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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젠, 업계최초친환경바이오인식제품개발

유럽연합이 올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에 한 EU 경제

권 역내 판매를 금지하는‘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 전기ㆍ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문인식 전문기업 니트젠(www.nitgen.com, 표 배 훈)은‘RoHS’지침에 따라 지

문인식 모듈(센서와 보드 일체형) 보드에 부품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던 납 신 무연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니트젠은 상반기 내 출시될 신제품인 보급형 출입 통제기

에도 위와 같이‘RoHS’에 응하는 제품을 적용할 예정이며, 5월 8일부터~11일까지

국 버밍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 보안전문전시회‘IFSEC 2006’에서 유럽지역에

그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레인콤, ‘아이리버E10’출시

휴 형 멀티미디어기기 업체인

레인콤(www.reigncom.com,

표 양덕준)은 지난 4월 15일

홍콩에서 열린‘차이나 소싱 페

어 2006’에 신제품 멀티미디어

기기‘아이리버 E10’을 선보여

이를 4월 말 출시했다. 

6GB 하드디스크 타입인 아이리버 E10은 1.5인치 컬러 TFT-LCD 화면에

1500곡의 음악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저장용량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음악파일 재생 외에도 동 상 재생, FM 라디오, 플래시 게임, 음성녹음,

이미지뷰어(슬라이드 쇼 포함) 기능을 갖췄다. 또한, 기기 전면부에 있는

4개의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메뉴를 선택해 작동하는 단순하고 편리한 유

저 인터페이스(UI)를 채택했다. 

또한 아이리버 E10에는 TV 리모컨과 기능성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TV 리모컨으로 활용할 경우 원격으로 TV의 전

원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채널 및 음량 조절을 할 수 있다. 단, TV 사양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뇌파를 이용한 기능성 음악서비스인‘비타민’은 유저들이 한결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타민’은 마

음을 편안히 해주고 활발한 두뇌활동을 도와주는 음악과 명상으로 구성

된 웰빙 콘텐츠 서비스다. 

출력은 좌우 합쳐서 36mW(16Ω 기준)이며 전송속도 USB 2.0을 채택해

초고속 데이터 전송(곡당 3~4초)이 가능하다. MP3플레이어, WMA, ASF

를 비롯해 OGG파일(최고 음질인 Q10까지) 등 다양한 사운드코덱을 지원

한다. 사이즈는 45×96×14(m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며 무게는 76g이

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로 완충 시 3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색상은 검

은색과 흰색 두 종류이다. 

화인SPN, 국내최초로세계적수준의 IGBT 전력모듈개발

전력용 반도체 기술 분야의 선도기

업인화인SPN(www.finespn.com, 

표 안성근)은 세계적 수준의 성

능을 자랑하는 600V 75A, 150A,

200A, 400A급 IGBT 모듈 4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

다. 화인SPN이 이번에 개발한

IGBT 모듈은 IGBT의 중요한 사양 중의 하나인 Vce(sat)가 1.5V인 제품으

로, 세계적 선도 기업의 최첨단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것이

다. 기존 IGBT 모듈과 비교할 때 에너지 손실을 25%에서 50% 이상 개선

할 수 있으며, 스위칭 속도 또한 빨라 고속 기기에 응용할 수 있는 차세

첨단 전력용 반도체 모듈 제품이다. 

화인SPN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IT사업 중 하나인‘분산 발

전 및 산업용 인버터 응용을 위한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의 참여기

업으로서 이번에 개발한 IGBT 모듈 4종은 이 사업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

이다. 

이번 제품개발 사업의 주관인 LS산전의 권봉현 이사는“화인SPN이 계획

보다 앞당겨 세계적 수준의 제품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전력용 반도

체의 국산화는 물론 추가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

으로 기 된다”고 말했다. 

화인SPN의 김경수 부사장은“전력용 반도체는 디지털 사회의 에너지 요

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까지의 국내 기술로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

다”며“전력 IT사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지원과 LS산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번 제품개발을 앞당기게 했다”고 덧

붙 다.

