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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유니텍 스마트 방범시스템창‘윈가드’

<中企중앙회장>

창호에 ICT 접목 … 외부침입 땐 스마트폰에 경고
<정 통신기술>

창호 체인보성광유니 보윤준호보
대표는보2008년보 름보공장과보사무
실을보부동산보중개 붫에보내놨다.보
200태년부터보계붬된보실 부진보탓
에보폐 을보결정한보것.보40 원을보넘
던보연매출은보8 원대로보뚝보떨 졌
고보부채 보 증 다.
잡한보뢢음을보 눌보길보
보무
정보충 보 산에보 는보공장으로보
향 다.보일요일보오후
만보한보
원이보
에보몰두 고보 었다.보왜보
출근 느냐는보질문에보 는보“공장
이보문을보 으면보살길이보뢣뢣해
기보때문”이라며보“ 떻게든보 사를보
살 내고보싶다”고보말 다.보이보한뢢
디 보윤보대표를보다 보일으켜보세웠
다.보경쟁보 체와의보‘ 별 ’ 보 선
무라고보봤다.보 떤보기능을보덧붙일보
수보 을 보고민을보거듭 다보‘볕안’
에보주룝 다.
○테CT 입힌 제품으로 차별
성광유니 은보2013년보스뢢 보방
륆 스템창인보‘윈 드’를보출
다.보이보제품은보방충방륆창과보센서
로보 성됐다.보 동방 은보간단
다.보외부에서보침 을보
면보이
를보인 해보스뢢 폰으로보알 주
는보것.보창호에보정볕통신기술(도CT)
을보 룝 다.보판매
은보대당보1택0
만원대로보정 다.
방충방륆창은보고
보스 인리
스로보만든보방충뢭이다.보두께는보0.택
㎜ 만보1있보이상보무게의보충 을보
해 보찢
보않는보것이보 징이

1t복무게복가해도복안복찢 져

현장에서

도료복발라복해충복막아줘

김복용복준
중소기업부복차장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리 델링복공략복50 복판매

디아이복“과감한복투자로복100년복기업복 표”
복창 복60주년복행사
반 체보 사장비보제조 체인보디
아이는보10일보창립보태0주년을보뢮아보
9일보기념 사를보열었다.보디아이
는보1955년보과 기기보수 보유통
체로보출뤩 다.보이후보‘룊룜리용보
번인보 스터’보‘멀티보플
블보
스터’보등보 종보반 체보 사장비를보
개뤩 는보곳으로보성장 다.보
난해보매출은보1339 택000만
원으로보전년(10태9 4000만원)보
대비보25.3%보증
다.보올보들 서
보 난보3월보삼성전 보중 보 안
공장에보100 원보규룜보 사보장비
를보 품 다.보

복내수복회 에복앞장선복박성택
“앞으로복3~4개월복골든타임”

알 복울리면복 안인력복출동

다.보뤥에서는보열리 보않 만보안에
서는보손쉽게보열고보 을보수보 다.보윤보
대표는보“사람의보힘으로는보뜯는보것
이보거의보불 능 다”고보설명 다.
창에보붙은보센서는보이중보안전뢭보
할을보한다.보미세한보충 과보기울
기보변 를보감 해보신호를보볕낸다.보
총보5년에보이르는보개뤩보기간보중보3년보
이상을보센서보개뤩에보쏟 다.보기술보
볕를보위해보테도ST보충 대보등보대
연 붫들과 보
으로보협
다.
‘디 일’에 보신경썼다.보해충의보
근을보뢣기보위해보창에보 체보개뤩
한보 료를보뤩랐다.보옻보성분인보우루
올을보활용해보곤충을보쫓으면서
보인체에보무해한보물질을보만들었
다.보윤보대표는보“설치보후보최대보태년간보
사후관리(S)를보 는보등보파
인보서비스 보 께보제공 다”고보설
명 다.
○출동서비스로 영역 장
윈 드는보제품 을보인정뤨고보 다.보
대한민 보창조경제대상보 무총리
상형보대한민 보신기술보혁신대상을보

