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44
_ July 2021

아이디어는 모
두가 당

연하게 여
기는 것

을, 당
연하게 생

각하지 않
는 것

에서 시
작된다. 

박상협 대표는 축산업이 활발한 전북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축산현장은 시각으로, 또 후각으로 그의 일상 곳곳에서 닿았다. 그렇게 익숙해진 축산현장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건 식품생명공학을 전공하던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돼지 부산물 폐기량을 목격한 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버려지는 것에 안타까웠던 마음은 삶을 바꾸는 중대한 질문 하나로 이어졌다. 

“폐기되는 돼지 부산물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아이디어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다.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끈질기게 파고든 그는 돼지 부산물의 요긴한 쓰임새를 찾는 데 연구역량을 쏟았다. 

돼지의 장 점막에서 추출한 원료인 항응고제 ‘조헤파린’과 점막을 제거한 내장을 세척해 만든 소시지 껍질 ‘돈장 케이싱’은 

이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건져 올린 값진 성과다. 박 대표가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한 ㈜우리비앤비는 이 같은 아이디어로 

10개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전북 우수중소기업에 이어 최근에는 전북 스타기업으로 지정됐다. 

우리비앤비의 두 대표 제품의 활약도 눈부시다. 신부전증과 혈전증 등 중증환자들의 필수 의약품 원료로 쓰이던 

조헤파린은 의료 분야에서 쓰임새를 넓혀가는 한편 화장품 원료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위생은 기본이고 맛과 식감에서 호평을 받은 돈장 케이싱은 수출을 통해 

까다롭기도 유명한 유럽인들의 식탁에까지 오르고 있다. 

한 청년의 한끗 다른 시선이 아이디어로, 또 창업으로 연결되면서 

환경과 버려질 뻔한 귀중한 재료를 살리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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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닉

㈜에스에너지
이화다이아몬드공㈜

㈜ 태창철강

㈜오늘과내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트에프삭스코리아

㈜파워로직스

중견기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

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이유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나 정부과제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 어떤 기업은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위해 

인증 획득의 다소 번거롭고 깐깐한 절차를 감내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제각각이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이노비즈기업은 스케일업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적잖은 이노비즈기업이 혁신기술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이노비즈기업을 명예롭게 졸업하고, 

고대하던 중견기업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그럼, 이노비즈인증제도가 20년의 역사를 쌓아오는 동안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 이노비즈기업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 기업을 성장하게 만든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 

아울러 이노비즈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이노비즈인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더부철강산업㈜

㈜와이솔            

오케이에프㈜

㈜둔포기계 ㈜선바이오텍

앨엔에스디와이씨㈜

㈜ 주식회사코스텍

㈜서원인텍

이노비즈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된 608개 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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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하인 기업 중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붙는다. 3년 평균 매출액

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 혹은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한다면 중견기업으

로 분류된다. 이노비즈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의 탄력을 

받은 기업 중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네오플(대표 노정

환)은 매출액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지난 2008년 넥슨에 인수

된 후 넥슨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자리매김한 네오플은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국내 게임사로는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기업의 

대표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로열티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면서 초우량 개발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네오플은 매년 실적 

갱신을 해오다 2019년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게

임업계에서 이 기업의 영향력은 꺾일 줄 모르고 상승 중이다.

㈜오알켐(대표 이재현) 또한 이노비즈기업을 거쳐 중견기업

에 안착했다. 국내 PCB산업 전 공정의 국산화를 선도한 기술

경쟁력으로 당당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오알켐은 반도체 및 IT기기 인쇄회로기판 PCB 전 공정에 쓰이

는 130여 종의 화학약품 원천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연간 3만

이노비즈를 

거쳐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들

이노비즈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 기업들은 

R&D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 혜택을 

이노비즈 인증이 주는 매우 요긴한 혜택으로 꼽았다. 

4,000톤을 생산, 국내외 97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그간

의 성과를 토대로 안산에 둔 본사와 구미공장 외에 중국과 베트

남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이 기업은 창립 30주년인 올해 눈

에 띄는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력으로 이노비즈기업

에서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한 기업으로는 ㈜파워로직스(대표 

장동훈)도 빼놓을 수 없다. 1997년에 설립해 휴대폰 및 노트북 

등의 소형 2차전지 보호회로와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는 파워로직스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

치 등 중대형 2차전지 배터리팩 및 차량용 카메라모듈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2019년 매출액 1조 원을 넘어선 파워로직스

는 지난해 매출액이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K-

배터리’ 육성 전략 추진에 힘입어 다시 매출 1조 원 시대로 회복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선통신장비 전문 분야 대표 제조기업

인 ㈜케이엠더블유(대표 김덕용)는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

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RF사업과 LED사

업으로 중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코마스(대표 한인근)도 2006년부터 지

속 성장한 모범적인 중견기업으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여러 채

널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인 ㈜위닉스, ㈜코맥스, ㈜한국

화이바, ㈜안국약품, ㈜수산중공업, ㈜에듀윌 등도 이노비즈기

업으로 제각기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금은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목표를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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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말하는 

이노비즈 

인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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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가 2020년 조사한 

‘이노비즈 정밀 실태조사’ 자료

에 의하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인증 

효과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한 점 등으로 나타났

다. ‘정부지원제도 참여에 유리’ 항목에서는 무려 89.7%

가 이노비즈 인증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기업 이미

지 제고 및 홍보 효과’ 측면에서는 80.2%가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 및 투자 유인 효과, 세제 혜택, 

매출 증대 등에도 이노비즈 인증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노비즈기업을 거쳐 중견으

로 성장한 기업들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노비즈 인증 효

과를 체감했을까.

먼저, 혁신기술로 만든 고급 MB필터를 사용한 마스크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K-방역’의 힘을 보여준 ㈜웰크론

(대표 이영규)은 이노비즈기업다운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중견기업을 향해 꾸준히 도약해온 기업으로, 특히 

‘금융권 차입이자율과 보증수수료 감면 그리고 세제 혜

택’ 면에서 이노비즈 인증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KF94 마스크의 미국 수출에 이어 유럽시장 진출

의 필수인 유럽인증(CE)을 획득함으로써 최근 에콰도르 

수출길까지 추가로 연 웰크론은 산업용 섬유사업으로 시

작해 산업용 섬유소재, 기능성 위생용품, 에너지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소비재와 산업재를 아우르는 명실상

부한 그룹사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기업이다. 디스플레

이 장비업체인 에스엔유프리시젼㈜(대표 구병완)도 이노

비즈 인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으로 규모를 키우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 1998년 서울대 

벤처 1호 기업으로 창업해 화제를 모은 에스엔유프리시

젼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장비 분야에서 글로벌시

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에스엔유프리시젼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는 인력난을 이노비즈 인증으로 해소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해 

제조, 연구인력 확충에 적재적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R&D과제 신청 시 가점을 

통해 과제 추진 및 기술개발에 탄력을 받은 점도 이노비

즈 인증의 공으로 돌렸다. 이처럼 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

력에 이노비즈 인증의 서포트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삼

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과 

해외 AUO, Innolux, CPT, BOE, CSOT, Tianma, First-

O-Lite 등과 거래해온 이 기업은 LCD 산업용 제조장비 

중심에서 태양전지, OLED 및 반도체 제조장비로 사업영

역을 확대하며 중견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앞서 이노비즈협회가 조사한 바대로 이노비즈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 기업들은 R&D 정부지원사

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 혜택을 이노비즈 인증이 주는 

매우 요긴한 혜택으로 꼽았다. 이노비즈기업의 공통적인 

성장동력인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키워 기술사업화 성공 

및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까닭이다. 

기업을 설립하면서 원대한 포부

를 설계하지 않는 기업인이 있을

까. 모든 기업인은 자신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도전과 성장의 

터널을 지나 중견기업에 안착한 

다음 글로벌기업으로 세계 무대까지 쭉쭉 뻗어나가길 고

대한다. 이런 기업인의 꿈에 이노비즈 인증은 좀 더 확실

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통해 다음 목표인 중견기업으로 올

라갈 수 있도록 성실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노비즈기

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으로, 체계적인 R&D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으

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기업 앞

에 붙박이처럼 따라붙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잠재된 

힘은 세계로 범위를 확대했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획기적인 

혁신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 주역으로 일컬어진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의 주요 기술혁신의 50%는 바

로 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끌었으며, 미국의 철강·

석유 정제산업의 기술혁신은 온전히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이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군의 활약은 국내

이노비즈에서 

중견기업까지, 

평균 

8.8년

19.2

이들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스케

일업 하기까지는 평균 8.8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이노비즈인증제도는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20년

의 역사가 쌓이는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노비즈 인증

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이전보다 성장하는 계기를 맞았으

며, 적잖은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올라섰다. 이에 협회는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기점으로 예비 이노비즈기

업에서 이노비즈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

장 사다리의 경로를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

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같은 외부 영향으로 혁신

과 성장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혁신 성장의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 제조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로 삼고 있다. 물론,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제조업 비중과 R&D 투자 차이가 존재하

는 만큼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거점의 리딩기업을 중심으로 협업 클러스터 구

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이 기업 저마다의 

혁신기술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더 많은 이노비즈기업이 

중견기업이라는 다음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을 터. 이노비

즈기업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먼저 중견기업에 안착한 기업의 

사례로 봤을 때 이노비즈 인증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패스

트 트랙(fast track)이자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디딤돌

이라는 사실만은 틀림없다.

에서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일등공신 노릇

을 톡톡히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덕분에 국민소득 2

만 달러 조기 달성이 이뤄졌으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차

세대 성장동력을 꼽을 때도 단연 선두에 거론된다.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기업의 영향력은 통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부각한다. 이노비즈기업은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중 무려 91%를 

구성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프로젝

트인 ‘World Class 300’의 34%는 이노비즈기업이다. 기

술력을 입증하는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46%, 코스닥 

상장기업의 35%도 이노비즈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

럼 두드러지는 아웃풋과 미래 더 큰 성장을 예고하는 잠

재력을 겸비한 이노비즈기업은 중소기업의 성공모델로

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업군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은 이노비즈 인

증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이노비즈기업의 오랜 목표 중 

하나였으며, 지난 20년간 착실한 성장을 일궈온 인증답

게 국내 중견기업 중 19.2%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노비

즈를 거쳐 지금의 규모로 내실과 몸집을 키웠다. 현재까

지 성장을 거듭한 끝에 중견기업 반열에 들어섬으로써 이

노비즈를 명예롭게 졸업한 기업은 415개. 중견기업으로

의 조건을 충족한 이노비즈기업에 주어지는 3년의 유예

기간을 통과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608개 사에 이른다.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와 일본

에만 존재한다. 대부분 중소기업과 대기업

으로만 분류하는 까닭. 국내 중견기업은 전

체 기업의 0.12%이며(2015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의 19.2%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노비즈를 거쳤다. 

혁신성장을 통해 이노비즈를 명예

롭게 졸업하고 중견기업 대열에 들

어선 기업은 415개. 중견기업의 조

건을 충족한 이노비즈기업에 부여

되는 3년의 유예기간 중인 기업까

지 포함하면 608개 사에 이른다.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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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에 한 발짝 가까이 

매출 1위 이노비즈기업은?

이노비즈기업의 총 매출액은 

292조

기업은 숫자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매출은 기업의 몸값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지표다. 기업이라는 이

름으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은 매

출의 뒷받침 없이는 공수표나 허상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에서 이노비즈기

업이 차지하는 영향력도 매출의 비중

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총생

산량(실질 GDP 1,849조 원) 대비 이

노비즈기업의 매출 비중은 15.8%로 

집계되었다. 이노비즈기업의 총 매출

액은 292조 원, 평균 매출액은 159억 

원에 달한다. 벤처 53억 원, 메인비즈 

142.1억 원, 중소제조 42.8억 원과 

비교했을 때, 이는 이노비즈기업의 현

황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근거다. 

임병훈 회장이 취임과 더불어 내건 공약 중에는 ‘임기 내 유니콘 기업 육성’도 있다. 

그렇다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으로 

달릴 준비가 된 이노비즈기업은 어디일까. 

매출 상위기업들의 현황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더 큰 성장을 가늠해본다.

142.1메인비즈

53벤처

연평균 매출액 비교 수치
(2019년 12월 기준, 단위: 억 원)

이노비즈기업159

42.8중소제조

매출액 TOP 10 이노비즈기업
(3년(2017-2019) 평균 매출액 기준, 단위: 억 원)

매출 1위 기업은 ‘㈜제이스텍’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가공장비 제조기업 ㈜제이스텍(회

장 정재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평균 매출액 

2,746억 원대로 이노비즈기업 중 가장 높다. 제이스텍

의 전신은 1995년에 설립한 ‘젯텍’으로, 2010년 ‘AST’, 

2015년 ‘성진하이메크’ 영업 부문을 각각 인수 및 양수

하면서 지금의 제이스텍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제이스텍

이 평균 매출액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데는 2017년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16년 1,508억 원이었던 이 기업의 

매출은 당시 OLED 장비 발주가 급증한 사이클을 타면서 

일 년 만에 5,708억 원대로 폭증했다. 다만 이듬해 투자 

사이클이 느슨해지면서 1,262억 원대로 다시 내려왔고,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매출에도 

단단히 제동이 걸린 상태. 전방산업의 투자가 줄어든 데

다 프로젝트와 물류의 지연 등의 차질도 이를 거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제이스텍의 미래는 결코 어

둡지 않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가공 장비를 글로벌 고

객사 약 40여 곳에 공급하는 저력에, 이노비즈기업답게 

올해만 R&D에 70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인 것. 2018

년 51억, 2019년 62억 원, 지난해 56억 원과 비교해 최

소 10% 이상 증가한 규모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다시금 힘찬 매출 상승곡선을 그리겠다는 의지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봐도 좋겠다. 

매출로 입증한 굳건한 상승세, 

㈜피엔티 & ㈜유니테스트

2위에 오른 기업은 2차전지 장비업체인 ㈜피엔티(대표

김준섭)로, 2차전지 호황에 힘입어 2017년부터 눈에 띄

는 외형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추이를 보면, 2015~2016

년 900~1,000억 원대에 머물던 매출은 2017년 1,500

억 원대로 올랐고, 2018년 2,567억 원대에 이어 2019

년에는 3,214억 원대로 껑충 뛰었다. 피엔티의 매출 상

승세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3,900억 원대로까지 몸집을 키웠다. 2017년 중국 전기

차 투자 활성화에 탄력을 받은 데다 전기차 상용화로 배

터리 수요가 늘어난 시장의 변화가 일찌감치 2차전지 소

재 제조 장비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한 피엔티에 더할 나

위 없는 호재로 작용한 덕분.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 

1분기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898억 원대

로 지금 흐름대로라면 또 한 번의 매출 신화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4.

5.

6.

7.

8.

9.

10.

㈜에이알아이(대표 오병준)

㈜테크윈(대표 정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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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이루자(대표 송원)

㈜영우디에스피(대표 박금성)

1,931 

1,904

1,883

1,874

1,796

1,681

1,681

2,746 2,400 2,000

1 2 3

㈜제이스텍
회장 정재송 

㈜피엔티
대표 김준섭

㈜유니테스트
대표 김종현

3위는 3년 평균 매출액 2,000억 원대를 기록한 ㈜유

니테스트(대표 김종현). 반도체 후공정(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유니테스트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및 메

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 완료

함으로써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해왔고, 이는 

고스란히 매출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SI 태양

전지를 대체 가능한 좀 더 저렴하면서 고효율의 페로

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한 신규 태양전지를 개발 중

에 있어 이를 통한 매출 향상도 기대해볼 만하다.

INNOBIZ+ VOL.44

*이노비즈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3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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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BIGDATASPECIAL

혁신기술이

기업수명에 영향을 미칠까?

갈수록 기업의 평균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창업기업 중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10곳 중 2~3곳에 불과하다. 

혁신기술이란 DNA를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의 업력과 더불어 종사자 규모를 알아본다.

이노비즈기업 업력별 분포
(2019년 기준)

57
.6

 %

33
.6

 %

8.
8 

 %
업

력
 3

~6
년

업
력

 7
~1

4
년

업
력

 1
5

년
  이

상

7.5 %59.6 % 13.2 %17.4 %

10인 미만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이노비즈기업 종사자 규모별 분포
(2019년 기준) * 10인 기준

평균 종사자 42.6명, 10~49인이 전체의 59.6%

2019년 기준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42.6명이었다. 벤처 22.2명, 

메인비즈 37.4명, 중소제조 15.9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종

사자 규모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49명이 몸담은 이노비즈기업

이 59.6%로 가장 많았고, 평균 종사자 수는 23.7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

으로는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전체의 17.4%, 평균 종사자 수는 6명이었다. 

50~99인이 종사하는 이노비즈기업은 13.2%, 평균 69.4명이었다. 100인 이

상이 근무하는 이노비즈기업은 7.5%, 평균 종사자 수는 177.6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력과 반대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

사자 수가 많았다. 실제 2019년 기준 이노비즈기업의 종사자 규모 면에서 상

위기업을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1,026명의 ㈜세원종합관리(대표 정화찬)

를 비롯해 986명의 ㈜피누스이앤씨(대표 김진수), 884명의 ㈜세루(대표 김

금숙·이춘환) 모두 서비스 기업이다. 4위는 829명이 일하는 산업용 센서 전

문기업 ㈜오토닉스(대표 안형준), 5위는 825명이 종사하는 통합보안관리솔

루션(ESM) 및 보안관제서비스(MSS) 기업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종사자는 42.6명으로, 벤처 22.2명, 

메인비즈 37.4명, 중소제조 15.9명과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았다.

