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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 도전 & 성공 스토리

순간온수기, 라온닉스 박근주 대표

라온닉스

“저비용으로 따뜻한 물 사용
인류가 행복한 길 만듭니다”
이후 대기업에 입사해 10년간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며, 우리나
라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데도 대당 50억 원이 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것을 보고 기계를 국산화하는 데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벤처 창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선 시간
과 자금이 필요한데, 작은 벤처기업으로선 자금 압박이 가장 컸죠.
안갯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박 대표는 30나노미
터급 식각(새김)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까지 따냈다.
라온닉스는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장비를 반도체 관련 대기업
에 17대, 포항나노기술원에 2대를 보급하며 사업의 첫 발걸음을 떼
게 됐다. 이후 기술 개발에 가속이 붙은 시점에 박 대표는 5초 이내에
2015년 8월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라온닉스는
순간온수기 기술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500℃까지 발열이 가능한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체’라는 신소재를 발
견했고, 이를 활용해 순간온수기 개발에 착수했다. 이때 박 대표는 포
항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포항혁신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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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로 열린 ‘창

2015년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 1등 쾌거

조경제대상 아이디어 창업경진대회’에서는 3000여 개의 쟁쟁한 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둥지 틀고 제품 개발 매진

이디어 제품들이 경합을 벌였다. 그중 당당히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포항혁신센터는 소재, 에너지, 환경 분야가 특화돼 있어요. 특히 연

차지한 제품은 바로 ‘온수기’. 박근혜 대통령은 제품을 개발한 라온닉

계기업인 포스코에서 제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소재를 활용한 순

스에 상장과 상금 1억 원을 수여했다. 동시에 라온닉스는 제품의 상

간온수기 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화를 위한 8억7000만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포스코와 체결하는
성과도 얻었다.

라온닉스는 지난해 1월 포항혁신센터에 둥지를 틀었고, 3년간
사무실 공간을 보장받으며 한곳에서 연구할 수 있는 안정감을 얻었

화제의 주인공 박근주 라온닉스 대표는 20년 연구 끝에 최첨단

을 뿐 아니라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 인프라·네트워크 구축, 시제

신소재인 ‘투명 전도성 순간 발열체’를 이용한 순간온수기를 개발

품 제작비용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

했다. 코팅된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몇 초 안에 즉각적인 열이

었다.

발생하면서 온수 탱크 없이 온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생활가

박 대표는 “순간온수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며

전과 난방기기뿐 아니라 여러 산업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TV에서 추운 겨울에 홀몸노인들이 온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

이다.

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에게 이로운 기술이 될 수 있을

박 대표의 어릴 적 별명은 ‘과학소년’이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자제품을 해체해 다시 조립해볼 만큼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박

그는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물이 필요한 세계인들에게 순간

대표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기술을 만

온수기를 널리 전파하겠다”며 “앞으로도 라온닉스는 인류 모두가 행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왔다”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복한 길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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