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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휴대용
‘파워라이저’

“밤새 전기장판 돌려도 거뜬, 캠핑族 필수 배터리죠”
조운대 코엔 대표
‘보캠핑보좀보안다’는보아웃 싎보뢢 아
들은보캠핑보쉅보챙 슿보할보필뷏품으
로보에너
장장 (ESS)를보꼽는
다.보ESS는보스뢢 폰에보사용 는보
휴대용보배터리의보덩 와보용량을보
키워 은보형태다.보코엔이보개뤩한보
ESS인보‘파워라이 ’는보스뢢 보기
기를보충전 기보위한보USB보단 보외
에 보캠핑용 를보 동 기보위한보
쉅
보등보다양한보방전단 를보
췄다.
운대보코엔보대표는보“파워라이
보 나면보밤새보 명은보물론보전기
장판보등보전열보기
보쓸보뷏보있싎보
운보슿외에붆보따뜻한보밤을보볕낼보뷏보
있다”고보말 다.
○ 책 연 과제로 기술개
코엔은보혹004년에보설립된보디 인보
전문 사다.보코엔은보혹0호3년보중소
기싗청보연 과제로보노싀 용보전기
전거를보개뤩 면붆보배터리에보관
쉋을보 게보됐다.보페달만보돌리면보전
기의보힘이보더 져보노싀
보쉽게보
전거를보탈보뷏보있는보룜델이었다.보
쉽게보넘싎
보않 록보세보뤣퀴를보
달고보 전보방향에보따라보 전거를보
기울일보뷏보있는보기능 보넣었다.
만보쉅장에붆보인기를보싒 보
못 다.보이대로보포기할보순보싘었다.보
전기 전거에보필요한보배터리를보개
뤩 면붆보싒은보배터리관리(B유S)보

기술을보썩히기엔보너무보아까웠다.보
쉋보기술은보배터리팩을보 우는보
은보배터리보
의보충·방전보정
를보관리 주는보것이었다.보이보기술
이보싘으면보충·방전을보반볖할보때뢢
다보배터리팩의보용량과보뷏명이보줄
싎든다.보배터리팩보 사들 보탐낼보
만한보고 보기술이었다.
○“외 산보다 가볍고 효율 ”
처음에는보포장뢢차에붆보사용
는보휘뤩 보뤩전기를보대체할보뷏보있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
일(art@hankyung.com)로 신청
고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 홈
페이지(event.hankyung.com)
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블랙
큐브-쿡셀 (031)315-1300 △
비엘티주 쉈회사 -쉈품포장기
Lofaho (042)671-9501 △대
호아이앤티-스마트호신기 마미
콜 (055)715-2233 △코엔-휴대
용 에너지 장장치 파워라이
(031)476-1390

복대용량복휴대용복배터리복출시
복캠핑용품·스마트폰복충전복가능
복충·방전복반 해도복수명복유지
복美제품 다복가볍고복용량복커
“올복매출복7 복목표복…복수출복추진”

는보제품을보만들 고보 다.보뢣상보쉅
장보 사를보 볕 보새롭게보뜨는보쉅
장이보있었다.보캠핑보쉅장이었다.보문
체 관광부에보따르면보 난 보
캠핑보인 는보싀보500만명에보이르
다.보 내에붆보호혹00싧개보캠핑장이보
운싳되고보있다.
에너
장장 보세계보쉅장을보
선
는보곳은보미 보싗체인보골제
로싲다.보코엔은보골제로보제품을보벤

조운대 코엔 대표가 에너지 장장치인 ‘파워라이 ’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뢢킹 면붆보
인보장 을보더
기로보 다.보먼 보골제로볕다보더보
벼운보제품을보만들기로보 다.보차보
싘이보배 만보메고보캠핑 는보사람
들은보 벼운보제품을보선
기보때
문이다.보골제로 보쓰는보무거운보납
전 보대신보코엔은보건전 를보
닮은보 벼운보배터리셀을보썼다.
장보 은보크기의보파워라이 보
제품인보‘테E탁호혹0’은보무게 보호.혹㎏

이다.보밤새보텍ED(뤩광다이오드)보
명을보켜 보거뜬 다.보골제로보캠
핑용보주변기기와보 환되 록보호혹V보
류보출 단
보넣었다.보이미보
한보주변기기와보 쉅보 환이보되
보않을까봐보파워라이 보
을보
뢭설이는보일이보싘 록보 기보위한보
것이었다.
코엔은보파워라이 와보 께보쓸보
뷏보있는보태양전 판 보내놨다.보

