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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바이오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중견기업 절반, R&D투자 ‘제로’

효성종합 발광 교통안전표지판

안개껴도 잘 보이는 교통안전용품 … 美·유럽 공략
고등 교를보졸 한보뒤보경기보안산보
반월공단
보전기보설 를보30년
간보다뤘다.보똑같은보일을보반
면
보‘대체보 능한보 람’이라는보생
을보 울보수보 었다.보김 환보효 종
보대표는보‘언젠 보나만보할보수보있는보
일을보찾 보 립 겠다’는보희망으
보고단 을보
다.
는보종잣돈을보
보2004년보효
종 을보세웠다.보 음 는보밑천
이보부 해보맨홀보뚜껑형보 수 보덮개
를보만들었다.보
만보누 나보만들보
수보있는보제품이라는보생 을보떨칠보
수보 었다.보기술보개
보골몰 다.보
2011년보 간 보인 와보차 를보
분해주는보LED( 광다이오드)·
광섬유보 광경계 을보개 해보 허
를보 았다.보교통보안전과보 간보
보
미관 보대한보관심이보늘 보
은보
차보안정궤
보 들었다.
○빛 번 없어 선명
효 종 은보LED와보광섬유를보결
켜보빛을보내는보다양한보
교
통안전물품을보생산한다.보LED보전
보 광 는보
교통안전물
품은보기존
보있었다.보효 종
의보제품은보 천후
보눈 보잘보띄
는보데다보전 보소
보적은보장 을보
췄다.
효 종 은보빛을보내고보싶은보
양을보따라보광섬유를보심은보뒤보광섬
유보다
보LED보전 를보연결해보
광 는보방 으 보제품을보생산한

다.보빛을보 진 키는보광섬유보 질보
때문 보 은보글 나보미세한보 양
보빛보번 보 이보인 할보수보있다.보
얇은보광섬유를보한보올보한보올보심는보방
이
보 광보 보 양이보정교한보
것 보차별 이다.보효 종 은보‘교
통경찰’보‘안전제일’보등의보글
보
광 는보안전 끼형보 간이나보 천
후
보인 와보차 를보 분할보수보
있게보해주는보 광경계 보등을보내
고보있다.

광섬유·LED 기술 결합해
전 소비 5분의 1로 줄여
안전조끼 발광경계 출시
“거래처 늘

가격 낮출 것”

○공원·탄광에도 활용 가능
광섬유와보LED보결 으 보전 보소
량을보크게보줄 다.보㎡당보소
전 이보5~10W보선 보불과 다.보
광등으 보같은보 기를보내 면보
32~40W의보전 이보소 된다.보김보
대표는보“기존보LED보교통안전물품
은보LED보전 보10개를보일렬 보연결
는보방 이 만보LED·광섬유보결
보방 을보이용 면보광섬유보끝 보
LED보전 보두보개만보매달면보된다”
고보설명 다.
LED·광섬유보결 보기술이보활용
될보분 는보적 보않다.보김보대표는보“4

년보전보‘인공 명 보의한보빛보공해보방
법’이보제정되면 보과
게보
거나보 너 보소
보많은보 명은보
규제를보 고보있다”며보“전 보소
보적은보LED·광섬유보 명이보기
존보LED보 명제품을보대체해보나갈보
것”이라고보 신감을보
다.보공원보
등보공공장소
의보빛보공해 보방
할보수보있다는보게보김보대표의보설명
이다.보 는보“ 너 보공급이보 의치보
않은보탄광보갱
보 용할보수보
있다”고보말 다.
○“선진
장 중 공략”
효 종 의보올해보 표는보해외보판
보개 과보상품보단 보낮추기다.보김보
대표는보“ 년보말보중소기 진흥공
단보무
절단으 보찾은보동남
보등
보좋은보반응을보얻었
다”며보“교통보안전 보관심이보많으면
보제값을보쳐주는보미 보유 보등보
선진 보 장을보우선적으 보공략
할보계 ”이라고보 다.
내보거래
보적 보늘 보나
갈보방침이다.보안전 끼보등이보기존보
LED보제품 다보3~4배보 싼보편이
만보 동률이보
며보생산단
보떨
는보선 환을보기대 고보있
다.보김보대표는보“광섬유를보 동보이
는보공정까 보개 을보완료 다”
며보“주문이보많이보들 올수록보단
보낮
기보때문 보거래 보
보
활을보걸보계 ”이라고보말 다.보보
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