1312

평균 업력은 16.4년, 15년 이상이 57.6%

건강한 생활 습관이 사람의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처럼 혁신기술과 기업의 수명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을까.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수록된 

이노비즈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노비즈기업의 평균 

업력은 16.4년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조사해 발

표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평균 업력 11년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의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업력별 분포도를 보면 전체 이노비즈기업 중 업

력 15년 이상의 기업이 57.6%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탄

탄한 경영으로 창립 100년을 내다보는 명문 장수기업의 영

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노비즈기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은 1946년에 설립해 올해 창립 75년

을 맞은 인주 전문기업 매표화학(대표 최윤석)과 동아연필㈜

(대표 김학재)이다. 이외에 74년 역사의 ㈜무궁화(대표 유성

준)와 73년 된 ㈜진미식품(대표 송상문), 72년 된 동양제강

㈜(대표 차상영) 등 장수기업이 대거 포진해 있다. 15년 이상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노비즈기업의 업력은 7~14년으로, 

33.6%를 차지했다. 업력 3~6년에 해당하는 기업은 8.8%로 

가장 적었다.

이노비즈기업의 업력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노비즈기

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평균 16.7년으로 가

장 길었으며, 도소매 및 지식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업

력을 보였다. 이노비즈기업의 업력은 매출액과도 연관돼 있는

데, 업력이 클수록 매출액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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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의 빚에서 매출 100억대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이영춘 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안정된 직장의 대

명사인 삼성맨이었다. 삼성테크윈 수석인사과장으로서 6개월 후 부장 승

진을 앞두고 있던 그때, 그는 보장된 미래 대신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업

승계를 택했다. “당시 부친이 사업하면서 진 빚이 자그마치 28억이었어

요. 은행 대출 17억에 사채 11억이었는데, 사채 대부분은 친인척에게서 

끌어왔죠. 해결 못 하면 평생 제가 지고 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그가 점쳐본 가업승계의 성공 가능성

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5%의 실체는 분명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건강식품 소재, 요즘 말로 블루오션이랄 게 있었던 것. 

이 회장의 부친 이성호 옹이 세계 최초로 취득한 ‘다년생도라지 재배법’ 특

허가 그것이었다. 이성호 옹은 열네 살 때인 1944년 지리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온 후 평생을 도라지에 바쳤다. 그는 그날 함께 갔던, 지병으로 

몹시 쇠약했던 동네 아저씨가 산에서 오래 묵은 도라지를 캐 먹고 쾌유하

는 모습을 목격한 후 장생도라지 재배와 연구, 오직 이 한 길만 걸어왔다. 

“우리가 나물로 먹는 도라지는 수명이 고작 3, 4년이지만 다른 토

양에 옮겨 심은 도라지는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어요. 이 재배법

을 연구해 개발한 장본인이 바로 부친이죠. 21년근 장생도라지

는 일반 도라지와는 성분과 약리작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

다.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약효가 귀하다’는 구전을 과학

적으로 입증한 건데요. 장생도라지가 함유한 사포닌은 일반 도라

지(16~17종)와 6년근 홍삼(22종)보다 월등히 많은 32종에 달합

니다.” 다만 부친 이성호 옹의 장생도라지는 집에 있는 금송아지 

100마리요, 다이아몬드로 다듬어지지 못한 원석과도 같았다. 고

심 끝에 가업승계를 결심한 이영춘 회장은 부친이 발견한 장생도

라지라는 원석을 가공식품이라는 다이아몬드로 빚었고, 장롱 속

에 갇혀있던 금송아지를 세상에 알려 위기의 기업을 건강하게 살

려냈다.

홍보와 연구 투자로 승승장구

가업승계 후 이 회장이 가장 먼저 바로 잡은 건 기업체계였다. 삼

성중공업으로 입사해 삼성테크윈까지 21년 동안 삼성에서 익힌 

매뉴얼을 장생도라지에 맞게 적용해나갔다. 또, 부친이 구전으

로 열심히 전했던 장생도라지의 효능을 잡지와 방송 등의 매체

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했다. 소비자들이 장생도라지의 효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기반도 다졌다. 경상대, 충남대, 부

산대 등에 몸담은 식품, 한의학, 의학, 약학 등 다방면의 전문연구

원 20여 명을 주축으로 ‘장생도라지연구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장생도라지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왔다. 현대과학

이 밝힌 도라지 효능에 관한 자료 99%가 여기에서 나왔으며, 취

득한 특허도 국제특허 10건을 포함해 무려 36건에 이른다. 삼성

같은 변수를 맞닥뜨려도 대처 능력이나 결괏값은 그간의 내공, 즉 상수

에 따라 달라진다. 2대에 걸쳐 어언 100년 가까이 장생도라지 하나에

만 집중해온 ㈜장생도라지는 대부분 휘청댄 코로나 시대에도 내수와 수

출 모두 상승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구해주는 장생도라지의 힘

찬 기운은 기업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지역 대표 향토기업에서 이제는 

나라를 빛낼 장수기업으로 뿌리내리는 중이다.

(주)장생도라지 이영춘 회장

장생도라지로 뿌리 내린 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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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윈(삼성항공) 출신인 만큼 항공기 생산방식 공정관리시스템을 

변형한 독특한 시스템도 적용했다. 작은 결함도 인명에 직결되는 항

공기의 깐깐하고 디테일한 생산 공정 관리를 식품에 응용해 모든 작

업을 ‘공정관리 기록서’라는 문서에 의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오차

를 최소화하고 언제라도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도

록 한 것. 체계를 바로잡고, 제품에 신뢰를 더한 결과는 매출로 나타

났다. “1997년 2,400만 원에 머물던 매출액은 가업승계 첫해 10억 

1,200만 원을 시작으로 20억, 30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다 한때는 

매출 100억 원을 찍을 만큼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했죠. 일본 수출도 

500만 불에 육박했고, 미국시장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메르스

와 사스 등 연이은 전염병으로 내수경기 위축에 수출까지 저조해지

면서 성장 그래프가 꺾이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오히려 성장

에 탄력을 받게 했다. 몇 번의 리스크를 극복한 경험이 노하우로 응축

된 데다 ‘도라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기초과학

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힘입어 지난해 10~20%가량의 매출 상승효

과를 얻었다. 여기에 수출 호재까지 겹쳐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예상

된다. 최근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청의 ‘2021년도 임산물 수출특

화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하동군에 임산물 수출특화시

설을 건립, 장생도라지 가공식품의 해외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음 목표는 기부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 봉사

현재 이 기업은 경남 함양, 산청, 하동 등 지리산 자락의 250여 농가

와 계약을 맺고 장생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확한 21년

생 장생도라지를 가공해 만든 제품은 진액과 농축액, 분말로 빚은 기

환, 젤리, 차, 기능성 화장품, 장생도라지로 빚는 술 등 20여 개 품목

에 이른다. 2005년에 지은 사옥 3층에는 이들 제품과 더불어 장생도

라지 역사를 집대성한 박물관이 마련돼 있다. 장생도라지 성공스토

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학생들부터 농업 관련 단체들, 내

로라하는 정치인들 등 지금까지 3만여 명이 박물관을 다녀갔다. “빚

더미에 앉은 기업을 회생시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만든 것 외에도 

의미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기업을 맡자마자 식품 공부를 시작해 

10년에 걸쳐 석박사를 땄고, 1997년에는 부친이, 2006년에는 제가 

신지식인에 선정되었어요. 또 부친이 김대중 대통령 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았죠.” 기업인으로

서 꿈꾸었던 바를 대부분 이루었다는 이영춘 회장은 최근 묵직한 직

책 하나를 맡았다.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한 것. 그는 장생도라

지의 건강한 기운에 힘입어 기업을 탄탄하게 성장시켰듯 이번에는 

기부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며 다음 일정을 위해 바삐 걸음을 옮겼다. 

숫자로 만나는 ㈜장생도라지
(2019년 기준)

장생도라지

21년근
연구투자비

100억 원
기부

20억 원
특허

36건

(국제특허 10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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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변화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트렌드는 일종의 방향등 역할을 한다. 

Trend Innovator  섹션에서는 쏟아지는 정보와 예측 속에서 

최근의 이슈와 부합해 기업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코로나19가 마음대로 

좁혔다 늘렸다 하는 해외진출의 길을 좀 더 안전하고 가능성 있는 쪽으로 

안내하는 등 현시점에서 자양분이 될 정보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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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마다 신년사에서 ESG 경영원칙을 밝히

는가 하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차원에서 ESG 사안을 점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 탈석탄, 

저탄소 및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수

립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새로운 기회요인

다만 문제점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산업 

전반으로 ESG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

업의 경영 관행에도 ESG가 도입될 필요가 있

다. 사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웠고, 도입을 

고려하더라도 ESG 경영 노력이 단기적 성과

로 연결되지 않은 점,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 

등 현실적 한계로 사회공헌 활동에 국한된 

ESG 활동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실시한 ESG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군과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기업군 간 ESG 개선 폭이 시간이 갈

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기업경영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분

명 변해가고 있다. 

우선 투자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천적 활동으로 대두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

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꾸준한 성과를 낸다는 공통점이 있

다. 여기에는 경영환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를 내재화하려는 실행력 또한 필수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기업경영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는 단

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일 것이다. 과

거에도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등 이름은 달랐을지언정 기업경영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경

영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기

후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

면서 각국에서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코로나

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ESG 

경영을 통한 위기 대응이 중요하게 대두되면

서 적극적인 ESG 경영 도입을 요구하는 투자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ESG 경영은 더 이

상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천적 활동으로서 기

업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

ESG는 Environment(환경), So-

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

조)의 줄임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사회 포용적이며 지배구조가 건전

한 기업’을 뜻한다. 최근 많은 국내

외 기업이 ESG 경영 전담부서를 

만드느라 분주한 가운데, 전문가

들은 한결같이 새로 창업하거나 기

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

해서는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중요한 건 이러한 흐

름이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협력

사인 중소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요

건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 중소

기업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 

중인 ESG 경영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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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

ESG

획을 밝히고 있어 자본조달의 용이성 측면에

서도 기업경영에 ESG 요소들을 관리할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규

제 강화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탄소중립 

2050’ 실천을 위해 각국에서 2030년을 기

점으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

책임투자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 위

주로 이루어지던 책임투자가 최근에는 채권

은 물론 PE, VC, 대체 투자 등으로 확대하면

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에게도 비

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

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

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ESG 정보 공시 부담

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KB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

에서는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을 통해 친환경 기

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출 심사 

요건에 기업의 ESG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계

자체별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내연기

관 차량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은 3만 개 정도

이며, 이중 30%가 내연기관 차량에만 활용

되는 부품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차량의 

단종은 이 30%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ESG 활동

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회(Corporate So-

cial Opportunity, CSO)를 창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에서 협력사 선정이나 점검 기

준으로 ESG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데,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ESG를 기업경영

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에게는 새로

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준 ESG 중요도(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규모별 ESG 대응 현황 
(선진국 10점 기준, 단위 : 점)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배구조13.3%

7
5 4

S

E

G

사회 26.7%

환경 60%

INNOBIZ+ VOL.44글_윤진수(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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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관심 부족, 

ESG 전문성 부족,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 대응 시스템 부재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

이 필요하다. 현재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보고 표준이 존재하지만, 대기업처럼 

다수의 보고 표준에 대응하기란 중소기업 차

원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

업이 영위하고 있는 핵심 산업과 연계된 글로

벌 이니셔티브의 핵심 원칙 및 이해관계자인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ESG 관련 정보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

장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정보 

공개 채널로 지속가능보고서만을 고려할 필

요는 없고 자사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사 차원에서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을 확립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기업의 

ESG 경영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

기 위해서는 ESG 활동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바로 기업의 윤리경영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주가지수인 MSCI 자료(MSCI ESG 

Research(2021))에 의하면, ESG 성과가 낮

은 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와 공정경쟁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SNS 사용이 일반화되는 등 정보의 공유가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 구

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명성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실제 사례 또한 자주 접하게 된

다. 기업의 ESG 활동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 경영 확립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 경영이 필수적인 요

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지속 가

능한 성장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ESG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개

선하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 시 고려할 점들 

그렇다면 국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어떤 부분

들이 있을까? 

우선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진의 관심 부족, ESG 전문성 부족,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 대응 시스템 부재 등의 장애요

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ESG 경

영을 도입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기업경영과 연계된 

모든 ESG 이슈를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자사

의 핵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사업과 관

련한 글로벌시장에서의 ESG 동향을 파악하

고, 주요 고객사(또는 고객)의 ESG 정책을 이

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관

리해야 할 핵심 ESG 이슈 풀을 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 체계를 ESG 기반 조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

업처럼 별도의 ESG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핵심 사업과 연계된 경영 프로세스에 

핵심 ESG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전사 차원에

서 ESG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리체계가 실무자 중심으로 이

루어질 경우 실행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

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서 ESG 성과 개선 수

준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ESG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효과적인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

핵심 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 

해당 이슈의 중점적 관리

핵심 사업 관련 글로벌시장에서의 

ESG 동향 파악, 주요 고객사(또는 고객)

의 ESG 정책 이해를 통한 핵심 ESG

이슈 풀 구성

ESG 기반의 조직 체계로 전환

경영 프로세스에 핵심 사업 관련 ESG 

이슈를 연계해 전사 차원의 ESG 관리

체계 구축, 이사회 차원에서 마련해 

정기적으로 성과 개선 수준 관리

효과적인 ESG 정보공개 체계 마련

핵심 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핵심 원칙 및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개 채널 활용

전사 차원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확립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서는 기업의 윤리경영에 기반한 ESG 

활동의 진정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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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대상국 리스트에 

곧잘 오르는 나라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된 터키는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터키시장 자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TREND INNOVATOR GLOBAL PREVIEW

팬데믹에도 경제성장세 지속, 올해 6% 성장 

전망

2020년 하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회원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을 나라로 한국과 중국에 이어 

터키를 전망한 바 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

면 2020년 터키의 경제성장률은 1.8%를 기

록했다. 특히 2020년 4/4분기 터키 경제성

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9%를 기록, 2020

년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으며, 이로 인해 터

키 경제는 2010년부터 11년 연속 플러스 성

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백신 보급과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2021년 터키 경제가 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터

키 정부가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마련, 기업과 

가계 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제조업 

터키                                          
ICT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 정책 지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터키에서는 경쟁력 향

상을 위한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

으며, 특히 ICT 분야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

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유치가 중점적으로 이

루어졌다. 2021~2023년 신경제계획에서 

터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 의약

품, 의료기기 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또

한 하이테크 분야 제조업에 투자 및 실효적 인

센티브 부여를 검토, 특별 경제자유무역지대 

지정, R&D 센터 증설, 산학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 정책을 마련, 추진했다. 이

와 함께 터키 정부는 2019~2023년 제11

차 경제개발계획에 의거해 중장기정책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

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제11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중소기업진흥청(KOSGEB) 자금

의 제조업 부문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부동

산 임대제도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안정화하

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경제계획에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분

석된다. 터키 경제는 2017년까지 7% 전후의 

고성장세를 거듭해 G20 가운데 가장 빠른 경

제성장을 실현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인구 8,234만 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해 

시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 아래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양질의 숙련 노동력이 매우 풍부하다. EU 내 

생산거점인 중동부 유럽 국가가 인구 감소와 

고급 인력의 서유럽 유출이 심각한 점을 고려

할 때, EU와의 관세동맹으로 유럽시장의 생

산거점이 될 수 있는 터키의 풍부한 노동력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유인이다. 또한 터키의 대

규모 건설, 유통, 금융기업이 아프리카와 중

동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거 진출

해 있고, 인근 에너지 생산국에서 최대 에너

지 소비시장인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에너지 

회랑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즉, 터키 진출

은 자체 시장의 잠재력과 함께 지정학·지경

학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되어

야 할 것이다. 

TROY

IZMIR

MARMARIS

글_ 터키/이철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선임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강부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서 터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 폭

을 크게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빠르고 안전한 

사업 환경 구축을 위해 기업설립 절차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혁신사업

모델 구축, 소프트웨어, IT 기술, 자동화 등의 

기술 개발,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 활용 수

출기업 지원 등이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

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 터키 정부는 

혁신적인 신기술, R&D 등의 투자를 우대하

는 신투자정책을 수립,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

발 서비스 산업 관련 특화 자유경제구역을 지

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주로 이스탄불 인근에 지정된 자유경제

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터키 정부

는 투자 규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 면제, 

VAT 및 특소세, 임대료 감면, 우수 인력 추천 

및 인건비 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서비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문 진출 유망

2013년 5월 한·터키 FTA가 상품 부문에서

는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

한 협상은 좀 더 시일이 걸려 결국 2018년 8

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되

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 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이 협정은 분명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

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협정

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

의 경제 및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

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

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

대할 수 있으므로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정보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

구개발 서비스, 방송 및 영상, 음향서비스, 영

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 기업에게 앞으로 더욱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식집약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

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

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 등

과 함께 터키의 지정학·지경학적 측면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기를 거치면서 터키시장은 소비 패턴에 커

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020

년 터키의 온라인시장은 전년 대비 18% 성장

해 146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렀다. 특히 코로

나19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e-스포

츠 시장이 급성장했으며, 대규모 젊은 인구층

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시장은 디지털 콘텐츠

와 플랫폼 등 모든 측면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터키에서는 한국 드라

마 및 K-POP 등의 영향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터키시장은 

74%에 달하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64%의 

SNS 사용률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

근성도 매우 훌륭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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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스 성장을 지속했다. IMF는 우즈베키스탄이 

상존하는 코로나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부문 

육성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통한 경제 구

조의 질적 전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

하면서 2021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IMF 2021년 4월 전망).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

년 이후 연평균 5%가 넘는 빠른 성장을 달성

했다. 그러나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면화, 

디지털 경제 발전이 핵심 키워드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시장(인구 약 3,400만 

명)을 보유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코로

나19 여파로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1995년(-0.9%) 이후 25년 만에 가장 저조

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역내 자원 부국인 카

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비교해 상대적

으로 낮은 원자재 의존도와 비교적 잘 갖춰진 

농업 및 제조업 기반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펀드 조성 등 적절한 위기관리에 힘입어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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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등 원자재 수출, 주요 소비재 수입)가 고

착화 되고,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지체

하면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편과 혁신 역량 제

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4

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

후 위기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인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

서 우즈베키스탄은 혁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가속화하고 있다. 우즈

베키스탄은 이미 ‘2017~2021년 발전전략

(2017년 2월)’을 통해 2020년을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해’로 지정하는 등 디

지털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바 있

다. 최근 ‘디지털 타슈켄트’ 프로그램(2020

년 3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

(2020년 10월)과 2021년 대통령 연두교서

(2020년 12월)를 통해서도 디지털 경제가 

핵심 화두로 제시되었다. 

