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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모세혈관’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동행의 벗이자 제조혁신의 파트너로서

글로벌 KITECH이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KITECH의 ‘동행’

우리 혈관의 99%는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미세하지만, 세포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이처럼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신체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듯,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중소·중견기업은 

지역경제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3연구소, 7지역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곳곳에 포진한 제조 기업들이 기술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회사 개념의 파트너기업 제도, 생산기술 실용화 지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 산업현장 

연구인력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ITECH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한 해 생기원이 중소·중견기업과 동행 하며 수확한 

결실들을 모아놓은 사례집입니다. 이번 동행의 발자취가 많은 산업 현장에 전달되어 보다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며, 사례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기업인과 연구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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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기술 지원을 위한

근접기술지원 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종합 실용화 연구기관으로 출범

성과 창출을 통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

2002  •연구분야 중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99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변경  

2012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개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개소

  •강원지역본부 설립  

  •출연(연) 최초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선정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식경제부 장관상(서비스품질 우수상) 수상

2007  •안산연구센터 준공 (現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부산연구센터 준공 (現 동남지역본부) 

2006  •광주연구센터 준공 (現 서남지역본부) 

2004  •인천연구센터 준공 (現 뿌리산업기술연구소) 

2016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충북지역본부 시범사업단 출범

2015  •3개 연구소, 7개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 개편

  •울산지역본부 설립

  •전북지역본부 설립

  •제주지역본부 설립

2014  •‘2013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

2013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

  •대경지역본부 준공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개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어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전 & 전략

1997 •본원 이전(충남 천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개칭 

1989  •상공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2018

•생산기술 실용화 연구 개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수요기반형 실용화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 생산기술 심화 연구개발

• 생산기술 미래기술 개발

중소기업 중심 미래생산

기술개발·심화연구

•성과창출 지원시스템 고도화 

•공공기관 책무성 강화 

•개방·소통 활성화  

지속적인 경영 선진화

세계 3대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 전문 연구기관

기술주도형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 생산기술 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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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파트너기업 육성지원사업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 협력관계가 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파트너기업제도를 운영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합니다.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되면 R&D 기반 기술 우선 지원,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혁신 지원, 현장 출장을 통한 

밀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기업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애로기술 접수

수요기업

기업지원전용 
홈페이지

진단 및 매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분야 진단 및
적합연구책임자 매칭

선정평가 및 협약

기술평가위원회,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기술의 적정성

파급효과 평가 및 협약

단기 집중지원

연구책임자, 수요기업

생산현장 공정개선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등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구성

목적과 분야에 맞는 

참여기업 및 멘토

(회장 1명, 간사 1명)

R&D 성과공유 

기술 노하우 교환 및 확산

성장 동력 발굴 및 고도화

시장분석 및 기술현황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

新시장 발굴 및 
전략 도출

기술협력 

아이디어 창출 및 사업화

원가절감 및 
대형기술 창출

01

04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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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기업 육성지원사업 /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희소금속의 숨은 광맥 ‘도시광산’

첨단산업의 미래가치를 

매출액 130억원(2016년 기준)

CHAPTER.01

기업명 소재지 043-846-4851

리컴㈜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203

www.recom.co.kr

goree99@naver.com

   발굴하다

1.희소금속  

수요에 비해 매장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추출이 어렵고 일부 국가나 지역에 집중돼 있는 금속

해외에서 인정하는 실력파 강소기업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자원 확보 전쟁에 접어듦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을 중심으

로 원자재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IT산업과 첨단산업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1)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확보 

경쟁 또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대안이 바로 ‘도시광산 Urban Mining’이다. 도시

광산은 폐가전제품, 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 중 일련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자

원화활 수 있는 금속 또는 관련 산업을 말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친환경 바람

을 타고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관심이 늘어나 미래형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리처드 돕스는 저서 『미래의 속도』에서 오늘날 변화의 속

도는 18세기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일환으로 생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은 파트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지원 사업이다. 생기원 기업지원전용 홈페이지

(partner.kitech.re.kr)로 접수된 애로기술 중 긴급한 현장애로해결이 필요한 

파트너기업에게 생기원이 보유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기업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출연금과 기업부

담금을 합쳐 총 35억 규모로 진행됐으며, 3개월 단기 과제의 경우 최대 25백만원, 

6개월 단기 과제의 경우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를 통해 119건의 애로기

술 해결과 56건의 기술이전을 비롯해 186건의 신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 해결, 시

제품 제작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지원신청은?
partner.kitech.re.kr

13,000,000,000

수요대응

공동기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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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컴㈜은 회수된 전자폐기물을 파쇄 등의 물리적 처리과정을 거쳐 제련용 원

료로 공급하고 있다. 입고 후 출고까지의 전 과정은 CCTV를 통해 기록해 처리

공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판매물의 처리공정에 대한 품질검사

를 진행하여 위탁된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Basel Action Network(BAN)4)에서 발행하는 E-Steward 

Certificate를 취득하여 신뢰성 있는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리컴㈜은 경쟁업체보다 한발 앞서는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유망기업으로서 더 큰 내일을 위한 성장을 거

듭해 나가고 있다. 전기전자 기기 내 희소금속의 잠재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심화될 희소금속 전쟁에 있어 리컴㈜이 웅크

린 날개를 활짝 펼칠 그날이 기대되는 바다.

●

2015년 BAN에서 발행하는 

E-Steward Certificate 취득

2.  전자스크랩  PCB(Printed Circuit Board),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

부에 형성하는 기판

3.  텅스텐  회중석이라고 불리며 녹는점이 높고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

4.  Basel Action Network(BAN) 그린피스 등 국제적인 NGO가 모여 만든 권위 있

는 환경기구, 전자폐기물 국제적 이동에 관한 감시활동을 추진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아시아 최초로 E- Steward 

인증을 취득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고도화를 통해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역량을 키워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Key to Success
1우리나라에서는 폐가전과 폐자동차에서 고철이나 금, 은 등의 귀금속을 채취하는 수

준으로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는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리컴㈜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을 통해 독자적인 희소금속 재활용 기술을 개

발해 나가며 전자스크랩2) 및 텅스텐3) 등 희소금속 재활용 전문 업체로서 발돋움해 나

가고 있다.

리컴㈜ 김희준 대표는 1997년 법인회사로 출발해 화성공장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우

리나라에는 희소금속 재활용 기술을 갖춘 업체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말한다. 그 때

문에 국내 최초의 희소금속 재활용 전문업체로 출범과 동시에 고부가 폐금속자원 순

환산업 시장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전자스크랩은 미량의 귀금속과, 동,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원료 가치가 비교

적 높은 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납, 카드뮴, 베릴륨 등의 중금속과 에폭시수지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수집운반, 재활용공정 및 최종폐기

물 처리에 관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스크랩의 경우, 기

술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원회수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이며 투명한 처

리공정이 요구됩니다.”

●

좌로부터 리컴㈜ 전경,  

텅스텐건조로, 

텅스텐아연로, 

텅스텐소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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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초경합금의 재생기술은 갖추고 있으나, 산업에 사용이 적합한 경도를 갖는 

내마모성 공구 개발의 경험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

체적으로 필요한 분석장비나 성형장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생기

원이 파트너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현장 애로점에 대한 단기적 기술 지원

을 제공해준 덕분에 원활하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폐초경합금으로부터 회수된 재생 초경합금 파우더는 원재료의 다양성으

로 인해 텅스텐-카바이드 및 코발트 파우더의 비율이 서로 상이하므로 혼합비율 

최적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생기원 울산지역

본부 친환경재료공정그룹 이덕현 선임연구원은 소재와 부품, 생산 및 융복합 기

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재생 초경합금 파우더의 혼합 비율 및 열

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폐초경합금으로부터 다시 초경합금을 생산하는 순환

공정 기술을 확립하였다.

개발된 내마모용 텅스텐 소재 기술을 통해 기존의 초경합금 파우더와 대비해 재

생 초경합금 파우더의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

로 헐값에 유출되던 폐자원의 재활용 효과를 통해 첨단 산업 전반에서의 신동력

을 창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리컴㈜는 이를 토대로 고경도 내마모용 

텅스텐 소재 공구 제품은 샘플로 제작해 국내 시멘트 생산업체를 비롯해 골재 및 

석재 업체, 포크레인 업체 등에 보급해 왔으며, 현재 지속적인 재활용 소재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분야 진출

생기원 울산지역본부 

친환경재료공정그룹과 협업해 

폐초경합금 순환공정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며 

미래 시장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Key to Success
2

5.  초경합금   금속의 탄화물 분말을 소성해서 만든 경도가 대단히 높은 초경질 합금

생기원이 파트너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현장 

애로점에 대한 단기적 기술 

지원을 제공해준 덕분에 

원활하게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

파트너기업제도를 발판 삼아 

꾸준히 공동연구를 발굴 및 수행하고 있는 

㈜리컴 김희준 대표(왼쪽)와 생기원 이덕현 선임연구원(오른쪽)

고경도 내마모용 텅스텐 소재개발을 위한

재생 초경합금 파우더 혼합기술 개발

폐초경합금으로부터 
WC-Co Powder 회수기술 개발

W-C 및 Co 조성 및 
미세구조 조절기술 개발

W-C 및 Co 혼합 및 
열처리기술 개발

재생 초경합금 생산 전주기 
순환공정기술 확립

생기원과의 협업이 꽃피운 ‘텅스텐’ 재활용 기술

리컴㈜은 2005년부터 희소금속 사업을 진행하며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희소금속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텅스텐에 역점을 두어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텅스텐을 주원료로 하는 폐초경합금5)은 해외로 매각된 후 제련공정을 

거쳐 원자재 형태로 다시 국내로 반입된다. 만일 텅스텐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

할 수 있게 된다면 원가 절감을 통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올릴 수 있으므로 텅스텐 재

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충주공장 확장과 텅스텐 자원화 설비의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텅스텐 자원 

순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초경합금의 재활용을 통해 원자

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텅스텐 분말파우더를 개발해 납품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컴㈜은 텅스텐 자체 회수뿐만 아니라 재활용된 텅스텐을 다시 고경도 내마모

성 텅스텐 소재 공구 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주기적 공정을 확립하고자 도전 중에 있다. 김

희준 대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파트너기업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이 중소기업으로서 낯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

다고 말한다.

●

재생파우더로 제작된 

초경합금 보강재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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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희소금속 재활용 기술력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회적  · 경제적 역할을 다하며

산업의 리딩기업으로 앞장서겠습니다.

CEO INTERVIEW

리컴㈜은 전자스크랩 및 텅스텐 등을 취급하는 희소금속 재활용 전문

업체입니다. 1997년 설립 이후 리컴㈜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ISO14001, E-Steward 인증 등 선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과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리컴은 또한 2005년부터 희소금속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특히 텅

스텐 재활용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리컴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도전과 노력으로 2015년 충주

로 공장으로 확장하였으며, 텅스텐 자원화설비를 갖추고 재생 초경합금 

파우더를 생산하는 등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컴을 기대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

음에 부응하는 재활용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컴㈜   김희준   대표

협업의 가치를 빛낸 

차별화된 기술력

생기원과의 공동과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국내 희소금속 

재활용 시장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Key to Success
3

● 좌로부터 

재생 WC-Co 파우더 미세구조(1000배),

재생 WC-Co 파우더 미세구조(300배) 

재생 WC-Co 파우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탄탄한 기술력

오늘날 리컴㈜은 내실 있는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다지고자 지속

적으로 희소금속 재활용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 폐금속자원 순환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희준 대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관해

서는 남부럽지 않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01년 7월 기업연구소 설립 이래 ISO 14001 취득을 시작으로 다양한 ISO 및 특허 

인증을 받았으며, 200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중소기업(INNO-

BIZ)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

티어사업에 참여하여 폐전기 및 전자 제품으로부터 유가금속 분리 및 회수하는 기

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리컴㈜이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희소금속 재

활용 산업의 불모지로 통하는 국내 비즈니스 상황과 폐금속자원에 대한 업계의 편견

을 딛고 이뤄낸 성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리사이클링 분야

에서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부가 폐금속자원 순환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

성화되어 있는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다방면에서 활용하고 응

용할 수 있는 산업적 잠재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김희준 대표는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실제 현장에 밀착한 연구 인프

라 및 기술개발 지원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리컴㈜는 생기원과 함께 태양광 연계 ESS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회수하

기 위한 공동과제를 준비 중이다. 리컴㈜이 생기원과 함께 실현하는 협업의 가치가 앞

으로 더욱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바다.

