운영 환경을 지원한다. 설치 후 공간용도 

변경,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

능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 개별 콘센트 제어시

스템으로서 TCP/IP 통신 방식에 의한 빠른 대

응 속도 및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기반으로 운

영함으로써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

진에 관한 규정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

품이다. 또한 신호선과 전원선을 하나의 배관

에 탑재한 일체형 케이블을 공급함으로써 시

공 비용의 절약(최고 30%) 및 성능품질 향상 

과 용이한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2＿당사의 핵심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제작

한 제품을 신뢰할 수 있고, 넓은 홍보 역량을 

갖춘 이노비즈협회 인증으로 제품의 차별화

된 다양한 기능을 알리기 위한 시작점이 이곳

이라 판단했다.

3＿조달청 우수제품 서류 제출 및 심사 시 신

뢰성을 갖는 기업의 등장을 알리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다. 아울러 이노비즈기

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범적인 회

원사가 되고자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공식적인 문서로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라는 자랑스러운 한 줄

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변화다.

4＿중소기업으로서 제품 판매를 위한 여러 

필요사항 중 회사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마

케팅·세일즈 분야가 많이 부족한데, 세미나, 

전시회,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동종업종 

관련 간행물에 단체로 기재할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협

회 주관의 동종업계 우수제품 전문 사이트 개

설 등을 통해 누구나 구매 가능한 인터넷쇼핑

몰도 기대하고 있다.

5＿이미 주변의 기업 대부분은 회원사로 등

록되어 있다. 우리 기업은 최근 들어 제조 분

야 역량을 집중육성 하느라 이제야 회원사로 

가입하게 되었다.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혜택

도 늦어지니 지금이라도 가입하길 강력하게 

추천한다.

대표 강형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57-10

㈜엠비에스엔지니어링

NEWS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기념하는 

굵직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바쁜 시기를 보낸 협회의 최근 활동 소식들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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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2021
Innovative Technology Show 2021

국내 최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시회 ‘2021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ITS 2021)’이 

올해로 제22회를 맞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한  ITS는 

올해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과 곧 시작될 위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K-혁신기업의 현주소와 위상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소개한다.

NEWS INNO PICK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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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회와 쇼케이스의 병행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ITS)은 그간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혁신기술과 혁

신제품을 전시·홍보하고,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을 통해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일조해

왔다. 올해 ITS의 슬로건은 ‘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K-혁신기업을 발

굴하고 성장기반을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ITS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했

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

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즉, 온라인 전시회와 쇼케

이스를 통해 글로벌 혁신기술 소개 및 성장기반 지

원에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에서는 가상현실(VR)

을 기반으로 온라인 전시관을 실감형으로 개관했

다. ITS 쇼케이스 선정기업들로 구성된 K-혁신기

업 특별관을 비롯해 5개의 테마관에 200여개 중

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행사 기간 

동안 구매상담회, 라이브 인터뷰 등 비대면 비즈니

스를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운영한다. 10월 26

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전시회

는 ITS 홈페이지(www.innotech.or.kr)를 통해 무

료로 등록하면 참관할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무역전시관(SETEC) 제2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11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및 시상

이 이루어지는 쇼케이스와 중소기업 혁신유공자 

포상 등이 이루어졌다.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규모

를 최소화한 제22회 ITS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

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

관,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이재홍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사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

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노금기 대한상

1

2

3

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주관기관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임병훈 이노비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숱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

는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K-혁신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술로 글로벌시장

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며, 올해 

ITS의 슬로건 ‘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임 회장은 “K-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은 국내외 신산업시장에서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시장을 선점·선도할 수 있는 기

술·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중

요한 국가적 과제는 K-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체계

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기술을 개

발·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를 맡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

복, 상생, 도약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혁신 분야 중

소기업 활성화와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며, “혁

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우리나라 성장 패러다임

을 대기업에서 혁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비대면의 확

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변화 등 

코로나19 이전과 많이 달라질 포스트 코로나 시

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내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

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를 위한 중기부의 지원계획도 공개했다. 즉, 

내년도 예산안을 7% 증액한 18조 원 규모로 편성

했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빅3, 감염병 등 

신성장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8.7% 증액한 1조 8,72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는 내용이 그것이다. 
1. K-혁신기업 부스에서 인터뷰하는 해외 미디어 전문가

