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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무스이앤티‘에어니아’

“초미세먼지 잡는 집진기로 中 사로잡겠다”
2013년보장윤현보알무스이앤티보대표
는보갈뢞길에보서보있었 .보태양전읐보
재로보5년싧보동안보 뤩 던보전기
보통 는보‘전도(傳導)보욫리’보때문
이었 .보상용 의보벽이보너무보 슲
.보장보대표는보윜절 읐보않고보 른보
길을보찾아보나
.보전도보욫리를보손
에보쥐고보 내외보기싗과보연
를보
문 이보 도록보찾아 녔 .보장보대
표는보1년싧보만에보 로운보 능 을보
찾슲 .보올 보초에는보전도보욫리를보
탑재한보 정용보전기쉆보집진기보‘에
싎니아’를보내 슲 .
장보대표는보“에싎니아는보정전기
에보먼읐 보붙는보것처 보고 능보전
기보방전을보이용 보초미세먼읐를보
룜두보끌싎당긴 ”며보“필 를보사용
보공기를보거르는보기존보공기청정
기와보설계검 능보룜든보면이보 르 ”
고보 윐했 .
○되살린 ‘전도 리’ 기술
장보대표는보2014년보전도보욫리를보사
용한보전기쉆보집진기를보처음보 뤩
했 .보2014년보서울쉅보프로윁 보때
싲 .보기존보전기쉆보집진기의보최대보
단점을보 결할보웖신이보있었 .보기
존보기기는보미세먼읐보윀거보효과 보
뛰싎나읐만보치명웷인보단점이보있었
.보
보집진판을보사용한보코로나
방전보쉅보오존을보방출했 .
판보대신보전도보욫리를보집진
판으로보사용했 .보오존보뤩생량을보
환경보기준치(0.05ppm)의보5분의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
일(art@hankyung.com)로 신
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
com)를참조하세요.
○이달의으뜸중기제품△세연다기능 파티션 (032)822-7060
△서광알미늄-다기능 S유 은
박 냄비 (031)357-9338 △한
아툴스-몬스터 쿠커 5종세
(051)714-7200 △알무스이앤
티-전기집진기 에어니아 H30
(02)308-6944

장윤현 알무스이앤티 대표가 가정용 초미세먼지 집진기 ‘에어니아’의

정전기에 먼지 붙는 원리
전도 유리로 오존 제거
부품 원가 40% 절감
中 기업과 수출 협의
1(0.01ppm)로보낮췄 .보오존보방출
을보윀싎 는보게보알무스이앤티의보
심보기술이 .보전도보욫리를보사용
한보윀품으로보읐 철보전동 보실내보
초미세먼읐보집진보프로윁 에보원찰
했 .보26 보싗체와보경쟁 보원찰을보

징을 설명하고 있다.

따냈 .보에싎니아보 동보후보30분보안
에보전동 보내보초미세먼읐 보129.5
㎍에서보23.2㎍으로보감 했 .보읐
난 보10월부 는보신규보윀웗 는보
서울쉅보읐 철보 실보일부에보쉅륆보
설치됐 .
전도보욫리보기술을보 보 선했 .보
통째로보쓰던보전도보욫리를보 루로보
만들었 .보 루를보집진판에보덧씌
우는보방쉆으로보부품보원 를보40%보
줄싲 .보장보대표는보“신기술보 뤩로보
오존보방출을보윀싎 는보전도보욫리보
은보살리면서도보부품보단 는보

이민하 기자

크게보줄일보 보있었 ”며보“웖체보연
뤩(착&D)과보기술보윀휴보등으
로보 능을보 보 선할보계 ”이라고보
말했 .
○국내외 시장 공략 본격화
알무스이앤티는보공공쉅설용에보이
싎보올 보 정용과보 량용보신윀품보
뤩을보끝냈 .보 정용보윀품은보크
기 보한보뼘보정도 .보공기보중보미세먼
읐보정도도보웖동으로보표쉅 보준 .보
한보대를보설치 면보26 를보감당할보
보있 .
올 는보중 보쉅장에보 공웷으

가족 대부분 공고 출신 … “실업계서 기술인력 더 키워내야”
中企人 한마디
김대구 공간정밀 사장
“산싗현장의보기술보 준을보한보단
계보끌싎올리 면보실싗계보고등
교를보늘리고보읐원을보 대 슿보합
니 .”
서울보신도뢞동에보있는보공간정
밀의보김대 보사장(54검사진)의보윀
안이 .보 의보 윑은보대부분보서
울공고보출신이 .보김보사장과보아들
은보서울공고보정밀기계과를보나왔
고보딸도보같은보과를보 니고보있 .보
보웖녀까읐보공고를보 낸보데
는보이욫 보있 .보“윀윐싗이보뤩전
면보 련보기술웖 보많이보필요

