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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결과보고  

Ⅰ. 행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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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개최 개요

□ 목   적
   한·일 양국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일협력사업」의 통합 개최로 

규모 있는 행사의 개최를 통해 양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비즈니스 교류와 양국 간 산업협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도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일    시 : 2017. 9. 26(화)∼28(목) 09:00~18:00

□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 주요행사

 <9. 26(화)>
  ㅇ 한일산업기술페어2017 및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개회식
  ㅇ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
  ㅇ 한일산업협력상 시상식

 <9. 27(수)>
  ㅇ 제24회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ㅇ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제1세션, 제2세션, 폐회식, 공동기자회견
  ㅇ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ㅇ 한일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ㅇ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9. 28(목)>
  ㅇ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
  ㅇ 일본 온라인마켓 진출 설명회 & 상담회 
  ㅇ 한국 게임업체 해외(일본) 시장진출 상담회 

□ 규  모 : 한일 양국 기업인 약 630명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한일경제협회  
            (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일한경제협회   

□ 협  력 : (한)주일대한민국총영사관(후쿠오카, 히로시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일)오사카상공회의소 기후현산업경제진흥센터, ERINA, 
큐슈일한경제교류회, (주)파소나, (주)라쿠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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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 간 구 분 내     용

9.26
(화)

09:00∼09:30 등    록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볼룸(Ⅰ,Ⅱ,Ⅲ)

09:30∼18:00 기술지도매칭상담회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

13:30∼14:30 접    수  롯데호텔 2F 크리스탈볼룸(Ⅰ,Ⅱ)

14:30∼14:55 개회· 개회인사  - 김  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사사키 미키오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14:55∼15:10 내빈인사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15:10∼15:35 한일산업협력상 시상식  -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포상(장관상, 이사장상) 

15:35∼15:45 평창동계올림픽 소개  -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15:45∼16:00  Coffee Break

16:00∼16:40 기조연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16:40∼17:00 보고·제언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경과보고]
 - 안종원 사조동아원그룹 고문·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17:00∼17:05 새만금 소개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영상소개]

17:05∼17:10 일반경과보고
 [한일 양국 협회활동 보고]
 - 서석숭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8:00∼19:30 환영리셉션  롯데호텔 2F 크리스탈볼룸(Ⅱ,Ⅲ)

9.27
(수)

07:30∼08:30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롯데호텔 36F 버클리스위트

08:30∼09:00 등    록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볼룸(Ⅰ,Ⅱ,Ⅲ)

09:00∼18:00 비즈니스 상담회
 - 한일부품소재조달공급상담회(3F 사파이어볼룸)
 - 한일기계·플랜트기자재상담회(2F 에메랄드룸)
 - 한일자동차부품상담회(36F 칼튼스위트)

09:00∼16:20 한일경제인회의  - 제1세션/제2세션/폐회식(2F 크리스탈볼룸 Ⅰ,Ⅱ)

9.28
(목)

09:30∼18:00 청년인재채용상담회  -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3F 사파이어볼룸)

10:00∼17:30 설명회&상담회
 - 일본 온라인마켓 진출 설명회&상담회
   (2F 에메랄드룸)

10:00∼18:00 비즈니스 상담회
 - 한국 게임업체 해외(일본) 시장진출 상담회
   (36F 버클리)

□ 행사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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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참가대상 협력단체 주관기관 일    시 장    소

한일 양국재단
연락협의회

위원
20명

양국 재단
양국 협회

한일재단
9.27(수)

07:30~08:30
버클리스위트

(36F)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일본기술자 
51명

일본기술사회 한일재단
9.26(화)

09:30~18:00
사파이어(3F)

한일부품소재
조달공급상담회

일본기업 
35사

일한재단, 
오사카상의 등 

양국재단
협력기관

9.27(수)
09:00~18:00

사파이어(3F)

한일기계플랜트
기자재상담회

일본기업 
10사

일본기계
수출조합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9.27(수)
10:00~18:00

에메랄드(2F)

한일자동차
부품상담회

미쓰비시
자동차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한일경제협회
9.27(수)

10:00~18:00
칼튼스위트

(36F)

게임업체 일본 
시장진출 상담회

NHN 
한게임 

(사)한국
모바일

게임협회
한일경제협회

9.28(목)
10:00~18:00

버클리(36F)

청년인재
채용상담회

일본기업 
35사

오사카상의 
등

한일재단
9.28(목)

09:30~18:00
사파이어(3F)

온라인마켓
설명회&상담회

한일관계자 
100명

라쿠텐 한일재단
9.28(목)

10:00~18:00
에메랄드(2F)

□ 주요행사 개요

□ 행사장 배치표

일 자 시    간
크리스탈(2F) 사파이어

(3F)
에메랄드

(2F)
가넷트
(37F)

칼튼
스위트
(36F)

벨뷰/
샤롯데
(36F)

버클리
(36F)(Ⅰ,Ⅱ) (Ⅲ)

9.25
(월)

오전
오후 입국(일본측 단장단) 예방

9.26
(화)

10:00~12:00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

09:30~18:00

13:30~14:30 접수・등록

14:30~17:10
공동개회식

기조연설 
18:00~20:00 환영리셉션

9.27
(수)

07:30~08:30 연락
협의회

09:00~11:30 09:00~15:40
전체회의
(세션1,2)

한일부품
소재

상담회

09:00~18:00

한일기계
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10:00~18:00

한일 
자동차
부품 

상담회

11:30~
13:30
오찬

11:30~
13:30
오찬11:45~13:10 단원

오찬
16:00~16:20 폐 회 식

9.28
(목)

09:30~12:00 청년인재
채용

상담회

09:30~18:00

온라인
마켓

설명회 &
상담회

10:00~18:00

게임
업체
해외
진출

상담회

12:00~13:00 상담회
오찬

설명회
오찬

13:00~18:00

 * VIP룸 제이드룸(2F) / 한일양국 공동사무국 파인룸(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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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사진

【개회식 전경-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김  윤 이사장】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사사키 이사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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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시상식】

【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시상】 【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상 시상】

【식전 기념사진】 【개회식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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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부품소재 상담회】

【한일부품소재 상담회】

【기술지도매칭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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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계플랜트 전력기자재 상담회】

【한일자동차부품상담회】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

【일본 온라인마켓 진출 설명회&상담회】 【한국 게임업체 일본시장 진출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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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결과보고  

Ⅱ. 개 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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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소개  -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 이시게 히로유키(石毛 博行) JETRO 이사장 

보고·제언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경과보고]

 - 안종원 사조동아원그룹 고문·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새만금 소개  [새만금 및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영상소개]

일반경과보고
 [한일 양국 협회활동 보고]

 - 서석숭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 개회식
  
    ㅇ 일  시 : 2017. 9. 26(화) 14:30~15:10

    ㅇ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F 크리스탈 볼룸

    ㅇ 진  행 :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개회인사】 

  - 김  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 佐々木 幹夫(Sasaki Mikio)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내빈인사】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長嶺安政(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

  

  

  2. 기조연설·보고제언 등
  
    ㅇ 일  시 : 2017. 9. 26(화) 15:3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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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일산업협력상

    ㅇ 일  시 : 2017. 9. 26(화) 15:10~15:35

    ㅇ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F 크리스탈볼룸

    ㅇ 포상내용

     

구     분 수 량 부   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6
기업부문(4) : 상장, 상패
개인부분(2) : 상장, 상패

한일재단 이사장 표창 4
기업부문(2) : 상장, 상패
개인부문(2) : 상장, 상패

    □ 포상 리스트

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 기업부문

 Ⅰ-1. (사)큐슈경제연합회

       [九州経済連合会]

 Ⅰ-2. 풍림무약(주)

 Ⅰ-3. (주)가나피엔엘

 Ⅰ-4. (주)성우이넥스 

○ 개인부문

 Ⅰ-5. 사이토 토시로(齋藤 敏郎) 

대표 [Fine Moulding 

           Technology]

 Ⅰ-6. 김범구 과장

       [(주)나라코포레이션] 

Ⅱ. 한일재단 이사장 포상

○ 기업부문

 Ⅱ-1. (주)캐리마

 Ⅱ-2. (주)성진메탈테크

○ 개인부문

 Ⅱ-3. 장동현 대표이사

       [씨아이지(주)]

 Ⅱ-4. 박경수 이사

       [(주)영신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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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공적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가. 기업부문(4사)

   1  (사)큐슈경제연합회 (수공기간 : 21년)

   ○ 주요공적

     - 1993년부터 한일 양국 관민합동의 ‘한큐슈경제교류회의’와 동회의의 병

행행사인 ‘비즈니스상담회’의 주최자의 일원으로서 현재까지 한일 양국간 

경제·비즈니스 교류촉진에 이바지

      ※ 한큐슈경제교류회의 : 21회【제1회(1993년), 제4회(1997년)∼제23회(2016년)】

      ※ 비즈니스상담회 :     7회【제17회(2010년)∼제23회(2016년)】

       · 최근 3개년 상담건수:  229건/ 2014년(125건), 2015년(58건), 2016년(46건)

     - 멤버 구성 

      ·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사무국: 큐슈경제연합회 등)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2  풍림무약(주) (수공기간 : 35년)

   ○ 주요공적

     - 1980년부터 일본업체의 화학원료(계면활성제 등), 화장품 원료, 제약원료를 

수입하여, 아모레퍼시픽, LG화학 등 국내대기업에 안정적 공급을 통해 

제조활동 및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화학원료는 일본에 

수출함.

       ※ 일본 수입액 : (2014년) $1,764만, (2015년) $3,385만, (2016년) $1,509만

       ※ 일본 수출액 : (2014년) $137만,  (2015년) $136만,   (2016년) $55만

     - 매년 박람회 참가(화장품원료), 세미나(제약원료)를 통해서 일본의 화장품 

원료 및 제약원료 관련 정보를 국내업체에 제공하는등 일본업체와의 활발한 

교류

       ※ 정부포상 :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 금상 (지경부장관, 201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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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나피엔엘 (수공기간 : 7년)

   ○ 주요공적

     - (주)가나피엔엘은 국제규격(KS, JIS, DIN,ASTM 등)의 목상자 설계와 견고한  

포장으로 다양화된 제품군(각종 금형제품, 중량물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류, 

발전설비, 자동차 CKD, 수출용 각종 플랜트 등)에 맞는 포장서비스 제공.

     - 한국기업 (주)가나피엔엘과 일본기업 (주)아사히곤포의 합자회사인 가나아사히  

(주)를 설립. 그리고 2016년에는 베트남에 (주)가나아사히비나를 설립하여  

삼각 무역의 기반을 마련

※정부포상 :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2013년7월, 중소기업 문화경영 확산)

   4  ㈜성우이넥스 (수공기간 : 9년)

   ○ 주요공적

     -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차량용 카메라를 중심으로 당사 매출액의 

87%이상을 일본의 자동차 오디오 전문 메이커인 ALPINE사에 공급 수출

하여 대일무역역조개선에 기여

       * 일본 수출액 : (2014년) $820만, (2015년) $1,228만, (2016년) $1,197만

       * 수출의 탑 수상실적(한국무역협회 주관) : 

         (2010년) 100만불, (2012년) 300만불, (2013년) 500만불, (2016년) 1,000만불

나. 개인부문(2인)

   5  사이토 토시로((유)Fine Moulding Technology, 근무년수 6년)

   ○ 주요공적

     - 2012년부터 한일재단 기술인재양성교육 강사를 맡아서 참가하였으며, 80명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 2010년부터 한일재단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에 기술지도 

(5년간 6개사 기술지도, 현재 2개사 지도 중)

      · (주)동신유압 : 사출성형기의 부품(나사)를 개량(응력분산형 나사 개발 및 특허)

      · (주)동아엔지니어링 : 사출 플라스틱 부품의 효율 개선( 66% → 90% )

      · (주)SL-Lighttech : 헤드라이트 불량률 개선 (양품율 70% → 90%)

      · 신일베스테크 : 휴대전화 극소부품 생산시 오작동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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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일플라스틱 : 자동차부품 성형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PHA E&E : 자동차 부품 성형품 제작시 불량률 개선(현재 지원 중)

   6  김범구 과장((주)나라코퍼레이션, 근무년수 : 8년 1월)

   ○ 주요공적

     - 동력전달장치 제조기업으로 산업용 커플링, 선박용 터닝기어, 자동화감속기 

등 연매출의 약30%를 일본에 수출중. 특히 선박용 터닝기어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

     - 약8년간 일본의 대·중소기업 영업활동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확대 증진.  

최근에는 나라드라이브의 제품도 일본시장 진출지원.

2. 한일재단 이사장상

   가. 기업부문(2사)

   7 (주)캐리마 (수공기간 : 7년)

   ○ 주요공적

     - 2009년부터 국산 프린팅 기술(DLP방식 3D 프린터) 해외수출 기여

       (시스템크리에이트, 미쓰이화학, MUTOH 등 수출($74만))

     - 일본의 미쓰이화학과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공동연구개발 계약 추진(1억엔)

     - 일본의 시스템 크리에이트와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가. 최근 MUTOH 및 

JVM으로부터 제품 초청을 받아 전시

        ※ 정부포상 : 2015 산업융합유공포상 표창장(2015년 11월), 산업융합의 활성화 

및 보급확산에 기여

        ※ 2015 이노비즈협회 표창장(2014년 12월) :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

   8 (주)성진메탈테크 (수공기간 : 20년)

   ○ 주요공적

     - 아이볼트 전문생산 업체로서 1997년부터 일본의 HOSHIMOTO 수출을 시작 

하여 MURATEC AUTOMATION과 거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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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직접수출액/간접수출포함 : (2014년) $39.9만/6.6억원, (2015년) $37.5만/9.2

억원, (2016년) $37.7만/8.3억원

     - 자사의 신제품인 BASEBLOCK을 제안·개발하여 MURATEC에 수출 

       (‘14 105백개(57백만원)→’15 15백개(78백만원)→‘16 185백개(97백만원))

       ※ 고용노동부선정 강소기업 선정 (2017.4.27)

       ※ 2016 기술신용평가(NICE TCB) : 평가등급 T-4

   나. 개인부문(2인)

   9  장동현 대표(㈜씨아이지, 근무년수 : 10년 4월))

   ○ 주요공적

     - 한국기업의 일본시장 개척지원(수출상담회 ‘14년 100사, ’15년 40사, ‘16년 43사)

     - 일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14년 50사, ’15년 188사, ‘16년 142사)

     - 중소기업제품(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수출컨설팅을 통한 일본시장진출지원

       · ‘15년 : $420만, ’16년 : $330만

       ※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2011년 4월) : 노사협력증진을 통한 국가사업발전

   10  박경수 이사(㈜영신특수강, 근무년수 15년 6월)

   ○ 주요공적

     - 천안 소재 특수강주조업체로, 2013년부터 일본 구리모토철공소 납품을 시

작으로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한 이후, 후지카, JMC 등으로 거래처를 

넓혀가며 매년 200%이상의 매출신장 속에 작년 67만불의 대일수출실적을 거둠 

        ※충남 유망중소기업 선정(2017년7월) / 금년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예정 

     - KOTRA지사화 사업(동경 및 오사카)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일본진출한

「KOTRA지사화 우수업체」사례기업이며, 한일재단과는 2017.4월 일본퇴직

기술자 매칭상담회(동경)에 참여한 바 있음

     - 동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정부 지원 개발과제의 성과 창출 및 해외출장/

상담회를 통한 해외영업의 핵심 역할수행으로 매년 자사 제품 대일 수출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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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 

    ㅇ 일    시 : 2017. 9. 26(화) 09:30~18:00

    ㅇ 장    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ㅇ 개최실적 :

구   분 참가자수
기술 일치도
(일치  거의일치)

계약 가능성
(확정  유력) 비  고

한국기업 38사 60% 48%

기 술 자 51명 81% 58%     

    ㅇ 상담결과 종합

     - 일본 제조현장에서 활동한 우수 퇴직기술 인력과 한국기업 관

계자가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위한 상호 세부 계약 조건을 협

의하도록 만남의 장 제공

     - 금번 모집 시 신규 발굴의뢰 안건은 58과제(55개사)로 그 중 

사전 온라인 매칭이 성사된 38개사에서 참가하여 51명의 기술

자와 67건의 상담실시

     - 참가기업의 기술분야는 생산 제조방법(21%), 소재·재료·부

품개발(21%), 제품설계(19%), 생산설비 제작(13%) 순으로 나타

남. 교육훈련 및 마케팅보다는 고유기술 전수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참가기업의 희망 기술내용은 자동화기술(16%), 금형기술(13%),  

설계기술(13%) 순으로 나타났으며, 26%를 차지한 기타기술로 

는 접착제 개발 등의 화학분야, IT 조선 기자재, 정밀기계 가

공기술 등이 있었음

     - 설문조사 집계 결과, 기술 일치도 및 계약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기술자 측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

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향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추후 최

종 매칭 결과에 대해 팔로업 실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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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한국기업 상담건수 상담형태(건) 상  담  결  과

35개사 94개사 203건

수출 104
거래

가능성

상  32

수입  80 중 112

기타  19 하  59

합계 203
합계 203

상담금액 $5,100만달러

  5.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7(수) 09: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ㅇ 참가규모 : 일본기업 : 총 35사 / 한국기업 94사, 203건 상담

      * 일한재단(23사), 기후현산업경제진흥센터(2사), 오사카상공회의소(6사),  

 ERINA(1사), 큐슈일한경제교류회(3사)

    ㅇ 개최실적 :

  6. 한일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7(수) 10: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F 에메랄드룸

    ㅇ 개최실적 :

일본기업 한국기업 상담건수 상담형태(건) 상담결과

10사 51사 129건
 

수출 129건
상담금액

＄1,237만 달러



- 21 -

  7.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7(수) 10: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6F 칼튼스위트

    ㅇ 개최실적 : 

     

한국참가기업 수 일본참가기업 수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금액) 비고

11개사 1개사 11건 $1억 640만
($4,910만)

환율 $1=￥110 
기준

* 주요 성약 품목 : Antenna, Cam Shaft, Connecting Rod, Seat Belt

  8. 한국 게임업체 해외(일본) 시장 진출 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8(수) 10: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6F 버클리스위트

    ㅇ 개최실적 :

       ※ 7개사 7건의 공동개발·퍼블리싱 상담실시

       

신청기업수 상담 기업수 바이어·공동개발 상담건수 비고

30개사 7개사 1개사 7건

          * 상담 액과, 성약가능 추정 액은 작업공수, 마  등을 총 으로 하면 투자  

하는 액이 상당히 커짐. 상담 게임업체와 최종 으로 의 후 집계 가능 

          * 일본 向 게임에 합한 ‘이스트 인터 티 ’사의 로젝트를 상용화하기 해 공동  

개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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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본 온라인 마켓 진출 설명회&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8(목) 10: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F 에메랄드룸

    ㅇ 개최실적 : 설명회- 69명 참가, 상담회 20사

시 간 주 요 행 사 내 용

설
명
회

9:40-10:00 등록  수

10:00-10:10 개회사
서석숭 한일산업기술 력재단 무이사

10:10-11:20

「라쿠텐을 활용한 일본 시장 진출 략 세미나」
 오 닝 스피치

오노 유이 라쿠텐 사업본부장
 라쿠텐 그룹 소개

아베 아이미 라쿠텐 EC 컨설턴트
 일본 EC 시장 / 라쿠텐 이치바
 일본 입  포 사례

FROM NATURE 담당자 
 일본에서 매하는 방법

김혜  i-Order Inc. 사원
야스다 마코토 Viki 수석부사장, 심성욱 Viki 캠페인 매니

11:20-11:40  질의응답
 한일재단 지원제도 소개

11:40-12:00
「라쿠텐 직원과의 명함교환회」
 - 장소 : 에메랄드룸 앞 공간

상
담
회

13:00-18:00

「1:1 상담회」
 - 라쿠텐  한국기업 20개사 1:1 개별 면담
 - i-Order(라쿠텐이치바 운  행업체) 1:1 개별 면담
 - Viki(동 상 콘텐츠 서비스업체) 1:1 개별 면담

  10.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ㅇ 개최일시 : 2017. 9. 28(목) 09:3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ㅇ 개최실적 : 일본기업 33사, 청년인재 최종면접자 205명 394건

취   업 내   정 최종면접 등 비   고
14명 1명 62명

         * 내정 : 최종면접 등을 통과하여 일본기업으로부터 합격자로 최종 통지를   
             받은 건으로 본인이 취업을 수락하면 취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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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결과보고  

Ⅲ.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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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성과 

ㅇ 금번 한일산업기술페어는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회째 개최된 

행사로서 명실공히 한일 양국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하고 있음

  - 2011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일경제인회의와 병행하여 개회식을 개최

ㅇ 동 페어는 한일 양국 간의 산업기술 교류협력에 있어 전담창구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양국재단 및 양국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사업을 대내

외에 널리 홍보하여 그 위상을 더 높임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협력 전

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정착시키는 데 일조를 하여 왔음

ㅇ 개최성과

No 개최일자
한일

협력상
수여

비즈니스상담회
비  고참가기업

상담건수 상담금액
한국 일본 계

1 2008.10.01~02 10사 241사 44사 285사 381건 247백만$

2 2009.09.16~17 12사 229사 50사 279사 379건 237백만$

3 2010.09.29 12사 233사 70사 303사 692건 251백만$
역견본시 
병행 개최

4 2011.09.28~30 12사 232사 68사 300사 551건 150백만$
제43회 한일
경제인회의 
병행 개최

5 2012.09.25 12사 191사 40사 231사 313건 96백만$

6 2013.10.01~02 12사 184사 44사 228사 442건 154백만$

7 2014.10.01 12사 186사 49사 235사 370건 79백만$

8 2015.09.11 12사 161사 49사 210사 327건 26백만$

9 2016.10.27 10사 187사 64사 251사 484건 47.4백만$

10 2017.9.26.~28 10사 183사 48사 231사 370건 63.3백만$
제49회 한일
경제인회의 
병행 개최

개최실적 합계 114사 2,027사 526사 2,553사 4,309건 1,350.7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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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회 인 사 정부대표 인사

2008

(1회)

(韓) 조 석래 한일재단 이사장 (韓) 이 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日) 飯島 英胤(Iijima Hidetane)일한재단 이사장 (日) 重家 俊範(Shigeie Toshinori) 주한일본국대사

2009

(2회)

(韓) 조 석래 한일재단 이사장 (韓) 김 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日) 飯島 英胤(Iijima Hidetane)일한재단 이사장 (日) 重家 俊範(Shigeie Toshinori) 주한일본국대사

2010

(3회)

(韓) 김 희용 한일재단 이사장 대행 (韓) 박 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松下 忠洋(Matsushita Tadahiro) 經濟産業省 副大臣

2011

(4회)

(韓) 조 석래 한일재단 이사장 (韓) 최 중경 지식경제부 차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武藤 正敏(Muto Masatoshi) 주한일본국대사

2012

(5회)

(韓) 조 석래 한일재단 이사장 (韓) 조 석 지식경제부 차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武藤 正敏(Muto Masatoshi) 주한일본국대사

2013

(6회)

(韓) 조 석래 한일재단 이사장 (韓) 한 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倉井 高志(Kurai Takashi) 주한일본국총괄공사

2014

(7회)

(韓) 김   윤 한일재단 이사장 (韓) 문 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別所 浩郞(Bessho Koro) 주한일본국 대사

2015

(8회)

(韓) 김   윤 한일재단 이사장 (韓) 우 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別所 浩郞(Bessho Koro) 주한일본국 대사

2016

(9회)

(韓) 김   윤 한일재단 이사장 (韓) 우 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長嶺安政(Nagamine Yasumasa)주한일본국대사

2017

(10회)

(韓) 김   윤 한일재단 이사장 (韓) 백 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日) 佐々木 幹夫(Sasaki Mikio)일한재단 이사장 (日) 長嶺安政(Nagamine Yasumasa)주한일본국대사

【 개회식 】

ㅇ 한일산업기술페어의 개회식에서는 양국재단 이사장의 개회인사 및 
양국정부 관계자의 축사 등을 통해 한일 간 비중 있는 사업으로서
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ㅇ 특히, 금번 개회식은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북 핵실험·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양국 경제인들이 회의에 대거 
참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계의 한일 산업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음

ㅇ 정부대표로 참가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회인사를 통해 
“한일 양국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부응해 ▲양국 협력의 지평을  
혁신적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등으로 확대 ▲양국의 저출산·고령
화에 대응하여 한국 청년인재의 일본취업을 활성화 ▲한일협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
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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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수상기업 및 기업인

2008년

지경부
장관상

(6사/2인)

- 기업(6사) 
 유캔바이더월드㈜, 재영솔루텍㈜, 동우화인캠㈜
 ㈜삼코, ㈜마프로, 신세이코퍼레이션㈜
- 개인(2인)
 마쓰오카준키치(㈜대성하이텍), 성현석 대표이사(우성정공㈜)

이사장상
(2사)

- 기업(2사)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21세기기업㈜

2009년

지경부
장관상

(6사/2인)

- 기업(6사)
 대신정공㈜, 일심알맥스㈜, ㈜우신켐텍,
 ㈜와이즈넛, 삼광전자㈜, 한국후지제록스㈜
- 개인(2인)
 시부야야스히로(시부야기술연구소), 박주봉 대표이사(케이씨주식회
사)

이사장상
(2사/2인)

- 기업(2사) : ㈜삼우, 한미반도체㈜
- 개인(2인) : 미요시노리오미(기술자), 강대균 대표이사(뎀코프로브㈜)

2010년

지경부
장관상

(5사/2인)

- 기업(5사)
 ㈜경인정밀기계, ㈜엠투소프트, 한국오에스지주식회사,
 광주인탑스㈜, ㈜삼화전기제작소(일본)
- 개인(2인)
 안흥주 대표이사, 시바타츠토무(시바타기술사사무소)

이사장상
(3사/2인)

- 기업(3사)
 ㈜삼익테크, ㈜東通(일본), ㈜엘디티
- 개인(2인)
 박석배 대표이사(㈜태양기전), 김진수 차장(정원정밀공업㈜)

【 한일산업협력상 포상 】

ㅇ 한일 양국 간 산업협력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

함으로서 한일산업협력상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양국 기업인들

의 한일협력사업에의 참여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

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77개사 37명에게 한일산업협력상

을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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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수상기업 및 기업인

2011년

지경부
장관상

(6사/2인)

- 기업(6사)
  ㈜도스코, ㈜삼진LND, 오가키정공㈜(일본), 
  ㈜옵토니카, ㈜투비소프트, 한국로스트왁스㈜
- 개인(2인)
  가키자와구니오(㈜대륙), 사카이겐지(일본팔렛트렌탈㈜)

이사장상
(3사/1인)

- 기업(3사)
  ㈜삼송캐스터, ㈜이머시스, 히로세코리아㈜
- 개인(1인)
  허철호 부사장(㈜엔팜)

2012년

지경부 
장관상

(7사/1인)