윤준호 성광유

대표가 스마

방범시스템창 ‘윈가드’의

뤨 다.보 난해에는보50 원보이상보
판매 다.보윤보대표는보리룜델링보수
요를보 냥해보붫비 판매(B2C)보
장에보집중 다.보기존보판매뢭인보대
리 보외에보TV홈쇼핑형보온라인몰보등
으로보판로 보 대 다.보또보건설
체와의보제휴를보통한보빌 인(bui갖있탁
in)보 장에보나설보계 이다.
해외로 보눈을보돌리고보 다.보
난해보
보 체와보제품보공 보계
을보맺으며보수출에보물꼬를보텄다.보현
재보미 보 체와보연간보10만 러보규

징을 설명하고 있다.

룜의보수출보계 을보협의보중이다.보올
해보안에보룋 코보인 네 아보등에
보제품을보수출할보계 이다.
난 에는보‘출동서비스’를보
다.보경볕음이보울릴보경우보볕안보

이현동 기자

인
보출동 켜 라는보 단보붫
비 보요청에보따른보것이다.보 원보10
명을보뵰로보뽑아보대전보
에서보
륆보서비스를보운
고보 다.보보
이현동기자보gray@hankyung.com보
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 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성광유

의 스마

방범시스템창 윈가드

(042)583-화121 △펠리 크의 비타플러스 (051)화71-47화화 △삼일렉 로 스의
스마 키 KL테CK (032)20화-8203 △해피리안의 누보팩 백팩 070-8780-화화화8

뤤성 보중붫기 중
보 장
이보9일보취 보100일보기 간담
를보 다.보
보들고보나온보첫보번
째보주제는보‘내수살리기’ 다.
뤤보 장은보“ 뜩이나보
운보상황에보룊르스보사 까 보겹
쳐보내수를보살리는보것이보 장보중
요한보과제 보됐다”고보말 다.보
는보상황이보생 볕다보심
다고보 다.보“얼뢢보전보한보음
에서보 사 는데보
보20개에보
손님은보두보 이블뤥에보 었다”
고보전 다.보이런보붫상공인의보
움은보통계로 보잘보잡히 보않
는다고보 다.보 러면서보“앞으
로보3~4개월이보내수보 볖에보
장보중요한보 기 보될보것”이라며보
‘골든
’이란보단 를보썼다.보보
중붫기 계보수장으로서보내
수를보 장보심 한보문제로보생
는보이유 보뤪 다.보내수보위
의보 장보큰보피해 는보중붫기
과보붫상공인이보될보수뤥에보
기보때문이다.보뤤보 장은보문제보
해결을보위해보중붫기 계 보룜
두보참
는보‘내수살리기보
진단’을보설립 겠다고보뤪 다.보
진단보단장은보뤤보 장이보
보

맡기로보 다.보“ 진단을보오는보
8월까 보운
며보내수를보살
리기보위해보총 을보다 겠다”
고보 오를보뤪 다.보보
진단은보내수를보살리기보위한보
종보캠페인을보전개할보계 이다.보
뤤보 장은보 름휴 보 내에서보볕
내기형보선물보볕낼보때보 내보농산물보
이용 기형보전통 장보활성 를보위
해보온누리상품권보 보사용 기보
등을보예로보들었다.보보
두보번째보주제는보‘고용’이었다.보
뤤보 장은보“중붫기 계 보매년보
청년보10만명보정 를보채용 는
데보이를보13만명으로보늘리겠다”
며보“14개보중붫기 단체의보의견
을보들 볕면보충분히보 능할보것보
같다”고보말 다.보‘청년보1혔보채용
운동’이라고보이름보붙인보이보고용보
계 에보대해보뤤보 장은보“외환위
기보때보 룜으기를보통해보위기보
볖에보힘을보볕탠보것처럼보일 리
를보룜으는보운동이라고보볕면보될보
것”이라고보설명 다.보보
는보뢢 뢣으로보“사 보전체
보뭔 에보 을보먹고보 는보것보
같다.보누군 보치고보나
보이런보
침체보분위기에서보벗 날보수보
다”고보 조 다.보중붫기 계의보
보이해관계볕다보
경
제보전체를보볕 보 는보뤤보 장의보
노 이보 떤보결실을보볼 보관심
을보 고보 켜볼보일이다.
보
보junyk@hankyung.com보

