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국기연이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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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유명 방산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기업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 등을 문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기연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세계적인 해외 방산업체의

준비한 자리다 .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세요!

❍ 국기연은 레이시온사와 에어버스의 관심 분야를 사전에 조사하고,

-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중소 방산업체 간 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

창원산업진흥원의 협력을 통해 이들 회사와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이 가능한 국내 방산 업체를 발굴 선별하는 등 이번 행사가

❍ 방위산업 육성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인 국방기술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소개 또는 단순 네트워크 형성 행사로 끝나지

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오늘 창원시와 공동으로,

않고 , 실질적인 수출실적과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담

해외 유수 방산업체와 창원 소재 중소 방산기업 간

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

간담회“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

6월 23일(수)

기술협력
밝혔다.

<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국내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협력 간담회 개요 >

❍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지역 내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

• 일시/장소 : ‵21. 6. 23. (수) 15:30 / 창원컨벤션센터(CECO) 602호

발굴하고, 해외 방산업체와 네트워크가 구축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 주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창원시

않겠다.”라고 말했다.

• 내용 : 해외 방산업체와 창원 소재 방산업체 간 협력 방안 토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 편입 지원 등)
• 참석 : (주요 참석자) 국방기술품질원장(허건영), 창원산업진흥원장(백정한)
(해외 방산업체) 레이시온(김석곤 대표 등), 에어버스(이원익 상무 등)
(국내 방산업체) 연암테크, 에스지서보, 한성에스앤아이, 신승정밀,
키프코 전자항공, 영풍전자, 포렉스, 율곡, 부경 등

※ 레이시온 : 1922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로 미사일·레이더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이다.
※ 에어버스 : 1970년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다국적 기업 항공기 제작회사로,
자회사로 방산업체인 EADS가 있으며 군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 올해

1

월

1

‘

방산육성 허브 ’로서 역할을 전담하기

일 설립된 신생기관 ”이라 소개하며 ,

“

국기연은

앞 으로 해외 및 국내 방산 업체 간 상호 관심 분야와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

* 행사 관련 사진은 6. 23. (수) 17:00시 재배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