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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휠 내구성 뛰어난 산업용 소형바퀴

캐리어·유모차 바퀴 진동 줄여 … “日·호주에 수출”
보 느보날보집에붆보훌라후프를보돌리
던보
열보대표는보문 보이런보생
이보들었다.보‘훌라후프는보지름이보꽤보
큰데보힘을보줘 보부러지지보않네.보붬
이보비 보있 보내 성이보 으니보오
래보쓸보수보있겠다.’
는보훌라후프를보바퀴에보 용
해볕기로보 다.보금방보할보수보있을보것보
같았던보개뤩은보5년이나보걸렸다.보지
난해보내륜(안쪽보바퀴)과보외륜(바
깥쪽보바퀴)보사이에보완충 할을보
는보빈보공간을보 춘보‘코휠보바퀴’를보
내 았다.보코휠은보‘한 의보바퀴’
라는보뜻이다.
○진동과 소음 은 소형 바퀴
코휠의보제품은보진동과보붫음을보크
게보낮
보뢢룜를보최붫 한보비공
기압보캐스터다.보캐스터는보붫 보바
퀴를보뜻한다.보바퀴는보크게보공기압보
바퀴와보비공기압보바퀴로보나뉜다.보
바퀴의보대명사인보 동차보타이
는보공기압보바퀴다.보바퀴에보공기 보
꽉보차보있다.보잘보굴러보기능이보뛰 나
지만보펑크 보날보위험이보크다.보주기
으로보제품을보교체해줘 보한다.
반면보 룜차·카 보등에보사용되
는보붫 보비공기압보바퀴는보진동과보
붫음이보심
보기능이보공기압보바
퀴만보못 다.보합성수지와보
플
라스틱보등으로보이뤄지기보때문에보
공기압보바퀴볕다보내 성은보뛰
나다.보 보대표는보“공기압보바퀴와보
비공기압보바퀴의보장점만보결합해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
문 홈페이지(e자ent.hankyung.
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도어
캡-윈도우벨 (031)505-3240
△연진INC-테이프절단기 ‘텐
도’ (02)6258-5588 △창성실
리콘-실리콘파워락 (02)8690123 △코휠- 진동, 소음 비
공기압 바퀴 (032)765-7737

바퀴 안쪽과 바깥쪽 사이
빈 구멍 만들어 충격 흡수
로봇 등 적용분야 확대

이보개뤩에만보매달 보
움이보
지보않았다” 보말 다.보관련보 허
는보10 건보출원 다.
보대표는보“1888년보
의보수의
사보존보던롭이보공기압보타이 를보개뤩
한보이후보130 년보동안보대부분의보바
퀴는보이런보원리 다”며보“뵰로운보

유화열 코휠 대표가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용을 설명
하고 있다.
김정은 기

이디 와보원천기술로보기존에보 던보
뵰로운보제품을보선볕 다” 보 조
다.보코휠보바퀴보 은보개당보1만원으
로보기존보제품과보비슷 다.보 지만보붫
음보등이보 은보데다보잘보뢢룜되지보않
보다른보제품볕다보더보오래보쓸보수보있
다는보게보 사보측의보설명이다.

○“대형 바퀴도 생산 계획”
붫 보바퀴 보쓰이는보분 는보무궁
무진 다.보운반용보카 를보비롯해보
용보 방형보 룜차형보사무실보의
형보병원보침대형보스케이 보볕 보등보
생활보곳곳에붆보다양 게보활용된
다.보
용보 방 체와보
체형보

용품보 체보등이보코휠보제품에보
관심을보볕이 보있다 보 사보측은보
설명 다.보 보대표는보“진동과보붫음
이보
보로봇산 에보 합한보바퀴
라는보평
보뤨았다”며보“물류를보
비롯해보반 체형보전 형보이동기기보
장보등보광륆위 게보 용될보수보있는보
제품”이라 보말 다.보 는보“일본보
및보호주보 체와보수출상담을보
보
있다” 보덧붙 다.
코휠은보붫 보바퀴를보주로보생산
지만보앞으로보타이 보등보대 보바
퀴보생산에 보나설보계 이다.보 보대
표는보“ 동안보 내보붫 보바퀴 장
은보 일보일본보미 보등보해외보 체들
이보장 해 다”며보“우수한보성능의보
제품을보생산 는보세계 인보바퀴보
전문 사로보성장
보싶다” 보말
인천=김정은기 보
다.보
보
likesmile@hankyung.com

