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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정 윤 숙

발간사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한 ‘언택트(Untact) 시대’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초고

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전체기업에서 39.4%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

업환경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창업 준비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센터에 ‘여성경제인 DESK’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활동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위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과 컨

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ESK 전문위원은 창업·경영전략, 마케팅·수출, 인사·노무, 금

융·회계, 기술·R&D 등의 분야에서 여성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심층 상담하고 사후관

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담사례 중에서 선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여

성기업인〉이라는 우수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직면하는 어려움과 선택의 기로에서 ‘여성경제

인 DESK’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공유하여 여성기업인에게 조금이

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창업에 성공하고, 기업경영에서 부딪힌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하는 과정을 알리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활약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여성기업인이 있다면 망설이

지 마시고 ‘여성경제인 DESK’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예비창업자와 여성기업의 성장파트너로서 여성경제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현장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해 소중한 사례를 제공해

주신 여성기업인 여러분과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DESK 전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책을 통해 여성기업의 열정과 땀의 가치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150만 여성기업인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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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용불량자가 되다

사십 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어이없게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돌

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때는 2016년이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

다. 바쁜 일상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로 상

상하지도 못했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허망하게 날려 ‘신용불량’이란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었고, 당장의 생활을 위해 신용카드에 의지하면서 버

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우리 박정연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결국에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을 변제하기가 힘겨워 개인파

산을 하고 2017년 3월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자

료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소명하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는 와중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1년여 만인 2018년 2월에 법원으로부

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험난

한 과정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고,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야 했습니

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지만 급하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없어서 평소

에 꿈꾸던 공방 카페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꿈’은 있으나 ‘쩐’이 없는 생계형 예비창업자로 발품을 팔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란 말이 있지만,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나서 생계를 위

해서라도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 모든 일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틈틈이 익혔던 기술과 카페를 접목하여 ‘공방 카페’를 차려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면서 창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수중에 가지고 있던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

은 자리만 계속해서 맴도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저의 성품과 그간의 사정

을 잘 아는 지인이 선의를 베풀어주어서 약간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눈여

겨보았던 가게의 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 

생계형 창업에서 

꿈을 키우는

‘Art Cafe’ 경영자로

법원의 면책결정서

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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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에서 ‘면책’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곧바로 같은 건물 10

층에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에 전화하신 후 저와 

동행해주셨습니다. 그곳 센터장님과 인사를 하고 담당팀장과 구체적인 자

금지원을 위한 보증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습니

다. 

상담결과, 우선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 매출이 발생되어

야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여성경제인 DESK에 다시 자문을 구

한 뒤 가게 주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및 구청의 영업허가를 완료하

고 사업자등록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0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우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로 꾸몄지만 저에게는 그 어

떤 고급 카페보다도 멋있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며칠간 영업을 

하면서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방문하여 마침

내 ‘특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후 은행을 통해 3천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

다.

보증계약서에 도장

을 찍고 카페로 돌아

오는 길에 여성경제

인 DESK에 문자메시

지로 인사를 드렸습니

다. 창업을 결심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서 여성경제인 DESK

등 금융기관에서는 한 푼의 자금도 융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여성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위치해 

있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인 같은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을 만나게 되다

2019년 11월 21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여성경제인 DESK

와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하고 곧바로 방문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 여성경제인 DESK를 찾아가 대면상담을 하였는데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발

품을 팔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상담해보았지만 여성경제인 DESK처럼 제

가 실수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진 그간의 자초지종을 자

세히 귀담아 들으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경제인 DESK는 “쉽지는 않겠지만 적은 금액이라

도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건물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당장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워낙 믿음직스럽게 상담을 해주셔서 희망을 안고 귀가하였

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여성경제인 DESK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센터로 방문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

인한 면책결정 관련 내용을 캡처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그 다음날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경제인 DESK에서 인천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과 얘기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Cafe 그리고우리. 내부전경

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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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

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에겐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카페 내

부의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소품을 사서 장식하고 원재료를 구입하는 용도

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꿈이 피어나는 공간. ‘Art Cafe’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현재 〈그리고우리〉는 ‘Cafe & Art’ 컨셉의 다양한 음료와 신토불이 무공해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든 케이크 및 쿠키를 판매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코

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히 찾

아주시는 손님들로 저에게는 소박하지만 꿈이 피어나는 공간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돌아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더욱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할 수 있었던 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커다

란 도움을 주신 여성경제인 DESK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기회가 된

다면 저희 카페에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훗날 ‘Art 

Cafe’의 명소로 키우며 어엿한 경영자로 성장하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Cafe 그리고우리. 내부장식

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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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남편의 투병생활과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한 가족회의

저는 장애인이며, 기술도 없고 더군다나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수준의 자격

증도 없이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물질에 부담 없이 행복하게 지내오다가 남편이 급성

간암 판정을 받는 순간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 둘은 모두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수술 후 기약 없는 투병생

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 한수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하루 이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다가는 모든 게 풍비박산 날 것 같아 아들

딸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자녀 둘에 대한 대학등록금 등 학교생활에 대해 휴학과 아르바이트, 

진학과 대학생활, 군 입대와 아르바이트 등등 가족회의 내내 자녀들에게 부

끄럽고 미안해서 눈물만 흘리고 진로에 대해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한 줄기 희망을 잡은 것 같은 기분? 

자녀들은 각자 휴학을 하게 되었고 큰 아이는 군 입대를 결정하였으며, 딸은 

알바를 하여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장애인인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공황장애

가 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죽고 싶은 마음만으로 생

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창업과 관련

된 상담코너가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전

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후 절망과 희망이 교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제2의 

인생을 개척해 준 곳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여성경제인 DESK와 상담해 

본 결과, 경험과 지식 없이 창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큰 용기를 얻

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친절함과 어떻게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점주 분석과 

향후 동업계 전망 분석 

그리고 전략을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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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경험 등 다양한 질문이 제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

용들이었지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무료하게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했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취미를 바탕으로 하여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장애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근무지를 고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점주 분석과 향후 동업계 전망 분석 

그리고 전략을 짜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내가 편의점 점주가 되어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학전공을 살려 우리 편의점 매

출현황 및 수익현황, 점주 환경, 동업계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파악하

였으며, 프랜차이즈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인수와 관련하여 1억 원(자기자금 6천만 원 포함)의 자금이 필

요한데 4천만 원의 부족자금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가 다시 여성경제인 DESK 컨설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기존 자영업 사업자들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

는데 창업자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외에도 서

민금융진흥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

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경제인 DESK와 연결하여 상담한 것이 저

에게는 행운이었으며, 저 또한 편의점 점주가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PS : 현재 남편의 병은 완치수준으로 호전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타겟 세그멘테이션분석(Target Segmentation analysis)을 
통한 성공창업 밑그림 분석

아르바이트 중인 인천 연수구 GS25마트

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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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태권도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걸다 

남편은 10대 태권도 선수 시절부터 훈련과 경기에서 입은 부상 관리를 적

절히 하지 못해 디스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잦은 밤샘 작업과 업무 과로

로 피로가 누적되면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받곤 했습니다. 오랜 경력의 운

동 전문가였으나 척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경

야독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자세균형운동기구와 자세균형운동프로

그램 사용을 통해 운동의 효과가 자세균형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했고, 6개월간의 사용 테스트를 거친 후 자세균형운동기구

더밸런스코리아 이정우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종관(창업·경영분야)

인 척추 측만증 교정구 `애니바로`를 출시하면서 공동대표로 저와 함께 척

추 교정기구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창업하였습니다.

박람회 출시 후 더욱 나타나는 경쟁자들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호평을 받았으나, 사업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

박람회에 제품을 출시하고 난 후 오히려 경쟁자들을 양산하는 형국이 되어

갔습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설정, 제

품 차별화, 품질향상, 기술파트너 매칭 등을 통해 자세균형 전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 컨설팅을 통한 경쟁전략과 제품차별화 전략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여성경제인 DESK의 컨설팅을 통해 벤처

기업인증, R&D 컨설팅지원, 중국수출상담회 참석, 기업발표회, 기업상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이후 실용신안, 디

자인, 상표 등 총 10여 건의 지식재산권도 출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

업유통센터 동반성장몰 입점, 행복한 백화점 입점, 공동A/S지원, 조달청 벤

‘애니바로’ 제품 2019년 G- FAIR 박람회 참가

우수체육용품의 

스타트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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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선정

당사는 2020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로 선정되었습니다.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엄격한 기술

력인증, 공장심사 등을 통해 연간 8~9개의 업체가 지정되며, 우수용구생산

업체로 표시가 가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관련 사업에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지정을 위한 품질관련 심사

서류 외 생산 공장 현장조사 준비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하는 애로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경제인　DESK와 함께 생산업체지정을 위한 서류심사 준비 외 제

품생산 공장설비 및 공정관리인증 등 실사 대응준비를 진행하면서 제품공

정라인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장설비 설정, 생산라

인 공정정리, 작업표준대 정립, 완제품 출하검사 등 `3정5S(3定5行)`로 쾌적

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작업현장의 낭비 제거와 문제발

견능력을 향상시켜서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납기단축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체질강화를 통해 복잡한 일을 `편리하게, 확실하

게,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명실상부한 우

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 최대 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에 펀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니바로`가 자세균형산업분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바른 자세

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검증과 노력으로 좋은 제품과 프로그

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처나라 벤처창업혁신제품지정을 통해 판로개척에 힘썼습니다. 애니바로는 

2019 G-FAIR AWARD 최우수제품상(레저부문), 2019 우수상표·디자인건전 

은상, 2018 SPARK DESIGN AWARD BRONZE(미국)를 수상하였으며, 2019 

울산시 사회적 기업 창업아카데미 비즈니스모델발표 최우수상, 2019 울산청

년창업사관학교 IR Demo Day 장려상을 수상하여 아이디어와 디자인, 상표

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성있는 자세균형운동교

육과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 수정을 하였고, 2019년 상반기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진입하여 B2C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전년

대비 매출 1,400%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국내 최대 크라운드 펀딩 회

사에서 약 14,000% 목표달성을 실현

하면서 신제품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펀딩제품 소개 AHFE 논문전문위원과 생산현장



24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25

향기 브랜딩으로 창업

문화관광과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과 출장 등으로 호텔에 방문

할 기회가 많았는데 호텔경영학을 전공하였으므로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

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체인의 호텔 체류 시 로비에 들어서면 그들

만의 독특한 호텔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고급 브랜드 호텔의 특유한 

향에서 자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그

때의 매력적인 향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여행 중 세계적인 고급 호텔에서 

나던 은은한 향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호

㈜센트프로 조미내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종관(창업·경영분야)

텔들의 향기 브랜딩은 왜 따라가기 힘든 것일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조

향 전문가로서의 창업을 꿈꾸었습니다. 향기 브랜딩 관련 기술들을 연구 개

발하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시장에 도전을 결심하면서 공직(公職)을 그만두

고 향기브랜드 마케팅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특정 월간잡지에 기능성 방

향제를 삽입하는 큐레이션 전략으로 과감히 공격적 마케팅을 시작하며 조

향 전문가로서 ㈜센트프로를 창업하였습니다. 즉 본 기업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점포들 대상으로 업종별, 상권별, 주 고객층 등 브랜드를 분석하고 브

랜드에 어울리는 기능성 방향제를 큐레이션하여 고객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디스펜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기 브랜딩 사업의 

판로개척

기능성 향기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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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의 어려움

기존의 맞춤형 조향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조향 작업은 

최소 1주일 이상 걸렸고, 작업완료 후에도 고객확보와 사업 확장에 많은 애

로점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최적화된 브랜딩 조합을 위한 연구비용과 창업

초기 자금 등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별 맞춤형 향기를 실시간 제조할 수 있는 디스펜서 및 조향 카트

리지 제작과 자동화된 향기 큐레이션 앱 개발로 경쟁사와 가격 및 제조 기

간 등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우위 확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첫걸음, 여성경제인 DESK와의 만남

2018년 여성창업경진대회에 지원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한 예비창업자 100

명은 `여성경제인협회 워크숍`에 참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은 창

업 경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초기창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

히 `DESK 상담코너`를 통해 특허, 세무, 회계 등 창업초기 사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고, 2019년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주 후 전문위원 컨설팅을 통하여 중진공 청년사관학교 입교 지원정보, 

R&D지원 사업계획서의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을 거쳐 데이터 

분석기반 브랜드 맞춤형 자동분사 기능성 방향제 월간구독 서비스를 실현

하기 위한 수익모델 재정립과 마케팅 시장에서의 목표고객 선정, 판매 전략

과 향후 3년간 단계별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등 세부 목표들을 선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동안 사업수행 목표로 `자동

화 된 스마트 팩토리 개발`, `글로벌 시장진출 및 자동 조향제조를 위한 플

랫폼 구축`을 설정하였고, 최종 2020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었

습니다.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비용과 향기 큐레인션 앱 개발 비용이 해결

되었으며, 2020년도 정책자금(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포항) 입주, 부산은행 SUM 인큐베이터 기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

를 올렸습니다. 

전문위원과의 BM 모델 정립

비즈니스 모델 선정에 몰입하여 최종 아이템 명을 `데이터분석기반 브랜

전문위원 컨설팅

기능성 향기 제조 1 기능성 향기 제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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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맞춤형 자동분사 기능성방향제 월간구독서비스`로 홍보 전략을 설정하

였고, 그동안 조향 기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첫째, 각 매장의 성

격이나 니즈에 맞는 기능성 방향제 개발, 둘째, 다양한 형태의 방향제 콘

텐츠를 목적에 따른 큐레이션, 셋째, 차별화 및 다양한 향기 기능 첨가, 넷

째, 제품개발 완료시 전까지의 고객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전략들을 설

정하였습니다. 특히, BI센터 내 제조업 등록을 이용하여 방향제 자체 제조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이 가능하였습니다. 고

객사만의 시그니쳐(signature)향을 제조해 월간 구독 서비스(MSS, Monthly 

subscription service)를 완성했습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향기 조성물과 택

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향기 서비스 등 2건의 특허 출원과 3건의 상표출원

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센트프로의 미래를 향한 도약

2020년 8월 인천에서 국내 유일의 향기 박람회인 ÌFF 국제 향기 페스티벌

`이 개최됩니다. 2019년 국제 향기페스티벌에서는 국내 방향제 1위 업체의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올해는 ㈜센트프로가 세미나 연사로서 초

청받아 창업 1년 만에 페스티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센트

프로는 포뮬러 기계 개발, IoT 기반의 자동분사 디스펜서 개발, 자동 큐레이

션 App개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넓은 면적까지 확산이 가능

한 분사용 방향제를 제작하여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였고, 제품을 출시하였

습니다. 또한, 포스코(Posco) 레지던스만의 시그니쳐 향을 제작하여 제안함

으로서 포스코 레지던스 월간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국전력 포항지점, 대구은행 포항지점, 엑스케이랩스 등에도 ㈜센트프로의 

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트프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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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기술창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오

프라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인 `매직쿡킹팬`을 판매중이며, 특수 그릴팬, 원

적외선을 고방출하는 프라이팬 등 다양한 주방 조리도구를 개발을 위해 연

구 중에 있는 특화된 기업입니다.  

