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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 Tech becomes Korea’s first acrylic block producer

20141204 21:20

A 250 mm acrylic block, produced by Koa Tech. (Koa Tech)

Koa Tech, a local acrylic sheet manufacturer, recently gained attention in the market for

producing an250 mm acrylic block. 

Although there are many acrylic sheet manufacturers in Korea, Koa Tech is the first to

produce acrylic blocks over 60 mm thick.

Only a few companies in the world have developed the technology to make monolithic

acrylic blocks, the firm said.

Acrylic has several advantages over glass, being lighter, unaffected by climate and

humidity, and more durable. It can also be made into various shapes with greater ease.

For these reasons, acrylic is used in aquarium tanks and windows, displays, optical lenses

and scientific equipment.

Koa Tech is a major manufacturer of acrylic in Korea with a 30-year history. After yea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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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produced acrylic polymerized adhesive. 

“Now that large acrylic blocks can be produced here in Korea as well, we hope to advance

in the global market, competing with other top acrylic manufacturers,” said Koa Tech CEO

Park Jae-ung.

By Lee Hee-ju (hjlee03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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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테크 경기도 양주 사옥 전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제일테크(회장 남명수
·www.cheiltech.co.kr)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기시스템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강소기
업이다.

1988년 설립해 현재까지 환기시스템을 연구
하고 개발하며 환기설비 분야를 선도해 왔다.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실과 방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통해 외부 공기
를 순환시킨다. 그러나 세대 환기의 문제점인

결로(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물방울) 발생으
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냉난방을 하던 중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
이가 발생해 건강에 해롭고, 환기를 하면
실내온도를 빼앗겨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
다. 이 문제를 제일테크가 해결했다. 아
파트나 공동주택 가구 간 공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개폐장치(결로방
지댐퍼)를 이용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결로와 소음까지 방지하는 친환경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제일테크는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

로 환기 유닛 내부와 외기유입구에 부착하는 결
로 방지 장치를 개발해 2013년 5월 특허를 등록
했다. ‘댐퍼를 이용해 결로를 방지하는 환기용
급기장치’가 그것이다. 개발된 장치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캡 그릴의 내부 2중 날개 댐퍼에
서 두 번, 환기 유닛 급기배관 입구에 3중 날개
로 된 전동댐퍼를 통해 세 번 완충이 되어, 총
다섯 번의 차가운 공기를 걸러준다.

또한 실내 급기관 배출구 입구에는 결로방지
댐퍼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완충공간이 형성되
며 환기 유닛의 내부온도를 결로점 이상의 온도
로 유지하여 완벽하게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제일테크의 환기용 급기장치는 열손실을 최소
화하는 친환경 환기시스템이다.

남명수 회장은 아파트 이중창에서 특허원리
를 찾았다.그는 “추운 겨울철 아파트 실내 창문
에 성에가 끼지 않는 것은 실외 측 창문과 실내

측 창문 사이에 있는 ‘완충 공간’ 때문”이라며
“차가운 실외 공기와 따뜻한 실내 공기가 직접
만나지 않아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이중 창문에
는 성에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
었다”고 밝혔다.
남회장은환기시설에대한법규나기술정보조

차 없었던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 하나로 국내 최
고의 환기설비 전문 업체를 일궈낸 기업가다. 그
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은 87개
에 달한다. 26년 역사의 제일테크가 밟아온 고단
한세월이자리잡고있다.또한 ‘쾌적한실내환경
의 꿈이 현실로’라는 경영이념으로 “고객에게 늘
최고의품질만을보답할것”이라고전했다.

