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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에 IoT 기술 활용”

쓰리스타 휴대용 조리기‘워킹쿡’

불 이 발열팩으
보 기보쓰리스타보대표는보2011년부
터보내진공보냄 ’를보팔았다.보뚜껑의보
레버를보돌리면보냄 보안 보진공보상
태 보되는보
디 보상품 었다.보
음 을보맛있게보 리할보수보있고형보
래보 관하는보것 보 능해보인기를보
끌었다.보 달의보으뜸중기보제품으
보선정된보 외보간편보 리기 보내워
킹 ’은보한보
의보불평에 보출
했다.보크고보 거워보 핑보때보휴대
하기 보불편하다는보것.보 보대표는보
크기 보 고형보불을보피우 보않고도보
리할보수보있는보제품을보떠올렸다.보
2년 보연
(R&D)보끝에보2014
년보10월보워킹 을보 놨다.
○등산·캠핑
냥
워킹 은보등산보및보 핑 을보 냥한보
리기 보세 다.보스테인리스보반
과보플 스 보물통보등으 보 성됐다.보
음 을보 고보 열 을보뜯 보물을보한보
컵보부으면보부글부글보끓
른다.보최
대보섭 보95도보안팎까 보올
보15분
면보 면을보끓일보수보있다.보40분 면보
밥을보 을보수도보있다.보 열 에는보숯보
성분을보 었다.보항균형보탈취보효과를보
기보위해 다.
수증기보 출 보 는보것도보 징
다.보반 의보증기보 출 를보물통
과보호스 보연결했다.보 출보증기는보
통보안의보스테인리스보파 프 보전
달돼보물을보데운다.보차나보커피를보
기보위해보따 보물을보끓일보필요 보
다.
보대표는보“ 동하면 보 리할보

<사물인터넷>

간편하게 밥 하는 조리기구

수보있는보것 보장 ”
고보
했
다.보진공보냄
럼보레버를보돌리면보
단단히보밀봉된다.보증기도보 출하
보않 보 방보안에보 은보상태 보내걸
면 ’보음 을보만들보수보있다는보
설명 다.
○군인들에게 ‘제 ’
쓰리스타는보워킹 을보획 켓과보11
번 형보 팡보등보온 인몰에 보판
하고보있다.보올보들
는보낚 전문
형보대
보등보 프 인보판 보
대에보힘쓰고보있다.

이동하면서 음

조리 가능

15분이면 라면요리 ‘뚝딱’
군복지단 온라인몰 입점
인도·중 등 해외 진출 추진
군 보등보공공 장도보 냥하고보
있다.보 보대표는보“워킹 은보군인에
게보
한보제품”
고보했다.보군인
들은보 외보훈련을보할보때보전투 량
을보 는다.보전투 량은보즉
품
보맛 보 고형보수증기를보 출하
는보것 보단 으 보꼽힌다.보위치를보
들키 보않기보위해보판초우의나보
의를보덮 보수증기를보 는보등보번거
운보
보필요하다.
보대표는보군 을보위해보 방부보전
투 량보공청 보등에보참 해보제품의보
장 을보알리고보있다.보성과도보 고보

창기 쓰리스타 대표가 야외 간편
고 있다.