가격이 비싸다!

인체에 무해하며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코팅제 개발에 과제를 두었으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년여 동안 전국 유명 코팅 제조

사와 협업을 통하여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마침내 당사가 요구하는 원적

외선이 방출되는 코팅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거듭된 연구개발을 통해 기름 

튐, 연기 냄새 등의 현상을 90% 이상 저감시키면서도 육즙이 살아있게 조리 

가능한 차별화된 주방 조리도구를 개발에 성공하였고(원적외선을 고방출 하

는 특수코팅 방법에 대한 특허취득), 부산테크노파크의 `2018 우수특허기술

고방열 세라믹 물질로 주방조리기구 적용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직장 생

활을 하면서도 평소 예쁜 주방

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

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센

터와의 인연을 통해 고방열세

라믹 복합물질 원천기술 특허

OK B&J 오희정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종관(창업·경영분야)

제품개발

매직쿠킹팬1호

언택트 시대의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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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

제품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낼 양산공장까지 섭외 완료

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몰

과 400군데의 유통사, 크라

우드 펀딩을 통한 홍보까지 진행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해야만 느낄 수 있는 주방용품의 특성상 자사 제품의 장점

을 고객들은 잘 믿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컨설팅

국내 창업 자금지원과 정

부 지원 사업에 필요한 

R&D 사업계획서 작성요

령 등 기술 자문 및 정부 

지원 사업 내용을 소개받

으며 K-startup 창업기관 

맞춤형 사업의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초

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여 제품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0

년 초 부산광역시 창업센

터에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DESK의 기업애로 멘토링 소개를 받았

고, 국가 창업정책 자금 정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 사업정보

를 안내 받아서 해외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위원과의 

멘토링을 통하여 R&D 사업 계획서 작성 키포인트와 기술자문 등의 수차

례 멘토링을 받은 후‘내수기업지원’분야에 지원하였고, 2020년도 2차 중

진공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컨설팅이 

수출 준비에 큰 힘이 되어 수출지원금(4천2백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

니다.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 준비과정에 필요한 영문, 중국어로 제작된 

홈페이지, 팸플릿, 수출 자문단과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전문가와 주방

기구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여 회사 소개서 및 팸플릿, 홈페이지 등을 알

리는 레터와 관련 자료 홍보를 하면서 바이어와 상담, 샘플 및 동영상 자

료 송부 등으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언택트 산업에서 찾아온 기회, 언택트 산업과 경영전략

2020년 2월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

산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우리나라도 IMF사태 이후 최고 심각한 경

제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3.3%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외식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바이러스 감

염을 두려워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기

회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 대형음식점에 구이팬을 납품하

여 발생된 매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

해 매출의 급하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해진 순간 자사 판

매 사이트에서 그동안 개인고객들에게 판매하였던 구이팬시리즈가 좋은 

구매 평들과 뛰어난 제품 품질력의 시너지 효과로 ‘매직쿡킹팬`이라는 브

2019년 부산시 창업박람회 참가

매직쿠킹팬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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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가 알려졌고,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 판매도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다 보니 베트남, 일본, 세부 등 

해외에 위치한 한식당들로부터 주문 전화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들은 제품 성능에 비해 오히려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기 

굽는 문화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닌데 그동안 해외 판매는 생각지도 못했으

나 코로나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내수판매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진

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초기 수출지원 필요 경비 

여성경제인 DESK와의 만남으로 애로 해결

올해 초부터 국내외 상황

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시장의 불확

실성과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져 매출 저조 예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

지만 집 밥 만들어 먹기 

등 TV 프로그램들이 활

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에서 수출 바우처 사업이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에 수출유망 기업들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

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우리 같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게 선뜻 찾아와주시고, 어려

운 점을 해결해 주시며 함

께 노력해 주신 여성경제

인 DESK에 깊은 감사를 전

합니다. 향후 꾸준히 큰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매직쿠킹팬1호(국내특허제품)

매직쿠킹팬2호(해외수출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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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기업을 바라보며 창업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서는 1966년 설립된 창덕궁 낙선재 칠보

연구소의 초창기 일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셨고, 1968년에 `한국칠보공예사`

를 설립하셨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1981년 우리나라 민예품 전문 지정업체 

선정, 1984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IDEA우수상을 수상하시는 등 우리나라 

칠보제품을 세계에 알리는 열심만으로 한평생 매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서 전통공예로 일반 산업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어려서부터 경

험한 제가 이 어려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해외 거주 경험

으로 수공예 시장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담 김형진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항상 칠보를 접하며, 이어온 핏속에 휘몰아치는 공예 집안에 태어난 사명감 

같은 운명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싫다고 방황하며 외면해도 

일상 구석구석 나타나는 천성 `쟁이`로 태어났음을 발견하는 매 순간 `이젠 

더 늦기 전에 너무 사랑하기에 멀리해왔던 이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과 `남

들이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상품을 원하는 세상`을 확인한 것이 창업가로 나

서게 된 동기입니다. 항상 칠보를 작업하시던 어머니의 태교부터 시작된 가

풍의 환경과 칠보사랑, 그리고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전문성이 현재 

수담의 모든 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칠보(七寶)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공예

칠보는 금속의 소지(素地)에 유약을 발라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내는 과정을 

거쳐 용해, 부착시켜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유약은 규토·장석·소다·붕사 

및 다른 재료를 녹여서 만든 물체이고, 그 색소는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나타내며 기술력에 따라 더욱 아름다운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칠보는 삼국시대의 금반지와 팔찌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화도(400∼500℃)에서 녹인 것으로 파란(波瀾)이라고 하며 

청색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7세기의 것으로는 평양 근교의 유적과 

금강사지에서 발견된 녹색칠보 은제장식이 있고, 8세기의 것으로 경주 

칠보제품으로 ‘IDEA 우수상’ 수상하시는 아버님 제품 수출용 카탈로그(81년) 민예품 지정서(81년)

백년기업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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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탑에서 발견된 녹색칠보 은제침통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로 

내려와서는 빨강·노랑·녹색·청색·보라·흑색 등을 썼고, 주로 부인용 

장신구(반지·팔찌·비녀·노리개·삼작·천도방울·고두새 등)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두산백과).

수담의 고민을 진정성 있게 들어준 여성경제인 DESK

고속성장을 이루어온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도 고부가가치 수공예 시장에 

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는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재한 것이 현실

입니다. 기술력과 열정만으로는 수출 시장에 진입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방향을 함께 연구해 주실 경제계 선배님들의 경험과 가

이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수의 기관에서 컨설팅하시는 여러 분들을 

만나 보았으나, 현실성 없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표면적이고, 도식적인 얘기

와 상담확인만 받아 갈 뿐 수공예 시장의 미래가능성에 대해 귀담아 연구

해 주실 진정성 있는 경제계의 선배님을 만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

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는  달랐습니다. 수담의 진

정성과 현 시장 진입을 위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미래 가능성을 

가진 우리나라 창의 산업의 한 축으로 현실 반영 가능한 방향성을 함께 연

구해 주었습니다. 작은 기업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실함 중에 만난 가

뭄의 단비와 같은 진정성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수담의 해외진출

2019년 창업진흥원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 중 글로벌 진출 해외 전시·박람

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2월 `독일 암비안테(AMBIENTE) 프랑크푸

르트 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994년 부모님과 함께 동경, 호주 

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수담 제품으로 참석한 첫 전시회입니다. 1994년 당

시 우리나라와 일본 제품들은 같은 전시관에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은 우리

제품을 보고는 `카와이(かわい~い, 사랑스럽다)`란 감탄을 수없이 했었는데, 

2020년 독일 암비안테 전시회에 참가한 일본 기업들은 유럽과 같은 기타 

선진 국가들이 위치한 전시관에서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우

리나라는 여전히 중국, 인도, 베트남 기업이 자리한 전시관에서 치열한 가

격 경쟁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직면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이어 층이 맞지 않

는 전시관에서 가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유럽 외 현지 고급 바이어들을 만

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인도 등의 바이어

들로부터 `바로 이런 것을 찾았다. 가격을 떠나서 남들과 다른 이런 것을 찾

았다!`며 전통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기획한 수담 제품을 인정해 

주는 바이어들을 만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때 만난 바이어들에게 

수담에게 칠보공예는 어머니의 
손맛과도 같은 것입니다. 칠보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지만 결국 불이 
완성하는, 장인의 역량에 따라 
색깔과 가치가 다르게 나오는 ‘불의 
보석’입니다. 고려시대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 중에서도 불을 다루는 
경험 많은 도공이 가장 아름다운 
도 자 기 를  만 들  수  있 었 듯 이 
칠보공예도 불을 다루는 사람의 
경험과 솜씨에 따라 결과가 다른 
예술 칠보를 구워낼 수 있습니다.

칠보사랑 여성모임(1971년 영친왕비 이방자여사와 함께) 칠보작업 중이신 어머니

칠보공예 작업중인 어린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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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코엑스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수담 전시 매장을 찾

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합니다.

언택트 홍보관 추구

IT 기계화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학교에서 순수미술, 공예과 등이 없어

지고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수공예 시장을 GDP(국내총생산) 성장 지표

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수공예품

이 포함된 창작물(Creative Goods)의 무역 동향 및 시장 발전가능성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탈 세계화는 예술가와 기업가의 경계, 

작가와 작품 간의 경계도 허물어 작품처럼 잘 만들어진 제품을 원하는 현 

시장 소비자의 눈높이에 부합한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담의 제품은 판매 후 아직까지 반품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스타그

램에서도 해외 팔로우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

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마케팅비용 지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

였지만, 아직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제품마다 스토리(스토리텔링)를 입히는 등 24시간을 밤낮 없이 분투하

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

담은 공예가 젊은이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수공예 수출 기업으로 성장시

켜서 많은 세계 속의 젊은이들과 함께 더 넓은 길을 열어가고 싶은 꿈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당당한 MADE IN KOREA 수담 제품으로 

언택트 홍보전시관을 통해 세계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202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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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과 인연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인연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란 아픈 기

억이 있습니다. 전쟁 당시 남쪽으로 잠시 몸을 피하겠다고 내려오신 시아

버님은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고 청호동(아바이마을)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

셨습니다. 명태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는 명태덕장을,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는 오징어덕장을 하시면서 각종 생선염장 및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

셨습니다. 

나래건어식품 이미숙 대표
여성경제인 DESK 김창완(창업·경영분야)

남편은 부모님을 도우면서 수산업과 인연을 맺은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

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서울 중부시장에서 점포를 경영하였으나, 장사 경험

이 부족했던 관계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화된 경영난을 겪고 속

초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건어물을 취급하였습니다. 평생 생선과의 인연

으로 청호동(아바이 마을)의 출입문만 있는 10여 평 창고를 임대하여 `김 쥐

포(쥐포에 김을 부착)`와 `맥반석 오징어(맥반석에 오징어구이)`를 팔았습니

다. 맥반석오징어는 당시 실온에서 유통할 수 없었고, 냉장으로만 판매되었

습니다. 맥반석오징어는 즉석에서 구이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

여 높은 온도에서 다시 가열을 반복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실온에서도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각종 건어물을 소포장해 판매하며 하루하

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각종 요리에 중요한 명태

속초에는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북쪽고향의 음식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그중 냉면이 대표적인 식품이었습니다. 당시 

평양냉면, 함흥냉면이 있었는데 함흥냉면에는 고명으로 생선회무침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물가자미를 숙성시켜 고명으로 올렸으나 

물가자미의 수급이 어렵고 비린 맛과 관리가 어려워서 많이 잡히던 명태를 

회무침하여 고명으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회무침은 

각종 요리에 첨가되는 중요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속초시내 전경들

수산물 

매출증대를 위한

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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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회무침은 절단, 염장, 세척, 양념,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집의 한쪽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명태를 

가공하여 식당과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보다 큰 작업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속초 농공단지에 

납품하려고 왔다가 경매로 나온 공장을 알게 되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성장기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공장을 매입하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공장경영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넓은 공장을 마주하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술만으로는 경쟁업체들과의 실력차이가 컸고 

경험이라는 장벽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음식

을 먹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람으로 성

장하였으나, 막상 공장경영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

게, 그리고 조금 덜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면 다가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울기도 하였습니다. 제품개

발,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과 행동을 

맞춰야하며,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 무엇보다 물건수급을 위한 자금의 벽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단계별 제품개발과 마케팅 전략

행복한 제품, 건강한 제품개발 등 시작을 잊지 않으려고 우선적으로 한 일

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었습니다. 행복한 명태가(제40-1371261호), 건강한 

명태가(제40-1371262호). 무엇을 하려고 이 무섭고 두려운 것을 시작하였는

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표들은 항상 기억하기 위한 지침문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명태회무침, 명태강정(특허 제10-1979498호), 행복한명태가속초명

태강정, 땅콩을 더한 행복한명태가명태강정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 5

월 미국에 첫 수출을 했습니다. 또한, 김을 부착한 명태껍질(명태쉴, 특허제

10-1979503호), 양파맛명태쉴, 바비큐맛명태쉴, 와사비맛명태쉴 등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를 이용한 명태식해를 출시하였으며, 간장과 오

징어먹물을 이용한 간장명란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인 

공장 전경 수산물 가공 모습

명태회 무침 명태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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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산학연 R&D사업으로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에 출원하였습

니다. 

2015년 4억5천만 원이었던 것이 공장입주 후 2017년 5억5천만 원, 2018년 5억

9천만 원, HACCP 인증 후 2019년 8억6천만 원으로 매년 매출이 상승하였습

니다. 2020년에는 임연수(새치)를 손질하여 탈수 냉동하는 위탁가공을 통해 

공영홈쇼핑에 4천여 세트를 완판하여 7천4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 공장으로 올 때 남편과 저 둘만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무직 1명, 생산직 

6명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이제 2명의 직원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과 만남, 저를 기억하세요!