한편 제일테크는 현재 바닥 열을 이용한 환기
장치 외에 국내 최초로 방화용 내화충전재가 필
요 없는 주방 및 욕실 환기용 건식AD기술을 개
발하여 LH공사, SH공사, 민영건설사 등이 발
주하는 아파트 현장에 납품·시공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donga.com

환기시설 불모지에서 자타공인 실내 환경 선도 기업으로 우뚝

㈜제일테크
특허기술인 환기용 급기장치
이중창 원리로 결로·소음 잡아

남명수 회장

㈜제일테크의 결로방지환기장치.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효일종합상사(대표
최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삶에 밀
접하게 연관돼 있는 펌프를 공급하며 내실 있는
경영을 이어온 강소기업이다. 작년 한 해는 경
기침체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65억 원의 매
출을 올렸으나 올해 목표는 7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1995년 설립된 효일종합상사는 초기 효성 대
리점으로 시작했다가 이듬해 한국그런포스펌프
㈜ 대리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이후 10여 년간
두 회사 펌프를 유통해 오다 2000년 후반부터 그
런포스 제품만 취급하고 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그런포스는 세계에서 펌프를 가장 많이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유명하다.또한 70년 역사를 바
탕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존에기여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효일종합상사에서 공급하는 그런포스 제품들
은 급수 이송용 부스터 펌프와 건물 냉난방용 인
라인 펌프,오·배수 수중펌프 등 30여 가지 품목

이다. 이들 제품은 전국 곳곳의 수많은 아파트
현장과 공공건물을 비롯해 백화점,병원,연구소
및 산업현장에 공급되고 있다.대표적인 납품 실
적은 역삼동 스타타워와 분당 서울대병원, 용산
민자 역사, 강남성모병원,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및 현대41타워 등과 삼성동 아이파크,부산 해운
대 아이파크,현대백화점 무역점 등이다.신속한

납품과 철저한 AS는 효일종합상사가 20년 동안
부침없이성장할수있었던비결이다.

최진구 대표는 “회사 규모는 작지만 동종업
계 최고 수준의 기술·영업 인력을 바탕으로 고
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며 “각종 냉난방시스
템에 최적의 펌프를 제안하고 공급함으로써 정
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
다”고 전했다.

과거 펌프 설계 일을 했던 최 대표는 지인에
게 사업 제안을 받아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의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었다.엔지니어
출신답게 그는 “펌프의 선택 기준은 무엇보다
품질과 내구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고효율·
친환경 펌프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손실 등 향후 직간접적인 비
용을 계산해 득과 실을 따지는 현명한 구매 패
턴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효일종합상
사는 기존의 거래처는 유지하되 향후 빌딩 개·
보수 등 신규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고효율·친환경 펌프 공급깵 에너지 절감에 일조

㈜효일종합상사

최진구 대표

“신뢰받는 택시 브랜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
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택시 256대 전 차량의
일괄도색을 추진 중입니다.승차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인식돼 오던 택시업계의 이미
지를 개선하고 제2의 전성기 도약을 위한 발판
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상운㈜(www.daehantaxi.co.kr) 권영
선 회장은 택시업계에서 ‘대부’로 통한다. 1970
년 운수사업을 시작해 44년이 지난 지금 서울
전체 255개 택시회사 중 단일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택시(256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60여
대의 고속버스를 보유한 ‘새서울고속’도 자매회
사로 두고 있다. 업계 최초로 ‘불친절 시 요금
환불’ 운동을 벌이는 등 ‘친절하고 착한’ 택시회
사 이미지를 구축해 왔던 대한상운에 최근 변화
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 노유동에
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길로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반세기 가까운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옷으로 고객을 끌어안겠다는 전략도 펼
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서울택시 특유의 색상
을 벗고 대한상운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
해 서울시에 차량 도색을 건의한 것. 서울시택
시조합에서도 적극 지지하는 개선사항이 통과
되면 전 차량의 도색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택시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대한상운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회사로도

유명하다. 2011년 ‘서울 택시 품질 평가’에서 압
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난해에는 법인택시 중에 택시 내 습득물 접
수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 선정돼 ‘분실물을 가
장 잘 찾아주는’ 택시회사로 이미지를 굳히기도
했다. 고정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회사 체질도
단단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급 자동차 정비시
스템을 갖춰 차량수리의 99%를 자체 정비시설
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권 회장은 “외주 정비를 거의 하지 않아 고정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인 것과 노사문제가 없을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쓴 것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최대의 규모보
다는 최고의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고객만족
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해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선임되는 등 왕성
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재탄생깵 안심하고 타세요!