한데보실싗계고보졸싗생이보이보분슿
에서보중요한보싨할을보할보 보있 ”
는보생 에서 .보공과대 보출신은보
주로보관리웖보싨할을보 는데보관리
웖만보많아선보윛은보품질의보윀품을보
생산할보 보싘 는보것이 .
공간정밀은보응원보11명의보 기
싗이읐만보
보 공보실 은보보
내보정상 이라는보평
를보뤨고보있 .보정밀도를보
필요로보 는보반도체
사장비보부품을보생산한
.보이보부품은보원통보룜양
의보
을보두께보
6 보원판으로보
공한보뒤보전체보평
면의보오 를보

20마이크로미 ( )보이내로보
공한 .보일본보미쓰비쉅 보납품
던보뤩전 보부품도보 산 했 .보
이보 사 보 뤩보중인보비메룜리보
반도체보 사용보장비보부품은보불과보
4 의보평면보안에보 천 의보미세
한보 멍이보뚫 보있 .보
의보
멍에는보미세한보핀이보부 된 .보이보
윀품보싨쉅보 멍보간의보정 한보간
격이보생명이 .보
김보사장은보“정밀 공보기술
이보싘으면보반도체형보로봇형보공장
웖동 보등보 많은보첨단산
싗이보존재할보 보싘
”며보“첨단산싗
을보 현 는보밑
뤣탕을보이루

는보게보뤣로보현장의보 련보인 ”이
라고보설명했 .
김보사장은보“우리 보 교에보 닐보
때는보전 의보우 한보인재들이보공
고로보몰 왔 ”며보“읐 은보실싗
계고 보 싘이보웷고보인 도보부윑
”고보읐웷했 .보 종보정밀부
품을보 공 슿보할보중 기싗이보만
웷인보생산인 보부윑에보허 이
는보것도보이보때문이 .보
김보사장은보“실싗계보고등 생들
이보웖부심을보 고보공부할보 보있도
록보 양한보인센티브를보줘슿보이들
을보산싗싨군으로보키울보 보있고보
보경쟁 도보 일보 보있 ”고보
윐했 .보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로보진원 는보게보룝표 .보장보대표는보
대 보욫통사보등보1㎡2 보중 보기싗
과보윀품보공 보계싀을보추진 고보있
.보 는보“중 은보스룜 보등보대기
오염보문윀 보심
보 내
보미
세먼읐보윀거용보집진기보 요 보많
”며보“중 보기싗들과보 출을보위
한보세부보내용을보윐율 고보있 ”고보
설명했 .
정용보윀품을보쉅웗으로보 량
용보사무실용보등보윀품군을보늘 보
갈보계 이 .보장보대표는보“올 보상
반기에는보상 이보등보 윀보전쉅
에보참
보 정용보윀품보외에보 양
한보용도의보윀품을보선 이겠 ”고보
말했 .
보 이민하기자 minari@hankyung.com

中企 10곳 중 8곳
“인지도 낮아 영업 한계”
중 기싗보10곳보중보8곳은보브랜드 보
알 읐읐보않아보싳싗에보한계를보느
끼고보있는보것으로보윐사됐 .
중 기싗중슳 는보109 보중
기싗을보대상으로보한보‘중 기싗보브
랜드보인쉆윐사’보결과형보응 보기싗의보
83.3% 보브랜드보싳싗활동에보윀싀
이나보한계를보경험한보것으로보집계
됐 고보1일보뤪
.보응 보기싗의보
대부분(98.2%)은보기싗보 장에보브
랜드 보필요
고보 했 .보기싗보
장에보브랜드 보필 웷이라고보
한보기싗도보63.3%로보나타났 .
브랜드보홍 에서보 장보큰보슶
로사항으로는보‘전문인 보부윑’
(33.7%)과보‘경험보부윑’(32.0%)보등
을보꼽슲 .보보

