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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모아‘뷰티레그 체형기’

“휜 다리 펴줘요” … 7년 개발한 헤드폰형 체형기
‘다리보교정장치는보왜보전부보 런보
양일까.’보최 진보레
아보대표는보
7~8년보전보어머니 보다리보교정을보
는보것을보 며보이런보생 을보 다.보
밴드를보칭칭보감아보종아리나보허
를보묶는보게보 보불편해보 다.보다
른보
의보제품이보있는 보알아봤
만보 두보비슷 다.보 장생활을보
던보최보대표에게보아
는보“
보
만들어 라”고보한 디보 다.보최보대
표는보곧장보사표를보던 고보 보길 보
‘청년창
’ 보나 다.
○어느 장소에서든 손쉽게 사용
‘이달의보으뜸중기보제품’에보선정된보
레
아의보‘뷰티레 보체 기’는보
최보대표 보7년 간보
한보끝에보
난해보내 은보제품이다.보다리를보
아보휜보다리를보 르게보펴주는보
할을보한다.보 래 보 사보이름도보‘레
(다리) 아’ 보 었다.
제품은보얼핏보 면보헤드폰 럼보
생 다.보머리보대신보다리에보 는보게보
다른보 이다.보양쪽에보달린보고무패
드를보다리보 깥보쪽에보밀 한보뒤보동
란보손잡이를보돌 보
주면보다
리 보일 선으 보펴진다.보“ 루보15
분보이상보사용 면보나쁜보 세나보선
천 인보문제 보휜보다리 보좋아진
다”고보최보대표는보설명 다.
손잡이 보다리에보 해 는보압 보

최성진 레그모아 대표가 휜 다리를 곧게 펴는 데 도움을 주는 뷰티레그 체형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밴드형 체형기 불편
“

만들겠다” 창업 도전


수출 노린 신개념 미용기기
中·日 등 22개 서 팔려

임신부 피 한방울로 태아 희귀병 예측
‘듀센형 근이영양증’ 진단법
서울대병원 연 팀 개발
내보연 팀이보 신부보혈액검사만
으 보뱃 보태아의보 전 보근
을보미리보알아낼보수보있는보검사법을보
세계보최
보
다.
울대 원은보 전 보근 질환
인보‘듀센 보근이 양증’보환 의보
계에 보태아의보
보 부를보예
는보
운보진단법을보
다
고보7일보 표 다.
이번보연 에는보 울대 원보
찬(사진)·채종희보 아청 년과보교
수팀형보 중신보산부인과보교수와보
정선·김종일보 울대보의과대 보생
교실보교수팀이보공동으 보참
다.보논문은보 제 술 보‘ 상
(C척inic립척보Ch막mist입작)’보6월

호에보 표됐다.
연 팀은보보듀
센 보근이 양
증의보원인보 전
인보‘디스
핀’의보이상보 무
를보진단 는보방 으 보질환을보진
단 는보데보 공 다.보
듀센 보근이 양증은보보보
근 이보
해 고
보 형보20세 보넘으면보호흡
비 보사
는보 우 보많다.보
까 보 전 보근
은보
보긴보관을보
부보 궁에보삽 해
보 보해보검사에보대
한보부담이보컸다.
채보교수는보“보듀센 보근이 양증
과보비슷한보 전양 을보 이는보다
른보X염 체보열 보 전질환의보산
전보진단에도보 대보 용할보수보있을보
것”이라고보말 다.
이준혁기자 rainb개w@hankyung.c개m

도를보 절할보수보있는보게보 징이
다.보압 을보세게형보 랜보 간보 고보있
으면보 만큼보 보큰보효과를보볼보수보있
다.보제품을보풀보때는보 튼보 나만보누
르면보된다.보다리보교정보밴드 다보쉽
게보 용 고보빠르게보벗을보수보있다.
○중 ·일본 등 22
서 판매
제품을보
기까 보
도보
많았다.보만들었다보부수기를보수 보
번보반
다.보생산보 전까 보간보것

