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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일반의약품 FDA 동시 인증

에이펙스인텍 에너지 절감 효과 뛰어난 슬림 LED 조명

코스 스, 美 진출 본격화

수명 1만시간 더 늘린 조명 … “얇고 가볍다” 돌풍
보 권진보 이펙스인텍보대표는보2013
김
년보LED(뤩광 이오 )보TV를보
보벌떡보일 났 .보 리고보TV보
패널을보유심히보살
.보LED보 명보
제
체를보운 하는보 는보 명의보
두께와보무게보때문 보늘보고민이었
.보 런데보LED보TV보패널은보얇고보
벼웠 .보 보룜 리와보옆면
보
빛을보쏘기보때문 보 능
.보반면보
LED보 명은보뒤
보빛을보비 는보
방 이었 .보 는보생
.보‘LED보
TV보패널과보같은보방 으로보 명을보
만들 .’
리고보2년보뒤인보 난해보9월보
이펙스인텍은보‘슬림보LED보 명’을보
선
.보두께는보일반보LED보 명
보17% 량보얇은보1.2 .보무게
도보7% 량보줄인보3.6㎏이 .보김보대
표는보“LED보TV보패널처 보얇고보
볍기보때문 보설치도보쉽게보할보수보있
”며보“ 비 들보사이
보
문
이보나며보뢱달보20~30%씩보판뢱량이보
늘 나고보있 ”고보말
.
○수명 1만시간 더 긴 LED 조명
김보대표는보1997년보사 을보
.보한보 사의보 뢱보담당보부
보
일하던보중보외환위기 보 쳤기보때
문이 .보 는보 사를보나와보 동 형보
전 부품보등을보제
.보2008년
엔보LED보 명보교체보수요 보급증할보

것으로보예상해보 종을보전환
.보
김보대표는보“LED보 명은보 너 보
절감보효과 보뛰 나고보수명도보길
보성장보 능성이보높 고보판단
”고보설명
.
이보 체보제품은보전 보300 곳 보
설치돼보있 .보2014년엔보 울보 하
철보5~6호선보 사 보들
는보
명보전부를보납품하기도보
.보 난
해보판뢱량은보170만
보달
.보뢱
출은보120 원을보기록
.
하 만보김보대표는보한계를보느꼈
.보현재보전체보뢱출의보60%는보실외
명보부문이보
하고보있 .보 러
나보이미보많은보실외 명이보LED로보
교체돼보수요 보크게보늘 나기보힘
든보실정이 .보김보대표는보“ 동안보
실외 명 보치중
만보 로운보성
장동 을보뢢련하기보위해보실내 명보
장을보
보공략하기로보
”고보
뤪
.
슬림보LED보 명은보일반보 비
들을보위해보 뤩한보실내 명이 .보
두께와보무게를보줄 을보뿐보 니라보
명을보사용할보때보누 나보느끼는보
불편 을보해결하는보데보 중
.보
김보대표는보“ 명을보오래보쓰 보 면보
제품보안 보먼
보들
보 이보누
게보변하거나보심
보벌
보들
기도보한 ”며보“이를보뢣기보위

여민기술연

, 몽골 ‘클린 탄’ 생산 협약

탄이보완전보
오염물질 줄인 천연 재 개발
연 하게보돼보
현지 日 200t 규 생산
불완전보연
의보부산물인보
보 물과보음 물쓰 기보등을보활용
황과보질 보등보
해보친환경보연료를보만 는보 민기
유해물질보뤲
술연
(대표보강 원·사진)는보
출을보크게보줄
주한보몽골대사관
보몽골의보
일보수보있 ”고보설명
.
탄보 공 체인보몬치룜와보‘클린보
몬치룜는보우선보몽골보바
르보탄
탄보생산을보위한보기술협 보계 ’을보 광 보있는보 공공장
보하루 보
맺었 고보25일보뤪
.
200맥보규룜의보클린보 탄을보생산하기
민기술연
보클린보 탄보 로보
.보수도인보울란바토르 보
생산기술보및보설비를보제공하고형보몬 정용으로보공급하기보위한보물량이
치룜 보몽골보현 보생산을보맡는
.보이후보연간보 정용보100만맥형보뤩전
.보 민기술연
는보 탄이보탈보 용보500만맥보규룜로보생산량을보 대
때보뤲출되는보대기오염보물질을보크 해보나갈보계 이 .
게보줄일보수보있는보천연 재를보
협
보참 한보바산 브보간볼
뤩
.보강 원보대표는보“ 체보 뤩
보주한보몽골대사는보“몽골은보 탄
한보천연 재를보 탄과보 께보 으면보 을보주뤩전보원료로보사용해보대기오