대한상운㈜

권영선 회장

“유니폼은 단순한 옷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
다. 유니폼을 통해 조직이나 단체의 특성을 나
타내고 하나 되는 소속감을 느끼니까요.기업들
의 이미지 마케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정체성이 잘 묻어나는 유니폼 디자인과 제작에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나비모드 정호
문 대표는 유니폼 제작 전문가다. 그는 늘 새로
운 유니폼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보
완을 거듭한다.정 대표는 군 제대 후 지인이 창
업한 유니폼 회사에 취직하며 해당 업종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95년 20대 후반에 나비모드를
설립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유니폼 업계
에서 독보적인 아성을 구축하며 확고한 자리매
김을 했다.유니폼 업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기업이다. 지금까지 공공 및 정부 투자기
관, 호텔&리조트, 금융기관 등 수많은 거래처
에 유니폼을 납품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매
년 25% 이상의 꾸준한 매출신장을 달성하며 재
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갈고닦은
노하우와 사업 수완을 인정받은 정 대표는 2012
년부터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
고 있기도 하다.

나비모드의 유니폼은 기능성과 독창성, 심미

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
다. 각각의 개성 있는 매력을 가진 독특하고 실
용적인 유니폼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불황에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나비모드는 현재 국내 세 곳의 공장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에 아웃소싱으로 생산 공장을 운
영하며 원단 선정부터 디자인,제작까지 자체적
으로 소화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높이고 있다.
유니폼은 일반 의류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화가 관
건인 분야다. 기업의 특성과 정서를 잘 나타내
야 하고,직원들의 마음까지도 고려하는 세심함
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나비모드는

제작에 앞서 기업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에도
남다른 공을 들인다.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나비모드는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수집,분
석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
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설립 20주년이 되는 이 회사는 올해를 재도약
의 원년으로 삼아 거래품목을 다변화하고 규모
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나비모드만의 브랜드화
도 정 대표가 유독 힘을 쏟는 부분이다.정 대표
는 “소규모 회사들에 맞는 고급화된 사무복, 작
업복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대리점 개설과 함
께 온·오프라인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손희정 기자 sonhj@donga.com

기업 정체성 잘 나타내주는 고급스러운 유니폼으로 업계 선도

㈜나비모드

정호문 대표

한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대
형 후판 아크릴 생산 기술을 세계에서 4번째
로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진
접읍에 위치한 ㈜코아테크(대표 박재웅·ww
w.acrylic.co.kr)가 바로 그 주인공. 이 회사
는 최근 순수 국내 기술로 투명도가 뛰어나고
생산단가도 낮은 대형 후판 아크릴 생산 기술
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
해오던 단일식 250mm후판 제작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독자적으
로 공기 중 체임버 중합 방식을 개발해 아크릴
두께 편차를 줄이고 중합 성형성의 한계를 극
복했다. 특히 올해는 250mm 대형 후판 아크
릴에 이어 300∼400mm 대형 아크릴(3m×7
m)도 출시할 예정이다. 불모지에서 성공신화
를 이룬 박재웅 코아테크 대표는 “신기술은
여러 개의 패널을 접착해 후판으로 만드는 일
본 방식이 아닌 단 1장으로 투명도가 훨씬 높
고 생산단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

25년간 주경야독으로 각종 외국 자료들을 공
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것이 전무후무한 기
술이 탄생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코아테크는 조만간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을 기점으로 북미, 유럽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이와 관련 올해 5월 열리
는 ‘2015 중국 광저우 국제 플라스틱박람회’
에 참가해 국산 기술력이 총망라된 대형 후판
아크릴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 대표와 코아테
크는 아크릴 대형 후판 히든챔피언으로 국위
를 선양한다는 각오로 오늘도 뛰고 있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대형 후판 아크릴 기술 개발깵 ‘가자! 히든챔피언’