안재광 기자

만도보다 보 나보된다.보다리보교정에보
효과 보크 라도보사용 기보불편
면보팔리 보않을보것으 보봤기보때문
이다.보헤드폰보 양은보최보대표 보고
보끝에보생 해보낸보것이다.보‘ 관
이고보단 한보데다보크기도보 게보할보
수보있는보최 의보디 인’이라고보판
단 다.보다리보교정장치 보실용신
안형보 명 허형보상표등록을보 쳤다.
판매보단계에보들어
보어디에보

는보제품인 보결정 기 보어
웠다.보기존에보 던보신 념보제품
이기보때문이다.보 음엔보의료기기보
등록을보추진 다.보의료기기 보돼
보‘교정’보‘치료’보같은보단어를보홍
할보때보쓸보수보있다.보
만보의료기
기는보수출이보어 운보게보문제 다.보
수출 는보
다보의료기기보등
록을보일일이보 아 보 는데보이제보
보창 한보기 엔보 부 이었다.보
결 보의료기기 보아니라보미용기
기 보판매 기 보 다.보 내보 원
이나보의원보등에보
보 품
는보
못
만보 보큰보해외 장을보 칠보
수보 었다.
년보9월보법인을보세워보본격 으
보판매에보나
보반응은보뜨거웠
다.보출 보6 월보만에보80
에 보
사용 들이보이보 사보 문보홈페이
에보
해보물건을보주문 다.보22
의보인터넷쇼핑몰에도보
다.보
중 보알리
형보일본보라쿠텐형보미 보
아 존보등보세계보주요보인터넷쇼핑몰
에도보들어 다.보중 과보일본보TV홈
쇼핑에 보방송 는보것도보추진보중
이다.보 내에 는보고 도 휴게 보
다 보곳과보부산 보중 기 제품보전
용관에보
기 보 는보등보 프라
인보판 를보넓히고보있다.
대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개m

유진기업 “여의도에 韓流 면세 만들 것”
中企 시내면세 따내면
舊 MBC 사 에 매장
K뷰티·K팝 스튜디 운영
울보 내면세 보중 ·중견기 보
분 에보도전 는보 진기 은보사
권을보따내면보한류보문 를보 험
할보수보있는보문 보면세 으 보운
겠다고보7일보
다.보면세 보
사 장인보 의도보옛보유BC보사
의보방송스튜디 형보공 홀보등보방
송 설을보활용해보 쟁 을보
한다는보것이다.
먼 보한보층보 이 보16ｍ에보이르
는보기존보방송 설에보매장을보만들
어보방송스튜디 를보거닐며보쇼핑
는보듯한보느낌을보주도록보할보계
이다.보매장에보스튜디 에 보사

용되는보방송용보 명과보카메라를보
설치한다.보또보드라 보스튜디 와보
매장보사이에보투명외벽을보설치해보
쇼핑 면 보촬 이보이뤄 는보제
현장을보실 간으 보볼보수보있도
록보할보예정이다.보
진 룹은보 난달보유BC와보
무협 (유OU)을보맺고보스튜디
에 보드라 보제 을보 고보일부
를보관광 에게보공
기 보 다.
관광 이보
보체험할보수보있는보
K뷰티형보K팝보스튜디 도보운 한
다.보K뷰티보스튜디 는보한 의보뷰
티보노 우를보전 는보공간이다.보
관광 들에게보인기있는보한 보브
랜드보제품으 보메이크
는보방
법을보배울보수보있는보프
램을보
설한다.보전문보메이크 보아티스
보상주 면 보 의를보진 할보

