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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5년 3월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일대일 상담회』(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Business

2018년에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크게 높아지고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중국과

Partnership)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 말까지 총 32회의 일대일 상담회가 개최되었습

도 사드 이슈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무역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새

니다. 약 1,500여 참가 기업 중 95%가 중소·중견기업일 만큼 경제사절단은 기존의 대기업

로운 해외 진출 장벽은 개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정부, 기업, 유관기관이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외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함께 힘을 합쳐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 플랫폼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성
2017년에는 연초 국내 정치상황 변화로 경제외교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신정부에

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대국의 수요와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 패키지

서도 미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으로 경제사절단이 다시 활발하게 운영되어 기업 지원

를 개발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기업 비즈

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니스 창출 기회로 이어지도록 경제외교의 기업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신 경제외교 전략(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인도, 아세안,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기업인

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호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례집에는 경제사절

공유해 주신 경험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하며 더

단에 참가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 스토리, 시장진입 장애 극복 과정 그리고 성공 기업의

욱 많은 기업이 경제외교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하우 및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2017년 신규 진출 사례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성과사례집에는 담지 못
했던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경제사절단 참가 이후 우리 기업이 난관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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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셀은 환자를 위한 기업이다.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 의료 분야의
선두를 이끌어 가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가고 싶은 녹십자셀이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우수한 인재라고 굳게 믿기에
이득주 대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녹십자셀은 이번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통해 미국 시장
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며 글로벌 진출의 전진 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녹십자셀
2017 미국 경제사절단

미국시장을 글로벌 진출의
전진 기지로 삼아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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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과 계약을 이루기도 했으나 여러 한계를 실

업이 모여 있는 거대 바이오클러스터이다. 이러

감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한 기반을 통해 녹십자셀은 미국시장의 성공적인

2016년 말 KOTRA 의료 분야 행사에 참여한 것을

안착을 도모하며 글로벌 진출의 전진 기지로 적극

계기로 정상외교 경제활용센터를 만나게 되었고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을 통해 당당하게 세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을 받

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성장

고 있다. 2017년 6월에 미국 상무부 산하 정부기

했다.

관 합동투자유치 프로그램인 ‘Select USA’ 행사에
참여해 실질적 협력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의료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부심을

경제사절단의 신뢰를 업고

갖고 참여하여 자신 있게 기술력을 소개했다. 현

미국에서 입지를 다지다

개념조차 생소하던 세포치료제의

위 SCI 학술지 ‘Gastroenterology’), 2016년 뇌종

지 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연구 협력, 파트너십을

대중화 발판을 마련하다

양 논문 발표(국제 종양학 학술지 ‘Oncotarget’)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의약품을 개발하고 임

등 우수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입증

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국 메릴랜

상시험을 거쳐 상용화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

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드주와 미국 진출 및 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

이 든다. 녹십자셀의 경우에도 2002년 항암면역

정상적인 면역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암세포는 제

결하여 미국 내 투자 유치,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세포치료제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 간암과 뇌종

거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유

헬스 산업 관련 기업 연결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

양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오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도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전, 노화, 환경오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면역시스

경제사절단 참가로 세계적 바이오기업과

이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미국식품의약국(FDA),

랜 시간이 걸렸다. 세포치료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템이 약화되면 미처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가 암

어깨를 나란히 하다

국립보건원(NIH),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10년의 세월을 묵

환경청(EPA)과 함께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

묵히 연구에 집중했다. 그후 발표한 논문이 세계

히는 존스홉킨스대학 등 500개 이상의 바이오기

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매출에서도 가시적인

덩어리로 커지고, 암세포는 면역시스템을 약화시
키는 여러 가지 기작을 통해 세력을 확장한다. 결

이득주 대표는 아버지가 스웨덴 외교관으로 계시

국 면역과 암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암이 발생하

던 열 살 무렵 KOTRA에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미 임상시험과

는데 이런 면역시스템의 정상화만이 암을 정복할

구라켓을 홍보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 일본

인허가 과정을 통과한 제품이라도 해외 진출을 위

수 있다는 개념에서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

가전제품이 세계를 휩쓸고, 탁구 용품은 스웨덴이

해서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같은 과정을 반

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세포치료제의 개념조차 생

최고 품질로 인정받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외임상시험

소하던 2002년이었다. 그후 2006년 면역세포 냉

세계시장에 우리나라 탁구라켓을 의미 있게 홍보

결과를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절차가 간소화

동보관 기술 특허, 2007년 간암치료제 품목허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에 중요성을 알게 되었

되기도 했지만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KGMP(Korea Good

고, 그날의 기억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대외협력

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경제사절단으로 미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관리기준) 시

실장으로 근무(2012~2016년)하기까지 수십 년의

국을 방문하면서 그들이 대응해 오는 태도의 차이

설 인증 등을 획득하며 세포치료제 대중화의 발판

세월을 두고 이어졌다. 당시는 우리나라 의료수준

를 분명하게 느꼈고, 공신력과 영향력 또한 실감했

을 마련했다. 2012년 ㈜녹십자의 계열회사로 편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익성이 낮아 대다수

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적으로 첫 발

입한 이후 2014년 췌장암(Cancer immunology,

기업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던 시기였다. 중국의

을 내디딜 수 있었고 미국에서 입지를 다져 정상급

immunotherapy), 2015년 간암(소화기학 최고 권

큰 시장에 우리의 의료기술을 알리려 노력했고 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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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녹십자셀은 국내 세포치료제 대중화의 성공을 발
판 삼아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7
년 1월 중국 하얼빈 후박동당생물기술유한회사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경제사절단에 참가

합작협약 체결 이후 해외 진출을 위해 기업의 역량
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사절단 참여는 판
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국가 간의 신뢰를 바

까다로운 해외 진출
규정과 절차

임상시험 성과를
담은 논문 발표

좁게는 한 분야의 산업을,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

01

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정상

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과 함께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과 자
긍심이 없다면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있다. 녹십자셀은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세포치료 전문기업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을 가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되겠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무엇보
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의료·바이
오 분야에서 묵묵히 녹십자셀만의 길을 걸어 대한
민국 세포치료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 하얼빈후박동당생물 2017 미국 경제사절단
기술유한회사와
참여
합작협약 체결

02

아무리 잘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달이 안 되

자셀의 GMP시설에서 약 2주간 특수 배양하여 세
료로 한 개인 맞춤형 항암제로 미세한 잔존 암세포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표가

이뮨셀-엘씨는 병원에서 채혈한 환자 혈액을 녹십
포치료제로 제조한 것이다. 환자 자신의 혈액을 원

언어를 포함한 철저한
준비와 활용

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사절단 행

Globalization!

사 자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업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를 제거하여 재발을 억제하고 환자 삶의 질(QoL)

를 바탕으로 경제사절단에서 이룬 성과를 지속적

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이다. 녹십자

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셀은 세포치료제 생산 기술 및 노하우와 첨단 생
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세포보관 사업

기술력과
인력의 경쟁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상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 세포치료제 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Market Leader로 도약하는 녹십자
셀이다.

03

회사를 돌보며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키워나가는

대표 세포치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끊임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을

거대 바이오클러스터
미국 메릴랜드주와 손잡다

바탕으로 한 기술력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지원을 비롯한 여러 후속 지원 사업
도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절단을
통해 회사의 위상을 높여 기술력과 인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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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자리한 ㈜덴티스는 2005년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작
으로 전문 의료용 수술등 개발, 전문 의료 기자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컬
기업이다.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덴티스는 2016년 한-이
란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했다.
다년간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꾸준히 힘써 오던 것
에 이어,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마케팅 활성화
와 더불어 직접적인 영업 접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덴티스
2016 이란 경제사절단

글로벌 메디컬
솔루션 기업 캄캄했던
이란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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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국가 대표
메디컬 솔루션 기업
치과 업계에서 다년간 영업을 했던 심기봉 대표는 오
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분야에서 가능성
을 확신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끊임없는 R&D 투자와 혁신적인 연구 실적을 인정받
아 국내 최고 산업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과 ‘지식경
제부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2013년 지식경제부 생체
이식형 의료기기 개발 국책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
다.
덴티스는 크게 4가지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기
반 사업인 치과 임플란트 사업 외 의료용 LED와 3D
프린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간의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

인 지원책이므로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한국 기업

신 성장 사업으로 도입한 바이오사업도 미래 사업으로

고에 꾸준히 힘써 오던 것에 이어, 경제사절단

의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최고의 마케팅 요소가

주목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참가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마케

되어줍니다.”

동종 업계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업 다각화에

팅 활성화와 더불어 직접적인 영업 접점을 마련

성공한 기업 모델로는 덴티스가 유일하다.

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성과로, 꾸준한 교류에

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회사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분

도 불구하고 체결이 쉽지 않았던 이런 현지 기업

이란시장으로 진출

야인 만큼 오랜 역사와 남다른 기술력을 자랑한다. 특

과 LED 수술등 부문의 MOU 체결을 이끌어 냈

미래 청사진을 그리다

히 현존하는 성분 중 인체의 뼈와 가장 유사한 조직을

다. 이후 지속적으로 덴티스의 입지가 강화되면

가진다는 Hydroxyapatite(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서 현지에서 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강력하게 심

이란은 역사적으로 이어 온 정치·문화적 특성상

세계 최초로 상인 초박막 코팅 기술 개발을 하면서 당

을 수 있었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상담 의뢰가 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진출하기가 유독

시 업계 최초로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어오는 등 제품 판매율도 급속도로 상승 중이다.

힘든 국가 중 하나이다. 동종 업계의 많은 기업

“기업의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은 경제 제재나 문

이 이란시장에 진출하여 현지 마케팅을 펼쳐 왔

화적으로 국가주의가 강한 기업들의 교역에서 특

으나 경제 제재나 문화적 차이로 좌절하거나 성

이란시장의 진입장벽

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고

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덴티

경제사절단을 통해 물꼬를 트다

봉착하게 되는 진입 장벽과 난제 해결에 큰 도움

스는 이란 시장의 진입 가능성에 확신이 있었기

이 되기 때문에 현지 진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

에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

현재 덴티스는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

굴하기 위한 기업 활동에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

출의 길을 열어가고 있었지만 역시나 넘어서지 못

고 있다. 2016년 한-이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

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연결 창구가 되어주는

하는 장벽 앞에서 진일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하면서 새로운 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보했다. 다년

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뿐만 아니라 국가적

한-이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통해 이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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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글로벌 스탠더드를 목표로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이란시장의
정치·경제적 진입장벽

2016 이란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이 고유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지 못하면 지

01

속적인 성장과 생존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독자
적인 기술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본으로 연구
개발 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을 선행하고 난 뒤
우리 기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의지
를 갖고 경제사절단에 참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LED 수출등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KOTRA 1:1
상담회 참가

대단위 MOU 체결을 통해 기업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임플란트 외

덴티스의 심기봉 대표는 이타자리(利他自利)를 기업의 경영철학뿐

02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경영마인드를 임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기업을 넘어 국가

에도 LED 수술등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
었다.

기업의 내적인 역량,
세계적 기업의 첫 단계

대표 경제사절단으로서의 참가 등 자부심을 탄탄

Marvelous!

하게 쌓은 기업 내적인 역량은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남다른 강점이 될 것입니다.

만 아니라 인생철학으로도 정하고 세계시장을 향한 더 큰 도약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덴티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 실
현을 위해 기반사업(치과 임플란트)의 초석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

전 세계 60여개국으로의 제품 수출이라는 놀라운

고, 주력사업인 의료용 LED와 신성장사업 3D프린터를 통해 기업
의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사업인 바이오 분야에서

경험과, 전 세계 수십여 개 국가를 직접 돌아다니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청사진을 완성해나
갈 계획이다.

03

성과를 만들어오기까지 오랜 기간 쌓았던 현장
며 수집한 정보가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조금 번

5년간 천만 달러 수입
명시한 MOU 체결

거롭고, 약간은 성가시는 일이라도 직접 발로 뛰
고 경험한다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성
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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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체외진단 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관련 업
계에서 유일무이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2016년 북중미 경제사절단 참가 이
후 현지 업체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매출이 1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Human IVD 사업에 집중을 했다면 정
상외교 경제사절단 참가 이후 Non-Human IVD 분야진출을 모색하게 됐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신규 사업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단시약의 개발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씨젠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체외진단 시장의
북중미 블루오션을
개척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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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범위를 인정받아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

을 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참여했다.

‘동시다중 유전자 검사 기술’

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다

“멕시코 현지에 대리점을 두고 7년 정도 영업활동

양한 사업 아이템 제휴를 맺고 새로운 콘텐츠를

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반 병원이나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씨젠은 유전자 진단
기술 및 시약 개발업체이다. 분자생물학을 전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통해 정부기관과의 계약도

공한 천종윤 회장이 2000년 9월 씨젠을 창업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이후 꾸준한 연구를 이어 온 결과 한 번에

멕시코시장 145% 매출 증대

멕시코 현지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이후 매출은

여러 가지의 유전자를 동시다중으로 진단할

경제사절단의 눈부신 성과

145% 증가했다. 경제사절단 참여 전에는 Human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창립 초기부

IVD 사업에 집중 했다면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

터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해 온 씨젠은 소수

씨젠은 현재 미국, 캐나다, 중동, 독일, 이탈리아,

가 이후로는 Non-Human IVD 분야로 진출을 모

의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던 분자진단시장에

멕시코 등 모두 6개의 해외법인이 있다. 특히 멕시

색하게 됐다.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신규 사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과 제품의 우

코의 경우는 중남미 체외진단 분야에서 2위의 시

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

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지

장규모를 차지하는 등 미래 비전이 밝다. 미국, 멕

능(AI)를 활용해 진단시약의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닌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맺으

시코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 제의를 받게 됐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

며, 전 세계 분자진단의 표준기술로 만들겠다
는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
진단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발병
후 의사의 경험으로 하는 증상 진단, 검체를
배양해 미생물을 확인·검사하는 배양법, 질
병으로 생성되는 형체 등에 대한 간접임상 검
사, 질병원인 DNA/RNA를 직접 검사하는 분
자진단으로 구성된다. 체외진단 중 하나인 ‘분
자진단’은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 여부를 판
별하는 방법으로, 1990년도 말, 2000년도 초
진단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배
양진단 방법과 면역진단 방법을 뛰어넘어 세
계 진단시장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는 우수
한 검사방법으로 평가받았다.
씨젠의 동시다중 유전자 검사 기술은 기존의
진단검사의 한계를 넘어 한 번의 검사로 수십
가지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다. 체외진단 시
장 중 유일하게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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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통해 개발한 멕시코시장의 맞춤형 제품
인 ‘BOVINE TB’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원 플랫폼 시스템
더욱 스마트해지는 분자진단
씨젠의 분자진단 검사는 이른바 ‘원 플랫폼’이다.
진료 의사가 의뢰하는 모든 검사항목의 검체 종

경제사절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수
멕시코 정부기관과
매칭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참가

북중미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하기 전까지

01

현지에 대리점을 설치하는 등 오랫동안 네트워

류나, 검사 종류에 상관없이 동시다중 검사를 한

크를 형성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꾸준히 준비를 한 뒤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실질적
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지요. 지속적인 교류

“분자진단이 필요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만 대

와 오랜 준비기간이 갖춰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다수가 분자진단을 모르고 있어 선택할 권리조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을 제대
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단제도를 확립
하며 당일 검사, 당일 보고가 가능한 병원 진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길

300만 달러 규모
멕시코 합작법인 설립

비즈니스 파트너십
1:1 상담회

02

로 일반 병원이나 민간 기업과의 계약이 진행됐었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계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씨젠의 내일이

우리 기업은 전 세계 65군데에 해외 대리점을 두
고 로컬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이라고 생각합니다.”
는 기업. 매년 새로운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로 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라

지요. 정부기관과의 협력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Wonderful!

이 문제점을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일부
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기대된다.

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연구하라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경

멕시코 정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03

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
입니다. 특히 의료산업분야는 기술에 대한 강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으로
각종 상담회나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질 때 시장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마련이 선
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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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중동 4개국 순방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성모병
원과 안강병원 이렇게 4개 병원이 의료 부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주한 카
타르 대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의 적극 추천으로 경제사절단에 합류되었
다. 그것을 계기로 쿠웨이트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방문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무릎통증을 앓고 있던 알아르파지 그룹(Al-ARFAJI GROUP)의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고 쿠웨이트 안강병원 개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안강병원
2015 중동 경제사절단

차별화된 의료 기술력으로
‘안강베버리힐즈
메디컬센터’ 개원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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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그 느낌이 남달랐다.