VR카페복도전장복낸복PC 체복‘주연테크’
<가상현실>

뉴스카페
보6일보오후보붆울보붆교동보홍대
호
싨보사거리에보있는보 상현실(VR)보
카페보‘VR도Z(브리 ·사진)’.보최근보
문을보연보이곳은보PC방보 면보떠오르
는보싎둡고보
한보공간과는보거리
보멀었다.보카페를보연상쉅킬보만큼보
넓은보쉆음료보코너 보따로보 춰져보
있었다.보VR보게 을보즐기는보공간은보
사방이보투명 리로보둘러싸인보고
보노래방과보비슷 다.
70인 보대형보룜 터와보쉅중에보
나온보VR보헤드셋보중보 장보성능이보
우뷏한보식TC보제품을보설
보쾌
한보환 에붆보VR보게 을보즐길보뷏보있
다.보이용보요 은보30분에보호만원으로보

복넓고복쾌적한복고급스런복공간
복1만원으로복30분복이용복가능
“홍대복1호점복이 복신촌복공략”복
기존보PC방볕다보비싼보편이었다.보
만보싧 로운보 립보공간에붆보싧
이보돌아 며보VR보게 을보체험할보
뷏보있는보등보장 이보 보않았다.
중견보PC제 싗체보주연 크 보
최근보쉅 한보VR보사싗이보주룝뤨고보
있다.보브리 는보기존보PC방과는보달
리보VR보전용보다양한보콘텐 를보체
험할보뷏보있는보신개념보공간이다.보상
반기보중보붆울보신촌과보잠실새내(신
천)보등보젊은보 동인
보많은보 싨

에보매장을보
로보낼보계 이다.보홍
대
이보PC방에보VR보쉅설을보
덧붙인보형태라면보신촌 은보PC와보
VR보비중을보50보대보50으로보 고타보잠
실새내 은보VR보쉅설로만보꾸밀보방
침이다.보 난 보 반기부터보붆울
과보부산보등에붆보VR을보체험할보뷏보
있는보싳싗 이보몇보군데보생 으나보

즐길보만한보콘텐
보부
보크게보
관쉋을보끌 보못 다.
주연 크는보차별 된보VR보사싗
을보위 보VR보전문개뤩싗체인보Y독유
게
와보 난달보
륇인보주연
Y독유을보설립 다.보주연 크는보VR보
카페보프랜차이 보운싳을타보Y독유게
는보VR게 보개뤩보및보공 을보
보맡는다.
김희라보주연 크보대표는보“PC보
사싗만으로는보한계 보있다는보판
단에붆보새보사싗에보뛰싎들었다”며보
“과거보PC방에붆보스 크래프
보
큰보인기를보누린보것처럼보VR보카페에
붆보킬러콘텐 를보찾아보널리보볕
는보게보룝표”라고보말 다.보
보 김정은기자보보likesmile@hankyung.com보

혹8W 보태양전 판보호개를보펼쳐
으면보호혹0Wh보용량의보파워라이
를보4쉅간보만에보충전할보뷏보있다.보
에보충전 고보밤에보사용 면보며칠
이고보쓸보뷏보있다.
○방산·ODA 쉇장 진출
코엔은보오는보3월보 기보고양쉅보킨
스에붆보열리는보‘혹0호7보캠핑&피크
페싎’에보참
보파워라이 의보
뢢케팅을보본
할보계 이다.보올
보매출보룝표는보싀보7싏원이다.
뷏출 보
으로보 진보중이
다.보 보대표는보“ 난 보말부터보미
보대형보생활용품보판매싗체인보홈
디포에보파워라이 보납품을보협의
고보있다”며보“방산과보공 개뤩원
(OD)보쉅장을보위한보뢮춤형보제
품 보개뤩 겠다”고보말 다.
안양=이우상기자보보idol@hankyung.com

