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6

중소기업·바이오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개량신 에 꽂힌 중견제 사

레 스 초소형·초경량 소켓형 100W LED 산업등

“홀몸노인 지키는 IoT 접목 LED조명 개발할 것”
<사물인터넷>

“색온
보태000K(캘빈)를보넘는보
LED(뤩광다 오 )등은보쉅 을보
손상쉅키기보때문에보잘보살펴붆보골
라슿보해요.보일부보 보LED등의보색
온
보 나치게보 은데덕보 런보
명보아래에붆보 루보종일보공부 는보
생들에겐보해로울보뷏뤥에보싘죠.”
황순 보
스보 표는보 난보12
일보 전보
보본뵢에붆보“좋은보불
빛보아래에붆보공부 면보집중
보
아진다는보실험보결
보있다”며보
같 보말 다.보
○빛떨림 는 LED등
스는보 난달보말보 전보진민고보
교실의보형광등을보두보뤲보 보뤪은보
LED등으로보교체 다.보형광등보불
빛 보잘보
보않던보 붇진보곳은보세보
뤲보 상보뤪아졌다.보교실 보 보뤪아
졌는데 보전 보뵢용량은보오히 보
3택%보줄싎들었다.보
스는보전민
고에보 싎보오는보24일까 보다섯보개보
고등 교보교실에보LED등을보납품
한다.보황보 표는보“ 교를보 아 보
좋은보LED등 보싎떤보것인 보설명
보값싼보제품만보 던보담당
들 보 를보뤣꿨다”고보설명 다.
LED등의보품질은보눈으로보따
기 보쉽 보않다.보전문 들 보마찬
다.보 보때문에보LED등을보살보
때는보색보온 보등을보꼼꼼히보따져봐
슿보한다.보 전쉅는보3년보전부터보
색붫비 연 보등 보 께보 품질보

中企人 한마

LED등의보위험성을보알리는보캠페
인을보 고보있다.보황보 표는보“TV를보
만들다 보불량 보난보LED를보헐값
에보뵢붆보 품질보LED등을보생산
는보곳 보꽤보있다”며보“ 품질보LED
등은보
보낮고보빛 보고르 보않
아보눈보건 에보나쁜보싳향을보준다”
고보설명 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신청받
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
지(event.hankyung.com)를 참
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고은빛초콜릿 크레파스 (043)232-77화5
△알에프-윈도우메이트 유리창 청
소로봇 (053)화85-1282 △씨마 지
텍-LED TV (031)화42-3358 △레
스-초소형 초경량 소켓형 100W
LED 산 등 (042)671-3716

산업용 LED등 양산 앞둬
무게·크기 3분의 1 줄여
고등 교 5곳에 납품
상반기에만 8억원 매출
○수명 5만시간 ‘거뜬’
황보 표는보
스 보만든보LED등
에보 한보 부심 보 단 다.보빛 보
떨림보싘 보고르게보퍼
록보 는보
데보 별히보신경보썼다.보망
보않
고보5만쉅간보 상보쓸보뷏보있다.보뷏명
은보5년 보 보된다.보
황보 표는보“빛을보내는보LED보뤩
광칩은보5만쉅간보 상보뵢용할보뷏보있
만보볕통보교류보전기를보 렬로보뤣
꿔주는보컨버터를보
로보쓰기보때
문에보5만쉅간을보버텨주는보제품 보
많 보않다”며보“
스보LED등은보
컨버터를보집 회로로보뤣꿔보제품보

황순 레 스 대표가 대전 본사에서 크기와 무게를 3분의 1로 줄인 산 용 LED
등 시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뷏명 보5만쉅간을보거뜬히보넘는다”
고보
다.
공장보등에붆 보빛 보뤪고보뷏명
보긴보 스보LED등을보 싗장보
명으로보쓰 는보뷏요 보늘고보있다.보
스는보 고보 륕운보100W 보산
싗용보LED등보양산을보앞두고보있다.보

獨, 190만 귀화인에 영주권
“실싗
보아무리보늘싎 보중붫기
싗의보생산 보인 난은보좀처럼보풀
리 보않습 다.보우즈베키스탄보등보
옛보붫련보 싨보동 (고 인)를보
보뷏용 는보방안을보검토할보필요
보있습 다.”
송호근보와
원보회장(사진)
은보“2020년께보 내에붆 보‘인
절륖’ 보쉅 될보것 라는보견해 보
있 만보현장의보체감보인 난을보감
안할보때보(인 절륖은)보 미보쉅
됐다”며보 같 보말 다.보송보회장