화인SPN의 IGBT 모듈 4종은 현재 상용화가 가능하며, 산업용 인버터, 

전력 모터 구동기기, 용접기 업체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언어과학, 신개념언어학습의場‘언어닷컴’오픈

언어교육 전문기업 언어과학(www.eoneo.co.kr, 표 정도

상)은 자사의 언어학습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언어학습 사이

트‘언어닷컴(www.eoneo.com)’을 오픈했다. 

신개념 언어학습의 場 언어닷컴은‘언어, 사람 그리고 교육’

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한자학습 콘텐츠‘뿌리한자’, 어

학습 콘텐츠‘뿌리 어’가 각각 추가되었으며, 언어에 한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뿌리한자는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자에 한 기본 학습과 쓰

기 연습이 가능한 온라인 한자 학습 콘텐츠로, 모의고사 시스

템을 통해 스스로 한자 실력을 진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한자를 이용한 게임을 개발

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도상 표는“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문화가 녹아 있다”며“언어닷컴을 작게는

언어, 크게는 우주를 담고 있는 사이트로 만들어갈 계획”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Venture
Focus

이안테크놀로지, ‘태양光전력다중모니터링’기술개발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력변환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 벤처기업인 이안

테크놀로지(www.eahntech.com, 

표 박수식)는 최근 체에너지 보급

에 필수적인 양방향 전력 무선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의 모니터링 설비는 태양광 발전

전력량만을 모니터링해 건물의 체

에너지 비율 산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유선장비 운 에 따른 설치

및 유지ㆍ보수 부분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태양광 발전전력량, 한전전력량, 부하전력량뿐만 아니라 전

력과 관련된 많은 정보(전압, 전류 등)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전력품질 향상은 물론,

전력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후 원인 규명도 가능하게 되었

다. 

또한 국제 표준기술인 지그비 통신을 채택하여 무선 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1km 이내의 다중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그비 통신은 저속 전송속

도를 갖는 홈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기술로서 버튼 하나로 집

안 어느 곳에서나 전등 제어 및 홈 보안 시스템, VCR 전원 등을 컨트롤할 수 있

다. 

이안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고주파 절연변압기 방식의 태양광 인버터는 기존 저주파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변압기 무게를 20% 이하로 줄 다. 또한 기존방식의 절반

이하 가격 로 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수입 체효과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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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국산화는 물론 추가적인 기술개발 활동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

으로 기 된다”고 말했다. 

화인SPN의 김경수 부사장은“전력용 반도체는 디지털 사회의 에너지 요

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까지의 국내 기술로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

다”며“전력 IT사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지원과 LS산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번 제품개발을 앞당기게 했다”고 덧

붙 다.

화인SPN의 IGBT 모듈 4종은 현재 상용화가 가능하며, 산업용 인버터, 

전력 모터 구동기기, 용접기 업체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언어과학, 신개념언어학습의場‘언어닷컴’오픈

언어교육 전문기업 언어과학(www.eoneo.co.kr, 표 정도

상)은 자사의 언어학습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언어학습 사이

트‘언어닷컴(www.eoneo.com)’을 오픈했다. 

신개념 언어학습의 場 언어닷컴은‘언어, 사람 그리고 교육’

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한자학습 콘텐츠‘뿌리한자’, 어

학습 콘텐츠‘뿌리 어’가 각각 추가되었으며, 언어에 한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 

뿌리한자는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자에 한 기본 학습과 쓰

기 연습이 가능한 온라인 한자 학습 콘텐츠로, 모의고사 시스

템을 통해 스스로 한자 실력을 진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한자를 이용한 게임을 개발

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도상 표는“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문화가 녹아 있다”며“언어닷컴을 작게는

언어, 크게는 우주를 담고 있는 사이트로 만들어갈 계획”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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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테크놀로지, ‘태양光전력다중모니터링’기술개발

태양광 발전 분야의 전력변환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 벤처기업인 이안

테크놀로지(www.eahntech.com, 

표 박수식)는 최근 체에너지 보급

에 필수적인 양방향 전력 무선 모니

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의 모니터링 설비는 태양광 발전

전력량만을 모니터링해 건물의 체

에너지 비율 산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유선장비 운 에 따른 설치

및 유지ㆍ보수 부분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태양광 발전전력량, 한전전력량, 부하전력량뿐만 아니라 전

력과 관련된 많은 정보(전압, 전류 등)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전력품질 향상은 물론,

전력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후 원인 규명도 가능하게 되었

다. 