2. K-혁신기업 최종 심사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지에프아이의 쇼케이스 모습

3. 온라인으로 수여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4. 이노비즈협회 전시부스 앞에서의 기념촬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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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혁신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

올해 ITS는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혁신성이 우

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신기술·신제품 발표회(쇼케이스)를 기획

했다. 쇼케이스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총 172

개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심사를 검쳐 11개 K-

혁신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11개 기업을 대상

으로 다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은 미세캡슐 소화기를 개발한 ㈜지에프아이(대

표 이상섭), 초소형 의료용 현미경 개발의 ㈜브

이픽스메디컬(대표 황경민), 딥러닝 기반의 잡음 

제거 CT 촬영 기술을 보유한 ㈜클라리파이(대표 

박현숙·김종효) 등 3곳. 

대상을 받은 지에프아이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이 기업이 개발한 ‘이지스 마이크로캡슐 소화

기’는 특정온도에서 마이크로캡슐에 담긴 소화

물질을 분사해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화재진압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캡슐 

올해 ITS는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쇼케이스)를 기획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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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소화기다. 브이픽스메디컬의 ‘cCeLL-

Remote’는 초소형 의료용 공초점 현미경으

로, 높은 해상도(HD급)의 조직 이미지를 실시간

(10Hz)으로 볼 수 있다. 중기부의 아기유니콘에 

선정된 바 있다. 또, 클라리파이의 인공지능 의

료영상 솔루션 ‘ClariCT.AI’에는 CT 영상 잡음 제

거 방식을 사용하는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이 적

용됐다. 초저선량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CT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화질을 향상시키면서

도 구조물 손상 없이 잡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해 선명한 CT 영상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최

종적으로 선정된 3개 사는 개막식에서 K-혁신

기업을 대표해 쇼케이스를 진행함은 물론, 중기

부 장관상 등 혜택과 함께 ‘2022 세계가전전시

회(CES)’ 연수를 지원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 순서도 마련되었

다. 금탑과 은탑산업훈장 각 1점, 산업포장 2점, 

근정포장 1점을 비롯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43점 등 총 187점을 수여했다. 먼저, 금탑산업

훈장은 이헌국 ㈜삼녹 대표로 조선기자재 도금·

도장 부문에서 독자 신기술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박영식 

나노인텍㈜ 대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

자로 산업용 습식 비드밀 부문 독자 신기술 개발

의 공적을 남겼다. 김두석 울산대학교 교수는 중

소기업 기술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

장을 수상했다. 또, 산업포장은 유재화 비케이엠

㈜ 대표이사와 강창원 ㈜화영 사장에게 돌아갔

다. 유 대표는 반도체 특수배관 부분의 신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고 특수배관 시장 점유를 확대

했으며, 강 대표는 R&D 투자로 국내 최초 선박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중소벤

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이노비즈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산학연협회, 기술보증기금, 대한

상의가 주최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을 준

수하고자 규모를 줄여 진행한 만큼 오프라인 행

사는 ITS 2021 온라인 전시관, 유튜브 채널(중

기부, 이노비즈협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온

라인 전시관에서 다시보기 및 소상공인 방송채

널에 2회 송출했다.

1. 내외빈과 수상 기업, 수상자 들이 함께한 기념촬영

2. 혁신기업 전시부스를 돌아보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3.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K-혁신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지에프아이 이상섭 대표

4. 융복합 기술혁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장면

5. 라이브 스튜디오 모습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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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협력의 장,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진행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활성화를 위

해 해외 유망 국가 중소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 간 비대면 기

술교류 상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7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9

월에는 벨라루스 현지 기업과 함께 기술 라이센싱(기술 수출), 부품·소재·장비 수

출, 합작법인 등을 주제로 상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

아, 필리핀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1

캄보디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형 패깅 기술 전수

지난 7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협회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노비즈기업이 보유한 우수 패킹(포장) 기술과 이노비즈 정책 노하우를 위한 비대

면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3개년동안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본 연수는, 맞춤형 우수 패킹 기술과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정책 강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관

련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협회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형 교육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연수생 초청연

