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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코리아 개인용 난방기

실내서 햇볕 쬐듯 … 은은한 熱을 몸속까지 전달
‘뤣 에보불을보땔보게보아 라보천장에
보
붆보따뜻한보열을보쏴주 .’
붆정 보에너 코리아보대표는보볖
사열을보천장에붆보뤩생쉅켜보실내보
공간을보따뜻 게보해주는보난방기
를보2005년보내놨 .보실내에붆 보
볕을보쬐는보듯한보느낌이보들 록보
.보파장대가보긴보원 외선을보뤩생
쉅켜보은은 면붆 보따뜻한보열을보
내게보 .보뤣 보난방이보힘든보사무
실형보 장실형보 의실보등의보장붫에붆보
이보제품이보주로보쓰싲 .보최근엔보
상보밑에보 고보쓸보수보있 록보 인용보
히터보 태로보제 해보쉅장에보내놨
.보‘이달의보으뜸중기보제품’으로보선
정된보‘엘리온’이 .
○원적외선으로 열 전달
엘리온은보사무실보 인보난방기 .보
천장용보난방기보기술을보 대로보
용해보
을보낮 고보크기는보 게보
줄인보제품이 .
난방이보잘보슨보되는보 상보밑에보
으면보 리와보뤩이보따뜻해진 .보열
선이보빨 게보달궈져보뜨거운보열을보
내는보스토브와보달리보온기가보은은
게보몸에보전달된 .보 상을보 거
나보 재가보날보위험이보 .보뤩을보올
고보쓸보수보있을보정
.
붆보대표는보“사람의보몸에붆보나싾
는보것과보비슷한보파장대의보원 외
선이보방출돼보혈액순환을보돕고보피
로가보풀리는보효과가보있 ”고보말

원적외선이 따뜻한 열 발생
혈액순환·피로회복에도 효과
만에 6000대 판매
의자용·맞춤형 난방기 등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소비자용 제품군 혉대 나
“올 매출 60 원 표”

메일(art@hankyung.com)로
서정 에너지코리아 대표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개인용 난방기 ‘엘리온’의 장점
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
문 홈 이지(event.hankyung.

이영규 웰크론 회장(오른쪽)이 플랜트 설비 시공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을보계붬보내 을보예정이 .보의 보위
에보 고보쓸보수보있는보‘따스온’이란보
제품을보곧보출쉅한 .보싛덩이를보따
뜻 게보해주는보난방기 .보남성보전
뢟선보환 나보냉증보질환을보슮고보있
는보사람이보많이보찾을보것으로보기대
고보있 .
기존보천장용보제품 보쉽게보설치

가보가능
록보변 한보제품을보
뤩보중이 .보전기공사형보설치공사보등보
전문가의보쉅공보싘이 보클뢟을보뤤
아보간단히보달보수보있 록보 겠 는보
것이 .보최근보인 리싎보쉅장이보커
면붆보D도Y(
보만들기)보제품보수
요가보증가할보것으로보판단
.
수출 보 대할보예정이 .보 금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
스엠뿌 레-초미뢡자 분 무기
(062)화5화-1511 △에너지코리

<바이오 에탄올>

섬유붫재보및보플랜트보설비싗체보웰
크론이보C독제일제당과보손잡고보뤣
이싾보에탄올보연료보생산설비보 뤩
에보 수
.보뤣이싾보에탄올은보붇
유보등보 붇보연료를보대체할보수보있는보
세대보연료 .보미 과보브라질보등
에붆보연
뤩이보진 보중이 만보
전보세계에붆보아 보대량보생산기술
을보볕유한보곳은보싘 .
이싳규보웰크론보회장은보14일보“컨
붫쉅싖을보 성해보생산설비를보공
동보 뤩 고보있 ”며보“‘룝질계보당보

조명 (054)화77-7667 △줌리빙옷정리밴드 070-4685-2004

국내 제 사들, 샌프란시스코 려간 까 은?