이런 과정 중에 제게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2018년 7월 주위의 

대표님 소개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가입하고 인사차 처음 춘천의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 갔다가 당시 회장님 소개로 인사드리게 된 여

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과 처음 인사할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표

님, 저를 기억하세요!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

니 자주 봐요.” 그때는 그냥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시골사람에게 인

사차 하는 말씀인 줄 알았기에 지나치며 기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어서 인사를 건네주고, 쉽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제 성격을 

파악하고는 따뜻한 언어로 다가와 주더니, 어느새 제가 힘들 때, 개인적으

로 속상할 때, 전화로라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여성경제협회

의 각종 소식은 물론 제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나 여성 경제인 DESK

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강원지역이 아닌 대구로 내려간다고 하실 때도 먼저 

연락을 주면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에는 좋은 전

문위원들이 많이 있으며, 변화가 있어도 늘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

시는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실제로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 내어 

신경써주며 협회에서의 소식, 자금지원의 종류 및 지원방법, 홈쇼핑 지원방

법, 시장분석과 제품가격 전략, 미디어환경과 기업홍보 전략 등의 교육 기

회는 물론 공영홈쇼핑 MD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금 우리 제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방법과 가격설정,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절차 등

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제품에 반영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를 통한 판매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상해식품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었기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판로지원팀의 선정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국내

가 아닌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지, 바이어

와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이어와 면담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

지, 통역과 유대관계의 중요성, 물품 유통과정(냉장, 냉동, 포장) 인허가상의 

제도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이던 일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멈추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꼭 좋은 성과를 이뤄서 여성경제인 DESK 전

문위원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2019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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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의 고마움을 알기에 상해박람회에 참여한 저는 그곳의 업

체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시간이 되는 대로 행사장을 열심히 걸어서 살

피며 정보를 얻는데 노력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선껍질을 선보였던 영국

의 업체와는 연어껍질을, 필리핀과 베트남의 업체들로부터는 민물고기껍

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 발은 물집투성

이였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에도 어떤 성과를 보여드

리지 못하는데 계속되는 애정 어린 손길로 이번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

한 지원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었고 신청서를 보내주시며 작성방법도 자세

히 알려주었습니다. 꼭 성과를 이루어서 선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

니다. 제가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

다.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님! 상해박람회는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남편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던 저희에게 

일과 함께 휴식도 취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마우

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있네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최근에는 명태를 발효한 명태식해(明太食醢)를 출시했습니다. 명태식해는 

가자미식해와 같이 생선을 발효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김장철 김치와 함

께 긴 시간 발효하여 식탁에 오르던 제품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

는 제품이어서 속초에 있는 업체들도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되지만 생산업

체는 1~2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보내고 

있고 우체국 쇼핑 등 각종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입소문이 나서 개인 구

매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기업경

영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

하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힘들다 생각하는 것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지 주변에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리석게도 비로소 제가 얼

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바이어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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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래픽디자인을 배우기도 했고, 평

소에 스스로 꾸미는 것을 즐겨서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미용에 관심이 많았

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취미로 시작한 미용이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아름

답게 변화시킬 때의 행복감은 고된 미용 일을 잊게 해주는 단비와 같았습니

다. `조금만 더하다 그만두어야지.̀ 했던 미용업이 평생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미용을 생각하면 샘솟는 아이디어와 좋아하는 일을 제자

들과 나누고 많은 고객과 소통하는 삶에 한결같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렇게 천직(天職)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용

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우수천석(雨垂穿石)을 되새겨 봅니다. 

뷰티에이아 염승선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미용용품 개발로 창업

뷰티에이아(Beautiaia)는 미용용품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고객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년 1월에 설립된 

뷰티에이아(Beautiaia)는 그리스 신화 속 위생(Hygiene)의 어원인 

건강 여신(Hygieia)을 모티브로 뷰티에이아(Beauty + Hygieia)가 

탄생하였습니다. 미용 산업현장의 26년 경험을 통해 향장미용학 박사 

논문(2014)을 준비하면서 미용도구의 유해세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관련 미용용품을 

개발한 것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휴대용 미용기구 소독장치`, 

`헤어미용 시술용 이중커버` 등 미용용품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11개(등록 및 출원)를 확보하였고, 2019년 세계발명대회에 출품하여 

`2019년 세계여성발명대회(은상 2개)` 수상에 이어 국내 미용인 최초로 

`대만세계발명대회(금상 2개)`에서 수상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용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컨설팅

2018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수강 중 강사로부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

터를 소개받았고,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과 첫 미팅을 통해 제품 출시

미용업과

R&D 사업계획서 

컨설팅

대만 세계발명대회 세계 여성발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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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방어특허출원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이후 시장선점을 위한 지속

적인 상담을 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사례와 기업 경영 시 주의사항 등 스타

트업이 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예비창업 상태에

서 약 4년간 연구개발만 하던 저는 자금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하던 중, 디딤

돌 R&D 창업과제, 창업선도대학 창업패키지, 여성생활발명경진대회 등 다

양한 정부지원사업 소개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2019년 1월 안양인덕원 IT밸리 1인창조기업센

터에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마케팅지원사업(창업진흥원), 국내 

전시회 지원 사업(의왕시), 기술닥터지원사업(경기테크노파크) 등에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2020년 뷰티산업육성지원사업(경기화장품협의회)에 선정

되어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착수하였으며, 마케팅지원사업(경기테크노파

크), 온라인판로지원사업(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등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

게 되었습니다. 

미래융합 선도하는 미용용품 기업

최근 신제품개발 및 업그레이드 버전의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뷰티 연

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수출

과 온라인 시장진입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으로 신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이 강점인 뷰티에이아는 화장

품 소재, 미용용품관련 소독장치, 교육콘텐츠 및 앱(APP)개발 등 연구와 마

케팅에 집중하여 기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생적인 아름다움을 위

해 미용에 혁신과 창의성을 담아 미래융합(hygiene, welfare, self)을 선도하

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여성발명대회 참가시연

미용 홈 Hygien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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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인터네셔널 김경선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전영달(창업·경영분야)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것

을 보고 도시락 용기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해왔던 디자인 업무를 바탕으로 창업사관학교에서 사전 준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락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 아마

존에 론칭하였습니다. 별도의 마케팅 및 리뷰 작업 없이도 사용성이 훌륭하

다는 평이 많았고 누적 매출 1억 원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공적 진출을 통한 시장조사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성인용 도시락 용기 시장의 경우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구매도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레드오션‘입니다. 이와 달리 어린이 도

시락 용기 시장은 대표 브랜드 3개가 시장을 균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금형에서 색상 종류만 다르게 나오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온라인에서 연 8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 모두 밀폐를 위해 뚜껑에 고무 패킹을 삽입 또는 부착하였는데 

이 구조가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발생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인터네셔널은 이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하는 제품

을 개발하여 10년간 아무도 해오지 않았던 어린이 도시락 용기 시장에 뛰

어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깨끗하고 재미있는 도시락,

플렉스앤락 키즈

키즈 도시락 세트 키즈 위생 도시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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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도시락

이번에 선보이는 플렉스앤락 키즈는 어린이 도시락 시장에서 퍼플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플렉스앤락 키즈는 앞서 제시한 곰팡이 문제를 해결한 제품으로 뚜껑에서 

고무패킹을 제거하여 세척과 관리가 쉽고 위생적입니다. 

제품에 실리콘 특성을 이용한 자체 기술력을 적용하여 여러 구획이 한 번

에 밀폐가 가능하여 내용물이 섞이거나 흐르지 않습니다. 식판 소재를 프리

미엄 실리콘 원료로 채택해 열탕 소독 및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오븐과 

냉동실 사용까지 가능한 탁월한 제품입니다.

또한 식판을 따로 분리하여 집에서 식습관 교정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외관도 탈, 부착이 가능한 다양한 테마의 캐릭터 액세서리를 채택해 

아이들의 선호에 따라 개성 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실제적 코칭과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여성경제인 DESK는 인천비즈니스센터에 상주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흔쾌히 상담, 지도, 자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엘인터네셔널이 안

고 있는 고객의 성향 분석과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등 마케팅 

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FTA인증을 비롯해 제품 론칭 전 국내 및 해외 전시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처음으로 선공개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상

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관람객 대상으로 제품 출시 관련 설문조사를 진

행하여 90%의 구매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 대한 충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 및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킥스타터 론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

국 시카고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하였고, 저희 제품에 흥미를 보인 담당자

와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제품의 시장 최적화 작업과 마케팅 및 유통에 관

해 협업 중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원천은 업종 내 경쟁관계와 잠재적 진입자의 전략과 전술

을 이해하고 차별화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성경제인 

DESK는 이런 전략적 관점을 세밀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협력사 

계약과 협업 내용에 관해서도 계약의 지속과 발전에 관한 관점이 녹아있는 

고도화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외부 기업과의 계약 성립과 효과에 대해 배

우게 된 의미 있는 기회였고, 여성경제인 DESK는 경험이 없는 저희 엘인터

네션널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저희는 신생기업으로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직무를 적합하게 배분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은 고객과의 만남과 서로 상생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고

도화입니다. 셋째는 핵심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도시락에 관한 정보와 제

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매출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로 절감

하여 현금흐름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언제나 사랑 받는 기업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행복한 

식품용기 회사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는 큰 비전을 현실에서 구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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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의 넓은 시야와 

적절한 코칭이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엘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한국 제품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와 부모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

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키즈 도시락 신규 디자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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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브시스템 박정실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전영달(창업·경영분야)

“통합관제시스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

하이브시스템은 통합관제시스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된 통합 컨트롤 시스템 및 운영 Application의 S/W

와 H/W개발, 시스템설계,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고객에 제공합니다. 저희 

하이브시스템의 주요 사업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 제

품인 Contra LED DLP CUBE는 최첨단, 친환경의 LED 광원을 채택하여 기

존 제품보다 제품 수명을 늘렸으며, 실시간 자동 밝기 및 색상조정 기능을 

보유한 차세대 Data-wall display 장비입니다. 저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LED DLP Cube 기술은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 관제실에 사용되

는 Video Wall 제품으로 주로 도로, 항만, 공항, 교통 등의 CCTV 관제실, TV 

Studio 등에 사용되는 대형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저희는 고객에 통합관제를 제공하여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 신뢰받는 회사

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통신망 통합으로 풍부

한 디지털기술, 초고속 정보통신, 유/무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옴과 동시에 

고객에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시스템은 그동

안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군/경, 기업체, 통심회사 

등의 통합관제시스템 분야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

니다. 저희는 LED DLP Cube를 국산화하여 기존 수입품에 의존하던 시장

에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외산 제품에 품질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빠른 장애조치 등 이상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Barco, Christie 등의 수입완제품을 단순 조립, 설치, 시공하여 국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수립과 실행

청와대위기관리센터(NSC) 통합관제시스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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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최소 3년, 최대 10

년까지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 특성상 사용 기간 내 꾸준한 유지관리 서비

스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신속한 A/S를 기반으로 품질도 손색없는 국

산을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주요

연혁

2020. 5

2020. 4

2020. 4

2020. 4

• 영상 암·복호화 모듈을 탑재한 HIVE AI 보안카메라 사업 협약 체결

• Contra DLP Cub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획득

•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직접생산증명서 획득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서 획득

 2019.
• KTR 영상 왜곡 보정기술 관련 성적서 획득

• 경기도 모범기업활동 유공 표창

 2018.
• HIVE SYSTEM USA CORP미국법인 등록 (VERMONT)

• 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획득

 2017. • 고용노동부“강소기업”최초 선정

 2016.
• 5개 발전사 정비적격기업인증 획득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업체 지정

2015.

• 슬림형 LED DLP Cube, Laser LED DLP Cube 출시

• 청와대 국가안보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개선공사] 감사장 수상

• 전자-IT산업진흥을 통한 산업발전 이바지 대통령 공로 표창 수상

2014.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일하기 좋은 으뜸 기업 선정 패 수상 (2014-488호)

• 실내용 LED 전광판(Pixel Pitch 1.5㎜) 국내최초 도입

2013. • Contra LED DLP Cube Seamless (No Gap Type) 출시 및 전시

2012.

• Contra LED DLP Cube 국제 인증 획득[CE(유럽), FCC(미국), TUV(독일)]

•『변형방지 및 간격유지 기능을 갖는 디스플레이 월』 특허획득

•『2군단 화면 전시체계 구축』감사패 수상

2011.
• 한국전력거래소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상

•『스크린 변형방지  및 간격유지』  실용 신안 획득

2010.
• Contra LED DLP Cube 개발 및 생산 출시

•『스크린 위치조정기술 관련한 디스플레이 장치』특허 획득

2008.
• Contra UHP DLP Cube 개발 및 생산 출시

• 천안 후비급전소 구축 관련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7.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취득 [중소기업청]

2006.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획득

•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디지털본회의장영상시스템 구축』

  관련 감사패 수상

2004.
• ㈜하이브시스템 본사 이전

• Christie 상황관제장비 국내 공급업체 계약 체결

2003. • ISO-9001 인증 획득,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2002. •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조달업체 등록 영상 입출력 장치 정보통신기기 인증

2001. • ㈜하이브시스템 설립

내용 증빙자료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수상/취득권리/인증)

실용신안등록증_디스플레이월의 스크린 변형 방지 

및간격유지를 위한 위치고정장치
실용신안등록증

특허증_변형방지 및 간격 유지 기능을 갖는 디스플레이 월 특허증

특허증_스크린 위치조정 기능을 구비한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증

특허증_디스플레이 월의 스크린 장치 특허증

특허증_디스플레이 월 기반의 스크린갭 익스트랙션 시스템 

및 스크린갭 익스트랙션 방법
특허증

특허증_디스플레이 월 기반의 스크린갭 켐펜세이션 시스템 

및 스크린갭 컴펜세이션 방법
특허증

특허증_멀티 큐브 보정 시스템 특허증

특허증_멀티 큐브 화면 보정 시스템 및 보정 방법 특허증

상표등록증_blackscutum_암호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증_blackscutum_데이터암호화 및 복호화 상표등록증

특허증_동영상 암호화 방법(참고자료) 특허증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전에 격려를, 여성경제인 DESK를 만나다.