ICT 발전을 통한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추구

우즈베키스탄의 혁신 역량은 아직은 낮은 수

준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0

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

dex)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31개국 가운데 

93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혁신활동 정

도를 평가하는 기업고도화 부문이 127위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을 위한 핵심 기

반인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수준도 현재로

서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전기통신

연합(ITU)의 2017년 ICT 발전지수에서 우즈

베키스탄은 176개국 가운데 9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디지털 경제 발전에 초점

을 둔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ICT 부문은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

년 우즈베키스탄의 ICT 서비스 분야는 두 자

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을 통해 

ICT 부문 발전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및 전자

정부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데이터센

터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주요 경제·사

회 분야의 디지털화(농업, 제조업, 에너지, 보

건의료, 교육 등),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 산업협력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모색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협력국이자 성장의 롤모델로 인식

하고 있다. 최근 양국은 스마트팩토리, 친환

경·지능형 농기계,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무

역, 인적자원 육성 등 분야에서 산업협력과 

국제개발협력(ODA), 정보교류·네트워크 확

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심화할 전망인데, 타슈켄트 종합병원, 화학연

구개발(R&D)센터 건립사업 등 대외경제협

력기금(EDCF) 지원 사업과 연관 사업 추진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2021년 

1월 협상 개시 선언, 4월 제1차 협상 개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 구축

을 도모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

털화의 흐름을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촉진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

어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가

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협력국이자 성장의 

롤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협력

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목할 시점이다.

FERG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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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유현준

TREND INNOVATOR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코로나 이후 

기업 공간의 

미 래

이 좁아서 가까운 카페에 나가 일하려면 랩톱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데 불특

정 다수가 모인 카페보다는 사무실이 안전하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사람들의 밀도

가 좀 줄어드는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유연근

무제를 적용했죠. 사실 건축사사무소는 여느 

사무실에 비해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멀찍이 

떨어진 구조예요. 사이사이에 도면도 두어야 

하고, 모형 만들 공간도 필요하고 중간에 회

의실도 차지하고 있죠. 무엇보다 저희 회사는 

20명 남짓 일하는 작은 규모다 보니 환기만 

자주 시키면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안전한 공

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무 특성상 협업

이 매우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하는 등 온라인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출퇴

근에 힘을 실어주었죠. 요즘에는 건물 리모델

링을 진행 중인데, 그동안 제가 책과 여러 매

체를 통해 강조해왔던 테라스나 발코니를 늘

리고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

니다. 

책을 통해 여러 형태의 공간의 미래를 제시하

셨는데, 그중 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소개

해주신다면?

여러 제안을 했는데, 그중 미래 도시에 새롭

게 도입될 지하 인프라 시설인 ‘자율 주행 로

봇 전용 지하 물류 터널’ 이야기를 하고 싶어

요. 일반 자동차는 다니지 않고 자율 주행 로

봇만 다니는 지하 물류 터널은 도요타자동차

가 후지산 근처에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우븐

시티(Wovencity)’의 주요 아이디어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븐시티가 도시 한 층 전체

를 물류 터널로 이용한다면 저는 기존 대도시

의 지하에 직경이 작은 터널을 뚫는다는 것이

죠. 이같이 천장고가 낮은 지하 도로망으로 자

율 주행 운송 로봇이 다니면 에너지 효율을 크

게 높일 수 있고, 트럭이 다니는 터널보다 단

면이 10분의 1 이상 낮기 때문에 건설비도 크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이

었나요?  

‘코로나로 인해 도시가 해체될 것인가’였어요. 

그동안 모여야 살 수 있었던 우리 사회가 전염

병으로 인해 모이면 위험한 사회가 되면서 계

속 모여 살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도시는 해체되

지 않는다’인데요. 책에서는 여러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말하자면 지난 수

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염병이 발생했지만 

사람이 모이는 현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

요. 실제로 미국 맨해튼의 많은 기업은 백신접

종 후 재택근무에서 다시 출퇴근방식으로 돌

아가고 있는데, 거의 원점 수준에 근접했죠.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이 기존과 다른 근무

방식 적용과 더불어 공간의 변화를 꾀했습니

다. 유현준건축사사무소는 어떤 변화를 맞았

나요?

처음엔 재택근무를 시행하려고 했어요. 집에

서 일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고사양의 데스

크톱 컴퓨터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더니 랩톱

을 원하더라고요. 주로 원룸에 살다 보니 집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변화 중 하나는 일

하고 먹고 놀던 일상의 공간들과의 단절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을 다루는 건축

가인 유현준 교수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질

문들을 향하게 했다. 최근에 펴낸 저서 <공

간의 미래>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에게

서 받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이자 전

염병 이후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고, 

바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예측을 담았다. 

그중 기업 중심으로 유현준 교수가 말하는 

공간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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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업의 특성을 구분했지만, 복장이 좀 더 

자유로워진 요즘에는 공간에 기업철학을 담

으려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저희 사무

실이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직원들

에게 독립적인 크리에이티브함과 유니크한 

분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사무실에 들

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인드를 장

착하게 되도록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요.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공간만큼 쉬

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조언 하나

를 곁들이자면 가급적 기성품 가구는 배제하

고 몇몇 공간이라도 원하는 디자인의 가구를 

맞춰서 배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것만으로

도 비슷비슷한 사무실 분위기에서 벗어나 기

업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업 공간이 있

나요?

홍콩 HSBC은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보

통 빌딩은 1층에 있는 현관을 통해 출입하는

데, 그 건물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층은 현수교 

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대규모 지하 물

류 터널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야 하고 자금

력도 확보해야 하므로 아마도 대기업이 기획, 

주도하게 될 텐데요. 협력사로서 기존 중소기

업의 참여는 물론이고, 자율 주행 로봇과 물류 

관련 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더불어 많은 새로

운 기업의 파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람의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셨는데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에게 필요한 창의력 증진을 위

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창의력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겨난

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골방처럼 조용한 곳일 수도 있지만 모르

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카페

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은 빈둥거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창의적인데, 이를 공간에 적용

하면 버려지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천장고가 높은 공간인데요. 실험 결

과로도 입증됐지만, 성인이 팔을 뻗어 올렸을 

때 닿지 않는 공간, 즉 천장고가 높아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 때 창의력이 커질 수 있다고 하고

요. 개인적으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창

의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

리가 답답하거나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 옥상

에 올라가잖아요. 실내공간으로 되어있는 사

무실에서 확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옥

상이기 때문인데요. 사무실에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옥 혹은 공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기

업에 조언해주신다면?

기업이 사옥을 짓거나 공간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만의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공간에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는 비슷한 차림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주로 배

TREND INNOVATOR 이노베이터를 만나다

유현준 교수는 기업이 사옥을 짓거나 

공간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기업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간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난 이

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소장

미국 브렌우드대학 조직심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

다. 동시에 그는 일본전문가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일본에 머물며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조직문제를 직

접 경험했다. 귀국 후에는 일본최대 HR컨설팅기업

의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지

금은 글을 쓰고 강연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지속성장

을 꿈꾸는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5권의 책을 

번역했으며, 5권의 책을 집필했다. <자율조직>은 올

해의 서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었는데, 건축물은 꼭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어느 각도에서 조망하느

냐에 따라 제각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

각해요. 도시마다 이런 공간이 곳곳에 많이 숨

어있을 텐데, 어느 골목길이라던가 언덕 어디

쯤에서 내려다보는 뷰라던가, 자기만 아는 스

팟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공간의 미래>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며, 건축가로서 앞으로 계획

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공간의 미래는 ‘오픈앤딩’이

에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원해

서 맞이한 변화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한 변

화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

한 여러 제안을 했는데, 결국 미래는 선택에 달

려 있어요. 공간 디자인이 바뀌면 권력 구조가 

바뀌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바뀌겠지만, 선택

은 우리의 몫이고,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든

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건축가로서의 

계획은 말만 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생각을 리

프레시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요. 보통 

건축가는 쉰이 되면 본격적으로 일할 나이가 

구조로 설계돼 광장처럼 누구나 활용할 수 있

도록 열려 있죠.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

는데, 풍수지리사가 이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 

홍콩경제의 흐름이 끊겨 나라가 망한다고 했

대요. 그 말을 듣고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건

물을 띄워서 지은 거죠. 이 건물의 1층 광장은 

좁고 복잡한 홍콩에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

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도 하지

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장면은 일요일마다 

동남아 출신의 가정부들이 그곳에 모여 골판

지를 깔고 마작을 즐기며 쉬는 모습이에요. 한 

기업의 빌딩 1층을 자신들의 거실처럼 편하게 

쓰는 모습이 특이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는

데요. 사회적으로나 건축기술로나 또 아이덴

티티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건물이라고 생

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

요?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다가 만나는 한남대교 

다리 밑을 좋아해요. 한강의 다리 밑은 대부분 

콘크리트 교각으로 되어있는데, 마치 이집트 

신전처럼 교각이 쭉 도열해있는 모습을 보면 

사색에 빠지게 돼요. 한강 다리는 건축가가 설

계하지 않고 토목하시는 분들이 설계해 만들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됐고, 회사 스태

프들도 잘 꾸려져 있어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따라 짓고 싶은 건축물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좀 더 욕심낸다면 단순히 스펙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의 

의뢰를 받아 설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First

인문학적 시각으로 

도시와 공간을 이야기하는

인문건축가

Only

미국의 MIT, 하버드를 

건축 하나로 섭렵한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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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아닌 새것과 어울리는 소비

디드로 효과는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Di-

derot)의 에세이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

으로 인한 후회>에 나오는 일화에서 비롯된 

용어다. 그는 어느 날 친구가 선물한 우아하

고 멋진 붉은 비단가운을 입고 책상 앞에 앉

았다가 멋진 가운과 어울리지 않는 헌 책상

을 새것으로 바꾼다. 다음에는 벽에 걸린 오

래된 그림을 바꾸고 나아가 새 책상과 그림

을 돋보이도록 하려고 다른 가구와 양탄자와 

인테리어까지 바꾼다. 사회학자인 맥크라켄

(McCracken)은 이 일화를 인용해 여러 물체

가 문화적 연결성 또는 통일된 이미지를 가지

고 어울리는 하나로 소비자에게 느껴지는 현

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이름 지었다. 

현재 시장에서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구매로 

인해 기존 소유물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새것과 어울리는 소비를 촉진하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디드로 효과는 

소비자들이 물리적으로 결핍되지 않은 상황

에서도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왜 끊임없이 소비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소비

자들의 소비 행동은 수많은 대안 중에서 추구

하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완성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찾

아내는 과정이다. 이들 제품은 상호연결되어 

있거나 하나의 공통된 성격 또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중구난방식으로 서로 연결

되지 않는 소비행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자

소비를 부르는 소비

디드로 효과

(Diderot Effect)

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울리는 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을 계속 구매

함으로써 자아를 포장하고 확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구축하려는 자아와 어울리

지 않는 옛것들은 기능과 상관없이 버려지고 

대체된다. 

디드로 효과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 활발

소비가 소비를 부르게 만드는 디드로 효과는 

기업 마케팅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

로 잘 활용한다. 큰맘 먹고 고가의 가을 트렌

치코트를 산 고객에게는 마치 맞춘 것처럼 잘 

어울리는 멋진 가방이나 스카프 광고가 뜬다. 

아마 두어 달 지나면 따뜻하지만 두꺼운 파카

보다는 얇지만 따뜻한 순모 코트를 추천할 것

이다. 의류산업이나 가구산업도 디드로 효과

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분야다. 옷과 구두, 가

방, 액세서리를 아우르는 토털패션 개념과 가

족 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패밀리룩, 유명 브랜드끼리의 크로스 브랜딩 

협업전략이 대표적인 예다. 바닥재와 벽지, 

침대와 소파, 책상 그리고 조명과 화병까지 

재질과 색채가 어울리는 제품들을 모아 전시

하는 가구 쇼룸도 디드로 효과를 활용해 매출

을 올린다. 

서로 다른 제품들 간의 연결성과 통일성을 가

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기능이나 품목상의 어울림보다 제품

이 문화적, 정서적 임팩트 상의 동질성을 갖

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급스러움, 세련

됨, 편안함, 내추럴함, 우월함이나 개성 같은 

상류층의 전통적 가치들을 반영하게 묶는 것

이다. 이런 가치들을 제품에 표현하는 수단은 

브랜드나 제조사일 수도 있고 가격대일 수도 

있고 디자인, 색상, 재질, 로고 또는 원산지명

이나 기술일 수도 있다. 브랜드 수준이나 가

격대가 비슷한 것, 디자인이나 로고의 모양이 

비슷한 것, 재질이나 원재료가 비슷한 것들이 

하나의 디드로 집합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

다. 연결성과 통일성을 가져오는 또 다른 방

법은 하나의 주요 타깃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

스로 묶는 것이다. 욜로(Yolo)를 꿈꾸는 활동

적인 1인 가구나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 가구나 가전제품, 스

포츠용품, 취미용품과 각종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는 하나의 

제품 구입 후 그 물건과 어울리는 다른 

제품까지 구매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건 

간의 상호연결성과 통일성을 맞추고자 

소비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디드로 효과

를 알아보자.

시장과 소비자가 다 같이 성장하려면 

소비자와 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권장재가 소비자의 첫 가운이 

되도록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

애플의 단순한 디자인과 사과 모양의 로고 전

략은 디드로 효과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맥북 등은 모두 

디자인이 단순하고 사용법도 단순하다. 이들 

제품은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

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

고 세련된 ‘디드로’라는 타이틀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모던, 럭셔리, 내추럴 등의 테마로 

어울리는 가구와 침구류, 생활용품을 아예 세

트로 모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케아, 동일한 

캐릭터를 다양한 제품에 콜라보 한 카카오프

렌즈나 라인프렌즈와 헬로키티 캐릭터 쇼핑

몰,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의 제품이나 온갖 

종류의 핑크 제품만 파는 전문 쇼핑몰, 유기

농이나 비건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의

류와 식품, 생활용품을 모아 판매

하는 편집 쇼핑몰 등도 디드로 효

과를 이용하고 있다.

오늘날 디드로 효과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쓸데없는 

과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부정적

인 맥락에서 주로 언급된다. 실

제로 많은 기업이 수많은 소비자

로하여금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디드로

의 첫 번째 붉은 가운’을 사게 만든다. 기능 위

주의 소비가 아닌 감성적 가치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소비행태는 넘치는 쓰레기와 

납작한 지갑을 양산한다. 그러나 디드로 효과

는 한편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현재 

상황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소비 행동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기능에 충실한 필수

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소

비재 시장이 포화상태다. 시장과 소비자가 다 

같이 성장하려면 소비자와 사회의 성장에 필

요한 새로운 권장재가 소비자의 첫 가운이 되

도록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엇으로 

디드로 쳇바퀴를 돌려야 하는가? 그 디드로 

쳇바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까? 

Diderot

*?

글_ 김경자(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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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NOBIZ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로의 빠른 전환 등으로 

이노비즈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양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Now Innobiz 섹션에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허리인 

이노비즈기업의 스마트한 변화 현황과 

빛나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품 소개 등을 준비했다. 