수 또는 전문가 현지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2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리브투게더 동참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인종차별 및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리브투게더(Live Together)’에 동참했다. 본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외교부와 유

네스코(UNESCO)가 함께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의 

지목을 받아 임병훈 회장이 참여했다. 임병훈 회장은 “캠페인 동참과 같은 노력이 

하나 둘 모여 힘을 합친다면 혐오와 차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노비즈기

업 역시 연대와 포용을 통한 인종차별 반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3

정기 이사회 진행

지난 7월 21일(수)와 10월 29일(금), 협회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성장 방안

을 모색하고,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정

기 이사회를 진행했다. 당초 50명 미만의 대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을 구축,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역시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 임원 및 자문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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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낸 협회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보를 담았습니다.

임병훈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간담회 참석

지난 8월 27일(금), 협회 임병훈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에 참석, 문화체

육관광부 황희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에서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게임, 관광, 문

화산업 등 문체부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한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단체장의 모

임으로, 2014년 2월부터 격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5

협회-러시아 모스크바혁신청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8월 31일(화) 한-러 혁신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스크바혁신

청과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모스크바혁신청은 모스크바 정부에 

의해 설립(2012년)되었으며, 과학·산업정책 등 인프라 개발과 혁신기업의 역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혁신기업이 

모스크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단기보육 및 시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협회는 원천기술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러

시아와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우수 혁신기술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6

전자신문 기술독립 강소기업 대상 온라인 시상식 참석

지난 9월 24일(금), 협회 임병훈 회장은 전자신문이 주최한 ‘제1회 기술독립 강소

기업 시상식’에 참석했다. 본 행사는 소·부·장 강소기업의 숨은 공로를 외부에 알

리고, 미래 소·부·장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개발 기술의 중요

성, 사업화 가능성 및 성과 등을 토대로 총 10개사가 선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자신문에서 시상

했으며, 협회에서도 생산자동화 핵심부품인 직선운동베어링을 국산화한 이노비

즈기업 ㈜원에스티에 이노비즈협회장상을 수여했다. 한편 본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가

상공간에서 이루어졌다.

7

정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과 ‘이노비즈 혁신 세미나’ 개최

협회 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5일(화)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과 협회 대회

의실에서 ‘이노비즈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맞이해 ‘혁신조달과 기술혁신’을 주제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주제에 대

한 발제에 이어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에는 이홍주 숙명여대 교수, 박상철 한국조달연구원 부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본부장, 차순자 보광아이엔티 대표, 박재형 조달청 사무관이 참석했다. 한

편, 세미나에 앞서 협회와 한국조달연구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지

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협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 생중계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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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이노비즈인증제도 전수

협회는 지난 10월 12일(화)부터 21(목)까지 페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추진했다. 본 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

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해온 이노비즈인증제도 전수를 통해 페루의 경

제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3차년도 연수는 

이노비즈 인증 요령 및 운영규정 심화교육, 이노비즈 인증 최신사례 등 이론 강의

와 페루형 인증요령 확정, 인증기관 및 기관별 역할 배정 등 실시간 제도 구축 워크

숍을 함께 구성해 페루형 이노비즈인증제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노비즈기업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10월 19일(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및 장애인 재택근무 솔루션 기

업 ‘브이드림’과 함께 이노비즈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노비즈기업의 ESG 경영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

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과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

닌 장애인을 매칭해 재택근무 형태의 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재택근무를 

통한 장애인 고용은 이노비즈기업의 부담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근로를 포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10

9

환경부 한정애 장관 간담회 참석

지난 10월 22일(금) 협회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환경부 

한정애 장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본 간담회에서는 협회 김세종 정책연구원장 및 박

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의·단체장이 참석해 배

출시설,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업계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협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응해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탄소배출 진단 및 저감 비용 지원 등의 제도 마

련 및 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11

주미한인상공회의소 간담회

협회는 지난 10월 25일(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 양국 기업 간 기술교류 협력을 

통한 이노비즈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

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지닌 네트워크를 활용, 북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이노

비즈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상설전시관 운영 및 기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협회 임병훈 회장을 비롯해 미주한

