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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의 10%이상 R&D 투

KYK김영귀환원수 알칼리 이온수기

“日本産 알칼리 이온수기 조잡해 직접 개발”

유나이티드제약 매출 1500억 돌파
천 흡입기 장도 연내 진출

보물만보잘보마셔 보건
“
보
되고보 종보
질환 보낫습니다.”
김영귀보K톡K김영귀환원뷏보대표는보현
대인의보건 보개선을보위해보 장보중요한보게보
“마 는보물을보바꾸는보것” 라고보말 다.보
“사람보몸의보70%,보혈액의보83% 보물인데보
게보중요한보물을보아무 게나보마 면보
되겠느냐”는보것 다.보
보말 는보‘ 은보
물’은보알칼리보 온뷏다.보몸에보 은보뤖네
랄 보풍부 고보물보
보 아보체내보흡뷏
보잘된다는보
에서다.
○“알칼리 이온수, 위장증상 개선”
중붫기업청과보한
제신문 보공동으
로보선정 는보‘ 달의보으뜸중기제품’으로보
뽑힌보K톡K김영귀환원뷏는보뷏붫 온농
(p식)보7.5~11.0의보알칼리보 온뷏를보만
드는보의료기기다.보뷏돗물을보깨끗한보물로보
정뷏한보뒤보전해조에서보산성뷏(p식보7보
)를보걸러내고보알칼리보 온뷏만보분리해보
뽑아낸다.보전해조에는보 보 사 보 허를보
뤨은보백금티타늄보전 판 보
보있다.
품의 품안전처는보만성설사,보붫
불량,보위장보내보 상뤩효,보위산과다보등보4대보
위장증상을보개선 는보데보알칼리보 온뷏
기 보효능 보있다고보인정해보2008년보의료
기기로보허 를보내줬다.보다만보체질보개선
나보아 피보개선보등보효과 보 증되 보않은보
내용을보제품보설명 나보홍볕에보쓰 보못
게보 다.
김보대표는보 를보의 한보듯보“알칼리보
온뷏 보만병통치 은보아니다”면서 보
“ 보물을보마 면보4대보위장증상보 외에
보 은보게보한두보
보아니다”고보 조
다.보물보분 보크기 보 아보흡뷏 보빠르
기보때문에보뷐취보해붫에보 고,보음 물보섭
취 보힘든보암보환 조차보룝보넘김을보편 게보
할보뷏보있다는보것 다.보노 를보 진 고보
암을보 뤩 는보활성산붫보 제에 보효과
보있다고보 다.

보○30년 넘게 물 연구
김보대표 보물에보관심을보 기보 한보것은보
1980년대보 반 다.보보 는보
으로보사상
의 ,보분 교정의 보등을보공부 다.보 러
다보오래보건
게보사는보비결은보물,보공기,보
빛과보열,보붫금보등보4대보요인에보의해보 우된
다는보나름의보결론을보내렸다.
보 운데보물 보사업 할보뷏보있는보아
템 라고보판단 다.보알칼리보 온뷏에보대
한보효능을보 고보 내외보장뷏마을을보돌아
다니며보
보 험을보해볕기 보 다.보 는보
1990년대보중반보일본보기업 보제조한보알칼리보
온뷏기를보 와보 내에서보파는보것부터보
다.보 만보보
일본보제품의보성능 보조
잡 다고보느껴보
보만 기로보결심 다.보
2004년보 사를보설립 고보 듬해인보2005년보

“병 고친다” 광고했다 고 당해
포기 않고 30년간 물 연구
약처 인정 고 철탑훈장

아

체보개뤩한보제품을보 장에보내놨다.
보과정에서보김보대표는보“의사와보교뷏보
등보 러보전문 보집단에서보항의를보뤨았
다”고보 다.보‘물로보 러보질병을보고치는보게보
능 다’는보표현을보쓴보게보 근 보됐다.보
“
처보등보관계기관에보진정서 보 뷏됐
고보 찰보고뤩까 보당 다”고보 다.
럼에 보김보대표는보굽히 보않았다.보
“30년보넘게보물을보연 한보결과보알칼리보
온뷏보효능은보 금까 보뤪혀진보것볕다보훨
씬보크다”는보게보 의보주장 다.
김보대표는보2011년보 허청 보주최한보‘46
보뤩명의보날’에보철탑산업훈장을보뤨았
다.보 일뤩명대 보등보 제보뤩명대 에보나
보 금까 보8개의보금메달을보따기 보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om
다.

김영귀 KYK김영귀환원수 대표가 알칼리 이온수의 4대 위장증상 개선 효능 등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 메일(a입than익작ung.com)로보응룜를보뤨고보있습
니다.보한
제신문보홈페
(event.han익작ung.com)를보참조 붕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인피노의보붕라뤗보면 기보‘붕
져’보070-4820-0588보
△K톡K김영귀환원뷏의보알칼리보 온뷏기보(031)777-3939보△빈스코프의보올인원보
커피보제조기보‘카플라노보클래 ’보(02)2163-0287보△컨붖의보스마 폰·태블릿PC용보
터치펜보‘필보스타일러스보플랜’보070-4353-6329보

중 권 진출 나선 메디톡스
대만 의료업체와 합 법인 설립
바 오보제 업체인보메디 스(사장보정
현호·오른쪽) 보대만보의료기기보및보뤖
용제품보판매보업체보D유T(대표보 니보푸·
왼쪽)와보합 법인보‘메디 스보타 완’
을보설립 다.보합 법인은보메디 스
와보D유T 보
보6보대보4보비율로보출
다.보 사 보의장과보최고재무책
(C회O)는보메디 스 ,보사장은보D유T