P. 32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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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NOBIZ INNO REPORT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협업 모델,

가치사슬 클러스터

그동안 대기업과의 거래나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 등에서 중소기업은 대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노비즈협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스마트팩토리의 발 빠른 구축에 이어 

가치사슬 클러스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 간 상생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IT-Value Chain

Supply Chain

IT 가치사슬 클러스터 개념도

부품/모듈

원료 마무리가공 프레스열처리 …재료 조립

부품/모듈
부품/모듈

상품/제품
A

시장/대기업

‘품질/생산이력’ 데이터

‘품
질/생

산이력’ 데
이터

‘품질/생산이력’ 데이터

고객/시장
품질과 생산이력 실용제품

‘품질/생산이력’ 데이터

고객/시장
‘Brand’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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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 요구 증가 

거래비용이란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수반되는 비용으로, 협상·정보 수집·계약 준수 감시·재계

약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거래비용이론의 대가인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슨(Wil-

liamson) 교수는 2007년 그의 저서에서 기업 간 거래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억압적 방법(muscular approach)으로 거래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납

품단가, 거래조건 등을 관철하는 방법이다. 둘째, 온건적 방법(benign approach)으로 직접 계

약으로 명시하지 않고 신뢰에 기초한 평판 효과를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셋째, 신

뢰성 있는 방법(credible approach)으로 각 상황별 이해관계 및 공정한 규칙 등을 계약으로 명

문화하여 신뢰성 있는 합의에 의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우리 제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하도급 기업은 단가, 품질, 납

기를 맞추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교섭

력(bargaining power) 차이로 인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왔다. 특히 윌리엄슨 교수가 언급

한 것처럼 대기업들은 억압적 방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았다.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적 계약관계에 정

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팩토리, 기업 간 거래에 신뢰성 부여

그런데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 간 거래관계의 세 번째 유형

인 신뢰성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제조 현장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된다면, 거래당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비협력적 행동)이나 생산정보 독점에 의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은 제조나 유통에 관련된 데이터

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팩토

리가 구축되면 공장 내 자동화설비가 연결되고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제조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구현된다면 업체별 품질 이력은 물론 제조원가도 투명하

게 공개되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설계·연구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에 

관련된 가치사슬(Value Chain)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간 새로운 협업 모델도 가능해진다. 이제

까지 클러스터는 장소와 거리라는 물리적 요소가 좌우했지만, ICT기술을 활용하면 공간을 뛰

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가치사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화장품 

업종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화장품 용기·패키징 전문기업 등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면, 화장품 제조의 가치사슬에 편입된 중소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이제까지 클러스터는 장소와 거리라는 

물리적 요소가 좌우했지만, 

ICT기술을 활용하면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간 

업종별 가치사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글_김세종(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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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과 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과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기업화를 구현하면, 

품질과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려웠던 기존과 달리 

소비자 선택 및 제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화장품을 공동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생산된 제품의 품질 이력과 제조원가가 투명하게 공개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참여 중소기업 간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노비즈협회, 업종별 가치사슬 클러스터 추진 예정

여기에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e-커머스 플랫폼과 공동 브랜드화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면 제조 현장과 시장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과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제조기업의 서비스 기업화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과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서 선택되기 어려웠지만, 

제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이력이 포함된 친환경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선

택 및 제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치사슬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이다.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스마트팩토

리 구축을 완료한 회원사를 중심으로 업종별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

다. 물론 본격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당 업종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이 정교하

게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급기술에 대한 수요분석도 병행되

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설득하여 참여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은 스마트팩토리 구

축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 간 상생 협업 모델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치사슬 클러스터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업 간 거래비

용을 줄이고 새로운 협업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해외고객

/시장

국내고객

/시장

임상/ 

교육 지원

제조/ 

생산 지원

R&BD 

/시제품

문화/전시/체험

가치사슬형

Digital Cluster Platform

스마트팩토리 연결(품질 이력 추적 기반)

가치사슬형 Digital Cluster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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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경쟁력은 비슷비슷한 생각 속에서 한끗 다른 아이디어를 길어 올렸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시장을 주목하게 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노비즈기업의 이색 제품을 소개한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이 만났을 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이른바 

‘펫테크(PetTech)’ 시대가 도래했다. ‘펫테크’란 반려동물(Pet)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최근 펫테크 분야에서 혁신기술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펫펄스’다. 

펫펄스는 짖는 소리만으로도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분석해 알려주는 기기로, 

올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1’에서 혁

신상을 수상했다.

펫펄스의 개목걸이는 AI와 내장마이크를 사용해 반려견의 짖는 소리를 분석하고 

추적해 행복, 불안, 슬픔, 분노, 편안함 등 다섯 가지 감정 상태를 감지한다. 

㈜펫펄스랩(대표 장윤옥)은 반려견의 음성을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수집하고 빅데

이터로 전환한 후 AI 딥러닝을 통해 분석하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현재 8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추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펫펄스는 크기가 다른 50여 종의 개에서 수집한 

1만 개 이상의 소리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앱에 정보를 전송해 반려견이 현재 어떤 기분인지 알려준다. 

이처럼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견의 활동량, 수면시간 등 

건강정보를 알 수 있다.

내 반려견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펫펄스랩, AI 기반 강아지 감정 인식기

이노비즈기업의 이색 제품들
비상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동광명품도어,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재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동광명품도어(대표 이명현)는 뛰어난 방화 성능을 지닌 방화문 종합 솔루션 업체로, 대구 소재 강소기업이지만 

그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뻗어있다. 방화문에 집약된 최첨단기술은 기본이고 다양한 제품 디자인에 특정 상황을

충족하는 솔루션 제공부터 최종 시공감리까지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가 최상의 만족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90~180도까지 상시개방이 

가능해 화재 시 인원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일체형 방화셔터의 

전면금지가 입법 예고됨에 따라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방화문 하부의 턱을 없애는 기술은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등 방화문 제조에서 

가장 고난도의 기술로 꼽힌다. 동광명품도어 또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신기술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한 것. 덕분에 장애인 휠체어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와 물품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까지 

가능해졌다. 내화보강재를 적용해 오랜 시간 화재를 차단하는 

효과 또한 주목받고 있는 이 제품은 호텔, 병원, 백화점, 학교 

등사람이 밀집해있는 대형 공간이라면 특히나 

필요한 방화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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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방역, 의료, 군사 등 갈수록 드론의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다만 드론의 순기능이 커질수록 역기능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취미로 사용하는 드론이 불법으로 비행금지구역인 공항에 들어와 비행을 방해하거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무단 침입해 염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설립한 ㈜삼정솔루션(대표 최춘화)은 방해 전파를 의미하는 재머(Jammer)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파차단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왔다. 그간 안티드론장비의 지속 개발을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온 삼정솔루션은 최근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값진 보상을 받았다. 올 초 안티드론 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전 발전소에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중요시설 

드론방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 지난해에는 국가기관 최초로 공모한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대상 장비로 선정, 

납품돼 시범 운용을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전력화 준비 중이다.

그중에서도 안티드론건(Anti-drone Gun)은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로, 불법드론과 조종기 간의 무선통신전파와 

GPS위치신호 수신을 차단함으로써 불법드론이 추락하거나 제자리비행(정지비행)을 뜻하는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다가 추락하게 

하는 것으로 이동성과 휴대의 편리성을 겸비한 제품이다. 삼정솔루션은 휴대용 안티드론건 외에도 활용도에 따라 차량용, 

드론탑재형, 불법드론이나 테러드론에 대비한 옥외용과 실내용 및 이동용, 원거리에 사용 가능한 

대공용 대출력 안티드론장비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나는 드론 위에 잡는 드론

㈜삼정솔루션, 안티드론건(Anti-drone Gun)

피트니스센터를 애용해온 이들이 홈 트레이닝 제품으로 대리 만족한다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골퍼들은 실내용 골프 시뮬레이터로 실력 연마 및 라운딩의 즐거움을 해소하고 있다.

실내용 골프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기업은 2013년부터 삼성 스마트워치에서 쓰는 거리 안내 

앱 ‘골프나비’를 서비스해온 파이네트웍스(대표 김영훈). 먼저 ‘파이골프’는 실내에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며 자신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는 골프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자이로·나침반·가속도 등 

측정 기능을 갖춘 동작센서가 사용자의 스윙을 정확하게 분석해준다. 실제로 사용하는 

골프클럽이나 스윙연습봉 뒤에 있는 그립 교체를 위한 작은 홀에 파이골프를 눌러서 장착하고 

스윙하면 된다. 센서 무게가 10g도 되지 않아 스윙에 전혀 방해되지 않으며 일부러 빼지 않는 한 

장착된 센서는 스윙해도 빠지지 않는다. 

‘스트로크 게임’을 통해 최대 4명이 원하는 골프장을 선택해 3홀에서 18홀까지 

가상 필드에서 라운딩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니어리스트’ 모드로 가벼운 내기 골프를 

진행하는 등 전 세계 유저들과 온라인 모드와 토너먼트 모드를 즐길 수 있다. 

또 ‘파이골프 WGT 에디션’을 활용하면 꿈의 골프장으로 불리는 페블비치, 

세인트앤드루스 등 23개 이상의 해외 명문 코스를 돌아볼 수 있다. 

센서와 TV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스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 라운드를 공략해 볼 수 있다. 연습장 메뉴에서 스윙하면 헤드스피드, 

스윙패스, 페이스앵글, 스윙템포, 어택앵글 등의 스윙 분석 정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골프 연습부터 가상게임까지

파이네트웍스, 실내 골프 시뮬레이터



INNOBIZ+ VOL.44

4342

NOW INNOBIZ INNO SHOWROOM 이색 아이디어 제품들

㈜웰스케어(대표 이성원)는 2018년에 설립한 헬스케어 H/W 토털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웰스케어는 웰빙, 웰니스, 헬스케어, 셀프케어의 합성어로,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셀프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 강소기업이 장악한 홈케어 헬스케어 디바이스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을 꿈꾸는 웰스케어는 미국의 아마존, 베스트바이, 국내 롯데 하이마트와 네이버 등에 진출해 

현대인의 각종 통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제품인 ‘이아소(IASO)’는 세계 최초 신체부착형 콜드레이저 셀프 테라피 디바이스. 

그리스신화 속 치유의 여신 ‘이아소’에서 가져온 네이밍으로, 제품에 적용된 다파장 콜드레이저 기술은 통증 부위 내 

손상된 조직에 대한 세포재생과 혈관 확장 원리를 이용해 각종 통증 유발 인자들을 빠르게 감소시켜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불편한 부위를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셀프 케어기기로, 병원을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핸드피스(손잡이) 형태로 아픈 부위에 30분 이상을 계속 대고 있어야 하는 디바이스에서 발전, 신체 부위에 

접착 패치나 착용 밴드를 활용해 핸즈프리 타입으로 셀프 레이저 케어가 가능하다. 손목 부위는 시계처럼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그외 아픈 부위들은 특수 패치를 사용해 동전파스처럼 피부에 붙이면 된다.

통증 부위에 착! 스마트한 통증 치료기기

㈜웰스케어, 신체부착형 콜드레이저 셀프 테라피 디바이스

이명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듣는 소리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귀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느끼는 질병인 ‘이명’. 

성인 10명 중 1명은 만성이 되었을 정도로 흔한 이명은 수면 방해,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방치하면 자칫 인지력 장애,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치료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엠아이제이 허진숙 대표는 이명 치료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기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연구에 착수했고,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끈질긴 연구 끝에 이명케어에 최적화된 이명케어 전용 골전도 헤드셋과 이명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음원을 제공하는 이명케어 스마트폰 앱 ‘CAER4EAR’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관자놀이 자극형 골전도 헤드셋이 아닌 유양돌기 자극형 이명케어 전용 골전도 헤드셋을 개발했다.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명케어 전용 골전도 헤드셋은 이명 소리 치료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명증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난청자에게는 엠아이제이에서 개발한 청각 보조기기와 연동되어 보청 기능까지 제공해 

답답했던 소리 듣기로부터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선사해 준다.

아울러 휴대폰과 이명케어 전용 골전도 헤드셋을 연동해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청력검사, 이명검사, 이명케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이명 소리 치료 음원을 제공하며, 안전한 혼합점 방식의 음원으로 일상생활을 병행하며 

시간, 장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명케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치료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챗봇을 통한 이명 상담 및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이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 준다.

㈜엠아이제이, 이명케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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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신규 회원사와의 5문 5답

1＿비나팜은 PLRAM(Programmable 

Linear RAM) 기반의 Computing in 

Memory Chip을 이용한 Edge AI 음성

인식, 이미지인식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비나팜의 Edge AI 음성인식 솔루션은 

인터넷 환경에 독립적인 고립어 기반으

로 저전력, 저비용, 설계 용이성을 제공

해 클라우드 음성인식과 하이브리드 설

계를 지원하며, 특히 센서 네트워크 및 비

상호출시스템에 매우 적합하다. Neural 

network computing 기술을 접목한 자

체 AI chip은 기존 DSP+RAM+Flash 구

조를 통합한 1chip 구조로 응답속도가 

빠르고 저전력 배터리 설계가 가능하다. 

비나팜은 고립어 음성DB를 구축해 애플

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설계 용이성을 제

공하며, 선풍기를 비롯해 정수기, 공기청

정기, 밥솥, 비데와 자동차 음성제어에 적

합하다. 향후 위험지역(공원, 주차장 등)

을 겨냥한 비상호출버튼 개발 및 이미지

인식을 통해 좀 더 정확한 물체 감지 제품

도 제공할 계획이다. 

2＿음성인식기술을 핵심 사업화하는 과

정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인증

받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기술로 시장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가입했다. 

3＿기업의 인지도와 가치가 상승하고 있

으며 기술개발 및 회사 운용에 대한 다양

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4＿자사 제품 개발사업 및 양산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협회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네오드림코리아·주식회사엠케이·

포세일즈랩·엔투에스·㈜폴라텍 대표님, 

이노비즈는 도약의 초석입니다. 같이 그

리고 멀리 갑시다!

NOW INNOBIZ WELCOME

1＿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지능형 모

니터링 솔루션 전문업체이다. 지능형 응

용 시스템 및 데이터 모니터링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다양한 고객사 경험을 바탕

으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사 제품

으로는 맞춤형 보안관제 시스템인 시야

MilkyWay, 개인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인 

시야 History, 지능형 패킷 분석 시스템인 

시야 ALTO 등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공

공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2＿소프트웨어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며 

성장하고 있는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및 기술성 인증이 필요했고, 이노비즈 가

입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두

고자 결심했다. 

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통해 자

사의 신뢰도 향상과 각종 연구과제 수행

을 지원하는 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

고 있다. 

4＿회사 홍보를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더 다양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

한 사업을 통해 기업 간 정보 교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5＿자사의 기술성 인증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다양한 혜택이 존재

한다. 고민할 시간조차 아까우니 빠른 가

입을 추천한다.

대표 최종태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84번길 12

대표 임형준
강원도 원주시 미래로3 스타프라자 404, 405호

㈜시야인사이트㈜비나팜

1＿AI, Machine  Learning 행위 기반 이상징 

후 탐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간편결제, 온

라인게임, 포털서비스기업, 군/연구소 들에 

FDS(Fraud Detection System)나 보안상 문제

가 있는 IP주소 판별, 계정도용 및 부정행위 유

저(작업장, BOT)탐지 시스템을 서비스 중이다. 

핵심 인력들은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유수

의 온라인 게임 기업에서 보안 부서를 총괄했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게임보안, FDS, 

기업 인프라 보안, 웹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풍

부한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의 컨퍼런스에 논문 발표, 도서 출판, 강연을 통

해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2＿암호화폐거래소, 간편결제, 통신, 온라인 게

임, 인터넷 서비스 등 산업별 핵심고객과 제품

의 레퍼런스가 증가하면서 해외시장 확장과 마

케팅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필요한 인증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노비즈 

인증으로 홍보, 자금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지

원을 받아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확

신이 들어 회원사가 되었다. 

3＿기업 및 제품소개서에 기업역량 설명 시 획

득한 인증 부분에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 상승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큰 혜

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은 자사 제품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시장 선점 및 

신규사업 투자, 글로벌시장 진출 등 기업의 성

장과 발전에 큰 시너지가 되고 있다. 

4＿해당 인증으로 에이아이스페라의 기술 경

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우수한 인재 확보 등 고

용 창출 능력과 대내외 기업 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품 홍보와 해외시

장 진출 등 마케팅 역량과 사업확장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이노비즈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갖출 수 

있는 첫 단계인 만큼 ㈜빅트론에게도 추천한다.

1＿군수 분야 전력변환기술의 축적된 경

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

원체계를 연구·양산할 수 있는 전력변환

기(충전기, PFC, AC/DC, DC/DC) 전문

업체다. 군수 분야 전력변환 및 전원절체 

주요 생산품으로 TICN 체계의 통합전원

제어장치(전원절체부, 전력변환장치, 프

로세서부, 충전기 등)를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사단UAV(무인항공기)의 지상체

계 중 전원공급기 부분의 무정전전원공

급장치(UPS)와 중계전환장치를 생산하

며, 방공C2A 체계에 3상 자동전원절체

기를 제작 및 납품하고 있다. 

2＿기업의 경쟁력을 인증받고, 신규 사

업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인도와 제

품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

으며, 당사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확

장하고자 가입했다. 

3＿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 상승

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 및 R&D과제 사업 참여 시 이노비즈 

인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상당한 도움

을 받고 있다. 

4＿회원사 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새

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류의 

장과 동종업종 간의 교류 채널이 있었으

면 좋겠다. 

5＿이노비즈협회 가입은 기업가치 상승 

및 성장의 지름길이다.

대표 강병탁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대표 정길룡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5길 50-21 공단동

㈜에이아이스페라 ㈜에이치에스해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영향력은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드라졌다. 

그 어느 때보다 혁신기술의 가치가 빛나는 요즘, 이노비즈협회를 찾는 회원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스마트팩토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인 2011년 8월에 설립, 지난 10년간 

제조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

급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한 리딩 업체로

서 IoT, Big-DATA, AI(머신러닝, 딥러닝), 

시각화(Visualization) 기술로 제조기업

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및 관련 솔루션

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고, 유연하고, 합

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2＿지난해 A라운드 투자 유치를 계기로, 

스마트팩토리 도메인을 가지고 활동하

는 선두 기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기술력을 검증받아 스마트팜 및 해

외사업 등 향후 사업영역 확대와 시장경

쟁력을 높이고자 회원사가 되었다. 

3＿외부에서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가치

와 공고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큰 혜택

을 기대하고 있다. 

4＿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에도 당사

의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다양한 제반 업무 지원

도 기대한다. 

5＿스타트업에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

정을 받기까지 이노비즈협회는 사업 성

장의 기본이며, 기업에 꼭 필요한 정량적

이고 정성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해준다.