LG하우시스, 방혈띠 출시
뉴스카페

매년보1월보미 에붆보열리는보독P룜
간보헬스케싎보콘퍼런스에보올해는보
내보제싀·뤣이싾기싗들이보대거보
출동해보관쉋을보룜았 .보한미싀
품이보독P룜간보헬스케싎보콘퍼런스
에붆보글로벌보제싀사들과보기술수
출보협상의보물꼬를보튼보것으로보알
면붆보해외보진출을보준비 는보
내보제싀·뤣이싾보최고경싳
(CEO)들이보대거보참붇한보것.
독P룜간보헬스케싎보콘퍼런스는보
기술 을보 춘보제싀·뤣이싾기싗
이보 상쉅험보성과보등을보붫
고보
공유 는보 리 .보보 뤣티스보등보글

JP 간이 주최한 콘퍼런스
1500여 헬스케 社 몰려
기술수출 협상의 최적지
로벌보제싀사를보포 해보세계보40
보1500싧 보헬스케싎보기싗이보참

싧 는보것 보이런보뤲경에붆 .
난보11일볫터보14일까 보샌프
란쉅스코에붆보열린보이번보콘퍼런
스에는보한미싀품을보비롯해보 쉌
보삼성뤣이싾에피스보셀트리온보
씨젠보등보 내보주요보싗체가보참붇
.보한미싀품은보 성기보회장형보
이관순보사장보등보경싳진이보총출동
.보13일보현 에붆보열린보기싗
설명회에붆보이보사장은보글로벌보3
상이보진 보중인보인성장호르몬보신
싀과보표 항슯제보등의보 상보진
상황을보설명
.보이보사장은보“올
해보한미싀품이보주 할보연
뤩
(착&D)보전략을보 체 으로보알
리는보데보중 을보뒀 ”고보말
.

유 등 혈 연료 대체
“친환경 분

수요 적극 대응”

아-원적외선난방기 1600-화33화
△에이 스인텍-슬뢠매입LED

이병건보 쉌 홀딩스보사장은보
보 쉌 홀딩스보산 보기싗의보최근보
몇보년간보주요보사싗성과를보뤩표
.보 감뤳신보 씨플루보프랜
이즈형보 세대보항슯보표 치료제보
‘시C111부’형보유전 재
보B 간
염보재뤩방 보및보만성B 간염치
료제보‘시C1102’형보 쉌 셀의보세
포치료제보‘이뮨셀엘씨’보등보글로
벌보전략보품룝과보 세대보신싀후볕보
물질을보붫
며보해외보기술수출
을보타진
.
이보사장은보보“머 슪아보같은보
리에붆보글로벌보성과를보뤩표할보날
이보올보것”이라고보뤪
.보
보 김형호기자보보chsan@hankyung.com

웰크론 제공

CJ와 손잡은 웰크론
“차세대 연료 생산설비 개발”

com)를 참조하세요.

를보키 는보가정집과보싎린이집보등
이 .보붆보대표는보“ 년보10월볫터보
인터넷보쇼핑몰에보내놨는데보붇보달보
만에보6000대보넘게보팔았 ”고보말
.
○의자용 난방기 등 제품 장
에너 코리아는보앞으로보엘리온보같
은보일반보붫비 보대상(B2C)보제품

혈염·열기 25분 이상 차단

텍시
쉅스는보건 용보PF(페놀
폼)보붫재를보활용한보‘내 보PF방
띠’보를보출쉅
고보14일보뤩표
.
방 띠는보건물에보뤩생한보 재가보
위아래층으로보 산 는보것을보막기보
위해보층과보층보사이에보띠보 태로보내
(耐火)보 재를보쉅공 는보건 공
법에붆보사용되는보제품이 .
텍시
쉅스의보내 보PF방
띠는보한 건설기술연 원이보실
쉅한보성능보쉅험보기준을보충
.보
염과보열기를보 단 는보내 보성
능이보25분보이상보유 돼보유기성분보
재로는보유일 게보법규보충 보기
준인보15분을보초과 며보슨전성능
을보 증
.보
보 김희경기자보보hkkim@hankyung.com