또한 국제 표준기술인 지그비 통신을 채택하여 무선 통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1km 이내의 다중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지그비 통신은 저속 전송속

도를 갖는 홈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기술로서 버튼 하나로 집

안 어느 곳에서나 전등 제어 및 홈 보안 시스템, VCR 전원 등을 컨트롤할 수 있

다. 

이안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고주파 절연변압기 방식의 태양광 인버터는 기존 저주파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변압기 무게를 20% 이하로 줄 다. 또한 기존방식의 절반

이하 가격 로 생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수입 체효과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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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엔와이티지, 한성엘컴텍ERP 프로젝트수주

IT전문회사 인성정보(www.insunginfo.co.kr, 표 원종윤)와 ERP 컨설팅 전문회사인 엔와이티지

(www.nytg.co.kr, 표 오 수)는 한성엘컴텍(www.hselcomtec.com, 표 한완수)과 10억원 규모의 통합

정보시스템(ERP 및 그룹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성정보와 엔와이티지의 컨소시엄으로 생산, 무역, 회계, 인사, 경 관리 등에 걸쳐 IT 인

프라를 통합ㆍ재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ERP 솔루션‘ERP-Plus’는 인성정

보가 1997년 미국에서 도입하여 엔와이티지와 함께국내산업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시킨 솔루션이다.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에는 부문별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상주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한다. 컨설턴트는 주

기적으로 시스템 운 을 평가해 경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엘컴텍은 ERP 구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관리

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휴 폰,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응할 계획이다. 한성엘컴텍 고호석 표는“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ERP를 구축함으

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혁신을 통해 비용절감과 업무 생산성을 극 화함으로써 로벌 기업으로의 질적 발전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ERP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혔다. 

엔와이티지 오 수 표는“IT 자원 활용을 극 화하고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앞으로 기술력과 시장선도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확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공급계약
벤처와일반기업이만나시너지효과극 화

Venture
Focus

옴니텔, 하나로텔레콤에‘브레인닥터’서비스제공

모바일방송및콘텐츠전문업체인옴니텔(www.omnitel.co.kr, 표김형렬)은하

나로텔레콤의헬스케어서비스인‘하나포스홈닥터’에두뇌건강기능성음악스트

리밍서비스인‘브레인닥터’를4월부터제공했다고밝혔다. 

브레인닥터서비스는두뇌를건강하게해주는음악, 자연의소리, 뇌파를발생시

켜주는바이노럴비트(Binaural Beat)로구성되어음악을통해심리적인안정

감을주고창조적인두뇌활동을도와주는서비스이다. 스트레스해소와기분전

환, 피로회복과집중력강화를도와주는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 아울러전문

심리치료사의상담을받을수있는1 1 전문가상담서비스도제공한다.

‘하나포스 홈닥터’서비스는 전화 및 인터넷(homedoctor.hanafos.com)을

통해365일 1 1 전문의상담은물론, 진료예약까지도가능한가족주치의개념의

부가서비스이다. 백병원, 서울 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80여 개 의료기관

과네트워크를구축해다양한의료혜택과최신의료정보를제공한다. 

옴니텔담당자는“브레인닥터서비스의제공으로하나로텔레콤의홈닥터서비스

가신체건강뿐만아니라두뇌건강까지도제공해주는통합헬스케어서비스가될

것으로기 된다”며, “브레인닥터서비스의보강을위해다양하고유익한콘텐츠

를지속적으로기획, 개발함은물론독자적인서비스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

다.

코리아와이즈넛, 인터넷쇼핑몰전용검색사업수주활발

통합검색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코리아와이즈넛(www.wisenut.co.kr, 표 박재호)이 동 문닷컴과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에스에프원 머큐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 문닷컴 관계자는“쇼핑몰은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검색 자체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뿐만 아니라 고

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얼만큼 신속하게 편리성을 제공하며 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코리아와이즈

넛의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코리아와이즈넛은 면세점 분야 1위 기업인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도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으로 에스에프원 머큐리

를 도입하기로 결정되는 등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코리아와이즈넛의 업 표 박재형 이사는“최근에는 오픈마켓 및 전문 쇼핑몰이 상품 지식검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는 추세”라며“에스에프원 머큐리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니즈와 편의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편리성을 꾀하고자 하는 쇼핑몰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 다. 

