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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風’ 거센 바이오기
여성 R&D 인력 절반 넘어
뉴스카페
뤣이오 계에보‘ 초(女超)보
현상’이보뚜
다.보연 개뤩
(R&D)보기간이보길 보붏세한보
기술이보필요한보붬성보때문에보
성보인 보비중이보다른보산 에보비
보압
으로보 다.
유전 보진단보전문기 보디엔
에이링크는보전체보 원보태2명보중보
4태명이보 성이다.보전체보인 에
붆보택4.2%를보차 한다.보유전 보
치료제를보개뤩보중인보뤣이로메
는보전체보5북명보중에붆보32명
이보
원이다.보비율로보따 면보
54.2%로보절반이보넘는다.
R&D보인 만보볕면보 초보
현상은보더보두 러진다.보셀
리온의보R&D보 원보352명보중보
태0.부%(214명)가보 성이다.보신
보개뤩보뤣이오기 인보제 신
은보전체보 원보123명보중보 성보비
중이보51.2%에보달한다.보 젠 보
연 인 보5태명보중보태0.택%인보34
명이보 성이다.
이종은보디엔에이링크보대표는보

“뤣이오기 은보실험보등보정 성
을보요
는보일이보많아보손기술
이보중요 다”며보“ 성보 유의보
붏세 보외에 보남성에보비 보술보
담뤲를보덜 는보게보손기술에보
향이보있는보것보같다” 보말 다.
연 인 에붆보생명공 ·
보전공 보비중이보 은보것 보뤣
이오 계에보 성보인 이보 증
는보뤲경보중보 나다.보이들보분
는보상대 으로보남성에보비 보
성보전공 가보많다.보보
줄기세포보
치료제를보개뤩 는보메디포스
보 성보 원보수가보절반이보넘
는다.보총보1택2명에붆보52.3%(북0
명)가보 성보 원이다.보이보 사
는보경기보판교보본사에보전문 사
가보 성보 원을보상대로보필라테
스를보가르치는보전용보공간을보뢢
련 다.보 계보관계 는보“R&D
가보 심인보뤣이오기 에붆는보
성별볕다보능 이보최우선보기준”
이라며보“
보 성이보늘 나
보있는보것 보한보원인”이라 보
말 다.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카메라‘옵티언’

보행자·차선 이탈 알려주는 사고방지 블랙박스
보 난 보미 보로봇공 보챌린
(DRC)에붆보우승한보‘휴볕’는보두보뤩
로보 는보 내보최초의보로봇이다.보장
애물을보피 는보등보 · 물을보스
스로보인
보 동한다.보촬 된보
상을보분붇 보판단 는보 은보수준
의보‘ 상보인 보붫프 웨 (SW)’
를보탑재
보있기보때문이다.
차량보이탈보경볕장치보및보 상보블
뤤스보 체인보피엘케이테크놀
로 보뤤광일보대표는보휴볕보개뤩팀
의보일원이었다.보1북북3년볫터보2년간보
K도ST보휴볕보개뤩팀에붆보붇사보과
정을보밟은보뤤보대표는보2003년보 내보
최초로보차선보이탈보경볕장치를보개
뤩 다.보차량이보중 선이나보주변보
차선을보넘 붆면보운전 에게보알
주는보장치다.보졸음운전형보차선보이
탈보사 보등을보방 할보수보있다.보200북
년에는보볕
까 보인 할보수보있
는보제품을보선볕 다.보현대 동차보
에쿠스가보이보기술을보세계보최초로보
다.
○첫 제품 기능 오류 련
뤤보대표는보1북북태년보현대차보연 붫
에보 사 보2001년보사내벤처를보설
뢟 다.보1년 의보개뤩을보거쳐보최종보

연 를보열던보날형보오류가보뤩생
다.보장치가보 정보
에붆는보중
선을보제대로보인
보못한보것이
다.보흑뤳보카메라가보문제 다.보흰색보
차선과보검은색보아스팔 는보 별
만보뤪은보 로와보노란색보차선
은보정 히보인
보못 다.보컬러보
상보방 으로보 스템보전체를보뤣
꾸는보데보또보1년이보 다.