1＿PTFE, PFA, PVDF, ETFE 등 다양한 

불소수지제품을 취급하며, 이를 이용한 

특수 환경에 사용 가능한 라이닝 제품

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러한 FLUORO-

POLYMER LINING SYSTEM 제품은 일

반 화학, 제약, 반도체 산업에 제조설비로 

이용되고 있다. 다년간 축적된 기술과 지

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불소수지

산업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 목표다. 

2＿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영업활동

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타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큰 가산점이 될 수 있어서 가입

을 결정했다. 

3＿정보력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생각

한다. 매번 업데이트되는 기업 혜택 정보

를 받아볼 수 있어서 기존에 진행했던 지

원사업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

었다. 

4＿회사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더불어 기업 마케팅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도 기대한다. 

5＿기술력에 자신 있는 기업이라면 이노

비즈협회 가입을 꼭 추천한다. 

대표 강학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2 4층

대표 원지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67

㈜위온울랄라랩㈜

1＿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IT서비스 회사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

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다중 

API처리 특허기술이 적용된 ‘정보연계

통합플랫폼(csSTAR Platform)’은 다양

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연계통합 솔

루션으로 판매,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AI)기술을 특화해 자연어, 이미지, 음성처

리 기술을 SW 개발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클라우드(SaaA) 기반의 유

자망(UJAMANG.COM)서비스를 개인용

(개인활동관리)과 소규모 조직의 협업용

으로 오픈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2＿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

여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회원사에 지

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가입했

다. 특히 회원사 간 교류를 통한 경영정보 

공유와 각종 세미나, 교육 지원에 대한 기

대감이 컸다. 

3＿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 공유

와 세미나, 교육에 관심이 많아 올 4월에 

실시한 ‘이노비즈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

해 큰 도움을 받았다. 

4＿교류 채널을 다양화해 상호 마케팅 활

동과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회원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도구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5＿사업은 혼자 많이 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협회 회원사가 되어보면 그

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

운 경쟁력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반도체 및 센서의 성능을 높여주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KT-614)이다. 2019 연구

개발 분야 우수벤처기업 수상, 2020 연구산

업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

했다. 2014년 2월 KOLAS 최초 인정을 받은 

이후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테스트와 첨단센

서 저주파노이즈 규격 등 5개 분야 32개 인정

을 받았다. 시험방법과 절차의 준수, 시험 장

비의 정확성 확보, 시험기록의 정확한 유지, 

고객 요구사항 이해 및 준수 등 ‘부적합 작업 

0% 달성’과 ‘고객 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2021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기

업으로 선정되면서 KOLAS 시험성적서 외에

도 가스센서, pH 센서, 센서측정기 제조업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공

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스템 자동화와 효

율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

공과 우수제품 공급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

고 있다. 

2＿한국센서연구소는 수준 높은 연구개발

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

신우일신 하다 보니 기업 신뢰도 제고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이노비즈에 도전, 회원사

가 되었다.

3＿정부 과제에서 가점을 받게 되고, 기업 신

용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 

무엇보다 시스템반도체와 첨단센서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성장할 발판

을 마련했다는 데 고무적이다. 

4＿협회 회원사들이 목표하는 성장을 잘 이

룰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

어졌으면 좋겠다. 

5＿아직 본격적인 협회 활동 전이라 추천은 

이르지만, 사람이 북적이는 식당에는 이유가 

있는 법! 이노비즈협회도 CEO들이 북적이는 

곳이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대표 소순주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A동 2601호

대표 이수민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804호

㈜코어소프트 한국센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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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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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차지인 변성용 www.charzin.com 031-778-8014 과금형 콘센트

(주)휴먼소프트웨어 이규철 www.hsit.co.kr 02-583-0425 비영리, 공공분야 업무용 솔루션

허브디티 주식회사 허필갑 www.hubdt.com 043-268-6114 생산정보시스템 개발

(주)아이앤텍 박동기 www.intechsvc.com 051-418-6045 인터넷 증명발급 센터

주식회사 쿠로엔시스 김종석 www.curonsys.com 070-5121-6825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시스템

주식회사교림소프트 김명희 kyolimsoft.com 02-6954-0901 소프트웨어

(주)오썸피아 민문호 www.awesomepia.kr 02-569-7177 실감형 XR 망원경(BORA보라)

시큐레터주식회사 임차성 www.seculetter.com 031-608-8867 MARS V2 보안소프트웨어

주식회사 포에스텍 이승원 4stec.com 070-4849-4185 Iot Middleware Platform

주식회사스트라드비젼 김준환 www.stradvision.com 054-274-4878 SVNet External

주식회사포럼에이트코리아 김도훈 www.forum8.co.kr 031-426-1884 UC-win/Road

(주)아이쿱 조재형 company.ikoob.com 070-8620-2096 With Doc

주식회사화요일 정수득 hwayoil.kr 055-633-7026 웹사이트 제작 및 디자인

주식회사미래융합정보기술 김원태 www.miraecit.com 070-5096-0088 MIRAE-AI-VISION

국제방수케미칼 엄점동 ecobangsul.com 061-744-4411 에코그린

주식회사클레온(KLLEON) 진승혁 kamelo.io 070-4354-1906 인공지능 영상 생성 솔루션

주식회사 퍼센트 백승철 www.percent.ac 02-6953-4501 현장 활동가를 위한 사회문제 리서치 모바일 앱 개발

(주)크리자인 이주선 cresign.net 063-254-8590 SW

(주)한국에프디엑스네트웍스 박종백 www.fdxnetworks.com 070-4801-0197 Read-it(리딧)

(주)오상테크놀로지 박수경 www.osangtech.co.kr 070-5102-104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주식회사 휴런 신동훈 iheuron.com 032-429-8508 AI 기반 퇴행성 뇌질환 진단 소프트웨어

엠에이치엔씨티 조판희 mhncity.com 070-7553-2372 noonAI(눈아이)

도모주식회사 이선종 domobrodeur.kr 02-6253-4000 커뮤니케이션

(주)코드잇 이윤수 www.codeit.kr 02-6242-0521 비대면 프로그래밍 학습 솔루션 코드잇

(주)더조인 이명호 www.thejoin.co.kr 02-6949-0335 모바일 가상화 솔루션

주식회사 오픈시스넷 최성춘 opensysnet.co.kr 070-8869-1233 SW

한국이네비정보기술주식회사 김대해 kenit.co.kr 051-404-1016 선박운항정보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솔루션

라이트브라더스주식회사 김희수 wrightbrothers.kr 02-797-0521 자전거 및 부품

인코스(주) 황철규 www.boxcon.co.kr 031-263-5770 스마트 IoT공구함

주식회사 알티올 강병진 www.altiall.com 032-719-4364 NetSphere WCS

이든비즈텍(주) 강명호 www.edenbiz.co.kr 02-798-1884 OzERP

(주)셀빅 이상로 www.cellbig.com 02-2051-5770 샌드크래프트

(주)생존수영교육연구소 배종희 survivalswimming.co.kr 054-821-2005 생존수영VR 생명지킴이

(주)이지스 김성호 www.egiskorea.com 053-476-2395 XDWORLD BUILDER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이담 백기종 edam.co.kr 051-331-0684 실물모형

썬웨이주식회사 옥성애 sunwaykr.org 051-1522-1464 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두잇(DO it) 김숙·노진석 www.k-doit.com 042-483-8206 프로젝션광기기, 지진계

지에스산건(주) 문경민 www.gs8800.co.kr 031-498-8800 방염패널

(주)세흥건설 최정주 www.saeheung.com 031-214-5277 토목공사

(주)대해일렉스 김광수 daehae.ktib.co.kr 033-435-6721 건설공사

이에스지산업주식회사 김형수 esg.kr 042-671-1997 아스팔트보강재(ESGRID)

건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브로넥스 오영탁 broanex.com 031-306-0426 Magic MES/ERP

(주)뱅크비 강형구 www.bankbe.net 02-565-8008 OmniDoc

다인스주식회사 권향옥 www.da-ins.co.kr 02-557-2911 통합데이터뷰어시스템

주식회사케이아이에스 강석동 www.ekis.co.kr 055-762-4293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비케이솔루션 최낙춘 070-4242-6360 주차관제

구스텍(주) 고중선 02-2029-6640 원격감시제어장치

(주)이노트리 김병근 www.innotree.com 02-563-9066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주식회사 엠아이솔텍 이계림·최윤정 www.migroup.co.kr 02-3482-2929 구내 방송장치

(주)엠투엠테크 김진기 m2mtech.co.kr 031-5182-9070 엘사(ELSA)

주식회사쿼드마이너 박범중·홍재완 www.quadmiiners.com 02-548-1124 Network Blackbox

주식회사씨에쓰정보기술 박충순 02-6235-5000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용역 프로젝트

클라이어스 임문수 www.clius.co.kr 02-6925-0649 R.E.A.D. SYSTEM

울랄라랩(주) 강학주 www.ulalalab.com 02-873-0010 wicon

(주)헬로핀테크 채영민 www.hellofunding.co.kr 02-3453-0982 헬로펀딩

티지소프트주식회사 이효영 www.tgsoft.co.kr 061-818-0926 ERP와 RPA의 동적 통합 API 표준모델

주식회사에이아이스페라 강병탁 www.aispera.com 02-6419-1087 Criminal IP

주식회사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오 www.ifre.re.kr 02-325-7021 조사연구사업

주식회사글로벌브릿지 홍윤국 globalbridge.co.kr 032-715-8337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유에프엠시스템즈(주) 김교중 ufmsystems.co.kr 070-4705-3520 제어기 및 전원장치

(주)크리에이티브넷 주형진 www.creativeNet.kr 070-4788-7193 보안용카메라

넥서스텍주식회사 김완수 www.nexustech.or.kr 054-462-2581 옥외용 무선통신장비

주식회사 네오스텍 전진오 www.neostack.co.kr 070-4228-1811 RFID 투입구

주식회사가나이엔지 강재선 www.kanaeng.co.kr 02-2671-2686 MBro 무선 송수신기

(주)위트젠 최동윤 hakwon.in 031-699-8146 지문인식시스템 및 학원관리 SW

(주)티엘이 홍영근 www.tleinc.co.kr 070-4107-4922 스마트 가드레일 시스템

주식회사동인시스템 곽동달 www.donginsm.com 070-4354-7288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주)대형네트윅스 송종근 dhncorp.co.kr 055-1552-7985 알림톡

주식회사시나잇정보통신 박귀성 www.sinait.co.kr 02-858-4642 데스크톱 컴퓨터

(주)우보재난시스템 장희석 www.woobosys.com 031-797-4781 자동침수차단시스템

(주)코스모티어 김명동 www.cosmotier.com 02-857-0071 소프트웨어 개발

주식회사지란지교데이터 조원희 www.jirandata.co.kr 042-1600-9185 PCFILTER

(주)아이앤아이소프트 김태현 www.inisoft.tv 070-4667-3367 INISOFT 스트리밍 시스템

정보통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이지다이아텍 김주호 ezdiatech.co.kr 031-385-5455 covid-19 Rapid Test

주식회사지엠플랜트 유동민 www.gunmisu.kr 051-507-7288 인트로덤 펩타이드 옴니 에센스 부스터 SP10

(주)디엑솜 최종락 www.dxome.com 02-363-3336 DxSeq BRCA1/2

애니메디솔루션(주) 김국배 anymedi.com 02-6951-1311 수술가이드

주식회사 무진메디 윤태종 www.moogene.com 031-628-6886 도포용 탈모치료제

대신엔터프라이즈(주) 김규 www.dselaser.com 02-2108-2198 Cotra plus

진메디신주식회사 윤채옥 www.gene-medicine.com 02-468-7250 항암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치료제

주식회사 앱솔로지 조한상 www.absology.co.kr 031-348-8641 ABSOL

(주)서치메디컬 문영필 searchmedi.co.kr 062-714-2699 의료용봉합사

(주)티니코 강지훈 www.tiniko.co.kr 070-7702-8727 추간체고정재(브랜드명: SPINElant™)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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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월드씨엔에스 조성현·김혜진 www.worldcns.co.kr 02-6299-7245 CCTV

쏠라리버주식회사 최무영 www.solariver.com 032-508-2891 태양광발전용 모듈

주식회사고산테크 이성희 www.gosan.kr 041-584-4096 순환형 잉크공급장치(R-kit)

주식회사 이엠아이 이승원 www.emiinc.co.kr 031-378-7301 POWER RACK

주식회사 담스테크 송영배 www.dymstec.com 031-777-8450 Drone Hunter FD

(주)지엘플러스 김완재 www.gl-plus.com 032-624-1291 음식물처리기

(주)에스앤에이 권경수 www.sna-ic.com 031-253-2077 블루레이 PDIC

주식회사 유로텍 정지인 www.eurotec.kr 031-202-0522 UR-TAS(8ch멀티알람세터) 외

(주)온새미로 장순필 www.onsemi-ro.com 043-233-3797 DIFFUSION FURNACE

주식회사 에니트 기송도 enitt.co.kr 062-972-0830 e-DAS

주식회사 원하 장주원 www.wonha.kr 032-574-0108 led 고정형 등기구

에이스전자(주) 주영종 www.ssaks.co.kr 031-305-7224 무선진공청소기

(주)창하이앤지 김창석 070-8871-0624 반도체 자동화설비부품

(주)케이에이피에스 안준원 www.kaps.co.kr 043-237-9993 LCD용 광학필름

주식회사파솔 이상훈 smartfasol.com 054-248-1201 자동제어 장치

탑전자산업(주) 고송균 www.tap.co.kr 031-702-7640 관내부 CCTV 촬영카메라 장비

주식회사루츠 하종우 www.rootsmaterials.com 032-320-2552 광변환층

베스텍전자 주식회사 김상철 beatvision.co.kr 031-942-0494 산업용 LCD 모니터

주식회사 다원엠피 황규옥 031-923-5057 파라핀 욕조

주식회사이제이정보시스템 정광열 www.ejboard.com 02-864-8278 전자칠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해성 정길룡 www.hshaesung.co.kr 054-461-7501 TICN용 전력변환장치(전원절체부, 전력변환장치)

주식회사아르고스다인 정승호 www.argosdyne.com 070-5102-1389 론도 모빌리티 시스템

(주)멕트론 김준하 www.mectron.co.kr 031-531-6789 전자부품

주식회사이노베이스 전형근 www.innobase1.com 070-5056-5175 tegg Js, tegg Jp, tegg H

주식회사 마르스 장우교 www.marsdream.net 031-8055-8655 자동차용 모터 및 Actuator

아이테크코리아(주) 김부식 032-575-4540 엘리베이터용 PCB ASSY

한창기술(주) 남궁성원 www.ihct.co.kr 031-431-8762 레이더 구성 부품

주식회사 유아이시스 정정근 www.uisys.co.kr 041-582-0383 실시간 프로파일러

(주)한보시스텍 김종식 www.hbpr.co.kr 031-457-1137 멤브레인 스위치용 방수인쇄회로기판 제조기술

(주)지텔글로벌 홍정흠 www.jitelglobal.com 031-608-8197 T2C

주식회사 플라이업 박병규 www.fly-up.co.kr 031-500-4310 POGO PIN

레이저발코리아(주) 권형중 www.laservall.co.kr 070-7542-4400 Laser Marking System

비클시스템 주식회사 최경수 www.vehiclesystem.co.kr 041-589-6800 알에프절연케이블

(주)동영산업 서훈 041-753-3688 2차전지 양극판

(주)페어테크 홍성용 www.fairtech.co.kr 031-448-1333 고온 실리콘 전선

모든전기 장영호 051-327-1549 전기자동화장치

(주)삼성라디칼 이길우 www.samsungrtc.com 02-464-6667 싱크트론(라디칼생성기시스템)

(주)비콘웨이브 상진화 www.v-con.co.kr 02-866-7417 SMPS

(주)에스엠전자 정준호 the3win.co.kr 063-905-8626 배전반 및 접속반

한국센서연구소주식회사 이수민 www.ksensor.co.kr 042-936-5361 센서 감도 진단장비(GOODSEN)

(주)디씨아이테크 윤기복 043-267-3121 자동제어시스템

(주)로봇앤모어 전상원 www.robotnmore.com 070-8670-5480 로봇젤리비

삼안테크 주식회사 최동현 www.samahntech.co.kr 070-4908-6711 풍속계, 진공게이지, 양방향 밸브셔터

(주)제이앤엠디스플레이 조현 www.jnmdisplay.com 02-2647-1676 고휘도 LCD PANEL & monitor

(주)승화일렉트론 이광훈·남기량 www.seunghwa.com 043-216-4041 AFGF ADVANCED CT

(주)에너시스 송규호 ener-sys.co.kr 031-377-2064 전력 차단기 자동시험 장비

주식회사스마트터치 이인철 www.smart-touch.co.kr 031-737-2323 터치 전자칠판

(주)창성제어 강식근 cscontrol.kr 031-9570-1000 엘리베이터용 제어반

주식회사 대흥 어대용·어풍(각자대표) 031-323-2131 코일 스프링

(주)에이스싸이버텍 고식환 www.acecyber.co.kr 032-815-4061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카오디오 외 전자통신기기

전기전자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농업회사법인마음이가주식회사 박현철 maumiga.co.kr 031-8017-7869 바나나떡

주식회사어니스트초이스 배수형 www.igogi.co.kr 02-514-3396 한우 세절육

(주)매일봄 최용기 maeilbom.com 033-253-5699 치즈옹심이 치즈콕

(주)피쉐프코리아 박기태 www.ppangjangsu.com 053-256-0102 빵류 소스(허니소스)