2018 KITECH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18 19



 

파트너기업 육성지원사업 /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해

사람과 기업, 기술을

CHAPTER.01

커뮤니티명 관리 지역본부 담당 연구그룹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

강원지역본부 비철금속소재부품그룹

   연결하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각자 기업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영씨엔이㈜ 서병한 차장

저희 대영씨엔이㈜는 2005년 창립 이래 대기환경 전문업체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주요 사업은 탈질촉매 제조, 탈황건설 및 특수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올해 약 

400억원의 매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대표 강소기업입니다. 국내 5대 발전소, 민자 

발전소, 소결로 및 소각로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수출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테크 김동현 대표

2016년 3월 설립된 연테크는 반도체 및 LCD 등 첨단산업의 제조장치 및 검사장비 등

에 세라믹 소재를 기술 상담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

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알루미나(Al2O3), 지르코니아(YSZ), 이트리아(Y2O3) 소재 

등으로 타업체와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급자 중심 R&D 관리제도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과제성과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기술사업화로 기업지원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중 생기원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축한 핵심 기업지원 인프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는 기술 분야별 및 지역별, 업종별로 유사 기

술·산업 중심의 기업 간 커뮤니티를 구성해 지식을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회도 개최

하여 공동기술 개발을 도출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는 기존 파트너기업을 비롯해 공동과제 수행 기업, 연구책임자 개

별관리 중소기업, 신규 발굴기업 등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해피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파트

너기업 커뮤니티의 회장과 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파트너기업 커뮤

니티 교류회 개최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30개 파트너기업 커뮤니티에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R&D 성과 공유 및 기술 

협력, 시장분석, 기술정보 교류 등 다채로운 결실을 맺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생기원의 보유기

술 및 노하우의 확산 거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원신청은?
partner.kitech.re.kr

회장·간사 직접 연락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대영씨엔이㈜ 서병한 차장

생기원 정영규 선임연구원

강원중기청 김진영 주무관

㈜케이셀 김영관 대표

연테크 김동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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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부품소재 고도화 기술커뮤니티 교류회가 진행된 가운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진영 주무관이 발제하고 있다.

㈜케이셀 김영관 대표

㈜케이셀은 인류가 공존하며 누려야 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지

난 2015년 창업하여 환경 분야에 다양한 소재와 제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악취 및 

VOCs에 특화된 사업영역과 대기배출가스 전반에 대한 배출가스 진단과 처리기술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환경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처리 분야에

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현재 운영방식이 궁금합니다.

생기원 정영규 선임연구원

파인 세라믹은 정제된 원료를 배합 및 합성한 후 정밀한 성형과 소성 공정을 통해 독자

적 특성을 가지는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첨단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

보통신용 분야 등에서 핵심 기능을 구현합니다. 국내 신소재 세라믹 4대 거점 중 하나인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전자 및 구조 세라믹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세라믹 산업 관련 기

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네트워킹 사업을 비롯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교류회 개최

1년에 2번 정기적인 

대규모 교류회 개최를 

추진하여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참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기술혁신의 동력을 창출했다.

Key to Success
1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기술과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애로점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기

업경쟁력 향상과 과학단지 내의 세라믹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는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대규모 교류회를 개최함

으로써 세라믹 산업 기업 간 상생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교류회는 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전자세라믹 및 구조세라믹, 환경세라믹 등 세라믹 분

야별 분과를 개설하여 생기원 강원지역본부 연구자들과 토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발제해 진행하

고 있습니다.

파트너기업 커뮤니티가 회사에 주는 의의와 

실질적 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기원 정영규 선임연구원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애로기술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R&D 성과 사업화 개발 시 생기원의 박사급 인력을 지원하여 제품 실용화를 적극

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해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도 및 유관기관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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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소재부품 분야 

기술정보 교류

다양한 기술군과의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각 기업에게 기술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 기술적 애로사항의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Key to Success 2
2 대영씨엔이㈜ 서병한 차장

주기적으로 파트너기업 커뮤니티 교류회를 개최하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아니면 쉽

게 알 수 없는 다양한 기술군과 기술정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회사의 R&D 및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근거리에서 우수한 연구원 및 협력 업

체들과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테크 김동현 대표

현재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에 소속돼 있는 기업 대표자 중 많은 분들이 

첨단 세라믹 소재 산업에 있어 오랜 업력과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기업과 커넥션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파트

너기업이 보유한 장비로 분석 및 기술 개발을 진행했으며, 시제품 생산을 통해 이익을 창

출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셀 김영관 대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교류회를 통해 현재 당면한 기술적 현안과제와 신기술의 적용 방안

을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어, 향후 본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전략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있어 요구되는 기술적 지

원과 분석 및 실증장비 활용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생기원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 받음으

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트너기업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영씨엔이㈜ 서병한 차장

기술 미팅이나 새로운 기술 및 장비 소개를 통해 생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

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싶습니다. 신사업인 수소사업에 있어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탈질 촉매에 대한 연구를 확대시켜 선박용 촉매 

및 저온 촉매 적용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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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 기업지원 우수사례 인터뷰 참여 기업 현황
연테크 김동현 대표

앞으로도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업체들과 사업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교류회

가 진행돼 첨단 산업 분야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

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급속도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는 산업 현장에 한 차원 높은 대

응에 나섬으로써 기업에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나가고자 합니다.

㈜케이셀 김영관 대표

현재 기업에서 진행 중인 R&D 과제의 테마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깊이 있는 교류를 맺

어나감으로써 기업의 기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

고 가치 있는 연구 활동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글로벌 강소 소재부품 기업

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생기원 정영규 선임연구원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개최하여 기존 방식의 강점을 살리는 한편, 파트너기업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한층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각종 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되는 애로기술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첨단 세

라믹 소재부품 산업의 전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기술과 정보를 나누고 협업하며 

우수 파트너기업 커뮤니티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기업 연결고리 

마련으로 

협력관계 도출

세라믹 소재부품 

고도화 기술커뮤니티에 소속된 

기업들이 서로 간에 다양한 

기술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업계 동반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Key to Success
3

대표이사 노세윤

사업분야 탈질 촉매, 탈황 건설, 도료

주요제품 탈질 촉매, 탈황관련 부품, 방청도료, 불소수지 등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202-25

연락처 033-650-9000

홈페이지 www.cnedrc.com

대영씨엔이㈜

서병한 차장

대표이사 김동현

사업분야 반도체 및 LCD 세라믹 소재 제조

주요제품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이트리아 소재 생산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번지

연락처 033-641-5414

연테크

김동현 대표

대표이사  김영관

사업분야  대기 및 수질 환경

주요제품  환경 소재 부품, 에어필터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KFCC 308호

연락처  063-227-5630

홈페이지  www.k-cel.co.kr 

㈜케이셀

김영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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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2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첨단 · 고가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방형실험실 운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시험과 검사, 시제품 제작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혜 여건을 확대하고 R&D 능력을 제고하여

자체적인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4 인천  

융합생산기술연구소     6 안산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    5 천안 

전북지역본부     2 전주
 

서남지역본부    5 광주
  

강원      1 강원지역본부

대구      5 대경지역본부

울산      1 울산지역본부

부산      5 동남지역본부

개방형실험실 운영현황

전국                                               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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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화장품 패키징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리딩기업으로  

매출액 240억원(2017년 기준)

CHAPTER.02

기업명 소재지 032-677-4008

㈜정민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8번길 42-8 acospack.com

acospack@acospack.com

 우뚝 서다

1.패키징  

제품의 수송 및 보관, 취급, 판매, 사용 등의 제반 과정에 있어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는 기

능 수행

R&D 투자로 일군 확실한 기업경쟁력

불과 15년 전만 해도 국내에 정식 등록된 화장품 회사는 약 400여 곳 정도로 한국은 화

장품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국내 화장품 산업이 무서운 속

도로 성장하면서 산업 규모와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고, 화장품 용기의 수요 

또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패키징1) 산업도 도약의 날개를 달았다.

1994년 ‘정민플라스틱’으로 시작한 ㈜정민 역시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화장품 

용기 및 펌프 제작 전문 기업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정민 홍사우 대표는 이러한 

기업발전의 원천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의 낡은 기술이 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

준한 R&D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

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용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

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기원의 연구 인프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 및 분석, 평

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첨단 정밀 고가 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의 생기원 지역본부 내 44개의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해피클릭 홈페이지(partner.kitech.

re.kr)와 중소기업테크컨택센터(080-9988-114)를 통해 가능하며, 장비 이용

은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생기원은 이러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

업으로 지난 한 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 409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가운데 활용된 1천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 장비는 84대에 달한다.

지원신청은?
partner.kitech.re.kr

080-9988-114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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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4억 8천만원

480,000,000

생산량  3백만개(월평균)

3,000,000

“개발제품이 실제 커머셜한 상용제품으로 탄생되기

까지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기

원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에 개방된 고가의 연구

장비를 활용하며 수요기업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서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기원의 기업지원을 디딤돌 삼아, ㈜정민은 자

사만의 원천기술이 적용된 ‘투톤 글라스’라는 세계 최

초의 투톤 블로 몰딩2) 용기를 개발한다. 투톤 글라스는 

기존의 PET 소재와 달리 Bio waste3) 소재가 적용돼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로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내측 용기와 외측 용기가 일체형으로 이중 사출되어 조

금의 틈새 없이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 현재 홍사우 대표는 ㈜정민 해외무역부를 책임지

고 있는 최상훈 이사와 함께 차별화된 투톤 글라스 기술

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생기원 패키징기술센터 공정실험실에 개방된 고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며 수요기업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서 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오랜 인연으로 신뢰를 더해가고 있는

패키징기술센터 심진기 센터소장(왼쪽)과

㈜정민 최상훈 이사(오른쪽)

●

제품에 최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생산라인을 갖췄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만한 기업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죠. ㈜정민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꾸준

히 R&D에 투자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이나 스페인 등의 유럽 국

가, 태국 등의 아시아 지역 고객사와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며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

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고가의 연구장비 보유, R&D를 위한 자본금 투자 등 갖가지 문제가 산재

해 있을뿐더러,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구체적인 매출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몇 년

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때 ㈜정민이 찾아낸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바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었다.

홍사우 대표와 패키징기술센터 심진기 센터소장의 오랜 인연은 부천의 ㈜정민 사옥 

인근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설립되어 2006년 국가센터로 지정받

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4월 ㈜정민이 생기원의 파트너기업으로 협약

을 맺으면서 공식적인 상호 협업과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 그중 생기원의 패키징 공동

장비 활용 및 애로기술 지원은 ㈜정민의 화장품 패키징 제조기술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

할을 했다.