- 기업(7사)
  ㈜대영금속, ㈜도시바(일본), ㈜신흥정밀, 아즈빌㈜(일본),
  ㈜엘에치이, 케이비엠㈜, 한국선재㈜
- 개인(1인)
  이와나가쥬죠((재)나가사키산업진흥재단)

이사장상
(2사/2인)

- 기업(2사)
  ㈜그린광학, 아오야마국제㈜(일본)
- 개인(2인)
  우상덕CTO((주)성원ENG), 이경선 대표이사(한일정밀주조㈜)

2013년

산업부 
장관상

(5사/3인)

- 기업(5사)
  삼정산업㈜, 유닉스전자㈜, ㈜중앙카프링, ㈜피엔알, 
  ㈜해피통신
- 개인(3인)
  두경택과장(㈜TCC동양), 정현태사장(㈜삼징LND), 세오대표이사

이사장상
(1사/3인)

- 기업(1사)
  히로노철공소
- 개인(3인)
  권은영 대표이사(㈜네오티스), 박종선 차장(㈜HKR),
  이상범 대표이사(㈜가나피엔엘)

2014년

산업부 
장관상

(6사/2인)

- 기업(6사)
  한국마쯔다니㈜, 한산스크류㈜, ㈜우진산전, 부원광학㈜, 
  미쓰비시자동차공업㈜, 공익재단법인 기후현산업경제진흥센터
- 개인(2인)
  임범식 부사장(신세이코퍼레이션), 이장원 대표이사(조일무역)

이사장상
(1사/3인)

- 기업(1사)
  국일신동(주)
- 개인(3인)
  세키네 노부히로 대표이사(아사히곤포㈜), 스기야마 아츠시(杉山篤) 
 대표(ACT21總合技術士事務所), 이동윤 대표이사(宇星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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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수상기업 및 기업인

2015년

산업부 
장관상

(6사/2인)

- 기업(6사)
  ㈜신명유압, ㈜엘티아이, 유니슨음향(주), ㈜효명이엔지,
  ㈜화인, 오사카상공회의소

- 개인(2인)
  조경윤 대표이사((주)한국미스미), 요시카와 료조(吉川良三)
  특임연구원(동경대모노즈쿠리경영연구센터)

이사장상
(2사/2인)

- 기업(2사)
  덕일산업(주), (주)신한세라믹
- 개인(2인)
  김경조 대표이사(경성산업), 정낙군 상무이사(제이피아이헬 
 스케어(주))

2016년

산업부 
장관상

(5사/1인)

- 기업(5사)
  ㈜동화엔텍, 루미너스코리아㈜, ㈜J&K TOTAL SERVICE, 
  ㈜컴씨스, 하이드로텍㈜
- 개인(1인)
  류동선 대표이사(㈜다프엘)

이사장상
(3사/1인)

- 기업(3사)
  ㈜나눔테크, ㈜세화하이테크, 우성정공㈜
- 개인(1인)
  조형섭 대표이사(고려정밀공업㈜)

2017년

산업부 
장관상

(4사/2인)

- 기업(4사)
  (사)큐슈경제연합회, 풍림무약(주), (주)가나피엔엘,
  (주)성우이넥스 
- 개인(2인)
  사이토 토시로(齋藤 敏郎)[Fine Moulding Technology]
  김범구 과장[(주)나라코포레이션]

이사장상
(2사/2인)

- 기업(4사)
  (주)캐리마, (주)성진메탈테크,
- 개인(2인)
  장동현 대표이사[씨아이지(주)], 박경수 이사[(주)영신특수강]

【기술지도 매칭상담회】 

 ㅇ 일본 제조현장에서 활동한 우수 퇴직기술 인력과 한국기업 관계

자가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위한 상호 세부 계약조건을 협의하도

록 만남의 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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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번 모집 시 신규 발굴의뢰 안건은 58과제(55개사)로 그 중 사전  

온라인 매칭이 성사된 38개사에서 참가하여 51명의 기술자와 67  

건의 상담실시

 ㅇ 설문조사 집계 결과, 기술 일치도 및 계약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기술자 측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향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추후 최종 매칭 결과에  

대해 팔로업 실시 예정임

 

 ㅇ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도 큰 차질 없이 사전에 계획된 기업-기술  

자간의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음

【한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ㅇ 한일산업기술페어에서는 일본의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포함하

여 오사카상공회의소를 위시한 일본 내 여러 협력기관과『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양국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지원은 물론 한일 간 협

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금년도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 행사를 「제49회 한일경제인

회의」와 병행 개최함에 따라 개회식 행사가 전일에 개최되어, 

동 상담회의  상담시간이 예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 늘

어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음

 ㅇ 그러나 금년도에 참가한 일본기업 35사 중 15사가 한국기업으로

부터의 조달이 아닌 자사물품의 한국기업에의 수출을 목적으로 

참가한 기업이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한국 바이어 기업의 매칭

이 쉽지 않아 충분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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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오사카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일본의 협력 유관기관으로부터 35사가 

방한하여 한국기업 94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하여 203건의 상담

과 약 51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으며, 『거래가능성이 높은 

상담안건』과『상담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기업』등을 중심으

로 추후 상담결과에 대한 Follow-Up을 실시할 예정임 

 ㅇ 금년에도 매년 연례 개최하던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한일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외에 

한국게임업체 해외(일본) 진출 상담회를 동시에 개최

 ㅇ 한일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는 기계류․플랜트 부품․소재 분야의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기술협력 무드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동 상담회에는 일본기업 IHI社 등 10사, 한국기업 

에이스브이 등 51사가 참가하여 상담 129건, 약 12.3백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음. 

 ㅇ 이 외에 일본 온라인마켓 진출 설명회&상담회, 한국 게임업체 해외

(일본) 시장진출 상담회 등을 병행 개최하여, 해당분야 시장의 소개 

및 개별상담 등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참가기업

들에게 대일 시장진출 전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ㅇ 동 상담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매년 일본 완성차업체인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총괄부문 

핵심 관계자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기업 간 1 : 1 구매상담회임

 ㅇ 미쓰비시자동차 측에서 사전요청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약 1억 640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성약가능금액은 약 4,910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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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ㅇ 동 상담회는 일본 각 지역 한국총영사관(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일본 인재매칭전문회사(파소나) 및 오사카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일본기업 모집 및 사전 서류심사 등을 통한 1 : 1 인재매칭 

전문상담회임

 ㅇ 이번 인재매칭 상담회에는 일본 내 굴지기업인 (주)닛산자동차, 

기린(주)와 같은 대기업과 지방중소도시 소재기업 등 제조, 서비스 

분야 일본기업 33개사가 참가하여, 기업에서의 사전 1차 서류심

사에 합격한 국내 청년인재와의 1 : 1 면접을 통해 현재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12명, 내정자 3명으로 파악되어 한일 인재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내정자 : 최종면접 등을 통과하여 일본기업으로부터 합격자로  

최종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본인이 취업을 수락하면  

취업확정자로 전환

 ㅇ 이번 상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재매칭 수요(일본기업 및 국내 청

년인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으로 일본 유관기관 등(일본 

지자체 및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을 활용한 채용희망 일본기업 

모집 및 국내 청년인재와의 만남의 장의 제공 등을 통해 한국 내 

청년실업의 해소를 도모하여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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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결과보고  

Ⅳ.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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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협력상

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 기업부문

 Ⅰ-1. (사)큐슈경제연합회

       [九州経済連合会]

 Ⅰ-2. 풍림무약(주)

 Ⅰ-3. (주)가나피엔엘

 Ⅰ-4. (주)성우이넥스 

○ 개인부문

 Ⅰ-5. 사이토 토시로(齋藤 敏郎) 

대표 [Fine Moulding 

           Technology]

 Ⅰ-6. 김범구 과장

       [(주)나라코포레이션] 

Ⅱ. 한일재단 이사장 포상

○ 기업부문

 Ⅱ-1. (주)캐리마

 Ⅱ-2. (주)성진메탈테크

○ 개인부문

 Ⅱ-3. 장동현 대표이사

       [씨아이지(주)]

 Ⅱ-4. 박경수 이사

       [(주)영신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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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기업부문)

Ⅰ-1. (사)큐슈경제연합회
(九州経連合会)

(Kyushu Economic Federation)

아소 유타카
(麻生　泰) 회사전경

경영현황 한국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61년 협력형태 경제교류

직원수 48명 협력규모 경제교류회의(21회) 
비즈니스상담회(7회)

자본금 - 협력년수 21년

매출액 - 한국의 협력기업, 단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재단

주요생산품 한·큐슈간 비즈니스 교류촉진

▢ 기업개요

 - 사단법인 큐슈경제연합회(약칭：큐경연)는 큐슈·야마구치 지역에 사업소를 가진 

법인기업 등 약 750개 회사를 회원으로 망라한 지역의 종합 경제단체임.

 - 1961년 4월 6일, 이 지역 경제 부양과 경제계 일체화를 목표로 탄생. 2009년 4월

에 창립 48주년을 맞은 큐경연은 「행동하며, 실천하는 큐경연」으로서 오늘

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37 -

▢ 주요 활동

 - 회원 기업의 요청·요망을 종합 정리해 관계 단체와 협조하면서 그 대책과 구체화

를 도모

 - 각 지방 공공단체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광역적 입장에서 기업 유치를 포함

한 측면적인 지원활동

 - 아시안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하여 우호관계와 경제협력을 촉진

▢ 한국과의 협력내용

- 1993년부터 한일 양국 관민합동의 ‘한큐슈경제교류회의’와 동회의의 병행행사

인 ‘비즈니스상담회’의 주최자의 일원으로서 현재까지 한일 양국간 경제·비즈

니스 교류촉진에 이바지

  ※ 한큐슈경제교류회의 : 21회【제1회(1993년), 제4회(1997년)∼제23회(2016년)】

  ※ 비즈니스상담회 :     7회【제17회(2010년)∼제23회(2016년)】

   · 최근 3개년 상담건수:  229건/ 2014년(125건), 2015년(58건), 2016년(46건)

- 멤버 구성 

 ·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사무국: 큐슈경제연합회 등)

 · 한국측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 38 -

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기업부문)

Ⅰ-2. 풍림무약(주)
(RICHWOOD TRADING Co.,Ltd.)

이정석 대표이사
(Lee Jung-suk) 회사(공장) 전경 제품Sample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74년 협력형태 수출, 수입, 기술제휴

직원수 204명 협력규모
(최근3년평균)

수입 $2,219만
수출 $109만

자본금 5억원 협력년수 35년

매출액 627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일본 ) S H I N E T S U , 
NIKKO 등
(한국)POSCO, 아모레 퍼
시픽, 한독약품,LG화학 등

주요생산품 제약, 무역(화학원료 등 고부가가치 재료 유통)

▢ 기업개요

 - 풍림무약주식회사는 1974년 창립이래 40여년 이상 무역업을 기반으로 제약 및 

화학 원료 등의 고부가가치 원료를 국내에 공급해왔음. 1991년 의약품 제조공장 

준공, 2006년 중앙연구소 설립 이후에는 개량신약, 천연의약, 복합신약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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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품 소개

제품명 : L-HPC 기능성 붕해제로 적절한 붕해력과 적절한 바인딩 기능과 함께 

비이온성 특징에 의한 높은 적합성으로 고형제의 기능성 붕해

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용도에 따라 치환도 및 입자크기가 

다른 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LH 그레이드와 

흐름성과 타정성을 높인 NBD 그레이드가 있음.

제품명 : NIKKOMULESE WO
다량의 실리콘오일 및 극성오일을 유화가능한 W/O(water in 

oil)의 블렌딩 유화제로써 높은 안정도 및 발수성, 분산력, 부

드러운 사용감 등의 특징으로 기초 크림, 크림 파운데이션, 

선스크린, 마스카라 등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함.

제품명 : Snowtex
물에 분산된 나노실리카 제품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pH 및 

5~450nm 사이즈대에서 제품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친수성 부

여 및 강도향상용 등의 코팅 첨가제로 전자재료산업에서 필러, 

경도향상, Anti-Blocking 부여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일본과의 협력내용

 - 안정적으로 일본업체의 원료를 고객사에 납품하여 고객사의 원활한 제조활동 및 

신규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1980년부터 NIKKO CHEMICALS社와 원료 Agency 계약을 체결하여 화장품 원료

를 국내에 공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425만$의 수입실적이 있음.

 - 1982년부터 SHINETSU社와 원료 Agency 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 부형제를  국내

에 공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607만$의 수입실적이 있음.

 - 1990년부터 NISSAN CHEMICALS社 및 NISSEI社와 협력을 통하여 Colloidal  Silica 

등의 화학원료를 국내에 공급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340만$의 수입실적이 있음.

 - NIKKO CHEMICALS社 및 SHINETSU社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국내 박람회 및 제

제기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일본의 원료를 국내 업체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장래Vision(포부)

 - 일본 협력사들과 40년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시야를 넓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다각화, 그리고 신규 사업 개척을 위

해 노력중. 더욱이 주 사업인 무역사업과 제약사업 전반에서 해외 및 국내 협력

사와 함께 걸으며 성장해 가는 ‘동반 성장의 길’을 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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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기업부문)

Ⅰ-3. (주)가나피엔엘
(CANA PACKING & LOGISTICS CO.,LTD)

이상범 대표이사
(Lee Sang-Beom) 회사전경 제품Sample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2002년 협력형태 합자회사

직원수 36명 협력규모 한·일 합자 법인을 
통한 제3국 진출

자본금 4.25억원 협력년수 7년

매출액 41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아사히곤포(주) 
가나아사히(주)

주요생산품 수출포장BOX, PALLET, 강재용기

▢ 기업개요

 - ㈜가나피엔엘은 포장, 물류, 창고 운송 One stop service 구현이라는 기업목표 아

래 2002년 설립하여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 기업이며 국

제규격(KS, JIS, DIN, ASTM 등)에 의한 과학적인 목상자 설계와 견고한 포장으로 

다양화된 제품군(각종 금형제품, 중량물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류, 발전 설비, 자

동차 CKD, 수출용 각종 플랜트 등)에 알맞은 최적의 맞춤형 포장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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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목재 수출포장
당사가 제품화 하고 있는 목재수출포장에 있어서 포
장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크게 5가지로써,
①진공포장 ②방청포장 ③완충포장 ④방수포장 ⑤고
정포장 등. 최소의 자재 및 비용으로서 안전하고 견
고하며 장거리 해외수송(육운,해운,하역)중, 상품의 
파손으로부터 물품의 보호임무를 완수.

제품명: STEEL-BOX
해충 방제, 검역 및 사용후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의 투자가 필요없는 STEEL 포장재 상자. 목재
포장재의 견고성 불안, 외관의 투박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목재 포장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환
경오염, 산림파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맞는 경량용 철재포장용기, 국내 수요는 현재 
목재 수출포장 대비 많지 않음.

제품명:단프라시트 접목포장 하절기 합판의 곰팡이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품질
개선 방법 차원에서 개발. 
BOX 제작시 앞․옆판에 사용되는 합판자재 대용으로 
단프라시트를 사용하며 앞․옆․상판에 합판을 사용한 
Box보다 중량이 가벼워서 항공用 Box에 적합.
(운송요금이 중량으로 책정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단
프라시트는 중량이 가벼워서 탁월한 운임 절감 효과
가 있음.)

제품명: 컨테이너 쇼링
- Push-Stick을 3단으로 제작하여 분리, 조립을 쉽게 함. 
- 20FT 컨테이너, 40FT 컨테이너 등 컨테이너 크기
에 따라 Push-Stick을 조립하여 쇼링작업시 적재를 
용이하게 하며 포장 완료품을 컨테이너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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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협력내용

 - 외국인 투자법인(일본)을 설립하여 운영, 한국과 일본간의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3국 공동 진출에 성공하여 한국･일본･베트남 삼각 무역을 통

해 실적을 올리고 있음.

 - 한국기업 ㈜가나피엔엘과 일본기업 ㈜아사히곤포의 한․일 합자 투자 법인 가나아

사히(주)는 7년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가나아사히비나 베트남 현지법

인을 통해 삼각 무역 실적의 기반 마련 조성.

   * 2016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 가나아사히비나 법인설립.

 -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인 포장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가나피엔엘은 한국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일본의 세키네 노부히로 

대표와 함께 일본 수출을 하며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베트남 법인은 월 3컨테이너씩의 물량을 한국으로 보내 품질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LVL(다층적 층판 활재)과 PLYWOOD (산업용 합판)를 직수입하여 국

내 수출기업에 양질의 수출포장재를 제조 공급하고 있음.

▢ 장래비전(포부) 

 - 현재 한국은 기술과 생산능력, 소재의 경쟁력 차이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제조 

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어 제조기반 서비스업인 현재의 사업군에서 재료, 

소재로 접근하여 동아시아 전반의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려고 함.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 필요한 포장재 소재를 가공, 제조, 유통하여 원재료의 수입 

원가를 낮추어 공급, 회사 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향후, 동아시아(중국 광저우, 베

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필요한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 ․ 보관 ․ 공급하는 원스텁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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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기업부문)

Ⅰ-4. (주)성우이넥스
(SUNGWOO ENEX.Co.,Ltd.)

최성환 대표이사
(CHOI SEONG-HWAN) 회사전경 제품Sample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99년 협력형태 수출, 수입

직원수 14명 협력규모 수입 $36만
수출 $1,082만

자본금 0.6억원 협력년수 9년

매출액 136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alpine Electronics

주요생산품 A.V. 시스템 / 각종 카메라 등 전자부품

▢ 기업개요

 - 1999년 8월 성우인터내셔널로 설립된 ㈜성우이넥스는 차량용 전장분야에서 혁신

적인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용 Camera 

분야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오디오 개발 제조회사인 알파인 그룹과 지속적

으로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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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 HDR CAMERA  차량용 카메라로 운전자 시야 지원 및 사각지대 확보 등 안

전 운행을 위해 차량 주변의 Front, Rear, Side의 영상을 고감

도로 출력하는 차량용 탑제.

※HDR CAMERA 적용으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공존

하는 경우, 조도차로 인한 식별불가능한 영역을 개선함.

제품명 : Parking Guide Line System

 차량의 CAN 신호를 이용한 Steering Wheel의 회전각 및 

Gear Position의 정보를 입력받아 차량후진시 차량의 이동경

로를 후방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에 Guide Line을 표시해 

용이한 주차를 가능케 하는 장치.

제품명 : KEY UNIT

 AVN Unit의 조작용 Button Switch ASSY로, 고객의 AVN 동

작 사양에 맞게 조작될 수 있도록, 연동하는 장치이며, 스위

치별 Blue LED, White LED를 적용하며 품위있고 고급스러움

을 연출함.

▢ 일본과의 협력내용

 - ㈜성우이넥스는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오디오 After market 제조회사인 알파인 

그룹과 고객사와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기획하고 Promotion하여 차량용 

Camera를 개발, 제조하였으며 9년 이상 알파인 그룹과 Partner로 협력하여 고객

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불량 0.01%로 유지함에 따라, 2016년 1,000만불 수

출을 달성하였음. 

▢ 장래비전(포부) 

 - ㈜성우이넥스는 지속적으로 일본 수출시장 개척에 힘써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자율자동차로 가는 핵심인 Arround View Monitor System을 개발하는 Partner로써 

협력할 것임. 또한, 일본 ASAHI TSUSHIN 사의 CABLE(원재료   수입)을 활용하여 

불량 0.01%를 유지함을 목표로 일본시장의 동일한 위치를 확고히 하고 GLOBAL 

After market 시장의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차량용 Camera 분야 전문기업으

로 나아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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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개인부문)

Ⅰ-5. 사이토 토시로(齋藤 敏郎) 대표이사
(Fine Moulding Technology)

사이토 토시로 대표이사
(齋藤 敏郎) 기술인재양성교육

▢ 수상자 개요

소속회사 직위 (기술)분야 근무기간

(유)Fine Moulding Tech 대표 경영전반 6년

▢ 소속회사 개요

경영현황 한국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91년 협력형태 기술지도

직원수 - 협력규모 기술인재양성교육(80명)
중소기업기술지도(6개사)

자본금 5백만엔 협력년수 6년
매출액 - 한국의 협력기업, 단체 한일재단

주요생산품 기술지도(사출성형)

▢ 주요 활동

 - 기술인재 양성교육 : 한일재단 사무국과 협업하여 수강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책
을 입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수회”를 만들고 연수생 스스로가 “현재 생산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하여 그것을 소재로 실천 가능한 개
선책을 찾아내는 방식을 이용, 수동적인 수강방식에서 자주적인 연수회로 전환할 
수 있었음. 연수생이 소속해 있는 직장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테마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유도함. 다른 연수생은 토론을 
들으면서 그 대화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음.



- 46 -

 - 중소기업 기술지도 : 대상이 되는 직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담당 

엔지니어와 함께 입안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단계에 활용하는 형태를 통해 

엔지니어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담당자의 연역적 사고를 귀납적 사고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은 계속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5년간 6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

▢ 한국과의 협력내용

 - 2012년부터 한일재단 기술인재양성교육 강사를 맡아서 참가하였으며 그동안 80명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 2010년부터 한일재단 중소기업기술지도사업을 통해 한국기업에 기술지도 (5년간 6

개사 기술지도, 현재 2개사 지도중)

 · (주)동신유압 : 사출성형기의 부품(나사)를 개량(응력분산형 나사 개발 및 특허)

 · (주)동아엔지니어링 : 사출 플라스틱 부품의 효율 개선( 66% → 90% )

 · (주)SL-Lighttech : 헤드라이트 불량률 개선 (양품율 70% → 90%)

 · 신일베스테크 : 휴대전화 극소부품 생산시 오작동 감소 

 · 선일플라스틱 : 자동차부품 성형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 PHA E&E : 자동차 부품 성형품 제작시 불량률 개선(현재 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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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개인부문)

Ⅰ-6. 김범구 과장
((주)나라코퍼레이션/ NARA CORPORATION.Co.,Ltd.)

김범구 과장
(KIM BEOM-GU) 회사전경

▢ 수상자 개요

소속회사 직위 (기술)분야 근무기간
나라코퍼레이션
(나라드라이브) 과장 일본시장 영업총괄 8년 1월

▢ 소속회사 개요

경영현황 한국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79년 협력형태 수출

직원수 80명
협력규모
(최근3년)

수출 $381만

자본금 5억원 협력년수 12년

매출액 158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미쓰이조선, 미쓰비시, 
가와사키중공업 등 

주요생산품 산업용 커플링, 선박용 터닝기어, 감속기 등

▢ 기업개요

 - 당사는 1979년 설립한 동력 전달장치 축이음인 커플링 전문 생산업체로서 기어커

플링, 유체(변속)커플링 등 총10여종의 커플링을 자체기술로 개발 및 국산화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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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기어커플링

내치차 슬리브와 크라우닝 가공된 외치차가 서로 맞물려 조립되어 있
음. 치차들은 인볼류트 치형으로 설계되었고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
으므로 슬리브와 허브 사이에 약간의 경사가 생기더라도 동일한 회전수
로 부드러운 동력전달이 이루어짐. 산업전반에 사용되며 일본 쪽은 펌
프, 플랜트, 제철소 등에 공급하고 있음.

제품명 :체인커플링

롤러 체인커플링은 치면이 열처리된 두 개의 스프라켓과 표준 복열 롤
러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관케이스는 무게가 가벼운 알루미늄 합
금으로 제작되어 윤활유의 비산을 방지하여 긴 수명을 보장하며 크레인 
및 산업설비 등의 보수가 용이한 곳에 주로 사용됨.

제품명 :디스크커플링

디스크커플링은 허브, 스페이셔, 디스크팩의 3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 모두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며 큰 토오크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음. 또한 디스크팩은 스텐레스 강판으로 만들어져 
복귀강성이 대단히 크고 유연하여 디스크커플링의 주요 특징을 만들며 
주로 펌프 및 콤프레샤 등의 설치, 점검이 용이한 곳에 사용이 됨.

제품명 :변속유체커플링

변속유체커플링은 큰 동력전달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기동시
와 변속의 경우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커플링임. 정상운전 상태
에서 동작하여 입력축과 출력축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므로 슬림을 없도
록 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옴. 복합/화력 발전소, 대형팬, 펌프, 제
철소등에 주로 사용이 됨.

제품명 :터닝기어 터닝기어는 특성상 한정된 공간(선박엔진)속에서 큰 토오크를 발생해야 
함으로 유성감속기를 설계 제작하여 그 중심에 태양기어와 유성기어가 
회전하며 감속되는 방식으로 일반 감속기에 비해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선박엔진용으로 납품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박엔진용 뿐만 아니라, 대형 
콤프레샤용으로도 미쯔이조선 등에 납품하며 사용에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대형 디젤엔진용 터닝기어, 유압쐐기형 커플링 등도 개발하여 조선산업 발전

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장 자동화 설비용 부품인 초정밀유성감속기를 개

발 완료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생산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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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정밀유성감속기

정밀유성감속기는 고정도/고강성의 서보모터용 유성치차 감속기임. 헬리
컬기어를 채용하여 기어간 접촉율이 스퍼기어에 대비 매우 높아 토오크가 
크고 정숙하고 조용한 운전이 가능한 서보모터용 전용 감속기임. 다양한 
분야의 기계 및 장치, 자동화 설비, 로봇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임.

▢ 일본과의 협력내용

 -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에 크게 산업용 커플링과 선박용 터닝기어가 있는데 산업

용 커플링은 일본의 제철소(신일본제철,JFE), 플랜트(IHI, 스틸플란텍), 펌프사(에

바라,쿠보타,토리시마 펌프)등의 우수한 일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경쟁사

(일본,인도,중국 제품)와의 경계 및 경합에서도 꾸준한 거래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 

특히, 선박용 터닝기어는 일본내 시장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주력상품임.

▢ 장래비전(포부) 

 - 전략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일본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과 신규모델을 신속히 

시장흐름에 반영하여 영업방침인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을 통해 일본고객의 눈높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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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표창(기업부문)

Ⅱ-1. (주)캐리마
(Carima.Co.,Ltd.)

이병극 대표이사
(Lee Byung-Keuk) 회사전경 제품Sample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2000년 협력형태 수출, 기술제휴

직원수 30명 협력규모
(최근3년평균)

수출 $10만, 제품 공동 
개발(미쓰이 화학)

자본금 14억원 협력년수 7년

매출액 14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미쓰이 화학, 
시스템크리에이트

주요생산품 3D 프린터

▢ 기업개요

 - 캐리마는 대한민국 최초 DLP 3D 프린터 제조기업으로서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

민국 3D 프린팅 산업 여건 속에서 최초로 DLP 3D 프린터인 마스터(Master)를 비

롯한 DP110E, 주얼리용 3D 프린터 IM series와 산업용 DM series 그리고 세계 최

고 속도를 자랑하는 3D 프린팅 기술 C-CAT 개발에 성공함. 현재 미국, 중국 등 

해외 7개국에서 대리점 운영 및 2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대한민국 3D 프린터 대

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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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3D프린터

3D프린터 IM96

정교하고 정확도 높은 파트 또는 시제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주얼리,덴탈,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제품명 : 3D프린터

3D 프린터 DS131

치과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가용 3D 프린터
합리적인 가격, 조작의 용이성, 고정밀 3D 프린터

▢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 3D프린터

산업용 3D 프린터 DM250

캐리마 기계 중, 가장 큰 조형사이즈를 제공, 아이디
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고품질의 내구
성 있는 파트를 제작 해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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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협력내용

 - 2009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DLP 방식 3D프린터 ‘MASTER PLIUS’를 처음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캐리마 독자로 개발된 우수기술 및 제품을 꾸준

히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DM, IM시리즈 및 각 개발장비 역시 일

본 SystemcCreate 등 일본 유수의 기업에 수출 중.