또한 중동은 빠른 인구증가율과 당뇨, 심혈관 질

행사 중 신규 병원 위탁 운영권, 중동 환자의 국

환 등의 만성질환 발병률 급증과 더불어 이슬람

내 송출 계약, 국내 연수와 관련해 각 국가에서

문화에 기인한 관절통 등 통증질환이 급증하고

평균 30여 개 업체와 미팅했다. 그중 안강병원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GCC국가 중 금융

유치를 희망하는 쿠웨이트 업체와 병원 개원을

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활발하여 안강병원이 진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장으로 판단됐다.

당시의 계약은 3개월 뒤에 구체적 계약항목 협의
중에 안강병원의 요청으로 파기했으나 그것을 계

안강병원은 2017년 6월 11일, 아랍에미리트 수

기로 쿠웨이트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방문을 이

도 아부다비에 있는 오일·가스 전문기업 ‘알바

어 갈 수 있었다. 당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대

와디 엔터프라이즈’ 그룹과 메디컬 단지 조성을

몸에 해가 되지

로 개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사관 및 현지 무역관이 안강병원 유치를 희망하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알바와디 그

않는 치료

안강 원장은 DRY NEEDLE(약물 주입 없이 바

는 알아르파지 그룹(Al-ARFAJI GROUP)의 회

룹은 아부다비 보건청으로부터 종합병원 용지 2

늘만 쓴다)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유착 부위

장을 연결해 줬고, 무릎통증을 앓고 있던 회장을

곳을 지정받았다. 그중 1곳을 안강병원과 함께

안강병원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관한 차별

를 젖혀 주고 염증 부위를 자극하거나 유착 부위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고 쿠웨이트 안강병원 개

안강-알바와디 메디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수술 치료 혹은 스

를 뜯어내 과민해진 통증 원인을 진정시킨다. 주

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안강병원은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의료기술을, 알

테로이드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는 치료법이 그

변 세포 재생을 도와주며 뇌와 세포의 소통을 원

것이다. 안강 원장은 FIMS(특수바늘시술)라 명

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안강병원에서는 몸에

명한 이 치료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FIMS는

해로운 어떤 화학적 약물도 쓰지 않는다. 오직

현지 의료시장

2002년 신의료 기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

바늘로만 치료하므로 환자의 몸에 해를 끼치지

특성을 이해하다

재됐다. FIMS란 우리 몸에 지닌 자연치유력을

않는다. FIMS는 받으면 받을수록 몸을 더 좋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DRY NEEDLE로 환

지게 만든다.

바와디 그룹은 투자와 경영지원을 담당한다.

경제사절단 방문을 통해 중동의 국가별 진출 포

자를 치료한다. 안강병원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인트를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는 자

치료’를 지향하며, 스테로이드 등 몸에 해로울 수

국 내 의료 전문가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동 경제사절단에

1973년에 쿠웨이트 유일의 국립대학인 쿠웨이트

수술 혹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료부문으로 동행

대학에 메디컬스쿨을 개설해 매년 인력을 배출

결코 아니다. 뼈를 깎고 심을 박는 수술이 필요

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의 의료인력 종사자 중

한 환자는 반드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비율은 80~90%에 이른

수술적 요법이 낫다.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를

방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성

다. 게다가 현재 쿠웨이트의과대학에는 정형외

처방받게 되면 당장은 골프도 칠 수 있어 좋지만

모병원과 안강병원 이렇게 4개 병원이 의료 부문

과 교수가 없으며 그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정형

그에 따라 근육이 마르고 몸을 이롭게 하는 염증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당시 주한 카타르 대

외과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 전문가가 부

도 나쁜 염증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강

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의 적극 추천으로

족한 실정이다. 안강병원이 전문으로 하는 근·

원장은 본인이 원하는 의술을 실현하기 위해 따

경제사절단에 합류되었다. 안강병원은 당시 중동

골격계 질환의 전문가는 쿠웨이트 내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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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난점의 극복과
향후 비전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중동, 특히 쿠웨이트는 외국인 의사의 병원 개
원 관련 법 해석 및 관련 업무 처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호주의 한 종합병원이 쿠웨이트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출 것

에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5년간 인적, 물적 투
자를 진행했다가 결국 개원에 실패하고 철수했
을 정도이다. 안강병원의 경우에도 의사면허 취

한국과 중동을
잇는 가교 부재

2015 중동
경제사절단 참여

없는 기술을 갖췄다는 자신감과 의료능력에 대한

도 1년이 걸렸다. 중국의 ‘관시’처럼 ‘와스타’라

확신 덕분이었습니다. 특화된 기술을 갖추고 정상

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외교 경제사절단에 참여한다면 안강병원이 그랬듯

쿠웨이트 무역관의 도움으로 쿠웨이트에서 ‘안

현지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과 러브콜을 받을 수 있

강병원 세미나 및 진료 상담회’를 두 번 개최해
3일 ‘안강베버리힐즈 메디컬센터, 쿠웨이트’를
개원했다.

을 것입니다.

세계화에 대한
강한 의지 및 Al-Arfaji
Group과 MOU 체결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도움

안강병원만의 특화된 기술과 원장의 세계화에

을 것이다. 안강병원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

현지 문화
이해는 필수
수많은 외국계 병원의 중동 진출 실패 원인으

02

로 현지 환경 정보 및 이해 부족, 해외 진출 경

대한 강한 의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력이 없
었다면 중동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

01

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

득에만 1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 병원 개원에

쿠웨이트에 의료기술을 알렸으며, 2017년 4월

불투명한 현지 행정으로 개원에 대한 보장은 물
론이고 서류 처리에 대한 데드라인, 규정도 갖춰

험의 부족, 국가별 상이한 인허가 제도 등이 지

YES!

적되곤 합니다. 그중 문화적 장벽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스타’, ‘행정의 불투명성’ 등
현지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충분한

으로 중동 시장 내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상외교 경제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동에

절단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안강의과대학교를 설립해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치료를 시행하는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쿠웨이트에 안강베버리힐즈
메디컬센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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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설립된 우진비앤지㈜는 30년간 친환경 미생물제제 연구를 하고 있는 업
체이다. 1977년 다국적 기업의 항생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 동물용의약품을 제
조 판매했다. 1980년 이후 미생물 개발 연구를 시작했으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동물용 의약품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4년부터는 KOTRA 및 지자체를 통해 무역사절단 및 정상외교경제사절단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시장 진
출을 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우진비앤지
2015 중남미 경제사절단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경제사절단 참여,
지구 반대편
신 시장을 열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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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친환경 바이오

경제사절단 활동으로

아지면서 해외 바이어의 신뢰를 쌓아 시장 영역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다

지구 반대편 시장 개척

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및 유관

200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진비앤지는

2000년 초반 각 국가와 FTA를 맺으며 축산과

기관과 협력하에 마련된 중남미 경제사절단에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최근 미생물에 의

농업분야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와

참가했다. 칠레 거래처는 기타 유사제품 제조자

한 질병 예방과 바이오 치료제 개발에 나서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와 경쟁이 치열해 세심한 고객관리가 필요한 곳

면서 친환경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다시 태어

동물약품 분야는 국내 시장만 바라보기에는 미

이다. 경제사절단을 통해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

났다.

래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다국적기업의 적극적

계를 유지했으며, 연간 약 80만 달러 규모의 공

전체 1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0% 정도가 연

진입으로 내수 시장 경쟁은 점점 더 심해져 갔

급계약을 했다.

구 인력이다. 바이오 제약 및 연구기술개발

다. 이처럼 국외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2016년에는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분야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가는 중이다.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게

멕시코 기존 거래처와 새롭게 미팅했으며 브라

현재 서울사무소 외에 경기도 화성과 충남

되었다. 그러나 해외 시장 정보가 전무하고 한국

질에서는 3개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현재 기술

예산에 동물백신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

의 작은 업체가 과연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출 및 생균제, 원료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다.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에 현지 사무소를

지에 바이어의 불신도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고 있으며 향후 남미 쪽으로 확장해 갈 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상대

획이다.

2005년 통상촉진단, 무역사절단 등 여러 지자체

국가의 구체적인 시장 정보와 바이어 섭외를 받

충남 예산에 자리한 백신 전용 공장의 경

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접하게 되면서 해외시장

아 직접 발로 뛸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우 연간 생산 규모가 1억5000만 도스에 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어와 상담하

어 가는 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단

한다. 이 시설은 북미 및 유럽 제조관리기준

는 횟수가 늘어나고 차츰 한국 제품에 관심도 높

기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GMP)에 적합하게 지어졌다. 2017년 2월에
준공했으며 지난해 10월 동물백신 제조업허
가(kvGMP)를 인증받았다.
동물백신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5.8%씩 성장해 왔다.
국내 동물백신시장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
까지 연평균 4.3%씩 성장해 2,215억 원 규
모로 몸집을 키웠다. 동물 건강이 사회적 이
슈로 떠오르고 있고, 식육 안전성과 친환경
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동물백신을 비롯해 동
물 의약품 산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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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장 신축

여로 칠레 2위 양돈·양계업체를 발굴하는 성과

글로벌 시장 공략의 새로운 전기

를 올렸으며, 2016년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상담회를 통해 수출 물량 확대를 추진했다.
우진비앤지는 현재 백신공장 신축을 통해 국내

경제사절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 기업의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에게 백신 론칭을 하는 등

업체 정보를 비롯해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이끌

시장 공략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어 갈 수 있다. 자사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

동물약품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강한 다국적 제

우진비앤지의 국제 경쟁력은 차별화된 백신제조

약기업을 성장 목표로 삼고 있다. 2020년 국내

공정에 있다. 본 공장 완공에 따라 사업이 본격

백신 1위 기업, 2025년에는 글로벌 TOP10 기업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백신시장 진출에도

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이다. 중장기적 전략을

성공했으며, 우수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무리 없이 세운 데는 경제사절단 참여가 한몫 톡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가고 있다.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사전준비로 비즈니스를
리드해 나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부진

2015 중남미(칠레)
경제사절단 참여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은 해외 바이어 상담 시

01

상대 바이어로부터 자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업체 상담 전에 미리 회사를 파악하고, 자사 소개
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톡히 했다. 2015년 중남미(칠레) 경제사절단 참

갈 수 있습니다. 업체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사무
실과 공장 등 분위기를 파악하고, 바이어와도 긴
밀하게 스킨십을 갖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칠레 2위 양돈·양계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밀착 마케팅
업체 발굴

치열한 경쟁 넘어 해외시장
개척에서 승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의약품 분야 경

02

쟁이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

Global!

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창
출한 성과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판을 열어
가는 계기는 물론이고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이뤄
낼 것입니다.

파트너 발굴 및 수출 물량 확대 등
글로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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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 책상에 ‘사장’이라고 쓴 명패를 놓아두었을 정도로 ‘큰 회사의 사장
이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꾸었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는 회사를 설립
한 이후 더 많은 꿈을 꾸고 있다. 이미 국내에 300개가 넘는 제약회사의 밥그릇 싸
움에 불과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해외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포
부를 가지고 KOTRA와의 15년이 넘는 인연을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
며,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통해 그 뜻을 더욱 크게 펼치고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

다국적 제약 기업,
막연했던 꿈을
세계시장에서 펼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039

040 정상외교 경제활용 성과사례집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막연했던 꿈을 향한 도전,

탄 CR’ 및 ‘가스티인 CR’ 등 타사와 차별화된 효

다. 둘째는 ‘세계적 기업육성’이고, 셋째는 ‘거목과 같은 회

현지화 사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하다

능과 복용 편리성을 갖춘 제품으로 시장에서 폭

사’이다. 함께 둥우리를 틀어 살고 열매와 과실이 모두에

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2016년 전체

게 돌아가도록 하며 나아가 한국의 얼과 문화를 세계에 알

강덕영 대표는 1971년 제대한 후 스위스 산도스

매출액 1,769억 원 중 15%를 해외에서 거둬들였

리고자 각종 CSR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이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10년간 목

고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에

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주인인 융·복합 전문 글로벌 제약

표로 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

지사와 법인을 두어 철저한 현지화 사업을 통해

회사’를 꿈꾸며 2022년까지 제약회사 1조 매출 클럽 진입

었다.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꿈을 포기하지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을 목표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의 약을 처음으로 수입하게 된 것이다. 수입 판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해외 영업과 관련해서는 KOTRA와

매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직접 약을 개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 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게 되었고, 1987년 한국유나

회사 설립 이후 큰 위기가 없었다. 1997년 외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해외 바이어 초청 같은 작은 행사부

이티드제약을 설립하게 되었다.

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자금의 유동성과

터 경제사절단과 같은 큰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국내외 의약품 판매를 위

결제 시스템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

행되는 해외 영업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현재 30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42개국에

나 큰 타격은 없었다.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한

‘월드챔프’, ‘선도기업육성사업’, ‘지사화사업’ 등 다양한 지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5개 지사와 2개 공장을

국유나이티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린 시

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외시장을 넓혀 왔다.

두고 있는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성장

절부터 꿈꿔 오던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시장으

여러 번의 경제사절단 기회가 있었으나 행사가 치러지는

했다. 제약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

로 뻗어나가는 강 대표의 확고한 경영이념을 발

국가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는 R&D 투자와 해외 수출만이 해결책이라고 생

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불굴의 개척정신’이다.

가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 행사에 드디어 참

각하여 연 13% 이상의 업계 최상위 R&D 투자비

무엇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법인을 설립해 적

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개량 신약

해 내고야 만다는 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글로

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기에 더없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당사 대표 상품인 ‘실로스

벌 제약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1위 제약 그룹

않고 있던 그에게 우연한 인연이 기회로 다가왔
다. 유대인 의약품 중개상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발하여 생산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인 Kalbe Group의 자회사인 PT. DANKOS사와 골다공
증 치료제인 본덱스주(성분명: Ibandronate)를 연간 10만
달러, 3년간 30만 달러 수출 공급계약으로 정식 체결했다.
더불어 PT. Menarini와 PT. Imedico사와 항암제 품목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QuanSon,
VINAPHARM, Vimedimex 등 총 9개 업체와 공식적인
미팅을 진행하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우수한 제품을 소
개하고 참가 업체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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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절단,

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를 노리다

내년에도 3~4개의 개량 신약을 론칭하는 것을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목표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항혈전제인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전통적인 제네릭의약품(복제약)으로는 국내외

실로스탄 CR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연간 200억

의약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대의 매출을 이루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30년간의 제품제조기술

비즈니스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사절

과 판매 노하우에 더하여 매출 대비 13% 이상의

단 참여만으로 큰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판

R&D 투자를 바탕으로 개량 신약 개발에 주력했

단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비즈니

다. 개량 신약이란 오리지널 신약과 성분 및 약

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효가 유사하지만 제형이나 성분을 변화시켜 효과

관심을 가졌으며 기회를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기업의 적합성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를 극대화한 것이다. 소염진통제인 클란자 CR정

참가를 결정했다. 경제사절단 행사는 참여 기업

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아세클로페낙)을 시작으로 실로스탄 CR, 가스

수와 규모가 확실히 달랐다. 현지 기업과 접촉하

수 있는 경제사절단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항상 관심

티인 CR, 레보틱스 CR 등 총 6개의 개량 신약은

면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무엇

을 갖고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대내외로 인정받게 되

보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철저하

었다.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2014년 ‘World

게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좋은 기회를 기다릴 때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2016년에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실로스탄 CR와 클란자 CR 두 품목이 산업통

경제사절단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항상 예의주시
좁은 국내 시장
싸움의 한계

KOTRA 지원으로
해외 법인 지사 설립

인도네시아 1위
2017 인도네시아,
제약 그룹과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여
3년 30만 달러 수출 공급
계약 체결

우리 회사의 구미에 맞게만 해외 지원 사업을 디

01

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행사의 특성상 우리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 논의가

02

없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사업 진행은 오히려 업
무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결과에만 욕심

Opportunity!

을 내어 참여하면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준비
는 참여를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보다
파급력에 주목
모든 지원 행사는 성격상 보다 많은 기업에 다

9개 신규 업체와 미팅
새로운 비즈니스에 첫발

양한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03

지원금을 잘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좋
고, 지원 예산의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큰 바
람입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의 절대 금액만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의
절대적 금액 이상의 가치, 바로 파급력입니다. 당
장의 성과보다는 그 파급력에 주목하고 활용하려
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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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은 ‘컨슈머 디스플레이’와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나뉜다. TV·노
트북·모니터·핸드폰 등의 컨슈머 디스플레이는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 가고 있
다. 한국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는 첨단기술 융·복합, 장기개발 투자·장기공급능
력을 요함으로써 기술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다. 이 같은 어
려움 속에서도 산업용 디스플레이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알파디스플레이㈜는 끊
임없는 연구개발과 도전 정신으로 유럽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체코, 2016년 프랑스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면서 유럽을 넘어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데 탄력을 받았다.

