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쿄앤전자산엽띔
낄 것이다‘여기에 국내 3떼 엘리베이터
업체뜰의 블류센터가 블러 있는 천안 아
신지역에 공장을 위치시킴으로써 뭘류 비
용 감소를 퉁한 획기적인 제조원7} 절갇
을실현시컸다.
또한 저똥 앨리베이터부티 츠고층용 앨
리베이터용 케이블을 한 라인에서 직접
생산가공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라인 및
사업죠띨 보유하고 있다.부품 구매업체
와 완제품 닙풍업체를 잇는 15얘 넌의 전
고한 가치사술은 코앤전자산업퓨샘 지속
적인 성장의 또다른 힘이다.또 내부적으
로는 주요 기술 인력을 장기 근속시켜 핵
심 기술을 축적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
해 다 g탤f 지적재산권을 확보，품질 관리
빛 표준흐써l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엘리베이터댐 이의에도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
및 티센크루프동

전원 공급 배선장치
인 하네스 전문 제쪼업
체 코앤전자산업얀)(대
표 이상태)는대표이사
의 개인 보유 기술을
1반으로 설립된 후 쉬
지 않고 성장을 지속，
내실과 비전 핀에서 투지자들의 큰 기대
를 모으고 있다.엘리베이터 부문에 특학
된 기술로 매출액 규모 업계 2위 ，최근 5
년간 연평균 30% 이상 매출 성장 .4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루고 있으띠，
현대엘리베이터(추떼총 소요 물량의 70%
를 공급하고 있다.많은 암체기히네스의
메인인 전선을 아웃소심에 의존하는 데
빈하여 코엔전자산업(주한
전선의 직절 생
산부터 하네스 작업 완료까지 엘괄생산운
영체제를 구축 할 계획이며 ，이젊울 이 회
사는 가장 큰 경쟁택으로 삼아 성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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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알리베이터뿜 등 국내 굴지 엘리페이터
업체와도 공급 계약을 추진하여 국내 시
장 정유윷 50% 이상 딸성을 목표로 사업
에 정진하고 있다.이상테 대표는 “사염
이 안정화되고 성장 가속또가 불으니 오
히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고
말한다. 2뼈 년 한길을 팔려 오는 동안
고초도 많떼 겪었다.원자재 가격 &넣 및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수익성 증가세가
다소 둔해지고 있지만，케이블 생 빠인
이 가동되는 옳해 10월부터는 보다 월등
한 원기 경쟁력을 확보히여 동종업계 l찌l
줍 1위 달성은 물론 케이블 자체의 극내외
판매를 통한 원자재 시장 진입 등 사압 다
각화도 계획하고 있다 .o} 지막으로 이 대
표는 “원자재가격 등람에 띠른 중소기압
답품딴7렬 현실화때 ，대기업과 중소기
업이 상생하는 풍토가 안착되기를 바란
다 ..
는 바람을 힘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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