저는 여성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늘 꿈꾸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창업하면서 여성경제인 협회 경기지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고, 여

성기업 성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급하게 변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전략수립에 부심하던 차 평소 안면 있는 사

무국 요원이 여성경제인 DESK를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을 임상한 경험이 있으며 경영 이론, 기업분석 역량과 면에서 회

사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략수립과 회사의 수익성개선 계획수립에 딱 맞는 

분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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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점 기술의 구현과 사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고민

당사의 Contra Series는 멀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Video Wall에 적합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크게 외함, 스크린, 영상 반사

부, 영상투사장치로 나뉘며 영상투사장치는 입력된 영상신호를 영상 제어

장치로부터 받아 영상을 투사하기 위해 LED 광소자를 이용하여 빛 신호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영상은 DMD 칩을 통해 반사하여 렌즈를 통해 투사 되

고 투사된 영상은 영상 반사부(반사경)를 통해 반사하여 스크린에 투영하여 

운영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제품을 여러 대로 구성하여 대형화

면을 구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밝고 선명한 화면을 투사, 상황 관제를 위

한 Video Wall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사제품은 관제 시장에 특화되어 있

는 국가 주요시설을 위주로 설치 운용 중인 제품으로 국산화 및 국산제품

의 점유율 상향의 필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중국의 저가 제품 납품으

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후관리 미흡, 장비 불안 등에 대한 대응이 전무한 상

태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 노출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중요 마케팅 포

인트로 부각합니다.

4차산업 환경에 맞는 디스플레이와 통합관게를 위해서 LIPEX 보안 기술을 

적용한 AI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LIPEX 보안기술은 데이터 바이너리

를 2차원으로 배열한 후에 블록화 하여 1/N로 쪼개어 뒤섞는 기술로써, 종

래의 암호화 개념인 1차원 배열 후에 시작과 끝인 좌우의 바이너리를 설정

하여 블록화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 배열에 의한 블록 설정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하좌우의 바이너리를 설정하여 블록화 하는 것

이 특징입니다. DES, SEED, AES처럼 암호화하기 위해 64bit 또는 128bit의 

블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 단위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며 보안성이 뛰어나면서도 처리 속도가 최고인 기술입니

다. 최고의 보안기술과 독자적인 보안기술을 탑재한 AI 보안카메라를 개발

하여 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기존 움직임 감지 

기능은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 동물, 비닐봉지 등 픽셀을 기반으로 움직

임을 감지해 관리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잦은 알람을 발생시킨다는 불

편함이 있었습니다. AI 카메라는 불필요한 움직임은 감지하지 않아 오알람

은 현저히 낮추고, 객체 감지의 정확도는 높여 관제(모니터링) 효율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인

적자원 확충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전략을 조정하다

2020년 코로나19 이전에도 (주)하이브시스템의 매출 정체와 이에 따른 수

익성 악화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17 2018 2019

매출액 10,929 8,072 8,052

매출총이익 2,261 2,022 1,844

영업이익 377 306 252 

KBS 뉴스 스튜디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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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는 먼저 큰 그림에서 회사의 비전과 화사의 장기 목표 등

에 대한 파악을 하였습니다. 

실행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함께 이메일을 수차례 주고받으며 매출을 확보

하는 한편,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회사가 추구했던 전략을 

고객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고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

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정의 변화에 맞추어 회사의 Role & Responsibility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회사의 핵심가치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을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의 지출항목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와 함께 프로젝트별로 담당자에 공기 단축을 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신속하

게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담당제도 도입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 계획과 직원 전체에 전파하면 회사의 내부 결속

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지속가능경영을 구

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장기과제

우리 하이브시스템은 발전공기업 구매 상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격

적인 발전사 판로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 관점에서 구매 상

담회, 해외 시장 개척단, 기술개발 사업, 산업혁신 운동, 기술유출방지 시스

템 구축, AEO 인증 취득 지원 사업 등에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 증

대, 고용 안정, 시장 확대, 회사 신인도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제

품의 국산화를 통해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접 영업방식

과 겸하여 대리점 영업기반을 도입해 전략적인 마케팅을 계획 중입니다. 또

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도 개척 준비 중입니다. 국내외 세미

나, 전시회 참여를 통해 제품홍보 및 영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기존의 

노후한 시스템을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고객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통해 매출 신장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시장규모가 작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시장 개척단 2회 참가(러시아, 베트남)를 시작으로 2018년 시장 개척

단 3회 참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2018년 미국 독립법

인 설립 (수출인큐베이터 미국 토렌스 입주), 2019년 베트남-한국스마트전

력에너지전(KOSEF) 참가, 2020년 미국 CES 전시회 참가의 성과와 한국남

부발전 칠레발전소에 당사 장비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장비 납품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소의 외국산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수리를 진행하

면서 발전공기업과 인연을 맺은 당사는 담당자들의 소개로 타 부서, 타 발

전소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당사가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발하

고 있는 차세대 보안기술을 적용한 AI 보안 카메라는 대용량 초고속의 트래

픽을 유발하는 IoT와 5G로 구성된 초연결 CPS 인프라에 대한 초신뢰를 실

시간 대응방식기술로 대응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합니다. 보안기술 환경에서 

최적의 기술이라고 확신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들

이 AI 기반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메가 공격을 할 것이 예상 되므로 방

어자 측면에서도 AI 기반의 실시간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위협정보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기능을 AI 기반으로 전환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과 리포팅 체계를 구현하는 SOAR와 새로운 경량 암호인증에 의한 화이트

리스트 기반의 Zero Trust를 구현하는 기술이 주류를 형성하는 AI보안 기술

과 AI보안카메라를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기술의 차세

대 발전 방향은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들에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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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존 사이버 보안 기술영역을 넘어선 것이므로 머신러닝이나 딥러

닝과 같은 AI/빅데이터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활동도 강화합니다. 이

런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하이브시스템의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이브시스템은 고객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내부 

직원의 행복을 통하여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고 정진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통합운영센터

2014.07.06 한국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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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계형 창업에서 꿈을 키우는 ‘Art Cafe’ 경영자로

그리고우리 _ 수도권

점주 분석과 향후 동업계 전망 분석 그리고 전략을 짜다!
예비창업자 _ 수도권

법무·규제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리  

_ 러빈코티지



72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73

그 당시 저희 집은 겨울에는 방안에서도 입김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추웠

었고, 저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구입한 원단으로 커튼을 만들어 추위를 막았

습니다. 시집간 언니들이 집에 와서 직접 만든 커튼을 보고는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봉제 인생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카들의 소품, 옷 등을 만들게 되었고 저는 무척이나 행복하였습니

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보다 많은 기술

들을 익히고자 커튼 제작 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제품은 럭셔리했고, 

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언젠가는 슈퍼

에서도 커튼을 파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생필품을 파

는 슈퍼에서 말입니다.

직장에서 경험한 생동감과 좌절감

29세 되는 해에 인생의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인도 서부에서 동부까지 

1개월에 걸쳐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인도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으나 붓다 

가야에서 심적 안정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좀 

기술이 있어야 산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손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저에

게는 소꿉놀이였고 생활이었으며 손으로 만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였

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학에서도 의상디자인학을 공부하였고, “의상 기술을 

배워두면 평생 굶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는 언니의 첫 월급으로 재봉틀을 선물 받았는데, 무

엇인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러빈코티지 강은숙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리

러빈코티지 커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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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회사로 옮기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현장 경험과 이론적 

디자인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시스템적 원단이 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생동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홈쇼핑, 생산라인 점검, 배송 등 전 라인을 

배우게 되었고, 홈쇼핑, 대형마트 MD들과 상의하여 제품 개발 및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반품되어 돌아올 때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부족함을 채우고자 패션디자인학과에 편입하여 실력을 쌓았고, 졸업작품전 

패션쇼를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들을 충전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통한 창업

늦은 나이에 졸업 후 다시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대표님의 리더십, 온라인 

판매, 물류, 디자인 개발 등을 배웠습니다. 퇴직 후 오빠를 설득하여 2010년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쇼핑몰 사업을 창업했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었고, 제품이미지 촬영, 웹디자인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작업(카페24)을 통해 제품들은 축적되어 갔습니다. 6개월 후 1천만 원의 매

출을 올리게 되었고,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1년 뒤 3억 원의 매출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봉제 업체

에서 작업을 거부했고, 납기관리, 그리고 기존의 고객관리 등의 문제로 무

척 힘들었습니다. 결국 준비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창업 6년이  지날 무렵 디자인에 대한 고갈이었습니다. 컨설팅 결과, 

‘쉼 없이 사용하면 고갈되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휴식이 필요

한 시점이었습니다. 독일 등 해외여행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충전

했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떠났고, 다시 사업을 재정비하여 3명의 직원들과 

함께 온라인 시스템, 웹디자인, 패턴개발 등 생산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

다.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결과, 중기부 HIT500에 선정되었고 벤처기업 인증

도 받게 되었습니다. KOTRA 교육을 통하여 아마존 입점교육을 받으면서 

입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들이 발생하여 직원들은 회

사를 떠났고, 또다시 1인 기업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만의 망망

대해를 항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법률대리인 공문

2019년 이직한 직원이 사용한 팝업디자인이 기간 만료인지도 모른 채 사용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20년 5월 8일 A기업(디자인 개발 및 제공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란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각하

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서 전화가 왔고, 영문도 모른 채 A기업은 제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을 이메일로 송부해 왔습니다. 디자이너가 사용한 팝업창이었는데 인스타

그램에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전화상으로 `계약기간 만

료 후에도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였기에 뒤늦게 사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후 짧은 1주일이었지만 관련 내용들은 점점 압박이 되어 돌아왔습니

다. 저는 대구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게 되었고, 당직 변호사와 상담했습

니다. 당직 변호사는 “상대편 기업은 나쁜 사람들이고, 억울함은 잘 알지만 

법적으로 처리는 곤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금

송부된 사용확인서 위임장(000변호사) 사용된 이미지

법
무

·
규

제



76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77

액이 크지는 않으나 소송에 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상대 기업의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

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

니다. 요구 금액을 지불하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거래하던 A기업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A기업의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제한시간 5월 11일이 지났

고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 해결사! 여성경제인 DESK와의 만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직원에게 고민해결을 위해 회원사 중에 변

호사가 없는지 문의했더니 여성경제인 DESK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별 기

대 없이 상담을 했는데 다음날 즉시 문제를 확인하고, 서류(내용증명) 레이

아웃까지 잡아서 회사로 출장을 와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성경

제인 DESK 전문위원은 “너무 걱정마세요.”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편 변호사에 문서로 응대하였습니다(5월 14일). 

즉 A기업의 디자인을 사용한 직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상태여서 인

수인계가 부족하였고, 현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삭제

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기업으로부터 사용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는 받았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었던 디자인에 대한 정보는 없었음을 기

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들에 대

한 정보 및 삭제 요청이 있었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발

생된 데는 일방적 실수보다는 쌍방 과실이 있었음을 주지시켰으며, A기업

의 고객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음과 동시에 본 기업은 단순 무과실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A기업 법률대리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

구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은 법률대리인과 직

접 통화 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

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 후 발송할 수 있도

록 도와주었습니다(5월 21일). 기업 애로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가 없었다면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그리고 심적 고통이 

따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본 기업이 겪은 이

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기업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숲속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추구하는 `러빈코티지`

20대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온 CEO입니다. 어려운 시

기에 기업을 경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직원을 만나서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좋은 물건을 개발하고, 여러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만들고 싶

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를 통하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일자리매

칭 플랫폼인 여성기업일자리허브에 직원고용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재난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기업들은 커튼 같은 

생활용품도 방염과 미세먼지 차단에 강합니다. 본 기업도 이렇게 안전하고 

화사하면서 분위기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러빈

`은 사랑, `코티지`는 숲속의 작은 집, 즉 숲속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우리 집

을 추구하는 `러빈코티지`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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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계 
전문위원, 재무제표 분석에 들어가다!  

 _ ㈜썬챠일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DESK사업부에 문을 두드리다
_ ㈜무한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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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사업을 물려받다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단녀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시아버님과 함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

사(유아용품,  교육 기자재 등)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남편은 영업 전담으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함께 마케팅이 부실해지면서 회사 전체가 어려워졌다는 남편

의 말에 따라 은행 생활 10여 년을 한 저로서는 전공도 살릴 겸 못할 게 없

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하고 사업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실 회계장부를 뒤적거리다 보니 아니 이럴 수가!

㈜썬챠일드 황성민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만 들었지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꿈에

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

고 전 달보다 조금 가져오면 투정을 부렸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회사가 이토록 어려운데도 집에 오면 천진난만하게 아이들과 장난치고 놀

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남편이 주는 돈으로 풍요롭게 생활한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과거 은행 선배를 만나러 가다

제가 믿을 만한 곳은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은행에 다닐 때 친구들과 

선배들은 지금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대출 담당하는 친구들도 두루두

루 있어 찾아가서 상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상담해 본 결과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은행의 입장에서 얘

기할 뿐이지 회사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은행에서 

근무할 때 고객을 위한답시고 실적을 챙기는 직원으로 근무했었나 하는 생

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진솔한 상담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을 검색해도 제대로 상담 요청할 기관이 보이지 않았고, 겨우 찾은 곳은 사

설기관 뿐이었습니다.

유아용품 판매와 함께 노인층 제품으로 변화를 시도하다

친구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경제인 DESK’에 상담해 보라고 

권유를 해서 큰 기대 없이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에서

는 정확히 파악하여 진단해야 할 것 같다며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도 되겠

냐고 질문하셨고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재무제표 

분석에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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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비롯해 유아에 대한 관심도, 고

령 확대 등 연령대별 인구분포도 등을 얘기하시며 회사의 매출정체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향후 동업

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

고 고령층에 알맞은 제품, 품목 다변화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재무제표 분석에 들어가다!

부채비율 350%, 재고자산회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고 쥐꼬리만큼의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현금 흐름은 개선되지 않고 어느 하나 회생의 기

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진단 결과, 재고자산 매출 주력과 함께 노령층에 어울리

는 제 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지

원이라는 것은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와 업종전환 등 비전을 동반한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지원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근무 시 재무구조가 좋지 않으면 대출을 승인해주지 말아야 한다

는 생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금융기관은 회

사가 어려울 때 “비 왔을 때 우산 뺏는 것”과 동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거시경제와도 밀접하다

여성경제인 DESK는 우리 회사의 멘토...

여성경제인 DESK의 컨설팅을 받고 난 후로부터는 저의 고정관념이 확 바

뀌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작은 회사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움직여야 한다

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

다. 회사의 발전은 혼자만의 생각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다방면

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썬챠일드 연도별 광고선전 홍보 책자 최근 인기상품인 종이벽돌 블록(유아 및 유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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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다

과거 삼성반도체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 

밑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시간만 나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종합상사 이민희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막상 사업을 하려니 가진 밑천도 없고 뚜렷한 아이템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고 해서 동업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구속이 될 것 같아 혼자 할 수 있는 사업

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생활용품 대리점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

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제조업이나 IT

사업을 해야지 무슨 도소매업을 하냐며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업 번창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다

불현듯 ‘그래, 사업이 별거냐? 일단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본 다음 시행착오

를 겪어야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서 시작한 첫 사업이 명절선물 도매업이었습니다.