알파디스플레이㈜
2015 체코 경제사절단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경제사절단 시너지로
유럽시장에서
탄탄대로를 걷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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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만에 유럽시장
진출한 저력의 기업
알파디스플레이는 2005년 8월 창업 이래
산업용 모니터, 철도차량용 모니터, 게임
용 모니터, 광고용 모니터 등 모니터 분야
에 최고의 ‘First Tier’가 되고자 바른 경
영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우수 수
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카지노 슬롯머신
모니터 생산업체인 코텍에서 유럽 영업담
당 과장으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안동

파디스플레이의 제품을 믿고 기다려 준 고객이

번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시간은 걸렸

주 대표는 산업용 및 게임용 모니터 생산

있었기에 바로 유럽 수출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지만 분할 상환을 통해 다 받아낼 수 있었다.

업체인 토비스에 스카우트돼 국내와 해외

낼 수 있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안동주 대표

그해 11월에는 프랑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

영업총괄을 담당했다.

에 대한 신뢰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하여 눈에 띄는 실적도 거뒀다. 기존에 컨택 중

그러던 중 CRT모니터에서 디지털 디스

렇게 유럽 진출에 성공한 알파디스플레이는 2015

이던 프랑스 바이어를 경제사절단 상담회에 초청

플레이 중심으로 시장은 변화했고 새로운

체코,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영

해 7만 달러의 수출을 완료했으며 신규 바이어 3

수요가 급증했다. 기존 국내 기업은 제대

국, 스페인, 슬로베니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개사를 발굴했다. 또 후속 지원을 통해 14만 달러

로 대응하지 못해 유럽과 미국 모니터 회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불가리아, 보스니아

의 수출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런 수치상 성과도

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

등 유럽 선진국에 디스플레이를 수출하고 있다.

있지만 정상외교를 통해서 국제 비즈니스를 생각

의 영업적 역량을 살려 스피디하게 시장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 봤을 때 더

에 대처해 가는 기술 역량을 가진 회사를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설립한다면 승산이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유럽 수출에 날개 달아 준

올해 슬로바키아 공장 설립 때에도 많은 도움

전 재산을 털어 창업에 뛰어들었다. 설립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가

을 받았다. 현지 바이어는 한국에 발주하면 통상

후 바로 지인의 사무실에 머물며 제품개

5~6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창고를

발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동종업계에 몸

알파디스플레이는 2012년 무렵 수출 길이 열리

운영하고 A/S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

담았기에 창업 당시부터 기술개발이 가능

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지만 갑작

적으로 해 왔다. 이에 실평수 250평 규모의 공장

한 전담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몰

스러운 위기에 봉착했다. 기업에는 골칫거리이자

을 세우고 한국에 있는 공장의 모니터 조립라인

두한 결과 창업 8개월 만에 2개의 모델

자금의 흐름을 끊어 놓는 미수금이 불가리아에서

과 유사하게 구성해 한국에서 반제품 상태로 가

을 개발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져온 것을 현지에서 조립해 바로 유럽의 수요처

다. 제품이 나오자마자 유럽 진출을 위해

큰돈인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막히자 회사 운영이

에 납품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명의 정규직 직원

필요한 C규격 인증을 신청하고, ISO9001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때 KOTRA 불가리아

도 뽑았다. 이 과정에서 KOTRA는 정보를 체계

인증을 받으며 준비 작업을 해 나갔다. 알

의 소피아 무역관에서 해당업체를 일주일에 2~3

적으로 수집해 줘 믿음과 신뢰를 줬고,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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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2~3번 출장을 나가야 할 일을 무역관이 현지에서
해 주니 시간 절감, 비용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다. 올해는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KOTRA 지사화 사업을 독일 뮌헨, 슬로바키아, 소피아에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서 하고 있다.
“단순하게 출장 가는 것과 달리 경제사절단으로 그 나라를
가니 국가를 대표하는 일원의 중소기업이라는 책임감을

참가 국가와 바이어를
분석하라.

갖고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
는 만큼 기업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
죠. 그런 정신으로 상담에 임하니 성과도 더 좋지 않았나

유럽 고객사
현지화 요구

2015 체코 경제사절단,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가

싶습니다.”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해당 국가와 참

01

가하는 바이어의 사전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짧은 기간에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고객
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만 현지에서 성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사절단 발판 삼아 유럽 철도 차량용
모니터 선두그룹 목표
글로벌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알파디스플레이는 올해
까지 유럽 현지 법인의 비즈니스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

2016년 5월부터
프랑스에
7만 달러 수출

컨택 중이던
프랑스 바이어
경제사절단 상담회 초청

02

사절단으로 가니  국가를 대표하는 일원의 중소기

그 일환으로 미국에 공장과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염
터 선두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 모

정상외교를 통해 비즈니스 확대를 생각하게 됐어
요. 단순하게 출장 가는 것과 달리 정상외교 경제

이며 내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두에 두고 있다. 또 3년 내에 유럽에서 철도 차량용 모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상담에 임하라.

업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

Amazing!

엇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기업에서 최
대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고

니터 시장은 유럽이 가장 크다. 독일만 해도 우리나라 선

좋은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보다 10배 정도 길다. 이미 독일, 폴란드, 체코, 스페인,
호주에 철도용 모니터를 공급하며 꿈의 실현에 한 발 가까
이 다가간 상태이다. 철도에 들어가는 제품은 특화된 제품

경제사절단 상담회를
기회의 장으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종업

기존에 컨택하던 프랑스 바이어를 경제사절단 상

원도 국내외 포함해 70명 정도 고용할 계획이다.

담회에 초청했어요. 프랑스 바이어에게는 대통령

“철도용 모니터는 순이익이 30%나 되는 고부가가치 제품
입니다. 지금처럼 유럽에 저희 모니터를 설치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유럽 전역의 철도에서 알파디스플레이를 만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내 2,000만 달러 수
출탑 달성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규바이어 3개사 발굴 및 후속지원으로
14만 달러 수출 완료

03

정상외교의 동행 기업이라는 믿음을 주게 됐고, 이
는 계약 체결로 이어져 2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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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코퍼레이션은 2006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설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왔
다. 전력 분야에서는 컨설팅부터 사업설계·자재조달·건설시공까지 EPC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2013년 중동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
여하면서 기업 성장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주요 전략지인
중동 무대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우암코퍼레이션
2015 중동 경제사절단
2015 중국 경제사절단
2016 이란 경제사절단
2016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정상외교, 중동무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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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기술

합 단말기와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러 단

업인 GAT와 진행하던 사업이 경제사절단을 계기

글로벌 히든 챔피언의 꿈

계로 분할된 기존의 기능을 통합했으며, 전력 사

로 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게 되었다.

용량을 계측부와 가전제품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

에티오피아 전력청(EEPCO: Ethiopia Power

성해 검침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Corporation)이 발주하고 글로벌 4위 통신회

우암코퍼레이션의 송혜자 대표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 벤처 기업가이다. 한때 송대표

사인 중국 ZTE사가 수주한 OPGW(Optical

는 남자만의 영역이었던 제조기업의 전산실

Ground Wire; 광복합가공지선) 2차 시공 사업

에 취업해 편견을 깨뜨린 촉망받는 인재였으

경제사절단 참가

을 하도급 방식으로 추가 수주도 성공해 800만

며, 3년 후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직장

더 큰 무대, 더 큰 꿈

달러 규모의 계약도 성사시켰다.

생활로 모은 2,000만 원으로 벤처기업인 우

해외 시장 진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2013년

암코퍼레이션을 창업했다.

승승장구를 거듭해 온 우암코퍼레이션은 스마트

에티오피아에 해외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15

20대 중후반에 벤처를 시작한 젊은 여성

그리드, 송변전 감리 등 전력 관련 사업에도 문

년에는 가나에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전력공사

CEO를 우습게 보는 클라이언트도 많았다.

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다년간 국내 국책사업과

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12월 쿠웨이트 과

그러나 송 대표는 단 한 번도 비굴해진 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노하우를 쌓아 온 우암코퍼

학연구소(KISR)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없었다. 우암코퍼레이션의 실력을 믿는 고

레이션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AMI 시스템

11월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의 주유소에 효율적

객에게 최선을 다하였기에 여성 기업인이라

제품을 통해 국내 스마트 그리드 거점지구 구축

인 전력 소비 관리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스테이

고 송 대표를 만만하게 본 이들은 여지없이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해외 AMI 구축 사

션을 완공하였다. 쿠웨이트에 완공된 시범 시스

그의 강단에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었다.

업 및 실증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안정적인 AMI

템을 중동 지역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암코퍼레이션은 1993년 정보통신 솔루션

시스템의 사업화를 이뤄 나갔다.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벤처사업을

업체로 시작해 화상회의시스템, 송변전 감

발 빠른 성장을 이어 가고 있던 우암코퍼레이션

시작한 직후 송 대표는 수완을 발휘해 착실히 자

리사업과 컨설팅,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이 2015년 중동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게

금을 모아 나갔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국내

된 것은 송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자사에 매

엔지니어 출신 기업가이면서도 자체 개발한 솔루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1위를 석권

우 적합한 사업 무대로 낙점했기 때문이었다. 이

션 하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연구개발을 시

하는 등 화상회의시스템으로 명성이 높다.

미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우암코퍼레이션의

화상회의시스템은 창업 초기부터 꾸준히 연

화상회의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던 까닭에 경제

구해 온 분야인 만큼 우암코퍼레이션은 해당

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분야에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중동은 우암코퍼레이션에 매우 매력적인 무대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다. 이슬람 문화권의 특성상 대학에서 남녀가 함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기술 중 하

께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화상회의시

나인 지능형검침시스템에 관련한 기술을 개

스템 적용이 용이했으며, 중동국가 대부분이 무

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

엇보다 전력 사용의 효율이 중요해 스마트그리드

다. 이 기술은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홈 네트

사업을 펼치기 적합했던 것이다.

워크 기반 AMI(원격검침인프라) 시스템용 통

2012년 사우디 대사관 납품을 담당하는 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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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암코퍼레이션의

그램 구축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첫 번째 화상회의 솔루션이었다. 당시로서는 영

우암코퍼레이션은 녹색전문기업으로서 마이크로

화에나 나올 정도로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 투자를 점차 확

송 대표는 시장조사를 마친 후 곧장 문서회의 시

대해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등 미래 가치가 높

스템으로 방향을 돌렸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화

은 기업으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상회의 솔루션 또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주요 진출 지역인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 비즈니

곧 다가올 미래에 주목받을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캄
보디아에서 진행했던 우물파주기 사업이라든지,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국제적 역량 확대
여성 벤처기업
한계

2015 중동
경제사절단 참여

경제사절단을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킹 능력을 강

01

화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 역량을 키워 나가

나눔을 통해

라오스의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학교 만들기,

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한국대사관과의

행복을 만드는 회사

매출액의 1%를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만분클럽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활동과 같이 나눔을 통한 더 큰 행복의 실현이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각

송 대표의 바람이다.

국가의 조세, 법률적 특성을 항시 파악하여 사업이

경제사절단 참가 후 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도 뒤따라

의 지원으로 사우디 문화정보부의 화상회의 프로

야 합니다.

글로벌 4위 통신회사인
중국 ZTE가 수주한 OPGW
800만 달러 하도급 수주

스마트그리드 사업
적합성 적극 홍보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 모색
해외 시장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위험요소를 중소

02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Hidden Champion!

국 수출입은행 EDCF 또는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
을 잘 활용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
행, 아프리카은행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체

￥

$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축 실현,
중동 시장 확대

적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은 그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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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의 멀티탭을 개발한 태주산업은 연구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이
다. 누구나 쉽게 플러그를 뽑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콘센트인 ‘클릭 탭
(Click Tap)’. 2010년에 설립된 생활용품 제조업체 태주산업의 야심작이다. 클릭
탭은 2015년 독일 뉘른베르그 국제발명전 유아안전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특허권을 등록했다. 2012년 KOTRA와 인연
을 맺었으며, 2016년 프랑스 경제사절단으로 해외 시장 개척의 실질적인 물꼬가
터졌다. 이후 업체의 다변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태주산업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수출 다변화로
해외 시장 개척의
물꼬를 트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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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국내 아이디어

꿈을 현실로

일 유수업체로부터 콜사인이 들어오기 시작해

해외에서 당당하게

앞서가는 글로벌 벤처

4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여러 바이어
업체의 컨택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갔다.

신헌수 대표는 뇌경색을 앓는 장모님이 플러그를

지식경제부와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8년 70억 원, 2019년 250억 원의 매출을 달

뽑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

진행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하는 ‘나는 글로벌 벤처

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주산업은 경제사

올렸다. 아이템은 실행에 옮겨져 눌러서 빼는 콘센

다 콘테스트 2012’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부상으

절단을 계기로 지역 다변화를 꾀하며 네덜란드,

트를 개발했다. 신 개념 멀티탭이 탄생한 것이다.

로 실리콘밸리에서의 IR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

그리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치우침 없이 글

현재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차

많은 업체와 바이어의 주목을 받았으며 콘테스트

로벌 업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츰 영업망을 넓혀 간다는 전략이다. 아이디어 생활

관련 정책 브리핑이 이슈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에는 스파크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Non

용품 산업은 수요자가 확대된 블루오션이자 경쟁이

스톡홀름무역관 등 해외 여러 무역관과 여러 수

Arc Free 제품 개발 등 신기술에 쏟는 고민이 한

치열해진 레드오션이라 할 수 있다. 유럽, 아시아

출지원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창이다. 안정성을 높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스파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접촉하면서 소비자의 니

실질적인 도움의 물꼬가 트인 곳은 2016년 한불

크 위험이 많은 나라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

즈를 찾아 시장을 선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수교 130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들 나라는 전 세계 아웃렛(전기 콘센트)시장의 3

코레일(KTX용)에는 원터치 클릭 탭 2만5,000개를

불 비즈니스 상담회장이었다. 경제사절단은 주

분의 2를 차지한다.

납품했다. 독일 HAGER 업체와는 라이선싱 미팅

변국 바이어도 참가하곤 하는데 프랑스 상담회장

태주산업의 꿈은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다. 시

을 여러 차례 거쳤으며 유럽 BTB 시장에서 샘플판

에는 영국, 독일, 체코, 덴마크 바이어가 참여했

대가 변하고 플랫폼은 바뀌었으며 글로벌 환경

매 등 업체 컨택이 이뤄지고 있다. 호주 열차에서

다. 마침 태주산업이 프랑스 경제사절단에 포함

의 두려움도 극복했다. 독자적인 기술력에 안전

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TV프로

되었다는 소식이 독일에 알려졌고 독일 QVC 홈

성을 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입혀 세계시장에서

그램에도 소개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쇼핑이 먼저 연락을 해 와 현장에서 2만7,000달

파워풀브랜드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태주산업에도 위기는 있었다. 중국에서 외

러 규모의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독

주 생산한 제품에 불량품이 많았고, 외주업체는 계
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외주업체
와 분쟁이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홈쇼핑
가격을 잘못 책정해 빚더미에 올랐다. 창업기업이
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의 계곡’이 무엇인
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때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었다. 자금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고 사업 주관기관인 액셀러레이
터가 소개해 준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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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경제사절단 활동으로
성장 폭 넓혀
스타트업 기업
해외 진출 어려움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여

아이디어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

01

키기 위해 끊임없는 아이템 발굴이 중요합니다. 세
계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되고 있는 정상외교 경제
사절단 활동을 통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독일 QVC 홈쇼핑과
2만7,000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도전과

횡포로 태주산업 또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으

열정으로 승부

나 투자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 펀딩 1호 기업이 된 것이다.

애초 태주산업은 자본 사정이 좋지 않았다. 사업

클릭 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굿디자인(GD) 대회’

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았다. 문제점

에서도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독일에서 IF

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다. 리

디자인상, 국제 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에서

스크를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게

금상을 수상했다.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되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이유 하나를 보고 앞

KTX 및 아파트 등에 대량 납품이 이어졌다.

으로 나가기로 결단을 내렸다.

콘센트라는 흔한 제품이 아이디어로 싹을 틔우

많은 중소기업이 겪는 사업 진출의 난관은 크게

면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최근 100년간 변화가

두 가지이다. 첫째, 인력채용 및 개발사 발굴의

없었던 제품에 오랜 기간 젖어 있었던 습성을 깬

어려움이다. 둘째, 유통시장의 어려운 진입이다.

셈이다. 스튜디오 안에 머물던 생각이 포기하지

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않는 도전으로 아이디어화하면서 결실을 본 것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의 지배력을 불편해 한

이다.

다. 거대시장인 만큼 중간에 유통업체의 노골적

여러 바이어 업체
컨택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가능한 한
먼 곳을 보라

02

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
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분야는 새로운 시장의 지
배력을 불편해 합니다.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해
선 안 됩니다. 어려움을 버텨낼지 스스로 점검하

powerful!