2. 블로 몰딩 플라스틱 성형의 일종으로 용융 수지를 거푸집에 넣고 공기를 

내부에 불어넣어 중공품을 만드는 성형법.

3.  Bio waste  일반 및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주로 유기물을 주체로 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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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톤 글라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최초로 설비 제작을 도입해 양

산체계를 확립한 상태입니다. 일본 유수의 고객사와 수출 계약을 맺은 

후 추가 오더가 결정되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점 

확대되어 그에 맞춰 제품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사우 대표는 투톤 글라스를 통해 입증된 ㈜정민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

로 기존 화장품 용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계속

해서 개발할 것이며, 이러한 R&D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세계 시장

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흔들

리지 않는 홍 대표의 신념은 그가 이끄는 ㈜정민의 청사진이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R&D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적극적인 R&D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 선점에 나선 결과, 

독자적인 화장품 패키징 

원천기술을 갖춰 공고한 

기업 인지도를 얻게 됐다.

기술에 감성을 더한 

트렌디 디자인

코스메틱 제품에 

감성을 불어넣는 

트렌디한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곡물 베이스 
친환경 소재 

에코젠(Ecozen) 
도입

내측용기와 
외측용기 
2중 사출 

일체형 성형

분자량 
밀도 균일도 

증진 및 
내압성 향상

Two Tone Glass
투톤 글라스

트렌드를 읽어내는 탁월한 디자인 역량

㈜정민은 화장품용 용기 및 펌프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스킨케어와 컬러 코스메틱 제

품군을 망라해 다양한 화장품 패키징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패키징 외에도 에어리스 용기4) 등의 기능성 패키징 제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홍사우 대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은 원천기술 개발과 더불어 디자인 

개발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홍 대표의 말처럼 ㈜정민이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피

드백을 받고 있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이다. 참신한 디테일을 갖춘 용기 디자인을 구

현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나, 그 창조적인 결과물을 통해 카피제품은 모방할 수 없

는 남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다.

“타 업체와 차별화된 기업만의 경쟁력은 트렌드를 반영한 우수한 디자인과 그것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있습니다. 패키징기술센터 심진기 센터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

을 제작했던 아이쉐도우 팔레트 역시, 초기에 생기원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제품을 실현화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아이쉐도우 패키징 제품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각각의 단품 아이쉐도우를 애

플리케이트에 조립해 다채로운 구성의 아이쉐도우 팔레트로 결합할 수 있는 패키징 제품은 ㈜

정민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작은 디자인의 차이는 수많은 글로벌 서브 브랜드를 제치고 해외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인 L사와의  계약 성사를 이루게 했다.

㈜정민은 애플리케이터 결합형 아이쉐도우 팔레트 외에도 쿠션 파운데이션과 컴팩트 파우

더를 합친 듀얼 패키징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계속해서 제품군의 볼륨을 키우

고 있다.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

정민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Key to Success Key to Success 2

●

투톤 글라스 제품(왼쪽)과 

애플리케이터에 체결해 팔레트로 

구성할 수 있는 아이쉐도우 

패키징 제품(오른쪽)

4.  에어리스 용기   내부로의 공기 유입을 차단해 내용물의 변질 및 고체화 현상을 막는 기능성 패키

징 제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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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겨냥한 굳건한 목표의식

오늘날 대외적인 정치·경제 상황과 경기 둔화 속에도 국내 패키징 산업은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패키징 산업 중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 패키징 

산업도 순풍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홍사우 대표는 탄탄한 R&D 역량과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

하고 있다. 패키징기술센터 심진기 센터소장이 칭찬하는 ㈜정민의 특장점 중 하나도 이 

같은 목표의식에 있다.

심 센터소장의 말에 따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졌느냐, 그

렇지 않으냐의 여부에 있다. 목표의식이 흐릿하면 목표까지 가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

이 필요할뿐더러 행동의 방향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념과 각오의 유무는 큰 격차를 만들 수 

있다.

“R&D투자와 디자인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가 향후 ㈜정민의 비전이자 

변치 않는 명제인 만큼, 제품의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국외 유명 전시회에 

매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북미 코스모프로프 전시

회’와 홍콩의 ‘볼로냐 전시회’ 등 유수의 전시회에 단독부스로 출품하여 기업의 독

자적인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화장품 용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올

해 역시 신제품 3종을 개발 완료해 전시회 출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민이 투톤 글라스 제작을 구상하게 된 계기 또한 ‘세상에 없는 최고의 용기를 만들

어 보자’라는 목표를 안고 해외 여러 전시회를 방문한 것에 있다.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정민의 굳건한 행보는 산업의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

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듯하다.

진정성이 담긴 좋은 제품으로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CEO INTERVIEW

업계 리딩기업을 향한 

확실한 목표의식

㈜정민만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세워 

국내 화장품 패키징 산업을 

이끄는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Key to Success
3

(주)정민은 화장품용 용기 및 펌프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1994년 8월 정민플

라스틱으로 출발해 2000년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며 회사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창조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고객 우선, 품질 우선의 기

업 경영을 통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

장품 용기에 대한 전문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

춰 우수한 기능과 감성을 지닌 화장품 용기를 적기에 공급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고의 품질과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자세로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과 함께 성

장하는 협력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기존 해외 고객사는 물론 이머징 마

켓(Emerging Market)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 점유율을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정민   홍사우   대표

매년 20% 매출액 상승

2018 KITECH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36 37



CHAPTER.03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 

연구공간을 제공하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및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본부와 1개 센터 산하 5개 렌탈 랩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전용 연구시설

시설 지원

•입주 공간

•회의실 및 공동작업장 등

•기본 Utility(전기, 수도) 등

장비 지원

•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시제품 제작지원 장비 등

기술 및 공동연구 지원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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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지원사업

첨단 산업의 보이지 않는 힘!

신소재 토탈 솔루션으로 

매출액 115억원(2017년 기준)

CHAPTER.03

기업명 소재지 070-4667-4647

㈜그린리소스 인천 서구 가정로37번길 39 www.greenresource.kr

greenresource01@gmail.com

   도약하다

미래를 선도하는 소재전문 토탈 솔루션

㈜그린리소스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재전문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이라 할만하다. 

각종 희소금속과 더불어 메탈 및 세라믹 나노 분말, 용사1)및 플라즈마2) 코팅용 분말, 열전도

성 분말, 일반 비철금속 등 우수한 품질의 산업용 소재를 적시적기에 납품하여 고객들로부터 

최상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산업기술과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융·복합생산기술이

라는 3대 중점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수요 지향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생기원은 이러한 기관의 특성과 연구 인프라를 중소기

업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전용 연구시설(Rental Lab)을 운

영하여 연구원 내에 종합적인 R&D 지원 서비스 허브를 마련하고 있다.

생기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이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렌탈랩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시제품 생산설비 또는 개방형 실험 장비의 활용률이 

2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렌탈랩 입주는 관련 연구책임

자 또는 관리부서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최종 승인 후 입주기업이 선정된다.

렌탈랩 입주 시 입주 공간 및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시험분석 및 측정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생기원에 소속된 우수한 연구인력이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기술자문 등 근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

한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연구장비운영실

041-589-8319

11,500,000,000

중소기업 

전용 연구시설 

지원사업

1.  용사  표면 가공 기술의 한 가지. 금속이나 급속 화합물을 가열해 미세한 용적(溶滴)형상으로 가

공물의 표면에 분무하여 밀착시키는 방법

2.  플라즈마  기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가하면 만들어지는 이온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집합체

●

2014 나노어워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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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처럼 ㈜그린리소스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임하자 생

기원으로부터의 기업지원의 길도 열리기 시작했다.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를 통해 우리나

라에 많지 않은 희소금속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

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의 협업으로 ㈜그린리소스가 이뤄낸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은 바로 

그동안 해외 수입에만 의존했던 반도체 및 LCD 장비 코팅 소재의 첫 국산화였다. 센터의 

희소금속 패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린리소스는 국내 최초로 산화이트륨 

나노입자를 조립화한 플라즈마 내식성 코팅용 분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

해 코팅용 분말의 화학적 물성과 정련 및 코팅 기술, 그리고 품질관리(QC) 기술을 인정받

아 2014년 ‘나노코리아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린리소스가 

다시 한번 소재전문 기업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게 된 계기였다.

현재 ㈜그린리소스는 첨단 신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용사 및 플라

즈마 코팅과 박막증착4)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희소금속 원료부터 부품, 코팅까지 소재에 대한 전주기 공정을 구축해 나가는 ㈜그린

리소스의 끊임없는 향상심은 짧은 기간 눈부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기업성장의 원동력

일 것이다.

3.  희토류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가 포함된 희소금속의 한 종류

4.  박막증착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하나로 이온화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해 금속 박막을 반도체 기판

에 입히는 방법

임직원  약 50명

(매년 10% 이상 고용창출)

●

이종수 대표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기여하는 중

이다.

●

㈜그린리소스는 희토류 원천소재 개발과 국

산화를 견인하는 강소기업으로서 두드러진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했던가. ㈜그린리소스 역시 2011년 기업을 설

립해 희토류3) 전문 제조 및 유통업으로 출발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였

다. 중국 정부가 연간 5만 톤 수준으로 유지하던 희토류 수출 쿼터를 2011년 3만 

톤으로 감축하면서 희토류의 가격이 급등했고, 회사 매출도 덩달아 뛰어 창업 첫해 

매출 50억원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창업 전 발 빠르게 준비한 해외 판로개척이 빛

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린리소스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12년부터 희토류 화합물을 비롯해 각종 산

업 분야에 커스터마이징된 맞춤형 소재 R&D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린리소스 

이종수 대표는 이러한 연구개발이 결실을 맺기까지 한 차례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재 산업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급을 선진국에 의존하다 보니, 기업 설

립 초반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개

발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각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기업 단독으로 해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분이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前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장이신 김택

수 수석연구원님입니다.”

혁신을 거듭하는 

끊임없는 향상심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의 

부단한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선도하여 

내일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간다.

Key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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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건식식각기5) 장치가 불소가스 등과 같은 유독한 가

스 성분을 내뿜는 과정에서 챔버 내벽 등의 부품이 부식되어 파티클6)이 형성

됩니다. 이러한 파티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코팅 기술을 개발이 반도체

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번 연구개발은 원료부터 제품, 

코팅까지 전주기적 공정을 갖춘 ㈜그린리소스의 강점과 우수한 소재 분석 및 

합성 기술력을 갖춘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강점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

를 낸 협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린리소스와 생기원이 힘을 모아 희토류 복합 불화물 코팅소재의 원료 분말

과 코팅막 제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코팅 중 반응부산물 생성을 사전에 방지하

여 기존 산화물계 코팅 대비 부식률과 오염입자를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수율 증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으며 차후 천문학

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렌탈랩 입주를 통한 R&D 역량 극대화

㈜그린리소스는 2015년부터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입주

하여 렌탈랩(Rental Lab)을 이용하고 있다. 렌탈랩 입주 전부터 추진해왔던 여러 공

동과제를 발판으로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박경태 수석연구원과 본격적인 협업

을 통해 많은 성과를 창출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산업소재의 종류나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할뿐더러 최근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진 산업소재를 개발하고 제품화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글로벌 업체인 만

큼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생기원 전담 연구

원분들의 근접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생기원 중소기업전용 연구시설 활용을 통해 ㈜그린리소스가 이뤄낸 또 하나의 성취

는 바로 반도체 제조장비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내플라즈마성 세라믹 소재 적용기술

의 개발이다. 오늘날 반도체 공정이 10억 분의 1미터 수준인 나노미터(nm) 단위로 

초소형화되면서 기존보다 내식성이 더욱 뛰어난 소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는 데 따른 결과다.