 - 2014-2016년에 세계적인 일본기업 미쓰이화학(Mitusui社.) 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계약을 추진중이며 이 외에도 한일 기업간의 공동 연구개

발로  3D프린팅 신소재 및 제품을 공동개발 중임.

   2016년부터는 3D프린팅 전문 일본기업 M社와의 제품개발 양산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신제품 양산에 성공, 년간 100대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음.

▢ 장래비전(포부) 

 - 우리 캐리마는 일본 수출 시장의 개척을 위해 다년간 노력을 해왔으며 8년간의 헌신

과 노력으로 일본 대리점 개설 및 장비 수출 실적을 점차 상승시키고 있음. 

 - 얼마전 진행된 일본 국제 전시인 DMS 및 인사이드 3D프린팅 전시회에서는 일본 

대리점인 시스템 크리에이트와 함께 제품을 전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최근엔 

일본 무토사 및 JVM 등에서 초청받아 제품을 전시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냄.

 - 향후, 당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술 습득을 위해 

DMS 등 국제전시 2회이상 출품 및 전시, 참관을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 퇴직기술지

도사업을 지원받아 기술 특허 및 기술력 증진을 도모하여 한일을 대표하는 3D프린

터기 국제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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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표창(기업부문)

Ⅱ-2. (주)성진메탈테크
(SUNGJINMETALTECH CO.,LTD)

김경림대표이사
(Kim Kyung-Lim) 회사전경 제품Sample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88년 협력형태 수출

직원수 21명 협력규모
수출$38만

(간접수출포함8억원)

자본금 7억원 협력년수 20년

매출액 70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MURATEC AUTO
MATION,  HOSHIMOTO 

주요생산품 BASE BLOCK, EYE BOOLT, LINK CHAIN, 기계부품

▢ 기업개요

 - (주)성진메탈테크는 열간단조 및 선구류의 제조와 유통,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며 

20년간의 여러 산업분야(레일크램프류,아이볼트,산업용기계부품,자동차부품 등)의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음.

 - Hon Forging(열간단조)는 1000ton과 750ton Forging Production Line있으며 

0.5kg~4.5kg의 제품이 주력 생산임.

 - 당사의 장점은 소량다품종, 긴급생산, 신규제품개발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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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 BASE BLOCK

일본 MURATEC AUTOMATION CO.,LTD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컨베어 발판으로 사용됨.

제품명 : EYE BOLT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며 KS, JIS 
규격에 따라 생산되며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음.

제품명 : LINK CHAIN

콘베어체인에 사용되는 CHAIN부품임

▢ 일본과의 협력내용

 - 20여년간 열간단조품인 EYE BOOLT, BASE BLOCK, LINK CHAIN,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 장래비전(포부) 

 - 당사는 단순 열간단조 제조업체에서 단조품 가공까지 직접하는 “단조, 가공 전문

업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100년을 가는 기업이 되고

자 함.

 - 일본 거래업체와는 오랜 기간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

를 유지하고 일본전시회 참여 등(2014년 M-TECH OSAKA 2014에 참여)의 활동을 

통하여 신규 거래선 확보 및 신규제품개발로 좀더 많은 제품을 일본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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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표창(개인부문)

Ⅱ-3. 장동현 대표이사
((주)씨아이지 / CIG Co.,Ltd.)

장동현대표이사
(JANG DONG-HYUN) 회사전경 제품Sample

▢ 수상자 개요

소속회사 직위 (기술)분야 근무기간

씨아이지㈜ 대표 경영전반 10년4월

▢ 소속회사 개요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2009년 협력형태 일본시장진출지원

직원수 6명 협력규모
(최근3년평균)

수출상담회 : 61사
판매대행 : 126사

자본금 3백만엔 협력년수 8년

매출액 12백만엔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주)金鳥, FUYU物産

주요생산품  무역컨설팅, 수출상담회

▢ 기업개요

 - 당사는 2009년 3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
지사 (주)씨아이지코리아를 설립하여 현지 시장조사, 각종 수출상담회, 전시회 사
전마케팅, 해외바이어초청, 제품 프로모션(물산전 및 직판전), 온라인 B2C 판매대행 
등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전
개하고 있으며 그 외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유망제품 소싱 및 제안을 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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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 천연비누

제작사 : 프리징기프트 향원

100% 천연성분으로 제작된 비누
일본 시장 진출의 첫 단계부터 함께 과업 수행
일본 지역 디자인 의장권 등록
일본 지역 온라인 “라쿠텐” 천연비누 부분 판매율 1위 획득
기프트 시장이 발달한 일본 시장에 특화
B2B 니즈에 맞춘 개성적인 제품 디자인 대응 가능

제품명 : 충격보호대
제작사 : 비스코랩

특수 고밀도 폴리우레탄 충격흡수 소재
머리보호대, 무릎보호대, 피로흡수 매트, 각종 안전용품 전문
탁월한 충격흡수력, 가격 경쟁력, 인체공항적 설계, 뛰어난 복원력
일반인, 산업현장, 군용, 소방 및 구급 요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현재 일본의 소방청 등에 무릎 보호대 납품중
현재 일본의 기업과 제품 공동 개발 및 협업 확대중

▢ 일본과의 협력내용

 ㅇ 일본진출 무역컨설팅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일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미팅, 유통망  

    진출, 중개무역 등 B2B진출에 필요한 무역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ㅇ 수출상담회/바이어초청 사업운영

    매년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상담회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온라인 B2C 판매대행

    일본 EC 3대몰인 라쿠텐, 야후쇼핑, 아마존 재팬에 현지법인을 통하여 자사계정을  

    보유, 2013년부터 판매대행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ㅇ 상품소싱

    일본 바이어들이 희망하는 한국제품을 소싱하여 제안 및 수출활동을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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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비전(포부) 

 ㅇ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기업 하나하나에 맞는 최적의 서

비스를 제공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하는 것을 목

표로 함. 일본시장은 까다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거래가 시작

되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자사는 일본 – 
한국에 양쪽에 법인이 있다는 점, 사원 대다수가 장기간 일본 비즈니스 경험이 있

다는 점과 다수의 한국 기업과 협업을 했다는 풍부한 경력 등의 강점을 최대화하

여 한국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안정적으로 한

국제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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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협력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표창(개인부문)

Ⅱ-4. 박경수 이사
((주)영신특수강  / YSSPECIALSTEEL.Co.,Ltd.)

박경수 이사
(Park Kyung-Soo)

회사전경 제품Sample

▢ 수상자 개요

소속회사 직위 (기술)분야 근무기간

㈜영신특수강 이사 영업총괄 15년6월

▢ 소속회사 개요

경영현황 일본과의 산업협력 정도
설립년도 1997년 협력형태 수출, 기술제휴

직원수 26명 협력규모
(최근3년평균)

수입 $0.4만
수출 $37만

자본금 4.5억원 협력년수 3년

매출액 36억원 일본의 협력기업, 단체 Kurimoto, JMC, 
Fujicar 

주요생산품 특수강주조품 (밸브, 기계부품류)

▢ 기업개요

 - 우리 영신특수강은 전형적인 대표 뿌리기술인 특수강 주조 업체로서 1989년 10월 

천흥주물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7년 9월에 지금의 “영신특수

강”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생산 재질도 FC에서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Ni-based Alloy 및 기타 특수 합금강으로 변화하였음. 

 - 품질제일 주의, 고객 만족주의, 생산성 극대화, 정확한 상벌주의의 경영방침과 품

질불량 Zero, 납기 준수율 100%, 지속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며 

지속적인 정부 R&D 사업 참여로 신소재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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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품 소개

제품명 : Middle Beam 

일본 제강사에서 쓰이는 고온용 특수 주조품 

제품명 : Pump casting  

해수용 초내식 펌프 캐이싱 

제품명 : EXTM Hammer  

일본과 협력하여 개발중인 망간 21%함유 고내충격강  

▢ 일본과의 협력내용

 - 당사는 2013년 첫 일본 샘플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200%이상 매출을 신장시키고 있

으며 올해는 200만USD이상의 거래량이 예상되고 100만 수출탑수상 예정이며 충남 

유망수출기업으로 올해 선정되었으며 일본업체와 적극적인 교류 및 소재 연구개발

로 중기청 과제인 해외구매 조건부 R&D사업을 수주하여 기술협력 또한 넓혀 나가

고 있음.

▢ 장래비전(포부) 

 - 우리 영신특수강은 일본유수의 기업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기술협력,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만년 적자인 기초소재 부분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일본시장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와 지속적인 기술교류 및 

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통하여 신소재 개발에도 노력중이며 일본시장의 니즈를 

반발자국 앞서 나아가는 신제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음. 또한 필요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일본 고숙련 기술자 코칭사업을 이용하여 기술습득

을 배가시키는 등의 노력과 일본 현지의 국제 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회사의 우수

한 제품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뿌리기업

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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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

Ⅰ. 개요

 □ 행사 목적

 ㅇ 사전 온라인매칭이 성사된 국내기업과 일본기술자를 대상으로 1:1 대면 상담 지원

 ㅇ 기술지도 내용, 상세 지도방식 및 내용, 급여, 근무일수, 체재일수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도록 도모

 ㅇ 상호 희망사항 및 대응가능 부분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체결 유도

 □ 개최 정보

 ㅇ 일시: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09:30 ∼ 18:00 

 ㅇ 장소: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ㅇ 형태: 기업과 기술자 간 1:1 상담(90분/순차통역) 

 ㅇ 규모: *전년도 대비 상담건수 1.2배 증가 

연도 한국기업 일본 기술자 상담건수

2015Fair 32사 39명 50건

2016Fair 31사 45명 54건

2017Fair 38사 51명 67건

 ㅇ 지원사항

  - 기 술 자 : 숙박(조식포함), 항공권, 대중교통비(실비정산), 상담회 당일 중식, 상담통역 

  - 한국기업 : 상담통역, 2018년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 기술지도 지원금

 □ 행사 일정

일 시 일    정 장  소 비 고

09월 26일(화)

09:30∼11:00  매칭상담Ⅰ

11:00∼12:30  매칭상담Ⅱ

12:30∼13:30         식

13:30∼15:00  매칭상담Ⅲ

15:00∼16:30  매칭상담Ⅳ

16:30∼18:00  매칭상담Ⅴ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층, 사 이어볼룸

14 TABLE 

90분/건



- 61 -

Ⅱ. 상담결과

 □ 상담결과 종합

 ㅇ 일본 제조현장에서 활동한 우수 퇴직기술 인력과 한국 기업 관계자가 기술

지도 계약체결을 위한 상호 세부 계약 조건을 협의하도록 만남의 장 제공

 ㅇ 금번 모집 시 신규 발굴의뢰 안건은 58과제(55개사)로 그 중 사전 온라인 

매칭이 성사된 38개사에서 참가하여 51명의 기술자와 67건의 상담실시

 ㅇ 설문조사 집계 결과, 기술 일치도 및 계약 가능성은 기업에 비해 기술자 측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향된 결과

임을 알 수 있음. 추후 최종 매칭 결과에 대해 팔로업 실시 예정임

구분

2016Fair 2017Fair

기술 일치도
(일치  거의일치)

계약 가능성
(확정  유력)

기술 일치도
(일치  거의일치)

계약 가능성
(확정  유력)

한국기업 48% 39% 60% 48%

기술자 67% 52% 81% 58%

 ㅇ 참가 기업의 기술 분야는 생산 제조 방법(21%), 소재·재료·부품개발(21%), 

제품설계(19%), 생산설비 제작(13%) 순으로 나타남. 교육훈련 및 마케팅보다는 

고유기술 전수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ㅇ 참가 기업의 희망 기술내용은 자동화기술(16%), 금형기술(13%), 설계기술(13%) 

순으로 나타났으며, 26%를 차지한 기타기술로는 접착제 개발 등의 화학분야, 

IT 조선 기자재, 정밀기계 가공기술 등이 있었음

 ㅇ 기업이 기술지도를 최종 희망할 경우 지도가능 여부에 대해 기술자 응답은 

지도확정(44.6%), 추후결정(44.6%), 지도불가(10.8%)로 나타났음. 기술분야 

불일치로 매칭 결렬이 확정된 소수 건을 제외하면, 지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수였음

 ㅇ 기술자 관심사항으로는 경험활용(40%), 체류기간(27%), 초청기간(22%) 순으로 

주로 본인의 경험 활용 가능 여부를 중시하며 기술분야 일치여부에 높은 관

심을 보였음

 ㅇ 기업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자의 경력 및 지식수준’에 대해 풍부

(75%), 보통(24%)으로 응답하여 기술자의 보유기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차트 : 「첨부5.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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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결과 상세

 ㅇ 기업측 응답결과(상담 67건, 기업 38사, 기업 담당자 76명 참가)

단  : 건

기술 일치도 계약 가능성

일치 거의일치 보통 일부일치 불일치 확정 유력 보통 없음

14 26 14 8 5 6 26 26 9

〔기업〕 수요 기술 일치도 〔기업〕 계약 가능성

  ㅇ 기술자측 응답결과(상담 67건, 일본 기술자 51명 참가)

단  : 건

기술일치 여부 계약가능성

일치 거의일치 보통 일부일치 불일치 확정 유력 보통 없음

15 39 3 7 3 6 33 21 7

〔기술자〕 수요 기술 일치도 〔기술자〕 계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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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및 개선사항

 □ 총평

 ㅇ 기술분야 및 세부 조건이 일치하여, 계약 성사가 예상되는 다수 기업이 기술자

에게 공장견학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이 돋보였음.

 ㅇ 기술자의 적극적인 상담 태도 및 철저한 자료 준비성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특히 지도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는 미리 계약(안)을 준비해와 성약 

가능성을 향상시킴.

 ㅇ 통역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43%), 비교적 우호적

(48%)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획대로 상담이 진행됨.

 ㅇ 상담회 참가기술자 간친회 개최 시, 과거 상담회 참가 및 지도경험을 소개하

는 자리를 마련하여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함.

 ㅇ 정치적·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방한에 우려를 표하는 기술자가 소수 있었으

나, 추가 안내 및 관리를 통해 결원 없이 진행함.

 □ 향후 개선사항

 ㅇ 매칭율 향상을 위해 기존 참가신청서의 개선방향 검토 필요

   - 기술 분야 및 기술지도 희망내용을 서술하는 기존 방식에 추가로 기술지도 

희망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 각 항목별 기술자의 지도 가능여부 조사 후 온라인 매칭 결과와 함께 기업안내

   - 신청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작성 가이드라인 강화

 ㅇ 선정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0~11월 중 공장견학 기업 및 기술자 일정 

팔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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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후일정

최종 매칭결과
& 

선정심의자료 수
⇨

참가기업 

선정심의 원회
⇨ 심의 결과 안내 ⇨ 기술지도 Start

기업→재단 재단 재단→기업 기업&기술자

10.16∼10.27 11.24 11.30 2018.01.01∼

기업-기술자

계약 체결
⇨

기술자 입국 후 

입국확인서 외 서류 제출
⇨ 약체결 ⇨

보고서 

제출
⇨
지원  

지

기업&기술자 기업→재단 재단&기업 기업→재단 재단→기업

2018.01~02 기술자 입국 후 2주 이내 1-2월 중 지도종료 후 2주 이내 8∼9월

일  자 내   용

10.16∼10.27 ○ 최종 매칭결과 조사  선정심의자료 수

∼10.27
○ 최종 사업 참가 확정기업 상 선정심의 원회 개최 비

 - 사 매칭 완료 안건인 자체발굴  발굴의뢰(계속) 유형 포함 : 48과제(44사)

11.24 ○ 신청기업 선정 심의 : 선정심의 & 지원등  결정 

11.30 ○ 【재단→기업】 선정심의 원회 결과통보

11.30∼12.31
○ 기업-기술자, 기술지도 일정수립  계약서 사  조율

○ 일본 기술자 VISA 수속

2018.01∼

○ 일본기술자 입국  재단-기업간 약 체결

○ 기업별 기술지도 실시

○ 지원기업 문의사항 상시 응

○ 지원기업 장 검 : 기업  기술자 건의사항 수렴

○ 기업별 최종보고서 검토 후 지원  지

※ 첨부1. 기업 : 기술자 상담내용 
   첨부2. 상담회 참가 기업 및 기술자 리스트
   첨부3. 상담시간표
   첨부4. 상담회 사진
   첨부5.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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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9:30∼11:00 11:00∼12:30 13:30∼15:00 15:00∼16:30 16:30∼18:00

1
㈜한 스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동아엔지니어링

567 389 328 199 411

2
제이에스테크 메스코㈜

244 562 389 397 204

3
㈜ 이아이씨 한신

595 350 441 204 371

4 　
오 이㈜ ㈜원창메탈 ㈜ 삼우에코 알무스이앤티㈜

595 168 418 415

5
㈜한성정공 ㈜한도 ㈜신도

278 547 497 441 618

6
㈜에스엠코리아 ㈜에코매스

547 346 40 74 302

7
천일페인트㈜ 흥화학공업㈜

180 180 281 432 307

8
한국피지엠 ㈜신성팩 성기업㈜ ㈜코텍

245 67 432 281 616

9
디오스텍 디 이동신 ㈜

493 623 459 78 72

10 　
㈜루시카토 ㈜에 원테크 디 이

551 654 654 257

11
이에스엠 ㈜한일 ㈜마이크로엔엑스 ㈜서한공업

12 12 342 650 167

12 　
디엔이솔라(유) ㈜재성 극동산업

645 114 616 650

13 　
한양소재㈜ ㈜아산 ㈜도스코

553 259 433 606

14

㈜모나미

09:30∼10:45 / 10:45∼12:00/ 심시간 / 13:00∼14:15 / 14:15∼15:30 / 15:30∼16:45 /  16:45∼18:00

    630         430                    244        606          328           199

첨부1. 상담시간표 (한국기업 38사, 일본 기술자 51명, 총 상담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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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회 전경 및 산업협력상 수상 모습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 : 사이토 도시로 기술자

첨부2. 상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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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응답수
(사) 백분율

생산제조 방법 22 21%

소재·재료·부품개발 22 21%

제품설계 20 19%

생산설비 제작 14 13%

품질 리 9 8%

생산 리 7 7%

교육훈련 5 5%

시장개척/마 5 5%

기타 3 3%

합계 107 100%

기술내용
응답수

(사)

백분율

(%)

자동화기술 13 16%

형기술 10 13%

설계기술 10 13%

사출성형 9 11%

열처리기술 5 6%

표면처리 5 6%

컴 운딩기술 4 5%

주조, 단조기술 2 3%

스가공 1 1%

기타 21 26%

합계 80 100%

첨부3.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38사, 67건 상담, 67건 응답)

□ 한국기업 응답

 1) 기술지도 희망 기술분야(복수응답)

※ 기타 : 개발지도, 금형설계, 신제품 아이디어 등

 2) 기술지도 희망 기술내용(복수응답)

※ 기타 : IT 조선기자재, 접착제 개발, 정밀기계 가공기술, 화학반응, 고분자 합성, H/W, 

S/W 개발 설계기술, 반도체, 디바이스 실장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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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담시 기술자의 주요 관심사항   4) 기술자의 경력 및 지식수준에 대한 만족도

1) (기업이 희망시) 기술자의 지도여부 2) 상담 분위기

[일본기술자 응답] [통역사 응답]

□ 기타 일본기술자 및 통역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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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Ⅰ. 개 요

□ 목 적 

   한일 양국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관계 구축 기회제공  

 및 일본시장 진출지원

□ 내  용

  ㅇ 행 사 명 :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ㅇ 일    시 : 2017. 9. 27(수) / 09:00~18:00 

  ㅇ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ㅇ 참가규모 : 일본 참가기업 : 총 35사/ 한국기업 94사, 203건 상담

     * 일한재단(23사), 기후현산업경제진흥센터(2사), 오사카상공회의소(6사),  

ERINA(1사), 큐슈일한경제교류회(3사)

  ㅇ 참여업종 : 자동차·기계·금형, 전기･전자

  ㅇ 형    식 : 사전 매칭을 통한 1:1 개별 상담 * 통역지원

□ 주 최

  ㅇ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ㅇ (한)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 협 력

  ㅇ 오사카상공회의소, 기후현산업경제진흥센터, ERINA, 큐슈일한경제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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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한국기업 상담건수 상담형태(건) 상  담  결  과

35개사 94개사 203건

수출 104
거래

가능성

상  32

수입  80 중 112

기타  19 하  59

합계 203
합계 203

상담금액 $5,100만달러

 Ⅱ. 상담결과 종합

 ㅇ 금년도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 행사를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

와 병행 개최함에 따라 개회식 행사가 전일에 개최되어, 동 상담회의  

상담시간이 예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 늘어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음

 ㅇ 금년도에 참가한 일본기업 35사 중 15사가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아닌 자사물품의 한국기업에의 수출을 목적으로 참가한 기업이어서 이러

한 기업에 대한 한국 바이어 기업의 매칭이 쉽지 않아 충분한 매칭이 이

루어지지 못한 기업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일본 조달(수입) 상담기업 상담건수 : 약 6.9건

     - 일본 공급(수출) 상담기업 상담건수 : 약 4.0건

 ㅇ 동 상담회는 일본기업 35개사, 한국기업 94개사가 참가하여 상담 203건, 

약 5천 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음

 ㅇ 상담결과 집계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가능성이 높거나 중간 이상인 

매칭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Follow-Up 조사를 실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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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상담희망제품 URL

1
소니세미컨덕터메뉴
팩츄어링㈜

반도체 제조 장치를 위한 소모품 및 
수선

https://www.sony-semicond
uctor.co.jp/

2 ㈜키모토
고기능 필름 제품 PET. TAC. PC. COP. 
PI. PEN. PMMA 등 수지 필름에 코팅한 
제품

www.kimoto.co.jp

3 ㈜쓰리럭스
다품종 소량의 미세가공품과 자동차를 
위한 절삭가공품, 프레스 가공품, 
사출성형품

　

4 아미타㈜

리사이클 원료, 연료/철강, 비철원료/ 
석유화학제품 및 첨가물/태양광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반무역 
관련 물건

http://www.amita-net.co.jp

5 ㈜반다이 금형조달 http://www.bandai.co.jp/e/in
dex.html

6 ㈜히타치플랜트메카닉스 슬라브통 리프터, 마그넷 리프터, 제어 
시스템, 브레이크 부착 모터 감속기 www.hitachi-hpm.co.jp

7 젠니쿠상사㈜
웨이퍼, 한국 국내 및 해외 반도체 
조립공장 소개, 기타 반도체 관련 제품 
및 재료

http://www.anatc.com/

8 고오화학공업 저온소성용 아크릴 수지 http://www.goo-chem.co.jp/

9 ㈜코스모테크 코팅 위탁처 기능성 필름의 원재료, 
기능성 필름, 특수 피부용 전사스티커 http://www.cosmotec.ne.jp

10 ㈜멕스 경사계, 펠체 시트 http://www.meces.co.jp

11 ㈜와이티엘
도장(기술자기수복도장, 백금도장), 
기기가공(금속절삭, 판금), 
하네스(다심커넥터)

http://www.ytlab.co.jp

12 ㈜세네콤 네트워크데이터로가"SensorViewe21" 및 
폐쇄형 식물재배 시스템 http://www.senecom.co.jp/ 

13 ㈜하츠타제작소 자동소화장치 캐비넷 http://hatsuta.co.jp/

14 ㈜씨아이에스

초고감도 Full HD카메라, 4K UHD SDI 
출력 카메라, 소형 고화질 Full HD 
카메라, 소형 고화질 ３CMOS Full 
HD카메라

http://www.ciscorp.co.jp

15 금속기연㈜ 접합, 열처리부분/가속기, 핵융합부품 http://www.kinzoku.co.jp/

16 파낙㈜ Functional Film, 각종 플라스틱 필름에 
코팅 및 라미네이팅을 한 개발제품 등 http://www.panac.co.jp

17 ㈜신키
자전-공전방식 교반-탈포기 : ARV-310, 
자전-공전 나노분쇄기 : NP-100, 
자전-초음파 나노분삭기 : PR-1

http://www.thinky.co.jp/

18 쿠라시키화공㈜
HI-WEDGE(하이-웨지), 
HI-MOUNT(하이-마운트), 방진고무, 
탁상용 액티브제진대 미니

http://www.kuraka.co.jp 

 Ⅲ. 일본 참가기업 리스트(35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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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상담희망제품 URL

19 공동기연화학㈜ 분자구배막 양면테이프 http://www.kgk-tape.co.jp

20 에벨-바이오클린㈜ 초록색의 마녀 시리즈. 
우이루스에어브로커

http://waseda-abell.com/ind

ex.html

21
㈜웨이브록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금속조가식필름 http://www.wavelock-at.co.jp/

22 스타라이트공업㈜

산업용 펌프용 제품(수지축받침, 
스티커/트라이볼로지), 엘리베이터용 
제품(수지가이드슈, 
브레이크/트라이볼로지), 식품기계용 
제품(수지축받침, 스티커/트라이볼로지)

www.starlite.co.jp

23 히라이공업㈜ HIP(확산접합,합금=염소,불소대응)코팅
다이,T다이 http://www.hiraken.com

24
㈜호쿠리쿠엔지니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가공품, 3D 
프린터 필라멘트, 금속가공부품

http://www.h5.dion.ne.jp/^h

ep/

25 ㈜스기야마메카레트로
공작기계-전용기의 구성부품, 치구 
[주축- 각종기어-샤프트-박스형구조물 
(기어박스)- 투어링부품 등]

http://sugi-mecha.co.jp

26 ㈜에스케이와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금형 
[성형금형(가소성용금형-2재성형용금형)
금형부품제작], 금형/ 금형부품

http://www.sky-kk.jp/

27 다이이치시설공업㈜ 클린룸사용승강기,수직스파이럴반송기,
수직연속반송기,물류라인의승강기부품

http://www.daiichi-shisetsu.c

o.jp

28 ㈜후쿠텍 엘리베이터, 트래이 로더(수직반송기), 
기계식 주차장치, 내하중 가이드롤러 http://www.fukutec.jp/

29 하쿠요자동차㈜ 대형차량의 부품
http://www.hky-j.sakura.ne.j

p/

30 ㈜글로벌사이버그룹 버전업에 관련된 장치 http://www.gcg.bz

31 이타노기공㈜ 체결품(볼트, 너트, 워셔, 고정링 등),
기계가공, 프레스판금, 용접품, 조립품 http://itanokikou.co.jp/

32 ㈜쿄에이전기 환경관련 부품 필터, 처리기, 탈취, 
비연처리, 히터 http://www.kyoei-dnk.co.jp/

33 ㈜미키제작소 금속가공품(절삭가공품, 냉간 압력 
주조품, 주물가공, 볼트 등) http://www.miki-mfg.com

34 ㈜오타철공소 알루미늄 플레이트 도면 15장 분량 준비중

35 ㈜스가나미제작소
고압펌프 부품, 터보분자펌프 부품, 
사출성형기 부품, 공작기계 부품, 
마찰압접 부품, S45C블럭

http://www.suganami.co.jp/s

eisakus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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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기업 일본기업 상담품목 상담형태 상담내용/평가 거래  
가능성 비고

1
테크젠
정공㈜

㈜오타
철공소

반도체 
장비용 

정밀가공
부품

수출

·도면 및 T/P 인수 가능성 유무 결정 예정
·테크젠정공은 군수용 방열판 취급 업체
·한국 측은 알루미늄 6061 취급을 원함
·바이어 쪽에서는 알루미늄 5052 취급을 원함

중 US$
18,000 

2
신일
베스텍

㈜에스
케이와이

금형
(자동차)

수입

·회사소개 및 향후 검토 가능성 확인
·1년 전 일본 아는 업체에서 거래가 있었음
·일본 업체는 신일베스텍 현재 공장도 견학 

간 적 있음
·예전 거래는 한 번으로 그쳤고, 앞으로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지내기로 함.