중견제약사 주요 개량신약
대원제약

오티렌에프
(위염치료제)

삼진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1상

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
(소화불량 치료제)

싳보 나 티 제싀보뵢장
은보“내년에보 스티인C착로보100싏
원의보뢱출을보올리는보게보룝표”라
며보“20%보뷏준인보개량신싀보뢱출보
비중을보30%로보끌싎올리겠다”고보
말 다.
게볕린보등보일반의싀품 보볖제
싀에보집중 던보삼진제싀 보안
보 보
건 증보개량신싀을보개뤩 기보위
복용횟수 줄인 복제
한보 상쉅험에보 뷏 다.
대원·삼진제 등 개발 강화
개량신싀은보신싀에보비해보 상기
간 보짧고덕보투 비용 보 게보든다.보
“ 가 넓게 우대 필요”
궁
으로보신싀보개뤩보싨량을보키
울보뷏보있는보징검다리보싨할을보한다
다.보 난해보9월보출쉅된보오티렌에 는보게보싗계보관계 의보설명 다.보
프는보올보상반기에보뢱출보택0싏원을보 런보
로보볖용보방법 보볖용량을보
기록 다.보단일보제품으로는보 장보 개선한보개량신싀에보 해붆 보싀
많 보팔렸다.보 원제싀은보오티렌
를보우 해줘슿보한다는보룝붫리
에프의보판뢱보호 에보힘 싎보상반
보나온다.보정부 보혁신형보제싀기
기보뢱출 보 난해보같은보기간볕다보 싗으로보선정한보4태개보제싀뵢는보싀
12.택%보늘싎난보119택싏원 었다.
보우 를보뤨는다.보
나 티 제싀은보붫 불량보
만보일반보볖제싀 보개량신싀보
치료제보 스티인C착을보출
보 쉅 다.보 중에붆 보두보
보 상보성분을보
스티인C착은보 루보세보번보볖용 친보볖 제에보 해붆만보싀 를보 보
해슿보 는보기존보치료제와보달리보
주고보있다.보싗계보관계 는보“정부 보
루보한보번만보볖용 면보된다.보 보회 제싀산싗을보 성 기보위해보 원
뵢는보2010년보첫보개량신싀보클란
을보싀붬한보만큼보개량신싀에보 해보
C착(붫염진통제)을보내 은보뒤보2년보 볕다보 넓게보혁신성을보인정해줘슿보
간 으로보개량신싀을보선볕 고보 한다”고보주장 다.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
있다.보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

“만성적 中企 인 난 … ‘고 인’ 채용 적
재외동 자격요건 완화 필요

2500g에보 르던보무게를보택00g보정
로보줄 고덕보크기 보3분의보1로보줄
싲다.보황보 표는보“한 전 통신연
원(ET착도)에붆보기술보 전을보뤨
은보뒤보 민 와보산 협 해보싒은보
연 보결 를보집싀한보제품” 라고보
설명 다.

○박람회 등 통해 판매채널 보
스는보올보상반기에만보LED등
으로보뢱출보8싏원을보올렸다.보 만보
싧성보뵢싗 에게보쉅장은보 록 보
않았다.보황보 표는보“인뢲보등으로보
짜인보네 워크를보뚫고보들싎 기 보
쉽 보않아보뤤람회보등에보참 해보제
품을보알렸다”며보“ 제는보고정보거
래처 보꽤보된다”고보 다.
스는보뵢물인터넷(도oT)보기
술을보 룝한보신제품 보개뤩보중
다.보황보 표는보“LED보 명에보룜션
감 보센붆보기술을보 해보뵢람 보있
을보때만보켜 는보등을보개뤩 고보있
다”며보“홀몸 인 보장쉅간보움
보않으면보 동으로보신고 는보기
능을보 춘보똑똑한보LED등을보내년
께보출쉅할보예정” 라고보말 다.
대전=이우상기자보보idol@hankyung.com

볖제싀을보주로보만들던보뢱출보2000
싏원보안팎의보중견보제싀뵢들 보‘개
량신싀’보뵢싗을보
고보있다.보볖
제싀만으로는보성장 보싎렵다는보
판단에붆다.보개량신싀은보원 보의
싀품 보성분은보같 만보효
보오
래 거나보형 를보뤣꾼보싀 다.보
른뤣보‘신싀볕다보 보좋은보신싀’으로보
불린다.
원제싀은보동아에스티의보위
염보치료제보스티렌을보개량한보오티
렌에프를보선볕싲다.보싀물 보붆붆
히보방출되는보기능을보 해보볖용보횟
뷏를보 루보3회에붆보2회로보줄싲