고 돌아봐야 합니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가듯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먼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장기적
환경변화 감지
매출 증대 및 수출 지역
다변화로 급성장

정글 같은 자본시장에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03

중소기업이 도전 의지 하나만으로 헤쳐 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약점인 인력난과 자
금난은 판매망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지원을 살펴보고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유통
생태계의 변화를 감지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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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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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초 등 건강식품 전문 제조업체로 조직된 금산진생협동조합은 인삼을 활
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을 조금씩 쌓아 가던 2016년 6월. 금산진생협동조합은
한-불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당시 국내 참가 기업 중 인삼을 전문 품
목으로 다룬 곳은 금산진생협동조합이 유일했다.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기존에 인
연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바이어와 정식 MOU를 체결했고 현지화할 수 있는 제품
을 공동 개발해 실제 수출까지 성사시켰다.

금산진생협동조합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충남금산의 명물 인삼,
경제사절단 이후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리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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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야 했기 때문에 현지인에게 인삼의 장점과 제품
을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난관을 해
쳐 나가기 위한 첫 단추로 각종 전시회에 적극적
으로 참가해 제품을 홍보했다. 특히 금산에서 매
년 개최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에서 열린 수출상
담회를 활용해 현장을 방문하는 바이어와 만나
수출 계약을 하기도 했다.
해외시장으로의 경험을 조금씩 쌓아 가던 2016
년 6월, 금산진생협동조합은 한-불 정상외교 경
제사절단에 참가하게 된다. 당시 국내 참가 기
업 중 인삼을 전문 품목으로 다룬 곳은 금산진
생협동조합이 유일했다. 이는 제품 차별화에 대
한 기본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특히 파리를 중심으
로 유럽 전반에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다. 경제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케팅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절단 참가를 계기로 기존 인연이 있었던 오스트

금산 진생 히어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리아 바이어와 정식 MOU를 체결했고 현지화할

이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기 위

수 있는 제품을 공동 개발해 실제 수출까지 성사

금산진생협동조합은 2014년 충남 금산 지역의

해 현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연구하고

됐다. 오스트리아와의 네트워크 형성 이후 독일,

조합원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이들은 정

새로운 제품을 기획,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으

영국 등 유럽 내 여러 국가의 신규시장도 개척할

원식 대표를 중심으로 금산 인삼의 세계화를 위

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수 있었다. 그 결과 2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

해 꾸준한 제품 개발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총

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주로 유통되고

매출액의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해 현재 미국,

있는 큰 사이즈의 제품이 아닌 해외 현지 시장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대만, 중

한-불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맞는 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도 큰 소득이

국, 베트남 등지에 거래처를 두고 사업 영역을

유럽 수출 길 넓히다.

됐다.

확장시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꾸준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올해로 4년차를 지나고 있는 금산진생협동조합

정원식 대표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

은 탄탄대로를 걸으며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려면 함께 가라’는 경영철학으로 15명의 조합업

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인삼이라는

끊임없이 도전하길

체와 함께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인삼재배

품종이 세계적으로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부터 수출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남

아이템 홍보가 절실했다.

금산진생협동조합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신규시

다른 경쟁력을 갖췄다. 협동조합 자체의 공동 마

더군다나 인삼이라는 한 가지 아이템에만 집중해

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산진생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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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을 베트남에 파견해 타협동조
합과의 협업을 통해 다낭에 멀티숍을 오픈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하여 운영 중이다. 정원식 대표는 지금까지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확보한 기존의 해외 바이어와 좋은 관계를
이어 가면서 꾸준히 매출을 늘려 가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사무실 한편에 국

경제사절단,
직접 발로 뛰어라

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
가했던 네임택 한 뭉치가 눈에 띄게 걸려있
다. 푸드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각종 전시

인삼이라는 특수 품목
인지도 부족

2016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기회로 목표 시장에 본격

01

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회 및 박람회에 직접 발로 뛰었던 흔적이

이 있지요. 처음 도전이 힘들지 모르지만 한 번 그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물꼬를 트면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적

“이 네임택이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라고

극적으로 문의해 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합원의 큰 자랑거

떤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지 직접 그 과정을 만들어

리이지요. 무역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크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
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도전을 두려워
말고 의지를 갖고 끝까지 나간다면 분명히

오스트리아 바이어와
MOU 체결

각종 식품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

세계 시장! 적극적인
자세가 기본
어떤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건 간에 KOTRA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2

등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는
무조건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규모가 크든

Amazing!

작든, 관련이 전혀 없더라도 현장에서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
나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오션을
공략하라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제품을 쉽게 만날

유럽시장 전체
20만 달러 이상 수출

03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 있어
국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
다. 그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하기
보다 해당 기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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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판매되는 제품 조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제사절단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몽골의 모노스, 노밍스 등의 체인점과 백화점을 둘러보았다. 화장품
시장 조사를 위해서였다. 신동언 대표는 시장 파악에 집중했다. 2016 몽골 비즈
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서 대략 10개 정도의 업체와 미팅했다. 40만 달러 이상
의 수출이 예상됐다. 현재 몽골에 15만 달러, 동유럽에 17만 달러,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에 8만 달러가 진행 중이다.

금청약품㈜
2016 몽골 경제사절단
2017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사절단

몽골을 넘어
동유럽·중앙아시아로
행군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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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세운 회사

함께 떠난다는데 따라가서 해답을 얻어 볼까 생

30억 가치를 지니기까지

각해 신청했다. 그런데 정말로 선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따라 몽골에 가는 2박 3

금청약품㈜은 작은 이익으로 정직한 부자가 된다

일의 일정이었으므로 방문 전 1주일 동안 마음의

는 철학으로 유통업에 매진하고 있다. 공급 고객

준비를 하며 술도 마시지 않고 몽골시장을 연구

에게는 개발 및 생산의 기쁨을 제공하고 구매자

하고 문화와 역사를 두루 살폈다. 몽골에서 판매

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

되는 제품 조사 등을 마치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

다는 행복을 주는 유통업자가 되기 위한 발걸음

랐다. 몽골 소비재는 오히려 한국보다 비싸다고

을 쉬지 않고 있다. 신동언 대표는 소비자와의 신

한다. 몽골의 모노스, 노밍스 등의 체인점과 백

뢰 관계에서 쌓이는 소셜 머니(Social Money)를

화점에 들렀다. 화장품 시장 조사를 위해서였다.

중요하게 여긴다. 소셜 머니가 고객과의 관계를

신동언 대표는 시장 파악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돕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몽골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 행사장에 들어섰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재고가 있다면 평상시 가격

다. 대략 10개 업체와 미팅했다. 결론적으로 40

대로 공급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판단에 연유한

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예상됐다. 현재 몽골에

다.

15만 달러, 동유럽에 17만 달러, 나머지 8만 달

신동언 대표는 근무하던 엘지생명과학에서 퇴사

러 정도는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로 수출이 진

하며 1억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제약 영

행 중이다.

업을 15년 동안 쌓은 의약품 식견을 토대로 의약

다른 업체는 손익계산을 해서 적자가 나면 아예

품 납품을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도매업자의 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500년간

시작하지 않는데 금청약품은 ‘유통도 투자다’라

을 걷게 된 것이다. 제약사에서 약품을 대량으로

장사를 해 왔기에 인도에서 자이나교도는 신뢰의

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

구입해 병원에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소량으로

상징으로 통한다. 세계 유명 브랜드사가 인도시

는 방법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무조건 길을

분할 납품하는 구조였다. 수익이 큰 모델의 유통

장에 진출할 때도 이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

열고, 길을 열면 오갈 수 있고, 오가다 보면 이

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는 ‘나는 물건을 싸게 사들일 테니 너

익이 난다. 첫해는 교통비를 계산하고 나니 이미

의 자산 가치는 30억 원 정도 된다. 그 비결이 무

는 비싸게 사 가라’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적자였으나 3년째가 되니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엇이었을까?

기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몽골에서 배운 노하우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

인도에는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다. 길을 걸을

고 있다. 금청약품의 근본적인 사업 성격은 유

때 지팡이를 갖고 다니며 땅을 울려 혹시나 밟을

통업이다. 화장품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건강

지 모를 벌레를 미리 도망하게 해 준다. 살생을

몽골경제사절단 참가 전 몽골 문화와

식품도 팔고 의약품도 판다. 얼핏 정체성이 모호

거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지렁이를 죽일

역사 공부해 정확한 공략 성공

한 것 같지만 바로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방향 전

수 있다는 이유로 장사밖에 하지 않는다. 이들의

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을 잘 활용하다

장사 방식은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싸게 파는 것

한 상담회에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모집하는

이다. 가장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고, 가장 좋은

홍보요원을 만났다. 대통령 정상외교로 기업이

보니 해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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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넘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 수출 판로 열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몽골 경제사절단 이후 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핀포
인트 지원을 받아 MOU 2건을 체결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 BILEG SUPERMARKET과 MOU를

타깃을
분명히 하라

맺고 1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인 2016
년 11월 INNA SALON과도 MOU를 맺고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근거 및
판로의 부재

2016 몽골
경제사절단 참여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떠나기 이전에 사전 조사
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청약품은 이미

01

이후 몽골시장에 수출이 활발해졌으며 후속사업 등

몽골 이후의 타깃까지 고려하고 여정에 올랐습니

의 참가로 수출이 증가했고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다. 향후 금청약품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타

등의 국가에도 수출 판로를 열 수 있었다.

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인구 천만 명 이하의 작
은 국가를 찾아다닐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기타 영
향력 있는 선두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무대로
본격적인 수출업 시작

한 방법입니다. 사전 정보가 충분해야 현지 비즈니

후속사업 통한
지속적인 밀착 지원

시장 조사에 기초
업체 미팅

신동언 대표는 원래 수출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서플라이어를
생각하라

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성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무대로 수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스 미팅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Brilliant!

컨슈머만을 염두에 두고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서

공장도 없고, 독자적으로 구축한 브랜드도 없지만

플라이어와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미국 LA 해안의

02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제사절단을 계기로 배웠

한 대게집은 공급자인 멕시코인에게 필요할 경우

다. 그의 두 번째 철학이라면 꾸준함이다. 대기업과

돈을 선지급하고 후하게 값을 매기는 방식으로 그

업계 선배가 장악한 시장에서 틈바구니에 끼려면 파

들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멕시코인은 싱싱하고

밀고원 같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

품질 좋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줬습니다. 그

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게집은 언제나 문전성시입니다. 유통 전 단계에

신동언 대표는 수출 신장과 고용 창출이 국가에 보
답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금청약품은 제약 공장도
없고 자체 브랜드도 없는 작은 회사지만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 자신감을 얻었다.

10만 달러 규모 MOU 2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수출 판로 개척

걸친 사전 조사와 공급 시스템 파악이 정상외교 경
제사절단 참가 업체의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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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트리스,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는 폴리에스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울산에 위치한 금호섬유공업
㈜의 이야기이다. 산업·생활폐기물 재처리부터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까지 원
라인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금호섬유공업㈜은 경제사절단의 최
대 수혜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호섬유공업㈜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

친환경 폴리에스터
선두기업으로 베트남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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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45년간 한길만 걸어온 장수기업
폴리에스터 분야 선두 기업으로 성장
금호섬유공업은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
(poly-ester)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
이다. 폴리에스터는 옷은 물론이고 이불, 베
개, 카펫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로, 금호섬
유공업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터는 의류, 매트
리스,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등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버려진 산
업용·생활용 쓰레기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금호섬유공업은 폴리에스
터 파이버(fiber)와 칩(chip), 시트(sheet) 분

하다. 2008년 환경기술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

로 검증을 받은 금호섬유공업의 걸작품이었다.

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힌다.

며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까지 착실히 다지

그렇게 현지 업체와 MOU 체결을 하고 수출을

금호섬유공업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고 있다.

시작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베트남에만

올라간다. 강승범 대표의 부친인 강호관 회장

14개 기업과 직거래하고 있다.

은 대학에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경제사절단을 통해 베트남 기업과 물꼬를 튼 금

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사업화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호섬유공업은 지난해 9월 2017 인도네시아, 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다

트남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MOU 2건과 계약 1건

1980년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재생칩 개발

을 체결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경제사절단

에 성공한 후 1999년부터 폴리에스터 파이버

금호섬유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70%가 전

에서 돌아온 후 11월 한 달간 성사된 거래금액만

를 생산하고 2005년부터 페트 플레이크(PET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60만 달러에 이른다.

flake)를 생산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온 건실

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수출기업이 되기까

“금호섬유공업은 경제사절단 참가로 성장한 최

한 회사이다.

지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았다. 그중에서 강승

대 수혜자입니다. 수출을 하고 싶어도 해외 시

연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는 금호섬유공업

범 대표는 경제사절단과 해외전시장을 빼놓을 수

장 정보가 없어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경제사절

에서 생산한 폴리에스터는 국내 대기업은 물

없다고 한다. 지원 사업에 여러 번 참가한 금호

단을 준비하며 베트남 하노이의 시장조사를 통

론이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브라

섬유공업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해 현지 업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현지 업

질, 유럽 등 해외 10여 개국에 수출하며 독보

2013년 9월이었다. 2013 베트남 경제사절단으

체와 이메일을 통해 직접 컨택을 진행하면서 2차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로 참가한 금호섬유공업에 현지 바이어가 찾아왔

시장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로

산업·생활폐기물 재처리부터 폴리에스터 섬

다. 전시해 놓은 폴리에스터 파이버와 플레이크

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유 생산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한 회사는

가 그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바이어가 선

국내에서 금호섬유공업이 유일무이(唯一無二)

택한 파이버는 이미 국내 대기업에 납품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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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원라인 시스템으로
세계 넘버원을 꿈꾸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수출 물량이 늘면서 금호섬유공업은 사업 확장이 불
가피했다. 자회사 KH리텍㈜의 설립 배경이다. 이로
써 금호섬유공업은 ‘원라인 시스템(one line system)’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하라!

을 구축하게 됐다. 산업·생활 폐기물을 매입한 이후
의 모든 공정은 금호섬유공업에서 이뤄진다. 타 업체
는 폴리에스터 파이버, 플레이크, 시트 등 공정별로

새로운 시장 개척
어려움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가

01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지 기업의 기본 정보와

분업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호섬유공업은 그

시장조사 등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경제

렇지 않다. 폴리에스터에 관한 모든 관리를 직접 하

사절단에 참가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입니다.

다 보니 이동시간이 줄어들고 자체 관리가 가능해 품
질도 향상되며 납기 관리도 완벽해진다. 물류비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줄어드니 가격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다.
70여 명의 직원과 함께 강 대표는 분쇄, 세척, 탈수,
선별 등 모든 공정에 직접 참여해 꼼꼼하게 확인한
다. 모든 제품은 그의 손을 거친다. 꼼꼼하게 살펴보

경제사절단 후
베트남 현지 기업 2곳과
수출 확대로 사업 확장 MOU 체결, 계약 1건 체결

힘들게 부딪히며 얻어지는 작은 앙금이 쌓이면 반

02

드시 수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에  
자부심과 경쟁력이 있다면 용감하게 도전했으면

고 만져본 뒤 밀도와 감량을 체크한다. 우수한 제품

좋겠습니다. 수출상담회나 시장개척단, 정상외교

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면 좋을

“개발을 통해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것 같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이죠. 결국 얼마나 뛰어난 제품을 만드느냐, 좋은 소

Perfect!

최고입니다.

재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갈리는 겁니
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좀 더 미래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향적이고 개선된 신제품 개발에 노력할 것이며 정직
한 기업, 성실한 기업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신규영업은 제품만족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

이 되도록 그 가동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로잡아야 합니다. 시장진출 초기에는 상대방의 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대신 금호섬유공장은 ‘무

음이 열리지 않아 만나주지도 않으려 하여 많은 어

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금호섬유공업은 친환경 폴리에스터 선두
기업으로 세계 넘버원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02

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월 출장을 가는

덤에서 요람까지’를 슬로건으로 한다. 그 이유는 버려
2017년 11월 한 달간
거래금액 60만 달러 달성

정성을 보여 상대방과 신뢰를 쌓기에 힘썼고, 그
결과 동 업체는 현재 당사의 가장 큰 바이어로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고자 하는 조급하
는 마음에 거래를 밀어부치는 경우들이 많지만, 상
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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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재 사고 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1등 공신을 꼽자면 보호복을 들 수 있
다. 보호복 중에서도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입는 방염복은
근로자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석유 시추
작업 현장에서라면 방염복을 입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이 같은 방염복
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불리는 곳이 바로 중동이다. 그 때문에 중동시장을 두드리
는 방염복 업계는 많지만 중동의 강한 모래바람 속을 걷는 것처럼 중동시장을 뚫
기란 쉽지 않다. ㈜태산상역은 2015년 중동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중동시장
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태산상역
2015 중동 경제사절단

방염복시장의
오아시스 중동에서
메이드인코리아로 우뚝 서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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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력도 잃어 신규소재 제품 개발 및 새로운 방식의

만 지속적인 ‘대량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뭔가

영업판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부분에 늘 아쉬운 마음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인력 부족과

을 가지고 있던 그는 2015년 3월 중동 경제사절

마케팅도 어려움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중

단 참가 안내를 받고 제품의 사업성과 우수성을

동수출을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동 현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참가

시장과 문화를 파악하고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의

를 결정했다.