생기원과의 협업으로 

연구개발 기반 확립

생기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전용 연구시설인 

렌탈랩(Rental Lab) 

입주를 통해 

R&D 능력을 강화하여 

기업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Key to Success
2

5.  건식식각기  이온화된 가스를 뿜어 불필요한 막을 깎아내는 장치

6.  파티클  미세한 오염물질 입자

●

렌탈랩 입주공간을 통해 항시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생기원 박경태 수석연구원(왼쪽)과 

㈜그린리소스 이종수 대표(오른쪽)

●

희토류 복합 불화물 코팅소재 개발로 반도체 공

정에서 사용되는 건식각기 내 주요 부품 부식을 

효과적으로 막아 파티클 생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희토류 복합 불화물 코팅소재 기술

YF3

Y-O-F

Y-O 산화

20nm 
이하

불화돼 

체적 확장 

없음

크랙이나 크랙끼리의 

마찰로 인한 

파티클 발생 없음

Y-F의 

결합 에너지가 높고 

산화되기 어려움

이번 연구개발은 원료부터 제품, 

코팅까지 전주기적 공정을 갖춘 

㈜그린리소스의 강점과 

우수한 소재 분석 및 합성 기술력을 갖춘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의 

강점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낸 

협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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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자재료 및 산업용 소재를

가장 경쟁력 있고 빠르게 공급하는

고객 중심 ‘소재 토탈 솔루션’을 실현합니다.

CEO INTERVIEW

㈜그린리소스는 2011년 4월 기업 법인을 설립한 이래 첨단 신소재의 

국내외 최대 규모 공급업체로서 국내뿐 아니라 미주, 유럽, 일본, 인도 

등 세계 시장에 수출하며 녹색자원 공급의 글로벌 선두주자를 향해 나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공급업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희토류 외에도 여러 희소금속과 알루미

늄, 구리와 같은 일반 비철금속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

습니다.

현대 산업의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희토류 소재와 나노 파우더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엄격한 품질과 빠른 납기를 준

수하여 고객들로부터 최상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린리소스  이종수   대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전적 로드맵

오늘날 ㈜그린리소스는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힘껏 발돋움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10% 이상 고용 

창출하고 있으며, 2018년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린

리소스 이종수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소재 산업을 이끄는 넘버원 브랜

드를 향해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일궈낸 성과를 기반으로 첨단 신소재 분야의 본보기가 되는 국내의 대표

적인 랜드마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

인 희소금속 원료 및 코팅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외에도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에 사

용되는 희토류 화합물 촉매 연구, 자원 재활용을 위한 고정밀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기술 연구 등 장기적인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종수 대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후 차세대 우주항공 및 군수 산업에 적용되는 보호 코팅 및 소재 부품 분야에도 새롭게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희소금속 산업의 응용분야가 방대한 만큼 ㈜그린리소스의 

성장 잠재력 역시 한계가 없는 듯하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2년 후인 2020년 본사 확장 이전을 목표로 

4,100여 평의 부지를 계약한 상태이며, 공장 이전 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품 품질과 성능을 한 단계 더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해를 기점으로 코스닥 상

장을 준비하며 강소기업으로서 건실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린리소스가 열어

갈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내일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미래지향적 시각의 

기업 청사진

진취적인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기술을 발굴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Key to Succe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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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우수한 원천기술을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스펙으로 최적화하여 

실용화단계까지 개발해 제공합니다. 

수요기업이 단기간 내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은 물론,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해 

지역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차별 과제

1년차 과제 2년차 과제

•수요기업 요구 스펙 달성

•단기 사업화 성공 증대

•원천성 기술특허 확보

•특허기술 Value-up

•대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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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도입으로

국내 알루미늄 압출 산업을

매출액 502억원(2017년 기준)

CHAPTER.04

기업명 소재지 063-263-2577~9

(유)원진알미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66

www.won-jin.net

wonjin1987@gmail.com

   혁신하다

가장 앞장서서 움직이는 ‘퍼스트 펭귄’

우리나라 뿌리 산업 중 하나인 알루미늄 압출1)산업은 그동안 세계시장에서의 기술

적 우위를 토대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국내 산업 발전의 숨은 역군이 되어 왔다. 그

러나 오늘날 생산 공정 대부분이 점차 표준화되면서 중국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후

발주자들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차별화된 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독자적인 소성가공2)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

산 체제를 도입하여 산업 전반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바로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유)원진알미늄이다. (유)원진알미늄은 

알루미늄 창호 및 가드레일 제품 생산 및 시공 업체로서 설계부터 시작해 디자인, 원

자재 수급, 생산, 가공, 조립까지 대부분의 공정 단계를 직접 수행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현재의 사업에만 머물러 있

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이템을 발 빠르게 상용화하여 기업 역

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주

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 50억 이상이고 기업신용평

가등급 최근 2년간 C등급 이상인 기술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50억 이

하인 기업이라도 ‘매출성장가능계획서’ 제출 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 사전 검토

와 특허 동향 조사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생기원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으로 최적화하여 생산 적용 가능 기술로 제공한다.

1년 차 과제를 통해 수요기업 요구 스펙을 달성해 단기 사업화 성공을 증대하고 있

으며, 2년 차 과제를 통해서는 원천성 기술특허를 확보하는 한편, 특허기술의 응용 

분야를 높이고 대형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기

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은 2017년 한 해 동안 4,249백만원 규모로 진행됐

다. 과제별 2억원 이내의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 총 25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제 SCI급 학술지에 12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28건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원신청은?
별도의 사업공고로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참조)

50,200,000,000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

1.  압출  플라스틱 등의 연질 물질을 다양

한 모양의 사출구를 통해 연속적으로 

성형 및 절단하는 방식

2.  소성가공  소성을 이용해 물체를 변형

하여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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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압출 산업에 있어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가 일반적이기에, 고객의 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원진알미늄의 

원태연 부사장은 기업의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공정 운영 기술력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었

다고 말한다.

“소량의 압출형재3) 제작 주문이 들어올 시 알루미늄 압출 업체 대부분이 이를 소화

해 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유)원진알미늄은 이와 같은 고객에 요구에 보다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처를 다각

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압출형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신규 기업 

고객이 많은데,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모듈을 의뢰받는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

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원진알미늄은 알루미늄 압출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원진알미늄 기업부설연구소 김우정 연구소장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이룩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특허와 환경표지, NET, 중소벤처기업부 성

능인증 등 주요 인증을 취득하여 제품의 공신력을 향상하고 있다.

●

(유)원진알미늄 직원이 알루미늄 창호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3.  압출형재  소정된 형상의 구멍으로 

압출 성형한 재료

4.  퍼스트 펭귄  천적의 위험 때문에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나서지 않는 

펭귄 무리 속에서 물고기를 얻기 위

해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전체

의 행동을 유발하는 실천가

●

수시로 모여 의견을 나누는 생기원 

최영 수석연구원(왼쪽)과 (유)원진

알미늄 김우정 소장(가운데), 원태

연 부사장(오른쪽)

●

위로부터 

600T 3인치 압출기,

열처리기

우수한 공정 운영 및 

품질 관리 역량

30여 년간

알루미늄 압출 업계에

종사해온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타 업체와 차별화된

공정 운영 능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Key to Success
1

특히, (유)원진알미늄은 전라북도 최초로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기도 했다.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어 각별하게 다가온 인증이었다. (유)원진알미늄을 

시작으로 전북의 타 업체들도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에 하나둘씩 도전하

기 시작했으며, 2018년 현재 10여 개 기업이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

되어있는 상태다.

이렇듯 (유)원진알미늄은 생산체제의 변혁에서부터 신기술 개발, 인증 취

득을 통한 신뢰성 확보까지 남들은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분야에 거침없

이 뛰어들어 업계를 주도하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4)으로서의 행

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유)원진알미늄이 어떤 모습으로 기업 성장의 

발자취를 이어갈지 기대가 모인다.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을 통해 

생기원의 원천기술을 

저희 생산 공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펙으로 

최적화해 기술이전 

받음으로써 장비를 

바꾸지 않고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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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같은 경우 하나의 기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유)원진알

미늄이 보유한 기존 압출 장비로는 물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런데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을 통해 생기원의 원천기술을 저

희 생산 공정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펙으로 최적화해 기술이전 받음으로써 장비를 

바꾸지 않고도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생기원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 과제를 통해 (유)원진알미늄에 이전된 기술

은 포트홀 압출 시 제품 단면의 반경 방향으로 웰딩라인이 형성되어 기계적 특성이 저

하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업으로 다중 금형을 적용해 웰딩라인을 교

차 분산시킴으로써 기존 대비 인장강도를 20%가량 향상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원태연 부사장은 현재 NET 신기술 인증을 취득한 것을 기반으로 본 기술이 적용된 알

루미늄 압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하고자 준비 중이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의 생산품 중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

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각급 관공기관에 조달해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 우수제품 지

정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품 상용화를 이끌어낸 생기원의 기술이전

오늘날 (유)원진알미늄이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나

가고 있지만, 그 시작이 남들보다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아이템

을 발굴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에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만큼, 자본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다.

“기술이 완성되거나 연구개발의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요구되

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R&D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

다. 또한, 전라북도 내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미흡한데, 기업 자체적인 역량

만으로 R&D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죠. 이러한 측면에서 생기원의 지원은 

힘든 상황을 원활하게 풀어내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처럼 다가왔습니다.”

원태연 부사장은 생기원과 수행했던 많은 연구과제 중에서도 최근 NET 신기술 인증

을 마쳤던 ‘알루미늄 원형관 개선 다중 금형 포트홀 압출 기술’ 과제를 특히나 의미 있

는 성과로 손꼽는다. 전북지역본부 탄소경량소재응용그룹의 최영 수석연구원과 협업

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종소재 압출형재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지원에 초점을 뒀다. 그

러나 최영 수석연구원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단일 재료를 사용해 압출형재에 발생

하는 웰딩라인5)을 분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본 협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현 공정에 최적화한 

생기원의 기술이전

‘기업주문형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을 통해 

생기원의 원천기술을 현재의 

공정에 최적화한 형태로 

기술이전 받음으로써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Key to Success
2

다중압출 금형을 

이용하여 

웰딩라인이 분산된 

알루미늄 커튼월 부재 

압출기술 개발

NET 신기술 인증

제1125호

논문 발표

국내외 학술지 3편, 

국내외 학술대회 2편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2건, 

등록 2건

기술이전

1건, 기술료 

9,900만원

2020년까지 

연 매출 20% 이상 상승

WONJIN 

2020 

PROJECT

5.  웰딩라인  직접 압출 혹은 포트홀 

압출 시 발생하는 빌릿에 의한 압출 

단면 이음매

●

원진알미늄 드림센터 전경

2018 KITECH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54 55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실천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NTERVIEW

(유)원진알미늄은 지난 1987년 설립 이래 국내 알루미늄 압출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알루미늄 압출재와 금속제창, 난간, 태양광 등을 생산하

며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창호에 과학과 기술을 접목, 실내외 온도를 조절하는 기

능성 그린건축물 기자재 개발에 성공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력과 R&D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신뢰를 지켜

왔습니다.

