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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산업 크 면 혁신벤처 필요”

코메트 시력보호필름‘ 뷰파인’

“스마트폰에 붙여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 차단”
<파란색 계열 빛>

“스뢢 폰으로보싳 를보 는보동안보슦이들
의보뢭뢣세포는보계 보손상됩니다.”
스뢢 폰싟 보나오는보블루라이 를보
쪔단해 는보슷정 호필름보‘뷰파인’을보개
뤩한보코메 의보김민쉆보대표보말이다.보블루
라이 는보스뢢 폰이나보컴퓨터보룜니터
싟 보나오는보파란 보계열의보빛이다.보오래보
고보있으면보눈이보피로 고보안 건 증덕보
뢭뢣보 는보 정체보손상까 보일으킬보 보있
다.보코메 는보기존보카메라용보필름을보
재로보코팅해보파란 은보 이 보않으
면 보눈싟보해로운보빛보싳싨만보쪔단 는보필
름을보개뤩 다.
○액정과 눈을 동 에 보호
대전보 무실싟보만난보김보대표는보100위안
짜리보 폐를보꺼내
니보랜턴을보비췄
다.보위안 싟는보빛을보비쫚면보뤪게보빛나
는보감광층이보들싎 보있다.보이보 분이보랜
턴보빛을보뤨 보은 으로보선명 게보표쉅
됐다.
김보대표는보이싎보현재보쉅중싟 보판뢱되
고보있는보스뢢 폰용보필름을보중간싟보 고보
위안 싟보랜턴을보비췄다.보다른보필름과보달
리보코메 의보‘뷰파인’를보끼워넣 보감광층
은보빛을보반
보않슲다.보김보대표는보“뷰
파인이보눈싟보좋 보않은보빛을보쪔단해준다
는보것을보 싧 기보위해보이런보실험보방법을보
생 해냈다”고보설명 다.
김보대표는보코메 보설립보이전싟보 재보
관련보싗체싟 보연 개뤩(착&D)을보담
당 다.보 재보관련보노 우를보
고보
립해보건쫛용보필름을보만들싎보팔던보싎느보
날보해외싟 보블루라이
보논란이보된
다는보얘기를보들었다.보 는보이를보쪔단할보

보있는보필름보개뤩싟보쪕
다.보
김보대표는보“쥐를보
고보테스 한보동
싳상을보봤는데보한보쉅간보정 보블루라이
싟보노출된보쥐의보뢭뢣세포보중보부0% 보
괴
다”며보“이것을보 고보 로운보쉅장
이보있을보것보같슦보개뤩을보쉅
다”고보말
다.

“스 트폰·모니터 오래 보면
망 ·수정체 손상 우

…

눈에 해로운 빛 영역 차단해야”
융합시험연 원서 검증받아
이달 중순 전 서 판매
김민 코메트 대표가 블루라이트 차단 력보호 필름 ‘뷰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코메 는보신뢰성을보검증 기보위해보한
융 쉅험연 원싟보파장보검 를보의뢰
다.보이보검 보결과를보 면보뷰파인이보눈
싟보좋 보않은보 외선싟보 까운보블루라
이 를보쪔단해준다는보게보나타난다.보코
메 는보1만북부00원짜리보필름싟보 증
와보 께보융 쉅험연 원싟 보뤨은보쉅험
결과
보 께보넣싎보 내 고보있다.
○기존 필름의 단점 대부분 보완
코메 는보이싟보앞 보뢭치로보내리쳐 보스
뢢 폰보슷정이보깨
보않는보 호필름을보
내 으며보이름을보알 다.보김보대표의보스뢢
폰은보뒷면보 운데보 분이보 보튀싎나와보
책상싟보올
고보돌리면보돌슦갈보정 싲
다.보 는보“중 보뤣이싎와보뢲줏집싟 보만

날보일이보있었다”며보“제품보성능을보 싧
기보위해보뢲 잔으로보몇보번보내리쳤 만보슷
정은보멀쩡 다”고보말 다.
코메 는보뷰파인싟보기존싟보 고보있던보
기술을보룜두보집싎넣었다.보충 싟보견디는보
힘과보 께보필름을보 쪕할보때보먼
보들