㈜코아테크

박재웅 대표

요즘 광고시장에서 뜨고 있는 분야가 디지
털 간판(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일컫는 ‘디지털 사이니
지(Digital Signage)’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광고, 고객경험을 유도
하여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로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장치를 말한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리드앤(대표 민대
홍·www.readn.co.kr)은 스마트 미디어산업
의 총아로 떠오르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리드앤은 디스플레이 정보장치에 주요 기능

을제어할수있는소프트웨어와해당콘텐츠그
리고 하드웨어의 통합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CC(폐쇄회로)TV상황통제실,비디오월컨트롤
서버(Wall Controll Server), 아쿠아룸 등 종합
적인플랫폼을설계,구축하는것이특징이다.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
디어콘텐츠를직접제작하여DID에게시할수
있는최적의스마트DID솔루션을제공하고있

으며 관공서와 대학,교
육청, 기업체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까지 수많
은 고객사를 둔 이 회사
는 2010년 대한민국 중
소기업혁신기술 대상
수상과 경기도 유망 중
소기업으로선정됐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련된 제어관리 소프

트웨어와 보안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도
병원에서 쓰이는 수술 시연 시스템도 제공하
고 있다. 이밖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관광 안내시스템과 콘텐츠 저작 도구용 소프
트웨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이니지 콘
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민대홍 대표는 “매출액 대비 8∼10%를 연
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얼굴 인식을 이
용한 사이니지용 시청률 조사시스템과 광고
시스템, 카메라 모션 인식기술 등 신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CCTV에서 사이니지 광고서비스까지깵 스마트 DID

㈜리드앤

민대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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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낮경기성남판
교신도시운중동. 판교
신도시를가로질러흐
르는운중천을따라지

상3층짜리건물20여채가들어서있
다. 나름특색있는건물이많다. 이
일대판교신도시의상가주택은올해
로입점 5년째를맞는다. 이가운데
‘서판교카페거리’는주택과점포가
성공적으로정착된곳으로꼽힌다.
판교신도시‘금은고공인’김병진사
장은“매매시세가최대20억원으로
초기투자비용(토지분양가₩건축비
등)보다최고 5억원정도올랐고입
점한상가₩주택의임대수익도안정
적으로발생하는편”이라고말했다.
이 일대 상가주택에 투자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은 연
3% 수준이다. 운중동의한주택(연
면적약400㎡)의경우매매시세가
16억원,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5억
원(2층주택 2채전세금포함)과월
세 300만원 내외다. 박대원 상가정
보연구소장은“판교와 용인₩광교
₩동탄신도시등대부분의상가주택
집지역의임대수익률이연3~5%

정도”라고말했다.
신도시의‘점포겸용단독주택(약

칭상가주택)’의인기가상한가(上
限價)를달리고있다. 위례₩미사강
변등수도권신도시지역입찰에서

도 상가주택 용지(用地)는 잇따라
최고2000대1을넘는경쟁률을기록
했다. ‘상가주택’은보통2층이상은
주거(住居)용으로 쓰면서 1층에는
상가를들여놓는겸용주택을말한
다. 신도시에서는대로변대형점포
건물뒤편등에 집돼있다. ‘주거’
와‘수익’의두마리토끼를잡는매
력으로투자자들의만족도가높다. 
◇주거와收益 동시달성하는매력
상가주택의임대료수익률은일반

충북 청주에 사는 주부 윤모(61)
씨는이달중순제일모직공모주청
약에대비해현금을최대한 어모
으고있다. 윤씨는지난달삼성SDS
공모주에 청약해 17주를 배정받은
뒤상장즉시되팔아300만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윤씨는
“요즘 같은 때 공모주만큼 짧은 기
간에확실한수익을낼수있는투자
처가 어디 있느냐”면서“자녀들이
가진현금까지합쳐제일모직공모
에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
올해마지막 IPO(기업공개) 대어