중앙선·차선 자동으로 인식
졸음운전 사고 막아줘
현대車 에쿠스에 처음 용
中 겨냥한 가 모델 개발
2003년보택월보 장에보첫보제품을보
내놨다.보누
보관심을보
보않
다.보믿었던보현대차에붆 보양산을보
연기 다.보당장보팔보수보있는보다른보제
품이보필요 다.보차량보이탈보경볕장
치에붆보 심보기술인보 상보인 보붫
프 웨 를보제거 다.보대신보그보
리에보메룜리보 장장치를보
보
상보블 뤤스를보출
다.보2005년보

박광일
있다.

엘케이테크놀로지 대표가 영상 블랙박스와 차선 이탈 및 차량 인

가까스로보일본보수출을보
다.
뤤보대표는보“세계보 디에 보차선보
이탈보경볕장치보 장이보 성되 보
않 을보때 다”며보“10 년간보연
한보 상보인 기술을보포기
보
만보 장이보원 는보제품에보대 보
민 는보계기가보됐다” 보말 다.
○수출 길 열렸지만 ‘전량 회수’
200태년보현대차가보차선보이탈보경볕
장치를보채
면붆보상용 가보
됐다.보200택년볫터보프랑스보볫품
체보뤩레오를보
으로보미 보중 보
유럽보등으로보본
인보수출보길이보
열 다.보뤤보대표는보차선보인 뿐보아
니라보앞차와보볕
를보인
는보
기술보등을보추가로보개뤩 다.
수출에보제동이보 린보건보200북년.보

경보장치를 결합한 ‘옵티언’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지수 기자

일보등보 외보뤣이 의보거센보항의
가보 아졌다.보이번엔보길가에보우거
진보가로수의보그뢞 가보문제 다.보
로에보 리운보그뢞 와보차선형보차
량보등을보 분
보못한보것이다.보
내와보다른보 외보 로보상황을보미처보
보못한보탓이다.보전량보 수
할보수뤥에보 었다.
뤤보대표는보그때볫터보 외와보비슷
한보 내보 로를보찾아다녔다.보유럽
과보비슷한보경기보 양~파주보간보2차
선보 형보전남보담양의보 골보길을보찾
아다녔다.보2014년까 보5년간보주말
보 이보돌아다녔다.보그는보“ 루 보
빠
이보 로를보주
며보오차를보
볕정 다”며보“
보반볖 으로보
테스
보있다” 보설명 다.

○현대차·BMW도 고객으로 확보
2014년보개선된보기술을보 용한보
차량보이탈보및보차량보볕
보인 보경
볕장치를보내놨다.보 상보블 뤤스
를보결 한보제품보‘옵티언’ 보출
다.보현대차에보이 보 호 붬형보현대
중공
보거 처로보뚫었다.보 외
에붆는보올 보말보 일보BMW가보옵
션으로보채 할보예정이다.보 난 보
매출보142 원을보올 다.보올 는보
1택0 원이보룝표다.
뤤보대표는보“이스라엘보룜빌아이보
등보 외보 체에보비 보기술 에붆보
뒤
보않는다”며보“최대보 장인보
중 을보 냥 보가 을보낮춘보제품
을보 만간보내 겠다” 보뤪 다.
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

○‘이달의으뜸중기제품’은이메일(art@hankyung.com)로신청받고있습니다.한 경제신문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엘케이테크놀로지-ADAS CAM 옵티언 (02)6675-0202 △솔미테크-가정
용헬스카메라리핏캠(070)7558-9877△이지 - 강세정기워터프로스(063)236-0988△체어플러
스-덩키의자(031)435-2244

키위의 재발견 … “변비·혈당감소 효과”
변비약 성분과 효능 동일

류보등의보탄수 물보붐취를보5분의보
1보정 보줄이 보키위를보대신보먹으면보
혈당이보
히보올라가는보것을보뢣
을보수보있다”며보키위의보혈당증보완 보
연 보결과를보뤩표 다.보허양 보인
제대볫붬붆울뤳병원보가정의 과보
교수는보“과
보 상 료를보기반
으로보과일의보질병보완 보효과에보
근한보 이보신선 다” 보말 다.
이번보 제보심포
을보후원한보
세계보최대보키위보생산 체인보제스
프리는보매년보대규룜보연 개뤩보투