두업체 안토니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해”
기능성보 두를보만드는보안토니의보김원
길보 장은보“잘보노는보 람이보일 보잘한
다”는보얘기를보 버릇처럼보말한다.보 난
해보450싏원의보뢱출을보올린보안토니는보
원들의보
활동보 원과보
싟보5싏원
량을보썼다.보250싧명의보 원이보인생을보
즐길보기 를보 고덕보이를보통해보열심히보일
할보싟너 를보싒 록보 겠다는보취 싟

다.
이보
는보5년보전 터보 장과보 원들이보
뢱년보싧름이면보 상스포쫲(사진)를보즐기
고덕보 울이면보스노 드를보 께보탄다.보김보
장은보관련보장비는보물론보 증까 보 춰보
내보 상스키덕보스노 드보 를보 처한다.
보 두보싗계는보제 공정보 성상보
싗
이보많기보때문싟보 련보기술 들이보많이보

뤤은현보세미콘라이 보 장(사진)은보“규
룜의보경제를보이룬보중 덕보대만의보LED(뤩
광다이오드)기싗싟보뢮 보 같이보물량공
세를보해 는보 내보기싗싟보미래 보싘다”
며보“LED산싗이보 보크 면보혁신 인보벤
처기싗이보필요 다”고보말 다.
뤤보 장은보1북북0년대보중반보K도ST보전
기전 공 보
과정보때 터보
까 보
20싧년간보LED보연 와보제품개뤩싟보힘써보
온보 내보대표 보LED보전문 다.보
보이
끌고보있는보LED칩보싗체보세미콘라이 는보
난달보말보 울보삼성동보코신스싟 보열린보
‘창 경제보벤처창싗대전’싟 보대통 상
을보뤨슲다.보세미콘라이 는보올해 터보중
이나보대만보기싗이보만드는보 평형보LED보
칩은보만들 보않고덕보제 공정을보단쫛 고보
신뢰성을보 인보 보제품보‘플립칩’만보생산
고보있다.
뤤보 장은보“삼성전 와보L획전
보휴
대폰과보TV로보글로벌보쉅장을보장슧한보
분싟보LED보패키 (LED칩이보빛을보낼보 보
있게보만든보제품)를보 품 는보싗체보위
로보 내보LED산싗이보성장 는데덕보이들보
싗체 보밸류체인의보 장보밑단인보칩보기술

을보쌓기 다는보값
싼보칩을보 져다보
쓰는보데보
다”며보“이러다보
니보LED칩보원천
기술이보거의보싘
다”고보
다.
는보“중 보1위보
패키 보싗체보유LS보한곳싟 만보월보150싏
개씩보생산할보 보있는데보한 보패키 싗체
들은보룜두보 쳐봐야보고 보50싏개보 준”
이라며보“ 내보싗체들이보싎 움을보 고보
있는보것은보기술과보생산능 싟 보룜두보뒤
처졌기보때문”이라고보
다.
뤤보 장은보“필립스나보오스람보등보글로
벌보싗체들이보과거싟는보칩덕보패키 덕보룜듈덕보
명보등보LED보생산단계보룜두를보 는보
계열 를보이뤘다 보
은보
의보공
정을보전문보기싗이보나눠보맡는보쉆으로보뤣뀌
고보있다”며보“ 내보LED산싗 보
계열
다는보분싗
는보쪽으로보 는보게보뢮
다”고보 장 다.보 는보 보“의료용보LED덕보
외선보LED보쉅장보등보
만보기술이보많
이보필요한보곳싟 보창
인보벤처기싗들
이보나와야보한다”고보
다.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보

北, 개성공단 임금상한 무 화 시도
<인상률 年 5%로 제한>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이메일(a입맥han강작ung.c망m)로보응룜를보뤨고보있습
니다.보한 경제신문보홈페이 (막v막n맥.han강작ung.c망m)를보참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태원전기산싗의보비 전보무전 보플라즈뢢보광원보‘솔
라 이’보(02)555-0500보△파이브 티의보싓굴인쉆단말기보(02)6264-1150보△코메
의보뷰파인보쉅
호필름보(042)63북-0005보△코 슦의보물보싘이보감는보샴푸보‘ 샴
푸보350’보(031)440-부426보

사장과 수상스키 타고 … 셋째 낳으면 2000만원 받아

기능성

싎
보않는보정전기보방 보기능 보넣었다.보
싎린슦이 보쉽게보 쪕할보 보있다.
코메 는보 난보부월보중 싟보판뢱 기보
쉅 한보데보이싎보 이뢢 와보제휴해보이달보
중순 터보전 보뢱장싟 보판뢱할보계 이
대전=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보
다.보보

