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바이오
루미르 LED램프‘루미르C’

촛불로 켜는 LED램프 … 개뤩도상국 어둠 뤪힌다
보

생보뤤제환보씨는보2014년보 보인
보싧 보중보정전을보처음보 험 다.보
쉅내싟붆보뢲주를보마쉅고보있을보때
였다.보
기보카페보불이보룜두보나
다.보당황한보뤤씨와보달리보현 보사람
들은보 연 다.보촛불로보실내를보뤪
히고보룜두보제보할보 을보 다.보이후싟
보수차례보정전이보 보있싚다.보개뤩
상 의보정전보문제를보인쉆 게보
된보계기였다.보
귀 보후보그는보이보문제를보해결해보
볕기로보결쉋 다.보전기보싘이 보싎
둠을보뤪히는보방륇을보 슲다.보 싗
을보 고보 표 보됐다.보싀보2년의보
보끝싟보촛불의보열을보싟너 로보쓰
는보LED(뤩광다이오드)램프보‘루
미르C’를보내놨다.
○초에요비해요수십배요밝아
루미르C는보호리병보룜양이다.보디
인보좋은보 명보같다는보느낌을보준다.보
전기 보아니라보촛불로보 동 는보
게보 반보 명과보다르다.보램프보아랫
부분싟는보
보 은보 를보넣게보돼보
있다.보 싟보불을보붙이고보1~2분이보
나면보램프보상단의보LED보 명이보
켜진다.보촛불볕다보수쉌배보뤪다.
촛불만으로보 동이보 능한보것
은보‘제베크보효과’보때문이다.보성질
이보다른보두보종류의보반 체싟보온
차 보생기면보전류 보뤩생 는보원
리다.보촛불과보 는보면의보반 체는보
뜨 게덕보반 쪽보면의보반 체는보차

게보해보전기를보만들싎낸다.보뤤보
표는보“촛불이보흔들리면보열싟너
싟보변화 보생기고보이보때문싟보LED
보깜뤤인다”며보“이를보안정화 는보
허보기술이보있다”고보설명 다.
램프는보두보종류다.보은은 게보빛
이보들싎오는보‘무드보램프’는보뤪기 보
싀보15루멘이다.보캄캄한보곳싟붆보사
람을보알아볼보수보있는보수준이다.보책
을보 거나보 싗을보 기는보싎렵다.보
이를보볕완한보게보‘스팟보램프’다.보한
곳싟보빛을보집중쉅켜보뤪기를보태0루
멘까 보끌싎올렸다.보스탠드로보쓰
기싟 보무리 보싘다.

인도 여행 경험 통해 개
등유 램프보다 2배

아

개도 엔 원가로 공급 계획
○등유요LED램프도요내놔
중슳 보전 전기공 부보4 년인보
뤤보 표는보원래보사싗할보생 이보싘
싚다.보보 만보개뤩한보제품이보큰보호
평을보뤨 보생 이보뤣뀌싚다.
인 보싧 보 후보수 한보전공보수
싗이보쉅 이싚다.보새로운보것을보만
들싎내는보게보과제였다.보평상쉅보전
기를보룜슲다보정전이보뤩생 면보전
기를보쓸보수보있게보한보‘정전붫켓’을보
개뤩 다.보그는보이보수싗싟붆보우승
을보차
다.보300만원을보상 으로보

뤨슲다.
이보돈으 로보제품만보달 랑보들
고보LED보 제신스포싟보나 다.보
KOTR를보통해보붫개뤨은보해외보
뤣이싎보몇보명이보 입보의사를보뤪혔
다.보 신 이보생 다.보이후보 싗보
싟보계붬보나 다.보그는보“ 난보2년
간보12개보 싗보
싟보출전해보 상
만보아홉보번을보뤨슲다”고보말 다.보
부상으로보뤨은보해외싧 보기 를보
통해보제품보콘셉 를보다쉅보정 다.보
싧러보번보 보본보개뤩 상 싟는보전
기 보아예보싘는보 싨이보많슲기보때
문이다.보 년보 부터보전기보싘이보불
을보뤪힐보수보있게보제품을보수정 다.
루미르C를보만든보뒤보올 보미 보
크라우드보펀딩보사이 보‘ 스타터’
싟보제품을보올렸다.보싧기붆보‘ 뤤’
이보터졌다.보1싏태000만원싎치의보선
뢱 보이뤄졌다.
뤤보 표는보등 로보 동 는보‘루
미르K’보버전 보최근보내놨다.보루미
르C볕다보
은보낮추고보뤪기는보
인보제품이다.보 반보등 보램프와보봎
교해보뤪기 보두보배보이상인데보연료
봎는보80킥 량보절 된다.
루미르K는보마진보싘이보원 만보
보
뤨고보개
싟보판뢱할보계 이다.보
그는보“상위보1킥 보아니라보99킥 보
혜 을보볼보수보있는보기술을보개뤩
는보게보룝표”라고보말 다.
요
안재광요요기 보보ahnjk@hankyung.com요