차량용복 형복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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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복티셔츠,복검사료가복1천원
복규제영향복평가복 이복졸 복추진”
국회서 전기안전법 공청회
생활용품복KC인증복의무화복
정부복“개선복방안복내놓을복것”복
“룜든보규제륇안은보개정보과정에붆보
규제보대상보집단이보누 고보부담이보
싓뢢나보될 보반드쉅보분붇 붆보명
쉅 슿보
다.보 런데보전기안전
륇보개정안보싎디에붆 보이보부분을보
찾아볼보뷏보싘싎요.”(이혁우보배
대보 정 과보교뷏·한 규제
보
교 위원장)
보산싗통상 원위원
보호6
일보연보‘전기용품보및보생활용품보안전
관리륇(전안륇)보개선을보위한보공청
’에붆는보규제보싳향보분붇 보싘이보
성
게보 진돼보논란을보일으킨보
정부에보대한보성토 보쏟아졌다.
전안륇은보전기용품에보 용되던보
‘전기용품보안전관리륇’과보생활용
품보등에보 용되던보‘품질 싳보및보공
산품안전관리륇’을보통 한보륇이
다.보‘ 습기살균제보사건’을보계기로보
정부보 륇으로보호9대보
보때보상정
돼보 년보말보통과됐다.보쟁 륇안이보
아 었던보데다보개정보과정에붆보
별히보반대보룝소리 보싘었다.보이후보
예기간보호년을보거쳐보 난달보혹8일
부터보쉅 에보들싎 다.
런데보올초보쉅 을보앞두고보
기보싳세보의류상인과보병 뷏 싗
타보온라인보판매싗 보등을보중쉋으
로보 한보반뤩이보터져보나왔다.보일부보
온라인쇼핑몰보등이보판매 들에게
까 보
통 인증(테C인증)보붆

류보등을보요
면붆보전안륇에보관
련보규정이보새롭게보들싎간보사실이보
비로소보알 진보것이다.
개정보전안륇에보따르면보기존보전
기용품에만보 용되던보인증붆보볕 보
규정이보의류보등보생활용품으로보
대됐다.보또보온라인보판매 들은보인
증붆보등보제품안전보정볕를보의무
으로보게쉅
록보 다.보소상공인
들은보“3000원짜리보티셔 의보검사
비 보호000원이보든다”며보“옷보종류
별로보뷏쉌만원씩보드는보인증비용
을보
히보 당할보뷏보싘다”고보주장
다.보반대보싧론이보 산되 보산싗
통상 원부보 기술표준원은보
난달보생활용품보판매싗 의보테C인
증붆보의무볕 보쉅 을보호년보 예
기로보결정 다.
이날보공청 에붆보뤤중현보소상공
인연
보전안륇대 위원장은보“소
상공인을보륆륇 로보룜는보전안륇은보
쉅 히보개정돼슿보한다”고보룝소리
를보 싲다.보이에보대 보문은뷐보소비
와 께보공동대표는보“테C인증이보
싘으면보소비
보제품보안전을보 인
할보방륇이보싘다”고보반뤤 다.보최준
보환 운동연 보정
장은보“소
상공인보의견보뷏렴은보필요
만보안
전관리보사
대를보넓히는보방향으
로보진 되선보곤란 다”고보 다.
정만기보산싗부보호차관은보“전안
륇보개정보과정에붆보싗계보의견보뷏렴보
등보진 한보검토 보이뤄
보않은보
은보인정한다”며보“싧러보의견을보
종
보개선보방안을보내 을보것”이
라고보말 다.
오형주기자보보ohj@hankyung.com

SG생활안전,복‘필슨’복출시
탱크보공기정
보장 와보방
면을보개뤩
보온보필터보전
문기싗보S획생
활안전이보소형보공기청정기보‘필슨
(회도텍TSO육·사진)’을보출쉅 다.보
이보제품은보대기오염과보황사보등에보
대처 기보싎 운보차량보내부의보공
기보정 에보효과 인보소형보공기청
정기다.보차량보내보오염 보 동
보
기능타보 동차보배터리보과방전보기능
이보내장돼보있다.보소형이 만보 생
방전을보대비 보군사용으로보개뤩
된보카본필터기술을보 룝 보정
기능이보 월 다는보게보 사보 보설
명이다.보보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기안전법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회 산업통상
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안전법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진공,복中企복종합복컨설팅
중소기싗진흥공단은보중소보제 싗
체들을보종
으로보진단 보개선
방륇을보제쉅 는보‘공룜형보종 진
단’을보쉅 한다고보호6일보뤩표 다.
공룜형보진단은보예비진단을보통 보

성과 보예상되는보기싗은보종 진단
에붆보 싳환 을보분붇타보 ·싀 을보
찾은보뒤보개선로드맵보등을보제쉅 는보
사싗이다.보기싗의보소소한보애로는보원
포인 보레슨보쉆으로보진단보현장에붆보
쉅보 결 을보제쉅 준다.보
보
안재광기자보보ahn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