강호갑 중견련 회장 연임 … “규제 타파 나설 것”
한 중견기 연합 는보23일보붆울보
의 보콘래 호텔에붆보정기총
를보열 보 호 보 장(사진)의보연
을보 정 다.
보 장은보2013년보2월보취 한보이
후보중견기
별륇보제정과보중견련보
륇정단체보출륆형보중견기 보성장
진보기본계 보수립보등을보이끌 보중
견기 의보위상을보 인보것으로보평
뤨 보있다.보뵰보 기는보2019년보2
월까지다.
중견련은보이날보총 에붆보 원
사에보중견기 보륇·제 보개선과보중
견기 계보붫통형보 원사보지원보
보
등보올해보중점보사 을보설명 다.보중
견련은보대(對)
·정부보협의체를보

대해보중견
기 보뤩전을보
위한보정 보수
립에보힘을보쏟
을보계 이다.보
기 의보성장
을보 로뢣는보
종보규제보뤩굴과보경 보애로사항보
개선을보위한보노
보
으로보
기로보 다.
인수합병(유&)지원센터와보명
문보장수기 보센터 보연계보운 한
다.보이달보말에는보붆울보뢢 지 보‘중
견기 보글로벌보R&D보볖합센터’보설
립을보위한보수요조사와보사 설명
를보연다.

<‘500m 거리제한’ 면제>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동반委, 8개 품

뵰로운보제품을보개뤩 다” 보설명
다.
원리는보간단 다.보바퀴의보내륜과보
외륜보사이에보플라스틱으로보빈보 멍
을보촘촘 게보만든보뒤보 보위에보 무
를보
다.보주 보중보바퀴에보압 이보
해지면보이보빈보공간이보압 을보흡
수해보붫음과보진동을보줄 준다.
○기존 바퀴의 단점 극복
산 용보제품보제조 체를보운
던보 보대표는보2010년보인천대보창
볕 센터에보 주해보코휠을보설립
다.보중붫기 청보중붫기 진흥공
단보등에붆보3 원 량을보지원뤨 보
개뤩비로보썼다.보 는보“5년간보수 보

타이어 등 대형바퀴도 생산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빵집’
신도 선 새 매장 열 수 있다

중견련은보 계의보붫통보
를보
위해보이날보‘중견련보앱(응용프로
램)’을보선볕 다.보룜바일보앱을보통
해보 원사의보애로사항과보의견형보중
견기 보정 현안형보중견기 계보뉴
스보등을보검뵱할보수보있다.보다음달부
터는보우수보중견기 보 용정볕 보
제공한다.보 보 장은보“중견기 의보
위상이보
졌지만보대·중붫기
의보이분륇 보인 에보따른보륇과보제
의보한계는보 전 다”며보“한 보
경제의보허리 할을보
보양질의보
일 리를보창출 는보중견기 이보
글로벌보기 으로보성장할보수보있
록보지원 겠다” 보말 다.보보
보 김정은기 보보likesmile@hankyung.com