중 　

3
벤처기업

협회

①공동기
연화학㈜

분자구
배막양면
테이프
기능성
필름

수입

·(사)벤처기업협회 업무, 역할소개 한국 내 
고객매칭상담회 개최 희망 시 연락하기로 함.

·일본 측은 한국의 차 부품, 전자부품기업에 
물품을 공급하고 싶어 함.

상 　

②히라이
공업㈜

HIP열처리 
기술로 
제작한 

특수금형

수입

·일본 대기업과 거래중 
  (우베코산, 토모네가타 등)
·한국PET필름, 광학필름 제조기업 및 기능성 

코팅기업에 금형공급을 원함.
·현재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 중

중 　

4 코스탈㈜
㈜쿄에이 

전기
구리소재 

부품
수출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소개와 쿄에이 주요 
사업 분야와의 매칭 관계에 대한 상담

·코스탈은 동파이프 및 슬리브 등 비철금속 
가공을 고객에게 주문받아 생산하므로 일본 
수출을 희망.

·바이어는 일본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동제품의 제조 및 용접기술 보유기업이라면 
의뢰희망.

·차후 지속적인 상담으로 발주 가능 한 지 모색

중 　

5
상익

엔지니어링
㈜에스케
이와이

금형공급
(플라스틱)

수출

·상익엔지니어링은 일본향 수출이 80%
  (나고야, 도쿄, 사이타마)
·라디에이터수출, 450~850t주특기
·큰 금형의 경우, 규슈고객을 소개할 수도 

있음
·공장견학의향 밝힘
·내년에 연락하기로 함. 단, 2색 성형은 한국 

업체에서 불가

중 US$
100,000 

6 GSC유통
에벨바이
오클린㈜

세제 수입

·일본기업의 주 품목은 세제제품임.
·세제에 대한 한국 판매검토예정
·에벨바이오클린제품에 대한 시장성 파악예정
·한국시장판매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듯함.

중 　

7 베리텍

①에벨바
이오클린

㈜
세제 수입

·에벨바이오클린은 국내에 총판이 있는 기업
·앞으로 판매 협력 가능 여부를 함께 모색할 

예정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능여부를 판단예정

중 　

②아미타
㈜

연료  
재활용

수입

·기술에 관한 추가 자료를 보내주어 
검토하기로 함.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

·일본기업의 소개

중 　

8
덕일산업

㈜
㈜

쓰리럭스
Resin 등 수입

·일본회사 취급품목설명
·덕일산업 취급품목설명
·추후품목을 집중해서 컨택 예정
·자동차부품의 일본진출에 대해 쓰리럭스가 

상사의 개념으로서 포트하기로 함.
·구체적인 안건의 상담은 없으나 새로운 

소재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중 　

 Ⅳ. 상담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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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기업 일본기업 상담품목 상담형태 상담내용/평가 거래  
가능성 비고

9 정광기업
㈜

스가나미
제작소

단조품 수출

·플랜트기자재 외 단조품 공급
·단조품이 일본기업의 주요 아이템
·다양한 제품의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견적서를 보내기로 함.

·특정 아이템의 상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예상액은 예상불가능

·추후지속적인 연락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예정

중 US$
100,000 

10
㈜

엘케이
하이테크

①㈜씨아
이에스

설비용  
카메라

수입

·장치, 설치, 기계용 카메라에 대한 상담
·제작업체로서 설비제작업체로 거래 중임.
·엔드유저인 씨아이에스사와는 거래가능성이 낮음
·다른 사업 진출 시 필요하면 연락하기로 함. 

하 　

②㈜
와이티엘

와이어링  
하네스

수출

·엘케이하이테크는 자동차 램프에 들어가는 
와이어하네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일본아스카, 치오다전자, 센츄리 등에 납품한 적이 
있음

·상사개념인 업체
·와이어링 하네스를 수입하긴 하지만 특수 분야를 
원함.

·도면송부 후 견적요청진행
·MOQ5000~1000개
·바이어 측은 공항설비용 하네스, 등대형 하네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량구매이므로 당장 주문은 
어려움.

·우선 하네스 도면1~2장을 한국 업체 측에 
이메일로 보내기로 함.

·견적서제출, 가격검토 후 차후진행을 결정하기로 함.

하 US$
40,000 

③㈜멕스 설비 수입

·하네스공정에 적합한 자동차 설비제작의뢰
·자동화하려는 커넥터 관련자료(종류 등)를 한국 
업체가 메일로 보내기로 함.

·생산라인에서 커넥터삽입작업을 사람이 하던  
것을 자동화하고자함.

·자세한 사양을 말해주면 일본 측에서 검토 후 
견적을 내겠다고 함.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견적가는 내기 어려움.

상 US$
500,000 

④㈜
세네콤

컨설팅,  
센서

기타

·공정에 센서관련도입.
·생산성향상 및 물량파악
·절감컨설팅 식으로 진행가능하다고 함.
·일본 쪽에서 자동차부품관련공장이 한국과 중국에 
있는데, 공장의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센서컨설팅을 받고 싶어 함.

·중국공장의 정보를 메일로 보내고 확인하기로 함.
·정보 확인 후 중국공장에 시찰 가는 것으로 결정.

중 　

11
㈜

성보기공

①㈜오타
철공소

전용기  
부품

수출

·전용기부품에 견적 및 샘플자료를 보내주기로 함.
·성보기공은 알루미늄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임.

·A5052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
·시흥에 공장이 있으며,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없음.

·가공관련지식도 있고, 일본기업에게 신뢰감을 줌.
·자동차부품(검사지, 유닛, 유닛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취급하고 있음.

상 US$
18,000 

②㈜스기
야마메카
레트로

전용기  
부품

수출

·전용기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견적을 의뢰함.
·성보기공은 일본과 부품 거래하는 것이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함.

·국내업체는 일본과도 거래실적이 있음 
(가와사키중공업)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어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지(가공, 용접, 성형 
등)바이어가 계속 문의하는 형태의 상담이 진행됨.

·금액에 대해서는 바이어 측에서 문의가 없었음.
·국내업체가 다음 달 일본에 방문 예정이어서 
바이어업체와 만나게 될 수도 있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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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한국기업 일본기업 상담품목 상담형태 상담내용/평가 거래  
가능성 비고

12 ㈜한화
하쿠요

자동차㈜

버스  
수리용 
부품

수출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독일산 자동차부품의 
공급가능성 논의

·한화그룹의 계열회사인 상사로 자동차부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바이어도 
수리(자동차)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필요하여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일본 내에서 많이 필요한 현대자동차의 
부품과 독일트럭회사인 MAN의 부품도 의뢰.

·현재 단가가 비싸다는 난점도 커버할 수 
있도록 가격협상도 협력하여 좋은 거래를 
모색해보기로 함.

중 US$
1,000,000

13 ㈜세한
소니컨덕
터메뉴팩
츄어링㈜

에어
샤프트

수출

·서로에 대한 기업 소개
·에어샤프트는 전 공정에 사용되는 품목임을 

강조.
·소니는 주공정만 취급하지만 세한은 

후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을 취급함.
·현재는 매칭되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추후 

관련 물품이 생기면 연락하기로 함.

하 　

14
신창실업

㈜
㈜미키
제작소

가공부품, 
프레스
부품, 

고무부품

수출

·프레스, 고무부품위주로 상담을 함.
·신창실업 생산품에 관심이 많고, 

거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중 US$
10,000 

15 파웰

①고오화
학공업

세라믹과  
AL접합제

수입

·고오화학공업 측에는 세라믹과 AL간의 
접합제가 없음.

·일본 측은 아크릴수지합성 후 판매
·한국대리점에서 레지스트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합성용수지는 판매실적이 없음.
·MLCC의 세라믹 블라인더 대리점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가능.

하 US$
200,000 

②금속기
연㈜

Brazing,  
ESC 

Repair, 
SIC focus 

ring

수입

·신제품 Brazing를 검토할 예정
·ESCRepair의 기술을 검토하기로 함
·SICFocusring기술 또한 검토한 후 서로 컨택 

하기로 함.
·긍정적으로 생각되면 일본 쪽 기업에 방문도 

가능.

중 　

16
㈜

경도공업

①금속기
연㈜

열처리  
트레이

수출

·열처리한 관련부품, 내마모부품(Hi-Cr)에 
대한 공급가능성 논의.

·항공기부품 등 다양한 취급물품에 대해서 
논의함.

·추후 지속적으로 제품에 관해 논의하면서 
거래예정.

중 　

②아미타
㈜

부산물  
밀스케일

기타

·서로 회사소개 후 이메일로 자료송부하기로 함.
·철강부산물 dust,sludge, Millscale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담 논의
·SIC제품기술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됨.
·향후 견적예정

중 　

③㈜
스가나미
제작소

특수기계  
부품류

수출

·서로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주조부품, 제관품물량, 철강부품 공급가능성 

논의
·일본회사가 상사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자신의 판매제품이 매칭되는 지 알아봄 
(주조품, 플랜트관련)

·후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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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대엠지

㈜

①㈜히타
치플랜트
메카닉스

케이블  
대차장비

수출

·천장 크레인 부품공급에 대해서 상의함.
·이미 거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함.
·일본 측에서는 현대엠지가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고 회사효과가 높으며, 앞으로도 
거래를 유지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추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도면 제출예정

상 US$
360,000 

②하쿠요
자동차㈜

크레인 수출

·크레인(호이스트)에 대한 상담진행
·국내업체는 각종 기계설비장비를 생산하고 

바이어는 대형버스에 필요한 크레인에 
관심을 보임.

·버스고장 시 운송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많은 
수는 필요 없지만 한 대에 천만엔정도 하는 
아이템이라 거래가 성사되면 그 규모 또한 
기대됨.

중 US$
100,000 

18
대양테크

㈜
하쿠요

자동차㈜

자동차용  
Rubber 
Strip/

Packing

수출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국내업체는 고무 전문 업체로 자동차 등 

각종 부품의 고무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회사로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업체임.

·단, 주문생산100%로 자동차회사 등 이 
제품을 생산할 시에 주문하는 생산패턴이고, 
바이어의 경우는 수리가 전문이기 때문에 
기성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즉, 직접 주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없고 
기성제품을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거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추후 이메일을 통해 견적 및 개발의뢰

중 　

19
㈜

대웅
아미타㈜ 재생원료 수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서로의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지만 상담을 
진행하여 보니 취급품목이 상이하여 접점을 
찾기 어려움.

·나중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할 
때에나 다시 컨택할 예정

하 　

20
㈜

다우하이텍

①㈜키모
토

필름 수입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서로의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LED조명용 필름에 대해 설명
·일본 측 LED조명제품에 대한 부분도 설명 들음.
·추후 지속적으로 컨택하여 관련 자료를 받고 

검토하기로 함.

중 　

②고오
화학공업

수지 수입

·다우하이텍은 2002년의 설립한 회사로 
삼성,LG이노텍 등에 LED관련제품을 납품함.

·한국판매처에 12개 희망
·고오의 소성용 바인더수지의 장점
  1.PC계 2.친환경제품 3.자석의 균열이 적음
·고오화학공업은 데지스트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한국대리점은 있으나 소성용 수지 
판매실적은 없다.

·향후 소성용 수지 판매에 대해 확대를 
희망한다

하 　

③공동기
연화학㈜

테이프 수입

·자동차, 반도체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해 토론.
·함께 개척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함.
·한국 추석연휴 뒤 일본 측에서 공장에 

방문할 예정.
·다우하이텍은 국내에 다양한 컨텍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음.
·다우하이텍의 컨텍포인트와 공동기연의 제품에 

대해 함께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추후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예정

중
US$

15,000  

④㈜웨이
브록어드
밴스드테
크놀로지

수퍼테크  
미러

수입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서로의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누었지만 
취급하는 제품이 상이하여 접점 포인트가 
없음.

·일본 측에서 설명해주는 상품 내용을 청취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시 연락할 

예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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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양무역

㈜
호쿠리쿠
엔지니어
링플라스

틱

컴프레서, 
절단기

수입

·시대설비 및 부품에 대해 상담.
·일본기업 및 한국기업소개 및 상품소개
·셀러사는 제철소, 조선소에 자재를 납품하는 

상사로서 바이어사가 원하는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으며 관련 회사와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함.

·바이어사의 이번 상담회 참가목적 중 하나인 
사내의 설비보강을 위해 필요품목 등을 
리스트업해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추후 2018년 봄에 진행예정
·그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교환 예정

중 US$
5,000 

22 신품정공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부품 수출

·일본기업 및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제품가공 내용설명
·관련 상품에 대한 견적단가 요청
·관련이 있는 부품인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논의 예정

중 　

②㈜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일본기업 및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알루미늄 A5052 조달 및 가공가능
·직원 중 일본인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없음.
·알루미늄 이외에 다른 가공품 또한 조달가능
·협력업체 다수보유
·초경가공 관련해서 잘한다고 자신감을 보임
·초경가공이 필요한 기업이 견적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음.
·초경가공 레벨 미확인

중 US$
18,000 

23 세창스틸
㈜

스가나미
제작소

파이프 수출

·한국기업의 주력상품인 파이프와 일본기업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음.

·세창스틸은 산업용파이프를 제조하고, 
스가나미사는 산업용 플랜트제조로 
제품형태가 현재로서는 일치하지 않음.

·다만 유압 관련 부품은 앞으로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 있음.

·유압 관련 부품에 대한 판로 개척 시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다른 매칭 제품이 있으면 검토서 보내기로 
함.

중 　

24
대화

코퍼레이션

①공동기
연화학㈜

방수테이
프,  

양면테이
프

수입

·일본기업 및 한국기업소개 및 상품소개
·한국 업체가 대리점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함.
·그러나 이미 총판이 있어서 거래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 개척할 분야를 확인 후 서로 다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한글자료를 추후 메일로 전송 예정
·자료 확인 후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컨택 예정

하 US$
15,000 

②파낙㈜
UDD  
Film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UDDFilm상품과 이와 관련된 시장에 대해 

논의.
·한글자료를 추후 메일로 전송 예정
·자료 확인 후 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연락하기로 함.

중 　

25
(사)한국
MD협회

에벨바이
오클린㈜

세탁,  
주방, 욕실 

세제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독일 호루마녀브랜드
·일본OEM
  1.라쿠텐 판매2위 
  2.친환경제품 
  3.디자인출원, 상표등록,KC완료
·온라인 방향성을 위해서는
  1.소구 포인트 정리
  2.컨텐츠 정리
  3.유통 채널에 맞는 컨텐츠 기획이 필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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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코스텍

시스

소니컨덕
터메뉴팩
츄어링㈜

이미지  
센서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소개 및 상품소개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 상담
·향후 부품조달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연락 예정

하 　

27
㈜

다원시스

①젠니쿠
상사㈜

반도체  
장비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향후 국내업체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 다시 연락할 예정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아 추후 필요할 때 

업무연계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

중 　

②스타라
이트공업

㈜

철도  
부품

수입

·철도부분에 대한 협업에 대해 협의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관련된 부분이 없어 현재로서는 향후 

거래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됨.
·전체적으로 업체와의 매칭 정확도가 낮다고 

생각됨.

하 　

③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반도체  
장비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향후 국내업체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함.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 다시 연락할 예정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아 추후 필요할 때 

업무연계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
·그러나 이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연락 예정

중 　

28 신화정밀

①㈜오타
철공소

AI 가공품 수출

·신화정밀은 대형, 중형, 소형머신을 취급하고 
있음.

·공장장능력이 높다고 평가, 신뢰도 또한 
좋다고 판단됨.

·통역없이 거래를 하기 어려워 매칭이 
되었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신감이 있었으나 A5052를 조달받고 
가공해서 타겟프라이스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

·일본기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때문에 향후 거래가능성은 있어 보임.

상 US$
18,000 

②㈜
스기야마
메카레트

로

다양한  
부품들의 
제작 가능 
여부 문의

수출

·일본바이어가 먼저 회사를 소개하고, 필요로 
하는 부품을 이야기함.

·국내업체가 필요한 종류와 부품, 도면을 보여 
달라고 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면서 상담을 
진행

·국내업체가 보유한 설비, 회사를 소개함.
·일본어커뮤니케이션은 메일로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함.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다품종소량생산' 가능
·바이어가 대량생산부품은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필요부품이 생길 때마다 의뢰를 할 
텐데 그것이 제작가능한 지, 일본어도면이 
이해가능한 지 문의했고, 한국기업 측은 
가능하다고 대답함.

·초기에는 작은 부품부터 시작하며 거래 예상

중 US$
2,700 

③다이이
치시설공

업㈜

금속  
가공품

수출

·신화정밀은 머시닝 센터, 선반 등 다양한 
기재를 보유하고 있음.

·다품종소량생산중심임.
·다양한 품종을 취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알루미늄 가공을 많이 하고 있음.
·다이이치 측의 승강기부품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승강기부품의 대부분이 주로 알루미늄 중심.
·현재는 확신하기 어려우나 일본기업측은 

앞으로 승강기부품이 필요할 때 도면을 
지참하여 미팅을 요청할 예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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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라무역

①㈜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사라무역은 직접 가공이 아니라 중개역할임.
·원하는 타겟프라이스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듬.
·하청업체를 포함할 시 가격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보임.
·직접 가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거래처의 

기술력 또한 확실하지 않음.
·거래가능성이 희박하여 이야기 진전이 되지 

않음.
·오랜 세월동안 일하는 걸보면 실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됨.
·열정이 있고  책임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직거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함.

하 US$
18,000 

②㈜
스가나미
제작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사라무역은 알루미늄 가공품을 취급하며 

직접 가공이 아니라 중개역할을 하는 곳임.
·추후에 혹시 관련된 일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함.

하 　

30
태광물산

㈜

①㈜세네
콤

센서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카달로그 전달
·태광물산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센서에 

관심이 많음.
·기후센서, 도로상황 센서 등
·늦게 도착한 관계로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얘기는 하지 못 함.
·카달로그 자세히 확인 후 회신 예정
·매칭되는 물품이 많은 만큼 태광물산의 향후 

검토가능성 높음.

중 　

②㈜멕스 기술지도 기타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얘기가 진행되던 건이 

있음.
·한국 업체가 일본 업체에서 소개해 준 

일본회사를 인수할지 여부를 상담.
·추후 지속적으로 컨택 예정

중 　

31 TTB
㈜글로벌
사이버
그룹

IOT제품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컨텐츠서비스에 관한 질문응답
·자동제어처리에 관한 상담
·아이템 구상에 대한 이야기
·수출, 수입보다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중 　

32 진영테크

①㈜
와이티엘

가공,  
판금 부품 

의뢰
수입

·절삭가공품, 판금부품의뢰
·진영테크는 반도체제조, 기계가공업체
·진영테크는 인쇄기계부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으로 일본에서 판매를 희망.
·기계가공아이템180종에서 70종을 한국에서 

구매, 조달을 희망.
·가격은 비싸지만 도면에서 취급하는 재질을 

희망.
·일본에 수출할 때는 EMS나 배편을 이용
·견적서는 엔화로 작성하며, EMS운송비, 

DDM(운송비, 세금포함), 일본공장까지의 
비용을 계산

·바이어가 상당한 관심을 보임.
·견적서 검토 후 한국 업체공장을 견학하기로 함.

중 US$
100,000 

②㈜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진영테크는 알루미늄 취급 업체
·일본기업 측에서 원하는 계약금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음.
·알루미늄 가공실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회사가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기업 

측에서 출장을 오기 편리함.
·다른 알루미늄(7075,6061등)도 취급 가능함.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없음.
·향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검토예정

상 US$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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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젠니쿠
상사㈜

종합상담 기타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각 국의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
·한국, 일본의 서로 수출수입을 위해 정보를 

교환함.
·거래보다는 사업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룸.

하 　

④㈜미키
제작소

가공의뢰 수출

·진영테크는 반도체 또는 CD부품이 제일 많은 
수요를 차지함.

·특수정밀부품을 상담현장에 샘플가지고 보여줌.
·오더 주문 위주로 생산함.
·바이어의 희망사항에 주문생산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국내기업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함.
·주물 쪽에도 문제없다고 함. 소량 주문도 가능.
·바이어는 산업 쪽의 거래처가 많음.
·공수가 복잡한 부품이 바이어 쪽에는 

유리하다고 언급함.

중 US$
5,000 

33
지덕산업 

㈜

①㈜
후쿠텍

캐스터  
바퀴

수출

·지덕산업은 캐스터와 휠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어필.

·일본기업측은 현수막 등을 걸 때 사용하는 
가이드롤러(우레탄레품)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임.

·한국기업 측의 어필 포인트와 일본기업 측의 
원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음을 인식.

·가이드롤러의 소량주문제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필요 시 의뢰하겠다며 상담종료.

·일본기업 측은 엘리베이터라는 특수한 
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한국기업이 잘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음.

하 　

②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캐스터  
바퀴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지덕산업의 주요 취급품목인 캐스터바퀴에 

대한 상담.
·일본 측 담당자는 캐스터바퀴에 대한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금일 상담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연락시켜주겠다고 함.
·추후 지덕산업의 제품에 대한 자료검토예정
·자료검토 후 담당자와 캐스터바퀴에 대한 

자세한 상담예정

상 　

③젠니쿠
상사㈜

캐스터  
바퀴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일본 총판의 의사를 비춤.
·이와 관련하여 10월 중 일본 동경에서 다시 

미팅하기로 함.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향후거래가능성을 

높여갈 예정

중 　

34
㈜영신
특수강

아미타㈜
철강,  

기계가공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리사이클링부속품(라이머, 해머, 분쇄기, 

파쇄기 등)에 대해 상담.
·소각로-내열강
·코발트 원자재 수출
·리사이클 원료라는 공통적인 부분으로 향후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중 　

35
그린스타인
코퍼레이션

㈜히타치
플랜트

메카닉스

크레인  
자동제어 
시스템

수출

·천장크레인제어와 리프터제어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자동화,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

·기술적 개발을 함께하길 원함.
·그러나 개발하는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술이라 선진적인 

기술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예상.
·추후 상호자료를 전달할 예정.
·자료검토, 내부 협의 결과 진행가능성 높음.

상 US$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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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일정밀
㈜에스케
이와이

플라스틱  
사출금형

수출

·동일정밀은 열처리전문금형회사(HRC60)
·SKD11, 스타벅스 등
·금형2t,150t이 주특기
·한국업체에서 부품1개 120만원부터 거래가 

가능하니 테스트식으로 맡겨보시라고 제안.
·서로의 아이템의 적합성 판단 후 추후 

견적요청 확인

중 　

37 홍익펌프
스타라이
트공업㈜

수지  
제품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서로 매칭되는 아이템이 없어 거래가능성은 

낮음.
·향후 관련된 새로운 사업진행 시 

의뢰하겠다고 함.

하 　

38
유승산업

㈜

①㈜코스
모테크

플라스틱  
MC 

나일론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MC나일론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로 주 

제품에 대한 소개가 많았음.
·서로 취급하는 품목이 달라서 협조해서 연락 

예정
·필름도로를 MC나일론과 접목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함.

하 　

②㈜
쓰리럭스

MC  
나일론 
가공

수출

·경량화 요구에 따라 기존 금속 제품을 
수지로 바꾸려는 경향으로 수지시장 확대가 
기대됨.

·수지관련재료 및 부품 모두가 조달가능한 
회사로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거래가능성이 
높음.

·일본 측이 더 싼 재료를 대만 등에서 
조달하여 공급할 가능성도 있음.

·유승산업 품목이 취급하는 품목이고 
가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일본에서 수요가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중 US$
2,000 

39 케이씨텍

①젠니쿠
상사㈜

와이퍼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일본기업 쪽에 와이퍼 3종 공급 

가능확인(Bear, Blanket, Pattern)
·Reclaim 가능여부확인
·추후 견적의뢰를 받기로 함.
·상담한 업체 중 가장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상 　

②스타라
이트공업

㈜
와이퍼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당사 와이퍼 3종 제작 공급 의뢰
·현재로서는 제작하기 어렵다고 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 서로 

협조하기로 함.

중 　

40
아성크린
후로텍㈜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플라스틱  
밸브 

파이프,
필링

수출

·플라스틱밸브파이프와 필링에 대해 소개
·제품의 특성상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메일로 도면을 보내고, 견적을 내서 

확인하기로 함.
·추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예정

중 　

②젠니쿠
상사㈜

플라스틱  
밸브 

파이프,
필링

수출

·각 회사의 간단한 소개와 제품에 대한 설명.
·젠니쿠상사의 상담참석자가 

플라스틱밸브파이프와는 관련부서가 아닌 
관계로 제품이해도가 부족했음.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

·추후 메일을 통해 도면과 견적서를 보낼 
예정

·일본 기업 쪽에서 확인 후 연락 예정

하 　

③㈜
쿄에이 
전기

플라스틱  
밸브 

파이프,
필링

수출

·플라스틱밸브에 대한 소개 및 설명
·그러나 쿄에이전기 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님.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제품
·일본 측에서 아성크린후로텍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
·거래처와 추후 컨택 예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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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에코엘이디

㈜

①하쿠요
자동차㈜

LED 
버스등

수출

·에코엘이디는 각종LED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바이어는 대형버스나 트럭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현대 버스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 
의뢰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함.

·그러나 현대 차 부품을 수입하는 데에 
있어서 상사경유로 부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단가가 비싸고, 수리비도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수리업체(하쿠요자동차)가 직접 현대 
차에도 납품하고 있는 업체(국내)에서 
직접LED 등을 수입하면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상담.

