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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정보통신 올인원 터치 PC‘뷰라이프’

섬세한 손가락 터치감 … 태블릿 뺨치는 일체형 PC
보
김
보코 아정 통신보대표가보
‘일체형보PC’를보처음보내 은보것은보
2011년이었 .보18.5인치보터치스크
린보 니터와보PC보본체를보하나 보
친보제품이었 .보키 드덕보 우스보등보
별 보
장치가보필요보 으면 보
화면이보 고보부 가보 은보것이보
징이었 .보신용카드 보물건값을보
할보때보쓰이는보 스(POS)보단
말기덕보카 노보장비덕보스크린보 프장보
단말기보등의보용
보많이보활용됐
.보전
보홍 용보디스플 이
보쓰
.보거래처가보하나둘보늘 보
800여곳에보이르렀 .
김보대표는보사무실이나보집에
보쓸보수보있게보제품을보
보디 인
하기보
.보 장이보 은보산
용에보머물러선보 장에보한계가보있
었기보때문이 .보화면을보 보키웠고보
투 한보외형 보세련되게보 꿨 .
○화면키커도키터치감키유지
코 아정 통신이보 난보4월보내
은보21.5인치보올인원보터치보PC보‘뷰
이프’는보개인용에보초점을보 춘보제
품이 .보 니터보 양을보한보 블릿
PC에보가깝 .보별 의보선보 이보무
선보와이파이 보 워크에보연결된
.보손가 보터치 보화면을보키웠 보
줄
보하고보클 과보드래그보등 보
가능하 .보 블릿PC나보스
폰
에 보하는보손가 보동 을보 같이보
보할보수보있 .보 판보 한보화면에 보

제습·건조 등 선택 가능
청호나이스 ‘이과수 제습기’
청호나이스가보‘이
과수보제습기보파워
윈디’(사진)를보28
일보내놨 .보이보제품
은보11.4L보용량으 보
일반보실내보제습보기
능과보 께보빨래보건조덕보옷장보건조보
등의보기능을보선 할보수보있는보게보
징이 .보장 철이나보 운보날씨보탓
에보환기하기보
운보환경에보
한보기능이 .보제품보상부보토출 가보
돌출돼보풍량을보 하게보하면보빨래보
건조 간을보단
킬보수보있 .보‘터
’보기능을보선 하면보옷장덕보신 장보
등보 정보공간에 보일반보제습기능보
대비보두보 가량보 람을보내 내보신
한보건조를보돕는 .보보

조를보하면 보 사가보본격 으 보커
졌 .보
을보하 보않아 보알아 보
팔릴보정
보호황이었 .보PC보 인
드보설계와보패널보재가공보기술보등보
제조보노하우를보하나하나보쌓아보나
.보200태년보중 의보한보은 에보POS보
니터를보 품하면 보해외보진출보물
를보텄 .보중 보난징에보2008년보공
장을보세웠 .보부가가치가보낮은보게
21.5인치 대형 화면에도
장보 니터보등은보중 에 보제 하
고덕보‘올인원보PC’보등은보 내보부산보공
손가 터치 감도 우수
장에 보제조보
한 .
○대화면키올인원키PC키등키출 키예정
하반기 美·베트남 등 수출
김보대표는보최근보화면을보23인치 보
보키운보일체형보PC를보내놨 .보디
거울로 쓸 수 있는 PC도 개발
인 보조 보 보세련되게보개선
.보단계 으 보화면을보키워보32인
10인치대보초반인보 블릿PC에보 치보제품까 보내 을보예정이 .보음
비해보화면이보훨씬보큰보데 보터치 질이보좋은보스 커를보부착하는보등보
감이보떨
보않는보게보 점이 .보보 제품보가치를보 여갈보계 이 .
융검
보제품 보출 할보예정이 김영 키코리아정보통신키대표가키 보드,키마우스가키필요키없는키올인원키터치키PC키‘뷰라
이보 사가보 체보설계한보 인 드
안재광키키기자
.보평상 에는보거울 보 이 가보 이프’키장점을키설명하고키있다.키키
와보터치보응용기술이보들 간보 분
손가 을보터치하면보화면으 보
이 .
뀌는보‘미러형’보일체형보PC를보 내보
○중국키 장에도키진출
사와보개 보중이 .보
보하반
대기 에 보기술보
을보 던보김보 한보가
○‘이달의키으뜸중기키제품’은키이메일(art@hankyung.com)로키신청
코덕보
대표는보1꼬꼬8년보
.보사 보초 기에는보카 흐스탄덕보미 덕보
받고키있습니다.키한국경제신문키홈페이지(event.hankyung.com)
보등에 보수출할보계 이 .보
반엔보 불뚝이보 양의보CRT보 니 베
를키참조하세요.
터보판 와보고장난보하드디스크의보 김보대표는보“일체형보PC보신제품보
○이달의키으뜸중기키제품키△삼미통상-오븐쿡키(02)3662-3255키△리
분에보 년보40 원보수준이었던보
데이터보
를보주 보
.보그래
만- 스탠드키펌프키(02)6925-3537키△오리엔탈드림-탄소온열매트키
카드보등보컴퓨터보부품을보수 해보판 출이보올해보200 원으 보크게보늘보
(031)352-7601키△코리아정보통신-21.5인치키정전압키터치키올인원키
하는보일 보 .
것으 보기대한 ”고보말
.보보
PC키(02)1588-5178키
2000년대보초반보LCD보 니터보제 보 부산=안재광키키기자보보ahnjk@hankyung.com보
보띄워보칠보수보있 .
운 체계(OS)는보 글의보안드
이드를보
.보 블릿PC처
보필요한보앱(응용프 그램)을보내
는보게보가능하 .보 이크
프 의보윈 를보기본보OS 보쓸보수보
있 .