작업을 담당할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중동은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

해외 진출 목표로

납품하는가 하면 불연소재 특수유니폼인 방염복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2009년부터 지사

은 편이다. 그 덕분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긍정

제품 연구에 매진

을 공급하며 중동시장에서 우뚝 서게 됐다.

화 사업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꾸

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절단이

“저희 회사는 미국 UL인증서(국제표준안전규격)

준히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 사

라는 소속감까지 더했더니 기업 이미지가 크게

태산상역은 2005년 4월 설립된 방염복 제조업체

와 ISO(환경안전·품질관리에 관한 국제규격)

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등에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쿠웨이트 상담장에

이다. 섬유업계에서 10여 년간 입찰업무를 담당

를 획득해 방염복 수출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서만 27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제품의 우

하던 서태원 대표는 경영상 어려워진 회사를 퇴

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내 최초이며

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부터 VENDOR로 지정

직한 후 경력을 살리며 신 시장을 모색하던 중

중동시장에 유니폼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미

되면서 250만 달러의 방염복을 쿠웨이트 정유사

Oil&Gas 산업이 발달된 중동시장에서 특수섬유

국 및 유럽 소방안전규격을 획득해 직접 인증서

경제사절단 참가 후 중동

에 공급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350만 달러를

를 이용해 새로운 마케팅을 전개한다면 승산이

를 구비한 업체도 국내에서 저희 회사가 유일합

각국 소방청에 방화복 공급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3년 계약

있으리라 판단해 창업에 뛰어들었다. 창업 이후

니다.”

으로 520만 달러 규모의 방염복 계약을 체결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제품 연구에 주력해 왔다.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서태원 대표는 오랜

며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중동 국책 프로젝트를

일반적인 섬유류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기간 제품을 소개하고 샘플을 제공하면서 해외시

수주해 중동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이외에

등 신흥시장에서 이미 가격경쟁력을 잃었으므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 문을 두드렸다. 2011년 이후 매년 사우디아라

도 카타르 시장에서 사절단 일원으로 많은 바이

중동지역에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재의 특수

안전한 방염복 수출

비아에 연간 300만 달러 이상 수출해 오고 있지

어를 접촉할 기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25만 달

섬유로 기술우위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D사에서 만든 아라미드 재질의

㈜태산상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우수한 제

방염복 외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우리

품을 개발했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다. 최

나라에도 방염복을 생산하는 업체는 많았지만 D

초 제품 개발 후 해외 인증이나 대량생산 부담감

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부터

와 같은 무모함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제품개발

2011년까지 거래처의 주문에 따른 사우디아라비

끝에 D사와 경쟁이 가능한 고기능성 방염원단과

아 Aramco사와의 대량구매로 여신이 발생하게

특수복 개발에 성공했고, 국내 방염직물 생산업

되어 자금압박이 매우 심했다. 이 시기 무역보험

체와 기술 제휴를 통해 중동시장에 맞는 방염 원

공사의 선적 후 보험부보조건을 활용했으나 해외

단과 유니폼을 개발해 제품 전량을 수출해 오고

거래처의 신용불량까지 겹쳐 자금압박이 매우 심

있다. 특히 중동 각국 소방청에 소방 방화복을

했다. 해외 선진 업체의 가격하락으로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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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계약을 해 2016년 수출을 성사시켰으며 2017
년에는 추가 발주를 받아 생산 중이다. 이 같은 중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동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용을 위해 고양시에 적격 인력 추천을 요청했으며
회사 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
세계 방염복시장의
대표 브랜드 목표

마케팅, 인력,
자본 부족

2015 중동
경제사절단 참여

경제사절단은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

01

다.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해외 시장 경험이 없는
회사는 경제사절단을 통해 바이어에게 접근을 시
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사절단 참여로

태산상역은 방염, 방화 제품과 관련해서는 자타공

회사의 이미지까지 높인다면 해외 진출에 성공할

인 중동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중동시장에
서만 10여 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며 다져온 노하
우를 방화복시장으로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제3시

경제사절단
프리미엄을 누리라!

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원
료 거래처와 생산 공장의 다변화를 통해 신규 제

쿠웨이트 정유사와 27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경제사절단 참가 후 전담
인력 신규 채용

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방화복(소방

성, 디자인 다변화 등을 고려해 방염복 이후 방화

02

면 판매가 어렵습니다. 경제사절단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매우 큰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복)의 경우 High Technology 산업이므로 회사의
규모를 확장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원료의 다양

기업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이 안 된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대표기관과

Amazing!

협력해 바이어 접촉을 하신다면 경제사절단 프리
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복시장에서의 입지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
다.

대형 바이어들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

“국내 유일하게 방염·방화복을 해외 시장에 수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화복시장에서도 확고한
복 선도 업체로 뻗어나갈 것이며 중동시장뿐만 아
니라 제3시장 진출에도 당사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03

경제사절단은 해당 국가에서 내로라 하는 위상을

기술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염·방화

자랑하는 대형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이야

중소기업 최초 중동
국책 프로젝트 수주

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바이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회사의 위상 또한
높아졌으며, 비즈니스의 격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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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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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때 한국 수출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은 2000년 이후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중소 제
조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되기는커녕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승승장
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삼일방㈜이다. 삼일방
은 2015년 미국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2017
년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스위스계 허만 뷸러社를 인수하고 본격적
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앞날을 밝히고 있다.

삼일방㈜
2015 미국 경제사절단

국내 대표 섬유 기업,
미국 찍고 세계로
날아가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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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실’ 등 세계일류상품을

이와 함께 의류용 원사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미국 도

생산하는 일류기업

2015년부터 SPA ‘유니클로’에 원사를 공급하고

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백지화되면

있는데 카린 로이펠트와의 콜라보 제품에 삼일

서 결국 시장이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자는 결정

1979년 설립된 삼일방은 고강력 레이온사의 단섬유 복합방적사

방의 냉감 소재를 적용해 전 세계에서 주목 받았

을 내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 뷸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전문원사 생산업체이다.

으며 지난해에는 냉감 소재 및 보온 소재를 개발

사의 인수 제안을 받게 되자 M&A로 방향을 정

2001년 국내 최초로 에어제트 방적사를 개발하며 시장에 변화의

해 납품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원동

했다. 그러나 인수 과정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이듬해 세계 최초의 모달(소재) 전용공장인 제

력이 됐다. 지난해 96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힘든 일인데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한다는 것

2공장을 준공하고, 2008년 마이크로모달, 프로모달 전용공장인 3

매출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때 KOTRA 글로벌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다. 삼일방의 주력 생산품은 고강력 레이온

M&A 지원단의 후속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원사(MODAL, TENCEL), 슈퍼섬유 소재 원사(para-Aramid,

글로벌 회계·법무법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meta-Aramid), 산업용 난연 안전복용 원단, 산업용 원사제품 등

2015 미국 경제사절단 참가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기 위해

이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원료에서 생산하는 모달(Modal)

미국 뷸러사 인수

2013년 신설된 글로벌 M&A 지원단은 이번 인

방적사와 보풀 발생이 적은 에코실(ECOSIL)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수 과정에서 단독 매수주간사로 나서 계약 진행
국내외를 넘어 승승장구하는 삼일방은 올해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됐다. 2015년 미국 경
제사절단 참가 후 미국시장을 눈여겨보던 삼일

산업용, 군납용, 자동차·항공기 내장재 등

방은 2017년 3월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중견

특수원사 개발

방적기업인 뷸러 퀄리티 얀스(Buhler Quality
Yarns)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

삼일방의 경쟁력은 특화된 제품에 있다. 원사를 생산하는 면방 기

(SPA)을 체결한 데 이어 5월 1일부터 경영권을

업이지만 단순히 면원료를 생산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갖고 미국 진출의 서막을 올렸다. 뷸러사는 1812

연구개발만이 살길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차별화, 고급화를 위

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업 205년의 전통을 자랑

해 노력해 왔고, 이는 성과로도 나타나 삼일방을 소재 중심회사로

하는 회사이다. 스위스 본사에 7만 추 규모의 면

불리게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설비투자에 투

방적 공장을 가동하다 적자가 나자 작년 9월에

입한 금액만 1,000억 원 이상이다.

문을 닫았고 미국 공장도 매각을 위해 원매자를

삼일방은 에어제트 방적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에코실이라는 자

찾던 중 삼일방이 인수한 것이다.

체 브랜드를 탄생시켰는데 에코실은 보풀이 적게 나와 깨끗하고 안

삼일방은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

정된 원단을 제작할 수 있어 최근의 섬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과 베트남을 놓고 고심해 왔다. 베트남에 여

하고 있다. 세계 16개국에 상표를 등록하면서 세계시장에서도 주

러 차례 가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베트남으로 무

목받는 제품으로 성장했다. 특히 비의류용 소재에 주목하고 개발에

게중심이 좀 더 기울어졌었지만 중국과 대만계

몰두해 ‘네번(Nevurn)’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

의 대단위 투자가 이뤄지면서 한국 기업은 규모

하고 있다.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다. 더구나 기대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을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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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사에도 함께 동행해 큰 힘이 돼 줬다. 뷸러

가 투입해 링과 MVS를 보강해 차별화된 면 혼

사의 성공적인 인수 과정을 본 다른 기업의 소개

방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향후 2~3년 내 3,000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만 달러 추가 투입해 대규모 최첨단 면방공장으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경북 경산 공장처럼
모달·텐셀을 활용한 면 혼방사와 함께 관세율
미국시장 발판 삼아

16% 품목이 아닌 관세율 32%의 CVS 쪽에 치중

세계시장으로 비상 목표

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실
을 사용한 의류에만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

삼일방은 뷸러사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시장을

다. 미국이 각국과의 FTA 협상 때마다 철저하게

무대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고수해 온 원산지 조항을 활용하고, 고율 관세품

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설비를 보강해

목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면 승산은 충분하기

차별화·특화된 면 혼방사로 승부를 걸면 승산

때문이다. 생산된 제품은 지금처럼 50%는 미국

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올해 650만 달러를 추

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50%는 카프타 프로그램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도움을 청하라
선진국 고급화,
후진국과 가격 경쟁

2015 미국
경제사절단 참가

0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기업 M&A 과정을
준비하고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KOTRA
글로벌 M&A 지원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체
계적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인 만큼 꼭 활용
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의 혜택이 있는 카리브지역을 중심으로 중남미시
장에서 소화할 계획이다. 모달·텐셀 방적사의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일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임금 국가인 미국에 과감하게 진출한 것 또한

미 중견 방적기업
뷸러사 인수 성공

2017년 KOTRA 글로벌
인수·합병(M&A)
지원단 도움

02

다. 경제사절단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고 싶다면 사
저 방문해 문화를 익히고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조

“섬유경기의 침체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소재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경제사절단은 어느 기업이든 흔치 않은 기회입니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당 국가에 먼

치밀한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경제사절단 전에
먼저 가 보라

사를 철저히 하길 권합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돼야

Powerful

경제사절단이라는 공신력이 더해져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공장을 인수한 만
정부 지원 또는 혜택을
꼼꼼하게 알아 보라.

큼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는 끝났고 미국을 발판
삼아 세계시장으로 비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03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
기고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노력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제도나 정책
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사절단도 같은 맥
락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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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는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 제조기업이다.
상신브레이크의 전신이었던 상신화학공업사는 1953년 8월 설립되었으며, 1975
년 상신화학공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다. 2016년 정상외교 경제사
절단을 통해 맺은 인연은 2018년 가동을 앞둔 멕시코 공장 설립에 앞서 현지 시
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멕시코 고객들의 성향, 경쟁사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시장에서 상신브레이크를 홍보하는데 시발점
이 되었다.

상신브레이크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정상외교로
멕시코시장의
빗장을 풀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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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최우선 경영

경제사절단 참여

참가였다. 업체 미팅 이후 약 14만 달러의 추가

제품에 대한 철학과 집념

도약의 굿 파트너

발주가 접수됐다.
현재는 FDM사로부터 연간 2회가량의 발주를 받

상신브레이크는 자동차 부품 사업 중 승용차

2016년 3월 KOTRA 한-멕시코 비즈니스 파트

고 있으며, 2018년에는 품목 추가를 통해 공급

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상용차용 브레이크 어

너십 홍보 메일을 보고 멕시코시장 진출의 필요

량 및 판매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셈블리 제조 판매가 주요 영역이며 OE 및

성을 느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신청으로 참가

경제사절단을 통한 인연은 2018년부터 가동 예

RE(보수용)제품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하게 되었다. 거래를 추진 중이던 멕시코 FDM

정인 멕시코 공장 설립을 위한 멕시코시장 공부

또한 철도용 브레이크 마찰재를 전국 전철에

사와 세부 업무 검토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좋은

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멕시코 고객 성향, 경쟁

공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용 마찰재, 풍력발

기회가 됐다.

사 정보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멕시코시장에

전기용 마찰재, 상용차용 보조 제동장치 등을

FDM사에서 2015년 11월 1차 발주, 2015년 12

서 상신브레이크를 홍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개발해 가고 있다.

월 2차 발주 이후 2016년 2월 초도 선적을 완료

처음 문을 두드리는 지역에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스템 선진

했다. 이 무렵 멕시코 내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

는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포

화를 통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국내외

고 보험처리로 비용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가

럼 및 상담회 참가는 물론이고 마무리 후에도 업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장 중요한 제품이 없어 긴급 추가 발주와 관련한

와의 관계 개선 등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뤄진다.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실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마리는 경제사절단

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 고객만족 경영, 창조
경영, 인재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신브레이크는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
과 인도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
국 판매 법인과 중동 지사를 진출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이란, 인도에는 브레이크패드
제조기술을 수출하는 등 전 세계시장으로 수
출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최근 해외 브레이크시장은 안전과 환경에 대
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상신브레이크는 친환경 마찰재 기술을 비롯해
최적의 배합 및 융합기술, 안전성과 내마모성
을 개선하는 원재료 융합 기술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가
오는 전기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비접촉식 제
동 보조 장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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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세계무대 주역으로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상신브레이크는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사회 공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쏟으며
여러 분야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기

해외 시장 신규 개척에
최적의 사업모델

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최근 경영의 중추
적 기능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
데 상신브레이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외환위기로
자금난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참여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네 가지 분야

처음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지역에 적합한 사
업이 바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인 것 같습니다.

01

많은 업체를 한곳에서 일대일로 미팅할 수 있다
는 게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럼 및 상담

로 나누어 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회 참가 전까지 그리고 마무리 후에도 후속지원을

우선 ‘상신브레이크와 함께하는 착한 밥

통해 교류 업체와의 관계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

상’이다. 상신브레이크 본사가 위치한 대

로 모니터링해 주는 등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

구 달성군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며 사업교류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에 주 1회 중식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결식 문제 해소와 경제적 부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홍보

포럼 및 상담회 참가,
지속적 컨설팅

충분한 검증을
통한 교류협력

완화,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했으며 복지

더딘 지역이 있다면 충분한 시장 공부, 바이어 정

도 함께해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필요물품을 지원해 주는 활동도 2013년

보 조사 그리고 경제사절단 참가를 통한 업체와

surprising!

부터 펼쳐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체험스쿨’도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 글로벌 브레이크 마찰재 업계 8
위 도약을 목표로 잡은 상신브레이크는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의 법인을 활용
한 글로벌 지배력 확대를 통해 전 세계에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브레이크’ 라는 세
계 일류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간다는 야
심찬 계획을 세웠다.