김권진 에이 스인텍 대표가 경북 칠

본사에서 슬

조명 두께 1.2 불과
TV패널 보고 제품 이디어
판

달 20~30%씩 급증

호주·일본 등 6개 수출
해보옆면을보전부보프
으로보감쌌
”고보설명
.보수명도보기존보 명
들 보비해보1만 간 량보더보늘렸 .보
격은보14만3000원이 .
○호주, 일본 등 6개국 수출도
유통뢭을보 대하는보방안도보 진하
고보있 .보 난해보10월엔보중 기 보
상품을보전용으로보판뢱하는보 울보

염이보심 하 ”며보“클린보 탄보생
산은보몽골보 민의보건강보증진 보큰보
도움이보될보수보있을보것”이라고보기대
감을보표
.
강보대표는보“몽골의보연간보 탄보생
산물량은보4000만맥보정도”라며보“몽
골보전보
보탄광 보클린보 탄보기술보
및보설비를보수출하는보데보초 을보뢮
출보계 ”이라고보말
.보 는보“앞
으로보5년간보생산설비와보기술료를보
포 해보2 2500만달러보이상의보뢱
출을보올리는보것이보룝표”라고보덧붙
.보
민기술연
는보 동안보청정
너 보 뤩 보주 해보왔 .보2014
년 는보음 물쓰 기형보커피찌꺼
기보등을보건 해보만든보고체연료인보
‘ 탄’을보 뤩
.보
이현동기자보보gray@hankyung.com
보

LED( 광다이오드) 조명의 장점을 설명하

룝동의보‘
한뤳
’ 보
.보최근엔보롯데뢢트보등과보
을보
논의하고보있 .보 는보“최근보뤳열등
이보사라 고보있고보LED보 명보 격
이보많이보떨 져보LED보 명 보대한보
고보말
.
선호 보높 ”보
해외보판뢱도보강 한 .보현재보호
주보일본보인도
보등보6
보수
출하고보있 .보앞으론보중 보 장
도보진출할보계 이 .보 는보보
“
은보
수출액이보전체보뢱출의보15%보수준
보불과하 만보절반보이상으로보끌
올 보글로벌보 사로보거듭나겠
”고보강
.보
칠 =김희경기자보hkkim@hankyung.com

있다.

전체 품 으론 내 유일

김희경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
있습니
다. 한국경제신문 홈 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에스엠뿌레-초미 자분무
기 (062)959-1511 △에너
지코리아-원적외선난방기
1600-9339 △에이 스인
텍-슬 LED조명(054)9777667 △줌리빙-옷정리밴드
(070)4685-2004

알톤스포츠, 고성능 산 자전거 잇단 출시
전거보전문기 인보알톤스포
(대표보김신성)는보‘알톤보 라니트보
’보
(사진)보‘알톤보콜리고보
’보‘알톤보투
로 ’보보등보신제품보3종을보25일보출
.보
알톤보 라니트보 리즈는보산
전거보제품군이 .보대표보룜델은보‘알
톤보 라니트보30D’ .보 뢢 보데오
보30단보변 기와보유압 보디스크보
브 이크를보달았 .보 격은보80만
원대 만형보주로보중고 보제품 보
용되던보27.5인치보휠을보달았 .보
린형보실버형보
보등보세보
보 상으
로보출 됐 .
알톤보콜리고는보알루미늄보하이
브리 보제품이 .보기존보인기보룜델
인보‘알톤보착6021’의보
이 보룜
델이 .보몸체(프
)보표면을보뢱끄
게보하는보수
보공법인보‘스무 보
웰딩’을보 용해보용 보흔 을보 앴

.보 뢢 보21단보변 기를보채택
고보430㎜형보480㎜형보510㎜보등보세보 보
사이즈로보출 돼보체
보따라보
뢱하면보된 .
알톤보투 로 는보흙이보튀는보것
을보뢣 주는보머
와보 뤨이
인보리
이보장 돼보 전거보
을보할보때보
하 .보보
알톤스포 보 은보“ 년보정 기
술(IT)보부품 재보 사인보이 스
보인수된보이후보연
뤩(착&D)보
량을보강 하고보있 ”보고보말
.보
이현동기자보보gray@hankyung.com
보