렉스진바이오텍, 남양유업에특허원료공급

렉스진바이오텍(www.rexgenebio.co.kr, 표 권석형)은 남양유업에 자사의 특허 원료인 GP-C(Growth Protein-

Colostrum)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GP-C는 렉스진바이오텍이 특허를 받은 성장촉진용 식품조성물로 현

재 이 원료는 남양유업의 우유제품‘뼈건강연구소206’과 분유제품‘I am Mother’에 첨가돼 시판 중이다. 

이번 계약으로 남양유업은 GP-C에 해 유가공품,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제조에 있어 원료독점권을 갖게 됐다. 반

면 렉스진바이오텍은 독점사용품목을 제외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GP-C를 공동 사

용할 수 있다. 렉스진바이오텍은 이를 통해 건강식품원료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VK, 한반도닮은‘빅토리폰’온라인마케팅본격돌입

연초 8.8mm 초슬림 휴 폰 VK-X100을 출시하며 휴 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브이케이

(www.vkmobile.com, 표 이철상)가 VK-X100의 돌풍을 이어갈‘빅토리폰’VK700C의 출시에 맞

춰‘빅토리 코리아’를 콘셉트로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빅토리 코리아는 올해 한

국축구 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연상시키는 곡선 디자인에서 착안한 VK700C의

애칭 빅토리폰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콘셉트이다. 이미 버스 및 지하철 광

고를 진행하고 있는 VK는‘토고가 꼬리를 내렸다’, ‘스위스가 겁먹었다’그리고‘프랑스가 기죽었다’

등의 기발한 광고를 통해 높아진 VK700C에 한 관심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VK는 빅토리폰 홍보를 위해 별도의 사이트인‘VK존(vkzone.vkmobile.com)’을 오픈하고 자체 제작한‘빅토리 송’을 선보이며 VK의 주요 고객인 20

젊은이들을 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액정만 올라가는 제품의 특징을 활용한‘스크린 업앤다운(Screen up&down)’이벤트는 젊

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DDR게임을 연상케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빅토리폰의 액정 화면을‘빅토리 코리아’가 연상되는 이미지로 꾸며주는‘빅토리 코리아 갤러리’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갤러리에는 2002년

의 감동을 전해주는 당시 사진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꼭짓점 댄스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가 올라와 한국축구 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으며 참

가자 중 추첨을 통해 VK700C 3 와 닌텐도 미니 게임기인 NSD 5 를 제공한다. 

VK 전략마케팅팀 김정석 이사는“이번 온라인 마케팅은 한반도를 연상시키는 제품의 특성과 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기적인 특수성을 살려

VK700C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된 것으로 VK의 인지도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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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엔와이티지, 한성엘컴텍ERP 프로젝트수주

IT전문회사 인성정보(www.insunginfo.co.kr, 표 원종윤)와 ERP 컨설팅 전문회사인 엔와이티지

(www.nytg.co.kr, 표 오 수)는 한성엘컴텍(www.hselcomtec.com, 표 한완수)과 10억원 규모의 통합

정보시스템(ERP 및 그룹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성정보와 엔와이티지의 컨소시엄으로 생산, 무역, 회계, 인사, 경 관리 등에 걸쳐 IT 인

프라를 통합ㆍ재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ERP 솔루션‘ERP-Plus’는 인성정

보가 1997년 미국에서 도입하여 엔와이티지와 함께국내산업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시킨 솔루션이다.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에는 부문별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상주하며 시스템 안정화를 지원한다. 컨설턴트는 주

기적으로 시스템 운 을 평가해 경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엘컴텍은 ERP 구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관리

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휴 폰, 반도체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응할 계획이다. 한성엘컴텍 고호석 표는“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ERP를 구축함으

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혁신을 통해 비용절감과 업무 생산성을 극 화함으로써 로벌 기업으로의 질적 발전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ERP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혔다. 

엔와이티지 오 수 표는“IT 자원 활용을 극 화하고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앞으로 기술력과 시장선도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확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공급계약
벤처와일반기업이만나시너지효과극 화

Venture
Focus

옴니텔, 하나로텔레콤에‘브레인닥터’서비스제공

모바일방송및콘텐츠전문업체인옴니텔(www.omnitel.co.kr, 표김형렬)은하

나로텔레콤의헬스케어서비스인‘하나포스홈닥터’에두뇌건강기능성음악스트

리밍서비스인‘브레인닥터’를4월부터제공했다고밝혔다. 