·서로에게 상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 
자료검토 후 거래를 추진하기로 함.

중 US$
100,000 

②㈜
반다이

장난감용  
렌즈(LED)

수출

·바이어와 한국업체는 2년 전에 상담한 적이 
있음.

·당시 비밀유지 계약상의 문제와 
생산능력부족 등의 문제로 상담이 중단됨.

·이번 상담도 이전문제가 해결될 것을 전제로 
진행됨.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생산수량도 LED부품으로 36,000개까지가 

한계인 것이 실정.
·견적의뢰-5종류수량으로 나누어 FCA홍콩, 

US$(12K,120K,360K,720K,1000K)
·현재 사용중인 니치야LED부품의 상당품.
·가능한 한국산(한국업체)부품을 원함.

중 US$
3,600,000

③젠니쿠
상사㈜

LED부품  
전반

수입

·양사 소개 및 제품설명
·LED와 관련된 회사로 LED가 사용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상담함.
·추후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④㈜
와이티엘

LED  
전자기기

수입

·전자기기 설계하여 조달처에 납품까지 할 수 
있는 업체이면 차후 검토를 해보기로 함.

·바이어 측에서 LED전자기구도 취급을 하고 
있으나, 일본국내에 공급받는 거래처가 
있으므로 지금 당장 거래처를 변경하기는 
힘듬.

·와이티엘의 이번 상담회 참가목적은 
기계가공 및 부품조달처를 찾기 위함.

·간단한 회사설명과 인사
·차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취하기로 

함.

하 　

42
엘피케이
하이테크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반도체  
절삭액

수출

·각 회사의 간단한 소개와 제품에 대한 설명
·엘피케이하이테크가 미리 견적서를 준비해 

왔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가격 견적을 다시 준비하여 재제출할 예정
·제품 간의 매칭은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거래가능성이 낮지 않음.

중 　

②㈜
반다이

성형품  
견적 의뢰

수출

·한국기업의 회사소개-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 성형 업체.

·기밀유지계약서는 추후작성(서명)하여 
바이어에게 보내기로 함(9/28까지)

·샘플 인도 후에 견적의뢰
·한국업체 대표와 바이어는 이전에 타 회사 

재직 중에 거래경험이 있음(JY솔루텍)
·한국 업체 측은 협력회사(우리엠텍)와 함께 

태국 현지제작 후 태국 바이어 측 공장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를 제안했으나 
납품스케줄의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미지수.

·페밀리몰드타입의 제품으로 바이어는 품질을 
염려함.

·몰드베이스는 어떤 것도 대응 가능하지만 
코스트와 가공용이성을 고려하여 추후에 
선정.

중 US$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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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쓰리럭스

수지  
제품

기타

·엘피케이하이테크는 한국에서 팔레트를 
제조하여 일반에 판매하고자 함.

·1200*1200*120mm사이즈로 일본에 
판매하고자 함.

·이 사이즈로 어느 정도 가격이면 가능할지 
시장조사를 부탁함.

·기존 상사에 부탁한 적이 있으나 수수료가 
바빠서 포기함.

·거래를 위한 상담보다는 정보교환을 위한 
상담.

·향후 각국의 시장조사 등 정보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컨택할 예정

하 US$
1,000 

④㈜호쿠
리쿠엔지
니어링플
라스틱

수지  
제품

수출

·엘피케이하이테크는 금형제작 및 가공까지 
가능.

·바이어사는 현재 일본산100%로 작업하며 
자동차용 금속가공이 많다고 함.

·작년에도 전시회에 참가하여 상담한 적이 
있음.

·1년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나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현재 한국 업체에 의뢰할 정도의 업무가 
없다고 함.

·앞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의뢰 할 일이 
있으면 진행하고 싶다고 함.

하 US$
10,000 

43
키가랩스앤
파트너스

㈜신키 믹서기 수입

·한국기업,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신키의 믹서를 사용할만한 전자전기, 

화장품제조사를 소개하고 싶음.
·한국기업체를 소개해 주기위해 지속적으로 

컨택할 예정

하 　

44 운남

①㈜신키
링  

나이프
수입

·운남은 알루미늄 테이프 제작 업체
·일본 기업 측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커팅할 

링나이프 제작이 가능한 가 문의
·추후 별도로 연락한다고 함.
·거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컨택 

예정

하 　

②㈜
키모토

PET Film 
기능성

수입

·운남은 알루미늄 테이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임.

·2차 가공된 페트필름에 대한 상담
·키모토사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검토할 

예정.

중 　

③아미타
㈜

PET  Film 
기능성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소개 및 상품소개
·아미타사가 취급하는 물품과 운남에서 

원하는 물품의 매칭 정도가 적음.
·원하는 부분 이상이하여 향후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관련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면 다시 연락하여 협력할 예정.

하 　

④㈜
코스모테

크
PSA 수입

·각 회사제품의 소개
·접착제 관련 제품가격 도출
·비슷한 물품을 취급하고 있어 바이어 측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향후견적서 및 도면을 검토 후 다시 연락할 

예정

중 US$
62,000 

⑤㈜멕스

테이프  
접착제 
두께 

측정기(센
서)

수입

·테이프의 접착제 두께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해 상담을 원함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메일로 연락 
하겠다고 함.

·한국 업체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함.

·매칭되는 부분이 적어 거래가능성은 
적어보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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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쿠라시
키화공㈜

고무 수입

·운남은 테이프를 제조하여 3M에 OEM하는 
회사로, 쿠라시키에서 고무를 수입하여 이를 
활용한 테이프를 만들려고 생각 중.

·필요한 고무사양에 대해 상세사항을 
알려주면 쿠라시키에서 대응하기로 함.

·쿠라시키에서는 고무시트판매는 가능하나 그 
고무시트를 이용하여 만든 테이프는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함.

·서로 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택할 
예정

하 US$
50,000 

⑦공동기
연화학㈜

무기재  
양면테이

프
수입

·한국기업의 공장 연휴 뒤 방문하기로 
함.(한국총판)

·운남에서는 아크릴무기재타입 테이프기술이 
없어 일본기업제품에 큰 관심을 보임.

·일본사제품을 한국사에서 위탁생산도 
가능하다고 함(OEM가능성)

·방열, 축열시트 추가로 자료요청
·지속적으로 컨택예정

상 US$
15,000 

⑧에벨바
이오클린

㈜
PSA 수입

·한국기업,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매칭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웠고,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연락하기로 함.

하 　

⑨히라이
공업㈜

무기재  
양면테이

프
수입

·운남은 알루미늄 테이프 제작회사
·양면테이프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움.
·히라이공업에서 자료를 송부한 후 운남에서 

검토예정
·관련 자료검토 후 이메일을 통해 컨택할 

예정.

하 　

45
삼정

오디세이

①이타노
기공㈜

볼트와  
너트

수출

·한국기업에서는 볼트와 너트류 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함.

·그러나 서로의 정보가 부족해 상담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큰 소득은 얻지 못하고 상담이 종료됨.

하 　

②㈜미키
제작소

볼트 수출

·삼정오디세이의 단조로만 양산된 볼트에 
대해 삼정오디세이는 호감을 가짐.

·볼트는 전부 자사에서 생산
·국내에서 만든 모형을 현장에 가지고 옴.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
·미국에 연간 $300,000매출을 한 볼트도 

있다고 함.
·일본바이어가 실제로 일본에 곧 사용가능한 

제품들을 차후 메일로 알려주면 납품도 빠른 
시일 안에 가능.

·더불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장점.
·작년에도 접한 기업이지만 단가와 수량 

문제로 성립이 어려웠음.
·이번 상담회에 샘플을 가지고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중 US$
5,000 

46
파트너스랩

㈜

①㈜
스가나미
제작소

절삭가공  
3D프린팅

수출

·일본 기업 측은 현재 3D프린터 관련된 
복잡한 가공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3D프린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자동차부품 등 관심품목이 있을 경우 
연락하기로 함.

·절삭품 대응 가능 여부 확인
·3D프린터부분이 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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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호쿠
리쿠엔지
니어링플
라스틱

플라스틱  
금속 

가공품
수출

·플라스틱소재, 가공품 대응 가능 여부 확인
·일본 수출 이력 등을 설명
·바이어사의 경우 방문목적은 플라스틱 제품 

가공 및 생산 설비 제작
·셀러사의 경우 플라스틱가공과 

금속가공전문회사
·바이어사가 현재 한국에 의뢰하고 있는 작업도 

셀러사의 주 업무와 비슷함.
·현재 셀러사가 보유한 설비가 상당히 좋은 설비이며, 

다음 기회에 공장 견학을 요망한다고 함.
·일본에 돌아가서 다시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함.

상 US$
50,000 

③㈜
와이티엘

금속  
가공품

수출

·파트너스랩은 CNC정밀가공업체, 매출 20억원
·바이어 측은 CNC정밀인쇄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새로운 모델로 변경할 예정임(5052)
·70종 아이템 전부 대응 가능한 업체를 

희망하고 있음.
·대형사이즈 부품이 메인이므로 가격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음.
·압출히트싱크 제작업체도 찾고 있음.
·한국에서 매년 50~60억원 수입하고 있음.
·1달에 4세트를 만들고 있음(1대에1~4개 

들어감)
·대 중 소 3장의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기로 함.
·견적서를 제출하여 향후 진행을 결정하기로 

함, 가격이 최우선으로 조건을 제시.
·추석연휴가 끝난 후 견적서 제출 예정

중 US$
50,000 

47 ㈜두손

①다이이
치시설공

업㈜

엘리베이터
부품소재

수출

·두손은 승강기용 접착테이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

·승강기철판과 철판을 접착하는 테이프 
(강한내열성)

·현대, 오티스, 티센 등 많은 승강기업체에 
납품 중

·다이이치측은 처음 보는 제품이라 흥미롭고, 
회사에서 정보공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함.

·상담 후 긍정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아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음.

중 　

②㈜코스
모테크

필름,  
테이프 류

수출

·상담한 업체 중 거래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됨

·업종 및 생산제품 아이템이 완전 일치.
·코스모테크는 개발, 설계, 품질보증 등 

연구개발에 특화된 회사
·두손은 연구개발과 생산까지 가능한 업체
·열전도테이프, 한면테이프(검은색전자산업용), 

PU(의료용)테이프 세 가지 품목에 흥미를 
보였고, 가격견적을 메일로 줄 것을 요청함.

·계약성사 시 월1,000만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

상 US$
120,000 

48
㈜상아
프론테크

①㈜신키
대용량  
믹서

수입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대용량믹서 구매 검토 중
·금액대가 맞으면 적극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음.
·사양별 설비 견적 요청
·당사 검토가격기준 대비 신키와 제출가격 

검토
·대용량기준Nego협력요청.
·추후단가검토 후 가능 시 당사통보

중 US$
300,000 

②젠니쿠
상사㈜

반도체
(패키징)

수출

·관련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움.

·타 부서 등 기타 아이템에 대한 
활용방안강구

·내용, 전개 메일 발송 후 검토 예정
·필름 류 대응가능여부 확인
·자료검토 후 다시 협의 할 예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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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쿠요
자동차㈜

LED조명 수출

·상아프론테크는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로 
아직 일본에 수출한 적은 없으나 품질이 
좋다는 바이어의 평가.

·바이어는 대형버스나 트럭수리 시에 필요한 
LED조명이기 때문에 이후 정보교환 뒤 
거래를 모색해 보기로 함.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검토 후 다시 컨택 예정

중 US$
300,000 

49 경성산업

①하쿠요
자동차㈜

표면  
연마제

수출

·자동차에 도장을 하기 전에 도장을 견고하게 
하는 연마제를 소개하였고, 현재 일본에 수출 
중임.

·바이어는 대형버스나 트럭을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로, 자동차 수입도 하고 있다고 함.

·현재 도장도 직접 하고 있지만 연마는 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부분.

·일본에 수출한 실적도 있어 관심을 보이고, 
이후 회사방문 및 정보교환을 통해 거래를 
모색, 추진하기로 했음.

·한달에 두 번 부산 방문
·부산-투자유치단장
·시장조사가 어필 포인트

중 US$
500,000 

②㈜오타
철공소

표면  
연마제

수출

·알루미늄가공품5012생산, 제작
·한국기업은 연마용 자재만 판매하고 있고, 

오타철공소는 가공을 원함.
·취급하는 물품이나 상담내용이 맞지 않아 

거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하 US$
18,000 

③㈜
와이티엘

표면  
연마제

수출

·일본기업, 한국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기계제조 관련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임
·관심을 보이는 만큼 거래가능성이 낮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치 않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컨택하여 거래할 예정

중 US$
10,000 

50
㈜서림

오토메이션

①공동기
연화학㈜

분자구
배막 

양면테이프
/방수용 
테이프

수입

·서림오토메이션은 공동기연의 제품을 장비, 
방실용으로 사용을 희망한다.

·제품에 대해 연휴 뒤 샘플을 제공하고, 
방문하기로 함.

·서림오토메이션은 공동기연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임.

·샘플을 받고 확인한 뒤, 기업에 방문 시 
상세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

상 US$
15,000 

②쿠라시
키화공㈜

자동화  
기계 

제조를 
위한 부품

기타

·서림오토메이션은 세계 각국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현재 쿠라시키 제품도 니치텐을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으나, 한국 모조품에 밀려 
판매실적은 저조한 편.

·쿠라시키의 현미경대(제진대)에 관심.
·이화여대에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 

쿠라시키 제품의 판매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판매로 알아볼 예정.

·쿠라시키는 서림에서 판매하는 마그넷 제품들에 
관심.

·마그넷소재에 관심이 많고, 한국에 마그넷 
제품도 많은듯하니 마그넷제품이 필요하거나, 
한국 다른 제품들이 필요하면 연락하도록 
하겠음.

중 US$
100,000 

③㈜
세네콤

적설량  
측정계

수입

·서림오토메이션은 전선의 동결관련센서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

·전선의 동결상태를 관측해주는 센서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다.

·사양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보통 
50만엔

·한국기업 측에서 검토 예정
·시간이 짧은 관계로 상세한 얘기는 하지 

못함.
·세네콤의 카달로그 확인한 뒤 다시 메일로 

컨택 예정

중 US$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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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호

일렉트릭
㈜

와이티엘

하네스, 
기계 

가공품
수출

·성호일렉트릭은 케이블어셈블리 및 하네스를 
제조하는 업체

·와이티엘은 한국업체로부터 하네스케이블, 
커넥트를 조달 받고 있음.

·전표를 개별적으로 넣어 포장해주기를 원함.
·지불 면에서 최대한 26일로 조정협의해보기로 함.
·데이터시트를 다음 주까지 제출 요청함.
·공장감사하면 기계가공력이 떨어짐.
·하네스의 경우 공장시찰로 하여 진행하기로 함.
·한국업체의 부산지사가 내년 1월경 이전할 

계획이므로 좋은 아이템을 주면 공장을 
확대하여 대응이 가능함.

·전표, 포장, 납기, 지불 면에 있어서 쌍방간에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로 함.

상 US$
200,000 

52 우성정공

①㈜
쓰리럭스

샤프트  
3종

수출

·쓰리럭스는 농기계 제작을 한국 측에 
의뢰하여 이미 견적서를 받은 상태.

·일본 측 요청인 납기 단축만 실현되면 
거래가능성이 높음.

·기타 안건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거래가 있을 수 있음.

·일본 측은 금속공작의 
바리토리(가장자리정리) 기기를 소개함.

·일본상담회에서 만나 계속 연락하며 업무를 
진행 중.

·8년 가능 예상

상 US$
10,000 

②㈜미키
제작소

볼트 수입

·우성정공은 용접등과 접합한 부품 제공 
협력기업으로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유지를 희망함.

·쓰리럭스와 우성정공은 이전부터 알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의 경황과 안부 인사를 함.

·국내기업은 12월부터 발주가 늦어짐.
·국내기업은 올해 1억엔 이상의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음.
·바이어는 한국기업의 수입 물품을 늘리고 

싶어 하나, 일본 거래처가 단가를 싼 것만 
찾아 곤란함을 느낌.

·한국 내의 볼트기업의 시장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국내기업 중 적합한 일본기업을 소개해 
주기로 함.

·앞으로 맞는 부품이 있을 경우 공장견학도 
부탁함.

·우성정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3년 
전부터 계속 협의 중.

중 US$
10,000 

③이타노
기공㈜

볼트,  
너트, 

워셔 등
수출

·볼트, 너트 등의 부품제작가능성과 가격 등의 
상담.

·샤프트의 제조 가능성 상의(도면대로)
·6~7종의 설계도면으로 견적을 내기로 함.
·서로 품목이 맞아서 가격만 조정되면 거래 

가능성이 있음.
·농기부품 8종 견적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긴급 진행 협의 중

상 US$
100,000 

53
메카

인더스트리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반도체  
금속 장비 

부품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회사소개 및 
상품소개

·다양한 부품에 관해 논의했지만 매칭되는 
부분이 부족함.

·AIS품에 대해 상의했지만 조건과 달라 
거래가능성은 낮아 보임.

하 　

②다이이
치시설공

업㈜

반도체  
관련 금속 
가공 부품

기타

·반도체 금속부품에 대해 지사와 국내거래를 
진행하기로 함.

·국내지사와 연락하여 거래진행 예정.
·국내에서 거래진행 후 실적이 괜찮으면 

일본에 수출하기로 함.
·거래가능성이 일부 확정된 상태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넓혀나갈 예정

상 US$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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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일

몰드텍㈜

㈜
스가나미
제작소

S45C블록 수출

·대일몰드텍은 S45C블록을 일본에 수출하기를 
원함.

·S45C블록은 일본기업이 앞으로 더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아이템.

·S45C블록을 최소 1회200개(연간600개)를 원함.
·대형제품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많지만, 한국기업이 대형제품의 검토서도 
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일본 측이 관심을 보인만큼 거래가능성이 있음.

중 US$
1,000,000 

55
아진금형

㈜

①㈜
반다이

프라모델  
완구 금형, 

사출
수출

·한국기업의 회사소개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

·기밀유지 계약서 작성(NDA체결)
·샘 플인도 후에 견적의뢰
·아진금형은 금형, 사출성형업체로서 

장난감(프라모델)샘플제작경험이 있음.
·견적의뢰시, 도면은 제공하지 않고 NDA체결 

후에 샘플을 제공.
·바이어의 요구사항으로서 제공한 샘플은 

페밀리 몰드 타입이므로 성형품가공이 
용이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에 대해 염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도면을 제공하나 
부품별 도면제공 또는 레이아웃이 포함된 
부품 도면을 제공할 수도 있음.

·납품 후 금형수정 등의 메인터넌스는 
고객책임.

·금형강재는 450kg너크
·견적은 9/30까지 메일로 보냄(CIF시미즈항)

하 US$
20,000 

②㈜에스
케이와이

자동차  
부품 금형, 

사출
수출

·아진금형은 850kg~3t이 주특기
·핸드폰주변기기, 주사기, 자동차용품을 생산.
·650t 생산 가능 여부를 물어봄.
·올 해 안에 실질적 수주는 없으나 내년 

신규업체를 물색중이 라고 함.
·견적서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락하기로 함

중 　

56
몰드
프라자

①㈜에스
케이와이

금형  
부품 가공

수출

·일본어에 능통한 대표가 급한 출장이 잡혀서 
전무가 옴.

·대표는 자동화기기에 대해 잘 알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와 연락하길 원함.

·에스케이와이는 금형조립관련 자동화기기 
수입을 원함.

·에스케이와이 측에서 공장견학 등 관심을 
보였으나 오늘은 인사에 그침.

·일본업체에서는 향후 금형부품(성형까지)을 
부탁할 수 있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찾고있음.

·공장견학이 필요하므로 오늘의 목적은 
여러업체의 담당자를 만나보는 것.

중 US$
36,000 

②㈜호쿠
리쿠엔지
니어링플
라스틱

플라스틱  
가공

수출

·몰드프라자는 2011년 설립된 회사로 
일본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함.

·생산 설비 사진을 보고 일본 측과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함.

·대화 중 일본과의 거래 시 금형 운반 중 치수 
변화에 대해 언급.

·플라스틱소재부품 가공가능업체선정.

하 　

③㈜스기
야마메카
레트로

부품가공
(수리용)

기타

·회사소개 및 공장 위치소개
·몰드프라자는 금형부품을 제작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
·기계수리 관련 부품가공에 대해 상담.
·사장님이 일본어가 가능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음
·바이어는 일본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기를 

원함.
·자동화생 산이 아닌 각각의 다른 부품이 필요 

하다고 함.
·국내 업체에서는 가공은 가능하지만 

열처리기술이 일본 기술력에 아직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

·설립이 6년된 회사라 크게 거래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함.

·거래 부품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하 US$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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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아이엠지윌
㈜글로벌
사이버
그룹

IOS  어플 
개발

수출

·IOS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을 
보였으며, 본사의 강점과 개발인력, 환경에 
대해 설명

·홈페이지 모바일 앱 수요에 대해서 상의
·인재가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고 말함.

중 US$
1,300,000 

58
㈜ 

한양정밀

①㈜키모
토

필름 수입

·한국기업과 일본기업회사소개 및 상품소개
·상품에 대해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추후 관련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②㈜
스가나미
제작소

필름 수출

·상담신청을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상세한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음.

·휴식시간에 간단한 회사 소개를 한 뒤 인사함
·특별한 품목에 대해 얘기를 진행하지 않음
·추후 관련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59 한나무역

①㈜에스
케이와이

금형  
(자동차)

수입

·일본기기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전개라고 여김.

·금형세트, 플라스틱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처음은 부품가공부터 소개.

·4~5개의 한국 거래처를 보유 중.
·일본기업과 한국거래처 간의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음.
·거래를 하게 된다면, 우선은 일정을 맞춰 한국 

거래처를 돌아볼 것.
·한국업체는 야자키, 후지공업, 키메라와 거래가 

있음.
·납기, 가격 등의 결정을 위해 한국의 거래처를 

늘리고자 함

하 　

②㈜호쿠
리쿠엔지
니어링플
라스틱

기계부품, 
플라스틱 

가공
수출

·한나무역은 여러 가공 및 금형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명 자동차 업체와도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

·일본기업은 내년 자사설비의 증설시 사양제시를 
부탁함.

·설비를 제작 및 설비의 부품을 공급해 줄 
회사를 찾고 있음.

·내년 시설증설시 견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함.
·시설증설을 2019년으로 예정하고 있어 라인의 

기계부품을 한국에서 조달 받고 싶어 함.
·내년 시설증설을 위해 향후 한나무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중 US$
5,000 

③㈜
스가나미
제작소

단조품 수출

·한나무역은 무역회사로, 일본기업에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의뢰를 부탁함.

·특정품목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의뢰해서 대응한다는 내용

·거래액은 예상불가능
·추후 매칭되는 품목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함.

하 　

60 제우스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반도체  
공정 장비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회사소개 및 
상품소개

·일본 내 공급 가능여부 확인
·영업망 구축과 잠정적 고객 확보
·내부적으로 검토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US$
2,000,000 

②젠니쿠
상사㈜

반도체  
공정 

소모품
기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회사소개 및 
상품소개

·반도체관련 소모품 원재료의 상호 수출입에 
대한 상담

·일본내 대리점 구축
·매칭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어 

상호협력예정
·각 기업별로 내부검토 후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000 

③㈜코스
모테크

코스모테크 
전 상품

수입

·제우스는 상사로서 제조사가 아님
·일본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한국총판은 필요 없음.
·그러나 일본기업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거래가능성은 낮지만, 유통관련의견을 나눌 수 

있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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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대해서는 비매칭
·당장 비즈니스는 성립이 되지 않아도 잠정적 

고객확보 및 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함.

④㈜
세네콤

센서 수출

·한국 측의 상담목적은 센서와 관련하여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임.

·일본 세네콤과 독점하여 사업하길 원함.
·농업 관련 센서시스템에 관심이 많음.
·차후회사자료를 더 받아 검토 후, 사업진행 

여부를 회신 받기로 함.
·가장 여러 방면으로 협업할 수 있고, 규모도 

큰 회사여서 일본기업 측에서 관심이 있음.
·세부적인 조건이 맞는다면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어 보임.

중 　

⑤㈜씨아
이에스

산업용  
머신 비전 
카메라

수입

·양사의 제품 및 회사소개를 실시함
·씨아이에스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한국 내 

대리점을 경유하고 있음.
·연간 50억원 상당의 머신비전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음.
·금번 방한을 계기로 방농용, 고해상도 

신제품의 판매선개척을 희망하고 있음.
·제우스사는 연간3,000억원 매출규모의 회사로 

현재 파나소닉사비전카메라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신규로 씨아이에스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는 데에 관심이 있음.

·씨아이에스회사 소개서를 제우스 측에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씨아이에스의 기존 한국내판매선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루트의 개설을 상호 
검토하기로 함.

중 　

61 티티에스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석영 
가공품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상담상품은 작년상담이후 올해 8월 

품질승인이 완료됨.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규비즈니스품목으로 석영가공품을 

요구하고 있음.
·내부적으로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함.

상 US$
300,000 

②㈜
쿄에이 
전기

히터(카트
리지),  

핫프레스
기타

·티티에스에서 사용가능한 전기로를 일본에서 
수입하기를 원함.

·쿄에이는 한국기업의 요청에 맞는 전기로 
회사를 일본 국내에서 조사해 중개할 수 
있음.

·티티에스가 제시한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히터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향후 일본에 
귀국해서 담당 엔지니어와 미팅 예정

·관련 담당자와 신규 개발할 히터에 대하여 
협의 예정

·부품조달보다는 자사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임.

하 　

62
㈜경인
정밀기계

㈜히타치
플랜트

메카닉스
감속기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크레인용 감속기에 대한 상담
·히타치와 경인정밀기계는 이미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의향이 있음.
·수출수입과 관련된 상담이라기보다는 

상담회를 통해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자리였음.

상 US$
20,000,000 

63 풍림무약 ①파낙㈜ 필름 수입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필름에 무전해 코팅이 가능한 필름에 대해 

상담
·디스플레이용 필름과 전장 등 여러 용도의 

필름에 대해 수입을 원함.
·풍림무약에서 원하는 상품에 적용 가능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기로 함 
(메타로이드)

·파낙의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검토 후 회신예정

중 US$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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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키모
토

필름 수입

·양사의 소개 및 상품설명
·여러 종류의 필름과 관련된 상담을 희망함.
·디스플레이 이외의 용도로 판매루트확대를 

원함.
·글라스 필름과 관련 유리에 바를 수 있는 

상품을 가진 업체를 확인 요청함.
·상세정보에 대한 확인이 되면 연락주기로 함.

중 US$
40,000 

③고오화
학공업

하소용  
래진

수입

·고오화학공업상품에 대해 미리 찾아보고 옴.
·삼성전기에 소개는 했었으나, 양산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함.
·전자재료용 세라믹 및 자석에 들어가는 

아크릴 수지에 대해 상담.
·아크릴 수지관련 한국고객 요청사항 청취를 

원함.