계 이다.보K팝보스튜디 에 는보
전문보댄
보한류보 수들의보춤과보
노래를보 르쳐준다.
보 진기 보전 무 는보
“O보회T아일랜드보등보아이돌
룹이보
된보회육C엔터테인먼
와보상품
보협 을보맺는보등보한류보
콘텐 보 케팅을보
고보있다”
며보“ 진만의보
인보방송과보문
체험이라는보 쟁 으 보신
념보문 보면세 을보만들보것”이라
고보말 다.
중 ·중견기 보분 에선보14 보
체 보 쟁보중이다.보관세청은보8일
부터보 허 사위원 를보열고보 울
에 보대기 보두보곳형보중견·중
기 보한보곳보등보세보곳의보신규보사
를보선정해보10일보 표할보예정이다.
강영연기자 yykang@hankyung.c개m

이병찬 흙사랑119 대표(가운데)가 루마니아 고 사에 신품종 고 마의 특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징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뛴다 <2>·끝

루마니아서 한 고 마 판다
흙사랑119, 현 맞게 개량

출을보원
만보현 보인프라 보
어보 두를보내 보못 다.보 년보
중기청·중진공, 판로 열어
현 보 체인보LP착의보 원을보
았다.보보
LP착은보기계·부품 체를보
농기 와보종묘보등을보판매
대상으 보수출 무를보한다.보
는보흙사랑119보이 찬보대표는보 진테크는보LP착을보통해보장비를보
2013년보힘든보 기를보 내고보있
매한보 이보있는보 이어를보대
었다.보2009년부터보루 니아보 상으 보판 에보나 다.보
장의보 장세에보주 해보문을보
셰일 스보채굴보장비를보만드
두드렸 만보빚만보늘어 다.보보
는보패커스플러스 보관 을보
중 기 청·중 기 진흥
다.보두보 보 건을보내걸었다.보
공단보해외민간네 워크보활용 사후 비스(S)보거 보
와보
사 에보 원한보것이보‘반전의보 샘플보제 이었다.보
계기’ 보됐다.보현 보컨설팅
패커스플러스보인근에보있는보
체인보 픈브리
보판 보
LP착보고 사보한보곳을보S센터
에보
보나 다.보도 매상은보
보활용 기 보 다.보샘플보제
물론보루 니아보농 과 원형보대 은보보패커스플러스 보먼 보 주
고형보품질이보기준보이 일보
보연
보등과보교류 며보2년
간보 보15만달러의보수출보실 을보 우보 진테크 보전액보환불해주
기 보 다.보김 윤보 진테크보대
올렸다.
운보 장도보열렸다.보이보대 표는보“LP착과보패커스플러스의보
대관계 보도움이보됐다”고보설
표는보 픈브리 보
보만난보
루 니아보농 과 원과보 께보1 명 다.보거래보 액은보 보39만
보
6000달러 형보 는보9월보제품을보
년에보걸쳐보한 보고
를보현
에보 게보 량 다.보보
현 보농민이보 공 할보예정이다.
김보대표는보“내년에는보중
보
이보고
를보재배 면보 열티
기 진흥공단보민간네 워크
를보 는다.
찰용 기보제
체인보 진 를보활용해보중 보공략에보나설보
테크도보해외민간네 워크보 을보 것”이라고보 다.보
이현동기자보gray@hankyung.c개m
톡톡히보봤다.보일찌감치보미 보진

아주산업, 아산 PHC파일 공장 준공
아주산 이보대
보P식C파일보생
산에보본격보나선다.
아주산 은보충 보아산사
에 보공장보준공 을보열고보대
보
P식C파일보생산을보
다고보7일보
다.보대
보P식C파일은보 반
의보기 보
를보
는보데보사용
되는보 름보700~1000㎜의보고 도보
파일이다.

이보제품은보
물의보대
보및보
안전 보
보등에보효과 이다.보매
나보해안보인
형보플랜 산
보등에 보대 보
물의보기 보공
사를보 는보데보
다.보공사기간
이보줄고보공사비도보15% 량보절감
할보수보있다.보보 내보대
보P식C파
일보 장은보매년보20%씩보 장 고보
있다.보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개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