자본금 천만 원으로 제품 운반차량 2대와 창고 월 임대료 3백8십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 추석을 전후하여 2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어라, 월매출 천만 원 정도로 년 1~2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거 너무 많잖

아.” 그러나 사업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

처에서 선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품을 출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약 25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저에게 

남는 마진은 3~4%였는데 그동안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4백5십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마진이 큰 사업도 아니었지만, 이제 막 사업 마인드가 활활 

타오르는 시기에 어쩌면 좋을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 문의해봤지만 융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융자가 불가능할까?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데...’

업력이 짧고, 도소매업이라 불가능하다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에 

문을 두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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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에 문을 두드리다

그간의 사정을 얘

기하고 왜 융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

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듣고 싶었습

니다. 

여성경제인 DESK

에서는 첫째, 업력

이 짧아 우리 회사

가 앞으로도 꾸준

히 매출을 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과 둘째, “도소매업”은 금융

기관이 대출 대상에서 꺼리는 업종이라는 사실과 셋째, 2019년 8월 신설업

체라서 코로나19 긴급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실. 넷째, 담보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사무실이며, 물류창고는 임차창고여서 내세울게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와 협의하니 답이 보이더라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제게는 좌절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때 여성경제인 DESK에서 사업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고, 갑

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거래은행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였으나 훨씬 구체적이었

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

다. 우선 경기도 화

성/오산 지역에 경

매물건 중 물류창

고가 있는지를 알

아본 후 그 물류창

고를 담보로 은행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월 임대료 및 관

리비 4백5십만 원을 지금도 내고 있는 상태인지라 월 임대료로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 향후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라는 조언도 덧붙이셨습니다.

경매 물류창고는 3년 후 일반 물건으로 바뀌면 담보가치가 훨씬 좋아진다

는 것과 물류창고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대출받기가 쉽다는 조언이 제

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IT업으로 재도약을 꿈꾸며...

생활용품 도매업은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이 아닌 것으로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IT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여성경제인 DESK와 함께 전국 체인망이 아닌 생활용품 일반대리

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 전개를 해보고 싶다는 상담

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영업자 중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비율 2018년도 자영업자 업종별 폐업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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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구상해야겠지만 저에게

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라는 든든한 멘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경제인 DESK에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들의 친절함과 전문

성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듯함이 스며있어 (재)여성기업종합지

원센터와 매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감히 얘기해 봅니다.

경기권에 출하중인 물류창고 내부 전경 무한종합상사 정문, 수도권과 중부권의 물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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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컨설팅으로 노무관리 애로 해결  

 _ ㈜티비엠

「인사·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고용창출 _ ㈜디더블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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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건강한 간편식 먹거리 문화’에 기여하고자 

TBM을 창업하다

“최고의 구매가 최고의 판매로 이루어진다.” 2016년 8월 1일 창업한 여성기

업 주식회사 티비엠의 창업정신이자 모토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그리고 1인 가구와 노령인구가 증가하며 ‘혼밥 문화’가 일상화되어가고 있

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티비엠 신문용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컨설팅으로 

노무관리 애로 해결

TBM은 The Best Merchandising의 약자로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주 업종으

로 하여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공식품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

다. 해외의 유명한 식품업체와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가공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새로운 컨셉의 제품

을 개발하여 삶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TBM이 취급하는 주요 상품은 제주삼다, 올레씨푸드 등 제주 특산수산가공

품 파트너사의 제품과 태국의 수산가공품, 싱가포르의 딤섬, 프랑스의 크

루아상 생지와 마카롱 등 자사에서 엄선한 프리미엄 제품을 직수입하여 판

매하고 있습니다. TBM에서 납품하고 있는 주요 파트너사는 이마트, SSG. 

COM, 쿠팡(로켓배송) 및 프리미엄 마켓인 PK마켓, SSG Food Market, 마켓

컬리 등으로 퀄리티 높은 간편식 및 신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출 확대와 함께 고용을 창출하는 소기업으로 성장하다

판매상품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프리미엄 상품화 전략을 통하여 2016년 8월 

멕시칸전문 레스토랑인 ‘온더보더’와 이마트 프리미엄 브랜드인 ‘피코크’를 

콜라보하여 ‘피코크 온더보더 나초’를 출시하였으며, 1 년간의 개발을 거쳐 

‘피코크 떠먹는 치즈’를 2017년 3월에 출시하였습니다. TBM만의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상품으로 출시하고, PK마켓과 이마트

TBM | PRODUCT LIST

BAKERY

르푸닐드피에르-뱅오쇼콜라
| 제품설명 |
1. Bridor의 B2C 브랜드인 Le fournil de Pierre.
정통 레시피의 뱅오쇼콜라 생지 그대로 담은 제품

2.실온에서 약 30분간 해동 후, 에어프라이기 170~175도에서
15분~17분간 조리하면 갓 구운 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3. 바삭하고 부드러운 패스츄리 퍼프안에 초콜릿을 넣어 더욱
맛이 있습니다. 

4. 패스츄리에 적합한 100%퓨어버터를 발효하여 사용하여 향
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 용기.용량.보관유통 |
1. 포장: 70g*6pcs/bag, 12bag/1carton,
70carton/1pallet
2. 냉동보관, 유통기한 1년

| 기타 |
원산지: 프랑스

제품 이미지

TMB. Companyprofile version.1

TBM | PRODUCT LIST

MACAROONS

마카롱 (프랑스 Bridor제품)
| 제품설명 |
1. 정통레시피의 마카롱 3종이 6pcs들어간 제품
2.초콜렛 마카롱: 부드러운 꼬끄와 가나슈 필링으로 채워진 짙은
브라운색의 다크초콜렛 마카롱

3. 바닐라 마카롱: 풍부한 바닐라향의 꼬끄와 가나슈 필링의 옅은
브라운색의 마카롱

4. 라즈베리 마카롱: 라즈베리로 색과 맛을 낸 필링과 꼬끄로 눈과
입이 즐거운 마카롱

5. 해동과정없이 바로 먹어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6. 먹기 전 약 10분 상온해동 후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 용기.용량.보관유통 |
1. 포장: 12g*6pcs/tray, 30tray/1carton, 88carton/1pallet
2. 냉동보관, 유통기한 1년(냉동보관시)
3. 가정용냉장고에서 냉장보관시 4일간 보관가능
4. 기타사항: 냉장고에서 (4도) 약 4시간 해동 이후, 상온에서
15~30분간 보관 후 드시면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기타 |
원산지: 프랑스

제품 이미지

• 마카롱 flavor: Chocolate (초콜렛)

Vanilla (바닐라)
Raspberry (라스베리)

TMB. Companyprofile version.1

상품소개 1 상품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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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규 밀키트 제품이나 간편식 제품들을 개발하여 론칭하면서 매출이 성

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서 적은 인원이지만 고용 창출도 하게 되어 현재 6명의 직원이 함께 구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곧 매출 신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2019년에는 8억 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업무량 증

가와 거래처의 확대에 따라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과 불량한 근무태도로 「인사·노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다

2020년 4월 1일에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어 수습근무 중

이던 직원의 업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

습니다, 배송업무 수행 도중 거래처의 시설물을 훼손하여 재정적 손실을 초

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회사에는 허위보고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며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직원의 실수

는 곧 회사의 실수이고, 직원은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거래처에 변상을 해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반성과 재기의 기회

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수습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어, 결국 해당 직원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2020년 4월 30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

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2020년 6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으

로부터 7월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창업 이래 처

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회사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노무」 전문가도 없었기에 더욱 난감하였습니다. 이때 ‘여성경제인 

DESK‘가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겼

을 때 잠깐 자문을 받기도 했었기에 혹시나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

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의 컨설팅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다

2020년 6월 29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여성경제인 DESK

의 「인사·노무」 분야 유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

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면 자세히 검토

해주신다는 이야기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고 여성경제인 DESK에 이메일을 

보낸 뒤 검토를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날 이메일 답장을 받았는데 여성경제

인 DESK의 손길을 거친 답변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환골탈

태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에 대하여 다시 통화

를 하면서, 다음날 회사를 방문하여 최종 점검과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 안심이 되었

습니다. 

2020년 7월 2일 오후 2시. 여성경제인 DESK에서 회사를 방문해 주셨습니

다. 답변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점검

해주셨고, 법리적인 쟁점사항도 잘 정리해서 답변서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열릴 경우 답변 및 

대응하는 요령과 심문회의 전에 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 근로자 측과 화

해·조정 의사를 물어올 때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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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 7월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여

성경제인 DESK에서 컨설팅을 해주신 대로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여 제

출하였기에 홀가분하였습니다. 역시나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이 근로자 측

과 화해·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잘못

한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경제인 DESK에서도 화해·조정으로 사건

을 해결하지 않아도 회사가 불리한 점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정정당당

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테니 심문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

니다. 그 후 신청인 근로자 측으로부터 합의요구 금액을 낮출 의향이 있으

니 화해· 조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연락을 받았으나 ‘오히려 근

로자 쪽에서 우리 회사의 재정손실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2020년 7월 1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

니다. ‘신청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로서

는 정당하게 행사한 인사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처

음 겪은 대표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동안 내 일처럼 헌신적으

로 컨설팅을 해주시고 자문을 해주신 여성경제인 DESK에 다시 한번 고마

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TBM의 비전과 도약을 위하여

주식회사 티비엠은 2020년도 상반기에 7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

렸고, 올 해에 2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년대비 3배에 가까운 성장이지만 여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임직원

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로 이마트/SSG 납품 및 고객사의 브랜드 OEM제조 등 기존 

거래건 이외에도 신규로 약 20여 종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파트너

사로 SSG,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세븐일레븐, GS25 등과 다양한 부문

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재)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여성경제인 DESK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TBM은 

‘건강한 먹거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파신청인, 컨설팅 후 답변서 일부

사건종료 안내화면(신청인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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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Untact)’ 시대,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 솔루션’을 

개발하는 ICT 여성기업

주식회사 디더블유아이(DW&I)는 현장중심의 Know-How와 IC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빌딩관리 전문 Smart Working 솔루션’과 ‘비대면 서비스 툴’을 개

발하는 여성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하여 5건의 특허 등록과 6건의 상

표·서비스등록으로 기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

서에서 출발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인

증을 획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디더블유아이 조희선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건물관리 전문 솔루션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유비스마스터(UBIS 

MASTER)’를 필두로 종합병원의 환자이송관리 솔루션인 ‘유비스하이(UBIS 

HI)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종합청사(세종, 광주) 인천국제공

항공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충남대학

교병원, 명지병원 등의 종합병원, 에버랜드, 미래에셋센터원, 삼성블루스퀘

어, 콘래드호텔 등 민간 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과 확대에 따른 고민, 「인사·조직관리」의 어려움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회사이지만 창업 후 5~6년간은 기업의 ERP시스

템 개발과 IT자산관리 아웃소싱 분야에 집중하였으나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2014년 건물관리 스마트 워킹 솔루션인 ‘UBIS MASTER’를 개발하

여 출시하면서부터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

도 하나 둘 늘어나 현재는 7명의 식구가 10억 원의 매출액이 넘는 중소기업

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확대와 성장에 따라 회사의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로서 많은 고민과 해결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과 입사 이후의 여러 가지 인사관리, 그리고 조

직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고민스러운 난제였습니

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25년 이상을 SW개발자, IT엔지니어링 분야의 

특허증1 이노비즈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상표서비스등록증1 특허증2상표서비스등록증2

「인사·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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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만 살아온 경력으로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

족했기에 틈틈이 각종 세미나와 외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관련

지식을 습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인사 및 조직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맡기기에는 회사 규모나 직원 수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었

기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성기업

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성경제

인 DESK가 여성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기업일자리허브의 도움과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의 컨설팅

건물관리 솔루션의 도입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비대면 환자이송관리 솔루

션 사업의 개발 및 특허등록으로 인력충원부터 시급해지게 되었습니다. 온

라인 채용대행 사이트에 구인공고도 게재하고, SW개발 교육기관 등에도 

의뢰하여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았지만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좋은 인재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를 통해 여성경제인 DESK의 「인사·노무」 분

야 전문위원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고충을 토로하며 상담을 받게 되었습

니다. 여성경제인 DESK는 여성기업일자리허브(https://www.iljarihub.or.kr) 플

랫폼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시면서 회원가

입부터 프로젝트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플랫폼에 프로젝트 등록을 하고 난 후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담당하는 부서

의 팀장님, 일자리매니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매칭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주셨고, 여성경제인 DESK에서도 인재 채

용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도움 덕택으로 2020년 3월 

2명의 SW개발 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재 1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상반기 사업실적을 마무리할 즈음에 올해의 사업전망과 하반

기 사업계획을 점검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업

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막

상 실행을 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보기 위해 여성경제인 DESK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고

민을 토로하면서 사업구상을 말씀드리며 자문을 구했고, 2020년 7월 하반

기부터 시행할 조직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업방향 및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추진전략에 대한 코멘

트와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편제와 운용방안, 팀의 네

이밍(Naming)까지 상세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영업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전략적인 실행방안으로 업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파

트너십 아웃소싱은 우리 회사의 실정에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성경제인 DESK에서 자문해주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2020년 7월 

1일 전체 임직원이 모두 모여 조촐한 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

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작지만 정성스런 보상과 표창도 해주고, 하반기의 사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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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

을 함께 가졌습니다. 하반기에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와 사업방향에 맞게 새

로운 조직편제와 운용에 대한 설명과 방침을 공유하면서 회사의 대표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빅데이터’ 기반의 ICT 전문기업으로의 지속적인 도전

주식회사 디더블유아이는 2019년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의 베트

남 현지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사

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유비스마스터’ 솔루션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거래처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울러 정부세종청사의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

공프로젝트 사업의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명실공히 시설관리 분야의 스

마트 워킹 솔루션 전문개발업체로 도약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촉발된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향후 ‘비대 

면’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CT 솔루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대형 빌딩과 테마파크 등의 대규모 시설물 관리

의 효율화와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 회사와 같이 경영전반에 걸쳐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여성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주고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와 여성경제인 DESK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반듯한 여성기업으로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유비스마스터 개요 여성기업일자리허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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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마케팅 
경단녀에서 전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다  

  _ ㈜맘스

여성경제인 DESK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한 
바이어 발굴 _ 수호글로벌

내 아이 피부를 챙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아 화장품 개발
_ ㈜지니더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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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재 기술력으로 세계의 유·아동 입맛을 사로잡는 

“(주)맘스” 창업

㈜맘스는 2017년 6월에 설립된 영·유아식 전문 제조 유통기업입니다. 모

든 제품은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탄생한 제품들입니다.