“환율 치솟으면 어쩌나” … 브렉시트에 가구업계도 긴장
환율 급등 땐 원자재값
한샘, 장기계약으로 전환
까사미아는 수입 줄이기로
브
(B입막자i맥꼭보
의보유
연 보탈퇴)보‘후 풍’으 보환율
이보요동치면 보 내보가
계에보
비상이보걸렸 .보원검달러보환율이보
오르면(원화보가치보하 )보파티클
드(PB)보등보주요보원 재보조달
비용이보늘 나기보때문이 .보
체들은보환율을보 정보 점에보고
정 키거나보수 보비중을보줄이는보
으 보대응하고보있 만보단기

원자재 수입 환손실 헤지 노력
한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진
현대리바트 환율 급등 시 조달 시점 연기
까사미아 수입 원자재 비중 소
자료:각 사

으 보일부보손실이보불가 할보전
이 .
28일보 계에보따르면보 내보가
보1위보한샘이보환율보 등에보대비
해보장기계 을보 진하고보있 .보
미래보 점에보공
는보원 재를보
현재보환율 보 용하기보위해
.보
환율이보 가 보오를보경우보손실
을보 기보위한보조치 .보한샘은보
년보한보해에만보
덕보말 이 아덕보

루 니아보등에 보태00 원 치
의보원 재를보수
.
한샘보관계 는보“해외보공 처
와보 년간보신뢰보관계를보쌓았기보
때문에보 한보파 너십을보 고보있
”며보“당장의보환율
보안정
인보원 재보공 이보 보중요하
는보공감대가보있 ”고보설명
.
수 보물량이보크 보않은보가
체들은보수 보비중을보낮 는보
방안을보
보중이 .보까사미아
는보35%보수준인보원 재보수 보비
중을보하반기보30%까 보낮춘 는보
계 을보세웠 .보 내보 체들
부터보조달보비중을보늘 보환보위험
을보줄이기보위한보것이 .보원 재보

수 보비중이보10%보안팎인보퍼
스와보에 스보등에보비해보과 하
게보수 보비중이보
는보판단보때
문이 .
현대
는보원 재보공 보
점을보미루는보것까 보 토보중이
.보일단보상황을보 켜본보뒤보환율
이보안정되면보원 재를보수 하겠
는보의
.보이보 사의보원 재보
수 보비중은보30%보안팎이 .보현
대
보관계 는보“아 은보우
할보수준이보아니 만보원검달러보
환율이보 보오르게보되면보환보헤 보
방안을보 련해 보할보것보같 ”고보
말
.보
보이지수키키기자키키onething@hankyung.com보