연장된 중기 적합업종

연장

출점 제한은 3년 더 적용
앞으로보3000
보이상보신
에
는보파리바게뜨형보뚜레쥬르보등보대 보
프랜차이즈보제과점보 점이보허용
된다.보뤳 점보대 뢢 형보기
보슈
퍼뢢켓(SS유)보내보신규보출점 보
능해진다.
동반성장위원 는보23일보오전보붆
울보 의 보켄싱턴호텔에붆보제39차보
동반성장위원 보 의를보열 보제과
점 과보붆 ·잡지류보붫매 보등보이
달로보중붫기 보 합 종보권 보기
한이보끝나는보8개보품룝의보재지정을보
결 면붆보이보같은보규제완 보조
치를보뤩표 다.보안충 보동반성장
위원장은보“점포보수보2%보제한 보동
네보빵집보상황이보좋 지면보이를보완
는보데보합의 다”며보“기존볕
다보훨씬보융통성보있는보결론이보나
다” 보말 다.
동반위는보대기 보프랜차이즈보
제과점은보기존보합의대로보신설보점
포보수를보전년 보말보기준보2%보이내
로보제한 는보‘2%보규정’을보 지
다.보점포보이전을보통한보재출점과보
신설은보인근보중붫보제과점과보 볕보
500m보거리를보지켜 보 는보‘500m보
거리보제한’ 보 지 다.
지만보일부보예외보규정이보허용
됨에보따라보SPC 룹형보C독푸 빌보등
의보대 보프랜차이즈보 체들의보점
포보 대에보숨통이보 일보전망이다.보
3000
보이상보 파
보뵰로보건
설되거나형보철길보또는보 볖보8차선보
로로보
이보나뉘 보기존보상권
과보 연히보 분되는보신
보지

재지정 품목

제과점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 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장감 품목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은보‘500m보거리보제한’에붆보면제되
기보때문이다.보대기 보프랜차이즈보
제과점이보뤳 점형보대 뢢 형보기
보슈퍼뢢켓(SS유)형보호텔보내에보출
점할보때 보‘점포보수보2%형보500m보거
리보제한’에보예외를보인정뤨는다.
동반위는보이날보 의에붆보붆 ·
잡지류보붫매 형보중
동차보판매
형보 전거보붫매 형보 동판매기보운
형보
보및보산(酸) 물보붫매 형보
플라스틱보봉투보등보7개보품룝은보대
기 의보진 을보규제 는보 합 종
으로보재지정 다.보 정용보 스연
료보붫매 은보 합 종볕다보한보단
계보낮은보 장
보품룝으로보규제보
수위를보낮췄다.보이날보8개보 합
종보및보 품룝은보3년보후인보2019년보
2월29일까지보대기 보진출이보제한
된다.보중붫기 보 합 종보품룝은보
단보한보차례의보연장만보 능 다.
붫룜성 재 매대 (유RO)
과보관련해보동반위는보실질 보상생보
프로 램보개뤩보등을보통해보대기
의보상생협 보참 를보끌 내겠다 보
뤪 다.보이날보대기 과보중붫기 보
간보플라스틱산 보분 보동반성장보
협
보맺었다.보대기 계를보대변
는보붇
협 는보중붫기 계
를보대변 는보한 프라스틱조합연
합 에보기술보개뤩과보관리보교 보등
을보지원 기로보 다.보
보 김정은기 보likesmile@hankyung.com보

슈프리마, 초소형 바일 지문인 솔루션

우수中企 제품, T커머스 판로 확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K브로드밴드는
23일 서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맺었
다. 신명수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사업본부장(왼쪽 두 번째)과 유창완 SK브
로드밴드 미디어사업본부장(세 번째)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제공

바이오인 보전문 체보슈프리뢢
(대표보송봉섭보
) 보뵰로운보룜바일
용보지문인 보솔루션보‘바이오사인
(BioSi갑n)’을보23일보선볕 다.
바이오사인은보기존의보스뢢 폰
용보최붫 보센붆면 (25㎟)을보36%보
줄인보것이다.보스뢢 폰에보 용되
는보지문센붆보면 을보 붫 기보때
문에보스뢢 폰보제조사는보센붆보비
용을보절 할보수보있다.보슈프리뢢보측
은보“보센붆보크기 보 을수록보지문인

보성능이보떨 져보센붆를보붫
는보데보
움을보 었다”며보“이보
같은보기술 인보한계를보 볖
보
더보 은보크기의보센붆에붆보뛰 난보
인 보성능을보 현 다” 보설명
다.보메룜리보용량 보경쟁사보센붆의보
절반보수준으로보줄 다.보반면보인증보
붬 는보두보뤲보늘 보성능이보떨 지
는보 사양폰에 보기
보 술을보 현할보
수보있다 보 사보측은보뤪 다.보보보
김희경기 보보hkkim@hankyung.com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