를보통 보키위의보과
보효능을보
증 는보데보주
보있다.보매년보
2000만뉴질랜 달러( 보1태0 원)
를보연 개뤩에보투
보있다.보제
스프리는보전·현 보뉴질랜 보키위보
생산 가보 분보100%를보볕유한보농
인보
보
의보기 이다.보전보세
계보키위보생산의보30%를보담당
보
있으며보한보 보매출이보1 4000 원
에보달한다.
제스프리는보 (高)당 의보신품
종보개뤩을보통 보키위를보 볫가가
치보과일로보키우는보데보 량을보 중
보있다.보 당 의보친환경보신품
종보개뤩에보신 보개뤩에보버 가는보
15년을보투 한다.보다양한보 상연
를보통 보과
보효능보 증에보주
는보것 보이보때문이다.보제스프
리는보앞으로보키위의보변비보개선보효
과보등에보관한보연 를보이탈리아형보일
본보등 에붆보추가로보한보뒤보유럽
품안전청(E회S)에보기능성보과일
인증을보신청할보계 이다.보베로니
크보뢢펜티 보제스프리보헬스뢢케
팅보총괄뤤사는보“키위가보건 에보미
치는보효능을보붫비 가보많이보알수
록보붫비가보늘 나기보때문에보이를보
뒷뤨침 는보과
보연 에보많은보
투 를보 보있다” 보설명 다.
타우랑가=이지현기자
보
보보bluesky@hankyung.com

의료 원사 ’보 원보신청을보뤨는
다.보신청보
은보볫볫 산보월평균보
붫 이보최 생계비의보250%(4인보
가 보기준보440만원)보미만인보협동
·중붫기 보근로 와보붫상공
인이다.보
질병이나보재 로보 원보또는보수
술보중(예정)이
보한다.보붆류심

사와보의료전문가로보 성된보위원
의보심사를보거쳐보25명을보선뤩한
다.보1인당보200만원 보총보5000만
원을보 원한다.보 세한보내용은보중
붫기 사랑나눔재단(갖o쏠막.강bi득.
o입.강입)과보중붫기 중
보홈페이
(www.강bi득.o입.강입)를보참
면보
된다.보

심포지 서 첫 과학 증명
보키위는보생 제제에보버 가는보변
“
비보치료보효과뿐보아니라보혈당보감붫
에 보 월한보효능이보있습니다.”
난보12일볫터보사흘간보뉴질랜
보볬붏의보항
보 우랑가에
붆보열린보‘제1 보키위보효능연 보 제
심포
’.보한 보미 보 덜란 보일
본보등보1태개 보의사와보 양
보200
명의보 선이보키위의보과
보효능
을보 증 는보연 보결과에보
다.보
뉴질랜 보메 대보산 보리뎃연 붫
가보주최한보이번보 사는보단일보과일
의보효능을보과
으로보 증 는보
첫보 제보심포
이라는보 에붆보이
룝을보끌었다.보리처 보기 리보뉴질
랜 보오
대보교수는보 상 험을보
통 보키위가보변비 의보 심보성분
인보실리움과보같은보효능을보가졌다
는보연 보결과를보내놨다.보심포
에보참붇한보이우용보삼성붆울병원보외
과교수는보“실리움은보 상보현장에
붆보가장보많이보처방 는보생 제제”
라며보“실리움의보효과를보과일이보대
체할보수보있다는보것은보충분히보의미보
있는보결과”라 보평가 다.
존보먼로보뉴질랜 보플랜 앤 푸
연 붫보뤤사는보“전체보 사에붆보

中企·소상공인 의료비 지원
1인당 200만원 지급
중붫기 사랑나눔재단이보오는보20
일볫터보다음달보1북일까 보한보달보동
안보중붫기 ·붫상공인보가 의보의
료비를보 원 는보‘201태보희망 뢞보

잭 핸리 플랜트앤드푸드 연 소 박사
(가운데)가 키위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이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