께보
.보OTC는보전문의의보처
방보 이보
할보수보있는보일반보의
“올 미
4000만弗 출”
품을보말한 .보미 보등보일부보
선보 외선 단제(선보스크린)보제품
장품보제
뤩생산(ODM)보 은보 장품이보 닌보OTC로보분류하
체인보코스뢲스( 장보이경수· 고보있 .보OTC보제품을보미
보수출
(회D) 할보땐보미보의 품보제 품질보관리보기
사진) 보미 보 품의
으로부터보 장품과보일반의 품 준(획MP)보규정을보따라 보한 .보이
(OTC)보인증을보동
보뤨았 .
경수보코스뢲스보 장은보“까 로운보
코스뢲스는보25일보“ 장품보전체보 OTC보인증까 보뤨은보안전한보제품
품룝 보대해보 장품형보일반의 품보 을보전보세계보 비
게보제공하게보
인증을보 께보뤨는보데보성공
”며보 됐 ”고보말
.
“미 보 장 보본격보진출하기보위한보
코스뢲스는보올해부터보미 보
신호탄이보될보것”이라고보말
.보
장을보
보공략한 는보방침이 .보
▶본지1월19일자 A1,13면 참조 2013년보인수한보로 알보미 보공장
코스뢲스는보세계보1위보로 알
을보
해보본격보 동한 .보올해엔보
룹의보랑콤형보이브생로랑형보슈 무라보 미 보현
보4000만달러의보뢱
등보 내외보300
보브랜
보납 출을보달성할보전뢭이 .
품하고보있 .보 장품보전체보
이보 장은보“ 동안보
보
보
품룝 보대해보인증뤨은보
중심으로보수출해왔 ”며보“이번보
인증보 을보통해보 장보큰보 장
것은보코스뢲스 보유일하
인보미 은보물론보유 보등 보대한보
.보 른보 내보 장품
수출을보 대하겠 ”고보
체들은보 별보품룝 보대해
강
.보보
만보미 보회D보승인
김희경기자
보
을보뤨았 .
OTC보인증도보
hkkim@hankyung.com

LG하우시스, 中 3년 연 친환경 자재 선정
L획하우 스는보최근보중 보베이징
보열린보제13 보건설 계보연간보
브랜 보대상
보3년보연 보‘중 보
친환경보건
재보10대보브랜 ’ 보
선정됐 고보25일보뤩표
.
중 보전 건설사협
보주관하
는보브랜 보대상은보건
재보기
의보품질관리와보만 도보
형보건설
사보및보유관기관보 천보등을보종 해보
수 하는보중 보건설 계보최고보권
위의보상이 .
L획하우 스는보2014년보외 보기
으로는보최초로보10대보브랜
보
뽑힌보데보이 보 난해와보올해까 보
3년보연 보선정됐 .보이보 사는보중

휴롬, 할인판 행사

보내보건
재보기 보 운데보유일
하게보TVOC(총휘뤩성유기
물)보분 보설비를보 유하고보있으
며보항균·항곰팡이보성능보기술보등
을보활용해보 양한보친환경보건
재를보공급하고보있 .보L획하우
스는보중 보내보외 계보건
재보기
보중보창호보1위형보바 재보1위 보올
라보있 .
김상호보L획하우 스보중 법인
장은보“앞으로도보중 보고 의보수요
를보
보반 한보제품을보앞세워보프
리미 보건 재보 장보공략을보
하겠 ”고보말
.보
보 김희경기자보보hkkim@hankyung.com

한보30만원대 보살보수보있 .보할인
사보기간은보 음달보9일까
.보
다음달 9일까지
휴롬은보재료를보
보눌러보짜
는보‘
보 즙보방 ’으로보 양 보
한보원액기 .보뤳 보
휴롬이보설보명절을보앞두고보올해보첫보 파괴를보최
할인보판뢱 보나선 .보‘휴롬주스’보 도 기를보 상 한보휴롬보2세대보
룜델은보 난해보밀라 보 스포보한
뢱장을보방문해보
하면보뤳
관의보공 보후원보룜델로보선정된보
보40만원대보중반 보팔리고보있
는보제품을보10만원보 까이보 렴 제품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