인상공회의소 방호열 회장, 민상욱 부회장(산타클라라 상의), 김현경 회장(달라스 

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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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숙 변호사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강국에 기여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자문위원으

로 활동하게 된 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유) 평산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광활함, 원대함, 든든한 포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노비즈 제도 20주

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그래왔듯이, 이노비즈기

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

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평산

INNOBIZ+ VOL.45

심재명

반갑습니다. ㈜엔스텍은 2002년 1월(2015년도 법인전환)에 측정기

(역학 분야) 전문회사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산업체 현장에 가장 적합

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업체에 성공적으

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월에는 기업 부설연구소 설

립과 더불어 정밀·정확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엔스텍은 해외 지사로 베트남(하노이)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지사는 샌딩 스폰지 및 tool 생산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기업 엔스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노비즈협회를 

이끌어갈 신규 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원사 모두의 발전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스텍 대표이사

MAN POWER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에 이어 2022년에는 이노비즈협회가 발족한 지 20년을 맞는다. 

협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시기에 새롭게 합류한 신규 임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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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노비즈 20년사 백서

20년의 성장, 새로운 20년의 도약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기념해 여러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한 2021년. 

그 대미는 이노비즈 20년사 백서가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20년을 맞은 이노비즈인증제도와 내년에 20주년을 맞게 될 

이노비즈협회가 그간 착실히 일궈온 성과와 시사점이 담길 백서의 미리보기와 촬영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한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청사진 제시

2001년 도입한 이노비즈인증제도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그간 이노비즈인증

제도는 인증 기업의 숫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혁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혁신기술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노비즈 인증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이

노비즈 20년사’ 백서에는 그간의 성과와 여기에서 도출한 시사점, 정부제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착실히 쌓아온 역사를 토대로 

이노비즈인증제도와 협회가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

술혁신 관련 제도와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바람을 담게 된다. 

발간 후 이노비즈 홍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백서의 주요 콘텐

츠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의 축사와 유관기관 격려사, 임병훈 이노비즈협

회장 발간사 등을 소개하는 프롤로그로 시작한다. 이어서 총4부로 나누어, 대한민

국 경제발전을 이끈 이노비즈,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 이노비즈의 성장을 

이끈 이노비즈협회 20년사, 일상을 혁신한 이노비즈 등 이노비즈에 대한 20년 역

사를 총망라한 굵직한 서사로 구성된다. 마무리 작업 중인 이노비즈 20년사 백서

는 300쪽 내외의 볼륨으로 11월말 발간 예정이며, 12월초부터 협회 회원사 및 정

부부처·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 이노비즈 20년사 백서 미리보기 |

| 백서 촬영현장 메이킹 필름 |

집무 보고, 회의하고, 이동하는 등 협회장실 안팎에서 연출된 회장님의 다양한 모습들. 

            SCENE 1.  협회장실

    SCENE 2.  프로필

협회 임직원 모두가 전문가의 헤어메이크업 단장 후 프로필 촬영에 임했다.

백서 게재를 위해 촬영했지만, 두고 두고 추억거리가 될 본부별 단체사진. 

   SCENE 3. 본부

   SCENE 4.

이노비즈협회 임직원답게 출근길과 사무실 곳곳에서 활기와 에너지가 넘쳤던 촬영 현장.

출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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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10월 27일(수)에 열린 제71회 모닝포럼

은 이노비즈기업과 좀 더 연관된 ‘제조강

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삼았다. 이

날 강의를 맡은 연사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 진 투자컨설팅 대표로, 제조 중심 

이노비즈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

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

는 데 의미를 두었다. 

임병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과

거와 전혀 다른 생활문화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다

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공급자 주

도의 경제에서 상품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

고 있는 만큼 오늘 모닝포럼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통해 정철진 대표는 “우리 중소제

조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온·

오프라인 플랫폼 형성, 새로운 에너지원

(태양광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제조 현장에서의 스마트팩토리를 통

한 인간과 노동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사회, 무엇이 중요해지는가’

협회는 지난 9월 29일(수) ‘미래의 사회, 

무엇이 중요해지는가’를 주제로 제70회 

모닝포럼을 진행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

사(궁금한뇌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빙

한 이번 모닝포럼은 뇌과학의 역사와 이와 

관련한 미래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노비

즈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협회 임병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뇌과학은 다양한 기술 및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인간을 더욱 정확히 

이해해 감동이 더해진 기술 개발을 발전시

키고 있다”면서,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 

역시 협업은 물론 AI·빅데이터 등 주요 기

술과 접목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강의를 진행한 장동선 박사

는 “뇌와 뇌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혁신을 만든다”고 강조하고, “미래의 기술

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간 상호 연결

을 통한 네트워킹 확대와 얼라이언스 형성

이 중요하며, 이미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이 미래기술을 선도하

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자격

이 있다고 말했다.

