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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연구역량으로 지역 기업 성장 도움 되기를”
재료연구원 승격 수혜기업 반응

“신재료 기술 확보·공급으로

4차산업혁명 성공 이끌어야”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으로 창원지역 수혜기업이 어디인지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재료연구소는 오는 11월께 ‘원’으로 승격해 앞으로 부품, 장비

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가 규모에 걸맞게 연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품

을 제조하는데 소재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재료연구원 승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기업은 어디= 원 승격에 따른 수혜기업을 보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개소, 1차 금속 제조업 24개소,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중 기계 

및 가구 제외 25개소,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개소,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개소, 전기 장비 제조업 28개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개소, 자동차 및 트레일

러 제조업 30개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개소 등이다. 이외 창원국가산단과 차룡단지 등 창원과 도

내는 물론 전국 기업들이 재료·소재분야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중에는 LG전자, 두산중공업, 한화, 효성,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GM, 볼

보건설코리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재부품 공급 기업으로는 창원산단내 2000여개 중소기업체가 직간접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수혜기업 반응은= 창원지역 수혜기업들은 대부분 원 승격을 환영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현길 범한산업 본부장은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축하드린다. 이번 승격 및 이를 통한 재료연구소의 

역량강화는 지역업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료연구소는 당사가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

는 수소연료전지 및 압축기 분야를 적극 지원해 당사가 업계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이번 승격을 통해 강화된 연구 역량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정동연 ㈜대호테크 연구소장은 “기술기업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은 재료이다. 기업의 고민과 성장을 위

해 항상 같이 고민해 주던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기업과 기술 동행을 

함께 해 주길 염원한다”고 기대했다.

윤수한 ㈜이플로우 대표는 “신재료에 대한 기술 확보와 공급이 4차산업혁명 시대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재료연구소 원 승격은 창원이 세계적인 메카트로닉스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새로운 마이크로모빌리티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도 협업과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

다. 다시 한 번 원 승격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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