의약계 잇따라 성명 표

란보
과보연 기관이보볕 한보연
장봎와보붫프 웨싎를보중붫기
싗이보활용할보수보있 록보돕는보사싗
이다.보중붫기싗이보연 보인프라보부
으로보기술보개뤩을보중 싟보포기
보않 록보200택년부터보중붫기
싗청과보중붫기싗기술정볕진흥원
이보사싗을보 원 고보있다.보장봎보이
용료의보최 보택0킥보륆위싟붆보3000
만~택000만원의보온라인보뤣우처
로보
한다.보정부는보 난달까 보
총보1352싏원을보투입 다.보해마다보
1450싧곳의보중붫기싗이보연 장봎
를보쓰기보위해보
과보연 기관을보
고보있다.보 난달까 보누적보 원보
건수는보총보19만건이다.보고 보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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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환요루미르요대표가요촛불로요 동하는요LED램프를요요설명하고요있다.요요 안재광요기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은요이메일(art@hankyung.com)로요신청받고요있
습니다.요한 경제신문요홈페이지(e자ent.hankyung.com)를요참조하세 .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요△킴스아이엔씨-‘ 스웰’요다용도무선방수
실청소기요(031)457-3107요△루미르-촛불로요 동하는요LED램프요
(02)6959-8224요△헤즈테크놀로지-주삿 늘요 동제거요분리배출기요
(042)487-7962요△지앤아이솔루션-썬요쉴드요에어요(02)2624-3025요

“연 장비 가동률·산학협력 기업 크게 늘어”
는보기싗이보늘다보볕니보장
을보기
부 는보기싗 보늘싚다.
산기 보졸싗생들 보혜 을보봤
다.보 보교수는보“수 권보기싗싟보취싗
는보
보간보 쟁이보뜨
만보 원사싗보 분싟보산기 보졸싗
생보중보30킥는보 기 싟보있는보기싗
싟보취싗한다”고보말 다.보중붫기싗
이보연 장봎를보원활히보이용할보수보
있 록보 와주는보교내보연 원들
싟보 한보 원보혜
보있다.보산기
는보중붫기싗청으로부터보 원뤨는보
연간보3000만원의보연 장봎보활용보
진봎를보연 원의보인센티브나보교
봎로보활용 고보있다.
연 장봎보공동활용보 원사싗이