은보연보15싏원싎치의보제품을보주로보
유럽보 싨에보수출보중이 .보올해는보
미 보캐나 보등보볬미와보중 보등으
로보수출보 싨을보넓히고보수출액 보
20싏~30싏원으로보늘릴보예정이 .보
‘메이드보인보코리아’로보해외에보나가
면보경쟁 이보있을보것으로보볕고보있
.보에너 코리아는보인천보
보
공장에붆보
보제품을보생산한 .보
올해보매출보룝표는보수출과보내수보
쳐보60싏원으로보잡았 .
붆보대표는보보“뤣 보난방이보불가
능한보장붫에선보온풍기가보아 라보
리보제품이보표준보난방방쉆으로보
쓰이 록보 는보게보룝표”라고보
.보
보 인천=안재광기자보보ahnjk@hankyung.com

.보원 외선이보몸붬보깊이보침투
기보때문에보피볫만보따뜻해 는보일
반보난방기와보 르 는보얘기 .
전기료 보많이보들 보슪는 는보
설명이 .보 는보“ 루보부쉅간을보매
일보 동 면보한보달에보5000원보슨팎
이보나온 ”고보말
.보싧기에보은나
형보음이온이보뤩생해보항균보및보탈취보
효과 보있 고보덧붙싲 .
주보고 은보 상에보슩아보일 는보
사무 보싧성이나보 생형보싎린아이

출’보기술을보이용해보생산 는보설
비”라고보뤪
.보C독제일제당보관계
는보“ 난해보6월볫터보웰크론한
보및보경기대보등과보공동으로보한
에너 기술평가원의보
과제를보
수
고보있 ”고보설명
.보웰크
론한 은보웰크론이보2010년보인수한보
플랜트생산설비보회사 .
뤣이싾보에탄올은보쉆물에붆보연료
와보붫재를보생산 는보대표 인보‘뤣
이싾매스’보분슿 .보싿수수와보싏새
의보대보등보 렴한보룝질계보폐기물에
붆보효붫를보이용해보 당류보성분을보
출한 .보뽑아낸보당보성분은보처리보

과정을보거쳐보최종 으로보연료용보뤣
이싾보에탄올이보생산되는보원리 .
웰크론보관계 는보“쉆물보폐기물
에붆보연료를보 출 는보 세대보기
술”이라며보“아 보 뤩을보쉅 한보
보1년이보 보되 보슪았 만보성과를보
내는보중”이라고보말
.보이수민보
뢟산뢞과 원보연 사는보“뤣이싾
매스는보글로벌보기싗들이보최근보집
중보투
는보연
뤩보분슿”라고보
설명
.
웰크론은보이보같은보성장성에보집
중해보뤣이싾매스를보 세대보성장
동 의보 나로보정
.보웰크론한
과보또보 른보계열사인보산싗용보볕
일러보생산싗체보웰크론 원을보통
해보사싗보싳싨을보넓히는보중이 .보웰
크론한 은보2014년보텍S산전과보동
남아보쉅장보진출을보위한보컨붫쉅싖
을보 성
.보웰크론 원은보 난
해보12월보 내보플랜트보기싗보에너제
과보226싏원보규룜의보뤣이싾매스보
플랜트보설비보계싀을보맺싚 .
이보회장은보뤣이싾매스보원천기
술을보볕유한보벤처기싗보인수 보
진 고보있 .보 는보“뤣이싾매스보기
싗보인수로보계열사보간보쉅너 를보
이겠 ”며보“뤣이싾보디젤보등보친환
경보분슿에보대한보수요에보
보대응
겠 ”고보말
.보
보 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보

“만성질환, 이젠 앱으로 관리하세요”
울아산병원, 건강앱 출시
붆울아산병원(병원장보뤤성 )은보
환 보본인이보싎디붆나보쉽고보편리
게보고혈슰형보당뇨보보등의보만성질환을보
관리할보수보있 록보 와주는보룜뤣
일헬스보앱(응용프로 램)보‘내보손슨
의보 트’보2.0보버전을보내놨 .

2010년보 인건 관리기록보앱으
보
로보 내에붆보처음보선볕인보‘내보손슨
의보 트’보1.0보버전을보싗 레이드한보
것이 .보2.0보버전은보보
사용 보스스로보
건 보관련보정볕를보활용 으로써보
보
맞춤 보건 관리를보할보수보있 록보
돕는 고보병원보측은보설명
.보보
보 이지현기자보보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