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놀러지 동부그룹에 피인수

(2011년)

화우테크놀러지는 LED내압방폭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LED내압방폭등 특허를 획득
하고 최대 80W까지의 저(低)소비젂력(최대 80W) LED방폭등을 제공했습니다.

동부그룹은 유상증자를 통해 159억에 화우테크놀러지를 인수했습니다.

화우테크 – 동부라이텍 인수 관련 제품 비교
화우테크놀러지 신문기사와 동부라이텍 브로셔를 보면 방폭등 제품이 동일한 모델 ‘루미다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라이텍은 화우테크놀러지의 저(低)소비젂력 LED방폭등 라인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낮은 소비젂력 LED방폭등의 시장을 장악
하고 있습니다.

동부라이텍(MAX 80W)과 통일엘이디방폭젂기(MAX 250W) 비교를 통한
당사 특허 가치 추정

동부라이텍은 저(低) 소비젂력 라인업으로 구성되
어 있는 반면 당사는 최대 250W까지 방폭앆젂인
증을 받아 高소비젂력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20% 여유를 둔 200W까지만 제품을 판매하여 앆
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당사 제품은 LED내압방
폭등 최초로 NEP신제품인증 우선심사 대상이 되
었습니다.
앆젂등급은 동부라이텍이 초기 ⅡB T5 / 최근 ⅡB

T6를 획득하였고 당사는 ⅡC T6의 최고 방폭등급
을 받았습니다.
2011년 동부그룹이 159억에 화우테크놀러지를 인
수한 것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기술적 우위에 있
는 당사 특허과 기술은 엄청난 시장가치를 지니고
미래 지속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에필로그
IP산업재산권의 가치는 시장이 평가합니다.
통일엘이디방폭전기는 동부라이텍과 남북전기의 기술에서 진일보하고 우위에 있는 기술로 LED내압방폭등 인용발명 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화우테크놀러지는 동부그룹이 159억을 들여 인수한 전문기업이며, 남북전기는 방폭등 업계에서 오래된 강자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회사들에 비해 우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전력, 방폭안전등급, 경량화 등 기술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통일엘이디방폭전기: ⅡC T6 / 14.5kg / Max 250W
-동부라이텍:

ⅡB T5 / 10kg / Max 80W

-남북전기:

ⅡC T6 / 25kg / Max 130W

포스코LED를 통해 포스코그룹사 납품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우수한 방폭안전등급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A社와 SH社를 물리치고
선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당사의 발명특허, 방폭안전등급 등의 우수한 가치를 인정하여 NEP싞제품인증을 획득하면 구매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간 10만 건의 특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붂의 특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당사의 특허는 상용화뿐 아니라 1년 만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납품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사의 IP산업재산권 시장이 원하는 기술력을 갖춖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시행되는 온실가스 탄소 배춗권 거래제를 앞두고 LED방폭등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당사의 IP산업재산권이 국가젂략사업인 녹색 신성장 사업으로써 국가 신성장 동력의 주축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당사는 서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활동하며 실내/실외 방폭지역 및 소비전력에 따른 제품 기준 확립과 그에 따른 조달식
별번호 완성, Q마크 획득, 공공기관 납품 시 하자보증기간 현실화 등의 산업표준화를 이뤄냈습니다. 실제 저변이 더 넓은 LED가로
등의 경우에도 최근에서야 산업표준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LED방폭등 업계의 산업표준화를 통한 업계 기준 확
립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