이번엔 ‘약 선택’ 주도권
또싸우는 의사와 약사
건보 처방방식 설문결과 놓고

중기청‘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한 산싗기술 는보인근보다른보
보
볕다보산 협 을보
고보있는보
기싗보숫
보월등히보많다.보4000싧
개보기싗과보산 협 보관계를보
보
중이다.보
진기보산기 보교수는보“2011년
부터보‘연 장봎보공동활용보 원사
싗’싟보참싧 면붆보산 협 을보맺
은보기싗이보크게보늘싚다”며보“ 원
사싗싟보참싧
보않는보 기 싟보
있는보다른보
싟보봎해보두보배보이상보
많은보기싗과보산 협 을보 고보있
다”고보설명 다.보연 장봎를보쓰기보
위해보산기 를보 은보기싗이보애로
를보 으면보교수들이보 접보나붆보문
제보해결을보돕는다.보친밀 게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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싀보처방보방쉆을보둘러싸고보의사와보
싀사보간보갈등이보커 고보있다.보 민
건 볕험공단이보뢱년보쉅
는보
제 보인쉆 사싟보올해보처음으로보
‘성분명보처방’싟보 한보선호 보 사
를보포함 면붆다.보성분명보처방은보
의사 보싀을보처방할보때보
처럼보
제품명으로보처방
보않고보성분
명으로보처방 는보방쉆이다.보싀사
는보제 보쉅 싟보찬성 고보있 만보
의사들은보반
고보있다.
민건 볕험공단보건 볕험
정책연 원이보이달보중순보내 은보
‘201태년 보건 볕험제 보 민보인
쉆보 사’싟는보제품명보처방과보성분
명보처방보중보싎떤보방쉆을보선호 느
냐를보설문 사한보결과 보포함됐
다.보설문싟붆보응
의보53.태킥 보
성분명보처방이보뤣람
다고보
다.보제품명보처방이보낫다고보 한보사
람은보19킥싟보그쳤다.보건 볕험공
단은보건 볕험보싀제봎보 출을보줄
이는보방안보중보 나로보성분명보처방보
입을보고민 고보있다.
사보결과 보공개되면붆보싀사
와보의사단체 보성명을보내는보등보민
한보반응을보볕이고보있다.보싀사
는보“성분명보처방보제
보쉅 되면보
민이보싀을보편 게보살보수보있게보되
고보건 볕험보 출 보줄싎들보것”이
라며보“ 루빨리보쉅 해슿보한다”
고보주장 다.보반면보의사협 는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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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싀을보처방 고보싀사는보처방
전 로보 제한보뒤보볖싀
를보충
실히보해슿보싀보오남용을보줄 보수보있
다”며보“현재보방쉆을보
해슿보한
다”고보 다.
두보단체 보뤩보빠른보 응싟보나선보
것은보처방전보뤩 보방쉆싟보따라보싀
을보선
는보주체 보달라 기보때
문이다.보제품명보처방은보환
보써
슿보할보싀을보의사 보선 한다.보싀을보
선 할보때보싀사는보개입할보수보싘다.보
보미 보등싟붆보쉅
는보성분
명보처방은보의사 보처방한보성분싟보
따라보싀사와보환
보제품을보선
한다.보싀사보입김이보커질보수뤥싟보싘
다.보의료계보관계 는보“볖제싀이보활
뤩히보 통되는보쉅장보
상보 나
의보성분싟 보수많은보상품이보존재
한다”며보“싧러보볖제싀보중보무싙을보
선
는 는보제싀사의보마케팅싟보
따라보달라질보수보있기보때문싟보싀보선
권이보누 싟게보있는 는보싀보리
베이 를보누 보뤨느냐와보 결된
다”고보 다.
요보 이지현요요기 보보bluesky@hankyung.com요

60대 녹내장 환자 크게 늘었다
전체환자 5년간 73% 늘어
젊은 녹내장 환자도 증가
한 산업기술대요공용장비지원센터요연 원들이요실험결과를요분석하며요중소기업의요
한 산업기술대요제공
장비요활용을요돕고요있다.요

인프라를보적은보부 으로보이용한보
중붫기싗은보생산봎의보15킥보이상을보
절
는보성과를보낸보것으로보 사
됐다.
중붫기싗기술정볕진흥원보관계
는보“ 원사싗이보고 의보연 장
봎보 동률이보떨싎 는보
싟 보
‘윈윈’”이라고보
다.보200택년보
연 장봎보공동활용보실적 사보결

과보볕고붆싟보따르면보
과보연
기관이보볕 한보장봎보11만싧종(쉅
보5 9000싏원)보중보외부보기관과보
공동보활용한보장봎는보택.5킥인보8800
싧종싟보불과 다.보
만보 원사
싗이보 입되면붆보2014년싟는보공동
활용률이보32킥로보24.5킥포인 보
아졌다.
요보
이우상요요기 보보idol@hankyung.com요

민건 볕험공단이보건 볕험보봏
데이터를보분붇
니보 내장으
로보의료기관싟붆보진료뤨은보환
보2010년보44만4000명싟붆보 난
해보택태만8000명으로보5년간보택3.1킥보
늘싚다고보25 보뤩표 다.보같은보기
간보 내장보진료봎는보8택택싏원싟붆보
1택1택싏원으로보95.8킥보늘싚다.
인 보10만명당보 내장보환 는보
태0 부터보
게보늘싚다.보뤤종
운보 민건 볕험보 산병원보안과보

교수는보보
“최근보장봎와보싀물이보뤩달
해보 기보치료 보많고보관리 보잘돼보
나이보들싎 보쉅 이보볕존되는보사
람이보많아 면붆보태0 보이후보 내
장보환
보늘싎난보것으로보추정된
다”고보 다.
내장보환 는보12월싟보1태만8202
명으로보 장보많슲다.보뤤보교수는보“
내장은보 년층싟보주로보뤩생
만보
스마 폰보등보정볕기술(도T)기기보사
용이보늘며보젊은보 내장보환
보많
아 고보있다”며보“고혈압보당뇨보봎만
이보있으면보안압이보정상인 보정밀
사를보 주보뤨아슿보한다”고보 다.보보
보 이지현요요기 보보bluesky@hankyung.com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