보맡는다.
번보합 법인보설립은보메디 스의보
중 권보 장보진출을보위한보교두볕보 볕보
차원 다.보D유T는보대만의보의료기기보
사보중보 일 게보상장된보업체다.보대만뿐
만보아니라보중 보홍콩보등에서보뤖용보제품
과보의료기기를보판매 고보있다.보볕툴리
눔 신보분 에서보 쟁력을보 춘보메디
스보기술력과보D유T의보현 보영업보네
워크를보결합해보단기간보내보 장
율

소공인지원센터 25곳으로 대

을보끌 올린다는보계
다.
메디 스는보 난해보볕 스보개뤩 사
인보뤖 보앨러간에보볕툴리눔 신보기술
을보뷏출 는보등보 보분 에서보
을보
고보있는보 사다.보보
김형호기자보chsan@hankyung.co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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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붫기업청 보‘붫공인
원센터’를보
년보8곳에서보올해보25곳으로보 대한다.보
붫공인
원센터는보붫상공인 보룜
있는보집
에서보붫공인 에게보정볕보
제공과보교 보등보
사업을보 는보기관
다.보신규로보선정되는보17개보운영기관
에는보평균보3 5000만원씩(총보사업·운
영비의보70%보뷏준)보 원된다.보볕다보 붕
한보내용은보중붫기업청보붫상공인정책과
(042-481-8923)나보붫상공인 장진흥
공단보붫공인팀(042-363-7718)으로보문
의 면보된다.보

보
한
나 티드제 (대표보 덕영)은보
중견보제 업체로는보드물게보매출액에서보
연 개뤩비 보차
는보비중 보10%를보
넘 서는보제
사다.보상위사 조차보고
전한보 난해보10%보 상보매출보증 율을보달
성 며보처음으로보매출보1500 원을보넘
선보것 보꾸준한보‘연 개뤩의보힘’ 라는보
게보 덕영보대표(사진)의보설명 다.보영업
보 보210 원을보달성 며보실붬을보
챙 다.
보대표는보“2007년부터보연보매출의보
13~14% 량을보연 개뤩에보집중해보 러보
개량신 을보개뤩해온보효과 보실 보개선
으로보
고보있다”고보설명 다.보 나
티드제 은보 허 보풀린보오리 널보의
품의보볖용보편의성 나보흡뷏력을보개선한보
개량신 에서보 쟁력을보 고보있다.보2010
년보처음보내 은보붫염진통보개량신 보‘클란
’를보비롯보3개의보개량신 을보출
다.보
올해 보진해거담제보등보개량신 보3개를보내
을보예정 다.보 장에서보올해 보10%보
상보성장을보기대 는보것 보 보때문
다.
보대표는보“2010년에는보
개량신 보매출 보전체의보
1%에보 쳤으나보 난해에는보
10%까 보늘었다”며보“ 런보
추붕라면보올해는보15%보선
까 보비중 보늘 날보
것” 라고보전망
다.보해외뷏출보비
중 보15%를보차
고
보 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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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개뤩에보대한보공격보투 는보올해 보
진 보중 다.보오는보4월에는보150 원을보
보붕종 에보항생제보전문보공장을보짓는다.보
새로보허 를보추진보중인보흡 형보천 치료
제는보 사보차원에서보기대를보걸고보있는보대
형보품룝 다.
보대표는보“ 내보업체 보 체보기술로보
천 흡 기를보제 한보것은보한뤖 품에보
보두보번째일보것” 라며보“ 내뿐보아니
라보중 보등보뷏출까 보염두에보두고보투 보
결정을보내렸다”고보설명 다.보천 치료제보
개뤩과보별 로보흡 기보 체보제 을보위해보
50 원을보
보관련보설비를보새로보
다.보
내보천 흡 기보 장보규룜는보 보
1500 원 다.보다
보제 사의보주요보제
품보 허 보2011년보만료됐 만보
흡 기보제 보기술장벽보때
문에보 난해보처음보볖
제
보나왔다.보보보
김형호기자보
보
chsan@hankyung.com

중기청, 中 ID식캐피털과 1000억 펀드 조성
보 붫기업청은보10일보서울보서
중
보VR빌
딩에서보중 보도D획캐피털과보1000 원보
규룜의보‘대한민 보벤처펀드’( 칭)를보
조성 는보내용의보양해 서(유OU)를보
체결 다.보도D획캐피털과보외 보투
보
등 보결성액의보60%를보출
고,보중기
청 보출
는보룜태펀드 보40%를보부
담 는보 조다.
1992년보설립된보도D획캐피털은보운용
산보 보5조원보규룜의보중 보2위보운용사다.보
바 두,보텐센 ,보붫후보등보400 개보기업
에보투
다.보뤖 보도D획 룹보주 로보설
립됐 만보 분보대부분은보중 보현 보파
너
보볕
고보있다.보본사는보베 징
며보상
,보광 우,보홍콩보등에보 사를보두
고보있다.

번에보조성 는보펀드는보 오 홍보
도D획캐피털보공동대표보등 보 보투 보대
상보기업을보뤩굴할보예정 다.보펀드보결성액
의보60%보 상은보한 보기업에보의무 으로보
투 한다.보중 보 장에서보 쟁력 보있는보
기술뤖디 통신(T유T),보콘텐츠,보헬스케
,보바 오,보환 기술,보게 보등의보업종을보
집중보 원할보방침 다.
최뷏규보중기청보차장은보“한·중보
보
무
협정(회T)보타결보등으로보 내보중붫기
업 의보중 보 장보진출에보대한보관심 보
아 고보있다”며보“텐센 ,보바 두보등보
중 보1위보기업을보키워낸보노 우를보 진보
도D획캐피털과보손을보잡게보되면서보현 보
장보진출에보한층보탄력을보뤨게보됐다”고보평
오동혁기자보otto83@hankyung.com
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