브레인닥터서비스는두뇌를건강하게해주는음악, 자연의소리, 뇌파를발생시

켜주는바이노럴비트(Binaural Beat)로구성되어음악을통해심리적인안정

감을주고창조적인두뇌활동을도와주는서비스이다. 스트레스해소와기분전

환, 피로회복과집중력강화를도와주는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 아울러전문

심리치료사의상담을받을수있는1 1 전문가상담서비스도제공한다.

‘하나포스 홈닥터’서비스는 전화 및 인터넷(homedoctor.hanafos.com)을

통해365일 1 1 전문의상담은물론, 진료예약까지도가능한가족주치의개념의

부가서비스이다. 백병원, 서울 학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80여 개 의료기관

과네트워크를구축해다양한의료혜택과최신의료정보를제공한다. 

옴니텔담당자는“브레인닥터서비스의제공으로하나로텔레콤의홈닥터서비스

가신체건강뿐만아니라두뇌건강까지도제공해주는통합헬스케어서비스가될

것으로기 된다”며, “브레인닥터서비스의보강을위해다양하고유익한콘텐츠

를지속적으로기획, 개발함은물론독자적인서비스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

다.

코리아와이즈넛, 인터넷쇼핑몰전용검색사업수주활발

통합검색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코리아와이즈넛(www.wisenut.co.kr, 표 박재호)이 동 문닷컴과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에스에프원 머큐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 문닷컴 관계자는“쇼핑몰은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검색 자체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뿐만 아니라 고

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얼만큼 신속하게 편리성을 제공하며 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코리아와이즈

넛의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코리아와이즈넛은 면세점 분야 1위 기업인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도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으로 에스에프원 머큐리

를 도입하기로 결정되는 등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몰 전용 검색엔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코리아와이즈넛의 업 표 박재형 이사는“최근에는 오픈마켓 및 전문 쇼핑몰이 상품 지식검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

는 추세”라며“에스에프원 머큐리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니즈와 편의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편리성을 꾀하고자 하는 쇼핑몰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 다. 

렉스진바이오텍, 남양유업에특허원료공급

렉스진바이오텍(www.rexgenebio.co.kr, 표 권석형)은 남양유업에 자사의 특허 원료인 GP-C(Growth Protein-

Colostrum)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GP-C는 렉스진바이오텍이 특허를 받은 성장촉진용 식품조성물로 현

재 이 원료는 남양유업의 우유제품‘뼈건강연구소206’과 분유제품‘I am Mother’에 첨가돼 시판 중이다. 

이번 계약으로 남양유업은 GP-C에 해 유가공품,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제조에 있어 원료독점권을 갖게 됐다. 반

면 렉스진바이오텍은 독점사용품목을 제외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GP-C를 공동 사

용할 수 있다. 렉스진바이오텍은 이를 통해 건강식품원료시장 진출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VK, 한반도닮은‘빅토리폰’온라인마케팅본격돌입

연초 8.8mm 초슬림 휴 폰 VK-X100을 출시하며 휴 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브이케이

(www.vkmobile.com, 표 이철상)가 VK-X100의 돌풍을 이어갈‘빅토리폰’VK700C의 출시에 맞

춰‘빅토리 코리아’를 콘셉트로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빅토리 코리아는 올해 한

국축구 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연상시키는 곡선 디자인에서 착안한 VK700C의

애칭 빅토리폰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콘셉트이다. 이미 버스 및 지하철 광

고를 진행하고 있는 VK는‘토고가 꼬리를 내렸다’, ‘스위스가 겁먹었다’그리고‘프랑스가 기죽었다’

등의 기발한 광고를 통해 높아진 VK700C에 한 관심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VK는 빅토리폰 홍보를 위해 별도의 사이트인‘VK존(vkzone.vkmobile.com)’을 오픈하고 자체 제작한‘빅토리 송’을 선보이며 VK의 주요 고객인 20

젊은이들을 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액정만 올라가는 제품의 특징을 활용한‘스크린 업앤다운(Screen up&down)’이벤트는 젊

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DDR게임을 연상케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빅토리폰의 액정 화면을‘빅토리 코리아’가 연상되는 이미지로 꾸며주는‘빅토리 코리아 갤러리’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갤러리에는 2002년

의 감동을 전해주는 당시 사진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꼭짓점 댄스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가 올라와 한국축구 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으며 참

가자 중 추첨을 통해 VK700C 3 와 닌텐도 미니 게임기인 NSD 5 를 제공한다. 