오늘날 (유)원진알미늄은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향상을 추구해나가며, 알루미늄 압

출 산업 전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인증을 취득하며 제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납품 및 시공하며 최

상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한편, 기업의 원천기술을 지속적

으로 확보하여 알루미늄 압출 산업을 이끄는 리딩기업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유)원진알미늄  원태연   부사장    

레드오션 속 ‘퍼플오션’을 개척하는 힘

최근 (유)원진알미늄은 다중 금형 적용 압출 부재 웰딩라인 분산 기술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이종 복합소재 압출형재 구현에도 기업의 R&D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생기원의 역할 또한 빠질 수 없다.

“금속세라믹복합재료, 보통 MMC(Metal Matrix Composites)라고 부르는 알루미늄 

베이스의 복합소재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량성을 비롯해 강성, 저열팽창, 고열전

도성, 방열성 등 뛰어난 물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부품과 복잡한 구조 형태에도 대

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된다면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기초단계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후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

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토록 연구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유)원진알미늄 원태연 부사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된 알루미늄 압출 산업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신흥 

공업국의 거대 자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에, 알루미늄 이종소재를 적용하는 등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척한 블루오션, 즉 새로운 

시장을 ‘퍼플오션’이라고 부른다. (유)원진알미늄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품질 면에서 타 업체는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이뤄내며, 작금의 레드오션에서 벗어

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알루미늄 압출’ 

레드오션에서 찾은 

퍼플오션

치열한 경쟁 시장인 

‘알루미늄 압출’이라는 

레드오션 속에서 

발상의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파생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Key to Success
3

● 좌로부터 경기 지방경찰청 제2청사,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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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5
Go Together Program 사업

대기업의 1차·2차·3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출연(硏) 3자 공동 기술애로해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대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도모하는 한편, 

RFP 형태로 수요를 도출하고 수행 가능한 

최적의 연구자를 매칭해 

기술애로를 해결합니다.

Go Together Program

01 수요 발굴
대기업(중견기업) 1~3차 

협력社 수요 발굴

02 연구자 매칭
생기원 연구자 탐색 및 

매칭연구자 매칭 후 신청

03 3자 협약
대기업(중견기업)·

생기원·협력社 협약

04 예산 투입
대기업·중견기업(60%), 

생기원(40%) 공동예산 투입

05 기술애로 해결
생기원 연구자 

기술애로 해결 지원

06 중간 점검 과제 진행사항 중간점검

07 최종 평가
초기목표 달성 여부, 협력社 및 

대기업 과제 성공판정 등

08 계속 지원
과제성과에 의한 

계속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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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gether Program 사업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를

CHAPTER.05

기업명 소재지 연락처

GS칼텍스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544-5151

www.gscaltex.com

   주도하다

‘Go Together’를 통한 상생경영 실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 GS칼텍스의 슬로건이 ‘Grow with uS’인 것에서 알 수 

있듯, GS칼텍스에 있어 ‘함께’라는 가치는 무엇과도 대체 불가능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협력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GS칼텍스는 협력사를 파트너

로서 존중하는 상생경영을 지향하며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 및 상

품 개발, 특허출원, 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

는 ‘Go Together Program’은 이러한 GS칼텍스 협력사 지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GS칼텍스는 2016년 5개, 2017년 6개 협력사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각각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전략적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코사족(Xhosa)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

라’는 말이 있다. 바로 상생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격언이다. 대기업과 협력사

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가

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Go Together Program’ 사업을 통해 대·중소·출

연(연)의 3자 공동기술애로 해결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동반성장 역량

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Go Together Program은 대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강화 및 공동연구 확대

를 도모하여 1차·2차 협력사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생기원의 민간수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사업이다. 1년의 사업 기간 동안 생기원의 우수한 연

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사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술애로를 해

결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대체 제품을 개발

하고 있다.

사업은 지자체 및 순수기업 수탁과 민간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수탁 부문으로 나

눠 추진되며, 지자체 및 순수기업 수탁의 경우 지자체나 기업이 사업비의 50%를 

출연하고 생기원이 나머지 50%에 대한 재원을 지원한다. 민간 대기업-중소·중견

기업 수탁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비의 60%

를 부담하며 생기원이 나머지 4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별도 공고를 통한

신청 및 접수

Go Together 

Program 사업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추진 성과 

협력사 매출 증대  19억원

1,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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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 

여수공장 전경

생기원과의 공동 기술

애로 해결사업 추진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사의 자체적인 

R&D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했다.

Key to Success
1 개발구매와 R&D과제를 통한 집중 지원

올해 GS칼텍스는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수행에 있어 지

원 대상을 두 배 이상 늘려 총 1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실질적 요구를 고려해 작년까지 R&D 및 경영혁신을 지

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R&D 역량 향상으로 집중했으며, GSC

개발구매 부문 7개 사업과 협력사 R&D과제 부문 7개 과제를 합

쳐 모두 14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GSC개발구매는 GS칼텍스가 그동안 수입해 사용하던 기자재를 

국내 협력사를 통해 연구개발하여 수입품과 동급의 품질을 지닌 

제품을 상용화 및 양산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 GS칼텍스에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구매함으로써 초기 수요

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GS칼텍스가 글로벌 정유·화학업계

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GS칼텍스에서 제품을 

승인할 시 국내외 대형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도 전략적인 마케

팅이 가능해 협력사의 글로벌 시장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추진 성과

12
7
7

연구과제 지원

협력사 12업체

GSC개발구매 부문 

과제 수행 7건

협력사 R&D과제 부문 

과제 수행 7건

특히, 올해에는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을 추진하며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한 

협력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사업 대비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GS칼텍스 3억

원, 생기원 1.67억원의 공동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GSC개발구매 부문과 협력사 R&D

과제 부문으로 나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사의 R&D 역량을 적극 강화하는 중이다. 

GS칼텍스 이광희 팀장은 이러한 기업의 행보는 ‘협력사의 경쟁력은 곧 GS칼텍스의 경

쟁력’이라는 최고경영자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GS칼텍스는 기본 경쟁력이 고객사와 협력사의 유기적인 협업에서 시작이 된다는 믿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에 참여하

게 됐으며, 국내 중소기업 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생기원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소 협력

사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광희 팀장은 글로벌 경쟁의 양상이 단일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대기업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협력사들과 

손잡고 혁신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의 수행은 GS칼텍스 측에서 협력사의 성장 계

획과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개선 역량을 확인해 실질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 특히 의미 있게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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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기원의 기술지원을 통해 ㈜HWI 공장 내 생산라인에 비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했으며, 포댓자루 측면 연속 폴딩 공정에 위치 오차 저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했다. 이러한 협력사 기업지원으로 해당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상시 작업자가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감축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제품 불량

률도 0.2%에서 0.1%로 감소했다. 그 결과 ㈜HWI는 연간 5억원 정도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넓고 깊게, 멀리 보며 이룬 협력사와 ‘동반성장’

GS칼텍스는 지난 3년간 Go Together Program에 참여하며 무수히 많은 성과를 가

시적으로 창출해 냈다. 2016년도에만 협력사의 매출 증대 51억원, 비용 절감 8천만

원을 달성했으며, 2017년도에는 이보다 늘어난 매출 증대 142억원, 비용 절감 2억원

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 올해 2018년도에는 당장 손에 쥘 만

한 성과만 해도 협력사 매출 증대 19억원, 비용 절감 27억원에 달한다.

“석유화학플랜트 원유정제설비에 사용되는 고온·고압용 안전밸브의 경우 그동안 

해외 업체가 2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밸브 제조 

전문업체인 조광ILI㈜를 지원하여 고신뢰성 고온·고압용 안전밸브 제품 개발에 성

공했으며, 현재 국내외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탱크 믹서의 경우 GS칼텍스에서 전량 수입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사

업을 통해 ㈜하도와 신제품 개발 과제를 진행했으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편, GS칼텍스는 협력사 R&D과제를 통해 협력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중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 및 대체 제품 개발이 시급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

고 있다. 특히, 많은 협력사가 제조공정 자동화 및 최적화에 시도했다가 실효성의 문

제로 실패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생산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

이는 한편, 제품 신뢰성 향상을 도모해 자체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HWI의 경우 포댓자루 인쇄 후 폴딩(Folding) 및 얼라인(Align) 공정에 있어 기

업 자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 폴딩 위치 오

차 문제로 인해, 자동화 설비가 공장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  GS칼텍스는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이어가며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협력사의 뒤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GS칼텍스 재무실 이광희 팀장

협력사의 R&D 역량 

향상에 집중한 

과제 추진

생기원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고려한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 R&D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Key to Success
2

국내 중소기업 혁신성장 거점기관인

생기원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소 협력사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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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gether Program이 GS칼텍스에 어떤 의의가 있나요?

Go Together Program 과제 수행을 통해 GS칼텍스 자체적으

로 협력사의 장애 요인과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하여,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기업 네트워크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함으로

써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GS칼텍스에서 생기원과 협업해 추진해왔던 Go 

Together Program의 경우, 리소스의 제약으로 인해 1차 협

력사에 한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의 범위에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도 포

함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2·3차 협력사까지 넓혀가고자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기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현재까지는 GS칼텍스가 협력사 과제를 발굴해 생기원에 의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생기원이 협력사를 직접 방문 및 

진단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것

도 좋은 방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방향성이 

명확한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협력사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할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금처

럼 GS칼텍스와 생기원의 협업 체계를 이어나가며, 대-중소기

업 간 상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GS칼텍스 이광희   팀장    

이를 모두 합치면 3년간 매출 증대 212억원, 비용절감 30억원으로 그야말로 협력

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년간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광희 팀장은 이러한 정량적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 성과

에 있다고 말한다.

“협력사가 R&D 역량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결실을 맺는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단기적 성과들이 GS칼텍스의 즉각적인 이익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얻은 효익이 중장기적으로 협력사의 체력

강화로 이어지며, 협력사의 체력강화는 결국 제품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거래, 

납기 단축 효과라는 형태로 GS칼텍스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울러 이광희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한 R&D 성공 경험이 차후에는 중소기업 자

체적으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난관을 돌파하여 성취를 이룬 경험은 

협력사 내부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혁신의지라는 형태로 축적됨으로

써 미래에 큰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글

로벌 넘버원 정유·화학회사를 향해 나아가는 GS칼텍스의 발걸음은 오늘날 오픈 

이노베이션1) 시대에 가치 있는 족적으로 깊이 새겨지고 있다.

● 좌로부터 협력사 R&D지원 Kick-off 워크숍, GSC개발구매 Kick-off 워크숍

협력사 체력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중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을 

지향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룩하고 있다.

Key to Success
3

1.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상생과 협업

‘GO TOGETHER’를

묻고 답하다

QUICK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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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gether Program 사업

      함께 가는 강한 ‘기업연합체’

내일의 성장 잠재력을

CHAPTER.05

기업명 소재지 051-315-2371

㈜전진엔텍 부산 강서구 가달1로 38 www.jet21c.com

sales@jet21c.com

   드높이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일군 건강한 산업 생태계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가 제품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신규 투자

를 통한 제조 설비 고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기존 생산 공정의 최적화

와 유지관리다. 이는 현재 국내 정유업체 ‘Big 2’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GS칼

텍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유·석유화학 공정 내에 발생하는 여러 애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안 기술을 연구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설비와 사용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되어 가는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기업이 내부 자원만을 이용해 양질의 기술력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공정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GS칼텍

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생기원과의 ‘Go Together Program’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도모해 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인 ‘Go 

Together Program’을 추진하며 부산시와 울산시, 제주시 등 여러 지자체를 비롯

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긴밀한 공조를 펼치

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정유·석유화학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GS칼텍스는 

2016년 사업 초기부터 Go Together Program에 참여하며 협력사의 기술 혁신

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GS칼텍스 출연금 3억원과 생기원 매칭금 1.67억원이 투입된 4.67억원 규모의 중

소·중견기업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 기업 지원을 통해 14

개 과제를 수행했다.