주식회사N-choice 박승인 www.n-choice.net 033-343-1002 15곡이 들어간 건강참마밀

(주)마나에프앤비 한재근 locacoffee.co.kr 02-6348-1400 로카에스프레소

(주)조하 황종운 smartstore.naver.com/nutsbrother 031-901-6900 볶음(구운) 아몬드

영농조합법인산골농장 장선민 www.sangolfarm.co.kr 033-344-4880 배도라지청

한국순대역삼점 송민서 koreasoondae.co.kr 031-628-9633 음식(순대 등)

주식회사찬들푸드 정재영 032-673-1215 소림직화통닭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일농 고운정 onefarm11.cafe24.com 054-331-7057 머루포도즙

성이바이오주식회사 전통규 www.sungyi.co.kr 033-743-7100 건강기능식품

삼진식품(주) 심재인 삼진식품.com 043-536-6699 곤약

주식회사우리에프엔비 이대열 041-944-2227 발효유

(주)태산알엔디 김태선 shop1.cmfood88.cafe24.com 070-4220-5670 파래돌김자반

농업회사법인가바라이스주식회사 유종민 053-253-7974 가바쌀 누룽지

(주)세천팜 김정호 www.sechunfarm.co.kr 031-202-5541 단무지

식품

화학

섬유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지훈산업 석광식 032-238-8277 핸드폰보호 케이스 도장

주식회사 포미스 장성환 061-395-9543 전자부품 외

(주)내츄럴코리아 박홍순 www.natural-korea.com 031-953-2841 비타민 시리즈

(주)에이켐 김연흥 031-493-9400 PCB 및 반도체공정 현상, 에칭, 박리, 표면처리제

(주)엘림글로벌 이준석 www.elim-global.com 031-604-0777 이화학 분석장비

제이엔에프주식회사 양정열 www.jnfgroup.co.kr 041-856-2851 질산(HNO3)

(주)디자인코지 김태경 designcozy.co.kr 031-335-8570 유아 및 애견 롤매트

(주)뷰티여우 이제근 www.뷰티여우.com 051-525-2004 뷰티여우 아토클리닉 화장품

(주)아우라코스메틱스 송금섭 auracosmetics.co.kr 031-281-3332 모바타

주식회사 제이텍 전재영 www.jtechmat.com 041-664-5783 점착성매트

삼성콘트롤(주) 고광선 031-357-8378 플라스틱 압출 튜브

고든세라믹 박승규 ceramic.modoo.at 032-565-1007 고든원목코팅제

주식회사은서테크 안상근 031-8059-6017 화장품, 의료기 금형사출

이에이바이오스(주) 김종기 www.eabios.com 051-463-0231 차선도색

한국자재산업(주) 김홍일 033-373-8778 산업용 에어졸

주식회사동양케미칼 이선영 02-761-7688 인산칼슘

주식회사 엠팩테크 민성기 031-681-8509 Black Coated PET film 외

(주)반석퓨리텍 이용석 062-956-9500 발포성형제품 및 기타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삼영 장일규 041-546-4627 자동차내장재(천연섬유제조)

(주)전우 김기훈 jeonwoo.kr 02-3426-3300 운동복, 전투복, 우의, 방한복 등

한보섬유 박용성 www.hanbotextile.com 031-743-4336 홀가먼트니트

주식회사동성실업 여현숙 031-433-2545 심리스보정속옷, 레깅스, 스포츠용품 외

대경기업 홍인옥 070-4405-5153 공구가방

(주)성광테크 정형심 www.skltd.kr 051-529-0012 산업용 방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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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커넥토 박동민 064-732-2733 전기차 배터리 충전서비스

주식회사팜캐드 우상욱 www.pharmcadd.com 02-564-5688 파뮬레이터

윙스(주) 배상덕 www.wingsmall.co.kr 070-7731-0997 여성의류

주식회사엠피알 문상진 mprkorea.com 070-4465-9920 광고대행

동해대형현대서비스(주) 윤성용 033-522-3058 자동차재제조부품조업

주식회사에코디자인센터 배규한·이정아 ecodesign.kr 051-625-9125 3D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주)동화인포텍 윤종열 www.dhinfotec.co.kr 070-4757-5586 제조기업 생산관리 ERP

(주)위더스애드 노대현 www.withusad.co.kr 02-865-9361 테스트

(주)성우서비스 김미영 www.gkinda.com 02-3273-7030 입주 건물관리 시스템

(주)인더스트리미디어 임준철·민승재 www.ubob.com 02-2183-3614 온라인콘텐츠(이러닝), 스마트러닝 콘텐츠 제작

주식회사로비드 김경순 www.lawbid.co.kr 02-568-4568 법률전문가 입찰 서비스 플랫폼

진코퍼레이션 김진석 외 1명 031-705-4832

(주)유티파트너스 백석교 www.utpartners.co.kr 031-714-1221 부동산 컨설팅

주식회사스페이스엘비스 이승호 www.elviss.co.kr 070-8822-6000 컴퓨터그래픽

서비스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대일선재(주) 임현태 031-637-0049 플랫코일

(주)다윈프릭션 조정환 www.dawinf.co.kr 032-821-4621 Brake Disk

주식회사 폴리하이텍 김용덕 polyhitech.com 032-581-0640 QDM 관련 제품

주식회사 태형솔루션 김규만 062-954-3920 정밀금형

비전네이처(주) 권오선 vision-nature.co.kr 031-996-8700 감압 밸브및 퍼싯

(주)에프씨코리아 양성천 fckoreains.com 032-876-7339 유량계

(주)유일에프엠에스 윤동희 www.yooilfms.com 070-4353-2982 물류자동화

강원건드릴 윤기중 강원건드릴.kr 051-831-9591 금형 건드릴 가공

에이텍엘써모(주) 전성현 www.atechthermo.com 031-675-1230 차량냉동장비

(주)피앤피코리아 최영선 pnptech.co.kr 031-692-77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리셋컴퍼니(주) 정성대 www.resetsnow.com 031-892-0014 태양광 무인청소로봇

보국강업 박진수 scteam@ci2012.com 041-362-1915 유탄저장용기, 조향장치부품 등

주식회사 대성아이엔디 박덕치 forship.godohosting.com 051-418-3505 선박 의장품

(주)태광프랜트 고장길 www.taekwangplant.co.kr 031-482-9680 산업기계자동화 설비

(주)아남자동기 조준호 www.anamauto.co.kr 032-562-7101 자동포장기계

(주)영광아이엔티 홍창희 031-353-5476 안면 마스크의 원단 컷팅 로울러

주식회사카츠코리아 이성길 www.karz.co.kr 051-972-4090 쇽업소버

범아산업 박종범 www.bum-a.co.kr 054-335-5911 오토바이 범퍼셋

주식회사 유니버셜리프트앤히타치코리아 유수비 universallift.co.kr 043-838-4535 물류이동장비 특수주문제작 전문

(주)제이에스씨 박용춘 www.koreahammer.com 043-881-5417 유압브레이커

(주)오토코아 김명규 www.autocore.co.kr 070-7780-5388 STATOR

주식회사 뉴런모터스 조미영 www.newrunmotors.com 062-962-0061 카고트럭용 자동사다리

주식회사한성기업 한성호 www.hansunggiup.com 031-969-4980 지붕 및 외장재

지앤에스코리아 정재경 gnskorea.co.kr 055-313-1687 가스스프링

주식회사엠디산업 유외형 mdindustry.co.kr 054-933-0009 The Few Panel

쓰리피로봇(주) 한재경 www.3probot.co.kr 053-292-0010 프레스 소재이송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엘엠엘리베이터(주) 김대성 www.lmelevator.com 031-996-7428 엘리베이터

정윤정밀 하명순 053-355-3659 표면처리용 지그

주식회사케이텍글로벌 채경환 www.flangepia.com 051-321-1419 플랜지

(주)라온티엠디 조길영 031-8077-2500 진공 역압 방지용 진공밸브

유니온툴텍(주) 홍순권 www.uniontooltech.com 032-330-7690 호환성공구

(주)세일시스 심영섭 seilsys.com 031-764-3631 타워형 알루미늄 안전작업대

(주)위온 원지연 www.weeon.co.kr 033-743-0203 반도체, 화학장치

정민테크 강성보 032-875-6655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삼인엠티에스 김상현 055-311-2140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설비/철도차량 제작 및 도장

정도테크주식회사 문홍순 jungdotech.co.kr 062-951-3576 공작기계용 COVER

기계금속

환경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식회사 지오필테크 이민수 www.zeofiltech.co.kr 042-931-2931 완전밀폐형 자체순환형 시약장

주식회사에코노바 이선호 www.econova.co.kr 054-971-1539 복합세정스크러버

(주)동양환경 모종면 042-933-0450 폐기물 처리 및 스팀생산

씨엠스코주식회사 이광원 041-356-6200 녹조제거(회수)장치

주앤보 주식회사 홍경표 www.juandbo.com 031-311-9008 막구조물 제작

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주생산품

(주)조이포라이프 하기호 www.joeyforlife.com 031-319-0613 슬림형 샤워헤드

동남수출포장주식회사 박시연 www.dongnambox.com 041-581-8433 골판지 상자

젠틀에너지주식회사 김진구·송찰스기석 www.gentleenergycorp.com 070-4193-2882 자가발전 스마트센서

루시 박경란 lucykid.com 02-325-0038 유아교구 및 교재

(주)유로 조휴천 www.eurohc.com 032-255-5566 욕실용품

주식회사엘케이벤쳐스 이호익 lkventures.co.kr 02-1833-7970 즉석사진 인화 키오스크

봄소와 주식회사 유다경 www.bomsowa.com 031-797-4504 가구

(주)엘트라글로벌 맹찬호 www.ltraglobal.com 031-750-0321 피부 치료용 Nd:YAG 레이저 장치

주식회사현대판지 김하원 www.kpackage.net 031-529-8137 골판지 상자

(주)대지수출포장 박영숙 daejibox.com 033-731-5914 골판지 상자

히트산업(주) 노경일 www.e-hitt.com 054-433-2655 wet task, 친환경 위생용품

(주)파인메딕스 전성우 www.finemedix.com 053-741-8388 Clearcut Knife

(주)비에스시시 김재하 www.bsccinc.com 054-285-9513 크레인 캡쿨러

(주)인터파크비즈마켓 허탁 www.biz-market.co.kr 02-6354-9133 B2B쇼핑몰 상품 외

주식회사 소연메디칼 박만식 033-743-7302 인공호흡기용 호흡관장치

(주)금강시스템하우징 김봉진 02-6014-3669 시스템창호

한솔판지주식회사 김세원 www.kpackage.net 031-544-5226 골판지 상자

에스케이인더스트리 김동현 055-364-7981 ROOF

(주)에이스코리아 이창환 www.acekorea.kr 032-321-9009 여행용 캐리어 및 가방 외

유한회사 엠지테크 왕상원 062-710-9630 전자제품

주식회사더파운더즈 이창주 thefounders.kr 02-2135-6687 화장품

주식회사인사랑컨설팅 서은경 www.inconsulting.net 02-511-0602 병원 컨설팅 & 마케팅

(주)캐럿글로벌 노상충 carrotglobal.com 02-518-5468 교육서비스업

(주)아이.비.인터내셔날 김홍문 www.ibinter.co.kr 051-900-1701 아이비장화

주식회사 지원파트너스 이성균 www.g1p.co.kr 02-2038-4876 플라즈마 기반 IoT 뷰티 디바이스 플리닉

이레테크 우시혁 www.ireatech.com 042-627-9609 가압오븐

(주)와이제이스틸 김진욱 031-882-6075 철근

(주)크리에이츠 석재호 www.mycreatz.com 031-202-5010 스크린골프용 초고속카메라 센서

농업회사법인다음산업(주) 김종주 055-883-0406 곤충

주식회사 남양이노텍 임문택 www.nyinno.com 061-393-0321 COMP GROMMET

주식회사스토리헨지 김병록 www.alostyle.com 02-6952-0595 안경

(주)세미텍 장영기 www.semitech.com 055-343-9797 스프링

(주)시큐원 이후영 www.secure1.co.kr 031-426-1112 스마트순찰 앱시스템

(주)본텍 김갑환 www.bontech21.com 031-423-3403 아스팔트계열제품

파이네트웍스 김영훈 www.phigolf.com 070-7019-9018 파이골프 WGT 에디션

주식회사 흥국산업 이기윤 www.hkone.co.kr 02-427-2848 레미콘

(주)지원스포츠 박명숙 02-3443-187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

상원모델주식회사 엄기환 031-358-6628 자동차 검사구

(주)에어피엔씨 송재도 www.airpnc.com 031-989-0374 에어셀

진산아스콘(주) 정현수  www.jsascon.com 055-672-8463 아스콘

(주)비젼디에스엠 강희규 062-952-2722 자동차부품

(주)신라주얼리 정윤희 silla-avenue.com 063-833-3310 루티스 귀걸이

비아이랜드(주) 장석원·홍호경 www.biland.kr 043-642-0103 친환경 인조잔디

주식회사 리우 김대견 www.riupack.co.kr 062-710-6677 포장재

터보윈 주식회사 김민수 www.turbowin.com 043-214-0799 터보블로워(산업용 송풍기)

(주)청년스토리 정상휘 대박나는간판-청년간판.com 02-1644-3599 옥내외 광고물 및 간판

기타



53

NEWS

두 번의 계절이 바통터치를 하는 사이 이노비즈협회의 상반기 일정도 마무리되었다. 

여전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 이노비즈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협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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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의 기술혁신,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이노비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진행

기술혁신을 통한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은 각 기

업의 노력에,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졌을 때 

좀 더 분명한 시너지를 내게 된다. 지난 5월 6일

(목) 이노비즈협회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각별한 의

미를 갖는 이유다.

이노비즈 성과 격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이노

비즈기업의 기술혁신 의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뒷

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이노비즈기업의 사기

를 진작시켰을 이 약속은 지난 5월 6일 이노비즈

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이

노비즈기업의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에서 이루어졌

다. 이날 간담회는 권 장관이 직접 이노비즈협회를 

방문,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기

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조희수 기술정

책과장, 윤도혁 기술정책과 사무관 등 정부측 4명

에, 이노비즈를 대표해 협회 임병훈 회장과 박문석 

㈜데코페이브 대표, 강선영 ㈜쉬엔비 대표, 천기화 

㈜한동알앤씨 대표, 이기현 ㈜미경테크 대표, 김정

혁 ㈜사이버테크프렌드 대표, 안복희 ㈜네오피에

스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 관계자로 김종

길 상근부회장, 홍창우 전무, 김세종 정책연구원장, 

이원호 회원지원단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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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약속

본격적인 간담회는 이노비즈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이

어 진행되었다. 먼저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는 미국 바이

든 정부 출범 이후 한층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 기조 아래 중

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R&D 지원사업 및 신규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쉬엔비 강선

영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가치가 높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부상했지만, 중소기업

의 현실상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덧붙여 ㈜한동알앤씨 천기화 대표는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

업의 인력난 또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경

테크 이기현 대표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교류, 플

랫폼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

형 해외 진출 지원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이

버테크프렌드 김정혁 대표는 현재 국내 기업에 한정된 스마

트팩토리 지원사업을 해외 진출 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

네오피에스 안복희 대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

한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각 분야 이노비즈기업 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경청한 권 장관

은 “이노비즈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향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중소기업은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노비즈기업이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성장

해 창업벤처기업에 좋은 롤 모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기부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

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노비즈협회(회장 임병훈)는 7월 7일(수) 기술보증기금 부

산 본점에서 ‘이노비즈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협회와 기보 간 유기적

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활

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협회와 기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이노비즈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ESG 경영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및 우수기업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등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

리에서 임병훈 회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

업이 현재 국내 총 GDP의 약 18%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의 허리층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기업이 ESG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ESG 경영 안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사회적 가

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2021년 상반기 신규 이노

비즈 발굴 기보 우수지점(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다. 협

회와 기보는 2016년 9월 협회-기보 간 수수료 비율 조정 이

후 상호 유대관계 강화 차원에서 기보 지점별 포상을 추진해

왔다. 8회째인 올해는 기보 현장 평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

고자 포상 규모를 확대했다.

이노비즈협회, 

‘ESG 경영’ 관련 기술보증기금과 MOU 체결



57

NEWS INNO NEWS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

협회는 지난 4월 21일(수)과 5월 27일(목) 두 번에 걸쳐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경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이노비즈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4월 교육 주제는

‘특허자본화 및 기업 세무조사 추이’로 현대회계법인 배지훈 회계사가 특허권 자본

화를 위한 가지급금 상환, 세무조사 추이, 가업승계 정책 및 사전준비 등을 전달했

다. 5월 교육 주제는 ‘지식재산 활용 및 관리전략’으로 카이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안정환 변리사가 진행했으며, 지식재산권의 이해 및 활용방안, 지식재산 관리를 위

한 상식 및 기업의 전략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1

이노비즈 인증 교육

협회는 예비 이노비즈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 관련 신청부터 취득

까지 전 과정 학습을 위한 이노비즈 인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이노비즈 인증개요 및 신청 절차, 평가항목별 요구사항, 준비서류 등으로 진행된

다. 이노비즈 인증 교육은 수도권 및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며, 4월 21일(판교), 

4월 22일(전북), 4월 29일(강원, 판교), 5월 25일(판교), 5월 26일(서울), 5월 27일

(부산) 등 올 한 해 동안 연 20회 개최 예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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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확산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지난 4월 22일(목)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SK E&S와 함께 ‘ESG 확산을 위한 수

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주제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ESG를 실천하는 첫 번째 상생

협력 사례로서, 앞으로 각 혁신기업 발굴 육성,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다양한 협력 

활동 추진,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 해결을 통한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등

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병훈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탄소중립·수소경

제 확산 정책 실행의 중심이자 동시에 핵심 지원 대상”이라면서,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확산과 AI 기반 지능형 기업 육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

화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ESG 경영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 진행

협회는 지난 4월 23일(금) 임원 및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 엘타워

에서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와 이노비

즈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협업에 길이 있

다’라는 주제로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초청특강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

날은 3명의 신규 자문위원 위촉과 더불어 11명의 신규 임원, 5명의 직위 변경(이사 

→ 부회장)이 이루어졌으며, 협회와 함께 향후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4

지난봄부터 여름까지 회원사를 위한 협회의 부지런한 행보를 담았습니다.