적인수익형부동산의기대수익률
(연 6%)보다 낮다. 하지만 10억원
정도를들여쾌적한신도시에주거
를하면서월300만원정도의수입까
지생기기때문에목돈이있는은퇴
생활자에게는최적의상품이라는평
가다. 비슷한가격대의아파트와비
교하면수익률3%가‘덤’으로붙는
셈이다. 판교‘베스트공인’홍 길
사장은“50대이상여유계층이서울
강남권에서중대형아파트에살다가
쾌적하고조용한곳을찾아이곳으
로오는경우가많다”며“집주인대
부분이실제거주하고있어매물은
거의없는편”이라고말했다.
실제로 신도시의 상가주택 용지

는인기가치솟고있다. 위례신도시
의경우올8월말45개필지청약신
청을 받은 결과 평균 390대1, 최고

로 꼽히는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
거워지고 있다. 삼성SDS와 마찬가
지로오너일가의지분율이높아지
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 이번
에 상장되는 제일모직의 전신은 삼
성에버랜드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9월구제일모직의패션부문
을인수한뒤지난 7월사명을삼성
에버랜드에서제일모직으로바꾸었
다. 상장이후지분율은이재용삼성
전자 부회장이 23.24%, 이부진₩이

27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토지에는 2억원에서 최대 4억원까
지웃돈이붙어있는것으로알려졌
다. 미사강변도시에서도 지난달 25
일 96필지가 평균 146대1, 최고
2674대1에마감됐다.
◇청약過熱로수익률기대못미칠
수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가주

택용지는시세차익을목적으로입
찰하는 수요가 많아져 과열 양상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상가주택 용지
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아니라 신청
예약금(3000만원 내외)을 낸 청약
자 중에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되
기때문에투자위험도거의없어투
기수요가많이몰린다. 
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대표는

“위례신도시상가주택용지를현재

서현사장이각각 7.75% 등이다.
KTB투자증권은 2일“제일모직

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부각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7만원으
로제시했다. 키움증권은“그룹3세
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
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증대가필수적”이라며목표주
가를 9만1000원으로제시했다. 
제일모직의공모가예상범위는 4

만5000~5만3000원으로, 3~4일수요
예측을거쳐공모가가최종확정된
다. 이어10~11일일반투자자를대상
으로공모신청을받은뒤18일쯤상
장할예정이다. 윤주헌기자

시세대로 웃돈을 주고 사들여 임대
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2%대”라며
“직접당첨된경우가아니면투자용
으로권하기어렵다”고말했다.
상가주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주의사항도많다. 우선상가주택은
토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가
이상으로 전매(轉賣)하는 것이 불
법이다. 일반상가와달리주차시설
이 부족해 외부 유동인구를 끌어들
이는데한계가있다. 박원갑국민은
행부동산전문위원은“카페거리처
럼특색있는점포들로꾸미기가쉽
지않고상권형성에오랜시간이걸
릴 수 있는 것이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판교=한상혁기자

궦住居₩수익두마리토끼궧 商街주택인기상한가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이
활기를띠고있다. 계기는올8월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부인펑
리위안여사의방한이었다. 당시
펑여사가국내업체의클렌징기
기(얼굴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
해주는 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우커(遊客₩중국
인 관광객)를 비롯한 국내외 소
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수요가
급증하고있다.
국내중저가화장품브랜드토

니모리는“펑리위안여사가올8
월우리회사가만든‘진동클렌
저’를샀다는사실이소문나면서
요우커를 중심으로 제품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올 11월 한 달
에만 1만여개가 팔린 것을 비롯
해 올 하반기에 4만여개가 판매
됐다”고밝혔다.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잇달아

관련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아
모레퍼시픽은 최근 얼굴에 브러
시를갖다대면빠른진동으로얼
굴모공속노폐물을제거해주는
‘메이크온’제품을 출시했다.
9~10월두달만에올하반기판