사업은 협력사의 R&D 역량 향상을 위한 ‘GSC개발구매’와 협력사의 자체 애로 기

술 해결을 위한 ‘협력사 R&D지원’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기획 및 발굴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협력사 매출 증대 19억원과 비용 절감 2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얻었으

며,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을 확충하여 ‘함께 가는 강한 기업연합체’로서 많

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지원신청은?
별도 공고를 통한

신청 및 접수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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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워(Tray+Packed Tower)  화학반응

에 의해 원유의 정제나 특정한 화학제품

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

부산에 터잡은 ㈜전진엔텍은 지역의 전도유망한 강소기업으로서 

우리나라 화공기 내장품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생기원의 기업지원 하에

대기업이 

필요한 수요기술을

협력사에 위탁해

연구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의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연결해가고 있다.

Key to Success
1

이번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을 토대로 ㈜전진엔텍은 중소 협력사로서 접하

기 어려운 대기업의 수요를 한발 앞서 접함은 물론, 실질적인 판로처를 확보하여 제

품을 납품하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병국 대표는 GS칼텍스에 납

품하는 것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품질 공신력을 인정받는 것인 만큼, 차후 국내외 정

유 및 석유화학 시장에 개발제품을 선보임에 있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생기원의 기업지원을 나침반 삼아 함께 나아가고 있는 GS칼텍스와 

㈜전진엔텍의 아름다운 동행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D 협력으로 뭉친 남다른 ‘케미스트리’

㈜전진엔텍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진엔텍은 국내 최초로 화공기 내장품 전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속

적으로 자체적인 R&D 혁신을 주도해왔다. 이를 통해 화학공학 플랜트 내 핵심 공정 

시설 중 하나인 타워(Tray+Packed Tower)1)의 내장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2010

년 대한민국 창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전진엔텍은 단순히 제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타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내장재 설계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화공기 내장품 시장의 히

든 챔피언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을 통해 ㈜전진엔텍이 개발한 ‘Air Cooler Water Mist 설계 기술’은 

기업의 탁월한 기술경쟁력과 생기원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만나 화학적 케미스트

리를 형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생산성혁신 Go Together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여러 성과 중에서도 특

히 손꼽을 만한 결실로는 화공기 내장품 전문업체인 ㈜전진엔텍과 진행한 ‘Air 

Cooler Water Mist 설계 기술개발’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는 ‘GSC개발구매’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과제로서 GS칼텍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 및 제

품 사양과 부합하며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됐다.

㈜전진엔텍 김병국 대표는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과제 수행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대기업은 기술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 수요기술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대기업이 대규모 생산 공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를 기업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내부 리소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

나 중소 협력사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기업 산업 현장의 애

로점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GS칼텍스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

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와 연구개발을 진행해 구매까지 연결한다는 지

점에서 생기원의 이번 기업지원 사업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기원 김정환 선임연구원이 Air Cooler Water 

Mist 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Air Cooler Water Mist 설계 기술개발

GS칼텍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전산유체역학(CFD) 활용 

유동 해석 모델 개발

Cooling 효과 최적화 변수 확립

Lab Scale 규모의 실험 장치 제작

GS칼텍스 현장 공정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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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입자의 물을 뿌려 공랭식 냉각기 인근 공기 온도를 낮춘다는 내용의 아이디어

를 GS칼텍스 측에서 제안했고, 이를 ㈜전진엔텍에서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랭식 냉각기용 Water Mist 장치 노즐 형

태에 따른 수학적 모델 및 유동해석 모델을 개발했는데, 개발 모델을 전체 공정 시스템

에 적용하는 설계 및 최적화 작업이 필요해 생기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기원 울산지역본부 친환경재료공정그룹의 김정환 선임연구원과 ㈜전진엔텍의 협업

이 빛을 발한 것도 이러한 지점에 있다. GS칼텍스의 산업 현장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 공정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유동 해석 모델을 개

발했다. 또한, 공랭식 냉각기의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각종 변수를 구체적으로 확

립해 나갔다.

현재 ㈜전진엔텍은 실험실 규모의 분석 장치를 제작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개발한 노

즐과 기존 노즐을 대조해 나가며 막바지 작업에 돌입 중이다. 이를 통해 노즐에서 토출

되는 유량과 미세입자 물방울의 크기, 공랭식 냉각기의 실질적인 쿨링 효과 등을 비교

하며 GS칼텍스가 요구하는 기술 스펙에 맞춰 노즐을 보완하고 있다. 지난 GS칼텍스 중

간보고회 발표 당시 ㈜전진엔텍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노즐 개발을 완료해 실질적

인 사업화 성과를 거두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다.

● 

㈜전진엔텍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타워 

내장재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있으며, 

현장에 직접 설치까지 도맡아 수행하며 

관리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D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업 다각화

협력사가 지닌

기술경쟁력과

생기원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R&D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Key to Success
2GS칼텍스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와 

연구개발을 진행해 구매까지 

연결한다는 지점에서 

생기원의 이번 기업지원 

사업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r Cooler Water Mist 설계 기술 개발 과제를 함께 수행한 김정환 박사님의 경

우 화학공학을 전공함은 물론, 생기원에 오시기 전에 SK이노베이션에서 근무

하셔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으십니다. 그 덕분에 박사님이 연구과

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으면 저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를 토대로 기술을 

실현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ir Cooler Water Mist 설계 기술 개발은 GS칼텍스  배관 라인의 공랭식2) 냉각

기3)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다.  공랭식 냉각기의 기

본 원리는 공기를 순환함으로써 공정 내 기계설비의 온도를 낮추는 데 있다. 그러

나 하절기에 외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냉각기의 효율 저

하와 에너지 손실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  공랭식  열 설계에서의 냉각 방식의 일종으로 냉각 매체로서 공기를 사용하는 방식

3.  냉각기  전열벽을 통해서 온도가 높은 유체로부터 온도가 낮은 유체에 열을 전달하는 

장치

●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생기원 김정환 선임연구원(왼쪽)과 

㈜전진엔텍 김병국 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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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술의 발판으로 한 내일의 도약

국제원유의 가격 변동에 따라 글로벌 산업 환경 전반이 술렁이는 현상은 오늘날에 

와서 당연지사가 되었지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화공기 내

장품 업계는 그 파동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도 ㈜전진엔텍은 화공기 내장품 제작과 설계 분야에서 축적해온 독자적인 코어기

술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화공기 내장품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있어 소수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정도로 기술의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업의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갖추지 

않고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거죠. 이에 ㈜전진엔텍은 지난 2008년 기

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R&D 투자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생기원의 파트너기업으로 지정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전진엔텍은 현재 화공기 내장재와 외장재, 그리고 설계와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

를 집결하여 제품 ‘패키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고객사에 토탈 엔지

니어링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2022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경영 내실화를 이뤄나가는 중이

다. 오늘의 기술을 발판 삼아 더 높은 내일로 뛰어오르는 ㈜전진엔텍의 도약이 어

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너지의 가치를 높여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CEO INTERVIEW

저희 ㈜전진엔텍은 지난 2003년 창업한 이래, 석유화학 플랜트의 

화공기 내장품 및 급속개폐장치, 환경 산업 시장에서 세계 일류 기

업으로 성장하는 꿈을 이루고자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최선

을 다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기업 부설 화학 및 환경 공정 기술연구소를 설립

하여 R&D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유 및 석

유화학 공정 내 주요 설비인 타워 관련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 및 

진행해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품질 경영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자체적인 

기업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진엔텍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혁신

을 거듭하며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로 자리 잡아가겠습

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투명하

고 스피디한 경영으로 가치 창조를 이룩하여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엔텍  김병국   대표

독자적 코어기술을 

기반한 기업 내실화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업 원천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내실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Key to Success
3

● 

좌로부터 ㈜전진엔텍 본사 전경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여받은 ‘수출의 탑’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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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6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력과 

고경력 연구 인력을 최대 3년간 파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R&D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연구인력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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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출액 984억원(2017년 기준)

CHAPTER.06

기업명 소재지 연락처

㈜탑인프라 광주 북구 추암로 69 

㈜탑인프라디벨로퍼 

062-574-2088

topinfra.co.kr

   선도하다

연구원 파견 지원을 통한 R&D 역량 창출

전 세계에 걸쳐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환경오염, 그리고 화석연료 고갈 문제 등이 심각해

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태양과 바람, 물, 지열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점

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는 글로벌 마켓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

래 에너지원 중 하나다. 태양광은 발전은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도 자동화가 용이하

고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서 주

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탑인프라는 글로벌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매년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며 굵직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탑인프라 양홍석 대표는 대형 상업용 

발전소1)와 수상태양광발전소2), ESS 연계형 발전소3), 주택 및 건물 지붕형 태양광 발

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 전문성을 확장해온 그간의 노력에 이러한 기업성장의 

비밀이 숨어있다고 말한다.

‘혁신’은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을 도입해 완전히 새로운 변혁과 쇄신을 이뤄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은 단숨에 이뤄지지 않는다. 조금씩 점

진적으로 축적된 결실로서 얻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R&D 강화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거나 생산 공정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꾀한 끝에 성취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중 ‘공공연

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운영해 생기원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

견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며,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업별로 1명 

파견 지원된다.

기업 지원 시 최초 3년까지 파견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구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돼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는 파

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추가 연장 시

에는 표준급여 기준 40%를 제공한다. 신청 접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partner.nst.re.kr

98,400,000,000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1.  상업용 발전소  전, 답, 임야, 과수원 등 

개발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

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소

2.  수상태양광발전소  댐, 저수지 등 물 위

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형태의 

발전소

3.  ESS 연계형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

산한 전력을 저장 및 판매하는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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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탑인프라는 독보적인 태양광 발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 건축, 토목 분야 

등으로 기업의 외연을 넓히며 전문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국

내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최초로 해외 

ODA4)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주에 성공하여 온두라스 및 개발도상국

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납품 및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탑인프라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라는 경영원칙을 토대로 지난 2010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꾸준히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연구개

발을 수행함에 있어, 석·박사 이상의 학력과 충분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연구 환경과 자금력에 있어 열세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중소

기업으로서 어떻게 R&D 혁신을 이룩해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때쯤, 양홍석 대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알게 된다. 그에게 생기원과의 만남은 곧 우수한 인재와의 만남

과 다름없었다.

●

생기원 임대윤 선임연구원(왼쪽)과 

㈜탑인프라 서성채 연구소장(가운데), 

전동환 실장(오른쪽)

●

탑인프라 시공 최초 수상태양광 발전소

●

폐 양어장 재활용 태양광발전소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소재 

국내 최대 30MW ESS 설치 완료 발전소

생기원 지원으로 

검증된 연구 인력 유치

생기원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기업에 유치하여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성장 동력원을 얻었다.

Key to Success
1

“생기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실적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연구원이 필요하던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반갑

고 절실하게 다가온 지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증

된 실력 있는 연구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에 파견되어 함

께 생활하면서 현장 중심의 밀착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무엇보다도 3년이라는 장기간

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 본사의 독

자적인 기술력 향상과 미래의 성장 동력 제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파견된 생

기원 서남지역본부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단 소속 임대윤 

선임연구원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상주 근무하며 ㈜탑

인프라 전동환 경영지원실 실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로 2017년도 R&D재발견사업과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의 굵직한 정부과제를 수주하는 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해당 과제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는 중이다.

