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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24 개 기술선도기업 선정   

 
미국 뉴욕, 2014년 8월 26일 – 세계경제포럼은 오늘 각 분야별 기술과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는 24 개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들 기술선도기업(Technology Pioneers)들은 창조성을 발휘하여 전환적 솔루션을 창출 및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였다. 이들 최첨단 기업들은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톈진에서 

개최될 2014년 뉴 챔피언스 연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 중에는 진단과 질병 치료를 크게 향상시킨 기업, 송전망이 연결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 저가 컴퓨터 사용을 개척한 기업, 새로운 시청각 및 센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 내장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 기업 

등을 주목할 만 하다. 올해의 기술선도기업들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선구자, 

파괴자(disruptor), 혁신가들의 커뮤니티에 동참하게 된다. 
 
2015 년 기술선도기업 명단(알파벳 순): AutoGrid Systems, Avegant, BlaBlaCar, Cambrian Innovation, Canonical, 
Couchbase, Eta Devices, Genomatica, Guardant Health, Health Catalyst, HiBot Corporation, Ionic Security, Jasper 
Technologies, Kakao Corporation, Labcyte, LearnUp, Mera Gao Power, Newlight Technologies, Organovo, Proterra, 
Raspberry Pi Foundation, Silicor Materials, SmartThings, Vaxxas.  
 
“기술의 영향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EO를 비롯한 각 분야 지도자들은 이러한 

임팩트의 범위와 깊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선도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그들이 지닌 다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 세계경제포럼 풀비아 몬트레소(Fulvia Montresor) 뉴 챔피언스 총괄 

국장은 말했다. 
 
2015년 기술선도기업들은 올 9월 11일, 제8차 뉴 챔피언스 연례회의에서 개최될 시상식에서 업적을 인정받게 된다. 

본 연례회의는 아시아 지역 내 과학,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회의이다. 전세계 

90여개국 이상에서 1,500 명 이상의 기업, 정부, 연구 분야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로서, 기술선도기업들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기업(Global Growth Companies),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Young Global Leaders), 차세대 

과학자(Young Scientists),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 글로벌 셰이퍼(Global Shapers), 그리고 포럼의 

회원들과 파트너들이 참가한다. 
 
2000년부터 세계경제포럼은 수백여 개 신청사들 중 엄선하여 매년 기술 선도 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포럼의 

회원, 구성원, 직원 및 외부 인사들이 후보사를 지명하면, 저명한 기술 및 혁신 전문가, 학자, 벤처기업가 82 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사들을 모두 검토한 후 세계경제포럼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과거 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대표적 기업으로는 AirBnb (2014), Cyberdyne (2014), Nest Labs (2014), MC10 
(2013), Azuri Technologies (2013), Tobii Technology (2013), Dropbox (2012), Kickstarter (2012), Solazyme (2011), 

• 전세계 24개사, 각자 저마다의 분야에서 전환을 이끌어낸 선도적 기술을 인정받다 

• 8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매년 기술선도기업 선정  

• 2000년 이래 거의 600 개 기업이 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 포럼 인포그래픽에서 기술선도기업 프로필 조회: http://www.weforum.org/techpio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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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 (2010), Twitter (2010), Proteus Digital Health (2009), Wikimedia (2008), Mozilla Corporation (2007), MBA 
Polymers (2006), Google (2002) 등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기술선도기업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http://www.weforum.org/techpioneers. 
 
에디터 노트 
기술선도기업 트위터 구독: http://twitter.com/techpioneers 

기술선도기업 블로그: http://wef.ch/blog 

포럼 플리커 사진 보기: http://wef.ch/pix 

포럼 페이스북의 팬 가입: http://wef.ch/facebook 

포럼 트위터 구독: http://wef.ch/twitter 및 http://wef.ch/livetweet (hashtag #WEF) 

포럼 Google+ 구독: http://wef.ch/gplus  

세계경제포럼 뉴 챔피언스 연례회의 새소식 조회: http://wef.ch/amnc14 

향후 포럼 이벤트 조회: http://www.weforum.org/events 

포럼 뉴스 릴리즈 구독: http://wef.ch/news 

세계경제포럼은 재계, 정계, 학계 및 기타 사회 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지역별 및 산업별 아젠다를 정립함으로써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헌신하는 독립적 국제 기관이다. 1971년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일체의 
정지적, 정파적, 국가적 이해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이다(www.we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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