하 　

④㈜코스
모테크

접착테이프, 
자기수복
도로, 

피부씰용 
테이프

수입

·코스모테크의 기능성 있는 접착테이프나 
시트에 대한 상담을 원함.

·고객이 원하는 모양이나 형상으로 가공해서 
판매

·접착필름(접착제) 또한 개발 중에 있음.
·전자재료 쪽이 차기주력상품
·LGD에서는 OLEDTV 최종글래스 가공 쪽에 

사용하기로 함.

중 US$
30,000 

64
삼익테크

㈜

①㈜
스가나미
제작소

단조품,  
주물품, 
롤러류

기타

·삼익테크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제품을 검토할 수 있음.

·공구교환 장치가 가장 가능성이 있음.
·필요한 경우 메일로 연락을 취하기로 함.

중 US$
100,000 

②㈜오타
철공소

AI  
가공품
(10종)

수출

·삼익테크는 주로 철을 취급함.
·알루미늄은 부품가공으로 사용(6061)
·6061을 교체가능한 지 물어봤지만 

일본기업은 5052만 취급함.
·일본 업체와 거래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충족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심.

·거래성사시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중 US$
18,000 

65
디엠아이
코리아

①다이이
치시설
공업㈜

금형  
설계

기타

·디엠아이코리아는 금형설계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

·일본계기업이며, 타 회사소개도 가능함.
·금형제작어드바이스도 하고 있음.
·다이이치는 반도체반송설비가 메인임.
·자세한 계약이야기는 내부검토 후 다시 

하기로 함.
·주로 국내거래위주로 진행될 예정.

중 　

②㈜호쿠
리쿠엔지
니어링플
라스틱

가공  
부품

수입

·디엠아이코리아는 설계 및 제조 가능한 
업체로, 일본 시즈오카현에도 거점이 있어 
유지보수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금형, 가공까지 가능하다고 함.

·바이어사와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음
·일본에 돌아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 검토해 연락하기로 함.
·내년 증설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설계가 

완성되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US$
5,000 

③㈜멕스
유량계와  
관련한 

기술 협력
수입

·디엠아이코리아는 계측기를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나, 품질향상과 
제품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음.

·추후에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찾아간다고 함.
·당장은 거래가능성이 없지만,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음.

중 US$
10,000 

④㈜글로
벌사이버

그룹

물품  
전반

기타

·양사의 회사 소개
·자동차램프외형수요에 대한 질문과 응답
·IOT를 사용해서 가전제품과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상담
·스레아링ECU, 엔진ECU, 브레크ECU등에 

대하여 상담
·거래보다는 사업전반적인 것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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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쌍용
영월산기

①아미타
㈜

엔지니어
링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회사 소개 및 상품소개
·시멘트플랜트 관련 상담
·아미타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거래가능성이 높아 보임.

상 US$
2,000,000 

②㈜히타
치플랜트
메카닉스

석회  
플랜트, 
기자재

수출

·석회플랜트, 라지에이터, 열교환기로 매칭을 
희망함.

·히타치는 석유화학플랜트이기 때문에 
혼합물재료가 다르다.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음.

·추후 새로운 관련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함.

하 　

③㈜쿄에
이 전기

플랜트용
공기청정

기
수입

·쌍용영월산기는 플랜트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기계도입을 
희망함.

·일본제품을 핵심부품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외관을 제작해서 조립하는 형식을 상담.

·쿄에이전기는 공기청정기대리점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중개가 가능함.

·더불어 일본 내 플랜트사업을 소개하는 것도 
가능

·양사가 협업 가능성이 있음.

상 US$
1,000,000 

67
조은공업

㈜
㈜미키
제작소

자동화  
산업용 
부품

수출

·자동차포마가80%,산업기계10%,전기전자분야10%
·일본에 수출실적이 있으며, 제일 높은 분야는 

자동차 부문임.
·작년 매출은 1400만불,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일본 바이어 쪽에서도 필요한 제품이 있음
·검토 후 필요시에 메일로 대응을 부탁.
·디젤은 연간 30만대를 판매하는 물품도 있음.
·문제는 단가이므로 협의가능성에 따라 추후 

진행이 결정됨.
·한국제품의 좋은 점은 바이어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상담 후 성립 여부에 따라 
성사가능성이 높음.

중 US$
11,000 

68 인팩일렉스 ㈜키모토 코팅필름 수입

·인팩일렉스의 컴바이너HUD 및 DoorLF안테나 
버튼부에 적용될 보호/코팅필름에 대한 상담.

·키모토 측에서도 다양한 필름 제품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가능.

·자세한 조건사항을 충족하면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어보임.

·바이어 측도 적극 검토예정
·거래에 진전이 있을시 메일을 통해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000 

69
더포인트
비씨지

①㈜키모
토

전자
부품용/
인테리어  
부품용 
필름

수입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소개
·전자부품 관련 국내시장, 대리점 등은 확보된 

상태
·기술협력 등을 논의하였으나 이미 협력체계가 

완료된 상태
·양사의 상담목적이 달라 구체적인 진행은 

어려웠음.

하 　

②㈜씨아
이에스

머신  
비전 

카메라
수입

·양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더포인트비씨지회사는 벤쳐캐피탈 회사로서, 

동사에서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국내중소기업제품과 관련이 있을 경우 

소개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신청함.
·씨아이에스회사에서 찾고자하는 방동용, 

특수고감도카메라를 취급하기에는 
업계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회사브로슈어를 제공하고 관심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함.

하 　

③㈜멕스
전자부품  

센서
수입

·서로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 상담했지만 
매칭되는 부분이 적었음.

·한국 업체에서는 양산위주의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됨.

·소량 생산이라는 점이 가장 아쉬움.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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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에코바스

①㈜웨이
브록어드
밴스드테
크놀로지

ABS필름 수입

·양사의 소개 및 상품설명
·색상을 투입하는 필름에 관심이 있음.
·일본기업 측 제품의 상세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
·내부적으로 검토 후 추후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 

②아미타
㈜

욕실
천장재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소개 및 상품소개
·일본에 장정부각(초경량, 친환경)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세부적인 조건이 맞으면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음.
·제품에 대한 검토 후 서로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 

③고오화
학공업

LED  자재 수입

·에코바스는 욕실천장재 중 ABS자재가 
생산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

·고오화학공업은 ABS는 생산하지 않으며, 
LED에 사용되는 백색잉크를 생산하고 있음.

·한국 업체인 세종LCD에서 LED만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음.

·세종LCD에 고오의 백색잉크 소개를 해줄 수 
있음.

·10.18-20 오사카상담회에 출장 예정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만나기로 함.

하 US$
1,000 

71 한국테크

①이타노
기공㈜

돌림방지
워셔

수출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한국테크가 수출을 원하는 풀림방지용워셔는 

이타노 기공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함.

·상호정보부족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웠음.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하고 

상담이 마무리 됨.

하
US$

100,000 

②㈜미키
제작소

돌림방지
워셔

수출

·한국테크의 풀림방지 워셔는 스틸로 만들어짐.
·사이즈는 M4부터 M32까지 재고를 가지고 있음.
·한국 국산품으로 재료도 한국제품으로 안심해도 

됨.
·현장에서 회사설명과 샘플을 보여줌.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으므로 견적서와 

이메일대응은 문제없이 교류 가능함.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다시 이메일로 

송부해주기로 함.
·일본기업 측에서 샘플을 수령해감.

중 US$
60,000 

72
신진화학 

㈜
㈜에스케
이와이

자동차  
내외장품

수출

·양사 소개 및 제품설명
·신진화학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금형중에 

도금
·쌍용자동차(GM)와 주거래를 하고 있음.
·2015년8 80억의 매출을 냄(GM,쌍용,현대)
·국내60%, 해외20%~의 비율
·신진화학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 금형에는 

호일아치, 도장에는 핸들, 주유오일캡, 
호일캡, 기어 등이 있으며, 도금에는 그릴이 
가장 많음.

·에스케이와이는 도장(핸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공장까지 거리가 있어 
고민함.

·일본향은 실적이 없음.
·토요타 합성 등에 영업했으나 아직 견적까지 

가지는 못 했음.
·품질은 좋겠지만 운송비 등이 걸려 현재는 

금형에 그치고 있음.
·일본 업체는 금형만 생각하고, 일본 업체 

측에서 다른 일본업체에게 소개가 가능하니 
사내 검토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73
세광기업 

㈜
아미타㈜

부품  
전반

수입

·양사 소개 및 상품설명
·그러나 상품에 대해 매칭되는 부분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못 함.
·아쉽지만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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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네오텍

①㈜히타
치플랜트
메카닉스

크레인용  
TONG

수출

·TONG의 기술적 검토를 요청함.
·네오텍은 기술적 개발을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함.
·그러나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음.
·아직 없는 기술이라서 꽤 선진적인 부품이 될 

것이라고 함.
·TONG에 대한 실적 및 적용사례에 대해 상담.
·상담이 성립되면 양사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함.

상 US$
446,750 

②㈜
스가나미
제작소

특정  
품목 없음

기타

·양사소개
·특정 품목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대략적인 회사 설명이 이어짐.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하 　

75
(주)

프로텍
이노션

①㈜
쓰리럭스

소형  
공학기기 
설계, 

가공, 조립

기타

·소형정밀기기와 대형공작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

·일본시장 중 의료덴탈 쪽 반응이 좋은 편임.
·스마트공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설비에 

여유가 있어 납기를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음.

·일본 측이 원하는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매칭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거래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 US$
2,000 

②㈜스기
야마메카
레트로

부품  
가공

수출

·일본기업의 회사소개(업력, 진행중인 사업 
등)

·부품조달회를 모색 중이라고 함.
·프로텍이노션의 회사소개 (소형부품제작, 

가공, 수리 등을 하고 있음)
·가동할 수 있는 기계에 여유가 있다는 점이 

강점임.
·일본, 베트남에도 납품경험이 있는 업체
·국내업체가 제작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하는 정도의 상담
·일본어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도면 또한 이해가 가능함.
·추후에 바이어가 도면을 보낼 테니 견적을 

달라고 요청함.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상 　

76 지제이테크

①㈜
쓰리럭스

공작기  
부품

수출

·취급품목의 전반적인 소개
·지제이테크는 일본과 거래가 90%인 

공작기기기업으로 향후 일본판로를 더 
개척하고자 함.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경우 거래하기로 함.
·필리핀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 일본상사가 

제3국과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 해외공장에서 
바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구체적인 상황이 정리되면 서로 연락하기로 
함.

하 US$
2,000 

②㈜
와이티엘

기계  
가공

수입

·지제이테크는 정밀가공부품, 전용공작기계를 
취급.

·대구공장이 메인이며, 필리핀공장, 
중국공장도 보유하고 있음.

·머싱센터 등 공장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밀링센터, 3차원 측정실 등 생산설비가 잘 
갖추어짐.

·고객의 90%가 일본거래처임.
·스핀돌이 부품 중에서 가장 주력상품
·특수인쇄기에 들어가는 부품사양으로 재질은 

5052서스, 알루미늄임.
·70종의 아이템을 변경할 예정으로 

기밀정보유지계약서 동의 후 진행하기로 함.
·타겟프라이스는 있으나 코스트다운이 최우선 

조건임.
·기밀유지계약서 체결 후 70종 아이템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함.
·다음 주에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함.

중 US$
50,000 



- 95 -

No 한국기업 일본기업 상담품목 상담형태 상담내용/평가 거래  
가능성 비고

③쿠라시
키화공㈜

기계가공
품

기타

·쿠라시키 화공은 블라켓 등을 한국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음.

·지제이테크가 제조하는 부품 중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쿠라시키가 도면을 보여주고, 지제이테크가 
가능하다고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기로 함.

·도면을 보낼테니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지제이테크가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음.

중 　

④㈜미키
제작소

주물  
관련 부품 
및 각종 

기계 부품

수출

·바이어는 원래 4군데 한국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1곳만 유지해서 거래중임.

·국내기업은 중국, 필리핀 등에도 공장과 
직원이 있고 더불어 한국현지에서는 가공, 
조립 등을 자체에서도 생산하고 있음.

·자동차관계가 중심이며 90%가 일본판매, 
10%가 국내판매임.

·중국공장의 유저는 한국기업인 현대웨이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함.

·기본 한국공장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됨.
·공작기계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소량도 주문 

가능함.
·일본과의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임으로 서로가 

거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바이어도 
관심을 가짐.

·시간을 갖고 차후에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중 US$
10,000 

⑤㈜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소재 부품

수출

·밀시트+a5052가 기본 원칙인데, 확보 
가능하다고 함.

·일본어가 가능하기에 거래할 시 
커뮤니케이션은 문제없음.

·일단 받은 타겟프라이스를 보고 재료비, 
가공비, 포장비 등을 계산해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함.

·일본계기업과 일을 많이 하기에 거래가 
성사될 시 진행이 잘 될 듯 함.

·10월중순전에 지제이테크가 회답을 줄 예정임.

상 US$
18,000 

77 아이펙
㈜

와이티엘
가공  
부품

수출

·아이펙은 정밀가공부품제조회사.
·방위산업업체로 지정
·방산업체(열성카메라 등 방산물자를 정부에 

납품)
·LG 1차 협력업체
·이전에 상담경험이 있으며 도면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한 적이 있음.
·공장견학 및 추후 일정에 관해 상담을 희망함.
·견적가격은 1세트에 25만원임.
·한국업체 측은 테스트샘플, 공장설비 등을 

확인하고 실제 수주로 이어지길 원함.
·방산업체 지정업체이므로 품질 면에서 보증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우수하고, 정밀가공 
기계부품 등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공장설비 가전공정이 가능하며, 일본 히라타와 
거래하고 있음.

·70종 아이템에 대해 수량과 타겟프라이스를 
제시하고, 검토 후 가격이 맞으면 10월에 
공장을 방문하기로 함.

상 US$
100,000 

78
㈜

엠티아이지
①㈜

쓰리럭스
티타늄  
부품

수출

·엠티아이지는 티타늄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함.

·티타늄분말을 이용한 사출은 희귀한 회사로 
일본기업이 많은 흥미를 가짐.

·일본기업에 소개할 수 있는 일본어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부품으로 구입할지, 티타늄분말자체를 구입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재료로 구입시, 티타늄가공에 대한 한국회사의 
기술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일본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인만큼 
향후거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중 US$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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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키
제작소

티타늄 수출

·미키제작소는 티타늄을 이용한 활용도에 
흥미를 가짐.

·가볍고 녹이 쓸지 않으며 보온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음.

·생물학적 안전인증서가 있으며, 핸드폰의 
아르마이트에 활용될 수 있음.

·바이어제품과 접목하면 경비절감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방향에 구상, 활용하기를 희망함.

·엠티아이지는 기술이전이나 작은 부품부터의 
거래를 희망함.

·미키제작소는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할지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고 함.

·코팅부분에는 관심이 있음.
·상담한 제품에 대해 메일로 상세한 

제품설명서를 송부하기로 함.

중 US$
5,000 

③㈜쿄에
이 전기

티타늄  
부품

수출

·엠티아이지는 현재 알루미늄 등의 제품보다 
성능이 좋고 경비 삭감이 가능한 
티타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티타늄제품을 일본기업에 수출하기를 희망함.
·다양한 내용이 오고갔고, 일본기업은 

일본국내 시장조사 후 중개가 가능하다고 함.

중 　

④㈜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엠티아이지는 티타늄코팅을 가장 자신있어 
함.

·일본회사가 원하는 것은 가공에 대한 부분임.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달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
·다음에 맞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US$
18,000 

79 대명이엔지

①㈜
와이티엘

기계  
가공

수출

·대명이엔지는 기계부품가공, 정밀기계가공, 
금형제조업체

·기계부품 가공업체이므로 바이어 측이 찾고 있는 
아이템과 잘 매칭 됨.

·바이어 측은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인쇄기에 
들어가는 부품(소,중,대)을 이번에 70종 아이템을 
변경할 계획이므로 코스트다운할 수 있는 
가공업체를 찾고 있음.

·설비장비는 5대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가공 시 
사이즈는 1500m까지 대응가능함.

·운송 시 EMS로30kg까지는 가능
·70종 아이템 일 경우 600kg이므로, 1개씩 20개를 

포장하여 한꺼번에 운송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함.

·압출히트싱크(알루미늄주물)에 대한 견적서도 
요청.

·다음 주에 이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보내 동의 
후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함.

중 US$
40,000 

②㈜스기
야마메카
레트로

견적  
의뢰,
제작 

가능여부 
확인

수출

·대명이엔지는 일본기업과 기존에 두 번 
상담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음.

·도면을 함께 보면서 제작이 가능할지만 
확인함. (30가지정도)

·대명이엔지가 바이어에게 견적을 전달하기로 
함.

·견적서확인, 내부검토 후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함.

상 　

③㈜미키
제작소

머신,  
선반 가공

수출

·대명이엔지의 물품기장은 1500m이상은 
외주이지만 그 이하는 자체 제조가 가능함.

·재질에 대한 질문 중 일본의 스테인리스가 
양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6062를 사용한다고 
함.

·수량은 1개부터 가능
·반도체부품, 기계장치부품이 주력상품임.
·국내가70%, 일본25%, 중동5%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음.
·코스타가 중요함을 강조

중 US$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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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오타
철공소

알루미늄  
가공품

수출

·일본기업은 A5052로 가공하기를 바라지만 
한국기업은 A6061로 가공하기를 바람(불일치)

·대명이엔지는 복합기를 취급하는 업체
·반도체부품을 가공한 적이 있음.
·배송비로 인해 타겟프라이스를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임.
·예전에 서로 만난적이 있는 업체임.
·일본어가 가능하지만 거래할 시 

커뮤니케이션은 힘들것같음.
·일본 측에서 6061로는 안 된다고 하니 한국 

업체에서는 난감해 함.

중 US$
18,000 

80
㈜ 

다우밸브

①㈜멕스

벨브에  
장착할 
센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기타

·한국업체가 지금까지는 단순한 벨브를 
제조해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레드오션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벨브에 센서를 달아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

·벨브에 브레인을 달고 싶다고 함.
·주로 원전 등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위험한 장소에 장착할 센서가 필요하다고 함.
·차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기로 

함.

하 　

②㈜
키모토

부품  
전반

수입

·회사소개 및 제품소개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회사자료와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할 예정.
·내부적으로 검토 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③㈜
세네콤

센서 수입

·센서의 ICT화, IOT화를 원하심.
·회사소개에 대한 자료를 메일로 받기로 함.
·실무담당자분인 부장님이 오셔서 밸브에 

센서를 달아 프리미엄 밸브로 고도화시켜서 
건설 회사나 전력 회사 등에 납품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음.

·연휴 끝나고 가능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협의할 예정.

중 　

④파낙㈜
부품  
전반

수입

·한국회사와 일본회사소개 및 상품설명
·특정품목보다는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
·센서밸브에 대한 시장조사필요
·추후 협의할 부분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중 　

⑤스타라
이트공업

㈜
센서 수입

·다우밸브는 밸브에 센서를 달아 프리미엄 
밸브를 만들고자 함.

·이를 위해 센서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싶어 함.
·센서밸브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납품할 수 

있음.
·이에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중 　

⑥㈜하츠
타제작소

부품  
전반

수입

·양사소개 및 제품설명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크게 매칭되는 

부분이 없어 구체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기로 함.

하 　

81
다빈치온

㈜

①㈜멕스

송전탑 등의 
화재 감지 

센서
(적외선 
센서)

수입

·상담도 중양사 담당자가 
도쿄공업대학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얘기를 함.

·직접 이메일로 연락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중 　

②㈜하츠
타제작소

소화기기 수입

·소화액, 소화기기 전반에 대한 상담
·메일을 통해 견적서를 받기로 함.
·견적서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 후, 이메일을 

통해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82 삼성몰
에벨바이
오클린㈜

녹색  
마녀 세제

수입

·양사소개 및 상품소개
·녹색마녀세제에 대해 주로 상담
·입점을 협의하기로 함
·그러나 아직 정식수입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여 상세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

상 U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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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프론텍
이타노
기공㈜

농기계용  
볼트 및 
너트

수출

·양사 서로 면식이 있고, 회사방문경험도 있음.
·샘플을 주고받았고, 정식발주도 한 상태임.
·이타노기공은 프론텍과 상담할 목적이었음.
·샘플이 확인되어 양산발주예정 (가격결정완료, 

제품샘플완료)
·상담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함.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함.

상 US$
1,000,000 

84
신우
컴파니

①㈜하츠
타제작소

환경  
관련 제품

기타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신우컴파니는 환경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임
·유압기계, 파쇄기, 분쇄기, 이송설비, 선별설비, 

재활용 설비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함.
·이메일을 통해 매칭되는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로 함.

중 　

②㈜쿄에
이 전기

동파이프  
등 

동 관련 
제조물

기타

·신우컴파니는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설비 
수입을 희망함.

·쿄에이전기는 동제품 중 파이프를 코일상태로 
감을 때 동용접이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트라 주체행사에서 
재차 상담하기를 희망함.

·서로 원하는 물품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락할 예정

상 　

85
㈜

남평아이티

①소니컨
덕터메뉴
팩츄어링

㈜

전자  
제품 전반

수출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남평아이티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 소니에 

관련 전자제품부품을 수출하기를 희망함.
·바이어 측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 견적서를 

이메일로 요청하기로 함.
·추후 이메일을 통해 다시 연락할 예정임.

중 　

②㈜반다
이

완구  
제품에 
대한 

전자(LED)
부품

수출

·남평아이티는 전자부품상사
·수량 5종류와 FCA홍콩, US달러로 견적의뢰
·장난감완구제품에 부속되는 전자부품 중 특히 

LED부품에 조달목적이 있음.
·바이어 측이 원하는 거래처로서는 기존거래처 

(외국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를 희망함.
·대표적으로는 LED업체인 LUXPIA와 같은 

거래가 없었던 업체.
·LED모듈에 PCBAssy, PVC와이어, 히트싱커 

등의 조립생산도 가능한 지 여부타진
·바이어 측이 조달을 원하는 LED부품의 LUXPIA 

상담품에 대한 견적을 의뢰
·수량은 2~3개월 기준
·특허문제는 승인 등을 처리하고, 추후메일로 

타겟프라이스 등 자료를 보내기로 함.
·한국 업체 측이 전문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아직 

명확하게 상담되지 않았고 바이어 측의 
요구품목과의 일치 여부도 불확실함. 

하 US$
36,000 

③젠니쿠
상사㈜

전자제품  
전반

수입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소개 및 상품소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구체적인 거래 

얘기는 나오지 않았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추후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
와이티엘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부품
수입

·남평아이티는 전자제품부품 제조업체
·반도체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상사 및 대리점 역할을 겸하고 있음.
·반도체 장치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과 

거래하고 있음.
·아스카, 치오다전자, 도시바 등에 수출하고 

있음.
·아날로그레버는 납기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일본 쪽에서 공급처를 찾고있음.
·부품이 모듈보다 주력하고 있으며, 단종 

부품도 거래가 있으면 대응이 가능함.
·일본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납기는 1~2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음.

·바이어 측이 필요한 부품리스트를 정리하여 
재고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응이 가능하면 
주문을 하기로 함.

중
US$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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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바다
중공업

㈜후쿠텍
부품  
전반

수출

·후쿠텍은 엘리베이터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로 바다중공업의 제품 중 프리룰러와 
갈고리형 집게에 관심을 보임.

·현재 대만에서 엘리베이터를 수입하고 
있으나, 한국제품으로 바꾸려면 인증과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제품보다 바다중공업의 
제품은 규격이 크다고 생각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연락하기로 함.

중 　

87 알파기계

①㈜
세네콤

부품  
전반

수입

·세네콤이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한국대리점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됨.

·식물재배관련 센서에 가장 많은 흥미를 보임.
·지인 중에 도로 관련 회사에 일하는 분이 

계시다며, 그분에게도 카달로그를 보여준다고 
하심.

·추후 필요한 부분은 메일을 통해 연락하기로 
함.

중 　

②㈜신키
한국 내 
판매점

수입

·일본기업 측에서 대리점을 찾고 있다고 하여 
상담을 하러 옴.

·한국기업 측이 일본기업의 대리점이 되기를 
희망함.

·대리점 계약조건으로 A/S서비스 서포트 
여부를 내걸고 있음.

·일본 측에서 내부검토 후 이메일을 통해 
회신하기로 함.

중 　

③쿠라시
키화공㈜

대리점  
수배

수입

·쿠라시키에서는 판매대리점을 수배
·금속가공업체(철판벤딩)을 수배
·알파기계 측은 설립 2년 된 회사로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안산공단에 자리하고 
있어 공단에 있는 업체에 소개하기도 편하고 
부품점포에도 진열하도록 하고 싶다.

·우선 안산공단 쪽 알파기계에 방문하여 
회사도 둘러보고, 안산공단도 둘러보며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심.

중 US$
50,000 

88
㈜

엠케이테크

㈜
스가나미
제작소

특정  
품목 없음

수출

·한국기업이 주력품목을 설명함.
·관심있는 품목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함.
·특정품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하지않았음.
·한국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검토하기로 함.

중 　

89
다보
커머스

①㈜히타
치플랜트
메카닉스

부품  
전반

수입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매칭되는 부분이 크게 없어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웠음.
·향후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중 　

②㈜
스가나미
제작소

부품  
전반

수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소개 및 상품설명
·거래상담보다는 사업전반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추후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기로 함.

중 　

90
㈜ 

신원정밀
㈜에스케
이와이

금형
(자동차)

수출

·한국 업체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가지고 
왔으나 일본 업체는 도어금형에 관심을 보임.

·핸들에 또한 관심을 보임
·샘플이 적으므로 다음 혹은 내년에 견학도 

하고 연락을 취하기로 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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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현대
파스너

①이타노
기공㈜

자동차 
부품

수출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필요한 상담이 불가능
·추후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기로 

함.

하 　

②㈜미키
제작소

볼트 수출

·현대파스너는 일본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음.

·단조만 자체생산하며 열처리도 금, 가공은 
외주로 함.

·5m~20mm까지 특수 나사길이의 제품을 만듬.
·2t미니멈(개수50,000부터)
·포장과 주문 양에 따라 단가를 협의하기로 

함.
·단가가 맞으면 거래할 가능성이 큼.
·자세한 내용은 추후 메일을 통해 일본어로 

전달할 예정.
·제품 면에서는 한국제품을 신용하고 

있으므로 가격만 맞으면 거래 성사할 의향이 
있음.

중 US$
20,000 

92
씨앤엠
로보틱스

㈜
㈜멕스

농업  
자동화 
센서

수입

·양사소개 및 상품설명
·농업자동화를 위한 센서에 대한 문의
·한국 업체에서 농업 자동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 지 문의
·거래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업전반에 관한 

상담을 진행함.
·추후 메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함.

중 　

93 화인

①㈜코스
모테크

전자부품  
필름 관련

수입

·분야는 일치하지 않지만 화인의 새 비즈니스 
사업이 필름관련이라 관심을 가지고 오심 
(신소재분야)

·LG전자에서 필름 관련의뢰를 받았으나, 
생산라인이 없어 공급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음.