기존의 영·유아식 시장이 레토르트(retort food) 중심의 대기업 시장인데 비

해 ㈜맘스는 간편조리식 제품으로 완전 조리된 식품에 얼마간의 불안감을

갖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맘스 박은아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만수(수출·무역분야)

초기 이유식용 쌀가루 제품인 “간편 올게 쌀가루 4종” 제품군은 다루기 번

거로운 단호박, 브로콜리, 당근 분말을 쌀가루에 각각 혼합해 아무것도 포

함되지 않은 쌀가루를 포함한 4종의 쌀가루 제품군입니다. 현재 “간편 올게 

쌀가루 4종 세트”를 이용하면 초기 이유식이 주로 판매됩니다.

이 제품은 “올게쌀”이라는 특수한 쌀로 만들어지는데 일반 유기농 쌀과는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제품

은 환자식으로도 활용됩니다.

중후기 이유식용 제품인 “야채 품은쌀”은 한 스틱에 쌀을 포함한 총 9가지

의 농산물이 담긴 국내 최초의 제품으로 물만 붓고 끓이면 야채죽이 완성

됩니다. 가정에서는 소고기나 닭고기, 두부 등 신선재료만 준비하면 다양한 

종류의 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채소를 씻거나 다지는 전 과정이 생

략되므로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 “육아 신박템”으로 유명합니다.

유아용 영양식 제품

경단녀에서 

전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다

수
출

입
·

마
케

팅



108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109

경단녀에서 전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다

처음 ㈜맘스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그야말로 경단녀였던 본인은 온라인 시

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이를 위한 

건강 건조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표 본인이 상세페이지 디자인부

터 기획, 사진촬영까지 일인다역을 하며 매진한 결과 이제는 국내 시장에

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맘스를 도우며 성공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원재료 70%의 요거트볼 “요거요거 딸기”, “요거요거 사과”, 무항생제 한우

사골에 물만 붓고 15시간 끓인 “우리아이 안심곰탕” 등이 있습니다.

“안심곰탕”은 쿠팡 행사에서 5시간 만에 완판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곧 출시되는 “어린이국 3종 세트” 혼합팩은 출시 전부터 이미 쿠팡 로켓의 

입점 제안을 받은 상태이며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단독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외시장 공략, 그 중심에 있는 숨은 조력자 여성경제인 DESK

이제 ㈜맘스는 수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봄 “2020 상반기 여성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에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와 인연을 맺게 되

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 내용이 “이제부터 여성경제인 DESK

를 맘스 사무실 안에 있는 해외수출 전담 위원이라고 생각해 달라.” 였습니

다. 수출에 대한 소망은 컸지만 회사의 수출 애로 사항이었던 실질적인 수

출 경험이 없던 때에 그 말은 맘스에게 엄청난 지원군으로 느껴졌습니다. 

㈜맘스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화학적 첨가물이 없는 엄격한 품질인증 절

차를 거친 제품으로 중국 해외전시회에 출품하여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

정받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 이어 특수한 어린이 김도 연구 중인데 이 제품은 국내 오픈몰뿐 아니라 중

국의 백화점과 협의가 되어 제품 출시와 동시에 수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회사 영문 홈페이지 및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으로 수출 인프라를 구

축하도록 꾸준하게 수출 업무를 진행하여 관련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게 되

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정보 부족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위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바이

어를 추천받아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바이어 상담 시마다 전화를 통해 함께 작전을 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 바이어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수출 가능성 유무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 시엔 제품 가격 경쟁력을 어떤 내용으로 협

야채죽이 되는 야채품은쌀 간편올게 쌀가루 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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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할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야 하는 코칭까지 받습니다. 그야말로 

전 방위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싱가포르 바이어와 상담 과정 중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시

로 상담을 진행 하면서 여성경제인 DESK의 조언대로 상담을 진행한 결과 

구체적인 수출 가격 제시와 샘플 주문까지 확정한 상태입니다.

9월 23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회가 있어 여성경제인 

DESK와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및 직수출 준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표권 등록 완성과 더불어 계속적인 해외 목표시장에 대한 식

품 해외 전시회 참가로 더 많은 홍보 효과와 무역상담 수출이 이루어지리

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해외 바이어 상담회에 참여하여 중국 바이어와 영

양식 제품 수출 상담을 통해 1차 샘플 주문을 받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아직 미흡했던 해외 홍보 마케팅 목적 외국어 홈

페이지 제작부터 해외 상표 등록, 바이어 상담시의 대처 방안, 합리적인 

MOQ 작성, 해외시장 조사까지. 여성경제인 DESK는 ㈜맘스에게 해외시장

에 제대로 된 걸음마를 내딛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고 더 다양해지며, 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해외 영·유아 식품시

장에 기술력과 제품력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맘스의 뒤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 하는 여성경제인 DESK가 있는 한 세계시장 진출

이 그렇게 먼 일도,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중국 식품 해외 전시회 무역 상담회

영양식 특허 등록 및 해외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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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두피건강 용품 한류 인지도를 활용한 해외 시장 진출

수호 글로벌은 2017년 3월, 상품 종합 도매업(무역업)으로 등록, 주로 한국

에서 위탁 제조한 헤어 제품들을 수출하는 회사로 시작하여 지난 2019년 7

월, 국내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 판매업을 추가하고 무역업

(수출)과 국내 도소매를 함께 하는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헤어 제품일까?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헤어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국산 헤어 전문가 제품

수호글로벌 이수정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만수(수출·무역분야)

을 소개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

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현지인

들의 니즈는 한국형 두피 관리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홈 케어 제품으로 고객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게 되었습

니다.

한류의 위상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이미지와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

은 물론, 빠르게 바뀌는 해외 소비자의 성향은 한국의 트렌드와 시간적 차

이 또한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방송, SNS 등의 각종 매체들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특히 ‘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제품’, ‘한국 사람들이 직

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무덥고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동남아시아 현지인들의 두피 상태

를 개선함과 동시에 탈모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 그리고 지성 두피

와 기름진 모발에 적합한 헤어트리트먼트처럼 수많은 테스트를 거듭하면

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점 수출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판매 대상을 

국내와 국외 판매를 겸한 B2B와 B2C로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

여성경제인 DESK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한 

바이어 발굴

트리트먼트 두피 케어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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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의 다이내믹한 변화의 흐름과 정보 습득에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 

한국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뷰티 전시회 출품 수출 전문위원의 

홍보 마케팅 및 무역상담 자문

한국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많은 정보를 얻고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 경기북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분야

의 여성기업인들과 교류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던 

중 경기북부 창업지원센터 수출바우처 심사 위원으로 오신 분이 여성경제

인 DESK 사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의 약점인 수출지원 사

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과 

목표 해외시장 선정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을 자문 받고 직

수출 증대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내 판매 제품’이 중요한 수출 전략이 됨에 따라 스파클린 브랜드 라인

의 제품들은 국내 판매 마케팅 자료를 토대로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요구

사항을 만족시킴으로써 수호 글로벌 제품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

내 및 해외 수출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며 꾸준히 성장하는 업체가 되고

자 매년 2회는 목표 국가의 해외 미용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무역상담 

지원을 받으며 현지 소비자들과 유통사의 니즈 및 트렌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로 바뀌게 된 

비대면 해외 시장의 B2B와 B2C 판로 확대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팬데믹 사태가 초래

되었고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여러 상황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며 지금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 이상 지속 된 동남아시아의 폐쇄령으로 수출의 길이 닫혀버린 상황

에서 국내에서는 자사몰 구축 및 뷰티 블로거들을 통한 체험담과 키워드 

광고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노출을 시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한 B2C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 형태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온라인 B2C 사업은 말레이시아 쇼피, 미국 아마존, 태국 라자다, 

쇼피 등에 입점 해외 바이어를 발굴 하고 있으며 국내 온라인 사업은 회사 

자사 쇼핑몰, G마켓, 11번가, 위메프, 옥션 등으로 판로를 확보하여 매출 증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헤어 제품은 주로 미용실의 추천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편이라 미용실 운영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온라인 판매의 활발한 마케

팅 활동으로 재구매율을 늘려가며 인지도를 넓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경제인 DESK와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한 바이어 발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목표시장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에 처한 여성

경제인 DESK는 해외 무역관을 통한 해외지사화 사업을 적극 추천하여 러

베트남 코스모 뷰티 호치민 말레이시아 뷰티 엑스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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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모스크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지역을 해외 목표시장으로 등록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

여 직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국어로 만들어진 브로슈어와 제품 영문 상세페이지는 타국가의 바이어

들에게도 좋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해외 바이어들과 만남의 기회를 기

대하기 어려운 2020년은 여러 기관들의 온라인 박람회와 신규 해외 바이어 

화상 미팅 참가 지원 정책으로 대처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그 결과는 아

주 미미한 상태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상황과 외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

한 수준으로 신상품 개발을 잠시 미루고 전문위원과 협의 하에 기존 제품

의 용량을 축소하여 포장 디자인을 조정하고 제품 단위 단가를 낮춘 소용

량의 제품을 생산하기로 일부 계획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때마침 여성경제

인 DESK에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수출 기업화 지원에 관한 정보

를 알려주셨고, 선정이 되어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

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는 수출 시작 단계에 있는 여성기업인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시작 단계부터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십니다.

수출초보기업에서 수출 유망기업으로 점프 업

수호글로벌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위탁 제조한 헤어 제

품들을 수출하는 회사로서 이미 스파클린 브랜드의 제품들을 말레이시아, 베

트남, 러시아,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외의 다른 나라들(인도

네시아, 태국, 캄보디아)과 수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바이어와 연계 현지 Agent 대리점 계약으로 잠재 바이어 발굴과 현지의 

유통 흐름 및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Follow up을 해주고 있어 코로나19로 인

한 해외 이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

을 수 있도록 여성기업

인 DESK와의 상담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과 조언뿐

만 아니라 무역업에 장

기간 해외 주재원 생활

을 하신 경험담과 노하

우를 전해 들으면서 현 

상황에 맞게 시행착오

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수출금액은 $72,000에서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러시

아 등 목표 금액 $100,000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유망 기업으로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확충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맞는 대처와 준비할 점들을 미리 알려주시

고 있어 수출 초보자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완벽한 맞춤 파

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점 수출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 회사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합니다.

새로출시한 300ml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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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피부를 챙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아 화장품 개발 

<지니더바틀>은 Clean Beauty, Simple Routine을 모토로 피부와 환경을 건

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소비자가 필요

로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화장품 성분뿐 아니라 지구 환경 보호

와 윤리적 소비 등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만수(수출·무역분야)

2017년 명함 사이즈의 납작한 휴대용 스프레이 용기에 보습 에센스를 넣어 

언제 어디서나 뿌릴 수 있는 <데일리 테라피 에센스> 출시를 시작으로 <부

스팅 에센스>, <아쿠아 봄봄 크림>, <라이크어 매직 세럼>, <비타민 B12 버블 

폼 클렌저>, <매직 클렌징 패드> 신제품 <올데이 하이드레이팅 마스크>까지 

현재 총 8가지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입니다.

2018년에는 키즈 전문 브랜드 <아임낫어베이비>를 론칭했습니다.

<아임낫어베이비>는 Great Ingredients, Great Products를 모토로, 내 아이를 

위해 엄마들이 만든, 4세-12세 키즈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입니다. 자

극적이지 않은 천연 유래 성분으로 성장기 어린이 피부 고민에 꼭 맞는 안

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첫 출시 제품인 <고트밀크 키즈샴푸>

는 <카카오 메이커스> - 낭비 없는 생산과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산자

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 에

서 2018년 3월 2주 동안 2회 매진을 

기록, 화제를 모으며 성공적으로 론

칭했습니다. <고트밀크 키즈 페이셜 

클렌저>는 사용이 쉬운 버블 폼 클

렌저 타입의 어린이 데일리 세안제

지니더바틀 아임낫어베이비 제품라인 신제품 올데이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내 아이 피부를 챙기는

엄마의 마음으로 

유아 화장품 개발

현대 박화점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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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자극 인증을 받았

으며, 신제품 <페이스앤

바디 선쿠션 SPF50+, 

PA++++>은 자극 유발 

인자와 5가지 유해성분

(소듐벤조에이트, 아보

벤존, 옥시벤존, 폴리에

틸렌글라이콜, 데카메

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을 넣지 않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올해 5월 <와디

즈>에서 론칭하여 일주일 동안 2406% 펀딩 달성율을 기록한 인기 제품입

니다. 이 외 3가지 특허 성분으로 샤워 후에도 당김 없이 촉촉한 <고트밀크 

키즈 바디워시> 가늘고 끊어지기 쉬운 어린이 모발을 위한 무실리콘 성분

의 <고트밀크 키즈 헤어 컨디셔너>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쉬운 성장기 어린

이들을 위한 고보습 로션 <고트밀크 키즈 페이스앤바디 로션> 등 총 8가지 

제품이 출시되어 SSG.com, CJ오쇼핑, H몰, Lotte On, 쿠팡 로켓배송, 마켓

컬리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입점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몰은 갤러리아백화점 

Gourmet494 세 곳(본점, 광교점, 나인원한남점), SSG푸드 마켓 2곳(청담, 도

곡), PK마켓 3곳(스타필드 하남, 위례, 고양)에서 판매 중입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에 도전

2019년 친환경 소재 화장품을 제조하여 내수시장 매출 실적을 2억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하고 성장하였으나 내수경기 침체 및 올 초 코로나19 전염 확

산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

출입 무역실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를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

외 목표 시장 선정 및 

바이어를 발굴하여 지

난달 일본 바이어에게 

헤어 샴푸 첫 선적 수출

을 달성했습니다. 한 걸

음 한 걸음 수출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여성기

업의 수출이 막연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두 브랜드의 성공적인 론칭과 국내 온라인 몰의 판매 성장을 밑거름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2020년 상반기에 두 

가지의 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COSMO BEAUTY SEOUL 2020 박람회>와 4월 오픈 예정인 베트남 하노이 

Vincom Mega Mall Time City에 742평 규모의 <베트남 서울메이드 브랜드숍

>이 그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서울메이드 브랜드숍은 서울어워드에 선정된 

제품만 참가 가능한데, 지니더바틀과 아임낫어베이비는 1년 동안 열심히 준

비하여 판매 제품과 전시 제품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두 전시가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무척 실망하고 있을 때 여성경제

인 DESK의 도움으로 코트라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인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

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Level) 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역량 현황과 

리얼 소사이시티 바자회 코엑스 COSMO BEAUTY SEOUL 2020 박람회

코엑스 COSMO BEAUTY SEOUL 2020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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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 리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회사가 선정이 되어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출 컨설팅, 내수기업에서 해외진출 첫 수출 성공

여성경제인 DESK에서 지원하였던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험이 없고 해외시장 정보가 없어서 해외시

장 진출을 하고 싶었으나 무역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해외 홍보 마케

팅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과 무역계약서 양식과 수출조

건 등 수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내수기업 수출지원 사업인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에 추천, Buy Korea 

E-market B2B On-line mall에 상품을 등록하였습니다. 해외무역관을 통한 

제품 홍보 바이어 정보 입수 무역실무 자료 지원을 하여 수출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화장품 수출의 경우 해외 현지 식약청의 해외규격인증이 필요하여 중

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수료 보조금 지원 사

업을 추천, 한국 융합 시험연구원을 통한 규격인증을 확보 하였습니다.