VK 전략마케팅팀 김정석 이사는“이번 온라인 마케팅은 한반도를 연상시키는 제품의 특성과 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기적인 특수성을 살려

VK700C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된 것으로 VK의 인지도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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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소프트, 수익원다변화및내실성장에중점

무선인터넷솔루션 개발업체인 신

지소프트(www.sinjisoft.com, 

표 최충엽)는 2006년 사업계획

에서 올 매출액은 전년 비 7%

증가한 140억원, 경상이익은 전

년 비 112% 증가한 25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

소프트는 2006년은 회사의 외형

확 보다는 수익원 다변화와 지

속적인 내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5년에 투

자한 신규사업 부문의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말했다. 

한편 신지소프트의 2005년 총 매출 중 핵심 제품인 GNEX의 공급 매출과

신규 수익원으로 부상한 단말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의 매출 비율이 57:43의

비율을이루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신지소프트는 해외 제조사에 한 단말 S/W 공급과 자사

버추얼머신(VM)의 MP3플레이어, PMP, 게임단말기 등 적용 단말기의 확

를 통해 단말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말 소프트웨어 부

문의 매출 추이도 2003년 16억원, 2004년 45억원, 2005년 56억원으로 가

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을받고있다. 

신지소프트 최충엽 표는“2004년 비 2005년 경상이익이 감소한 것은

지분법 평가손실 및 신규사업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신

규사업 관련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은신지소프트의제2의성장기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

조현정재단, 장학생12명선발하고장학증서수여

비트컴퓨터(www.bit.co.kr) 조현정 표가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조현정 재단’이 제 8기 장학생 12명을 선발하고 지난 4월 1일, 비트컴퓨터

멀티미디어관에서장학증서수여식과장학생전체모임을가졌다.

장학생 선발은‘금연을 약속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올해 장학

생 선발은 조현정 표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부모님의 벤처사

업실패로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까지수혜의폭을넓혀신청을받아선

발했다.

매년 고등학교 2학년을 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 2학년을 이수할 때까지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조현정 표는“인재를육성하는데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끊임없는관

심과 지원”이라면서“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해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인재

를육성하겠다는의지를반 한것”이라고밝혔다.

조현정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하여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장기적으로사회의엘리트를양성할계획이다. 

미래산전, 네덜런드암스테르담

Intertraffic 전시회에서3천만불

수출계약

세계 최 규모의 도로교통 박람회인‘2006 암

스테르담 Intertraffic 전시회’에 참가한 주차관제

시스템 전문기업 미래산전(www.misco21.com,

표 최천우)이 미국 주차관제시장 1위 업체와

내년 말까지 최소 3000만불 규모의 주차관제시

스템을수출하는독점계약을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선진기업인 독일의 S&B와

ASYTEC, 스위스의 ASCOMM , 오스트리아의

SKIDATA 등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온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

로 공인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산전은 이번

전시회에 기존 주차관제 제품과 IT기술을 접목

한 통합네트워크 무인주차시스템과, 선불식 주

차시스템인 Pay & Display 시스템 등을 선보여

전시회 관계자와 참관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

았다. 

박람회에 참여한 최천우 표는“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만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바

이어들이 샘플을 앞다투어 주문하는 등 독점

리점권을 받기를 원해 추가 계약이 성사될 가능

성이높다”고밝혔다.

예당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태국상륙

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이 중국, 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명실공히 아시아 최

고의 인기 게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게임회사 예당온라인(www.yedangonline.co.kr, 표 김남철)은

자사가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이

아시아소프트(www.asiasoft.co.th 표 셔먼 탄)를 통해 태국에

진출한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예당온라인의 해외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태국 수출은 계약금 15만불에 전

체 매출의 21%를 로열티로 받게 되며, 더불어 매출이 100만불을 넘어서면 별도로 10만불의 추가 개

런티가 지급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예당온라인 해외마케팅팀의 박재우 팀장은“오디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브라질과의 계약

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서비스되는 로벌 게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디션’은

현재 국내에서만 동시접속자 2만명에 월 매출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인기몰이 중이다. 