4.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 개발원조

생기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실적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연구원이 필요하던 저희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반갑고 절실하게 다가온 

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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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윤 선임연구원은 ㈜탑인프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서성채 소장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및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량 및 이상을 예지 및 발견하는 인공지능 

RTU데이터분석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해당 기술과 연계해 드론 열화상 촬영 

장비로 원격 스캐닝된 영상 데이터의 다양한 불량 패턴을 분석 및 검출할 수 있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표준화된 현장진단 및 원격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외 태양광 발전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 중 

상당수가 체계적인 O&M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안정적

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비 시공 후의 후속적인 유지관리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구개발은 태양광 발전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수주력

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탑인프라는 독자적인 O&M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적한 드론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화상 촬영 장비 대신 농업용 방제 장비를 탑재한 농업용 드

론을 개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탑인프라는 임 연구원과의 협업

을 통해 농업용 방제 드론 ONETOP A1 모델을 개발해 상용화를 끝낸 상태다. 드론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많은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탑인프라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몹시 궁금해진다.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여는 O&M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높은 대신 태양 전지의 수명이 20여 년 정도로 상

당히 길어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한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로서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고객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탑인프라는 태양 발전 시설 조달 및 시공 후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자

산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하고 있다.

임대윤 선임연구원이 ㈜탑인프라 기업부설연구소에 파견되어 집중적으로 추진한 주

요 연구과제 중 하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원격 드론 촬영을 통해 광범위한 시

공 현장을 육안으로 모니터링하던 기존 ㈜탑인프라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 이미지 빅데이터 기반의 태양광 불량모듈 실시간 검출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광범위한 데이터를 육안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해야 했기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됐으며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실시

간 계측과 예지 정비가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발전소 효율 저하의 원인 찾기 위해서

는 장시간의 현장 조사를 병행해야 했지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O&M5)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고객 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기술집약형의 체계화된 

O&M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시장 전반에서 

굳건한 제품 신뢰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Key to Success
2

5.  O&M  태양광 발전 시설 시공 이후 실시하는 모니터링 등의 관제 업무

인공지능 기반

RTU데이터분석시스템

➡

이상 예지
드론 및 비행장치 기반

고속원격스캐닝시스템

⬆
O&M 관리

⬇
영상 데이터

태양광발전소

전주기지원O&M시스템
⬅

불량 검출

영상 처리 기반 

불량모듈검출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불량 모듈 

실시간 검출 시스템

●

드론을 활용한 고속원격스캐닝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불량모듈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있다.

● 생기원 서남지역본부를 배경으로 방제 장비가 탑재된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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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겠습니다.

CEO INTERVIEW

㈜탑인프라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친환경적인 시스템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

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국내외 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끊임없

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시공경험을 바탕

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시공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데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나

가며 태양광, 건축, 토목, 전기분야의 시공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고객의 가치증대를 최우선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우리 후손

에게 길이 물려줄 환경친화적 건설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탑인프라가 그 동안 수많은 역경을 딛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고객 여러분께서 항상 곁에서 많

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탑인프라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탑인프라를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 고객중심

의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과 늘 함께 존재하며 함께 성장

해 가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탑인프라  양홍석   대표

패러다임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경쟁력

해를 거듭할수록 신기술은 단순한 기술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

다. 이는 오늘날의 ㈜탑인프라를 말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4년 뒤인 2022년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생기원 임대윤 선임연구원과 함께 연구개발 중인 ‘모빌리티형 박막 태양

광 드론 개발’ 과제는 그 자체만으로 ㈜탑인프라의 눈부신 청사진을 대변하는 듯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플렉시블 태양전지는 효율이 낮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

점이 있습니다. 이에 ㈜탑인프라는 고효율 III-V 태양전지6)를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하

여 유연성을 부가하고 경량화하여 플렉시블 태양전지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준비 중

에 있습니다.”

플렉시블 태양전지는 웨어러블 형태나 다양한 구조의 건물 및 조형물 일체형 발전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향후 상용화될 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탑인프라는 이러한 플렉시블 태양전지를 무인항공기에 적

용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드론의 체공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홍석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

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산업 또한 가파

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현재, 생기원과의 협업으로 자체적인 기술경쟁력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탑인프라의 날씨는 언제나 ‘오늘도 맑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

모빌리티형 박막 태양광

드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태양광 발전 분야 전반에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이룩하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Key to Success
3

6.  III-V 태양전지  원자핵의 진동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어 높은 효율을 지닌 화합물 반도체 태

양전지

토목건축공사업 321억원

32,100,000,000

전기공사업 857억원

85,700,000,000

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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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7
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전 세계에 걸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인프라 확보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하는 한편, 

해외 거점을 활용해 한국 친화적인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여 

Made in KOREA 제품이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반구축 연구기획

•해외기관과의 중장기 
국제협력로드맵 수립

•국제워크샵 개최, MOU 체결 등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생기원 주요 연구분야의 

전략기술 및 선진기술 확보

기술실용화 국제공동연구

• 중소·중견기업 또는 생기원 
파트너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술실용화 추진

•국제 공동연구 과제 도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전 기획

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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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매출액 150억원(2018년 기준)

CHAPTER.07

기업명 소재지 031-357-8493

㈜화성비엔텍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서길127번길 20-22

www.iboiler.co.kr

boilerhs@korea.com

   날개 달다

‘포스트 차이나’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세계 4위의 인도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가능 인구가 67%에 달하는 젊은 국가이

다. 20~40대 경제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매년 5~6%대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과 함께 ‘포스트 차

이나’를 열어갈 주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글로벌 업계 전반에 걸쳐 인도네시아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한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도네시아 협

력기술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정부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친화적 산업 구조 구축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현지 진출 중

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에 이바지하고 있다. ㈜화성비엔텍이 기업지원의 수혜를 받은 ‘아시아 현지기술실용

화개발사업’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수행된 사업 중 하나이다.

산업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발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글

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생기원

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칭다오, 미국 산타클라라, 베트남 호치민 등 전 세

계에 걸쳐 주요 해외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현

지 진출 지원 및 한국 친화적 시장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생기원은 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현지기술실용

화개발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생기원의 아시아 해외사무소 소재 

국가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생기원이 구축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함은 물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현지 적용 

가능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시아 현지기술실용화개발사업은 연구 책임자를 통해 과제를 신청받고 있다. 이

와 같은 사업 수행을 통해 생기원은 지난 2017년 10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얻

었으며, 기술지원 결과 기업 만족도 9.0/10.0을 달성하며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사업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지원신청은?
연구 책임자를 통해

과제 신청 및 접수

생산기술 

국제협력 

지원사업

●

본사 및 기술연구소(왼쪽)와 

제2공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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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비엔텍 김정수 대표와 생기원 구본욱 수석연구원이 

국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공장 내 주요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

핵심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화성비엔텍 김정수 대표(왼쪽)와 

생기원 구본욱 수석연구원(오른쪽)

●

인도네시아 소재 ㈜화성비엔텍 공장 

바이오플렌트 설치 현장

생기원의 아시아

현지기술실용화개발사업

지원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측정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서포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한 

고객 다각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의 성장세가 

안정권에 접어들어선 

국내 시장을 벗어나 

인도네시아로 해외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신동력원을 창출했다.

Key to Success
1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군도 국가라는 지형적 특성

으로 인해 전력 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화성비엔텍으

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회의 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재 ㈜화성비엔텍은 생기원의 ‘아시아 현지기술실용화개발사업’ 과제 수행

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현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바이오매스 보일러 개발과 

상용화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인 ‘팜유(油)’의 

부산물로 배출되는 EFB(Empty Fruit Bunch)5)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

용하는 발전 설비로, 실제 현지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듯 ㈜화성비엔텍은 생기원의 기업지원을 교두보 삼아 

오늘 하루 글로벌 시장 개척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중이다.

㈜화성비엔텍은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분야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1년 법인회사로 출

범했다. 수관식 보일러1)와 노통연관식 보일러2), 바이오매스 보일러3), 폐열 보일러4) 등 

다양한 종류의 대용량 보일러를 자체 제작해 사업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업계에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 ‘PT. HWASEONG 

UTAMA’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이다.

㈜화성비엔텍 김정수 대표는 인도네시아는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

을 거두고 있는 주요 개발도상국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국내 시장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인

도네시아 진출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폐기물 에너지 분야가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갔습니다. 즉,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

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 시장 선점 및 다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

족한 개발도상국인 만큼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

화성비엔텍은 친환경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대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

제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1.  수관식 보일러 지름이 작은 다수의 관을 배열해 그 속에 물이 지나게 하여 바깥쪽에서 가열하는 보일러

2. 노통연관식 보일러 노통 안에 연료를 태워 물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3. 바이오매스 보일러 친환경 및 저비용의 청정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4.   폐열 보일러  산업용로 등의 폐열을 이용해 증기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및 발전 터빈 보일러

5.  EFB(Empty Fruit Bunch)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자나무과 열매 팜(Palm)을 오일로 가공하는 과
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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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본욱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화성비엔텍과 손을 

맞잡고 ‘바이오매스 소각 폐열을 활용한 열병합6) 발전 설비 공정 설계 기술’ 과제 수행

에 나섰다. 그동안 독자적인 보일러 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인도네시아 현지

화를 꾀하고 있던 ㈜화성비엔텍의 해외 사업에 생기원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힘을 보태주기 위함이었다.

구본욱 수석연구원은 바이오매스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국내를 오가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의 향후 추이와 잠재력을 조사하였다. 그런 한편

으로 인도네시아에 현지의 연구기관과 협업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현지 정보를 수집했으

며,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 EFB 연료의 물성과 연

소 특성을 도출했다. 이후에는 이러한 현지 지원과 국내 생기원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바로 생기원 내 열병합 발전 전문가 및 공정 개

발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협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보일러 설비 건조 방법 및 함수율 조건 등 EFB 기반 대형 열병합 발전에 적합

한 최적의 공정 조건을 제시했으며, 소각로와 주변 설비 설계를 위한 입출구 요건을 확립

하고 전체 공정 흐름을 구현하였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인 전산 모사7)를 통해 

공정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지 사업 환경에 맞게 기업의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나갔

다. 이 같은 생기원의 기업지원으로 ㈜화성비엔텍은 보다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하

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생기원 국제협력을 기반한 ‘현지화 전략’

인도네시아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수만 헥타르의 대규모 오일 팜(Oil Palm) 플랜테이

션 농장이 광대한 녹색 물결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다. 열대 수목의 일

종인 오일 팜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성 식용 유지인 팜유의 원료다. 

인도네시아는 팜유의 주요 생산 국가이자 수출 국가로서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

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일 팜이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원료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중이다. 팜유를 

짜고 남은 부산물인 EFB는 연간 발생량이 19백만 톤에 달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중 

일부만이 비료로 사용되고 폐기물로 처리됐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의 일종으로 EFB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되면서 신부가가치의 창출원이 되고 있다. 생기원 청정

생산시스템연구소 지능형청정소재그룹의 구본욱 수석연구원이 주목한 EFB의 특장

점 또한 이러한 지점에 있다.