능동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속에서도 모닝포럼은 오프라인 행사 없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 9월 29일과 10월 27일에 열렸던 제70, 71회 모닝포럼의 내용을 공유한다.

1.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협회 임직원이 함께한 기념촬영

2. 강연하는 장동선 박사

3. 제71회 모닝포럼 강연을 맡은 정철진 대표

4. 정철진 대표(맨 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는 

협회 임병훈 회장과 홍창우 전무 

모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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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통해 배우는 창의력과 통찰력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톤 경(Lord Acton)은 ‘읽는 것만큼 쓰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고 말했

다.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쓰는 행위를 통해 또 다른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 이를 실천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의 신간과 언제 읽어도 좋을 톨스토이의 명작을 함께 소개한다.

저자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아이엠책에서 인생을 만나다,  CEO의 인생 서재

저자 레프 톨스토이/역자 박은정/펭귄클래식코리아사실주의적 묘사와 심리적 통찰력,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가 그간의 꾸준한 독서의 산물로 첫 책 <CEO의 인생 서재>를 펴냈다. 8년 전,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술과 골프 위주의 여가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독서토

론회는 그간 월 1회 정기모임을 가져왔다. CEO에게 독서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길러주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타

인의 생각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단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 만나는 사람, 

옷차림 등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이 책은 독서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스스로 사고의 확장

과 표현력의 향상을 경험한 CEO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계발서 위주에서 최근 깊은 통찰을 필요로 하는 사서

삼경 등 고전 인문학에 도전함으로써 생각의 폭이 한층 깊어진 이노비즈기업 최고경영자과정 CEO 14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인생 책’을 소개한 <CEO의 인생 서재>는 11월 16일 출간된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독서토론회 수필집이 출판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디지털 가속화’로 디지털과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함께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며 서로의 다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기르는 의미 있는 도전일 것입니다. 참된 창조자는 가장 흔하고 미천한 것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뭔가를 늘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늘 뭔가를 창조하고 발견하려는 독서토론회 CEO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글에 대한 사랑, 글을 위한 정성을 꾸준히 계속하셔서, 

독서토론회가 수준 높은 인문학 동호회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부터 얻는 위안과 기쁨을 항상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_이노비즈협회 회장 임병훈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소설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중·단편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고통

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주제로 다룬 이 소설은 냉정한 사실주의적 묘사와 심리적 통찰력과 더불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았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권위와 명예와 부를 지녔던 이반 일리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시작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주인공이 병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사실적

으로 묘사했다. 사랑이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죽음 역시 우리 삶의 범주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이자 삶

의 긍정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는 장치임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이외에도 죽음을 주제로 다룬 <세 죽음>, <습격> 등이 수록

돼 있다. <세 죽음>은 귀족 부인, 늙은 농부, 나무를 주인공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전장

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습격>은 전쟁의 현실을 직면하며 전쟁의 영광에 의문을 제기한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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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전국 지회 소식

01. 03.

04.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한 행보를 멈추지 않은 이노비즈 전국 지회의 소식을 정리했다.