한편, 예당온라인은 지난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명을‘이모션’에서‘예당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2006년 본격적인 로벌 게임 기업으로서 출발을 알렸다. 

주성엔지니어링,‘특허왕’등극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두드러진 특허 취득 실적을 보인 가운데 주성엔지니어링(http://221.163.10.3/kor/, 표 황철주)이

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특허 취득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418

개 법인이 특허 취득 공시를 했으며, 전체 건수는 27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 225개 법인이 770건의 특허 공

시를 해 역 최고 건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비 63건이 늘어난 250건을 기록해 분기별 최다 특허 취

득 기록을 나타냈다. 

업종별 비교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특허 취득이 가장 많았다. 2001년 이후 반도체 업종은 총 634개 특허를 취득해 전체

22.79%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기계장비(11.72%), 통신장비(10.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LCD 장비 제조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특허취득 건수가 170건에 달해 코스닥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아이레보, 만ㆍ홍콩에서기업설명회

디지털도어록 및 스마트 홈 솔루션 전문기업인 아이레보(www.irevo.com, 

표 하재홍)는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단법인 IT 벤처기업연합회 주관으

로 만과 홍콩에서 외국인 상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고 밝혔다. 

아이레보는“현지 기관투자가를 상으로 1 1 미팅을 하고 디지털도어록 게이

트맨‘MB74’와‘로즈340’를 새로 출시할 네트워크시스템과 연동해 시연했

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연을 보여준 게이트맨‘MB74’는 지문인식기술 평가

국제 회‘FVC2004’의 종합우승 기술이 탑재된 스캔 방식의 지문인식 도어

록이며, 게이트맨‘로즈340’은 최근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플로팅ID’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최고 히트작이다. 

아이레보 관계자는“ 만에서 특허로 등록된‘플로팅 ID’암호기술이 최근 중

국에서도 특허로 등록됐다”면서“북경, 상해, 심천에 있는 법인 및 지사를 거점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어서 만, 홍콩 현지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해외로진군한벤처
기술력과도전정신으로무장한벤처, 세계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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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소프트, 수익원다변화및내실성장에중점

무선인터넷솔루션 개발업체인 신

지소프트(www.sinjisoft.com, 

표 최충엽)는 2006년 사업계획

에서 올 매출액은 전년 비 7%

증가한 140억원, 경상이익은 전

년 비 112% 증가한 25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

소프트는 2006년은 회사의 외형

확 보다는 수익원 다변화와 지

속적인 내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5년에 투

자한 신규사업 부문의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말했다. 

한편 신지소프트의 2005년 총 매출 중 핵심 제품인 GNEX의 공급 매출과

신규 수익원으로 부상한 단말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의 매출 비율이 57:43의

비율을이루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신지소프트는 해외 제조사에 한 단말 S/W 공급과 자사

버추얼머신(VM)의 MP3플레이어, PMP, 게임단말기 등 적용 단말기의 확

를 통해 단말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말 소프트웨어 부

문의 매출 추이도 2003년 16억원, 2004년 45억원, 2005년 56억원으로 가

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을받고있다. 

신지소프트 최충엽 표는“2004년 비 2005년 경상이익이 감소한 것은

지분법 평가손실 및 신규사업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신

규사업 관련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은신지소프트의제2의성장기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

조현정재단, 장학생12명선발하고장학증서수여

비트컴퓨터(www.bit.co.kr) 조현정 표가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조현정 재단’이 제 8기 장학생 12명을 선발하고 지난 4월 1일, 비트컴퓨터

멀티미디어관에서장학증서수여식과장학생전체모임을가졌다.

장학생 선발은‘금연을 약속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올해 장학

생 선발은 조현정 표가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겸임하면서 부모님의 벤처사

업실패로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들까지수혜의폭을넓혀신청을받아선

발했다.