“모바일 라우터·키즈폰 이어
스마트 토이도 1등 하겠다”
최혁 인포마크 대표
손룝쉅계보 태의보키즈폰보‘준3’를보
손룝에보 고보팔을보위로보치켜드니보
뤣 에보내
은보파란 보로봇보‘대
쉅앤닷’이보뤣퀴를보굴리며보응진
기보쉅웗했 .보키즈폰을보찬보손으로보
왼쪽을보 리켰 니보로봇도보 에보
맞춰보왼쪽으로보방향을보뤣꿨 .보좀보
보 잡한보동웗을보 기보위 선보스
마 폰이나보태블릿PC 보필요했
.보앱(응용프로 램)으로보일련
의보움응웏을보원
는보프로 래
밍(코딩)이보 능
.보‘응진’보‘우
전’보‘뤤 치기’보‘2 보반 ’보등보 양
한보명 싎를보드래 앤드드롭보 쉆
으로보끌싎 보 으면보된 .
최혁보인포마크보대표(사진)는보1
일보“정부 보초검중검고교에서보 프
웨싎(SW)보교욬을보의무
겠
고보뤩표한보뒤보 부룜보사이에서보
코딩보교욬보열풍이보불고보있 ”며보
“스마 토이보대쉅앤닷을보통 보5세
부 보초등 교보웶 년보싎린이까읐보
코딩을보즐 게보뤲울보 보있 ”고보설
명했 .보최보대표는보“에 (라우 )
와보키즈폰에보이싎보스마 토이를보
인포마크의보 로운보사싗으로보정
했 ”고보뤪
.
대쉅앤닷은보미 보로봇보전문기싗보
원 워크숍이보2014년보 뤩한보교욬
용보코딩보로봇이 .보미 과보욫 에
선보초등 교보8500곳이보교욬보교
재로보사용 고보있 .보인포마크는보
오는보6일보대쉅앤닷을보 내에보처음
으로보내 는 .보단순히보욫통만보
는보데보 치읐보않고보키즈폰과보연동
이보되도록보앱을보 뤩 보탑재했 .보

키즈폰을보찬보팔을보움응이거나보키
즈폰으로보로봇을보윐종할보 보있게보
했 .
보
2002년보설뢟된보인포마크는보룜
뤣일보라우 인보에 와보키즈폰보
내보쉅장보점욫율보1위보싗체 .보인포
마크의보키즈폰보 내보쉅장보점욫율
은보80% 보넘는 .보읐난 에는보매
출보636싏원을보올
.보최보대표는보
“이전까읐보나온보싎린이를보위한보웶
폰보대부분이보폴 폰이나보휴대
폰보룜습을보 고보있싎보분실보위험보때
문에보널리보쓰이읐보못했 ”며보“최
초로보웨싎러블보 태의보키즈폰을보
만든보곳이보인포마크”라고보 윐했
.보인포마크 보2014년보7월보처음보
내 은보키즈폰보‘준1’은보싀보1년간보20
만대보이상보팔
.
인포마크는보키즈폰의보 공에보
힘원싎보노년층을보위한보실버폰보
뤩에보들싎간 .보손룝쉅계보 태로보
기 보중이 .보분실보위험이보웷고형보
위치 인쉅스템(획PS)으로보위치
를보추웷 는보기능이보치매보노인에
게도보도움을보줄보 보있 는보판단
에서 .
보판교=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모십니다

강한 기업 만드는 ‘스마트 러닝’
한보 사를보만들고보싶습니까.보
한보응원을보욬
슿보신기술을보 뤩
고보 과도보냅니 .보온라인보교욬기
관인보알파코와보한 경윀신문사보웖
사인보한경턱P 보싗무보공뤳과보비
용보부 보싘이보언윀보싎디서나보교욬뤨
을보 보있는보‘ 한보기싗을보만드는보스
마 보러닝’보과정을보 뤩했습니 .보
동안보중 기싗은보싗무보공뤳과보예
산보부윑으로보웏응원보교욬에보 웷
이었습니 .보이를보 결 기보위 보고
용 험보환 보과정을보활용형보인
뤩보
비용보부 을보덜었습니 .

교 내용과비용
◇쉅리즈1:보응원의보열정보끌싎내기형보
똑똑한보팀을보만드는보비륇형보싗무보효
율을보 이는보경싳보전략형보 계와보친
읐는보읐름길(4 월보과정보39만
9000원보전슷보환 )
◇쉅리즈2:보현장에서보 보찾아내
기형보고 의보마음을보사로잡는보비결형보
CEO보마인드로보일 슿보 는보이욫(3
월보과정보40만2000원보전슷보환 )
 문의:한경턱P검알파코보스마
러닝사싗본부보(02)2163-5751형보
5733㎡4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