리기

있다.보현 보군인들 보제품을보
할보수보있는보 군
단보온 인몰에보
보 정됐다.보 달보중 보판 에보

세트인 워킹쿡의

동 원리를 설명하
이현동 기

들 간다.
해외 장보공략에도보
다.보
보대표는보“험준한보산 보많은보인도보

란보중 보등에 보큰보관심을보 고보
있다”며보“인도보
와는보수출보협
상을보하고보있고형보중 과는보원 보절
감을보위해보기술보 전보 태의보협 을보
고보전했다.
논의보중”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
보대표는보한보 사의보
으 보일
하다 보1997년부터보사 을보해왔다.보
들과는보다른보내
한’보제품을보
는보데보집중했다.보대기 과보 슷한보
제품으 는보내 전
’ 는보생
에 다.보안쪽에보
보장치를보
보
재보방향에보따 보
보 포되
는보방 문형보불판보안쪽을보 워보고기보
겉과보안 보고르게보 을보수보있는보진
공보불판보등 보 보대표 보
한보제
품 다.
보대표는보“
디
보중요하
다”고보
했다.보제품보콘셉 만보
으면보기술 인보
움은보주변의보
도움보등으 보해결할보수보있기보때문
는보설명 다.보 는보“일상생활
의보불편 을보
는보제품을보꾸준
히보
을보것”
며보“큰보 사들
보
보못하는보 장을보
하겠
다”고보말했다.보
보 인천=이현동기 보gray@hankyung.com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 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
지(e자ent.hankyung.com)를 참 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이처 -유로 스템 기건 대 (031)901-8142 △오난코리아-루메나플러
스 캠핑용 L시D 랜턴 (070)5030-1947 △쓰리스타-야외 간편 리기 세트 (032)766-8700 △테 로톡 (041)532-7605

권순범 이큐브 대표
“사물인터넷(I망T)보기술을보활용해보
세계보최대보쓰레기보수거 장인보미 보
보공략에보 보나 겠습니다.”
태양광보쓰레기통을보제 하는보
큐브 의보권
보대표(사진)는보
8일보“보
쓰레기통에보붙 는보I망T보센
를보앞세워보하 웨 보 사에 보솔
루션보 사 보거듭나겠다”며보 같
보말했다.
2011년보
한보 큐브 은보
보내쓰
레기보벤 ’ 보불린다.보태양광보 터
리와보모터를보사용해보쓰레기보부피
를보최대보8분의보1보수준으 보눌러주
는보쓰레기통인보내클린큐브’ 보해외보
장을보두 렸다.보 난해보 출보 보
10 원보중보95%보 상을보프 스보
보등보해외에 보올렸다.보올해에만보
60 원보 상의보선주문을보 았다.
I망T보센 인보내클린 ’은보보대당보100

만원을보웃도는보클린큐브보도 을보
부담스러워하는보 방 치단체보등
을보 냥한보제품 다.보권보대표는보
“쓰레기통에보붙 두면보쓰레기 보
느보정도보 는 보등보다양한보정
를보제공 을보수보있다”고보설명했다.
보 큐브 은보 난달보미 보 인
도보세웠다.보150 원보규모 보 산
되는보보미 보 장보공략을보위해 다.보
권보대표는보“보핀란 보벤
사와보
장보선 보 쟁을보벌 고보있다”며보
“다양한보분 보도 를보제공하기보위
해보힘쓰겠다”고보말했다.보
이현동기 gray@hankyung.com보
보

셀트리온, 집에서 투여하는

마 개발

<류머티즘 복제 >

병원서 주사 맞는 불편 덜어
셀 리온 보환
보 보피부에보주
사를보 는보방 (피하주사)의보
보
을보
했다.보현재보판 되
는보
밀러(항체의 품보 제
)보
는보정 주사
보환
보정기 으 보 원에보 보주사를보
보한다.
셀 리온은보 품의 품안전
부터보
의보피하주사보 제인보
내
SC’보 상보보1상보승인을보 았

다고보8일보 표했다.보
는보존슨
앤 존슨의보류
즘보관절염보치료
제보내레미케
’를보 제한보것 다.보보
환
보두보달에보한보번보 원을보
보
3 간보정도보주사를보
보한다.
보피하주사는보환
보
보1~2주
에보한보번 보집에 보주사를보 을보수보
있다.보보편의성 보 다.보류
즘보관
절염보치료제보 장보 유율보1형보2위인보
브 의보휴미 와보
의보엔
브렐은보모두보피하주사보 태다.보
미현기 m작ise@hankyung.com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