02

지역적인 요건 또는 정보 부족으로 진행 속도가

관 내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상신 직원

FDM사와 수출 계약 및 수출 물량 확대,
멕시코 현지법인 설립

의 미팅 주선을 받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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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대개 그 제품에 대한 독보
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진정공이 그렇다. 박재현 대표는 2001년 굴
착기용 유압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 수년간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관련 유압밸브 분야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6 미
국, 멕시코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캐나다 대형 밸브업체와 200만 달러 공급
MOU를 체결한 서진정공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서진정공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유압밸브로
북미 시장의
벽을 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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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열정으로
북미 시장의 벽을 뛰어넘다
박재현 대표는 업계에서 ‘개척자’로 불린다. 새
롭게 도약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박
대표는 바이어가 있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직접
발로 뛰고 있다. 그의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현재 캐나다와 일본에 지속적인 수출 거점을 확
보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2008년 당시 경상남도 북미 시장개척단으로 참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쉽게

한 서진정공은 미국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캐나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다

따라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다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뒀다. 현지 업체와

유압밸브부터 고압차단기 부품까지 생산하며

MOU를 체결하고 첫 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서진정공은 중장비의 각종 유압배관 부품을 전

2016년 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17년

해외 진출에 자신감을 얻은 박 대표는 2016 미

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유압밸브는 수많

에는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서

국, 멕시코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캐

은 중장비 부품 가운데 핵심 부품에 속한다. 기

진정공은 항공부품사업 분야에도 참여하며 사업

나다 대형 밸브업체인 Adaptall사와 200만 달러

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나 만들 수 없다

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공급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 결

는 뜻이다. 박재현 대표는 2001년 현장에서 경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년간 신제품 개발에 아낌

과 서진정공은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190%

험했던 폭넓은 유압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없는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특허 3건, 실

를 달성했다. 당연히 고용 창출도 이어졌다. 기

소품종 대량 생산에 익숙한 산업 현장에서 각고

용신안 1건을 보유한 서진정공은 그 기술력을 인

존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20여 명을 신

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정받아 업계 선도기업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

규 채용해 경상남도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선

채택했다. 그 방법이 주효했다. 긴급한 모든 주

하고 있다.

정되었다.

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으

“제조업을 하려면 연구개발 투자에 아낌이 없

로써 서진정공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올 수 있

어야 합니다. 유압밸브와 함께 현재 우리의 주

었다.

력 제품인 고압차단기 부품 또한 끊임없는 연

World Top Class를 목표로

“회사 설립 당시 중장비 부품의 발전 가능성을

구개발 덕에 회사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제품

수출전략기지화를 만든다

예견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단

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당연하게 누구

순하게 제품만 만들어 주는 곳이 대부분이었어

에게나 따라붙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후 박

요.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전을 주저한다면 10년 뒤를 준비할 수 없습니

재현 대표는 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다.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쓰임새는 무엇

다. 당장의 실패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겠

수출 전용 사업장을 건립 하고 수출 전담 연구개

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제조업의 한

지만 미래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발 및 생산라인을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

계를 뛰어넘어 좀 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

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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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제2공장이 공사 중이다. 본사에서 200m 떨어진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곳에 약 4,950㎡(약 1,500평) 규모의 수출전략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기지화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통해 ‘수출전략기지화’
라는 한 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미래를

열 번은 두드리고
기다리라

설계하는 데 큰 짐을 던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정체성(Identity)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해 World Top Class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

신제품 판로 개척
어려움

2016 미국, 멕시코
경제사절단 참가

01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은 경제사절단의 기회를 잡을 수 있
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겠다는 생각보다 장기적인

표입니다.”

안목이 필요한 데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

경제사절단을 마치고 온 서진정공의 북중미

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좋은

진출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2017년 5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Adaptall사에 23만 달러의 공급을 완료했다. 또
한 10월 경상남도 북미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해
Adaptall사와 신규 아이템의 수출 상담도 하고
돌아왔다. 2015년 100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하
며 고속 성장을 이룬 서진정공은 경제사절단의

2017년 5월 기준
23만 달러 공급 완료

캐나다 대형 밸브업체
Adaptall사와 200만 달러
공급 MOU 체결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 홍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02

기업 정보를 KOTRA에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
요. 일례로 1개의 정보를 가진 기업보다 10개의 정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보를 가진 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

“서진정공이 성장하는 데 90%는 경제사절단의

회의 폭은 넓어집니다. KOTRA는 최신 업체 정보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지

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해외 바이어를 만날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경제사

Wonderfu!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단을 통해 서진정공과 같은 제2, 제3의 기업
도전을
즐기라!

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03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감
을 가지고 경제사절단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어의 반응은 뜨거울 수 있기

경제사절단 후 수출전용
사업장 건립

때문입니다. 도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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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하는 식사가 익숙한 현대인에게 식당의 위생 상태는 피부로 느껴지는 실
생활이 되었다. 식당은 물론이고 급식소의 위생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중에서도 식기위생은 더욱 그러하다. 국내 업소용 식
기세척기 분야의 역사라 할 수 있는 ㈜프라임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가를 터
닝 포인트로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선진주방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프라임
2017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

국내 최고 식기세척기를 넘어
아시아의 선진주방문화를
선도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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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분야

없는 R&D 투자로 제품 개발에 몰두하여 식기세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서다

척기 외에도 업소용 스팀 컨벡션 오븐, 업소용
취반기, 무압식 취반기, 살균수 제조 장치 등 다

김요근 대표는 1980년대 초 해외연수를 통해서

양한 주방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식기세척기를 처음 만났다. 당시만 해도 우리에

과감한 R&D 투자, 꾸준한 제품 개발로 수준 높

게는 낯설기만 했던 기계였기에 신기하리만큼 놀

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며 프라

라워 보였고, ‘우리도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다’

임은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제품의 생산 단가

는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보다는 품질을 우선으로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1998년 ‘대성정공’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03

기업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부품과 제품을 개발

년 ‘프라임’으로 거듭난 이후 오매불망 식기세척

한다. 이러한 원칙이 프라임을 업계 최고의 자리

기만을 생각했던 만큼 프라임은 업소용 식기세척

에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업체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곳을 정상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끊임
최고를 추구하며
아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딛다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 이하 전 직원이 열

최고를 꿈꾸며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추구했다.

정적으로 준비했다. 한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내부

제조업 특성상 원자재 매입에 따른 자금 유통은

그렇게 이룩한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로 자신감을

적 결속력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신생 기업의 경우

갖고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경제사절단 행사를 통해 현지 상담 및 사후 상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줄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또 다른 비상을 꿈꾼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새로

까지 20여 개 업체와 접촉했고 행사장에서 업체

아니다. 은행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프라임은

운 시작이다.

와 MOU를 체결, 행사 이후에도 추가 MOU를

신뢰와 끈기로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것은 고객

체결했으며 약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프로젝트

과의 약속에서도 지켜졌다. 한번 한 약속은 무슨

를 협의 중이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기업의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켰다. 직영 A/S 체제를 운

수출의 물꼬를 트는 것

규모와 질이 타 행사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에 동

영하는 것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이상의 성과를 체감하다

종 간 비즈니스 외에도 다른 기업과 다양한 정보

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기업의 시작부터 신뢰와

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분

끈기로 무장한 프라임의 성공기이다. 프라임의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야가 달라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가

A/S 시스템은 편리하고 빠른 처리로 명성이 자

참여할 당시 행사 참여 기대감과 설렘이 상당했

운데 공통적인 이슈는 많다. 타 분야의 사례를

자하다. 국내 최초 24시간 본사의 전문 엔지니어

다. 행사 규모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떠나 아시아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선의의 경쟁

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책임 A/S 시스템은

시장 진출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소용

상대로 도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앞으로 회사를

프라임을 최고 자리에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했

식기세척기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 품질을 자부하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직원에게 긍정적 자극이

다. 소비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중

고 있었기에 든든한 지원을 받는 큰 행사를 통해

되었다.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항

소기업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직원의 근무

해외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는 부담으

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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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중소기업의 한계를
지속적인 R&D 투자로
실감하게 하는 인재 부족 다양한 주방기기 개발

한 번의 행사를 통해 큰 성과를 얻겠다는 조급함

01

은 독이 됩니다. 경제사절단은 성과를 얻는 마지
막 단계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경험하는 내부적 단합과 결속
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출발선에
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때 더욱 좋은 성과
를 얻을 것입니다.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그 안목은 오랜 세월과 끊임없는 고민을 입고 철

많은데 큰 규모의 행사를 통해 회사의 위상과 이

학이 되었다.

미지가 업그레이드되어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매진했다. 식기를 세척하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식기에 맛있는 음식
을 담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방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스팀 컨벡션 오븐 외에 김

경제사절단 경험 이후 자연스럽게

대표가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은 바로 취반기이다.

형성된 자부심으로 한계를 뛰어넘다

“프라임의 취반기는 밥맛이 끝내줍니다. 자신 있습

2017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행사장에서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여
1개사, 이후 1개사와
MOU 체결

정확하고 활발한
사전 작업

02

정확하고 활발한 사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과 잘

Surpassing!

맞는 대상 국가를 선별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
지런히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니다. 몇 년 안에 우리 취반기가 큰일 낼 겁니다.”

03

처음 식기세척기의 기술에 놀라고 반해 이 사업

김 대표의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견고하다. 이미

경제사절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단발성

에 뛰어들었던 김 대표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행사가 아닙니다.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없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계로 선진 주방

좋다. 업소용 기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밥맛, 차

문화를 이끌어 가고 싶다는 포부이다.

별화된 윤기와 찰기를 지닌 밥맛을 만들어 낸 프

식기세척기를 개발할 때도 그랬다. 실제 제품이

라임 취반기의 비상이 기대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될 현장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

뛰어 넘고, 국내 시장을 뛰어 넘고, 중소기업의

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식기세척기를 연구하

한계를 뛰어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뻗어나갈 프

다 보니 자연스레 주방 문화 전체를 보게 되었고

라임의 미래이다.

약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프로젝트 추진

중요합니다. 경제사절단을 통해 형성하게 된 인
적·물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에 따
른 인재의 확보와 아이디어 개발이 가장 크고 중
요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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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조선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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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달맞이 길에는 근사한 전망만큼이나 멋진 외관을 지닌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갤러리가 즐비하다. 그 길의 중턱에 유독 돋보이는 독특한 건물이
들어섰다. 갤러리(오션어스 아트홀)를 겸하고 있는 오션어스의 본사 사옥이다.  
더는 제조업이 아닌 해양플랜트산업,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는 데 독보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오션어스는 경제사절단을 통해 중
동에서 그 기반을 다지고 비상을 꿈꾼다.

오션어스㈜
2015 중동 경제사절단
2016 이란 경제사절단

소형 LNG 플랜트
사업의 미래,
중동에서 비상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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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해양플랜트
EPCIC 전문회사
오션어스의 모태는 1994년 설립된 호창기계공업이다. 이후
새로운 분야인 해양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어 유럽의 여러 업
체들과 교류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해양플랜트 산업이 제조업 산업만이 아닌 엔지니어링을 기
반으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현해야만이 제

금 압박은 더욱 심해져 회사의 위기를 더욱 가중

Company–오션어스) 간에 소형 LNG 플랜트

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분야임을 깨닫기까지 많은 일

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회복되고 있고 오랜

기술 개발에 대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이

을 겪었다. 2009년 새롭게 ‘오션어스’라는 이름으로 거듭난

시간 공을 들인 중동에서의 사업도 경제사절단

란 실증사업까지 이어지도록 협의해 냈고, 140

것은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

행사에 힘입어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억 원 규모의 정부과제 수주를 이루어 냈다.

오션어스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Oil & Gas 산업 분

비상해야 할 시기이다.

야의 EPCIC(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해양플랜트서비스 시장

는 업체가 되었다. 중소 규모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EPCIC

의 발전에 기여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네임을 각

소형 LNG 플랜트 사업,

서비스와 더불어 MMO(Modification, Maintenance and

인시키고자 하는 오션어스의 철학을 담은 비상이

중동에서 미래를 꿈꾸다

Operation), T&I(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해체

중동에서 시작되고 있다.

(Decommission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연가스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는 대형 LNG 사업에 치우쳐 있지만 오션어스

유가 폭락과 자금 경색으로

중동시장을 개척하다,

는 이란, 인도네시아같이 소형 가스전을 다량 보

그 의미와 비전

유한 국가에 필요한 기술, 해상 및 육상 유전에

바닥을 찍고 중동에서 비상하다

서 흘러나오는 버려지는 가스를 다시 모아 필요
7년 이상 두바이 현지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업체

한 에너지로 재생시키는 기술까지 고려한 소형

해양에너지 설비, 관측 설비, 해양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

등록을 진행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겪는 중에 오

LNG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두 해양플랜트 범주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석유와 천연가

션어스는 2015년 3월, 당시 두바이 무역관 겸 중

소형 LNG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곳은 몇

스 같은 해양 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제반 사업을 해

동 지역 본부장의 안내를 받고 중동 경제사절단

군데에 불과하다. 오션어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양플랜트산업이라 한다. 이 분야는 원유와 가스의 가격 상

에 참가했다.

이 사업에 뛰어든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승과 관련 기술의 첨단화로 지난 20여 년간 급속도로 성장

이어 2016년 5월에는 이란 경제사절단에 참

세계시장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폭락을 겪으며 대형 조선

가하여 기존 이란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

갖게 되었다.

사도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저유가로

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제

중동시장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강하

대부분의 관련 기업은 바닥을 찍었다.

사절단 참가 이전부터 협력해 오던 이란 국

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오션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년간 추진하던 이란 프로

책연구소인 RIPI(Research Institute of

에는 까다로운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

젝트로 자금 경색이 찾아왔고 조선업이 위기를 겪으며 자

Petroleum Industry)와 한국 컨소시엄(Leading

제사절단은 인지도 기반 면에서 약한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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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지원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그에 힘입어 올해 4월 아부다비 국영석유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회사로부터 해양 및 육상 구조물 해체 공
사 약 4,500만 달러 수주를 이루어 냈다.
아부다비에서 처음 발주하는 해체 공사를

구체적인 아이템과 명확한
목표 갖고 참여

오션어스가 직접 수주를 이뤄 냈다는 점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일이나 대형 LNG 사업의 경우 중소기

조선업의 위기 속
찾아 온 자금 경색

2015 중동 경제사절단,
2016 이란 경제사절단 참여

01

구체적인 아이템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야 합니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성과

업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큰 것은

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옳지 않습니다. 해당 국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

가에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의 계획을 구체

석하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동에는 대
경제사절단 참여 이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시간의 투자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해양구조물이 이
미 많이 존재한다. 해체 공사 발주가 시
작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함
을 의미한다. 보수와 해체 작업은 중소기

RIPI와 한국 컨소시엄
간 MOU 체결

현지 무역관의 적극적인
후속지원

과 노력을 기울이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업 맞춤형 사업이다. 아부다비에서 처음

중요합니다. 그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할 때 좋은

발주하는 해체 공사를 오션어스가 성공적
으로 이루어 낼 때 이후 발생할 지속적인
수요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

02

단기간에 비약적인 결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
은 위험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속적인 관심

기회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Raising!

게 되는 것이다.

회사 스스로
Follow-up

03

현재 오션어스가 주력하고 있는 중동시장

경제사절단 참가 이후 회사 스스로 Follow-up 해

을 넘어 동남아, 남미 등 꾸준히 새로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사절단 참가
이후 회사 스스로 Follow-up 해 나가는 것을 강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

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사절단 행사 당시보다 이후

양플랜트 운송설치(T&I) 시장과 MMO,
해체, 소형 LNG 플랜트, SPM(Single
Point Mooring)은 현재 오션어스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

소형 LNG 시장에
우리나라 최초 진출하여
140억 원 정부과제 수주 달성

에 회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 책
임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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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도시화 및 산업화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둔치
나 공터, 매립지 등 노천 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양오염 문제를 경험하게 되
면서 1980년대부터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외국에서 도입했다. 이 같은 생
활쓰레기 소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주)우주엔비텍이다. 우주엔비
텍은 2016년 아프리카(에티오피아)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소형 소각로 수출
을 추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주엔비텍
2016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의료폐기물
소형 소각로,
아프리카 수출 길 밝히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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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소형소각로 수출로

료폐기물 소각로를 수출하고 여러 병원과 신규

환경시설 운영 전문회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소각로 수출상담을 진행 중이던 우주엔비텍은 환
경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아디스아바바시의 식약

우주엔비텍은 1996년 소각시설운영관리

우주엔비텍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타당성 조사,

청과 함께 통합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수출 타당

전문회사로 탄생해 현장에서 체득한 안정

엔지니어링, 운영관리(O&M)와 해외 의료폐기

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경제사절

적인 운영관리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

물 처리시설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프리카

단에 참여하면 회사의 위상도 오를 것이고 이를

을 갖춘 기업이다. 부천시 중동 생활폐기

를 비롯한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통해 영업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물소각시설, 대구시 성서 생활폐기물소각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로 설치를 검

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예상은 적중했

시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등 전국 7개

토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안정적

다. 기존 에티오피아 시장뿐 아니라 일대일 상담

소각시설을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4곳

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각로가 필요 하나 기계식

을 통해 인접한 케냐, 탄자니아, 수단 등에서 새

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각로의 제작 시공 능력이 없어 일부 대형병원

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90년도 초 목동소각장 등

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병원소각로를 수입

탄자니아에서 2건 이상의 수주가 이뤄졌고 케냐

대형 소각장이 ‘외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해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가의 소각로를 갖

의료기기 전시회에도 참여하는 등 새로운 시장

대기업이 소각장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

추기란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척에 탄력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수치의 성과

다. 대우건설도 여러 군데 사업에 참여하

병원은 재래식 벽돌 소각로를 사용하는 형편이었

도 있었다.