대전세종충남지회

미래 핵심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식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는 지난 9월 9일(목) 미래융합교육원 회의실

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의 산업혁신, 중소상공인의 발전, 미래 혁신사업의 주

역이 될 청년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과 청년인재의 취업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와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사항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임상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인재들의 취업난이 심해

진 지금 시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취업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

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지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구호물품 전달식

2021년 충북지회 제1차 혁신 전문위원 간담회02. 원스톱 기업지원을 위한 경제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참석

대전세종충남지회 임상준 회장은 지난 9월 30일(목)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경

제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 중소기업들

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각 협회·단체장들이 발표하는 자리로 임상준 회장은 동

물용 줄기세포 치료제 및 질환모델동물 등을 연구하는 기업인 ㈜엠케이바이

오텍의 사례를 대신해, 인체 의약품 기준에 맞춰진 높은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동물용 줄기세포 의약품에 맞는 적절한 인허가 기준 및 프로세스 도입과 지원

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대전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해 안전한 동물

용 줄기세포 치료제 공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충북지회는 7월 8일(목) 서원대학교에서 회원사의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돕고

자 전문위원단 시스템을 구축, 회원사 대상 혜택 발굴 및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형택 회장과 함경태 총무부회장, 

9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북지역의 지원기관·전문가·

산학교수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으로 기술혁신 및 기업경영 지원, 특허·법률·

세무·노무·관세·무역·정보보안·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 지원, 회원사 성장

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논의했다. 또한 향후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과 충북지회 회원사 운영프로그램 자문역

할 수행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충북지회(회장 임형택)는 지난 10월 6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

본부에서 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임형택 회장, 장현봉 봉사분과위원장, 

함경태 총무부회장, 이경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장기

화에 따라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위생과 영양결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돕고자 구호물품을 기부하

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와 함께 도내 어려운 환경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설명

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요 활동 등을 공유하는 충북지역 본부장과의 간

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충북지회는 향후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나눔실천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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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6.

07.

08.

광주전남지회

전남도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4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 실시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8월 17일(화)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나기수 회장 

등 60여 명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재홍 원장을 

초빙해 ‘4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다. 4차 산업 관련 저

서까지 펴낸 바 있는 이재홍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표들에게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사업 운영의 혜안을 갖도

록 하는 특별한 기회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실무직원이 참

여해 향후 기업지원에 대한 안내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획을 

마련함으로써 주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지회 나기수 회장은 지난 7월 12일(월), 전남 나주시 동곡농공단지

에 위치한 임원사인 ㈜대한식품(대표 한윤경)에서 윤병태 전라남도 경제부지

사와 함께 기업경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맞춤한 지원을 계획하

는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전남지회 부회장이자 대한식품 경영자인 한윤경 대

표는 주 생산품인 누룽지의 원료인 쌀을 지역 생산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신규 유치하는 기업지원책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업해온 토종기업 대상의 지원책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전북지회

제2차 정기이사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북지회는 지난 9월 13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전

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진행된 장보기 행사에는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전북중기

청 및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벤처

기업협회 전북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

회 등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의·단체가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

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힘들어하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

나마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의 안정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실시됐다.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지난 8월 12일(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회에서 구축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협회 외부

회계 감사 계획, 올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

다. 이사회 이후에는 화상회의에 참여한 임원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고, 이에 지회는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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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경남지회

환경부 고고챌린지(GoGo Challenge) 참여

추석맞이 ‘지역공감 온(溫)택트 나눔 캠페인’ 기부 물품 전달식

경남지회(회장 조창제)는 지난 8월 30일(월) 지회 내 화상회의실에서 환경부 

주관의 ‘고고챌린지(GoGo Challenge)’에 참여했다. 고고챌린지는 기후 변

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

다는 취지에서 비롯했으며, 경남지회는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탈 플라스틱

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다음 세대도 건강한 환

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환경부_고고챌린지 참여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이상창 청장의 지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남지회는 다

시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과 경남벤처기업협회 정영화 회장에게 바통

을 넘겼다.

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 우수기업 코넥스 상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러시아 국제과학기술교류협회 & 경북 화장품산업진흥원 업무협약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는 지난 6월 22일(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진행

한 지역 소재 우수기업들의 코넥스 상장을 통한 성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

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경북지회 천기화 회장을 비롯해 이승우 

대구경북글로벌CEO클럽회장, 이재표 메인비즈 대구경북연합회 회장, 강환

수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

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장 희망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

원하게 되며, 코넥스협회는 소속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설명회(IR) 등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상장 희망기업에 대한 상장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도 계

획되어 있다. 