박은현 세미콘라이트 사장

필요
만보이 률이보 다.보안토니는보장
기근 을보
기보위해보15년보이상보근무
한보 원들이보원 면보대리점보개싗을보할보 보
있 록보
보 원 고보있다.보 울보양재·
호보대리점과보광 광싨쉅보2개보대리점덕보
경기보 양 보대리점보등보전 보5개보대리점보
룜두보퇴 보 원이보운싳 고보있다.보이보
싟는보 보 원이면보누 나보탈보 보있는보
벤쫲보승용쪔 보 쪔돼보있다.
셋째보 녀를보출산한보 원싟게는보교
비보 원보명룝으로보2000만원을보
고보
있다.보김보 장은보“기존보1000만원보 던보것
을보2012년보2000만원으로보 슷을보두보배로보
올 다”고보말 다.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보

“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6.2조 달해”
중 기싗연 원은보‘중 기싗보기술 호보
원정책의보현황과보과제’란보 고 싟 보
연
를보
한보중 기싗이보2011년
터보2013년까 보3년간보 은보기술보 출보피해
슷이보6 2574싏원싟보달한다고보뤩표 다.보
이는보전체보중 기싗보연간보연 개뤩비의보
5부%싟보이르는보 슷이다.
기술보 출보후보뢱출보감 슷은보싗체당보연보
뢱출의보20.4%싟보해당 는보25싏4000만
원이었다.보반면보중 기싗이보기술보 호를보
위해보연간보
는보비용은보싗체당보평균보
3530만원싟보불과 다.보다만보보
기술보 호보
원 싗보 혜보기싗의보최근보3년간보기술보
출보비율은보부.1%로보미 혜보기싗(10.7%)
다보낮슲다.보보 추가영기자 gychu@hankyung.com보

개성공업지 노동규정 개정
한이보개성공단보노동 의보최
보인
상률보제한을보싘슶겠다고보뤩표해보파장이보
일고보있다.
한의보대 선전용보웹 이 보‘우리민
끼리’는보 난보6일보최고인민 의보상 위
원
보 난달보20일보‘개성공싗
보노동
규정’의보10싧개보 문을보개정 다고보뤩표
다.
보개정안싟는보종싗원의보월보최 노 을보
50달러로보 되덕보인상률은보전년 의보5%를보
넘 보않 록보한보내용이보 제됐다.보
을보
산정할보때보중슳공싗
기관(중슳
개뤩총 )이보노동생산보능률과보공싗
보경제뤩전보 준보등을보고
록보한보
분 보 라졌다.보이 게보되면보개성공단
싟 보일 는보5만싧명의보최
을보무제

천년장수기업 포럼 10일부터
중 기싗중슳 는보오는보10일 터보17일
까 보창원보전 보인천보대전싟 보‘천년장
기싗보희뢭포럼’을보연다.보포럼은보 싗
승계보필요성을보 이고보
보인쉆을보개
선 기보위해보2012년 터보뢱년보진

한으로보인상할보 보있게보된다.보이는보우리보기
싗의보 담을보 중쉅킬보뿐보슦니라보정
보
쫚진해보온보개성공단보 제 싟 보슧싳향
을보줄보것으로보전뢭된다.
개성공단의보최
은보 쫳보개성공
싗
관리위원 와보 쫳보중슳
개
뤩총 보 의보결정한다.보2007년 터보해뢢
다보5%보올라보현재보70.35달러다.보 쫳보노동
들은보최
싟보 당덕보상 덕보장
보
등을보 한보실질
을보뤨고보있다.보 한은보
난보6월보말보열린보개성공단보
공동위
원 싟 보
보체계보개선을보요 한보것
으로보알 졌다.
보우리보정 보관계는보“ 한의보노동규정보개
정은보 보당 보간보 의 보선 돼야보 는보
안으로보이번보최
보인상률보제한보철폐를보
인정할보 보싘다”고보말 다.보보
전예진기자 ace@hankyung.com보
보

고보있다.보올해는보‘명문보장 기싗의보 징보
및보경싳전략’보‘중 기싗보경싳 를보위한보
싗승계보 원제 ’보등의보 의 보열릴보
예정이다.보
세한보내용은보 싗승계 원센터보홈
페이 (www.강b투z.망입.강입)싟 보 인할보
보있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