김영환 효성종합 대표가 L시D( 광다이오드)·광섬유 결합 방 으로 빛을 내는 안
전조끼의 징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으뜸중기제품’은이메일(art@hankyung.com)로신청 고있
습니다.한 경제신문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코 스-윌매
무전원 자동물내림

서브원 엣스퍼

패 롤팀이 건물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는보 람이보일일이보다니며보스위치
를보 동 거나보이상보 부를보 검
는보 이었다.보엣스퍼 는보이를보
센 와보무선보제 장치 보상당보부
분보대체 다.
우선보빌딩과보상 보매장의보 설

서브원 제공

물보상태를보실 간으 보파 한다.보
파 된보정 는보 울보광 문보 브
원보통 운 센터 보
보분 이보
이뤄진다.보빌딩이보‘종 보건 진단’
을보실 간으 보 고보있는보셈이다.보
필요한보정 는보건물주나보 주의보

한 보경제의보허리격인보중견기
들이보연 개 (R&D)보투
보소
홀한보것으 보나 났다.보수출보실적
을보낸보중견기 은보10곳보중보4곳 보
쳤다.
중소기 청과보한 중견기
연
보30일보 표한보‘2016년보중
견기 보실태
’ 보따르면보중견
기 보3558개보 운데보절반이보넘는보
1876개(52혁)는보R&D보투 (2015
년보기준)를보전 보
보않았다.보매
출보대 보R&D보투 보 중이보1혁보미
만인보곳은보977개(27.5혁) 보4곳보중보
1곳꼴이었다.보중견기 은보 난해보
9월보상호출 제한기
단보 정
기준이보 산총액보5 원
보10
원으 보바뀌면 보기 보수 보기존보
2979개
보3558개 보늘었다.
상호출 기준보변경보전보중견기
으 보분류됐던보기 의보대부분
(75.5혁)은보연 개 을보 내
보
체적으 보한다고보응
다.보‘외
부기관과보공동개 ’(15.8혁)이나보
‘위 ’(5.2혁)보방
보선호 는보것
으 보나 났다.보연 개 은보기
부설연 소(28.9혁)나보연 개 보
전 부 (9.6혁)
보주 보맡는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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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보
됐다.보연 인 보전 부
보 이보연 인 만보 유한보기
은보4.9혁 다.보 유보
재산권은보
내보평균보39.2건형보해외보7.3건으 보
계됐다.
중기청보관계 는보“중견기 보중
보매출규 · 종 보따라보R&D보
필요 을보못느끼는보곳이보많다”며보
“경기보부진까 보겹치면 보투 를보
유
는보기
보많 졌다”고보말
다.보
수출보실적이보있는보중견기 은보
10곳보중보4곳(39.3혁) 보 쳤다.보수
출보
은보중 과보미 이보많았다.보
중 으 보수출 는보기 은보수출보
중견기 의보절반보이상(57.1혁)이
었다.보미 은보40.6혁형보일본보36.0혁형보
베 남보20.8혁보등이었다.보보
이민하/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

(02)786-7115 △에어붐결합형 폐쇄회로TV(CCTV)