면서 직접적으로 사업 운영을 맡아 줄 운

다. 이런 시장의 빈틈을 파악한 우주엔비텍은 가

경제사절단 참가 후 2016년 9월 에티오피

영회사를 1996년 설립했는데 그 계기로

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소형 소각

아 ‘Blood Bank’에 7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

만들어진 회사가 우주엔비텍이다. 공과대

로의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꾀하게 됐다. 특히

로, 2017년 에티오피아 FHI(Family Health

학을 졸업하고 23년간 대우건설에서 환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

International)와 20만5,000달러 수출 계약

경사업을 담당했던 곽태헌 대표는 우주엔

경시설 건설 사업 진출을 목표로 삼고 시장의 문

을 맺었다. 또 탄자니아와도 수출계약이 진행돼

비텍 설립과 동시에 대우건설 임원이라는

을 두드린 결과 2012년 11만 달러의 실적을 거

2017년 8월 ST. Joseph’s Hospital에 7만 달러,

옷 대신 우주엔비텍 대표라는 직함을 달

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2만 달러 수출을 달

Muhimbili Orthopaedic Insitute에 6만 달러의

게 됐다. 이후 2005년 대우건설이 매각됨

성했으며, 2017년에는 400만 달러의 수출계획

으로써 현재는 독립적으로 우주엔비텍을

을 추진 중이다.

12년째 경영하고 있다. 우주엔비텍은 소
각시설운영에 머물지 않고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30년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참가로

중·소형 소각로 제조·시공 전문기업인

회사의 미래를 밝히다

고려소각로공업㈜을 2012년 인수하고 그
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

2016년 5월 아프리카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에

해 가고 있다.

티오피아를 방문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당
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에 4기의 소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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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케냐 등에서 비즈니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참가를 계기로 에티오피아

스 상담을 통해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마케팅하는

에서 유엔 조달기구(UNOPS)를 통한 중소형 소

중이어서 회사의 미래가 밝다.

각로 입찰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부가가치가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경제사

높고 기술집약적인 홍콩 국제공항의 50톤 규모

절단이 영업력이나 홍보력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의 중형 소각로시설 설계·시공 등의 영업을 중

주고 상담 상대 회사에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신

점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경우 현

뢰를 줌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많

재는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지만 앞으로 5년에서

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속지원으

10년 내에는 소각장 설치 등 환경 산업이 급격하

로 수단, 탄자니아 등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진행

게 성장할 것이고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기

하고 있으며 향후 케냐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

술을 개발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성장 잠재력은

업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엔비텍은 현지 시장 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폭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을 위해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던 차에 경제사절

“일본과 스위스 같은 국가는 현재 쓰레기 소각율

단을 만났고, 이 같은 공신력이 더해지면서 더 큰

이 95%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이라는 것이 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미래의 블루오션은

러 가지 독성 물질이 나오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아프리카와 동남아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술력으로 충분하
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

우주엔비텍은 앞으로 국내보다 해외를 무대로 더

으로 특화된 중소형 소각로를 개발해 환경보전의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운영사

필요가 점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시장

업은 경쟁이 심해질 그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는

을 개척하고 친환경 시설을 수출하여 설치함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때문에 아프리카나 인

써 그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을 보전하는 파수꾼

도네시아 등의 로컬업체와 협력해 중소형 소각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기업의 몫이다
인력과 자금력
부족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최초
소각로 수출

2016 아프리카(에티오피아)
경제사절단 참가

현지 바이어인
Alphasol과 협력

아프리카 경제사절단이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지

01

속적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은 결국 기

상대를 알고 준비하면
백전백승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02

그것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가에 방문하기
전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Amazing!

에티오피아 시장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것이 큰 도
움이 됐다고 봅니다.

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과제 수행은
기업에 유리하다
아프리카는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진출한 기업
이 드뭅니다. 그간 쌓아온 현지시장 정보에 따르면

03

아프리카는 정부 주도의 공공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케냐, 탄자니아, 수단 등
바이어 발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수행한 이력은 기
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사절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 행사에 함께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지의 우호적인 반응
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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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전력 보급률은 30% 이하에 그칠 정도로 그 상황
은 열악하다. ㈜티앤씨코리아는 낙후 지역의 식수와 전기 부족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이후 미비하게나마 관계의 끈이 있던 에티오피아시장에 대
한 전망을 예측했고 2016년 11월 아프리카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일대일 상담
회에 참가한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차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명을 진행했고, 솔
라 퓨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티앤씨코리아
2016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오지의 물과 전기 인프라,
경제사절단으로 길을 열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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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에서 시작한 기업

담당 공무원이 큰 관심을 보였다. 기본 콘셉트의

에너지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다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장규화
대표는 시스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티앤씨코리아는 태양

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다양한 영업

광 발전 응용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힘든 상황이

1992년 산업설비 수입무역회사로 창업한 이후

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실제 업무적인 성과

해외의 산업용 선진기술과 설비 및 제품을 국내

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만날 수 있는 데

에 공급했다. 기술 무역 노하우를 토대로 2013년

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바이

에는 제조업으로 기업의 사업 분야를 확장해 빗

어를 만난다 해도 범위나 그 신뢰성을 확인하기

물 집수장치 개발 및 빗물저장탱크 제조, 독립형

가 특히 어려웠다.

태양광발전 등 수자원 정수 식수화 시스템 개발

그러던 중 2016년 11월 아프리카(케냐, 에티오피

에 주력하고 있다.

아) 경제사절단에 참가하게 됐다. 장규화 대표는

현재 티앤씨코리아의 주력 제품인 태양광 발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직감했다. 특히 에티오

및 정수시스템(Solar Puri System)은 일상적인

피아의 경우 미비하게나마 관계의 끈이 닿는 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인 ‘물’과 ‘전기’의 접근

황이었던 터라 준비만 잘해서 간다면 좋은 성과

이용성을 높이고자 개발됐다. 개발도상국의 농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당시, 상담회

촌 지역은 중앙 전력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에서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차관이 직접 방문했고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후 몇 차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티

실질적인 레터(의향서)가 오갔고 2017년 3월 1일

앤씨코리아의 태양광발전 및 정수시스템은 자연

솔라 퓨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MOU가 체결

에서 얻은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와 정수 기술

됐다.

을 접목해 전기 및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

을 위한 한-사우디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사우디

이다.
다양한 후속지원 사업,
더 큰 도약으로 준비
경제사절단 참가,
해외 시장 문이 열리다

담 등을 이어갔고 10월 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장규화 대표는 각종 행사나 후속사업을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해외 시장으로 더 큰 도약을 준

티앤씨코리아의 솔라 퓨리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

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첫선을 보인 건 2015년이다. 물 관련 전시회에

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국내외 기

시스템을 출품했는데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업과의 네트워킹 및 중후진국 고위 공무원과 상

아라비아의 주요 기업 CEO와 공공기관 담당자
를 초청해 1:1 상담 기회를 갖기도 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
는 업체에서는 상담 이후 시스템 구매에 긍정적
인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상의 가
치가 있는 서포트가 아닐까요.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 국가의 바
이어 신뢰도가 일단 보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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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바이어도 우리 기업을 우선 믿고 이
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빈곤 탈출의 해법을 찾다

경제사절단 참가 전
구체적인 계획 준비

솔라 호프 캠프(Solar Hope Camp)
㈜티앤씨코리아는 솔라 퓨리 시스템을 확장시킨

해외 바이어와
신뢰성 확보

2016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참가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은 다른 나라의 바이어에게

01

기업의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프로젝트인 솔라 호프 캠프(Solar Hope Camp)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무

를 미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저개발국가나

조건 간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을 위한 종합적 솔루션이

에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사전 계획이 무엇보다

될 플랫폼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응

중요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

용한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식

는 준비성이 꼭 필요합니다.

수 공급 장치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
로써 주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차관에게 솔라 퓨리
시스템 설명

다양한 후속지원
사업 활용

끝으로 장규화 대표는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만을 목표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시장에

해외 시장을 나가 보면 생각보다 우리 국내 중소

02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몸소 실감

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제품에 남다른 강점
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작정 경제사절단

차별화된
아이템은 필수

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시장의

Wonderful!

서 어떤 면을 강조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바이

경우 중국의 파워가 막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유일한 경쟁력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
해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어의 호기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심사숙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정신으로 낙후·오

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왔습니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참가를 좋은 계
기로 삼아 저개발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World Best Solution’을 만들어 가는 기업으
로 성장하겠습니다.”

03

정상외교 경제사절단과 다양한 후속사업을 적극적

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주길 바

2017년 3월 1일 에티오피아
정부와 퓨리 시스템 시범사업
MOU 체결

라기보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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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러시아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현지 조선소와 중형급 어
선을 매년 40여 척 건조키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온 ㈜하나로홀딩스는 국내
를 넘어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오로지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하나로홀딩스는 국산 기술력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경제사절단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나로홀딩스
2017 러시아 경제사절단

우수한 기술력으로
해양 강국 러시아를
공략하다

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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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조선업 회사와 기술 제휴
선박 건조로 틈새시장 공략
하나로홀딩스는 선박 건조 및 조선기자재 전문
중소기업이다. 조선기자재부터 선박 설계, 건
조, 수리, 유지보수 등을 아우른다. 특히 특수
선과 어선의 건조 및 수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
술력을 보유하며 국내보다 바다 건너 해외 고
객사의 인정을 받고 있다.
2007년 정찬대 대표는 하나로홀딩스라는 회
사를 세웠다. ‘하나로 뭉쳐서 해 보자’라는 뜻
을 지닌 하나로홀딩스는 하나로그룹의 모회사
이다. 회사 설립 이후 특수선 및 어선 건조 분
야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왜 이 분야인가?’
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
로 ‘예감’이었다. 정 대표는 30여 년간 무역·
해운회사를 경영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했다. 향후 조선업과 해양플랜트 사업이 힘들
어질 것을 예측한 그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덕분에 창업
첫해부터 러시아 국적의 조선업 회사와 기술제
휴를 시작하며 하나로홀딩스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러시아 극동수역에서 획득되는 수
산물을 가공, 저장, 유통, 무역을 담당할 수산
가공단지를 인접 용지에 조성해 수산업 클러스
터를 구축하고 있는 하나로홀딩스는 사업을 다
각화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나로홀딩스는 대형 선박보다 특수선과 어
선에 집중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전 세계
적으로 제한적인 시장과 자연조건, 물류환경,
기술협력기업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참여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2017 러시아 경제사절단으로 참가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선박

러시아 조선소와 MOU 체결하다

이나 어선을 납품하려면 한국에서 설계, 제작하
는 게 아니라 100% 러시아 조선소에서 작업이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나로홀딩스는 경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하나

사절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2007년

로홀딩스는 러시아 조선소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9월 CN그룹 경영자였던 정찬대 대표는 2007 러

건조 설비를 갖춘 프리모로스키자보트사와 합작

시아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에 다녀와서 두 눈으로

해 그 기술력을 지원하는 셈이죠. 이와 함께 선박

러시아의 수요시장을 발견했다. 그해 11월 하나

설계 기술을 이전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로홀딩스를 설립했다. 즉, 하나로홀딩스 설립 배
경에는 경제사절단의 공이 있었다.
이때부터 하나로홀딩스의 주무대는 러시아였다.

매년 40척가량의 어선 건조 및

하나로홀딩스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2017

수산 식량 공급 기지화한다

러시아 경제사절단에 참가했다. 한-러시아 비
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하나로홀딩스는 러

“해양 강국인 러시아 극동수역에서 조업하는 어

시아 조선소인 프리모로스키자보트사와 MOU

선만 대략 3,000척이 넘습니다. 이 어선의 선령

를 체결했다. 매년 40척의 어선을 제작해 주기로

이 거의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어선은 이미 그

한 것이다. 또한 나홋카 항만 용지에 조선단지용

기능을 상실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

15ha, 수산단지용 11ha를 하나로홀딩스 전용 산

다. 노후된 어선은 수리를 해도 성능을 발휘하는

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프리모로스키자보트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로홀딩스의 강점은 우

사와 합의하는 등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놀라운

수한 인력과 핵심 기술 보유입니다.”

성과를 거뒀다.

어느 산업 분야든 기복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러시아는 자국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러시아

세계의 경기가 좋아도 문을 닫는 회사가 있는 반

에서 발주하는 모든 선박은 자국에서 건조해야

면에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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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있다. 하나로홀딩스가 그렇다. 최근 국
내 조선·해운사와 협력업체가 힘든 시기를

경제사절단과 함께한 성공 스토리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로홀딩스는 수출이 늘

경제사절단 활용
CEO의 Tip

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 매출 700만~800만 달러를 달성하는 하나
로홀딩스는 러시아 나홋카 조선단지와 수산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

지를 구축해 매년 40척 가량의 중형급 어선을
건조하여 중장기적으로 극동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3,000여 척 선박의 기술이나 각종
조선기자재가 ‘Made in Korea’로 대체되도록

국내 해양플랜트 사업
침체, 매출 감소,
신시장 개척 어려움

2017 러시아
경제사절단 참가

01

경제사절단에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해외 유수업체와의 경쟁에
서 이길 수 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만 밑바탕 돼

미래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구축하

있다면 당장 해외 시장을 고려해 보세요. 러시아

는 수산단지를 통해 매년 10만~20만 톤의 러

는 해양 강국이지만, 선박 제조 기술은 저희 회사

시아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나

가 월등히 뛰어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에 안전한 수산 식량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북방 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

러시아 나홋카 조선단지와 프리모로스키자보트사와
수산단지 조성 예정
MOU 체결

요한 숙제입니다. 이번 한-러 경제협력금융

이드 인 코리아’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현지 업체

다. 러시아 정부 및 기업인도 우리 정부의 북
우 고무적입니다.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국

02

수출상담회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경제사절단으
로 참가하면 검증된 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교두보가 되길 바랍니
방 경제 협력 활성화에 기대가 높은 만큼 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프리미엄을 믿으라

도 호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est of Best!

투자기업지원센터, 20억 달러의 투·융자 플
랫폼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사전에 현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조선소에

단순한 상품 거래와 달리 상대국과 다양한 협상을

발주하는 러시아 수산회사가 선박 건조 금융

통해 이뤄지는 프로젝트성 사업은 상대국의 법률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과 정책, 사회적 정서, 정치적 상황 등 충분한 사전

우리나라 합작투자기업이 현지 시설 투자에

학습과 함께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정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스
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40척
선주문 완료

03

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현지 시장 조사
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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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경제활용 연표(2013~2017)
월

연혁

연도

(순방) 미국: 5.5-5.10
(방한) 우간다: 5.29-5.31

5

6

순방·방한

• GP China 2013(베이징, 광저우, 상하이)(6.28)
- KOTRA, KIAT 공동주관
* KOTRA 파트너링전략팀,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무역관 지원
* (6.28) 한-중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중)CCPIT

7

월

3

(방한) 모잠비크: 6.3-6.6
(순방) 중국: 6.27-6.30

(방한) 뉴질랜드: 7.25-7.26

9

2013

10

11

12

* KOTRA 글로벌일자리실, 자카르타무역관 지원
* (10.11) 한-인니 비즈니스 투자포럼: (한)대한상의-(인니)상의
* (10.23) 한-폴 경제협력포럼: (한)KOTRA
* (11.5-11.17) TESCO 한국상품전
- (한)KOTRA, 홈플러스,TESCO, CJ제일제당 공동주관
* (11.5) 한-EU 투자포럼: (한)KOTRA
* (11.6) 한-영 글로벌CEO포럼: (한)전경련-(영)UKTI
* (11.8) 한-벨 주유럽한국기업연합회 창립총회: (한)무역협회

• (KOTRA) 정상순방/국빈방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T/F 구성(12.5-12.27)
•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2.19)
“세일즈정상외교 성과극대화를 통한 기업지원방안”의결
•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12.19)
VIP “해외순방 및 국빈 방한 관련 합의사항 성과 극대화
대책 마련” 지시
• (KOTRA) 세일즈 정상외교활용 포털시스템 구축 추진(12.30)
• 인도-스위스 경제사절단(1.15-1.21)
- 산업부(아주통상과, 구주통상과), 대한상의, 전경련

1
2014

* KOTRA IK, 프로젝트총괄팀, 뉴델리무역관, 취리히무역관 지원
* (1.17) 한-인도 경제협력포럼: (한)대한상의-(인도)상의

* KOTRA IK,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지원
* (3.28) 한-독 경제인 포럼 : (한)전경련, 무역협회, KOTRA-(독)작센주 정부