대구경북지회는 7월 19일(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한 러

시아 국제과학기술교류협회 & 경북 화장품산업진흥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했

다. 클루앤코 회원사 및 이노비즈기업이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 필요 정보 및 

인프라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지회 천기화 회장과 쉐포

발로프 미하일 러시아 국제과학기술교류협회 아시아협력국장, 소콜로프 안

드레이 HAN-RUS LCC CEO, 이상원 ㈜시큐파이버 대표이사, 최정호 ㈜알파

냅 대표이사, 강현재 경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노비즈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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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회는 지난 9월 15일(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창원문성대학 7호

관 4층)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에서 주관한 추석맞이 ‘지역공

감 온(溫)택트 나눔 캠페인’ 기부 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경남지회 조창제 회

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진우 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

성규 경남본부장, (사)경남벤처기업협회 정영화 회장, (사)중소기업융합경남

연합회 정현숙 회장,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정원각 센터장 등이 참석

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2,200만 원의 기부금(경남지회의 모금액 890만 원 포

함)과 육류, 쌀, 과일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경남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한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부산경남지회 생명터 5개소를 수혜기관으로 

삼은 이날 전달식은 지난 5월 28일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연말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13.

14.

15.

16.

부산울산지회

조달청장 주관 정책 간담회 참석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S.O.S Talk’ 참석

부산울산지회(회장 오두만)은 6월 29일(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조달청장 주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김

정우 조달청장, 김영민 부산지방조달청장, 부산광역시 등 기관단체장과 주요 

협회·단체장, 혁신시제품·우수제품·MAS 조달업체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조달·벤처나라 등 주요 조달정책을 소개하고, 참석기관·

업계 협력·건의사항 공유 및 토론, 혁신조달 확산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주

요 조달정책 공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기업 및 조달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울산지회 오두만 회장은 8월 23일(월) 아스티호텔 대연회장에서 중소벤

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한 ‘S.O.S. Talk’에 참석했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행

사는 박주봉 옴부즈만, 김문환 부산중기청장, 위봉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와 (사)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등 부산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7개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즉, 각 협회가 제안한 기술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보완,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준 확대 등 

다양한 규제애로 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중소벤처기업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전달돼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강원지회

2021년 강원형 상생일자리 분과위원회 참석

강원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매칭 활성화 업무협약

강원지회(회장 김재성)는 지난 9월 16일(목)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진행한 

2021년 강원형 상생일자리 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 강원형 상생일자리 분과

위원회 분과장인 강원지회 김재성 회장의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강

원지역 내 이모빌리티 및 자동차부품산업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강원지역 맞

춤형 일자리 정책 제안 및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을 논의했다.

강원지회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폴리텍Ⅲ대학은 지난 7월 20일

(화) 강원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성 회장 및 이상천 강원지방중

소벤처기업청장, 이덕수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이 참석했으며, 도내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현장기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기, 설비 등 현

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지원하는 

등 강원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청년 간 일자리 매칭 활

성화를 도모했다. 

INNOBIZ+ VOL.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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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 제1차 정기이사회 18(목)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24(수)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23(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26(금) Korea DT Initiative(KDTI) 업무협약 체결

31(수)~4/1(목)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회원사와 함께한 이노비즈협회의 2021년
2021년도 어느덧 끄트머리를 향해가는 시점. 올 한 해 분주했던 협회의 일정들을 돌아보고, 

좀 더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함으로써 다시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보자.

01 02 03January February March

6(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7(수) 기술보증기금 업무협약

6(화)~8(목) 모스크바 주정부 협력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

12(월)~13(화)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14(수)~23(금) 캄보디아 패킹기술 전수 비대면 연수

16(금) 한-러 혁신플랫폼 러시아 매칭 데이

21(수) 제3차 정기이사회

5(목)~6(금) 한-필리핀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5(수) 이노비즈제도 20주년 서울경제 지상 좌담회

30(월)~9/3(금) 러시아 현지 기업 국내 전시 참여 및 

엑셀러레이팅 행사

31(화) 협회-모스크바혁신청 업무협약

1(수)~10(금) 콜롬비아 신정부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 개발 경험 지식공유

7(화)~16(목) 모로코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연수

8(수)~9(목)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15(수)~17(금)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29(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수)~30(목) 한-벨라루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07 08 09July August September