기술정보진흥원장, 협회 방문

지난 4월 28일(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재홍 원장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협

회를 방문, 협회 임병훈 회장과 함께 양 기관의 발전 및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을 위

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협회는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①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확대 ②스마트공장 ‘고도화 특화’ 운영 

③중소기업 내 장인 기술인력의 디지털 인력 전환 지원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앞

으로도 양 기관은 정례회의 및 기업 간담회, 실무자 회의 등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이노비즈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술혁신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5

비대면 해외 기술교류 상담회 진행

협회는 현지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비대

면 해외 기술교류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년부터 성장이 유망한 신흥국

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 현지 기업과의 상담회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

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3

월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터키, 러시아, 우즈벡 등의 현지 기업과 함께 

기술라이센싱(기술 수출), 소재부품장비 수출, 합작법인 설립 등을 매개로 다양한 

협력사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노비즈제도 20주년을 맞이하여 우

수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 중심 해외 진출 지

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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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참석

협회 임병훈 회장은 5월 3일(월) 주성엔지니어링 R&D센터(경기 용인 소재)에서 

열린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일

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소재·

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대·중소기업 분업적 협력 모델 발굴 및 

매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및 위원장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비롯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과 상

생 모델 참여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7

제2벤처붐 챌린지 동참

협회 임병훈 회장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열기를 확산

하고, 경제 재도약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 ‘제2벤처붐 챌린지’에 

참여했다. 임병훈 회장은 유니콘 기업 세계 6위, 사상 최대 벤처투자 실적 등 혁신 

기반 창업 확산을 넘어, 벤처·스타트업이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다음 참여

자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송창석 회장을 추천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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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방문, 이노비즈기업 발전 방향 논의

지난 5월 4일(화) 협회 임병훈 회장은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이노비즈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협회는 경북 테

크노파크 관계자와 함께 업무협의를 진행,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가치사슬별 

수평적 협업을 통한 공동생산체계 구축과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

즈 모델 창출을 위한 ‘이노비즈 가치사슬 클러스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9

파이낸셜뉴스 강소기업 포럼 강연

지난 5월 20일(목) 협회 임병훈 회장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파이낸

셜뉴스 강소기업 포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제조 유니콘 육성 전략’이라

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병훈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혁신경

제의 중추적 기능을 해 왔다”면서, “AI 기반 지능형 기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이 단

순히 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10

삼일회계법인과 MOU 진행

지난 5월 24일(월) 협회는 삼일회계법인과 전문적인 투자처와 매칭 등을 필요로 

하는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과 경영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 대상 ▲투자 매

칭/유치, 금융지원 등 자문 ▲ 전문 컨설팅과 교육 통합 제공 프로그램 개설 ▲기업 

애로 해결 사후관리 방문 지원 컨설팅 등을 담고 있다. 임병훈 회장은 “이노비즈기

업 및 회원사들이 뭉쳐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만들고,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혁신생

태계를 뒷받침하려면 금융이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면서, “본 협약을 통해 이

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기술혁신 역량과 경영성과가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

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1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고 챌린지 동참

협회 임병훈 회장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가지와 할 수 있는 행동 1가지를 약속하는 릴레이 캠페인으

로, 올해 1월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협회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ESG 

경영 앞장서고!’라는 표어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편, 협회는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이재홍 원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벤처기업협회 강삼

권 회장을 추천했다.

12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1차) 교육생-구인기업 매칭데이 진행

협회는 5월 13일(목) 2021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2차)-데

이터 분석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 교육생과 구인기업 간 매칭데이를 

진행했다. 행사는 HJ비즈니스센터(강남)에서 진행되었으며, 20여 명의 교육생과 

총 15개의 구인기업 대표,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행사 진행 시간 동안 총 60

회의 면접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개별 면접실을 사

용해 진행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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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협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

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본 릴레이 챌린지는 도로 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

화 정착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어

린이보호구역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공통된 표어를 지속 

전달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바이오세라 전형탁 대표의 추천을 받아 홍창우 전무

가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메인비즈협회 오철우 전무와 씨앤에스링크 안상대 대

표를 추천했다.

13

P4G 스타트업 챌린지 참석

지난 5월 31일(월) 협회 임병훈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P4G 스타트업 챌린지’에 참석했다. ‘P4G 스타트업 챌린지’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

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동참을 유인하기 위한 기념행사로서, 기후위기 해

결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각국 스타트업이 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글로벌 투자 상담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임병훈 회

장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로의 촉진

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새로

운 파트너십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14

김용래 특허청장, 협회 방문

지난 6월 1일(화)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협회를 방문, 임병훈 회장과 함께 특허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용래 청장은 

‘증거수집제도’를 설명하면서, 특허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리스크 감소, 기

술 베끼기 관행의 근본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병훈 회장은 “제

도 도입을 통해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나, 모색적 소송 제기에 활용되는 

등 악용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비밀유출에 대한 제제 실효성 확보와 

업종별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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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1차) 교육 수료식 진행

지난 5월 14일(금) 협회는 2021년 서울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1

차)-데이터 분석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 교육생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

다. 총 21명의 교육생 중 1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행사는 수료증 수여, 교육

생 소감 발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7

혁신의 현장, 이노비즈 회장단 모임 진행

지난 6월 15일(화) 이노비즈 회장단은 스마트폰 커넥터 강자, 새로운 분야 도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주)미경테크’를 찾아 성장의 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미경테크는 스마트폰, 자동차, 공기청정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강

소기업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스마트폰 커넥터 부품을 혁신하고, 빌트인 공

기청정기 및 후측방 경보등 등 자동차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 개척에 앞장

서고 있다. 이번 이노비즈 회장단 모임은 이러한 혁신 선도 기업을 방문하여 그간

의 노력을 격려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21년 한-러 혁신플랫폼 온라인 비즈니스 컨퍼런스

협회는 지난 6월 1일(화)부터 4일간 ‘2021년 한-러 혁신플랫폼 온라인 비즈니스 

컨퍼런스(상담회)’를 개최했다. 한-러 혁신플랫폼 사업은 2019년부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활용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국내 혁신·창업기업을 지원

해 러시아 등 신북방 진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협회는 올해 한-러 혁신

플랫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러시아의 국영·

대기업으로부터 50여 개의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비즈니

스 컨퍼런스(상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최

종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해외 진출 지원금 2,500만 원, 현지 심층 비즈니스 상담

회, 소프트랜딩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포럼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

데이터 분석 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 교육 개강

지난 6월 7일(월) 협회는 데이터 분석 기반 SNS 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 교육을 

개강했다. 서울시 2차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과정의 교육생들은 6월 7일(수)~8월 6일(금)까지 약 2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

육생과 채용 매칭될 기업의 추가 모집은 6월 중순부터 진행되었으며, 채용연계는 

오는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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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성장을 위한 이노비즈협회 하반기 주요일정

연기와 취소가 반복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노비즈협회 일정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모쪼록 회원사가 기다리는 일정이기를 바라며 협회의 하반기 주요일정을 안내한다.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27일(수) 제1차 정기이사회

18일(목)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정기총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

24일(수)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23일(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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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수)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4/1일(목)까지)

6일(화)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

23일(금)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워크숍

28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일(목)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30일(금)까지)

24일(월) 한-캄보디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5일(화)까지)

26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7일(목)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28일(금)까지)

1일(화)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세미나(~4일(금)까지)

23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9일(화) KR Tech Connect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6일(화)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2021년 모스크바 주정부 협력 온라인 상담회

7일(수) 한-러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8일(목)까지)

12일(월)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3일(화)까지)

14일(수) 캄보디아 패킹기술 전수 비대면 연수(~23일(금)까지)

16일(금) 2021년 한-러 혁신플랫폼 러시아 매칭 데이

21일(수) 제3차 정기이사회

5일(목) 한-필리핀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6일(금)까지)

16일(월) 러시아 현지 기술 워크숍(~20일(금)까지)

30일(월) 러시아 현지 전문가 국내 초청 액셀러레이팅(~9/10일(금)까지)

31일(화) 콜롬비아 신정부 고위공무원 대상 한국 개발경험 

지식공유 비대면 연수(~9/9일(목)까지)

7일(화) 모로코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비대면 연수(~9/16일(목)까지)

8일(수) 한-터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9일(목)까지)

15일(수) 한-아르메니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6일(목)까지)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17일(금)까지)

29일(수) 한-벨라루스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30일(목)까지)

이노비즈 모닝포럼

11일(월) 러시아 현지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개최(~22일(금)까지)

13일(수) 한-우즈베키스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4일(목)까지)

22일(금) 제4차 정기이사회

26일(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1)(~28일(목)까지)

27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3일(수) 한-인도네시아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4일(목)까지)

10일(수) 한-베트남 비대면 기술교류 상담회(~11일(목)까지)

17일(수)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송년회

22일(월) 한-독일 비대면 기술교류 워크숍(~26일(금)까지)

24일(수) 이노비즈 모닝포럼

25일(목)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송년회

9일(목) 이노비즈데이

NEWS INNO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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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비컴 대표

신승훈

정종택

With
MAN POWER

코로나19로 제동이 걸렸던 기업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

하면서 이노비즈협회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졌다. 더 든든하고 

힘 있는 협회의 동력이 되어줄 부회장, 이사 등 신규 임원들과 크고 

작은 자문역할을 해줄 자문위원들을 소개한다.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과 협업의 문화

입니다. ㈜인에이지는 1999년 설립 이래로 기업의 의사결정 및 소통과 협업

을 위한 그룹웨어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산 소

프트웨어로는 구현이 되지 않는 고유의 정서와 기업문화가 있습니다. ‘더 지웨

어(The GWARE)’는 우리나라 기업에 최적화되면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지향

합니다. 현재 1,300여 기업과 기관에서 매일 The GWARE를 통해 메일을 주

고받고, 전자결재를 하며 업무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도록 끊임

없는 개발과 지원을 통한 신뢰도 높은 제품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혁신만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적응하기

조차 어려운 빠르고 복잡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의 명성처럼 지

속적이고 발전적인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 선도기업 

㈜카네비컴은 2001년 설립 이래 꾸준한 연구개발과 

오랜 기술 축적으로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에 성

공했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 확장을 통해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 센서, 통신

을 담당하는 V2X OBU 그리고 판단 및 제어를 처리하

는 DCU 개발 고도화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

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효율 광학계, 고속 레이저 드라

이버, BLDC 모터, 저잡음 수광부, 신호처리부 등의 주

요 핵심 단위 부품별 국산화로 수입에 의존하던 라이

다 센서의 국내시장 진입을 통해 수입 대체를 가능케 

했습니다. 아울러 협회 부회장으로 위촉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감과 같이 협회와 회원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에이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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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에 부산울산지

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회원

사와 함께 나아가는 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개 

지회 중 가장 늦게 출발한 부산울산지회이지만, 더욱 발전시

켜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아울

러 극동산업은 1987년 설립 이래 유체기계 분야, 펌프의 마중

물 공급장치, 선박 및 플랜트의 발전용 엔진 기능 부품 등을 설

계 및 제작하고 있으며 품질과 성능이 경쟁력이라는 경영철학

으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혁신적인 기업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이노비즈기업이 부산과 

울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함께 힘차게 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식품㈜ 대표장현주

태웅식품㈜은 자연주의 건강 철학으로 ‘자연에 가깝게 더 가깝게’

란 슬로건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원료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해오고 있는 전통 있는 

건강식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전통과 트렌디함을 겸비한 기업

의 특색에 맞게 전통의 기술력을 앞세운 건강식품 분야와 고품질

의 커피 제품 분야로 사업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군 모두 

원료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제품 배합 및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양산하고 꾸준한 제품의 보완 및 개선 

작업을 이어가며 국내외시장에서 보다 큰 존재감을 가지는 종합

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주어

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협회와 회원사의 조화로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산업 대표(부산울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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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웍스는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회사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벤처의 정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능형 관제와 가상현실 

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100여개 이상의 국방/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

한 지식과 노하우의 축적, 국제 표준을 따르는 체계적 개발 프로세스 정착, 지속적 

R&D를 통한 거듭된 기술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

니다. 이노비즈협회의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벤처기업의 뿌리를 함께해온 기업인

으로서 산업 관계자, 기업, 정부의 힘을 모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한

민국의 기술벤처기업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진출하는 데 조금이나

마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비웍스 대표원준희

위재성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우리 이노비즈협회가 20년째를 맞이해 

역사와 전통이 갖춰진 협회로 발전한 한 해였습니다. 협회장님 

이하 임원 및 협회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비즈협회의 20주년을 축하하며, 부족

하지만 협회 부회장에 맞는 자세와 정신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광발전소, 전기차충전사업, 풍력 및 

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요즘같이 기후 위기에 대

한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시기에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협회 발전과 더불어 국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서도 일조해 좀 더 밝은 미래, 좀 더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솔라위즈 대표

송미희 ㈜현대메디텍 대표

NEWS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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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많이 늘었습니

다.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메디텍은 안티에이징(리프팅실, 필러, 화장품) 등의 의료

기기와 진단에 필요한 제품(스왑, 배지)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한 장수가 

아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가진 여성을 위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현대메디텍 대표로서 기업을 탄탄하게 이끌어

가는 한편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으로서 회원사 간의 협업과 상생을 목표로 열정

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코페이브는 굴뚝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보도블록 

제조업체이며 현재 4차 산업혁명 환경에 걸맞은 스마트팩토리를 구

축한 상태입니다. 2020년 6월 준공된 제3공장은 골재부터 포장까지 

100% 자동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

해 보도블록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한 R&D 개발과 혁신에 전

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경제위기에도 불구

하고 ㈜데코페이브는 스마트팩토리를 토대로 친환경 신소재 블록인 

‘공기정화블록’에 이어 투수성 차열블록, 자가세정블록 등 각종 블록

제품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시장의 No.1이 되

기 위해 ㈜데코페이브는 지속적인 R&D 개발과 친환경소재 제품을 시

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노비즈협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

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회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찬

㈜데코페이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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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지케스 대표

반갑습니다. IT인프라 모니터링 전문기업인 ㈜지케스

와 ㈜지케스인터내셔널은 IoT Cloud 플랫폼 기반의 

ICBAM AI융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

민국 전자정부 진흥을 위해 국가 발전을 증진시켜 인

증받은 ‘지킴-e’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각종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

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기업으

로 경영하듯이 협회 회원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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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08년 설립된 ㈜아이엘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LED 조명용 실리콘렌즈를 개발한 스마트 광학 테크 전문기업입

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실리콘렌즈, LED조명, IT헬스케어, e-모

빌리티, 스마트팜, E&C로 나뉘며, 2019년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극복에 혁신제조기업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양한 사례를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

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요람’ 이노비즈협회의 임원을 맡게 되

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협회와 회원사 모두의 발전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제조업에 최적화된 

정보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으로, 제조 현장에서 설비를 제어하고 공

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B-

MA(IoT/Cloud/Big Data/Mobile/AI) 기

술을 접목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스마트 공

장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경

쟁력 향상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들과는 열

린 마음으로 협력해 동반성장을 통해 협회

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로베이크는 세계적인 모기업 ‘Lantmannen Uni-

bake(주식회사 엘유코리아)’사의 다양한 제품군 구비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냉동빵 제조 기술을 국내 

생산공장에 접목해 베이커리산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

는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니즈

와 제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B2B, B2C,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에 맞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R&D실과 실험실을 

운영하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미래가치 가능성을 두루 갖춘 이노비즈협회 회

원사 대표이자 임원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을 다하고 회원사 간 상생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엘사이언스 대표

엠아이큐브솔루션㈜ 대표

㈜유로베이크 대표

송성근

복진영

㈜성화에스티는 한국소재 시장의 혁신을 통해 표준화된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므로 2년여

의 개발을 통해 전용 장비 및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전국 30개 대리점을 통해 1만여

개 사의 소비업체에서 규격 표준화된 3,000개의 제품을 1일 안에 공급받아 바로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제작납기일과 가공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을 통해 

제품을 생산 공급하므로 한국 소재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SS400, 

S45C, SUS304, AL6061, L브라켓 등 다양한 제품으로 빠른 납기, 빠른 공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므로 한국기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제품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10년 전

부터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로서 정보와 혁신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협회 임원

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화에스티 대표이경섭

NEWS INTRODUCE

박문원

㈜신일팜글라스는 1986년 설립 이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한 사고

로 대응해온 기업입니다. 의료 용기 앰플, 바이알 생산과 기술 개발에 주력

해 우수한 기술인력과 첨단 생산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발전

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35년간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

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품질 혁신으로 시대에 앞서가

는 앰플, 바이알 전문 생산업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협회 이사의 책임을 맡도록 북돋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이노비즈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도전

정신의 기업가치를 실천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일팜글라스 대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노비즈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법무법인(유

한) 대륙아주는 국내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2007년 중앙아시아, 동

유럽, 동남아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

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

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왔습니

다.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

신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

는 이노비즈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법률환경 속

에서 이노비즈기업이 핵심역량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국제법무 부문 

미국변호사

박성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분야 자문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

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

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

면서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대전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조달행정도 중소기업이 

제조 생산한 혁신제품에 대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는 

등 혁신 조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이 우리 경

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조달시장 등에서 겪는 크고 작

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 전문위원유문형

반갑습니다. 2021년 이노비즈협회 10대 임원사로 위촉된 ㈜한국직

업개발원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내 온라인 연수원 구축사업을 주업

으로, 고용부, 서울시, 중기부 등 전액 정부 지원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인력을 매칭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노비

즈협회 신임 임원으로서 협회와 회원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무엇보다 협회 회원사에서 인력 채용이나 사내 연수원이 필

요하신 경우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공급해드릴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직업개발원 대표백성욱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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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임인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회장은 

“최고경영자과정 수업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노비

즈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 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700여 명의 원우가 함께하는 인적 네

트워크를 통한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 60여 명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제4회 융합 비즈니스데이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는 6월 29일

(화)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제4회 융합 비즈

니스데이’를 개최했다. 융합 비즈니스데이는 기

업 간 융합으로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신규사

업 발굴 등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 6월 첫 개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이번 행

사에서는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마케팅, 인증 획득, 특허, 우수 인력 확보, 투자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사들과의 매칭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임인걸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

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융합 비즈니스데

이를 통해 70여 명의 원우들 간 가치사슬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우 기업 간 융

복합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융합 비즈니스데이는 7월 29일(목) 코

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전력과 함께하

는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신성장 특허 매칭’을 주

제로 한전의 우수한 특허기술과 이를 필요로 하

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등의 기회

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제19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개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7월 6일(화)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제19

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19기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3월 23일 입학

식을 시작으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한 

15주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주요 강연 내용으

로는 ‘블록체인 기술(KBS 명견만리 김승주 교수)’, 

‘경제전망(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역사(역사저

널그날 신병주 교수)’, ‘글로벌 모빌리티(자동차인

간공학 차두원 소장)’, ‘경영혁신(카카오 인사총괄 

황성현 대표)’, ‘인문학(대한민국 1호 권일용 프로

파일러)’ 등이 있다. 