(02)3216-3983

<사물인터넷>

브원이보 물인터넷(도oT)보기술
을보활용한보‘스마 보빌딩관리’ 보나
선다.보전기보 스보소방보공 보등보수천
개의보건물보 설물 보센 를보달
보원격으 보감
고보제
는보
스다.보도oT보기술을보빌딩관리 보
체계적으 보 입한보 내보첫보 례
보주
고보있다.
브원은보원격보건물관리보브랜드보
‘엣스퍼 ’를보30일보내놨다.보‘공간’이
란보뜻의보
보전치 보‘엣(at)’과보전
문 란보의미의보‘ 스퍼 (e자pert)’
를보 해보만든보브랜드다.
기존보건물관리 보도oT보기술을보
한보게보 징이다.보과거보건물관리

수출 기업은 10곳 중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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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43-3330 △효성종합- 광 교통안전표

지판 (031)871-7284 △토브넷-L시D전

IoT 입고 더 편리해진 빌딩관리 …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
브원, 엣스퍼트 출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스마 폰으 보바 보 내진다.보간
판이보제대 보켜져보있는 형보
컨보
온 는보몇보
보설정돼보있는 형보건
물보외등 보불이보나간보데는보 는 형보
누수나보정전은보 는 보등을보 인
할보수보있다.보 설물 보이상이보있으
면보 브원보 원이보출동해보 검 보
해준다.보 브원은보 울을보 롯해보
전 보21곳 보
스센터를보두고보
있다.보 데이터보분 을보통해보 너
보 용량을보예측 고보절감할보수보
있는보방법을보알 주기 보한다.
브원보관계 는보“ 간이나보휴
일
보 람이보일일이보다니며보관
리 기보
울보때보 히보유용 다”
보고보말 다.
보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

삼성, 첫 바이오시밀러 유럽 매출 1000
<베네팔리>

中企 공동기술개발사업
중기청, 75 원 지원
중소기 청은보중소기 보 러
곳이보공동으 보참
는보‘중
소기 보네 워크 보기술개
’보신청을보다음달보22일까 보
는다.보
이번보
은보기술개 을보
는보 신 보중소기 을보중심으
보공동기술개 을보수
는보
중소기 과보
보전략을보연
는보기 보등보세보개보이상의보
기 이보네 워크를보
해 보
신청할보수보있다.보중기청은보이번보
보총보75 원을보 원한다.보
세한보 항은보중기청보기술개
종 관리 스템(smtech.
go.처r)
보 인할보수보있다.
보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보

삼 바이오 피스(대표보고한승·
사진) 보개 한보첫보번째보바이오
밀러(바이오의 품보 제 )보‘베
네팔리’의보유 보 장보누적보매출이보
1000 원을보돌파 다.보 난해보1월보
유
보판매보허 를보 은보 보1년보
만이다.
미 보제
보바이오젠은보 난보
26일보실적보 표를보 면 보 난
해보베네팔리보매출이보1 60만달러
( 보1170 원)를보기록 다고보
다.보
바이오젠은보삼 바이오 피스
의보바이오 밀러를보유
보판
매 고보있는보다 적보제
이 보
삼 바이오 피스의보 분보6.7혁
를보 진보
다.보베네팔리는보암젠
이보개 한보류머티즘관절염보치료
제보엔브렐을보본떠보만든보바이오
밀러다.보 내는보물론보유
보판
매되고보있다.보바이오젠보측은보“베네
팔리 보유
보견고한보 장세를보

고보있다”고보
전 다.
베네팔리는보
엔브렐보바이오
밀러 는보
음으 보 난해보
1월보유
보
판매보승인을보 았다.보 난해보3분
기까 보4790만달러의보매출을보올
린보베네팔리는보4분기 만보5000만
달러보이상보판매돼보누적보매출이보1
달러를보넘
다.
삼 바이오 피스보관계 는보
“ 간이보갈수록보빠른보매출보 장세
를보 이고보있다”며보“매출보 대 보
따라보재무보상태 보호전될보것으 보
기대된다”고보말 다.보삼 바이오
피스는보 난해보매출보1475 원을보
기록 다.보
손실은보1002 원
으 보전년(1611 원) 다보37.8혁보
줄었다.
보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