매년 고등학교 2학년을 상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즉,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 2학년을 이수할 때까지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조현정 표는“인재를육성하는데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끊임없는관

심과 지원”이라면서“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해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인재

를육성하겠다는의지를반 한것”이라고밝혔다.

조현정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하여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장기적으로사회의엘리트를양성할계획이다. 

미래산전, 네덜런드암스테르담

Intertraffic 전시회에서3천만불

수출계약

세계 최 규모의 도로교통 박람회인‘2006 암

스테르담 Intertraffic 전시회’에 참가한 주차관제

시스템 전문기업 미래산전(www.misco21.com,

표 최천우)이 미국 주차관제시장 1위 업체와

내년 말까지 최소 3000만불 규모의 주차관제시

스템을수출하는독점계약을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선진기업인 독일의 S&B와

ASYTEC, 스위스의 ASCOMM , 오스트리아의

SKIDATA 등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온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

로 공인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산전은 이번

전시회에 기존 주차관제 제품과 IT기술을 접목

한 통합네트워크 무인주차시스템과, 선불식 주

차시스템인 Pay & Display 시스템 등을 선보여

전시회 관계자와 참관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

았다. 

박람회에 참여한 최천우 표는“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만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바

이어들이 샘플을 앞다투어 주문하는 등 독점

리점권을 받기를 원해 추가 계약이 성사될 가능

성이높다”고밝혔다.

예당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태국상륙

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이 중국, 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이어 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명실공히 아시아 최

고의 인기 게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게임회사 예당온라인(www.yedangonline.co.kr, 표 김남철)은

자사가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댄스게임‘오디션’이

아시아소프트(www.asiasoft.co.th 표 셔먼 탄)를 통해 태국에

진출한다고 지난 4월 10일 밝혔다. 

예당온라인의 해외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태국 수출은 계약금 15만불에 전

체 매출의 21%를 로열티로 받게 되며, 더불어 매출이 100만불을 넘어서면 별도로 10만불의 추가 개

런티가 지급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예당온라인 해외마케팅팀의 박재우 팀장은“오디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브라질과의 계약

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서비스되는 로벌 게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디션’은

현재 국내에서만 동시접속자 2만명에 월 매출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인기몰이 중이다. 

한편, 예당온라인은 지난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명을‘이모션’에서‘예당온라인’으로

변경하면서, 2006년 본격적인 로벌 게임 기업으로서 출발을 알렸다. 

주성엔지니어링,‘특허왕’등극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두드러진 특허 취득 실적을 보인 가운데 주성엔지니어링(http://221.163.10.3/kor/, 표 황철주)이

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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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법인이 특허 취득 공시를 했으며, 전체 건수는 27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 225개 법인이 770건의 특허 공

시를 해 역 최고 건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비 63건이 늘어난 250건을 기록해 분기별 최다 특허 취

득 기록을 나타냈다. 

업종별 비교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특허 취득이 가장 많았다. 2001년 이후 반도체 업종은 총 634개 특허를 취득해 전체

22.79%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기계장비(11.72%), 통신장비(10.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LCD 장비 제조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특허취득 건수가 170건에 달해 코스닥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아이레보, 만ㆍ홍콩에서기업설명회

디지털도어록 및 스마트 홈 솔루션 전문기업인 아이레보(www.irevo.com, 

표 하재홍)는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단법인 IT 벤처기업연합회 주관으

로 만과 홍콩에서 외국인 상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고 밝혔다. 

아이레보는“현지 기관투자가를 상으로 1 1 미팅을 하고 디지털도어록 게이

트맨‘MB74’와‘로즈340’를 새로 출시할 네트워크시스템과 연동해 시연했

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연을 보여준 게이트맨‘MB74’는 지문인식기술 평가

국제 회‘FVC2004’의 종합우승 기술이 탑재된 스캔 방식의 지문인식 도어

록이며, 게이트맨‘로즈340’은 최근 중국에서 특허를 받은‘플로팅ID’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최고 히트작이다. 

아이레보 관계자는“ 만에서 특허로 등록된‘플로팅 ID’암호기술이 최근 중

국에서도 특허로 등록됐다”면서“북경, 상해, 심천에 있는 법인 및 지사를 거점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어서 만, 홍콩 현지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해외로진군한벤처
기술력과도전정신으로무장한벤처, 세계로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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