이날 수료식 행사에

서 협회 임병훈 회

장은 “저 역시 19기

의 일원으로서 여러

분과 함께할 수 있

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19기 원

우기업 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이노

비즈 최고경영자과

정을 대표할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이노비즈라는 고유의 조직력을 키우고 상생을 도모하는 대표 커뮤니티인 최고경영자과정과 여성경제위원회, 

모닝포럼이 상반기 일정을 마쳤다. 그간의 주요소식을 전하고, 더 활발한 행보의 하반기를 기대해본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

이광재 국회의원 특별 초청 강연 개최

여성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3일(월)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이광재 국회의원 

특별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복지+성장을 만드

는 신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이

광재 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접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제한 다음, “기술혁명이 

곧 국력이기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노비즈

기업이 기술혁명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여성경제위원회 안복희 위원장

은 환영사에서 “‘성장하는 여성경제위원회’, ‘동

참하는 여성경제위원회’의 모습으로 다가가 여성

기업 간 융합, 협력과 네트워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 임병훈 회장은 축사를 통

해 “국내에서도 1만 9,000여 개 이노비즈기업 중 

여성기업이 1,300여 개로 약 7%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여성기업들이야말로 가치사슬 클러스터

의 핵심”이라며 여성기업의 가치에 힘을 실었다.

신입위원 환영식 진행

여성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목)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신입위원 환영식을 열었다. 

이날 안복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노비즈

협회와 함께 성장하고 동참하는 여성기업들과 함

께 회원 수 200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병훈 회장은 좀 

더 특별한 축하와 환영의 의미로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의 비전과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을 진행했다. 

세부 내용   innobiz.or.kr

임 회장은 강연에서 “앞으로 이노비즈기업은 대

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화, 상생협력, 인공지능(AI)으로의 전

환이 요구되고, 특히 AI 기반의 제조업이 단순히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혀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 산하의 여성경제위원회는 지

난 2005년 발족한 이노비즈 여성특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성 이노비즈기업 간 네트

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내외 기

관에 홍보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융복합, 글로벌, 문

화·인문, 마케팅, 인증 지원, 홍보 등의 분과활동

을 진행하며, 현재 90여 명의 여성기업인이 활동 

중이다.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는 여성기업인

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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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포럼

트렌드를 읽고 성장의 모티프를 발견하는 시간

회원사 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모닝포럼

이 3번의 진행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쳤다. 먼저 지난 4월 28일 열린 제67회 모닝

포럼에서 강연자로 초빙된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이라

는 주제 아래 “질병, 경제, 기후 위기 등 3중 복합위기의 시기에 기업들은 ESG 경

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26일 열린 제68회 모닝포럼

은 ‘코로나와 AI의 만남, 미래 블루오션이 바뀌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연을 맡

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이경상 교수는 “위협이 변화를 만들며, 그것이 기회

다”라고 강조한 후, 새로운 Z세대, 메타버스, 그린뉴딜, DIY 건강관리, 모빌리티, 에

코시스템 등 각 분야 핵심기술의 강점과 변화 포인트를 학습하고 인사이트를 짚어

보는 시간을 제공했다. 

6월 23일에 진행한 69회 모닝포럼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

라’라는 주제로, 명지대 박정호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 박 교수는 “제

조업의 서비스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짚은 다음, “‘GAIA-X(유럽형 ‘데이터 인

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활용 등 우리 중소제조기업들이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과 융합·협업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에 앞서 임병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이 살아갈 길은 서비스기업으로 변화하

는 것이며, 이를 위한 기반은 데이터 인프라”라

고 말한 후,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의 서비스

화를 위해 삼삼오오 모여 고객 접점을 공유하는 

플랫폼, 즉 ‘가치사슬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협회에서도 기업 간 협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

다. 한편, 3번의 모닝포럼은 모두 서울 양재동 엘

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진행했으며, 감염병 예

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했다. 

또, 지역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이노비즈협회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실

시간 중계했다.

NEWS TOGETHER NEWS INNO LIBRARY

저자 양병무/21세기북스

마음의 양식과 

실행 지침이 필요한 CEO에게

CEO의 자리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CEO로 살다 보면 기업인으로서 깊이 있는 사고로 성찰해야 할 순간을 

맞닥뜨리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 

미리 읽어두면 두루 자양분이 될 3권의 책을 소개한다.

CEO를 위한 글쓰기 실전 어드바이스,  일생에 한 권 책을 써라

저자 에른스트 곰브리치/역자 백승길, 이종숭/예경쉽고 폭넓게 만나는 미술의 역사,  서양미술사

지금까지 출간된 미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으로 꼽힌다. 1950년 영국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전세계에서 서양미술사 개

론의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다. 저자 곰브리치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막 미술 세계를 발견한 10대의 젊은 독자들’을 위해 

저술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미술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쉽고 폭넓고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선

사시대 동굴벽화부터 오늘날의 실험적인 작품들까지 각 시대와 양식, 작품과 작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미술의 역사

란 과거와의 연관 속에서 미래를 암시하는 각 작품들로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화하는 전통의 역사라는 저자의 믿음을 토대

로,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던 그 시대가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루크레티우스/역자 강대진/아카넷고전 읽기의 독특한 즐거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한국의 서양고전학자로서 그동안 희랍 고전의 번역과 더불어 고전의 가치와 고전 읽기에 관한 저술을 왕성히 펼쳐온 강대

진(정암학당 연구원)이 대우고전총서의 일환으로 국내 라틴어 원전 번역을 본격화하는 책을 펴냈다. 기원전 1세기에 쓰

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플라톤학파, 아리스토텔레스학파, 스토아학파와 더불어 헬레니즘 시기의 

중요한 철학 사조인 바로 에피쿠로스학파의 물리학, 우주론, 윤리학을 전해주는 대표적 자료다. 그 과정에서 루크레티우

스는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에피쿠로스의 추상적인 논의들에 구체적인 유비와 예시 들을 곁들이고 여러 가지 

제의와 관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논리 정연하면서도 예술적으로 뛰어난 이 책을 써냈다.

<주식회사 장성군>, <행복한 논어읽기> 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글쓰기와 책 쓰기 전도사’로 불리

는 CEO 양병무가 글쓰기와 책 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CEO를 위해 글쓰기와 책 쓰기의 

비결을 제시했다. 글쓰기의 기초 훈련부터 글쓰기 연습까지 저자가 직접 훈련해온 글쓰기 방식을 알려주고, 특히 신문칼

럼을 통한 글쓰기 연습에서 제목, 문장, 인용문, 접속사 등 글쓰기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다

양한 책의 장르를 통해 인생의 깨달음 쓰기, 일평생의 자서전 쓰기 등 구체적으로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출

간 기획서 만들기부터 책 제목 정하기, 출판사 선정하기 등 원고의 준비부터 책 출간까지의 상세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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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의 출발점에 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을 이노비즈 전국 지회들의 소식을 전한다.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지방보훈청 성금 전달식 및 표창 수여식

대전세종충남지회(회장 임상준)는 지난 4월 28일(수) 대전지방보훈청에 보

훈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고 전달식을 실시했다. 또한 보훈가족을 위해 복지

사업에 앞장선 대전세종충남지회 소속 우수업체 대표 2명에게 복지유공표창

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준 회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기 위해 성금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코

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위한 식료품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북지회

제2차 정기이사회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대회 개최02.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MOU 체결식

대전세종충남지회 임상준 회장은 지난 5월 11일(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등학교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대

전·세종·충남지역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제공과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및 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며, 

향후 이들 기업에 현장 실습과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성사되었

다.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회원사 채용에 대한 노력 및 기술개발연구

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지회는 지난 6월 1일(화) 충북 660여 이노비즈기업을 대표해 충청권 광

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한 쟁취 대열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

에는 충북지회 현·전임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과 함께 구호 제창 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형

택 회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는 중소기업 간 협업과 상생발전

을 위한 기초이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원안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지회(회장 임형택)는 지난 5월 11일(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

요 안건은 제15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 결과, 올해 주요사업 추진

현황, 신규 임원 선임 및 제9대 임원단 구성 등이며, 이어서 제9대 임원 및 전

문위원 위촉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김상규 충북 신성장산업국장, 홍양

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홍성웅 교수 대리참석)을 초청해 충북 신성장산

업국의 전략산업과 산업육성지원 안내 및 청주대학교 산학교류와 일자리 협

력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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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회

정기총회 및 우수 이노비즈기업인 시상식

임원 제주 워크숍 실시

광주전남지회 나기수 회장과 주요 임원 60여 명은 지난 5월 27일(목)부터 

1박 2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화합과 지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번의 야외골프 외에 저녁 시간대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을 준수해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재무확충방안 발표, 하반기 활동 계획 등 유익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기수 회장 주관의 이번 워크숍은 정례적인 

행사로, 지역의 기관 및 타 지회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더욱 수준 

높은 워크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회(회장 나기수)는 지난 4월 19일(월) 광주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임원 및 유관 기관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정기총회 및 우수 이

노비즈기업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지회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도움을 주고자 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업무협

약을 체결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장대교 광주전남중소

벤처기업청장, 백호성 광주지방조달청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

국 전남테크노파크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훈 이노

비즈협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연임한 나기수 회장은 불우시설 

2곳과 지스트 학생 2명에게 각각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지회

제46차 전국 지회장 간담회 개최

전북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전북지회는 5월 26일(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2개 중소기업 유관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한 핵심기술의 유출과 탈

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현

장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침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전북지회(회장 이동근)는 지난 4월 30일(금)과 5월 1일 양일간 무주에서 전북

지회가 주관하는 제46차 전국 지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 

지회를 포함해 전국 9개 지역 이노비즈협회 지회 회장단이 모여 지회 운영 활

성화와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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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11.

12.

경남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지역공감 온택트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경남지회(회장 조창제)는 지난 5월 27일(목) 경남지회 영상회의실에서 2021

년 제3차 운영위원회(회장단)를 개최했다. 참석대상자 12명 중 8명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조창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노비즈 회원사의 성장에 도움

이 되는 온라인 쇼핑몰과 기술연구회 개발과정’을 설명하고, “6월 15일쯤 시

범 개방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경남지회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와 온라인 마

켓(온라인연구회) 개발과정 보고, 2021년 일자리사업 실적 현황 보고, 심의

(2021년 경남지회 회보 편집, 2021년 예산편성안, 사무국 관리 규정 개정안) 

등 총 3종의 안건을 검토했다.

대구경북지회

영남대학교 LINC+ 사업단과 협약 체결

대구사이버대 ‘회원사 가족 재교육’ 상호협력 협약

대구경북지회(회장 천기화)는 지난 4월 29일(목)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

남대학교 LINC＋ 사업단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의 목적은 이노비즈협회

와 영남대학교 LINC＋ 사업단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보완적 업무협력체

제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한 사항

은 ▲기업과 대학 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협회는 재학생

의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에 적극 협력한다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를 공유한다 등이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지회 관계

자는 인력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사업단은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5월 18일(화) 대구사이버대학교 C.I.R회의실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회 회원사 가족들의 재교육

을 토대로 회원사의 원트(Want)와 니즈(Needs)를 충족하고, 가족친화경영

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구경북

지회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의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 시 산학협력장학금 지급, 

재직자 연수 및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협력,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공동 개발, 양 기관의 홍보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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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회는 지난 5월 28일(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본부장 김성

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감 온택트 캠페인’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남형 3대 뉴딜과제인 사회적 뉴딜 달성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을 환기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지역공감 온택트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적기업

이나 마을공동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기부하거나 현금을 기부하면 사회

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의 물품을 구입해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에 지정 기

부 후 사회적 약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지회 

조창제 회장, 경남벤처기업협회 정영화 회장,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정현

숙 회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기철 회장,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

터 정원각 센터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성규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13.

14.

15.

16.

부산울산지회

제8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오두만 신임회장 울산지역 주요 기관 방문

부산울산지회(회장 오두만)는 지난 4월 20일(화) ‘2021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4대 정종태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

5대 오두만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신임 오두만 회장은 설립 8주년을 맞는 

부산울산지회의 도약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나아가는 협회’를 목표로 임원과 

회원 확충을 통한 부산울산지회 활성화, 사업영역 확대 및 재정 확충, 사무국 

기능 확대, 이노비즈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을 내걸고, “중소기업의 기

술혁신과 성장을 위해 끝없는 혁신의 이름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울산지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오두만 극동산업 대표는 5월 25일(수) 울

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지역 주요 경

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신임 인사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

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울산지회 울산지부장인 (주)로파 이병국 대표가 동행해 

울산지역의 이노비즈 인증사와 회원사를 대표해 지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건

의하고, 지역 발전에 이노비즈협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의

미한 시간을 보냈다. 방문 기관장들도 이노비즈협회와 기업인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지회

제14차 정기총회 표창 수여식 개최

강원지회-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간담회

강원지회(회장 김재성)는 지난 5월 31일(월)부터 6월 1일(화)까지 수상 기업

을 방문해 서면결의로 진행하지 못한 제14차 정기총회 우수 이노비즈인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재성 회장 및 한만우 고문, 정의수 수석부회장, 배진우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술혁신에 힘

쓴 도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에게 각 기관장을 대신해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원지회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5월 27일(목) 강원중기청 중회

의실에서 이상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성 회장 및 강원지회 임원 8명이 참석해 기업 애로 및 건의 사

항 등을 논의했으며, ESG 경영 및 R&D 과제, 인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한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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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2021년 7월호를 읽고 좋았던 점이나 개선할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매거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주)생생초에서 생산한 생생초 발효초를 보내드립니다.

NEWS FOR READER

김성운 류승준

43호 매거진을 보며 이노비즈인증제도가 어느새 20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노비즈 인증

을 받은 기업이라는 점에 자부심은 있었지만 이노비즈인

증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단어사전으로 보

는 20년의 기록’을 통해 이 인증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게 되었습니다. 이노비즈기업 중 시가총액과 주가 1위 기

업을 소개한 칼럼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INNO BIGDATA’ 칼럼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어느 지역

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지,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인지 확

인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또 ‘INNO SHOWROOM’

을 통해 평소 자주 접했던 제품들이 이노비즈기업에서 만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같은 이노비즈기업으로서 더

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노비즈인증제도 20주년을 

기념한 칼럼들도 읽고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생생초 발효초는?

생생초 발효초는 (주)생생초가 생산하는 100% 과일 발효초입니다.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숙성 발효 등 총 3단계의 발효공법을 통해 천연재료를 

자연 발효 숙성해 유기산과 영양 성분은 물론 맛과 향도 풍부합니다. 

품질이 고르지 못했던 재래식 발효기술을 과학적인 속성 발효공법으로 

바꿔 탄생시킨 생생초 발효초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①  페이스북 창에서 ‘@innobizorkr’ 검색

②  이노비즈협회 페이스북 메신저나 문의하기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①  네이버 블로그 창에서 이노비즈협회 검색 또는 주소(innobizorkr.blog.me) 입력

②  협회 매거진 관련 게시물에 답글 또는 쪽지를 통해 독자 의견 남기기

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독자 의견

※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로 독자 의견을 남길 때에는 머리말을 ‘매거진 독자 의견’으로 달아주세요. 

※이메일(newsletter@innobiz.or.kr)로도 독자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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