매예정물량을모두소진했고지
난달 면세점 매출은 전월(前月)
대비 40% 정도늘었다.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출시한

‘튠에이지’는하반기들어판매
량이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만개
판매(누적기준)를돌파했다. 보
통10만~20만원대의고가(高價)
제품인클렌징기기가인기를끄
는 이유는 진동기기와 브러시를
사용해미세먼지, 황사처럼피부
에유해한대기오염물질을손으
로씻을때보다더깨끗이닦아낼
수있기때문이다. 
화장품업계관계자들은“지난

해 800억원대 던 가정용 미용
기기시장규모가올해1000억원
을넘길것”이라고말했다.

홍원상기자

펑리위안도샀다‐진동클렌저전쟁

위치 필지수 평균
경쟁률

최고
경쟁률

미사강변도시 96필지 146대1 2674대1

위례신도시 45필지 390대1 2746대1

시흥목감지구 37필지 67대1 519대1

위치 필지수 면적 분양가

파주
교하지구

15필지 250~416㎡ 1억3000만~
5억3000만원

양주
옥정지구

83필지 250~416㎡ 3억5000만~
6억7000만원

수도권 주요‘점포 겸용 단독주택’
用地 입찰경쟁률

올해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수도권
내‘점포겸용단독주택’用地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연정객원기자

크리스마스에어울리는아이스크림 2일오전서울소공동플라자호텔에서모델들이오는 25일크리스마스를앞두고출시된 20
가지종류의배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을소개하고있다.

판교카페거리年3% 수익률

쾌적한환경에만족도높아

위례신도시상가주택용지

평균390대1 경쟁‐억대웃돈

시세차익목적투자엔부적절

한국야쿠르트는레드
비트₩우엉₩칡₩더덕₩연
근 등 15가지 뿌리채소
를담은‘하루야채뿌리
채소’를 출시했다고 2
일밝혔다. 한병(200mL)으로하루
야채권장량(350g)을 맞출 수 있는
데다 면역력 증진, 원기회복, 독소
배출 등에 좋아 겨울철 건강관리에
적합하다. 채승범 마케팅부문장은
“다양한뿌리채소를원재료로사용
한과채주스로는국내최초”라고말
했다. 조재희기자

현대₩기아차와한국GM 등자동차
업계가연말할인경쟁에돌입했다.
기아차는 12월한달간중형세단

‘K5 하이브리드’를400만원할인판
매한다고 2일밝혔다. ‘K3₩K5₩K7’
가솔린모델을구입할경우기아차
가취득세(7%)를대신내준다. 브랜
드와상관없이5년이상된자동차를
갖고있는소비자가이달 15일이전
에차를사면차값을최대70만원더
깎아준다. 현대차는 신차인‘LF쏘
나타’와‘제네시스’를각각50만원,
55만원현금할인한다.

한국GM은 12월 차종별로 최대
200만원의현금할인을해준다. 준대
형‘알페온’은할인폭이최대250만
원, SUV ‘캡티바’는220만원, ‘말리
부’와‘올란도’는190만원이다. 3년
이상된자동차를가진소비자가차
를바꿀때는30만원추가할인한다.
르노삼성도‘SM3 네오’를 30만

원 할인하며 쌍용차는‘체어맨W’
‘렉스턴W’‘코란도 투리스모’를
구매하는소비자에게 4륜구동시스
템을무상(無償)으로달아준다.