올 4월에 한국의 판매 대리점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여

성경제인 DESK의 무역실무 자문을 받아 간접 수출을 직접 수출로 전환하

여 첫 번째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고, 내수 수출 초보기업 지사화 사업(중국 

베이징)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차이나100 칭다오에 참가하여 

관심 기업에 제품 샘플을 보내 수출을 진행 중이며, 소량 주문에도 원활하

게 대응하면서 해외시장을 꾸준히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아임낫어베이비 신제품 선쿠션과 키즈 페이셜 클렌져

수
출

입
·

마
케

팅



정보화융합기술 
기술 스타트업의 강소기업 성장  

  _㈜스마트웨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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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입니다. 게임

을 하는 중에 드러나는 컴퓨터 퍼포먼스의 한계는 치명적이었고, CPU 발열

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컴퓨터 방열 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CPU의 퍼포먼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중의 고가 칠러

(chiller)를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었지만, 기존의 냉각방식인 수냉식 쿨러와 

시끄러운 팬은, 아무리 화려한 LED 조명으로 멋을 낸다고 해도 저의 취향

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플사의 컴퓨터처럼 얇고 단순한 고성능 컴퓨터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스마트웨어솔루션 오지영 대표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2018년 제품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니즈로, `스마트웨어솔루션`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물리학과 명예교수님이신 아버님의 도움을 받

았습니다. 40년이 넘게 응용물리학을 연구하신 아버님은 항상 “핵심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방열 원천기술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의 컨테이너 안에서 작동유체가 증발과 액화를 

반복하며 열을 전달하는,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이며 무동력인 히트파이프

(heat pipe)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기술기업과 창업 

사업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진입한 시장은 LED 조명등 시장이었습니다. 특

히 LED는 열이 제품의 성능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新방

열기술이 진입할 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행히 LED 시장의 방열에 대한 수요는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제품에 

개발기술을 적용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

인한 후 저는 기술 자체를 브랜드화 시킨 `히트패스`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

었습니다.

www.heatpass.com

S M A R T W H E R E  S O L U T I O N  
ENERGY & THERMAL MANAGEMENT

(주)스마트웨어솔루션은EnergySolutionforEverywhere의줄임말로,고출력전기
전자제품의열관련문제해결을위한방열기술을개발을기반으로최적의냉각모듈을
제공하는ThermalDesign전문회사입니다.

전기전자기술이발전하면할수록발열과오래쓸수있는저전력구현이중요해질것
입니다.스마트웨어솔루션은지속적연구를통해고집적화된열냉각에최적화된혁신
솔루션을만들어,보다안정된미래가치를제공하겠습니다.

COPYRIGHT©SmartWhereSolutionInc.AllRightsReserved.COPYRIGHT©SmartWhereSolutionInc.AllRightsReserved.

S M A R T W H E R E  S O L U T I O N
기술 스타트업의

강소기업 성장

히트패스 제품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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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품화는 또 다른 이슈를 발생시켰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 한 번에 동일한 제품을 일정 수량 양산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이

용할 수요층이 일정하게 있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시장은 지나치게 광

범위한데다 발열이슈가 있는 제품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는 시장 세분화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세분화하

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아닌 횡으로 시장을 세

분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제품영역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닌, 사업

체 규모와 실사용자의 성향

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였습

니다. 또한, 실사용자가 저

희 제품을 이용하여 각자의 제품에 맞게 직접 변형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침내 `히트패스 솔루션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제품

을 위한 방열 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단위의 해석 소프트웨

어와 적어도 석사 이상의 방열설계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히트패스` 

제품은 투자비용 없이 엔지니어가 직접 발열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최적 방열설계를 위해 형태 변이가 필요한 히트파이프

히트패스 솔루션 키트

히트패스 적용 예2히트패스 적용 예1전기전자제품 방열 시장

정
보

화
융

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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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에 만난 여성경제인 DESK의 기업 애로 중개소 역할

여성경제인 DESK는 기업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 주었습니다. 창업 초

기에 직원들 컨트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업 후 직원들의 입사

와 퇴직은 반복되었고 직원들이 퇴사 후 혼자 있을 때, 큰 계약(건)이 있었

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 (재)여성기업종

합지원센터의 여성경제인 DESK에 자문신청을 하여 전문위원을 만나게 되

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려운 계약(건)이었는데, 업체와 공급계약에 있어서 

본 기업에 유리한 독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양식과 개선된 양식

을 지원하여 주었고,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통하여 정부지원 R&D사업(디딤

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R&D를 이용하여 본 기

업은 사업 근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인 DESK 네트워킹을 

통하여 인사노무 전문위원을 소개 받았고, 인사노무에 대해 많은 어려운 부

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은 정부지원 사

업안내 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 중개소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사

업하는 저에게 전문위원은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

어 주었습니다.

발열은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

3-SAVE 전략

대에 맞춰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발열 이슈는 제품의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초기

에 계획한 디자인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스마트웨어솔루션은 이

런 기업들이 성능과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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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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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담사례를 통해 배우는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1.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속근무에 대한 근로관계 
2. 코로나19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유행과 노무관리 
3.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처리 등 노무관리 
4.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기업경영SOS  

1. 네일아트숍 창업, 준비사항과 자금조달 방법  
2. 내가 신용불량자? 신용등급관리 
3. 부족 운영자금 해결방법은? 
4.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5. 디자인 침해를 당했을 때 해결방법은?
6.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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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정년’이란?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설정한 정년에 따라 일정

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⑴에

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정년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

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

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

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

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정년의 연장과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관계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년의 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

추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대

표와 합의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낮더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① 사업

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속근무에 대한 근로관계 
2020 상담사례를 통해 배우는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정년(만 60세)이 도래한 시점에 정년퇴직 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직
원에 대하여 몇 년 후에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또는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이레인텍”은 친환경탈취제, 세정제

와 치약, 비누 등 세제를 제조하고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2012년 창업하여 30여명

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키지 

않고 입사이후 8년째(정년 이후는 4년째) 근무 중에 있고, 다른 한 명은 인사관리

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정년이 되었는지 모르고 2년 이상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정년이 도과된 것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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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의 정년퇴직은 불가능 

상담사례와 같이 정년이 지났는데도 별도의 재계약이나 명시적인 정년조정 없이 계속근무를 해온 

경우에는 재차 정년퇴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

는 당연히 종료사유가 되지만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동의 또는 묵시아

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돼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

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한 후 별도의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 형

태의 재고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⑴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 코로나19 때문에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특정 직원이
나 부서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아트 등 많은 여성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 등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 노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

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란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서 나

온 이 말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직장

생활과 일하는 방식에는 적응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 언택트 및 온라인 커뮤니케

이션, 오프라인 미팅의 감소, 화상회의 등... 이러한 ‘뉴 노멀(New Normal)’의 

진행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이기에 기업들도 이에 적응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비한 인사·노무 및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와 같은 전염성질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휴업·휴직 등의 노무관

리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과 
휴업·휴직 등의 노무관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2020 상담사례를 통해 배우는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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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전염성 질환으로 직원이 결근할 경우 노무관리 대책은?

근로기준법상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다

만, 사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전염성 질환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에 휴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급책임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 노무제공이 수반되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

로의사를 가진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어 기

업 활동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노무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근로자는 민법에 의한 임금청

구권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청구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

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 귀책,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세력범위는 사용자의 힘이나 영향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경영실태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이 발생한 경영상태가 

사용자의 과실이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를 말합니다. 사용자 귀책에 관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 바는 없지만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에서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❶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_

부당한 승무정지 기간, 고의로 휴업한 경우, 불황으로 인한 조업단축,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료

수송 장애, 위법한 직장폐쇄, 단순강우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차량정비 불량으로 인한 면허정

지, 사용자 지시로 정원초과 운행 중 면허정지를 받아 휴업한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업 등

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❷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_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 직권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자가 자진

해서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징계로 인한 정당한 대기발령과 출근정지 기간, 폭설 등으로 통근

버스 운행이 정지되어 휴업한 경우, 외부적 원인에 의한 단전단수로 조업중단, 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기간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

지 않습니다. 

❸ 전염성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의 판단_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질환으로 인해 격리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불가항력적 사유 등 사용자 귀책

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불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귀책사

유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의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휴

직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❹ 근로자 입장에서 본 불가항력적 결근_

근로자의 경우 비록 그 자신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전염성 질환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계

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상응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노무제공 대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결근이 불가항력이었던 만

큼 사전 결근계 제출 등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무규정을 준수했

다면 근무성적평가에서 저평가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

지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사용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달리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되고 그로 인해 격리, 입원 

등으로 결근에 이르렀다면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임금 즉,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염병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코로나19나 기타 전염성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의 유연근로제를 

실시할 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

는 경우와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❶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_

재택근무를 할 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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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

니다. 여기서 ‘상시 통신이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

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❷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_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

간 계산의 특례)에서 규정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 근

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처리 등 노무관리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기간제 근로자와 체결한 1년간의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 종
료를 위해 회사가 어떠한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정보·뉴스 제공 및 과학전문 콘텐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OOO”은 

업종 특성상 회사의 업무별 직군이 취재·기자, 웹 콘텐츠 관리, 컨벤션 직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직군별 직무특성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프로

젝트성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비중이 상당하여 직원 중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 회사의 여건과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기

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노무관리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 상담사례를 통해 배우는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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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

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

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동 기간의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의 

의미가 아닌, 동일한 임금결정단위를 연간으로 설정한 기간(연봉계약기간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법적효력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

로자로서의 신분은 물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

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

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 없이 퇴직금 등 

임금정산과 퇴직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

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

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❶ 기간제근로계약 기간의 2년 초과 금지규정_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

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❷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_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취업규

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

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실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세심한 노무관리

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될 때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데 이견이 없도록 계약갱신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근로조건이나 계약사항 및 업무와 관

련하여 소통하거나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는 ①사업의 목적과 성격, ②사업장의 여건, ③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④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⑤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⑥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

한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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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경만(인사·노무분야)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당사는 계절적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년에 두 번씩 성수기
에 아르바이트 사원(단시간 근로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
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짧
은데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패션은 학생복을 만들어 납품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신학기에 맞추어 학생교복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적기에 학교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출시해야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계절

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아르바이트 사원마다 다르

고 정규근로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사례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 상담사례를 통해 배우는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⑶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일분의 임금을 지급

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유급으로 쉴 수 있도

록 하는 날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때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❶ 1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❷  사용자와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즉, 결근을 하지 않는 한 지각이나 조 

퇴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❸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즉,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하는 주에

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때에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의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

율에 따라 결정⑷합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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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예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4주간의 총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고, 

1일 6시간, 1주 3일(18시간/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구분 소정근로시간 시급 주휴일(시간) 주휴수당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8,720원 8시간 8,720원×8시간=69,760원

단시간근로자
1일 6시간
1주 18시간

8,720원 3.6시간* 8,720원×3.6시간=31,392원

*주휴시간: 6시간×3일÷40시간×8=3.6시간

⑶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⑷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참고 및 인용문헌】

  1.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 《법령 및 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고용노동부

  4.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방안 매뉴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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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예비창업(네일아트숍)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자금조달 방법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많은 여성들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일아트숍은 최근 경제 소비주

체로 떠오른 여성고객들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인기창업 

아이템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확인해야 하는 기본정보와 자금조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경영SOS

1. 사전준비단계 (예비창업자)

1)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 제1종 근린생활인 건축물(바닥면적 1,000㎡미만)

•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 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기구 소

독 장비 비치 등

2)  사전 위생교육 :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

• 미교육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인 · 허가 신청 단계

1)  영업신고

•  구비서류 : 공중위생 영업신고 신청서, 면

허증 사본, 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 등

2)  관할 시·군·구청  위생교육

• 접 수 → 등록요건 심사 → 요건 구비 → 

등록증 교부

3. 사업자등록 단계

1)  사업자등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등 준비

→ 관할세무서 혹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서 작성

2)  관할세무서

•  접 수 → 서류검토 / 면담 → 현장 확인조사 → 결재 → 사업자등록증 수령

4. 필요자금 조달방법

창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

업자금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한국여성경제

인협회에서도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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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진행하는 “예비창업교육”을 받으시면 보다 쉽게 창

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 1357)

정부지원사업인 소상공인대출 및 각 금융기관대출은 신용등급을 따지게 되며, 만약 신용등급이 낮

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

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이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

게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 1397)

예비창업자인 경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창업 

3개월 전부터 대출 가능. 단, 임차보증금 한도 내)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 . 신용불량자?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우리 센터에서 창업관련 정부지원자금 수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

담 후 신용보증기관에 방문하였으나 보증심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창

업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5년전 사업장 폐업시 세금(8만원 가량)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

의 신용등급으로 보증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경영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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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란 신용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신용은 한 개인

의 재무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는 신용관리가 필

수 요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관리의 허(虛)와 실(実)!

 무조건 빚이 없으면 신용이 좋을 것이라는 착각

과 오해. 그러나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잘 갚는다면 오히려 개인 신용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 제2금융권 또는 카드

론, 캐피탈 자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악영향을 끼

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신용이 좋을 

것이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따라서 신용관리란 연체관리, 상환관리, 카드사용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통신비 등   모든 분야에

서 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총 재무능력을 뜻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회사의 내부신용평점시스템

 신용평가회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 각 금융회사에서  내부신용평가시

스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정해 놓고 금융거래 실적 쌓기도 좋은 예입니다.