(순방) 베트남: 9.8-9.11

(방한) 호주: 4.8-4.9
(방한) 미국: 4.25-4.26

5

• (KOTRA) 모바일 오픈 및 부처별 합의내용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순방) UAE: 5.19-5.20

6

    * KOTRA 중기글로벌지원센터, 타슈켄트무역관, 알마티무역관 지원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6.17)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우)상의
- (6.19)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 (한)전경련-(카)경협위
- (KOTRA) 결과보고에 지원대책팀(T/F) 필요성 제기

(순방) 인도네시아: 10.1010.12
(방한) 필리핀: 10.17-10.18
(방한) 폴란드: 10.21-10.25
(순방) 프랑스: 11.2-11.4
(순방) 영국: 11.4-11.7
(순방) EU: 11.7-11.8
(순방) 벨기에: 11.7-11.8
(방한) 러시아: 11.12-11.13

7

•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합동 토론회(7.7)
- VIP, 포털 개선 및 상시모집시스템 실시 등 경제사절단
지원 강화 지시
•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고도화 추진(7.25)

8

• (KOTRA) 경제사절단 상시모집시스템 서비스 개시(8.25)

2014

• (KOTRA)‘ 정상외교포털PM’ 정부3.0팀 배치(2.1)

(순방) 우즈베키스탄:
6.16-6.18
(순방) 카자흐스탄:
6.18-6.19
(순방) 투르크메니스탄:
6.20-6.21

(방한) 중국: 7.3-7.4
(방한) 포르투갈: 7.19-7.21

• 캐나다 경제사절단(9.20-9.23)
- 산업부(미주통상과), 전경련
9

(방한) 그리스: 12.2-12.5
(방한) 싱가포르: 12.10-12.12

* KOTRA 주력산업팀/토론토무역관 지원
* (9.23-9.24) 캐나다 대형유통망 진출 로드쇼 : (한)중기중앙회, 무역협회,
KOTRA 공동주관

• 이탈리아 경제사절단(10.14-10.17)
- 산업부(구주통상과), 전경련/무역협회
10

(순방) 인도: 1.15-1.18
(순방) 스위스: 1.18- 21

11

(방한) 리투아니아: 2.18-2.20

12

* KOTRA IK, 밀라노무역관 지원
* (10.15) 한-이탈리아 경제협력포럼 :
  (한)전경련, 무역협회, KOTRA 공동주관-(이)경제인연합회

* (11.28) 한-헝가리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 (한)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 공동주관

•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구축(1.29)
2

(방한) 캐나다: 3.10-3.11
(순방) 네덜란드: 3.24-3.25
(순방) 독일: 3.25-3.28

•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신규 디자인 개편(4.5)

•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6.16-6.21)
- 산업부(통상협력총괄과), 전경련/대한상의

* KOTRA 글로벌일자리실, 하노이무역관 지원

•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10.10-10.12)
- 산업부(통상협력총괄과, 아주통상과), 대한상의

• 독일 경제사절단(3.25-3.28)
- 산업부(구주통상과), 전경련/무역협회

순방·방한

4

8
•베트남 경제사절단(9.8-9.11)
- 산업부(아주통상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연혁

•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 대토론회(12.18)
재계, 해외 진출 위한 규제개선 및 부처 간 협업 요구

(순방) 캐나다: 9.20-9.23

(방한) 베트남: 10.1-10.4
(방한) 코트디부아르:
10.6-10.8
(순방) 이탈리아:
10.14-10.17
(방한) 네덜란드: 11.3-11.4
(방한) 카타르: 11.5-11.6
(순방) 중국: 11.10
(방한) 헝가리: 11.27-11.29
(방한) 베트남: 12.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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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

•민관합동 경제외교 성과 확산 협의회 출범(1.21)

2

• (KOTRA) 정보본부 내 ‘경제외교지원팀’ 구성(2.1)

순방·방한

연도

월

연혁
•중동 4개국 후속 민관합동사절단(10.10-10.16)
- 국내 36개사, 바이어 114개사 참가, 상담 건수 254건
•한-독 비즈니스 파트너십(10.13)
- 국내 16개사, 바이어 10개사 참가, 상담 건수 22건
* (10.12) 독일 대통령 초청 비즈니스 포럼 및 오찬간담회

• 중동 4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3.1-3.8)
- 국내 58개사, 바이어 260개사 참가, 상담 건수 489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3

- (3.2) 한-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 : (한)무역협회-(쿠)상의
- (3.4)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사)상의
- (3.5) 한-UAE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UAE)상의
- (3.8)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카)상의
• (KOTRA) 중남미 경제외교행사 추진 전담반 구성(3.13)
• (KOTRA) 중동 순방 후속조치 전담반 구성(3.17)

• 중남미 4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4.16-4.25)
- 국내 76개사, 바이어 497개사 참가, 상담 건수 745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4
2015

- (4.17) 한-콜 비즈니스 포럼
: (한)전국경제인연합회-(콜)경제인협회
- (4.20) 한-페루 비즈니스 포럼 : (한)무역협회-(페)리마상의
- (4.22)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칠)산업협회
- (4.24)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브)산업연맹

순방·방한

10

(순방) 쿠웨이트: 3.1-3.3
(순방) 사우디아라비아:
3.3-3.4
(순방) UAE: 3.4-3.6
(순방) 카타르: 3.6-3.8
(방한) 뉴질랜드: 3.22-3.24

- 주관 : 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 KOTRA
•미국(워싱턴, 뉴욕) 비즈니스 파트너십(10.14-10.17)
- 국내 87개사, 바이어 190개사 참가, 상담 건수 422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10.14)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 (한)대한상의-(미)제조업협회
•한-보츠와나 비즈니스 파트너십(10.22)
- 국내 24개사, 바이어 10개사 참가, 상담 건수 36건

(방한) 독일 : 10.11-10.14
(순방) 미국 : 10.14-10.17
(방한) 보츠와나 : 10.2110.24
(방한) 중국 : 10.31-11.2

* (10.15) 보츠와나 대통령 초청 비즈니스 포럼 및 오찬간담회

- 주관 :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KOTRA

2015

•한일중 비즈니스 파트너십(11.1)
- 국내 107개사, 바이어 76개사 참가, 상담 건수 289건
* (11.1)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방한) 투르크메니스탄:
4.11-4.13
(순방) 콜롬비아: 4.16-4.18
(순방) 페루: 4.18-4.21
(순방) 칠레: 4.21-4.23
(순방) 브라질: 4.23-4.25

11

- 주관 : (한)전국경제인연합회-(일)경단련-(중)CCPIT
•중남미5개국 후속 민관합동사절단(11.19-11.30)
- 국내 56개사, 바이어 154개사 참가, 상담 건수 554건
•아프리카 민관합동사절단(11.29-12.5)
- 국내 19개사, 바이어 9개사, 상담 건수 135건
•유럽(파리, 프라하) 비즈니스 파트너십(11.30-12.2)
- 국내 33개사, 바이어 141개사 참가, 상담 건수 234건

(방한) 일본 : 11.1-11.2
(방한) 프랑스 : 11.3-11.4
(방한) 아이슬란드 : 11.811.10
(순방) 체코 : 11.29-12.5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12.2)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체)상의

5

• 중동·중남미 순방 성과 확산 대토론회(5.12)
VIP,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 위해 KOTRA 조직 정비 지시
• (KOTRA) 정상외교경제활용지원센터 개소(5.28)
경제외교지원실, 상시비즈니스지원실 구성

(방한) 불가리아: 5.13-5.13
(방한) 인도: 5.18-5.19
(방한) 우즈베키스탄:
5.27-5.29

6

(방한) 세네갈: 6.3-6.7

7

(방한) 온두라스: 7.19-7.22

8

• 홍콩 민관합동사절단(8.24-8.26)
- 국내 18개사, 바이어 32개사 참가, 상담 건수 102건

12

• 제2차 성과 확산협의회(12.17)

1

•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 모바일 앱 구축(1.18)

2

•제3차 성과 확산협의회(2.17)
•이란 민관합동사절단(2.29)
- 국내 27개사, 바이어 195개사 참가, 상담 건수 276건

3

• 경제5단체 초청 해외 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3.15)

2016

(방한) 이집트 : 3.2-3.4

•북중미 비즈니스 파트너십(4.2-4.5)
- 국내 119개사, 바이어 289개사 참가, 상담 건수 790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중국(상하이) 비즈니스 파트너십(9.3)
- 국내 186개사, 바이어 525개사 참가, 상담 건수 410건
9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9.4) 한-중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중)CCPIT
• 호주 민관합동사절단(9.30-10.1)
- 국내 13개사, 바이어 62개사 참가, 상담 건수 81건

4
(순방) 중국: 9.2-9.4
(방한) 요르단: 9.10-9.11
(방한) EU: 9.14-9.16

- (4.4) 한-멕 비즈니스 포럼 : (한)대한상의-(멕)COMCE
•제4차 성과 확산협의회(4.7)
•동유럽 2개국 민관합동사절단(4.17-4.22)
- (루마니아) 국내 21개사, 바이어 195개사, 상담 건수 276건
- (폴란드) 국내 18개사, 바이어 43개사, 상담 건수 49건

(순방) 멕시코 :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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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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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순방·방한

연도

•이란 비즈니스 파트너십(5.1-5.3)
- 국내 123개사, 바이어 494개사 참가, 상담 건수 904건

월
3

*비즈니스 포럼 개최

5

- (5.3)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한)무역협회-(이란)상의
•이집트 민관합동사절단(5.4-5.7)
- 국내 33개사, 바이어 193개사 참가, 상담 건수 322건
•경제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확산 토론회(5.11)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비즈니스 파트너십(5.25-6.4)
- 국내 140개사, 바이어 727개사 참가, 상담 건수 1,198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5.27)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 (한)무역협회-(에)상의
- (5.29)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우)PSFU
- (5.31)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케)상의
- (6.2) 한-불 비즈니스 포럼: (한)전국경제인연합회-(불)경제인
연합회
6

7

•인도 민관합동사절단(6.16-6.18)
- 국내 30개사, 바이어 144개사 참가, 상담 건수 302건
•제5차 성과 확산협의회(7.12)
•몽골 비즈니스 파트너십(7.17-7.18)
- 국내 54개사, 바이어 190개사 참가, 상담 건수 351건
* 비즈니스 포럼 개최

6

8

9
(순방) 프랑스: 6.1-6.4

•2017 한국-러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9.5)
  -국내 25개사, 바이어 93개사, 상담 건수 153건
    *비즈니스 포럼 개최
   -(9.06) 제3차 동방경제포럼

(순방) 러시아: 9.6-9.7

•한-인니·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11.8-11.9)
- 국내 109개사, 바이어 315개사, 상담 건수 616건

(방한) 미국: 11.7-11.8

2017

11

- (11.09)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포럼
: (한)대한상의-(인니)상의
•한-스리랑카 비즈니스 파트너십(11.29)
*비즈니스 포럼 개최

- (11.29) 한-스리랑카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KOTRA 공동주관)

- (9.9)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라)상의
•제8차 성과 확산협의회(9.21)
10

•제9차 성과 확산협의회(10.18)

(방한) 코스타리카: 10.10-10.14
(방한) 덴마크: 10.23-10.26

11

•(KOTRA) 정상외교 모바일 앱, ‘2016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대상 수상(11.24)

(방한) 카자흐스탄: 11.9-11.11

12

•한-일 1:1 비즈니스 상담회(12.19)

(순방) 인도네시아: 11.8-11.10
(순방) 베트남: 11.10-11.12
(순방) 필리핀: 11.12-11.14
(방한) 우즈베키스탄: 11.22-11.25
(방한) 스리랑카: 11.28-11.30

•한-중국 경제·무역 파트너십(12.14-11.15)
- 국내 210개사, 바이어 674개사, 상담 건수 1,333건

*비즈니스 포럼 개최

(순방) 러시아: 9.2-9.3
(순방) 라오스: 9.8-9.9
(방한) 네덜란드: 9.26-9.29

(순방) 미국: 6.28-7.2

(순방) 독일: 7.5-7.10

*비즈니스 포럼 개최

•(KOTRA)‘정상외교경제활용센터’로 명칭 변경, 규모 확대(8.1)
•(KOTRA) 이란진출지원단 개소(8.5)
•제6차 성과 확산협의회(8.12)
•중동 2개국 연계 이란 민관합동사절단(8.28-8.31)
- 국내 53개사, 바이어 338개사 참가, 상담 건수 584건
•제7차 성과 확산협의회(8.31)

- (9.3)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한)무역협회-(러)연방상의
•라오스 비즈니스 파트너십(9.8-9.9)
- 국내 39개사, 바이어 113개사 참가, 상담 건수 247건

*비즈니스 포럼 개최

7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비즈니스 파트너십(9.2-9.3)
- 국내 33개사, 바이어 90개사 참가, 상담 건수 154건

9

•동남아 1:1 비즈니스 상담회(3.14-3.16)
- 국내 64개사, 바이어 212개사, 상담 건수 453건

- (6.28) 한-미 비즈니스 서밋: (한)대한상의-(미)상의
- (6.28) 한-미 경제인단 茶담회: (한)대한상의

- (7.18) 한-몽 비즈니스 포럼: (한)대한상의-(몽)상의

2016

순방·방한

•한-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6.28)
- 국내 14개사, 바이어 42개사, 상담 건수 75건

(순방) 이란: 5.1-5.3
(방한) 인도네시아: 5.15-5.17
(방한) 몽골: 5.18-5.20
(순방) 에티오피아: 5.25-5.28
(순방) 우간다: 5.28-5.30
(순방) 케냐: 5.30-6.1

(방한) 스위스: 7.13-7.14
(순방) 몽골: 7.17-7.18

연혁

*비즈니스 포럼 개최

12

- (12.13) 한-중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포럼
: (한)대한상의-(중) 국제무역촉진위원회
- (12.16) 한-중국 산업협력 충칭 포럼
: (한)한국무역협회-(중) 충칭시 상무위원회

(순방) 중국: 12.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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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 플랫폼, 우리기업과 세계를 잇다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소개

04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경제외교활용 포털)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1)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강화

➊ 정상외교 경제활용

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범부처 체계를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정상(G-G) 회담을 기회로 기업 간(B-B) 실질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제외교의 신모델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사이트(http://president.glov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➋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상외교 경제활용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비즈니스 포럼
•대기업 위주
•양국 의제 발표 위주
•기업의 비즈니스 성약 발굴 기회 부족

개선
•비즈니스 파트너십
•중소·중견기업 위주
•1:1 비즈니스 상담회
•전략분야 네트워킹 세미나

비즈니스 포럼
+
1:1 상담회

2)  정상외교 경제사절단과 일반 상담회 차이점

경제사절단
프로세스

03

•기획
↓경제협력 아젠다 및 MOU 발굴
•사업수행
↓경제사절단 파견, 비즈니스
파트너십 추진
•후속지원
후속사업 추진,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범 정부·
유관기관
협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 KOTRA의 행사가 아닌
범 정부·유관기관 협업사업
•경제외교 기업활용 전문가 포럼
: 지역별 전문가, 협단체, 기업,
학회, 관계자로 구성

후속사업 소개

1) 후속사업
•경제협력 아젠다 및 MOU 후속지원 +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추가상담 & 신규바이어 발굴                        

구분

주요내용

경제외교 성과

양국 정상간의 공동성명, MOU 등의 합의내용, 경제행사 및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부조치 이행 현황 등을 DB로 구축

경제외교 종합정보

정상 순방국/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한국기업정보 등 정상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경제사절단
활동 지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동행할 경제사절단 행사 관련 모집·신청·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행사와 일정공유, 주요활동 및 결과등록을
통한 정보 제공

경제외교 후속사업

정상외교 후속으로 정부 부처, 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관련사업 안내·모집
과 주요활동 및 결과등록을 통한 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정보

정상외교에 따른 해외시장 정보, 국별진출전략과 리스크, 해외 경제외교 동향
을 비롯하여 정상외교와 관련된 행사 자료 제공

소통의 장

포털의 전반적 소개, 문의사항 접수, 정상외교 활용한 사업아이디어 제안시 신
규사업 개발에 적극 반영등의 게시판으로 활용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경제외교활용 포털)앱

•해외 후속사절단   •국내 후속 상담회   •국내외 업종·품목별 핀포인트 사업
2)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고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담PM을 활용, 다각도 지원)
바이어발굴 및 관리

수출역량 진단(전담PM)

•상담바이어 반응조사
•대체바이어 발굴
•발굴바이어 관리서비스

•글로벌역량(GCL) 진단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금융애로 상담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바우처 상담)

경제외교 성과를

해외비즈니스 정보가

•KOTRA 내 담당자와 상담
•수은·무보 연계지원

•수출성약을 위한 밀착지원

한눈에

한 곳에

경제사절단 갈 땐
정상외교 앱

하나만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정상외교 경제활용’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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