정한국기자

10만~20만원高價에도불티

아모레₩LG도신제품출시

<시진핑주석부인>

궦겨울철건강관리에좋아요궧

국내첫뿌리채소원료주스

궦올해마지막大魚궧 제일모직공모뜨거운관심

궦연내굯 바꾸면많이깎아드립니다궧

공모가5만원안팎‐최고목표가는9만1000원

왼쪽부터 토니모리 궨돌풍 포어 프레쉬
진동클렌저궩, 아모레퍼시픽 궨메이크온
클렌징인핸서궩, LG생활건강 궨튠에이지
클렌징브러쉬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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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특수 아크릴 제작·가공 업체 ‘코아테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코아테크. 1982년 대명물산으로 출발해 아크릴 가공을 시작했다. 수족관, 대형 수

족관, 임베드먼트, 정밀 아크릴, 아크릴 특수 가공과 접착제, 아크릴 가구를 개발해 왔다. 

코아테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250㎜ 대형 후판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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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제조실의 전경사진.

코아테크가 가공한 아크릴 가공사례. 특수 아크릴로 정교하게 가공한 것이 제품의 특징.

250㎜ 후판아크릴 생산기술 전세계서 네 번째 개발 ‘성과’

25년간 연구개발 결실… 아크릴과 관련된 모든 것 ‘석권’

국내 넘어 해외시장 진출 목표… 세계적 아크릴기업 도약 포부 

아크릴은 유리보다 투명도가 높고, 자유자재로 성형이 가능하며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된다.

또 아크릴은 대형 수족관에도 활용되는데, 수압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고, 특수 제작된 대형 후판아크릴

만이 사용된다. 대형 후반아크릴은 제작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제작하는 곳이 없을 정도다. 

또 국내서는 자체 기술력이 아예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크릴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가공하는

코아테크가 대형 후판아크릴을 생산해 이목을 끈다. 

코아테크(대표 박재웅)는 순수 국내 기술로 투명도가 뛰어나고 생산단가도 수입제품보다 저렴한 대형 후판아크릴 생

산기술을 개발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입 해오던 단일식 250㎜ 후판아크릴 제작에 성공하며 독

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한 것.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자사만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바로 공기 중 체임버 중합 방식을 개발해 아크릴 두께 편차를 줄

이고 중합 성형성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코아테크 박재웅 대표는 “현재 국내에 도입된 일본의 아크릴 제조기술은 두께 50mm가 한계”라며 “또한 일본의 방식

은 여러개의 패널을 접착해 후판으로 만드는 방식인데 우리가 개발한 방식은 단 1장으로 250㎜ 두께의 후판아크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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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으로 투명도가 훨씬 높고 생산단가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후판아크릴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25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5년간 주경야독으로 외국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자사만의 제작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후판아크릴은 수평캐스팅 제작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직캐스팅 방식에 비해 아크릴의 두께 편차가 적다. 또한 탁

월한 투명성과 높은 분자량으로 내후성이 좋고 UV 안정성, 가공이나 열 성형 또는 다양한 형태 가공이 가능한 것이 특

징이다.

내충격성이 유리의 17배, 콘크리트의 4배 이상으로 어도 관찰창이나 대형 관람창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건

물의 외부 창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실험용 연구기구, 투명도가 요구되는 산업용 및 군사용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박 대표는 “조만간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을 기점으로 북미, 유럽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면서 “올해 5

월 열리는 ‘2015 중국 광저우 국제 플라스틱박람회’에 참가해 국산 기술력이 총망라된 대형 후판 아크릴을 공개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아테크에서 대형 후판 생산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내에 약 30여 기업뿐인 히든 챔피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에 도전하겠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아크릴 기업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코아테크는 250㎜ 대형 후판아크릴에 이어 크기 3×7m 사이즈, 두께 300~400㎜ 대형아크릴을 출시할 예정이

다. 

 (이색아크릴 가공사례) 현대카드 트레블라이브러리에 설치된 아크릴책장

청담동에 위치한 현대카드 트레블라이브러리 로비에 가면 아크릴로 된 책장을 만나볼 수 있다. 
코아테크가 지난해 제작해 설치한 아크릴 책장으로 3×5m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책장이다. 외관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해 눈길
이 간다. 아크릴 특유의 투명함과 깔끔함으로 내부가 더욱 고급스럽게 보인다. 

김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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