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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원스톱 패키지 지원으로 정보보호 기업 성장에 날개
- 아이디어 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참여 기업, 3년간 170.59억 투자 유치 및 819.5억 수출 달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4차 산업혁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투자유치 170.59억 원, 수출액 819.5억여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20. 2. 27.(목) 밝혔다.
는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센터인
정보보호클러스터를 개소한 뒤, 스타트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기술협업, 사업협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KISA

또한 2019년에는 정보보호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보호 기업 원스톱 지원 허브’를 정보보호클러스터 내에 조성해,
5대 상담 분야(정보제공, 기술조언, 판로개척, 사업화, 행정지원)에 대한
전문가 상담(149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K-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지원한 총 84개
스타트업에서 투자유치 및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했다. 2019년에는 총 6개 기업이 108.4억 원(2018년 4개 기업, 57억)
이라는 투지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9개 기업에서 정보보호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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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자유치 및 지식재산권(특허) 등록기업은 2017년 2건, 2018년
6건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5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KISA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와 현지 사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5개 권역 30
개국을 신규 전략 국가로 선정해 국가별 정보보호 체계 및 보안수준,
시장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한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공군의 군용 특수
반도체 칩 개발 대회 본선에 진출해 12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
했고, 핀테크 기업은 탄자니아 국영통신사 모바일머니 시스템 구축
사업을 PPP* 형태로 수주하는 등의 쾌거를 달성했다.
* 시스템 구축에 1,230만 달러 투자, 7년간 운영수익 배분구조

또한 KISA는 지난 3년간 92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2019년
한 해에만 27개 기업, 390억여 원의 정보보호 제품 수출을 견인했다.
이는 2018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중동지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이다.
김석환 원장은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협력국 진출은 물론
선진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물리보안, 블록체인, 위치정보 등
다양한 K-스타트업◯의 전략적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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