신용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

금융회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신용평점

신용거래 승인 
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 결정+ =

예) 거래정보, 직장정보, 소득정보 등

3. 신용관리는 이렇게 해야 !!!

1.연체는 단 하루라도 NO!

연체해도 갚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간다고? ··· 

NO (3년간 기록남음)

통신비, 휴대폰 요금 등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

는 습관이 중요

2.보증도 대출이다 YES!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대신 대

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보증 = 대출)

대신 갚아줄 생각이 아니라면, 친한 사이라도 보증은 금물

3.내게 꼭 필요한 카드만 사용 YES!

체크카드 사용 권장 (통장잔액 범위내에서 관리 됨)

꼭 필요한 카드만 사용·관리해서 우량고객이 되면 대출시 낮은 금리 적용

4.현금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사용 YES!

현금서비스나 인터넷 대출 등 단기채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신용등급 하락 요인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소비생활

 5. 신용카드는 안 쓰기 보다는 잘 쓰라 YES!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같은 신용거래기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

건전한 카드 사용실적은 신용위험이 낮은것으로 평가 (신용평점 플러스요인)

6.카드 돌려막기는 신용하락의 지름길 YES!

다른 카드로 돌려막거나 돌려막기가 버거워 제2, 제3금융권 대출을 사용하는 순간 신용등

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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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출부터 갚고 적금하라 YES!

여윳 돈이 생기면 적금보다는 반드시 대출부터 상환하라 

적금을 한다고 신용이 좋아지지는 않으니 대출먼저 상환

8.오래된 연체부터 갚아라 YES!

연체기간 길수록, 연체금액 클수록, 연체 회수가 많을수록 신용평가 부정적

9.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YES!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한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불법대부업체인 경우 신용뇌사 상태로 빠짐

10.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하기 YES! 

개인정보 유출, 도용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 지름길

그 외 연락처 변경 시(이메일 변경 등) 금융회사 통보하기, 부당한 대금청구 대비하기, 본인의 신용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연체독촉 전화도 잘 받기 등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대호(자금·금융·세무분야)

외상매출금 대금회수 불능
금융권 대출 불가 
부족 운영자금 해결방법은?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은 원청업자의 부도로 인해 대금

회수가 어렵게 되어 거래은행에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융자요청을 하였으

나 거절당하였습니다.

A기업은 그동안 원청회사의 든든한 재무구조 및 거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경영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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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은행의 대출 중단?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중단시켰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기 업체의 경우에는 원청

사의 거래 종속관계(단일화), 담보여력 부족 또는 지속적인 매출하락 등을 감안한 기업여신 신용 

리스크 관리강화 차원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당장 기업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A기업은 다른 금융기관에 융자도 알아보았으나 부족한 담보와 제2금융권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 이러한 심정을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에 전화

하면 여성경제인 DESK에서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무료컨설팅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상담

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결과 기업존속 여부는 거래선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긴급경영안정화자

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A기업에 대한 신용과 업종, 업력 및 사업성, 기술성, 동업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매출채권 보험가입은 필수?

또한 상기 A업체의 경우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매출채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및 “기업 간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

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위험을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할 이유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의 효과로는 거래담보기능으로 인한 신규거래처 확보와 기존거래처와의 외상거래 규

모가 확대 가능하며 아울러 매출증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시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기 때문에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신용보증재단)

Step 1

대출실행

(취급은행)

Step 5

보증심사

(신용보증

재단)

Step 3

신용조사

(신용보증

재단)

Step 2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재단)

Step 4

▶ ▶ ▶ ▶

판매위험 보장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상태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따라 담보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원청업체가 재무적으로 든든하고 전방산업이 확실하여 부도에 대한 염려가 없다하더

라도 “매출채권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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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정부지원사업(R&D)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
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미래에 진행예정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작성요령은 사업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실적이면서 간결한 작성을 요합

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작

성된 사업계획서는 각종 정부지원(창업경진대회, 전국 발명대회, 판로개척, 수출지

원사업 등) 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 참조 : R&D 등 정부과제의 사업계획서

기업경영SOS

1.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 및 요령

❶ 개발기술 개요 및 필요성

우선 개발대상 제품, 기술,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의 현황, 문제점과 전망, 

그리고 개발의 필요성을 서술합니다.

❷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개발대상 제품, 기술, 서비스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강조하고, 국내의 기존기

술(제품) 및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❸ 기술개발 준비현황

1.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제안한 기술개발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선행연구결과 및 애로사항(상용화를 위해 해결

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제품, 기술, 서비스 개발의 준

비현황을 작성합니다.

2.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유사특허가 있는 경우 이들을 확보하고, 보존하

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3. 기술유출 방지대책

신청과제에 대한 R&D산출물(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실험데이터, 디자인, 설계

도, 기타 결과물 등)에 대한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서술합니다.

❹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1. 기술개발 최종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내용을 개발결과물(제품, 기술 등)을 중심으로 적용분야, 적용

기술, 주요성능 등을 작성하고, 개발결과물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ooo 알고리즘, ooo 

시스템 등). 또한, 개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모델,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기술개발 내용

기술 및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내용

에 대한 방법론(각 기능에 대한 구현방법) 및 핵심기술개발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수행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등) 및 외주용역처

리 등 해당 기관별로 담당업무를 명시합니다. 기술개발 비중 제시도 필요합니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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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주관기관(업)은 기술개발 비중을 50%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4. 세부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들을 개발 내용별로 월별 계획을 도식화 합니다.

❺ 주요 연구 인력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작성을 합니다.

❻ 연구시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 등을 작성합니다.

❼ 사업화 계획 

1. 국내·외 시장규모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 서비스)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합

니다.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

수행기관 담당 및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 비중(%)

세부 개발내용 수행
(주관/위탁)

기술개발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  명(구분)
경력사항

전 공(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구 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구입가격(백만원) 구입년도 용 도(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시장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하시어 작성합니다. 이 때 자료들의 출처를 명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자사제품 혹은 개발예정인 제품의 국내외 경쟁사들을 인터넷 혹은 신문기사, 학위논문 

등의 자료조사를 통하여 제시합니다.   

3.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제품화, 제품양산 계획과 판로개척 내용들을 작성합니다. 제품화란 개발한 기술이 최종 

제품·서비스 형태로 개발계획과정을 의미하고, 제품양산은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로개척은 양산제품의 마케팅, 판매전략 등 판로개척 계

획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산 제품, 서비스의 마케팅·판매전략 등 판로확보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SWOT 분석을 이용하여 요소기술/제품/서비스의 시장경쟁력, 차별성 분석 

등을 작성합니다. SWOT 분석은 자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파악하여 사업단위별 

목표와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표 참조).

4. 투자 및 판매계획  

5. 해외시장 진출 계획

개발대상 기술(제품, 서비스)의 현지 시장분석 및 해외마케팅 전략, 경쟁사 제품·서비

스 분석을 제시하고, 현재 직·간접 수출액이 없더라도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 방

안·계획을 기술합니다.

❽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계획 

최근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계획은 사업계획서 심사 혹은 평가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현재 고용현황 및 향후 고용유지·고용창출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제시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R&D 성과 공유, 스톡옵션, 직무보상발명제도, 내일채

움공제 가입 여부 등 주관기관에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 등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하시어 잘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기회, 강점 전략기술
- 시장기회 선점전략
- 시장/제품의 다각화전략
- 공격적 전략

약점, 기회 전략기술
- 핵심역량 강화전략
- 전략적 네트워킹 제휴
- 강화전략

위협
(Threats)

위협, 강점 전략기술
- 시장침투전략
- 제품확충전략
- 다각화 전략

약점, 위협 전략기술
- 철수전략
- 제품/시장 집중화    
- 방어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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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김창완(창업·경영분야)

디자인 침해를 당했을 때 해결방법은?

 

기업경영SOS

(그림)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 이용(특허심판원)

1.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 침해로 보는 행위

귀사에서는 귀사가 개발한 제품을 A기업이 디자인 복제 및 무단 사용함에 따른 침해를 주

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

였습니다. 귀사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와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조건을 충족하시어 정상적으로 디자인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

114조(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귀사의 디자인보호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

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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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액의 추정

A기업에서 귀사의 상품에 대한 디

자인 침해로 인해 손실부분이 있으

면, 동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

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 활용

동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동법 제126조(심판청구방식)에 의거하여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예시 이미지

5. 분쟁해소를 위한 국가기관(특허심판원)

침해를 당한 귀사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포괄적으로 피해를 규정하기를 

원하고, 귀사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복사하여 수혜를 입은 A기업은 귀사의 제품을 복제하지 

않았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 범위규정 및 당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특허심판원, www.kipo.

go.kr/ipt, ☎ 1544-8080)의 객관적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A기업이 귀사의 디자인

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들이 확보된다면 법적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분쟁 시 사건에 대한 조기해결이 가능하며, 심판결과를 사용하여 침해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등 기업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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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  장건오(R&D정부지원사업·기술평가분야)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디딤돌과제) 
지원받는 방법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여성기업이 창업을 고민할 때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 미용실, 카페 등 소

상공인 업종으로 방향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에서 쉽게 접

근하지 못하고 창업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생존율은 높이고 기술 저변을 확장하

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술창업이 있습니다. 기술창업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있

으나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서 창업을 망설이는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

원 제도이며,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성장기술개발

(R&D)지원사업 중 디딤돌과제의 지원 대상,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특히, 여성참여과제는 여성기업들만이 경쟁하기 때문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이므로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기업경영SOS

1. 지원조건(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은 제외

2.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출연금은 대출 및 융자와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임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3. 지원제외(신청제외)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과제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등

구    분
지원조건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여성참여과제

여성기업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남성이 사장인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여성 예비창업팀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소셜벤처과제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재창업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

※동일내역사업 내에서 동일 차수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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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
비서류) 등록 (※ 사업계획서 Part II 는 15P 이내 작성)

5.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www.smtech.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 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www.smtech.go.kr 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공고

전문기관

현장조사

전문기관

서면평가(필요시)

주관기관

신청·접수

전문기관

대면평가

▶ ▶ ▶ ▶

▶

전문기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선정결과 보고

주관/전문기관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전문기관

선정결과 통보

◀ ◀ ◀ ◀

6. 기타(연계형과제)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창업기업의 R&D 과제를 평가 후 우수과제 지원       

※ 서면평가 면제로서 여성기업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창업성장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2020년도 경우 1월에 사업 공고후, 2월과 7월 2차례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 (2021년도 경우는 미정)

구분 연계 대상 사업 홈페이지 문의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www.kised.or.kr 042-480-4355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 www.kosmes.or.kr 031-490-1174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센터 www.bi.go.kr 042-346-9622

한국발명진흥회 IP나래 www.kipa.org 02-3459-2833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R&D역량제고, 
기술혁신센터의 기술교류네트워크,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
(ICON)

www.smtech.go.kr 042-38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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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연혁

❶ 설립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❷ 설립목적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

비스 제공

❸ 주요기능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여성경제인 교육 훈련 및 여성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여성기업 경영애로 파악 및 제도, 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여성기업육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❹ 연혁

•1971년 (사)대한여성경제인협회 설립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인가

•2007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인가

•2016년 제4대 한무경 이사장 취임

•2019년 제5대 정윤숙 이사장 취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안내
150만 여성기업인과 예비창업 여성을 위한 전담기관

2.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창업 & 일자리

❶ 창업보육센터

초기 여성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전용 유·무형 인프라 제공

•대상 : 창업 후 3년미만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운영 사항은 중기부 고시 제2018-59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름)

•내용 : 여성전용 독립형 창업공군, 사업화 지원, 선배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모집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창업/보육 → 창업보육실 / 각 지역센터

•담당 : 창업지원팀 (02-369-0993, leetk@wbiz.or.kr)

❷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 여성 창업자 발굴·육성 및 여성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연 

1회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대상 :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내용 :  중기부장관상 및 최대 1,000만원 상금, IR·PR 및 BI, 교육·네트워킹,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등 후속지원(후속지원은 각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 해당자에 한

하여 1년간)

•모집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창업/보육 → 여성창업경진대회

•담당 : 창업지원팀 (02-369-0943, kangkh@wbiz.or.kr)

❸ 여성기업일자리허브

여성기업의 프로젝트(구인)에 적합한 전문인력(구직)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대상 : 모든 여성기업

•내용 :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CAD, MS오피스, Adobe) 무료지원, 잡포

탈 무료광고 지원, IBK 기업은행 특별금리 우대 지원, 일자리매니저의 1:1 매

칭서비스

※ 세부내용은 여성기업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참조

•담당 : 성장지원팀 (02-369-0963, iljarihub@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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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지원

❶ 여성기업 수출지원(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내수기업의 첫 수출과 수출보조기업, 수출유망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

•대상 : 수출희망 여성기업 및 수출 여성기업

•내용 :  수출기업화 직접사업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수출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등

•모집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 판로/수출 → 해외진출 지원

•담당 : 판로지원팀 (02-369-0944, hjkang@wbiz.or.kr)

4. 여성경제인 애로상담 및 정책연구

❶ 여성경제인 DESK

여성기업인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제안을 원스탑으로 접수 및 해결해주는 상담서비스

•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주

•내용 :  인사·노무, 자금·금융·세무, 창업·경영, 수출·무역·마케팅, R&D 정부지원사

업·기술평가 등 경영관리 전반 상담

※ 세부내용은 여성경제인 DESK 홈페이지(www.desk.or.kr) 참조

•담당 : 성장지원팀 (02-369-0963, iljarihub@wbiz.or.kr)

❷ 여성경제연구소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연구조사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행

- 통계 생성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관련 통계, 애로 실태조사)

-  정책제안 및 정책교류

•자료제공 : 여성경제연구소 (02-369-0991, www.wbiz.or.kr)

소속 전화번호 주소

중앙센터 02-369-0948 (06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서울센터 02-702-4244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부산센터 051-465-143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 (초량동)

대구경북센터 053-742-0552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5층 (만촌동)

광주센터 062-527-1612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신안동)

대전센터 042-935-2864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 

(용산동)

인천센터 032-260-3603
(21633)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고잔동) 

울산센터 052-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 (신정동)

강원센터 033-241-347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후평동)

경기센터 031-211-0296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충북센터 043-236-6561 (28558)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167번길 4  4층 (봉명동)

전북센터 063-272-9906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서신동)

경남센터 055-212-1325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대원동)

제주센터 064-726-4467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23 2층 (일도동)

세종충남센터 041-569-0572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성정동)

전남센터 061-284-4343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 1차)

경기북부센터 031-868-8315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5층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센터 현황

※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문의는 전국센터 전문위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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