은보붆울 보공 보졸싗보후보29세보때
인보1981년보절뵣공 싗체보와
원을보 싗해보35년째보운싳 고보있
다.보 는보와
원을보엔 밀보분슿보
세계보1위덕보탭보분슿보세계보4위보싗체
로보일궈냈다.
년보뢱출은보3219싏원(연결보
기준)으로보 뵢보 래보처음으로보
3000싏원을보돌파 다.보해외보뢱출
은보2395싏원으로보전체보뢱출의보
택4.4%를보 한다.보보 만보
보만성 인보생산 보인 난보
때문에보고민 고보있다.보
전체보 내보근로 는보싀보
1500명 고보 보중보생
산
보1000명 보

넘 만보늘보부
다.
송보회장은보“젊은 들의보고
보를보감안할보때보생산 보인 난보해
결보방안을보 기 보쉽 보않다”며보
“보
우뷏보외 인보 동 를보뷏용 는보
방안을보검토해슿보한다”고보말 다.
의보외 인보 동 보정 은보
1993년보산싗연뷏생제 를보거쳐보고
용허 제로보변경돼보쉅 되고보있
다.보
만보고용허 제 는보 미보
10싧년 보 나보우뷏한보외 인보
동 를보끌싎오기보위한보개선
보마련 보필요 다는보것 다.
는보“ 일은보 거보혈통뿐
만보아 라보언싎보등보문
보동질성만보 져 보

원해 ”
동 로보규정 고보옛보붫련보와해보뒤보
190만보귀환동 에게보싳주권을보줬
다”며보“한
보‘재외동 법’을보싧
러보 례보개정해보재외동 보
보부
싧보 상을보
고보싳주권보취
요건을보완
만보아 보부
다”고보
다.보 는보“옛보붫련보
싨보동 를보 상으로보재외동 (F4)보
을보부싧할보때 보단순 무보
종뵢보 능성 보낮은보
졸싗 덕보
법인기싗보 표덕보기능뵢보 상보
보
붫
보등에게만보
보요건을보완
는보등보제한 보많아보 넓은보개
선 보필요 다”고보덧붙싲다.
정리=김낙훈중소기 전문기자보
보
nhk@hankyung.com

유방암 전이 95% 진단 는 이오칩
동양매 , 아날로

방식

전기레인 신제품 내놔

곽봉섭 기계硏 사 연구팀

동양뢱
보다 싓을보돌 보
보 절을보할보뷏보있는보아날로
보방쉆의보‘
쿡보전기 인 ’
(룜델명보E착-F210유·사진)
를보내놨다.보
전기 인 는보 부분보 털보
터치보방쉆
만보 보제품은보
스 인 처럼보아날로 보방쉆을보
한보게보 징 다.보 털보터치보
방쉆에보 뷐
보않은보뵢람을보
냥 다.보 일보쇼 뵢보글라스보
상판을보
고보 열보안전장
치 보들싎 다.보잔열보표쉅덕보버너보
장보등의보부 기능 보있다.
안재광기자보보ahnjk@hankyung.com

내보연 진 보 성을보 진보미세
한보나
를보 용해보몸붬을보떠
는보 방암보전 세 를보 아내
는보기술을보개뤩 다.
봉섭보한 기계연 원보
융
기술연 센터보뤤뵢보연 팀은보
방암보세 를보95%까 보잡아낼보뷏보
있는보‘순환종양세 보진단용보뤣
오칩’을보개뤩 다고보15일보뤩표
다.보암은보질병보 체볕다보전 나보재
뤩보때문에보뵢망 는보경우 보많다.보
전 는보암세
보 은보세 로보분
리된보뒤보혈관을보타고보 동해보증쉆
는보것을보말한다.보혈액을보떠돌아
다 는보순환종양세
보전 를보

일으키는보것으로보알 졌다.
연 팀은보순환종양세 를보혈액보
세 로부터보정밀 게보분리한보뒤보전
를보검증할보뷏보있는보뤣 오칩을보개
뤩 다.보암의보전 보싧부에보따라보표
면보단뤳질에보나
보달라붙는보
정
보다르다는보 에보 안 다.보
전 성보암세 에는보 성보나
보 게보달라붙고덕보비전 성보암세
에는보많 보달라붙는다.보연 팀
은보한쪽에만보 붇을보설치한보뤣 오
칩을보 용해보전 성보암세 와보비전
성보암세 를보분리· 집 는보데보
성공 다.보 번보연 보성 는보 난보2
일보 제 술 보뤣 오센붆&뤣
오일
로 스에보실렸다.
보 박근태기자보보kunt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