5(화) 조달연구원 업무협약 및 공동세미나

6(수)~7(목) 한-아르메니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12(화) 이노비즈제도 20주년 전자신문 지상 좌담회

12(화)~21(목) 페루 기술혁신형 인증제도 전수

19(화) 장애인정보화협회-브이드림 업무협약

26(화)~27(수)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6(화)~28(목)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1)

27(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금) 제4차 정기이사회

3(수)~4(목)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10(수)~11(목)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3(화)~24(수) 한-러시아 스타트업 서밋

24(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10/26(화)~11/30(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온라인 전시회

1(수)~2(목)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3(금) 중소벤처기업학회 공동세미나

6(월)~7(화) 모스크바 주정부 협력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9(목) 이노비즈데이

21(화)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송년회

10 11 12October November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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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22(목) 중기부-SK E&S 업무협약

23(금)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

28(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목)~30(금)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4(월)~25(화) 한-캄보디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4(월) 삼일회계법인 업무협약

26(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7(목)~28(금)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1(화)~4(금)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세미나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

23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04 05 06April May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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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장인 

김난도 교수는 연구진과 함께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TIGER OR CAT’ 발표와 더불어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고 밝혔다. 내년에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삶의 방법을 좀 더 현명하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 인원 제한 완전 해제

정부는 지난 11월 1일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 1차 개편에 이어 2차 개편은 12월 중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근접한 상태인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2차 개편인 12월 중순부터

는 백신접종 완료자, 검사 음성자에 한해 결혼식과 장례식 등 주요 행사장의 입장 인원을 제한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2022년 1월 이후에는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는 제도다. 특이점은 양벌제도로 사람과 

해당 법인을 동시에 처벌한다는 것.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해당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강력한 법률이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및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2022년 1월 27

일, 50인 이상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모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던 법정공휴일의 유

급휴일 의무적용 제도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따라

서 연차휴무와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연차휴무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기업이 연

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 또한 효력을 잃

는다.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영아양육수당은 최고 30만 원으로 오른다. 또 ‘3+3 부모육

아휴직제’ 도입에 따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종 비용 경감 및 지원도 이루어진다. 출산 가정은 출생 후부터 3년간 전기요

금의 30% 할인을 적용받으며, 임산부 가정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원(본인 부담 

20%)을 지원받는다. 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와 신

생아 모두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5% 인상

2022년부터 최저 시급은 2021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기준으

로 한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 월 통산 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1,914,440원. 4대 보험 및 세금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1,720,650원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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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편집회의 모습

그간 함께하면서 정들었던 오프라인 매거진 발간이 종료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대

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로 전환되지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매거진이 진행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김정혁(㈜사이버테크프랜드 대표)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항상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는 디지털화되겠지만,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

사 여러분께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능은 이어지길 바랍니다.

신경수(SGI지속성장연구소 대표)

회원사로서 매거진을 구독하다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매거진에 남다른 애

정을 느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을 알리고, 대표하는 매거진으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로서 이노비즈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이경신(감상커뮤니케이션 대표)

지난 2009년 매거진의 첫 편집위원으로서 직접 표지 제작에 참여하고, 다른 위원분들

과 매거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전달력이 있을지 고민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12년

간의 오프라인 발간을 뒤로 하고, 새롭게 디지털로 변경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안향자(고감도 대표)

저에게 있어 매거진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 트렌드

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서였습니다.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 활용이 높아지면

서 매거진 역시 이를 따라가겠지만, 항상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노비즈 참고서’로 자리 잡길 응원합니다.

최종복(주식회사지더블유캐드코리아 대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이노비즈, 이노비즈만이 정답이다.’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

하게 되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문병남(정보통신신문 본부장)

2009년에 창간한 <INNOBIZ+>가 제45호를 끝으로 

종이매체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됩

니다. <INNOBIZ+>는 그동안 국내외 산업 트렌드와 

정보 전달,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 등을 담아냄으로써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이노비즈의 역량과 

가능성을 알리는 매체로 활약해왔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이러한 순기능은 잇고, 디지털 전환

에 따른 시공간적 제약 없는 정보전달 및 공유로 더욱 

풍성하고 유용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NNOBIZ+ 편집위원 메시지

<INNOBIZ+>가 
디지털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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