“EFB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EFB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환

경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수급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전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팜

유 생산 공정에 필요한 증기와 전력의 자체 생산을 통해 팜오일 산업의 경쟁력도 제

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부양정책을 최대 현안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의 대형화와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바이오 및 폐기물연소복합연소보일러 설치 작업 현장 ● 

㈜화성비엔텍

스토카 설치 및 조립 현장

6.  열병합  다수의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을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합산하

여 각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냉난방 

방식의 일종

7.  전산 모사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이용되는 연구방법론의 하나

현지 상황에 최적화한 

열병합 발전 설비 개발

대규모 

오일 팜 농장이 운영되는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맞춰 

팜유 부산물인 ‘EFB’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설비 공정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Key to Success
2

현장설치작업

※ 본체 SIZE (5톤 기준) : 2.7m(L) x 7.7m(W) x 5.4m(H)동우바이오체인스토카2대설치

Food waste steam boiler

11. 바이오및폐기물연소복합연소보일러

Page 12

바이오매스 소각 폐열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 설비 공정 설계 기술

기업의 열병합 

발전을 위한 

연료 전략 수립 

지원

공정 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설계비 및 

인건비 절감

설비 

Compact화에 

따른 공정 

제작비 절감 

효과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 

타당성 평가

연료 및 시장 

현황, 환경 법안 

등 현지 사업 

환경 평가 지원

지원성과

바이오매스 열병합 관련 계약 체결 1건

EFB 탄화연료로 하는 Steam 공급사업 체결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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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보일러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CEO INTERVIEW긴밀한 협업으로 세운 해외 진출의 기치

해외 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해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각종 인프라 부족 문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성비

엔텍 김정수 대표는 인도네시아 소재 생기원 해외사무소의 존재가 낯선 타지에서 든든

한 ‘뒷배’가 되었음은 물론, 생기원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개발과 현지

화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생기원의 아시아 현지기술실용화개발사업 지원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

운 고가의 측정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서포팅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박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연구 인력 채용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

었죠. 이를 통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화성비엔텍은 생기원의 기업지원 성과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오

일 팜 플랜테이션에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

업 실제화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같은 대규모 오일 팜 농장

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는 만큼, 접경 국가로의 

사업 진출을 증대할 수 있어 더욱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생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해외 사무소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생기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본격 진출에 

나서고 있다.

Key to Success
3

● 캄보디아 수출 성과를 얻은 생기원 실증 고온열분해폐기물연소보일러

● 하수슬러지 및 바이오매스 복합 연소보일러

물과 공기는 늘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깨닫기 힘들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을 좌우하는 쾌적한 생활 

온도는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화성비엔텍은 대용량 보일러의 완벽한 자체 제작과 끊임없는 연구와 

제품 개발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해 왔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고객이 만족하는 A/S 기술

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이 강조되는 현재, 바이오매스 발전 분야에서 지닌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

탕으로 내실 있는 해외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과 신뢰 가는 서비스를 위해 지속

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여 대용량 보일러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비엔텍   김정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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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폭넓은 연구개발 인프라와 

중소•중견기업의 긴급 기술수요를 연계하는 한편, 

산학연이 공동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확대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적·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사업화

비R&D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학연 공동재원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 지원

공동 기술개발
즉시 사업화 가능한 상용화 R&D 지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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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로

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매출액 19억원(2017년 기준)

CHAPTER.08

기업명 소재지 064-726-8888

㈜파워레인 제주시 청풍남2길 19 www.powerrain.kr

hankook-8888@hanmail.net

   세우다

‘무인 방제’ 농업에 기술을 더한 새로운 도약

지금은 혁신의 시대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흐름에 스스로를 내

던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도태되고 만다. 이는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오랜 세월 인

류문명의 근간이 되어온 농업은 오늘날 산업 전반에 있어 거센 혁신의 바람을 맞이

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농업과 첨단 기술이 연결된 ‘스마트팜’으로

의 진화다.

스마트팜은 자동화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생육환

경을 관리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빛이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등을 인

위적으로 제어해 작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영농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인구 노령화와 인력 부

족난, 농경지 감소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 농촌의 당면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함

께 미래의 주역이 될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간 산업 생태계적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강도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을 잡고 ‘산

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와 생기원이 공동재원을 마련하고 

생기원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한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화 

성공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생기원과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며, 사업을 신청하기 전 중기부에서 제시한 사전진단

표에 의거 신청자격 사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규모는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이며, 정부출연금 75%와 기업 부담금 25%로 사업비가 구성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상용화 R&D 공동기술개발 및 맞춤형 사업화 비R&D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

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지원신청은?
별도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1,900,000,00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018 KITECH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98 99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더라도, 

실제 제품을 설계하여 

검증하기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애로 사항과 마주치게 

되는데 생기원의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이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R&D 투자 

오랜 세월 

농자재 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무인 방제 분야 新시장 개척의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Key to Success
1

아울러 ㈜파워레인은 현재 무인 관수 및 방제 분야를 기업의 최대 역점 사업을 두고 있

다. 박대한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0억불에 불과했던 세계 기계화 관수 

시스템 시장은 2024년 25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무인 방제 및 농업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고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파워레인은 이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연구전담부

서 설치를 시작으로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10% 이상을 제품 개발에 투자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향상심을 결과로써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해 

글로벌IP스타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특허권 19건과 디자인 45

건, 상표 3건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파워레인이 무인 방제 사업에 뛰어든 지 올해로 10년째다. 강산이 바뀌는 세월 동안 

이룩한 많은 변화는 기술개발 끝에 확보한 오리지널리티 제품으로부터 시작됐다. 박대

한 실장은 자동 방제 스프링클러를 개발 초기 당시에는 기술 강국인 일본의 기술력을 넘

을 수 없었으나, 현재에 와서는 당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농업에 ‘무인 

방제’라는 신기술을 더하며 미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파워레인의 발걸음

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

생기원 김형찬 선임연구원과 ㈜파워레인 박대한 

실장이 생산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

플라스틱 배관자재 압출 공정 설비

●

생기원 김형찬 선임연구원(왼쪽)과 

㈜파워레인 박대한 실장(오른쪽)

제주시 화북일동에 위치한 ㈜파워레인은 이러한 스마트팜의 핵심 설비로 들어가는 스

프링클러 무인 병해충 방제 시설 분야의 전문 업체다. 지난 2009년 설립 이래 다른 지

역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제주도에서 농자재 산업에 몸담으며 20년이 훌쩍 넘는 업

력을 쌓아왔다. ㈜파워레인 박대한 실장은 오랜 경험에서 빚어낸 노하우와 기술 경쟁력

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농자재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말한다.

“자동 방제 스프링클러부터 배관자재, 안개분무시스템, 다기능 물탱크 등 농자재 분

야 전반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전국 농협이나 농자재 백화점 및 판매업체, 정부 농업 관련 부서

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또한, 자체 대리점을 운영하여 영농조합 법인이나 자

영농가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일본에 수주하는 등 여러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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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술을 보강하는 것과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따른다. 이러한 지점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R&D 역량을 강화해왔던 ㈜파

워레인으로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

처럼 ‘기술혁신’을 향한 ㈜파워레인의 끊임없는 노력은 생기원의 ‘산학연협력기술개

발사업’이라는 형태로 보답받았다. 바로 김형찬 선임연구원의 시기적절한 개입으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개발기술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아 생기원과 중기부의 공

동 기술개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농업용 무인 관수 및 방제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발 과제 또한 순풍을 타게 

됐다. 김형찬 선임연구원은 작물에 직접 타격해 농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직진살포형’과 

방제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저속회전형’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스프링클러에 담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계했다. 이후 안정적인 성능 도출에 수반되는 다양

한 분석 및 검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모델을 수립했다.

혁신 아이디어를 빛내는 생기원의 기업지원

그렇다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생산기술 거점 연구기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

됐을까. ㈜파워레인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인연은 지난 2014년 생기원 제주지역

본부에서 주최한 ‘제주권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처음 맺어지게 

됐다.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청정혁신기술그룹 김형찬 선임연구원과 ㈜파워레인 박대

한 실장이 서로를 알게 된 것도 해당 설명회를 통해서였다.

박대한 실장은 당시를 계기로 기술개발에 있어 어려울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R&D 협

력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

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더라도, 실제 제품을 설계하여 검증하기까지는 수많

은 기술적 애로 사항과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생기원의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이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농업용 무인 관수 및 방제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발’ 과

제 역시 사업 아이템을 실용화하기까지 김형찬 박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 재배 작물과 용도에 적합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자사를 비롯

해 무인 방제 시설 분야 전반에서 동일한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왔기에, 방제 효율이 

저감될뿐더러 필요보다 많은 약제가 사용되는 실정이었죠. 이에 저희 업체에서 다

기능 스프링클러 아이디어를 냈으나, 기존에는 없었던 기술이기에 기업 자체적으

로 제품을 구현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생기원 및 중기부의 

기업지원에 힘입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상용화 제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자재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Key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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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관수 및 방제 시설에 설치되는 

고압펌프(왼쪽)와 스프링클러 개발 제품(오른쪽)

●

제주도에 위치한 ㈜파워레인 공장에서 

한 직원이 한창 작업 중에 있다.

농업용 무인 관수 및 

방제를 위한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발
작물 직접 타격 및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직진 살포 임펠러 
기반 회전형 스프링클러 개발

사출해석 및 자체 필드테스트, 
공인시험 인증을 통한 다기능성 스프링클러 상용화

저속 수평회 전부와 분사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방제 효율이 
향상된 저속회전형 스프링클러 개발

특허                                            건

45
디자인 45건

3
상표 3건

㈜파워레인 주요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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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농업용 농자재 산업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INTERVIEW

㈜파워레인은 지난 2006년 한국영농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래, 관수자재 전문 브랜드 ‘POWER RAIN’ 개발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

이 도전을 계속해오며 농업용 농자재 전문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굳혀왔

습니다.

오늘날 ㈜파워레인은 오랜 업력에서 비롯된 기술경쟁력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각종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관련 부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하우스와 축사, 과수, 밭작물 등 물 사용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서 관

수 및 액비살포, 방제, 방역, 온습도 조절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시스

템화하여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에 맞춰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의 농자재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공동 A/S망 확충을 통해 소비자

가 신뢰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워레인은 앞으로도 ‘물이 필요한 모든 곳에 물 걱정이 없도록 하자’

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관수자재 생산업체로서 농업인과 함께하겠습니

다.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갈 ㈜파워레인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

니다.

 ㈜파워레인  박대한   실장

“기존 자사에서 제작하던 무인 방제 장치는 안개형 스프링클러입니다. 미립자의 약제를 

하우스 위로 뿌려 잎에 분사하는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 공기 중에 비산되거나 토양에 흡

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작물의 이파리에 약액을 직접 분사하고 회전형 스

프링클러를 개발하여 분출되는 물줄기의 반동으로 잎이 앞뒤로 돌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

니즘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사한 약제를 오롯이 작물에만 골고루 묻힐 수 있게 돼 

기존 대비 방제 효율을 30% 이상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대한 실장은 현재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양산화하고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본 개발품은 관수 및 방제 겸용으로 개발되었기에 각기 시설을 따로 구비하던 기

존 농촌현장에서 40% 이상의 비용 절감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관련 산업 분야에 미치는 파

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멈춤 없는 협업’

㈜파워레인과 생기원의 협업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김형찬 선임연구원은 현재 산학연협

력기술개발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계속적으로 ㈜파워레인과의 연구개발 과제를 준비 중이

라고 한다. 특히, 기존 ㈜파워레인이 보유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함

으로써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당

국의 병해충 방제 기준이 미비한 만큼 ㈜파워레인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

아울러 지난해 ㈜파워레인이 출시한 ‘다기능 

물탱크’ 역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능을 개선

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해당 물탱크는 하우스 

및 축사 자동방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친

환경 농자재로 초기 과제 수행 시부터 생기원

과 협력해 함께 개발한 제품이다. 이처럼 생기

원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는 

㈜파워레인의 행보는 멈춤이 없는 듯하다.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협업의 끈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생기원과의 

끊임없는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의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

Key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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