·일본 코스모테크업체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 거래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품목을 말하지 않았지만 향후 
필요할 것 같다고 함.

중 　

②㈜쿄에
이 전기

히터,
배기가스
정화장치

수입

·사전상담 요청 외 회사
·5~10분간 일본기업과 직접 상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추후 연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서 히터/배기가스 

장치를 수입하기를 요망함.

중 　

94
SLK 

KUKBO
㈜쿄에이 

전기
플랜트용
공기청정기

수입

·플랜트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기를 희망함.

·일본제품을 핵심부품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외관을 제작하여 조립하는 형식을 상담.

·공기청정기 대리점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가능함.

·더불어 일본 내 플랜트사업을 소개하는 것도 

가능함.

상 　



- 101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Ⅴ. 총평 및 앙케트 조사 결과표

□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상담회 총평

 ㅇ 일본기업 35개사, 한국기업 94개사, 총 상담건수 203건

 ㅇ 금번 상담회를 통해 한국 참여기업 94개사는 각 사당 일본 참여  

 기업과 평균 약 2건, 일본 참여기업 35개사는 각 사당 한국 참여  

 기업과 평균 약 6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음. 

 ㅇ 이 중 일본 공급기업 15개사는 한국 참여기업과 총 58건의 상담  

 을 진행하여 평균 약 4건, 일본 조달기업 20개사는 한국 참여기  

 업과 총 145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평균 약 7건의 비즈니스 매칭  

 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약 5천 1백만 달러상당의 상담실적  

 결과를 도출하였음. 

□ 기업 만족도 그래프

 ㅇ 한국기업 94개사 기준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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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상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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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한일 기계·플랜트 기자재 상담회

Ⅰ. 개 요

□  목적 

ㅇ 기계류․부품․소재 분야의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 개선 및 기술  

협력무드 조성

ㅇ 일본 국내 전력기자재 수요증가에 따른 국재 발전기자재 수출

ㅇ 대일수출 가능 기계류 및 부품․소재의 무역상담을 통한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

□ 일시 및 장소

   ㅇ 2017. 9. 27(수) 10:00∼18:00 

 ㅇ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룸(2F) 

□ 형식 

   ㅇ 사전 매칭에 의한 1:1 상담  * 통역지원 

□ 상담결과

   ㅇ 일본기업 : 10사, 한국기업 : 51사

   ㅇ 상담건수 : 129건, 상담금액 : 약 1,237만 달러

일본기업 한국기업 상담건수 상담형태(건) 상담결과

10사 51사 129건
 

수출 129건
상담금액

＄1,237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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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기계·플랜트 기자재 구매사절단 리스트

No. 업 체 명 (홈페이지)
매 출 액 종 업 원 수

상 담 희 망 품 목

1
IHI 

(www.ihi.co.jp)

‘16년매출액 14,558억엔 종업원수 28,533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열교환기, 압력용기, 탱크, 배관자재, 벨트컨베이어, 

집진기 등)

2

Mitsui Eng & Shipbuilding1

(www.mes.co.jp) 三井造船

- 엔지니어링사업부

‘16년매출액 7,315억엔 종업원수 13,171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열교환기, 압력용기, 탱크, 배관자재, 벨트컨베이어, 

집진기 등)

3

Mitsui Eng & Shipbuilding2

(www.mes.co.jp) 三井造船

- 기계사업부(오카야마)

‘16년매출액 7,315억엔 종업원수 13,171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열교환기, 압력용기, 탱크, 배관자재, 벨트컨베이어, 

집진기 등)

4

Chiyoda System Technology 

Corp.

(www.cst.chiyoda.co.jp)

‘16년매출액 196억엔 종업원수 563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Junction Box, Cable Ladder, Tray Piping, Tubing 

Materials)

5
Kuriyama Corp

(www.kuriyama.co.jp)

‘16년매출액 170억엔 종업원수 270명

- 배관자재(파이프, 피팅 등)

- 조인트
- 각종플랜트기자재
- 기타(Oiless Bearing, PVC Sheet, Rubber Hose)

6
JNC Engineering

(www.jnc-eng.co.jp)

‘16년매출액 72억엔 종업원수 100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7
Cosmo Engineering 

(www.cosmoeng.co.jp)

‘16년매출액  505억엔 종업원수 457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Junction Box, Cable Ladder, Tray Piping, Tubing 

Materials)

8
Hitachi Zosen/日立造船

(www.hitachizosen.co.jp)

‘16년매출액 3593억엔 종업원수 9852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9
Kaji Tech

(www.kajitech.com)

‘16년매출액 51억엔 종업원수 200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10
JFE Engineering

(www.jfe-eng.co.jp)

‘16년매출액 3170억엔 종업원수 9000명

- 각종 플랜트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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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한국측 상담업체 참가자 리스트

　No 　업  체  명 참가자 직 책 비고(생산품목)

1 건세고압 양희진 대리 엘보

2 에너지엔 이호중 차장 공냉식 복수기

3 엘리온 정태영 사장 파이프,튜브시트

4 반도체인공업 김미영 팀장 컨베이어체인

5 CCG 김경복 부장 케이블그랜드

6 하이젠모터 김선용 부사장 모터

7 한국본산 고명기 상무 콘트롤밸브

8 대한테크닉 전승범 사장 호스

9 선진용접기 최장표 사장 용접기

10 BFS 김충배 이사 밸브

11 DJF 오현종
임새진

부장
사원 플랜지

12 대양롤랜트 강광수 상무 컨베이어롤러

13 태화칼파씰 강수문 실장 Gasket

14 네오텍스 안재성
김도현

사장
과장 드라이어

15 ㈜금성하이텍 박철웅 팀장 압력용기

16 ㈜영진플렉스 한상우 상무 플랜지

17 KLES 송선규 대리 스카이폴딩

18 대명 ENG 김형식 전문 공작기계가공

19 보국전기공업 나정균
서민호

상무
대리 발전기

20 ㈜현대기전 이영주 이사 프레스

21 ㈜대천 김민주 사원 튜브

22 동신EF 오환진 사장 이음관

23 코디박 이  헌
허은실

사장
사원 펌프, 밸브

24 뉴토크코리아 허연우 대리 밸브, 개폐기



- 106 -

No 　업  체  명 참가자 직 책 비고(생산품목)

25 윌로펌프 김신균 팀장 펌프

26 삼영피팅 박은희 과장 피팅

27 원일티엔아이 양정모 부장 기화기,열교환기

28 ㈜경인정밀기계 박희빈 차장 기어

29 알파기계 류석근 사장 압축기

30 하이스틸텍 김시현 사장 스프링

31 HLB Power 이병철 차장 댐퍼

32 DSR 조현수 대리 고강력 로프

33 대광금속 서현후 사장 너트

34 주찬실업 신구호 사장 플랜지

35 SAC 라원철 팀장 합금철 전기로 및 관련 설비

36 HKC 정용민 과장 액츄에이터

37 SJM 송승민 부장 관 연결구

38 ㈜씨스코 권재혁 차장 유압실린더

39 동화엔텍 김경민 과장 복수기, 가열기

40 ㈜한양이엔씨 최원영 과장 조선기자재

41 영신특수강 박정현 사원 주조품

42 삼정 E&W 이영구 이사 기계류

43 ㈜성창기계 홍재덕 상무 도금설비

44 TK Corp 이현철 과장 관이음쇠

45 수림산업 오준석 차장 스틸그래이팅

46 승진산업 송주용 전무 조인트

47 ㈜우양이엔지 강신기 사장 집진기

48 녹산플랜지 손현수 전무 Flange

49 정광기업 박성민 과장 샤프트,실리더,프렌지

50 현대LED 남궁진 대리 LED

51 SGO 차민준 과장 Plain Bearing



- 107 -

 Ⅳ. 상담실적

No 　업  체  명
상담실적 계약추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1 건세고압 3 600

2 에너지엔 2 350

3 엘리온 3 220

4 반도체인공업 2 190 2 400

5 CCG 2  80

6 하이젠모터 3 220

7 한국본산 2 415

8 대한테크닉 2  20

9 선진용접기 3 330

10 BFS 3 210

11 DJF 3 405

12 대양롤랜트 2 150

13 태화칼파씰 3 106

14 네오텍스 2 300

15 ㈜금성하이텍 3  90

16 ㈜영진플렉스 3 700

17 KLES 3 554

18 대명 ENG 2 311

19 보국전기공업 3 204

20 ㈜현대기전 2  41

21 ㈜대천 3 560

22 동신EF 3  33

23 코디박 2  27

24 뉴토크코리아 3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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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  체  명
상담실적 계약추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25 윌로펌프 3 950

26 삼영피팅 2 800 3 700

27 원일티엔아이 3 420

28 ㈜경인정밀기계 2 300

29 알파기계 3 115

30 하이스틸텍 2 250

31 HLB Power 2 300

32 DSR 2   0

33 대광금속 3  50

34 주찬실업 2 111

35 SAC 4  50

36 HKC 3 441

37 SJM 3  20

38 ㈜씨스코 2   0

39 동화엔텍 3 324

40 ㈜한양이엔씨 2  10

41 영신특수강 2 200

42 삼정 E&W 3 100

43 ㈜성창기계 2 370

44 TK Corp 3 288

45 수림산업 2 110

46 승진산업 2 150

47 ㈜우양이엔지 3 230

48 녹산플랜지 2  30

49 정광기업 2  25

50 현대LED 3  70

51 SGO 2  50

합    계 129 12,370 5 1,100

 ※ 삼영피팅 & Cosmo Eng / 반도체인공업 & 히타치조선과 각 각 계약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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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Ⅰ. 사업 개요

 □ 목적 : 일본 완성차업체인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총괄부문 핵심  

관계자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확대를 도모

 □ 기간 : 2017년 9월 26일(화)~28일(목)   * 상담회 27일(수)

 □ 장소 : 서울특별시 롯데호텔서울(소공동) 36F 칼톤스위트  

 □ 주최 및 협력

   ㅇ 주최 :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ㅇ 협력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조일무역(주)

 □ 규모 : 計 30명

   ㅇ 한국 :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 26명(상담회 참가인원)

   ㅇ 일본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관계자 4명

　　　　  이사 조달커뮤니케이션본부 본부장         青池 利之 (Aoike Toshiyuki)
　　　　  조달관리본부 글로벌조달추진부 부장보좌   田中 祐市 (Tanaka Yuichi)
　　　　  조달커뮤니케이션본부 주임                若土 紘之 (Wakatsuchi Hiroyuki)
　　　　  조달커뮤니케이션본부 사원　　　　　      田中 憲一 (Tanaka Kenichi)
              

Ⅱ. 주요 성과

 □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총괄부문 관계자와의 1:1 비즈니스상담회를  

개최, 우수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에 대해 해외조달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ㅇ 미쓰비시측에서 사전요청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상담

이 이루어졌으며, 약 1억 640만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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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약가능금액 약 4,910만달러)

     

한국참가기업 수 일본참가기업 수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금액) 비고

11개사 1개사 11건 $1억 640만
($4,910만)

환율 $1=￥110 
기준

* 주요 성약 품목 : Antenna, Cam Shaft, Connecting Rod, Seat Belt

    ㅇ 한국산 부품의 일본 자동차시장(미쓰비시자동차, 닛산) 진출의  

계기 마련

□ 2014년 한일산업기술페어에서 산업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매년 정례화하여 테마별 자동차 부품구입을 

실시

    * 한국과 일본간 무역·기술협력에 공로가 큰기업으로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조일무역(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한일재단 이사장상을 수여

Ⅲ. 구매상담회 내용

□ 주요 상담내용                                            *기업명 가나다순

NO 기  업명  상    담    내    용 비    고

1
노벨리스
코리아

- 도요타, 혼다, 닛산(북미)에 Al Plate 공급 중이며, 중국은 
2019년부터 양산 가능

- 노벨리스측에서는 일정량 이상만 공급한다는 원칙이 있어
미쓰비시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Al Plate양에 대해 문의

- 견적 및 요망사항이 있으면 협력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후
교신

Aluminium Plate

2 덕일산업
- 바이어가 잘 모르는 분야이며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음
- 자료를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검토

Power Seat Switch

3 대승

- Connecting Rod 생산현황과 공정, QC·QA 현황 설명
- 바이어측에서는 예상 생산가능물량을 사전에 알수 있다면  

양사 모두 만족스러운 공급과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

- 복귀 후 긍정적으로 검토 및 RFQ 요청 예정

Connecting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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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업명  상    담    내    용 비    고

4 삼송

- 2018년도 하반기부터 에어백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 바이어측에서 에어백 역시 필요한 물품으로 에어백과 안전

벨트 모두 생산가능한 회사가 있다면 오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가 유력하며, 복귀 후 먼저 
안전벨트 부문에 대한 RFQ 요청

Seat Belt

5 서진캠

- 바이어측에서 러시아에서 40~50만개의 수량이 필요한데 
대응가능한지 문의. 현지 사정상 5만개가 가능하다는 답변

- 현대차에 대량납품하고 있는만큼 품질이슈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사 복귀 후 RFQ 요청

Cam Shaft

6 씬터온

- Connecting Rod+Cam Shaft 동시생산 가능한 현대차 T1 
기업으로,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는 Connecting Rod의 
20%를 납품 중

- 아쉽게도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분이 참석하지 않아 추후 
메일로 문의 예정

Connecting Rod
Cam Shaft

7 아트라스BX
- 한국타이어 계열사로 연간1,430만대 공급가능
- 배터리의 실물을 보지 않았으나, 카다로그 수령 후 문제가 

없으면 RFQ 요청
Lead-acid Battery

8 우신세이프티
시스템

- 미국, 멕시코, 폴란드 등에 공장을 가지고 잇으며, GM사에 
안전벨트를 약 70% 공급

- 가격이 적정할 경우 RFQ 요청예정
Seat Belt

9 유승기업
- 실린더라이너 OEM으로 가능한 국내 유일한 업체
- OEM 생산품과 유승 자체개발품 비교자료를 받은 이후 

RFQ 진행여부 결정 
Cylinder Liner

10 인팩일렉스

- 안테나 관련 외장커버 도장이 필요한데, 펄·메탈릭도 가능.
실적도 있어 거래가능성이 큼

- Ignition Coil은 현대/기아 전체물량의 70%를 납품
- RFQ 요청 및 도면도 요청 예정

Antenna

11 평화홀딩스
- 브라켓의 경우 르노삼성에 납품중인 바 일본 르노닛산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담당자에게 전달 예정
Engine Mount
Bracket

: RFQ(견적의뢰) 요청 예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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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가. 향후 거래가능성

  - 상담성립                                      0명 (   0%)

  - 거래가능성 높음                               1명 ( 9.0%)

  - 네트워크 구축․유지 및 발전                   9명 (82.0%)

  - 거래가능성 희박                               1명 ( 9.0%)

 나. 상담평가 

  - 대단히 만족                                   1명 ( 9.0%)

  - 만족                                          5명 (45.5%)

  - 보통                                          5명 (45.5%)

  - 만족하지 않음                                 0명 (  0%)

□ 구매상담회 진행 모습

<상담회 전경 ①> <상담회 전경 ②>

<상담회 전경 ③> <상담회 전경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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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 가

□ 일본 완성차업체인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구매총괄부문 본부장 

등 관계자를 초청, 1:1 비즈니스상담회를 통해 미쓰비시자동차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의 일본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상담회가 되었다는 평가임

    - 미쓰비시자동차가 해외부품조달을 희망하는 품목과 상담기업을 

사전 선정하여 11개사 11건 상담 실시

    - 총 상담금액 $1억 640만

□ 특히, 국내 및 해외 자동차 메이커 등과 거래 실적 및 대일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가 업체를 선발(11개사),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향후 거래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많아 바이어

측에서도 만족함

    - 11개사 중 4개사에 RFQ(견적의뢰) 진행예정

□ 참가기업에서도 수출 등으로 실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일본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직접 만나 

회사소개와 어필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임

[별 첨]

  1. 2017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일정 1부. 

  2. 한국측 상담회 참가기업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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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7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 일정  

일 자 시 간 주 요 일 정

9.26(화)

13:40 ~ 15:40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조달본부 관계자 입국 및 수속
(나고야→인천, KE742)

16:20 ~ 17:20 이동 (인천공항→롯데호텔서울)

17:30 ~ 체크인 

9.27(수)

09:00 ~ 10:00 구매상담회 준비 
 - 상담회 : 36층 칼톤스위트

10:00 ~ 12:10
구매상담회① (36층 칼튼스위트, 4개 업체)
* 2개 업체씩 입장(나머지 업체 대기)
* 한 업체당 60분씩 상담, 10분 휴식, 통역 배치

12:10 ~ 13:30 오찬간담회 (롯데호텔서울)

13:30 ~ 18:00
구매상담회② (36층 칼튼스위트, 7개 업체)
* 2개 업체씩 입장(나머지 업체 대기)
* 한 업체당 60분씩 상담, 10분 휴식, 통역 배치

19:00 ~ 20:30 만찬간담회

9.28(목)

~ 06:30 호텔 체크아웃

06:30 ~ 07:30 이동 (롯데호텔서울→인천공항)

10:40 ~ 12:30 미쓰비시자동차 관계자 출국(인천→나①야, KE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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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한국측 상담회 참가기업 명단

□ 상담회 참가기업 명단

NO 기업명 거래처 주요생산제품 상담품목

1 노벨리스
코리아

1) GM
2) Renault 1) Aluminium Plate Aluminium Plate

2 덕일산업 1) Asia Motors, Lear
2) Delphi, HBTC

1) Power Seat Switch
2) Center Stack Power Seat Switch

3 대승 1) Hyundai·Kia
2) HKMC, GM

1) Properrler Shaft
2) Connecting Rod Connecting Rod

4 삼송 1) Hyundai·Kia
2) Reanult Nissan

1) Seat Belt
2) Child Seat Seat Belt

5 서진캠 1) Hyundai·Kia
2) FCA, Ferrari 1) Cam Shaft Cam Shaft

6 씬터온 1) Hyundai·Kia 
2) Jatco, Hoerbiger

1) Cam Shaft
2) Connecting Rod

Cam Shaft
Connecting Rod

7 아트라스BX 1) Reanult Samsung 
2) GM 1) Lead-acid Battery Lead-acid Battery

8 우신세이프티
시스템

1) Hyundai·Kia
2) GM, Ssangyong

1) Seat Belt
2) Injection Parts Seat Belt

9 유승기업 1) Hyundai·Kia
2) Nemak, Navistar

1) Cylinder Liner
2) Piston Ring Cylinder Liner

10 인팩일렉스 1) Hyundai·Kia
2) Reanult Samsung

1) Antenna
2) Feeder Cable Antenna

11 평화홀딩스 1) Hyundai·Kia
2) GM, Landrover

1) Bracket
2) Engine Mount Engine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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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한국 게임업체 해외(일본) 시장 진출 상담회

Ⅰ. 사업 개요

 □ 목적 : 

  ㅇ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게임업체 해

외(일본)시장 진출 상담회』를 개최   

  ㅇ NHN 한게임 일본법인을 바이어로 초청, 해외 포털사이트와 스

마트게임을 공동 개발하여 일본 및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

록 지원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10:00~18:00

 □ 장소 : 서울특별시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36F 버클리

 □ 주최𐤟주관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한국모바일게임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참석자  : 計 18명

       

Ⅱ. 주요 성과

□ 우수한 우리나라 중소게임기업들과 손잡고, NHN한게임 일본법인

이 보유한 기술·인력지원을 통해 현지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

동개발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일본 및 세계 시장에 

진출 하는데 기여 

 ㅇ NHN한게임측에서 사전 선발 과정을 통해(1차-서류선발→2차-APK 

(Android application package,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 최종선발기업 상담진행) 총 7건의 상담이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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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사 7건의 공동개발·퍼블리싱 상담실시

  

신청기업수 상담 기업수
바이어·

공동개발
상담건수 비  고

30개사 7개사 1개사 7건   

* 상담금액과, 성약가능 추정금액은 작업공수, 마케팅 등을 총괄적으로 하면 투자  

  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짐. 상담 게임업체와 최종적으로 협의 후 집계 가능 

     * 일본 向 게임에 적합한 ‘이스트 인터렉티브’사의 프로젝트를 상용화하기 위해   

   공동개발 협력 

Ⅲ. 구매상담회 내용

□ 주요 상담내용  

NO 기 업 명 상    담        내용
거래/상담

성립 가능성 

1 이웍스

- 재 개발 인 타이틀의 APK공유 정, 아직   

 보여  단계의 게임이 완성되어있지 않아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개발 인 ‘DK 모바일’의 시스템과 컨텐츠가 보강  

 되는 버 이2017년11월 경 빌드될 정이며, 이  

 후 빌드를 달하여 게임에 한 퍼블리싱 의견  

 과 평가를 받아볼 정

네트워크 

지속유지, 발 　

2 에피드게임즈

-서비스 인 타이틀을 일본에 퍼블리싱 할 경우 

어느 정도 로컬라이즈를 할 것인가. 사양을 변경

할 것인가에 해서 논의. 수정 가능 규모에 따라

서는 추가 인 상담이 가능

네트워크 

지속유지, 발 　

3 게임 스   

 

- 재 개발 인 타이틀이 생각보다 볼륨이 커져  

 개발비등의 문제가 발생 임. 한게임과 공동개발로  

 게임을 완성시키고 싶음. 해당 게임에 해서는   

 일본에서의 시장성을 검토   

가능성 희박

4 피벗게임즈

-공동개발 스킴에 해서 가장 심을 보여  회  

 사로, 메일을 통해서 추가정보를 송부하고 개발  

 기간 등 을 산출 할 정

-공동개발 제품에 한 장르, 스펙  Needs와

 양사 역할에 한 의, 이후 개발 기간  조건  

 의 정  

네트워크 

지속유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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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업 명 상    담        내용
거래/상담

성립 가능성 

5 나이아드게임즈

-공동개발로 지원했으나 퍼블리싱 메인으로, 재  

 개발 완료된 게임을 일본 향으로 컬쳐라이즈했  

 을 경우의 가능성을 검토

-모바일게임 네이비필드의 일본 지화 작업을   

 통해 한게임 Japan이 일본에서 퍼블리싱을 진행  

 하는 것을 의. 일본 지화를 해 일본 게이  

 머들이 좋아하는 미소녀 캐릭터를 추가, 기본 인  

 과  시스템인 가챠 시스템을 게임에 맞게 추가  

 하는 것을 논의함

가능성 희박

6 루토모바일

-공동개발에 해서 한게임 측에서 지원 가능한  

 개발지원비의 가이드라인, 개발 타이틀의 개요자료를  

 송부요청

-자사가 개발 인 게임에 일본 시장에 맞는 아트와  

 기획을 용하여 일본 지화 략에 맞춰 출시를  

 도모함

가능성 희박

7
이스트 

인터 티

- 재 개발 인 드래곤라자2에 한 게임성, IP가치,  

 기술력에 한 설명, APK를 공유 받기로함. 공동   

 개발라인에 해서도 구체 인 이야기를 진행

가능성 높음 　

 *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 : 일본 향 개발라인으로 합하지 않음

□ 바이어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ㅇ 대단히 만족                                   4명 ( 58%)

  ㅇ 만족                                          1명 ( 14%)

  ㅇ 보통                                          1명 ( 14%)

  ㅇ 만족하지 않음                                 1명 ( 14%)

□ 구매상담회 및 세미나 진행 모습

<상담회 경 ①> <상담회 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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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 가

ㅇ 일본 진출성공 업체인 NHN한게임 일본법인의 각 부서별 담당자

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일본진출 및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유익한 상담회가 되었다는 평가임

ㅇ 진행 방식을 사전 필터링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능한 업체들의 상

담회로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이였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바이어·

공동개발사인 NHN한게임 일본법인에서 찾고 있던 추가 개발라

인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 할 것으로 보여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임 

ㅇ 중소기업 입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일본진출 성공기업을 만나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일본 게임 시장에 대한 상황과, 일본 진출

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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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참가자 명단

NO 기업/기 명 성명·직 비   고

1 NHN한게임 일본법인 황재호 표

2 NHN한게임 일본법인 이민주 사업부장

3 NHN한게임 일본법인 후루타 테츠야 사업부장

4 NHN한게임 일본법인 권운주 PD

5 NHN한게임 일본법인 강명구 PM

6 한국모바일게임 회 황성익 회장

7 한국모바일게임 회 황인석 장

8 이웍스 김 열 표
퍼블리싱

9 이웍스 임용  장

10 에피드게임즈 한정  표 퍼블리싱

11 게임 스 강경문 이사    
공동개발

12 게임 스 한도윤 개발자

13 피벗게임즈 이윤미 표
공동개발

14 피벗게임즈 류승호 표

15 나이아드게임즈 손석일 이사
공동개발

16 나이아드게임즈 박지훈 이사

17 루토모바일 문효섭 표 공동개발

18 이스트 인터 티 김 주 이사 퍼블리싱

  * 퍼블리싱 : 게임기획이나 개발단계에 투자하고 권을 맺거나 제휴를 통하여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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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일본 온라인 마켓 진출 설명회&상담회

Ⅰ. 개 요

□ 목  적 

 ㅇ 일본 최대 온라인마켓 업체 ‘라쿠텐’ 입점 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한국 소비재 업체들의 비즈니스 찬스 확대를 도모

□ 내  용  

 ㅇ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10:00~18:00  

 ㅇ 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ㅇ 참가대상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대일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세미나 참가자 : 69명, 상담회 

참가기업 : 20사(라쿠텐과의 상담기업))

 ㅇ 주관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라쿠텐 

□ 프로그램

시 간 주 요 행 사 내 용

설
명
회

9:40-10:00 등록  수

10:00-10:10 개회사
서석숭 한일산업기술 력재단 무이사

10:10-11:20

「라쿠텐을 활용한 일본 시장 진출 략 세미나」
 오 닝 스피치

오노 유이 라쿠텐 사업본부장
 라쿠텐 그룹 소개

아베 아이미 라쿠텐 EC 컨설턴트
 일본 EC 시장 / 라쿠텐 이치바
 일본 입  포 사례

FROM NATURE 담당자 
 일본에서 매하는 방법

김혜  i-Order Inc. 사원
야스다 마코토 Viki 수석부사장, 심성욱 Viki 캠페인 매니

11:20-11:40
 질의응답
 한일재단 지원제도 소개

11:40-12:00
「라쿠텐 직원과의 명함교환회」
 - 장소 : 에메랄드룸 앞 공간

상
담
회

13:00-18:00

「1:1 상담회」
 - 라쿠텐  한국기업 20개사 1:1 개별 면담
 - i-Order(라쿠텐이치바 운  행업체) 1:1 개별 면담
 - Viki(동 상 콘텐츠 서비스업체) 1:1 개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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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회 참가 기업 리스트 (총 20사)

   