한미약품,복‘약효복1개월’복당뇨복신약복개발복성큼

표고버섯복배양물질복국산화

임상복2상복결과복美서복발표

그린농산복‘톱밥복배지’

다국적복제약사에복수출복추진

뤤원호보디아이보 장(가운데)
은보“반 체보경기보호황이보이
면서보매출보증 세는보계붬될보것”
이라며보“연 개뤩(착&D)과보뵰
로운보사 에보대한보과감한보투 로보
100년보이상보 는보 붬기 을보만
들겠다”고보말 다.보보
보 이현동기자보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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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품이보주사를보한보번보뢮으면보
한보 간보 효 보 붬되는보당뇨치
료제보2상보 상결과를보뤩표 다.보
효와보부 용을보측정 는보2상보 상
험까 보뢢무리 에보따라보글로벌보
신 보개뤩보 능성이보한층보커졌다
는보게보전문 들의보관측이다.
한미 품은보8일(현
간)보미
보볕스턴보컨벤션센터에서보열린보
미 당뇨병
에서보당뇨신 보‘에
페글 나 이드’의보2상보 상

험보결과를보뤩표 다.보에페글 나
이드는보한미 품이보개뤩보중인보
다섯보종류의보당뇨치료제보 운데보
개뤩붬
보 장보빠른보신 이다.보
난해보한미 품보연 개뤩비의보
태0% 량이보이보치료제보개뤩에보집
중됐다.보보
한미 품은보2상보 상 험을보뢢
친보에페글 나 이드의보글로벌보
기술수출(라이선스보아웃)을보
보
토보중이다.보이를보위해보당뇨보치료
제보분 에보경쟁 을보 춘보다
보
제 사들과보
고보 는보것으
로보알 졌다.
에페글 나 이드는보한미 품

이보
으로보개뤩한보랩스커버
리보기술을보 용형보 효보 붬기간을보
최대보한보 까 보연장한보것이보 장보
큰보 징이다.보보
한미 품은보2상보 험결과에보고
무된보반응이다.보이번보 상은보인슐
린보분비기능에보문제 보 는보제2 보
당뇨환 와보당뇨보 는보비만환 를보
대상으로보진 됐다.보제2 보당뇨환
에보1태주간보투 한보결과보 혈당
을보방
는보당 혈뵱붫보수치 보
룝표에보 한보환 비율이보태0%를보
넘었다.보 물보투 집단의보체중보감
붫 보2~2.3㎏을보기록 다.보보
보
보 김형호기자보chsan@hankyung.com보

농조 륇인보 린농산이보중 으
로부터보수 해보사용 던보중
보
표고버섯보배양물질을보 체보개뤩
해보최근보버섯보재배농 에보볕
기보
다.
린농산이보개뤩한보‘톱밥보배 ’
(사진)는보버섯보종균(미생물)을보키
우는보데보필요한보배양물질이다.보참
나무보톱밥으로보만들었으며보살균
기와보무균냉방실보등이보 춰진보
설에서보생산한다.보김경환보대표는보
“조 원에게만보볕
으나보최근
에보일반보버섯보농 에 보배 보생산

기술을보볕
고보 다”고보말 다.
배 를보이용해보표고버섯을보재
배 면보 기보비용은보다붫보들 만보
수 량이보늘 나고보1년보내내보수
할보수보
보생산보원
보낮아진다
고보 사보측은보설명 다.보보
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