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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5. 26.(화) 배포

고졸인재, 이제는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에서 일한다

-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 21개 월드클래스 기업, 고졸인재 155명 채용하기로 결정

◈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

◈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회장 오석송)는 5월 26일(화) 하나마이크론

(충남 아산 소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붙임1] 참고)

* (월드클래스300 기업)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의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20년 5월 현재 286개사, ’19년 사업 일몰), 월드

클래스300 후속사업으로 ’21년부터 월드클래스+ 사업 추진 예정([붙임3, 4] 참고)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졸 인재와 우수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2] 참고)

ㅇ 월드클래스 기업은 고졸 인재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인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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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래스300 고졸 채용 계획(’20.5월 기준): 21개 기업, 155명 고졸 채용 계획

** (선도기업) 교육부·교육청이 관계 부처, 지자체, 지방노동청 등과 연계·협력하여, 일정

수준(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ㅇ 또한, 월드클래스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ㅇ 아울러 월드클래스 기업과 학교는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 및 견학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내 실습시설이나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의 상호 이용에 협력한다.

□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하나마이크론은 2012년에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추진 중인 모범 기업이다.

ㅇ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2월 산업부에 반도체 공정직무에 적합한 고졸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 하나마이크론에서필요로하는반도체공정운영직무는직업계고에관련전공이많지않음

- 이에 교육부․산업부․충남교육청이 협력하여 기초직무역량 중심의

방과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하나마이크론에서 현장실습을 거쳐

조기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였다.

□ 한편, 이번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충청남도·충청남도

교육청·하나마이크론의 3자 간 업무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졸인재들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ㅇ “교육부도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에 걸맞은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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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훌륭한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훌륭한 기업이

우리 경제를 키운다.”라며,

ㅇ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와 교육계가 마음과 뜻을 모아 동심동덕

(同心同德)의 자세로 좋은 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석송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ㅇ “협회는 월드클래스 기업과 직업계고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업무협약식 개요

2.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서

3.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소개

4. 월드클래스+ 사업 개요

5. (주)하나마이크론 소개

6. (주)메타바이오메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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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붙임 1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업무협약식 개요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020. 5. 26.(화) 15:00~ / 하나마이크론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 (참석자)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월드클래스300회장(오석송), 하나

마이크론(회장 최창호, 대표이사 이동철),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등

◦ (주요 행사 내용) 고졸취업 활성화 업무협약식 등

 주요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안) 비 고

협약식

15:00~15:02 2분  · 협약식 개회  · (사회) 교육부 과장

15:02~15:20 18분

 · 내빈 인사말씀 및 축사

  ※ 부총리, 산자부장관, 월클회장,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

· 교육부 → 산업부 → 월클협회장

→ 충남도지사 → 충남교육감 

→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 순 

15:20~15:25 5분
 ·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 

  ※ 교육부-산업부-월클협회 업무협약
   ※ 기념촬영 후 기자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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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2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업무협약서

월드클래스 인재! 월드클래스 직장! 월드클래스 협력!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업무협약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이하 “협약기관”)는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고졸인재가

산업계 맞춤형으로 성장해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취업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기관은 고졸인재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월드클래스 300 기업(향후 선정되는 월드클래스+ 기업 포함, 이하 

“월드클래스 기업”)은 협약기관에 고졸인재 채용 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2.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이 제공한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3.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과 직업계고 간 상호 협력하여 체험 및 견학 기회 제공, 전문가

인력풀 활용, 기업 및 학교 내 각종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4.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드클래스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일괄 지정하고, 우수 선도기업 선정 및 고졸취업 우수기업 포상 시

월드클래스 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협약기관은 고졸인재의 월드클래스 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직업

계고 및 월드클래스 기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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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료의 제공 등) 본 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

1.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효력발생 및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협약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한다.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의 준수)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은 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윤 모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회장

오 석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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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소개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 (정의)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목적)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추며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창출하는 기업을 300개 육성

◦ (선정기준) 매출규모 400억~1조원 미만인 기업 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R&D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협회 연혁 및 성과

 ◦ 2020.2.13. 오석송 신임회장 선출(메타바이오메드 회장)

◦ 연도별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현황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업체수(개) 30 37 33 56 30 50 36 41 313

* ‘20.5월 현재 월드클래스300 자격 보유 기업수는 286개社

◦ 전자, 통신 부품 제조 기업이 다수 포함됨. 농식품, 의약품, 섬유 등

다양한 기업이 분포됨

   ※ 대표 기업 : 한컴, 보령제약, 샘표, 위닉스, 인켈, 한국콜마, 경동나비엔 등

◦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R&D, 수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정이후 ‘18년 매출액 25%, 수출 28%, 고용 20% 증가