“하지정맥류 치료를 빼다니 … ”
실손보험 축소에 뿔난 의사들
현장에서
이지현 기자
중소기업부
“하 정 류보치료를보 형이나보
부미용과보같은보 술 보본 는보것
은보말이보안보됩니 .”
실손의료 험에 보하 정 류보
이 보및보고주파보치료보 술보 장
이보빠진보데보대한보한보의료인의보반응
이 .보 융감 원은보올해보1월보실손
험보표준 관을보개정해보하 정
류보치료를보위한보 이 보및보고주파보
술을보실손 험보 장항 에 보
제외하기 보
.보 험사들은보이보
관을보사
별보개정 관에보
.보이에보따 보신규보실손 험보
가
나보 관을보갱신해보 보 관
의보 용을보 는보가
는보하 정
류보치료를보위한보 이 보및보고주
파보 술을보 을보때보실손 험보혜
을보 보못한 .
하 정 류는보 에보있는보정
이보부풀 보올 보 부보 으 보울퉁
불퉁하게보튀 나오는보질환이 .보
미관상보 기보싫 는보문제뿐보아니
보
보통증덕보경련덕보혈관염덕보혈전덕보궤양보
등의보증상이보생길보수보있 .보
보통
증보때문에보수면의보질 보떨 진 .

과거에는보하 정 류를보치료할보
때보 부를보절개하고보문제가보생긴보
부분을보잘 냈 .보최근에는보 은보
멍을보내보 이 나보고주파 보문
제가보생긴보정 을보 우는보 술을보
한 .보
보 감원보결정으 보이들보 술
을보 는보환 는보100만~300만원보
정 인보비용을보 두보본인이보내 보
한 .
의료계는보 감원과보실손 험사
의보결정에보반 하고보있 .보흉부외
과보의사들은보 관보개정에보담 보
가보있 며보실손 험사보12곳을보
공정거래위원 에보신고
.보대한
개원의협의 는보‘실손보의료 험표
준 관보변경에보관한보비상대 위원
’를보열고보
보대응키 보 .보보
의
료계는보물
보 치료인보 수치료덕보
내장보 술보등 보 장 보
보대상
이보될보것으 보 고보있 .보
실손 험보가
보
가보늘고보의료기
관의보부당청 보방법이보진화하면 보
험사의보손해율이보늘고보있 .보손
해를보줄이기보위해보불필요한보치료보
장을보줄여 보하는보 험사의보고충
을보이해보못보하는보것은보아니 .보하
만보 보필요한보치료에보대한보 장은보
켜져 보한 .보 장 보
의보
해는보결 보 험보가
에게보돌아가
기보때문이 .보보보보보bluesky@hankyung.com보

한일시멘트 달아나고, 삼표 쫓고 …

뜨거워지는 즉석 시멘트 시장
<드 이 모르타르>

물만보부
보 보쓰는보즉 보 멘
인보‘드 이보 르타르’를보둘러싼보경
쟁이보뜨
.보 난보20여년간보한일
멘 가보 점하
한보이보 장에보
삼표그룹이보뛰 들 보
격하 보
한일 멘
보수 에보나
.
한일 멘 는보최근보경기보여주에보
있는보SPM의보생산공장을보3년간보
대하는보계 을보 었 .보SPM은보드
이보 르타르보4위보 체 보 장보점
유율은보5% .보한일 멘 보관계
는보“여주공장의보생산보규 는보연보120
만”이 며보“정비를보 치는보대 보
가동을보
할보것”이 고보말
.보
이번보 대를보통해보그동안보취
던보
수 권보 동부보및보 원권을보공략할보
수보있을보것으 보기대하고보있 .
삼표그룹은보
권에보세보번째보
드 이보 르타르보공장을보짓기보위

해보부 를보물 보중이 .보삼표는보
난달보인천의보생산공장(사진)을보준
공하면 보연보140만의보생산능 을보
게보됐 .보삼표보관계 는보“이르
면보연말보착공을보 표 보부산보등을보
돌며보공장보부 를보 고보있 ”보
고보말
.
드 이보 르타르는보
보벽보등보
미장용보및보 수용보 감재 보쓰인
.보 내보드 이보 르타르보 장은보
연간보3500 원보규 보 .보보
보 김정은키키기자보보likesmile@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