성 명 직 기  업  명 성 명 직 기  업  명

1 김** 표 ㈜데이워터 11 조** 리 ㈜성우이넥스

2 양** 표 ㈜서치라이트H&B 12 박** 표 LPK Hightech

3 어** 실장 그린합명회사 13 손** 과장 UCL 주식회사

4 임** 리 ㈜뉴랩 14 김** 매니 ㈜코스라이즈

5 서** 표 데이즈 15 유** 부장 ㈜탭스인터내셔

6 이** 과장 ㈜이림모던스 16 조** 부사장 가인들

7 이** 이사 ㈜고도T&I 17 임** 표 ㈜스킨팩트리

8 임** 표 주식회사 만모 로벌 18 최** 리 ㈜캐리마

9 정** 과장 ㈜제이앤이 19 조** 표 제이25뮤지엄

10 김** 표 스틸아트 20 윤** 과장 풍림무약

 

 Ⅱ. 평가

  ㅇ 2016년 상담회에 비하여 행사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참가한 기업

들이 라쿠텐과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효과적

인 상담회가 되었다고 판단됨

  ㅇ 2016년 상담회 개최 시, 상담시간의 부족과 상담기업의 업종(판

매제품)이 Rakuten Ichiba와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2017년 상담 기업 모집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

점 및 상담시간을 배정

  ㅇ 2016년에는 상담 스케줄을 관리하지 못했던 아이어더(Rakuten 

Ichiba 등록 대행업체)와의 상담을 사전 예약으로 신청을 받고 상

담시간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면담을 실시

  ㅇ 또한 라쿠텐 그룹기업인 Viki의 소개 및 개별 상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참가 기업들에게 대일 온라인마켓 시장 

전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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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응답 수 - 27명

 Q.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 거래루트, 업계현황 파악 등

  - 구체적인 입점 환경, 비용 등(해설/안내)

  - 용기를 내어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해짐

  - 라쿠텐 현황 및 입점방법

  - 일본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

  - 일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

  - 실제 라쿠텐에서 기업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 좋았음

  - 일본시장 정보 및 상황 파악

  - 진출방법과 비용 등 개략적인 내용파악 용이, 가이드 회사들에 대한 

안내가 있어 좋았음

  - 라쿠텐에서의 판매를 위한 기초작업이 무엇인지 파악

  - 일본 온라인 진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수 있음

  - 라쿠텐 입점 방법, 타 글로벌 오픈 마켓과 의 차이점(장, 단점)을 알 

수 있었음

  - 일본의 온라인 시장 현황과 라쿠텐 입점에 대한 방법 및 비용을 알 

수 있어 도움이 됨

  - 진출방안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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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쿠텐의 역사/성장/e-커머스의 변화와 일본시장과의 무역,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활용안을 알게됨

 

 *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상품(인기) 아이템과 매출규모에 대한 내용 부족

  - 금액, 배송(업체나 방법),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

  - 사례위주의 소개가 필요

  - 입점 메리트, 취지, 목적 등의 설명이 너무 김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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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Ⅰ. 개 요

□ 목 적 

   한국 내 청년실업 해소 및 일본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상호 Win-Win협력  

 을 통한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

□ 내  용

  ㅇ  일 시 : 2017. 9.28(목) 09:30〜18:00   

  ㅇ  장 소 : 롯데호텔서울 ３F Sapphire Ballroom

  ㅇ  규 모 : 일본기업 33사, 청년인재 최종면접자 205명 394건

  ㅇ  형 식 : 한국 청년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일본기업 초청 1：1채용상담

  ㅇ 협력기관 : 주일본한국총영사관, 오사카상공회의소, 기후현산업경제

진흥센터, ERINA, 세에이카이(기업연합회), (株)PASONA 등

◇ 개최결과

(2017.11.17. 현재)

일본기업 지원자 지원건수
최   종 상담결과

면접자 면접수 취업 내정 최종면접 중

33사 459명 1,206건
 

205명 394건
 

14명 1명 62명

   * 내정 : 일본기업에서 1차 선정했으나 면접자의 최종 취업의견을 확인 중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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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업  명 설립년 지   역 분      야

상담결과

취업 내정 최종
면접등

1 나카세제작소 1940년 오사카

제조업

(산업용엔진의연료

분사부제조)

-

2 긴키금속㈜ 1948년 오사카

제조업  

(엔진용펌프,열교환기

등각종정밀기계부품

제조)

1

3 후쿠이카세이㈜ 1941년 오사카

기타(상사)

(가전제품,트렉터,농업

기계용고무부품,수지

부품을 판매하는 공업용

부품전문상사)

-

4 나까지마산업㈜ 1970년 오사카

제조업

(강판의정밀용접가공,

레저가공)

1

5 ㈜미키제작소 1964년 오사카

제조업
(농기계,운송기계,건
설기계등금속가공품
제조 및 일본협력공장
에서조달, 상사역할수행)

-

6 ㈜오오타철공소 1967년 오사카 제조업
(금속가공업) 1

7 ㈜앙크시스템 2003년 오사카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Web계),제어임

베디드시스템,Web프로

모션)

1

8
㈜글로벌
사이버그룹

1996년 오사카

정보통신업         

(제어/웹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기기판매)

-

9 마쿠리㈜ 2000년 오사카

정보통신업

(웹시스템,프로그램

설계,구축,운영)

1 2

10
㈜후루카와
제작소

1962년 히로시마

제조업
(진공포장기등각종식
품포장기계,각종공업
/의료포장기계및관련
장비제조)

1

◇ 일본측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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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업  명 설립년 지   역 분      야

상담결과

취업 내정 최종
면접등

11 ㈜신와기계 1968년 사이타마
제조업
(식품용,포장용,산업
용기계제조,판매)

1

12
㈜후루카와
엔지니어링

2016년 동경

제조업
(포장기계,진공포장
기계,충전기계,각종식품
포장기계및관련장비제조)

1

13 토다공업㈜ 1933년 히로시마

제조업
(산화철합성기술활용
전자인쇄재료,디지털
기록재료,전자부품용
재료,전지재료제조)

4

14
㈜호쿠리쿠
엔지니어
프라스틱

1983년 도야마
제조업
(플라스틱소재및가공품
제조)

-

15 ㈜시안스 1989년 니가타
정보통신업
(시스템컨설팅,시스템
개발,웹사이트제작)

-

16 ㈜아이비시스템 1995년 니가타
정보통신업
(업무용시스템,스마트
디바이스개발)

-

17 ㈜신유사 2006년 니가타 기타
(학습塾真友ゼミ운영) 2

18
㈜스기야마
메카레토로

1959년 기후
제조업
(각종공작기계전용기
설계,제작,수리,개조)

2

19 ㈜에스케이와이 1998년 기후
제조업
(자동차용플라스틱부품
제조)

1

20
㈜마키노
프라이스제작소

1937년 동경

제조업
(NC방전가공기・NC
프라이스반・프라이
스반・CAD/CAM시스템・
FMS등의 개발,제조,판매)

2

21 스틸프란텍㈜ 2001년 요코하마

제조업
(제철기계,비철금속
제조기계및관련설비
의설계,제조,설치,
판매및수리)

3

22 기린㈜ 2013년 동경

제조업(식음료)
(일본국내종합음료사
업의사업관리및전문
서비스의제공)

-

23 히로세전기㈜ 1937년 가나가와

제조업
(전자기기용커넥터,
고주파・광커넥터, 
마이크로커넥터의 개발,
제조, 판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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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  업  명 설립년 지   역 분      야

상담결과

취업 내정 최종
면접등

24 ㈜닛산자동차 1933년 가나가와
제조업
(자동차제조/판매및
관련사업)

9

25
일본전산
토소크(주)

1949년 가나가와
제조업
(자동차부품,계측기
기의개발/제조/판매업)

6

26 ㈜신카와 1959년 동경 제조업
(반도체제조장치) 8

27 ㈜즈켄 1976년 가나가와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전기기기,
일 렉 트 로 닉 스 계
CAD/CAM시스템구축)

7

28 ㈜스팍스그룹 1989년 동경
기타
(자산운용업(투자고
문업,투자신탁업))

14

29 ㈜파소나 1988년 동경 기타(인재소개업)
(인재파견,인재소개) 2

30 ㈜솔텍공업 1985년 오사카

제조업

(각종플랜트설비제작,

설치,배관공사,유지보수)

1

31 ㈜미르히재팬 2016년 오이타
서비스업       

(카페운영)
-

32 호텔 선바리 1966년 오이타
서비스업

(호텔 숙박업)
1

33 ㈜머큐리 2006년 동경

기타

(영업프로모션,운영아웃

소싱,컨설팅,기술솔루션)

3

합계 14 1 62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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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50%

건설
3%

전자가스수도
0%

부동산
0%

통신전산
12%

금융
3%그외

서비스업
16%기타

16%

A1. 업종

1~200명
65%

201~999명
19%

1000명이상
25%

비공개
0%

A2. 종업원 수

500만이하
19%

500만~1천만
9%

1천만~5천만
28%

5천만이상
38%

비공개
6%

A3. 연간매출액 (달러)

5%이하
60%

5~10%
25%

11~20%
6%

21~30%
0%

30%이상
3%비공개

6%

A4. 외국인 직원 비율

5%이하
88%

5~10%
3%

11~20%
3%

21%~30%
0%

30%이상
0%

비공개
6%

A5. 한국 국적 직원 비율

수출
34%

수입
21%

투자
2%

기술제휴
24%

합자
3% 기타

16%

A6. 한국과의 교역 형태

◇ 만족도(설문) 조사결과

(1)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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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8%

아니오
72%

A7. 한국 지사/법인 여부

아니오
7%

1~2명 84%

3~5명 16%

6~9명 0%

예
93%

B1. 채용 예정 여부 및 인원

경력 및

능력부족
75%

상호

조건의

불일치
0%

기타
25%

B1-2. 채용 하지 않은

이유

한국정부

기관
24%

현지HR
0%

지인 소개
14%

자사에서

공개 모집
28%

학교 방문
5%

기타
29%

B2. 한국 직원 채용 경로

한국인재의

우수성
47%한국어

구사

가능한

인재 필요
28%

기타
25%

B3. 한국 인재 채용 이유

영어 등

외국어 능력
24%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

력
15%

해외취업에

대한

도전정신
32%

현지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
23%

기타
6%

B4. 해외취업을 위해 갖춰야할

중요자격 및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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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기관

의 해외기업

채영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25%

우수인재

의 확보와

정보 제공
37%

취업페어 등

취업행사의

개최
21%

인턴프로그

램과의 연계

활동지원
17%

B5. 한국 인재채용의 확대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매우 만족
16%

만족
52%

보통
22%

불만족
10%

매우

불만족
0%

B6. 이번 채용상담회에 대한

만족도

구직인과

1:1면접

51%

다양한

인재의

참가

20 %

행사운영

방식
3%

회장시설

및 환경
24%

기타
2%

B7. 이번 채용상담회에서가장

만족스러웠던부분

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13%

우수한

구직자가 적음
17%

행사운영 방식
4%

부스 등의 시설
3%

기타
57%

B8. 이번 채용상담회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부분

예
87%

아니오
0%

잘모르겠음
13%

B9. 채용상담회에 재참가 의향이

있는가

20~25세
48%

26~30세
40%

31~35세
4%

35세이상
0%

연령불문
8%

C1. 원하는 구직자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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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9%

여
3%

성별불문
88%

C2. 원하는 구직자 성별

1~2년
17%

3~5년
15%

5년이상
3%

경력불문
65%

C3. 원하는 구직자 경력

인문계
6% 이공계

47%

예술/체육계
0%

전공불문
47%

C4. 원하는 구직자 전공분야

고졸
0%

전문대졸
0%

대졸
59%

대학원졸
20%

학력불문
21%

C5. 원하는 학력 수준

2만이하
13%

2~3만
67%

3~4만
17%

4만이상
3%

C6. 상정하고있는 초임 연봉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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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70%

여
30%

성별

전문대졸

업
5%

대학졸업
89%

대학원졸

이상
6%

학력

처음
49%

2회
32%

3회이상
16%

상담회참가 경험

월드잡
57%

학교

홍보물
22%

SNS,E-mail 
등
3%지인 소개

13%

기타
5%

정보경로

국내

취업의

어려움
19%

경력 관리
27%

이민
11%

외국어

능력 배양
36%

기타
7%

해외취업 희망 이유

기업

규모와

지명도
30%

기업 위치
9%

현지 근무

및 생활

여건
58%

기타

3%

해외취업시우선적고려사항

(2)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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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34%

해외생활에

대한 건강
10%

가족, 친구들

과떨어지는

것
9%

커리어업
18%

외국인에

대한 차별
23% 기타

2%

해외취업시걱정하는 점

2만달러 이하
2%

2만달러~3만

달러
58%

3만달러~4만

달러
34%

4만달러 이상
6%

희망초임 연봉

외국계

현지기업
64%

한국기업의

해외법인
1%

외국계

현지기업
35%

해외취업시 선호하는

기업형태

일본
78%

동남아시아
3%

북미
8% 중남미

1%
유럽
9%

오세아니아
1%

해외취업시 선호하는 지역

해외취업(구

인처) 

정보부족
66%

구인처가

요구하는

스펙부족
6%

구인처와

구직자 간

급여 기대차
10%

외국어

능력부족
22%

취업 비자

취득의

어려움
6%

기타
1%

해외취업에 있어 애로사항

신뢰할 수

있는 구인

정보 제공
49%

취업비자 취득

애로 해소
6%

해외 인턴 및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12%

해외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멘토링
14%

코트라,한일재

단등

공공기관의

지원
19%

해외취업확대를 위한 희망사항

아주 만족
40%

만족
53%

보통
7%

이번상담회에 대한 만족도

예
91%

아니오
1%

잘모르겠음
8%

내년도삼담회 실시시 지인에게

추천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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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결과보고  

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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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자 기사명 언론명

1 2017. 9.27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개최 뉴스워커

2 2017. 9.29 박경수 (주)영신특수강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스틸앤메탈뉴스

3 2017. 9.29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스틸앤메탈뉴스

4 2017. 9.26 “축”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5 2017. 9.28 서울서 한국청년 채용 나선 닛산자동차·기린 등 33개 일본기업 한국경제신문

6 2017. 9.29 한국 취업난, 일본 구인난 '통했다'…韓인재 찾아나선 日기업 한국경제신문

7 2017. 9.28 일본이 기회다,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 한국경제신문

8 2017. 9.28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사진) 한국경제신문

9 2017. 9.28 일본 기업 취업 상담받는 한국 청년들(사진) 한국경제신문

10 2017. 9.28 일본기업 한국 상담회 기회를 통해 판로확대에 
The Daily NNA

(한국판)

11 한일산업기술페어2017 홈페이지 운영 사이트

12

13

14

15

16

참고 1 언론 홍보자료

▣ 보도기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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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개최

▲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 삼양홀

딩스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

해 논의하는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되었다.

‘한일산업기술페어2017’과 연계하여 28일까지 기술지도매칭 상담회, 부품소재조

달공급 상담회, 기계플랜트 상담회, 자동차부품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온라인 마켓 상담회, 게임업체 일본시장진출 상담회 등도 병행해서 열리고 있

다.

이번 회의에서는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한일협력의 방향 ~제4차 산업혁

명시대 함께 열어요!’ 라는 주제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의 한일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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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이후 대규모로 개최되는 첫 경제교류회의이다.

내년이면 기념비적인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지렛대가 될지 관심이 쏠리

고 있다.

한국측 단장인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한국과 일본 양

국이 지형적으로 이웃이라는 사실이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변

함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좋아하건 갈등이 있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의로 

경쟁하는 공존만이 정답이고 양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회장은, “한일이 지속가능한 행복한 사회실현을 향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

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밖에 ▲한일 공통과제인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처, ▲한국 청년실업과 일본 인

재부족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관계 구축, ▲건강장수사회 실현을 위한 의료·헬스

케어산업 협력,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제3

국 공동진출 확대, ▲청소년교류 및 차세대 교류의 내실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돈독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쌓아 온 경제·문화·인재교류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서 ▲한일 하나의 경

제권형성을 향한 노력의 지속 ▲공통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체제 구축 ▲제3국에

서의 한일협업 확대, ▲차세대 청소년교류·문화교류·올림픽 성공개최 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폭넓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올해로 제49회째를 맞이한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간에 개최되는 모임으로는최

대 규모의 회의로서, 1969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

고 양국을 오가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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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

으로 하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빈인사),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올림픽 소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기

조연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인구 동

원그룹 부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조현준 효성 회

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안종원 한국무

역협회 부회장(신산업무역회의 보고) 등 193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前회장)을 단장

으로 하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국특명전권대사(내빈인사), 이시게 히로

유키 JETRO 이사장(기조연설),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우에다 카츠히로 

오가키정공 사장,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상사 상담역, 오기타 히토시 아사히그

룹홀딩스 상담역, 키요하라 마사히로 오쿠라호텔도쿄 상담역, 고가 노부유키 노

무라홀딩스 회장, 이미즈 하루히로 일간공업신문사 사장, 코다이라 노부요리 도

요타자동차 상담역 등 108명이 참석하는 등 양측에서 301명의 경제인이 참가했

다.

미디어대응팀, 2580@newsworker.co.kr, 

뉴스워커,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한일산업기술페어2017' 개최,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9,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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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주)영신특수강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 박경수 (주)영신특수강 대표이사가 한일산업협력상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뿌리뉴스) 

 박경수 (주)영신특수강 영업이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

일경제인 회의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에서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상했다.

 1989년 설립 이래 특수강 주조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주)영신특수강은 

품질 제일주의, 고객 만족주의, 생산성 극대화, 정확한 상벌주의의 경영방침과 

품질불량 제로, 납기 준수율 100%, 지속적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 R&D사업 참여를 통해 신소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소각로 및 기계용 주물, 제강사용 미들 빔, 해수용 초내식 펌프 캐이싱 등을 

주로 양산하고 있는 (주)영신특수강은 일본과 협력하여 망간을 21% 함유한 고

내충격강 또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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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자 기념사진을 촬영한 박경수 (주)영신특수강 대표이사(맨 우측). 

(사진=뿌리뉴스) 

 지난 2013년 첫 샘플 수츨을 시작으로 매년 200% 이상 일본향 매출을 증가시

키고 있는 영신 특수강은 올해 2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00만불 수출탑 수상과 충남유망수출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일본업체와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소재 개발로 중기청 과제인 해외구매 조건부 

R&D사업을 수주하여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경수 이사는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 유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년 적자인 기초소재 부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신소재 개발을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술 도입을 위해 한일재단의 일본 고

숙련 기술자 코팅사업을 활용하고 일본 현지의 전시회에도 적극 참가하여 국내 

뿌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스틸앤메탈뉴스, 박경수 (주)영신특수강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개최,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122,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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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가 김윤 한일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뿌리뉴스)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가 9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 회의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2017’에서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로 3D프린터를 개발하여 3D프린팅 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앞장서 
온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는 한일 양국의 3D프린팅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일산업협력 유공자 기업부문 한일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극 대표이사는 “그동안 3D프린팅 사업을 해 오면서 국산화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오늘의 수상은 (주)캐리마 임직원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상을 주신 한일재단과 고생해 온 임직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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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자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병극 캐리마 대표이사(우측 네번째). 
(사진=뿌리뉴스) 

 한편 (주)캐리마는 일본의 산업전시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으며, 최근 일본 
모 상사와 DLP 3D프린터 ‘TM-200’ 제품 100대를 약 2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TM-200’은 지난 6월 킨텍스에서 개최한 ‘인사이드 3D프린팅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캐리마의 신제품이다. ‘TM-200’은 대형 디자인 
목업 출력에 최적화된 산업용 DLP(광조형경화) 3D프린터로 해상도는 
1,920x1,080이며 조형사이즈는 192x108x200mm(가로x세로x높이)이다.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개발한 'TM200' 3D프린터는 기존 제품 라인업에 비해 
제품 외관사이즈가 줄어들었고, 대형사이즈의 출력물을 단 시간에 출력할 수 
있다. 특히 'TM200'은 다양한 기능성 광중합수지를 지원하여, 캐스팅과 투명한 
소재 등을 이용하여 정밀도가 높고 오차율이 낮으며, 강도가 높은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대형 크기의 디자인 목업을 빠르게 출력하는 것이 필요한 주얼리, 덴탈 
등의 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수출 성공은 오랜 기간 일본 상사와 출력 및 품질 검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 국산 3D프린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이다.

 이병극 대표이사는 “TM200는 대형 사이즈의 조형물을 정밀, 부드럽게 출력할 
수 있고, 산업 전반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리마의 DLP 3D 
프린터는 최고의 결과물을 최소한의 후처리로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캐리마의 3D 프린터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스틸앤메탈뉴스,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 ‘2017년도 한일산업협력상’ 수상 개최,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919, (201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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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한국청년 채용 나선 닛산자동차·기린 등 33개 일본 기업

한일재단 '일본 기업 채용상담회' 
일본 기업 "한국학생들 능력 우수"

 올 2월 경남 인제대를 졸업한 주재형 씨(26)는 요즘 흔히 말하는 ‘취포(취업포기)자’
였다. 정보기술(IT) 분야 취업을 원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해당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다. 고민 끝에 그는 일본 취업으로 눈길을 돌렸다. “일본 기
업들은 직무 숙련을 위해 1년가량 연수 기회를 주니 전공 불문이고, 야근이나 회식도 
훨씬 적다”는 게 주씨의 말이다.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사진)엔 주씨
와 같은 이들이 200여 명 몰렸다.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등 내로라하는 국내 주요대 
졸업생들로, 1차 서류심사(약 500명 대상)를 통과해 이번에 면접 기회를 잡았다. 최종 
채용 규모는 40명 내외다. 경쟁률이 10 대 1을 웃도는 셈이다. 

 이날 채용상담회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15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년
째 여는 행사다. 일본 참여 기업은 첫해 17곳에서 올해 닛산자동차, 일본전산 도소크, 
기린 등 33곳으로 늘었다. 

 국내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
대 4학년 김혜원 씨(22·여)는 “양국 기업에 모두 합격하면 일본 기업에 입사할 생각”
이라고 했다. 야근이나 회식 문화가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기업들은 초임이 국내 
기업보다 높지는 않지만 기본급 외에 수당이 많고 대부분 장기근속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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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동시장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라는 점도 국내 젊은이들의 도일(渡日) 현
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도쿄의 웬만한 대학 졸업반이면 합격한 기업 두세 군데를 놓
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한다는 게 일본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가와
바타 게이치 긴키금속 대표는 “지원자 수가 100명에서 30명 정도로 줄었고, 구인 공고
를 내면 1~2주 만에 사람을 구했는데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못 구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기업들도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에 실패한 한국 청년들을 선
호한다. 기린의 인사총무부 쓰치야 요헤이 씨는 “한국 학생들은 기계·전기 전공자가 많
고 능력도 우수하다고 판단해 면접을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석숭 한일재
단 전무는 “한국의 취업난과 일본의 구인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양국 기업인들
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인 만큼 한·일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한경닷컴, 서울서 한국청년 채용 나선 닛산자동차·기린 등 33개 일본 기업,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864781(2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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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난, 일본 구인난 '통했다'…韓인재 찾아나선 日기업

한일재단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2~3곳 합격 후 기업 골라가는 일본 대학생
한국 청년들 "야근·회식 싫어 일본 가고파"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 사진=최혁 기자

 “기계·전기 분야 인력을 뽑으려고 한국에 왔어요. 일본은 청년층이 줄어든 데다 도요
타, 소니 같은 자동차회사, 전자업체가 이 분야 인력을 대거 채용해 인재 확보가 어려
운 실정입니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에서 만난 기린㈜ 
인사총무부 쓰치야 요헤이 씨는 “일본의 구인난을 체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린은 
맥주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식음료 제조회사다. 인지도 높은 유명 기업이지만 일손이 부
족하다는 얘기다. 쓰치야 씨는 “한국에는 기계·전기 전공자가 많고 능력도 우수해 면접
을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업 채용상담회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15년부터 개최하는 행사다. 일본 
참여기업은 첫해 17곳에서 올해 33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닛산자동차, 일본전산 토소
크 등 현지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 한양대·건국대·동국대 등 국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지원자 500여 명 중 직접 서류심사를 거쳐 추린 210명이 이날 면접을 봤다. 일본 기
업들은 최종 40명 내외를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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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업이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은 현지 인력부족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은퇴와 청년층 부족이 겹쳤다. 저출산으로 인해 1990년대 중
후반 시작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한층 가팔라졌고 최근 경기 호전이 맞
물렸다. 한광희 한일경상학회장(한신대 교수)은 “두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특히 대기
업 중심 양적 완화를 펼친 ‘아베노믹스’의 낙수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퍼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2~3년 전부터는 도리어 구직자가 기업을 골라 가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도쿄의 웬만한 대학 졸업반이면 합격한 기업 두세 군데를 놓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
한다는 설명이다. 구직자가 갑(甲), 기업이 을(乙)이라는 것이다. 가와바타 케이치 긴
키금속㈜ 대표는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 수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구인 공고를 내면 1~2주 만에 사람을 구했는데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못 구하는 형
편”이라고 귀띔했다.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상담회'가 열렸다. / 사진=최혁 기자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취업난이 심각한 한국 청년들
도 일본 취업에 관심을 보였다. 올 2월 경남 인제대를 졸업한 주재형 씨(26)는 국내 
취업을 포기했다. 정보기술(IT) 분야 취업을 원하는 주 씨는 “전공이 IT와 별로 관련
성 없는데 국내는 전공자나 관련 경력을 요구한다. 신입사원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지 
않은 일본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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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회에 참여한 대다수 일본 기업은 지난해 채용한 한국인 신입사원을 아직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1년가량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신입사
원을 현업에 바로 투입되기를 원하는 국내 기업 문화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욕구도 한국 청년들이 일
본 취업을 원하는 요인이다. 한국산업기술대 4학년 김혜원 씨(22)는 “양국 기업에 모
두 합격하면 일본 기업에 입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야근이나 회식 문화가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기업들은 초임이 국내 기업보다 높지는 않지만 기본급 외에 수당이 
많고 대부분 장기근속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한일재단 서석숭 전무는 “채용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취업난과 일본의 구인난
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인 만큼 채용상담회가 
한일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한경닷컴, 한국 취업난, 일본 구인난 '통했다'…韓인재 찾아나선 日기업,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86138g(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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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회다,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 사진=최혁 기자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인재가 면접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한경닷컴, 일본이 기회다,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842097(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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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 사진=최혁 기자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인재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한경닷컴,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열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842317(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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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취업 상담받는 한국 청년들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 / 사진=최혁 기자

한일산업기술 FAIR 2017 청년인재 일본기업 채용 상담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상담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인재가 상담을 받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한경닷컴, 일본 기업 취업 상담받는 한국 청년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842427(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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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산업기술페어2017 홈페이지 운영 사이트

- 사이트 주소 : https://www.kjcf-fair.kr/

- 사이트 운영기간 : 2017. 8. 1 - 2017. 9. 17

- 사이트 운영 방법 : 홈페이지 신청 접수 및 일본기업과의 매칭 지원

- 신청 현황 : 한국기업 261개사 신청(2017. 9. 2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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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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