 협회 조직

 ◦ (총회) 연간 1회(2월경) / 임원 선임과 정관개정, 사업계획 확정

◦ (이사회) 연간 6회 / 회장 1명, 부회장 25명, 감사 2명

◦ (실무위) 임원이 속한 회사의 총괄 담당 참석 / 협회 실무 협의

◦ (사무국)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이사회 결정사항 실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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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붙임 4   월드클래스+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월드클래스300 사업’ 일몰(’19년)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필요

◦ (기간/예산) ‘21~’33년(13년) / 9,135억 원(政 4,635억 원, 民 4,500억 

원)

◦ (선정) 대기업 의존성이 높으나 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후보중견기업(매출 700억 이상)의 성장전략을 평가, 150개社 선정, R&D지원

* 선정기준 : 수출 비중 50% 미만 & 3년 평균 R&D집약도 1% 이상

◦ (지원) 4년간 기업당 30억 원 지원(해외마케팅·금융·컨설팅 등 연계)

< 연도별 지원 계획(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반영 금액) >

년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계

기업선정 16 16 16 15 15 15 15 14 14 14 - - - 150

국비 124 247 371 487 479 471 464 456 448 440 325 216 108 4,635

 사업 특징

◦ (산업정책)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헬스, 반도체, IoT,

에너지신산업) 지원 비중 확대 : (월드클래스300) 26% → (월드클래스+) 50%

◦ (기업간 협력 확대) 중견-벤처·중소기업 협업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 (월드클래스300) 5% → (월드클래스+) 40%

◦ (종합지원) R&D, 수출, 금융, 지재권, 인력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KIAT(간사), 산업은행, KOTRA, 특허전략개발원, 중견련 등 참여

◦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

장비 기업 선정비중 확대 : (월드클래스300) 28% → (월드클래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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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붙임 5     하나마이크론㈜ 소개

 기업 개요

◦ (설립/대표) ’01. 08. 23. / 이동철 대표이사

◦ (규모) 자본금 112억 원(2005년 KOSDAQ 상장), 매출액 4,981억 원

◦ (인원) 임직원 817명(‘20년 4월 말), 정규직 100%

◦ (업종) 반도체 제조(조립 및 테스트), IT 사업(RFID,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 (주요 고객) 삼성전자, SKHYNIX 등 IDM 기업, NXP반도체,

텔레칩스, FPC 등 Fabless 기업

◦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 연구소 및 Sales Office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실리콘파크

※ 해외법인 : 베트남(박닌성 옌퐁공단 1공장, 박장성 번쭝2공단 2공장), 브라질

(Sao Leopoldo, RS), 미국(Santa Clara, CA)

 주요 연혁

◦ (2004) 중소기업 최초 사내대학 설립 (백석문화대학교 위탁)

◦ (2005)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중소기업부문)

◦ (201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대통령표창

◦ (2012)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 (2013)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2014) 브라질 최초 반도체 공장 준공 (HT Micron)

◦ (2015)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대기업 부문)

◦ (2016) 베트남 법인 설립, 최창호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 (2017) 자회사 하나머티리얼즈 코스닥 상장

◦ (2018) 세계 최초 ‘3차원 플렉서블 반도체 패키징’ 상용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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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붙임 6     ㈜메타바이오메드 소개

 회사 개요

 ◦ (설립/대표) 1990.10.01. / 오석송 대표

◦ (규모) 자본금 119억 원(2008년 KOSDAQ 상장), 매출액 594억 원

   ※ ’17년 기준 수출액 393억 원 (매출액의 95%), 최근 10년간 매출액 3배 성장

 ◦ (인원) 임직원 223명, 외주인원 82명, 총 305명

◦ (수상) 1천만 불 수출탑(’07년), 3천만 불 수출탑(’16년)

◦ (소재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 (주력제품) 치과재료, 생분해성 봉합사, 의료기기 

   ※ 전 세계 100여 개국 250여 개 영업망의 의료분야 수출전문기업

 주요 제품 소개

 ◦ (생분해성 봉합원사)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

되어 없어짐(전 세계 7개사 기술보유)

◦ (치과용 기자재) 근관충전제 세계 1위, 치과용 신경 치료 및 수복에 

사용(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유지하는 기술)

◦ (골수복재) 인체 뼈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산호를 기반으로 하여 

생체 적합성이 뛰어남

  주요 연혁

 ◦ 1990년 회사 설립, 1991년 벤처기업선정, 기술연구소 설립

◦ 2003, 2007년 세계일류상품 선정(E&Q PLUS/MASTER)

◦ 2008년 KOSDAQ 상장, 미국 법인 설립

◦ 2010년 ㈜메타시스템즈 인수, ㈜캄보디아 공장 준공

◦ 2010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메타네트웍스 인수

◦ 2013년 중국PGA 합작회사 설립

◦ 2015년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 2016년 독일, 베트남 법인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