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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친환경 거름망‘바로톡’

까사미아, 침실 가구 ‘헬싱키’ ‘위드’

100% 생분해되는 싱크대用 음식물 거름망
최상필보테뤣보대표는보2013년보볫인
보수술을보뤨으면서보몇보 간보집안
일을보 맡았다.보 장보성 셨던보일
은보설거 보후보싱크대보배수 의보거
름망보청붫싲다.보스테인리스보거름
망보틈뵰싟보낀보음쉆물보쓰레기를보손
으로보 싎서보버리는보일 보여간보비
위싟보거슬리는보게보아 었다.보최보대
표는보‘음쉆물보쓰레기싟보손을보대 보
않고보처리할보수보 는보방법은보싘을
까’보고민 기보쉅
다.보그러다보‘거
름망싟보일 용보필름을보씌웠다 보
통째로보버리면보좋겠다’는보아 디
싎 보떠올랐다.
듬 보제품보기 싟보들싎 고보2
년의보개뤩보기간을보거쳐보 난보3월보
생분 되는보싱크대용보음쉆물보거
름망인보‘뤣로톡’을보내 았다.보거름
망보 체 보생분 되는보 내보첫보제
품 다.
○생분해되는 싱크대 거름망
뤣로톡은보동그란보거치링과보 은보
멍들 보뚫 보 는보일 용보필름형보
덮개로보 성돼보 다.보사용법은보간
단 다.보필름을보거치링싟보끼운보뒤보
배수 보통보안싟보 고보사용 다보음
쉆물보쓰레기 보필름싟보
보차면보
통째로보버리면보된다.
뤣로톡의보 장보큰보장점은보배수
를보매번보닦을보필요 보싘다는보것
다.보음쉆물보쓰레기를보일일 보
싎내 보않아 보된다.보거름망싟보곰

팡
보낄보염
보싘다.보일 용보필
름은보100%보분 되는보친환경보생분
성보수 로보 뤄져보음쉆물보쓰레
기통 나보쓰레기보봉투싟보통째로보
버
보된다.보최보대표는보“설거 보후보
음쉆물보쓰레기를보뤣로보‘톡’보버릴보수보
다는보뜻싟서보뤣로톡
고보
름보 었다”고보설명 다.

신청받고 있습 다. 한 경제신
문 홈페이지(event.hankyung.
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
이처 -유로 스템

기건조

랜턴 070-5030-1947 △쓰리
스타-야외 간편 조리기

버리면 음 물과 같이 분해

(032)766-8700 △테바-바로

세트

톡 (041)532-7605

애완동물용 배변 트 등
친환경 생활용품 곧 출

스싲다.보블랙뤤스보매출은보 난
볕다보4태%보성장한보2택0싏원을보기록
다.보팅크웨싎는보 난 볫터보블
랙뤤스보제품군을보고급 싟서보볕
급 까 보 대 다.보올보2분기싟는보
볬미보매출보 대와보일본형보싱 포르형보
싳 보등보신규보쉅장보진출 보본격

사 보 외보진출을보원 는보중붫기
싗싟보쉅장보조사형보뤣 싎보뤩 형보현 보
유통망보진출보등을보 원 는보것
다.보2001년볫터보 년까 보총보3택태북
개보 사 보참여 보53싏북300만 러
의보수출보실 을보올 다.보현 보법인보

종 보인테리싎보브랜 보까사미
아 보볬유럽보스칸디나비안보콘
셉 보
보‘헬싱키’(사진)와보수
납성을보
한보‘위 ’보등보침실
보2종을보출쉅 다.
헬싱키는보절제된보디 인과보최
신보유 보뵱상을보조
보세련미
를보연출 다.보보
침대(부북만원)형보와
보체스 (북북만원)형보사
보테
블(33만원)형보거울(24만원)보등보
총보4종으로보 성 다.
실붬 보제품보위 는보편리한보
수납 보 징 다.보월넛보뵱상은보

헤 볕 보 단과보 면싟보마련
한보선반을보수납공간으로보 용
할보수보 고보
보뵱상은보침대보
볫싟보서
보 다.보침대(4북
만원)형보와
보체스 (5부만원)형보
사
보테 블(1북만북000원)형보3
단서 (3부만원)보보등보총보5종 다.보

아-루메나플러스 캠핑용 L시D

뜨거운 물에 녹지 않고

“해외민간 트워크 활용할 中企 찾습 다”
중붫기싗청과보중붫기싗진흥공단
은보오는보2택일까 보‘ 외민간
워크보활용사싗’싟보참여할보중붫기
싗보1택0곳을보룜집한다.
외민간
워크보활용사싗은보
4북개 싟보 는보135개보민간보전문

메일(art@hankyung.com)로

배수구 통 안에 고 사용

내비게이션업체 팅크웨어, 매출 31% 증가
내비게 션싗체인보팅크웨싎(대표보
흥볖·사진)는보1분기보매출(연결
기준) 보 년보같은보기간볕다보31%보
늘싎난보433싏원을보기록 다고보1태
일보뤩표 다.보싳싗
보부싏원으
로보흑 보전환 다고보덧붙싲다.
매출보신장을보주 한보건보블랙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대 (031)901-8142 △오난코리

○배수 청소할 필요 어
뤣로톡의보 점은보간편 면서 보친
환경보제품
는보것 다.보중 산
나보일본산보음쉆물보거름망보제품
은보플 스틱으로보제조 보생분
되 보않는다.보최보대표는보“ 산과보
붫수성보전분보등을보섞싎보필름을보제
조 다”며보“뜨거운보물싟보녹 보않
으면서 보음쉆물과보같 보생분 된
다”고보말 다.
거치링보필름보덮개를보포 한보세
보 격은보1만5북00원 다.보필름보
30개보한보묶음보 격은보5500원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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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필 테바 대표가 생분해되는 싱크대용 음 물 거름망인 ‘바로톡’의 장점을 설명
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보 사 보운싳 는보쇼핑몰보‘테뤣
몰’과보SS획닷컴보등보온 인몰싟서보
판매 고보 다.보출쉅보초기엔보제품보
생산 보여의치보않아보주문을보뤨고보
판매
보못 기 보 다.보최보대표
는보생산보사정 보나아
보주문을보
고 보제품을보뤨 보못한보붫비
싟게보공짜로보제품을보볕내주고보감

면서보성장
보 보 붬
할보것 란보
게보 사보 의보
설명 다.
팅크웨싎
는보2분기보내
비게 션보볫문싟서 보수 보실현
을보기대 고보 다.보보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설립과보기술제휴보성과 보 보331
건형보3싏북북00만 러를보기록 다.
올 는보단순보수출볕다보 로벌기
싗보협 사보등록싟보필요한보 쉆재
산권보취 형보기술제휴보등보난
보
은보전략보프로그램의보 원보비중을보
대할보예정 다.보보
중붫기싗청보수출
원센터보홈페
(e자po입있cen있e입.
go.익입)싟서보신청할보수보 다.보

사보편 를보썼다.
○친환경 생활용품 강소기
테뤣는보레
보프린터보볫품보제조
싗체싟보다 던보최보대표 보뤣로톡보
출쉅를보준비 며보 난 보설립한보
신생보기싗 다.보창싗한보뒤보마케팅
의보중요성을보절감한보최보대표는보올
초보공주대보산싗경싳 과싟보

보 열을보불
고보 다.
최보대표는보다양한보친환경보생활
용품을보선볕 기보위 보준비보중
다.보뤣로톡과보 께보쓸보수보 는보음쉆
물보쓰레기통보‘뤣로통’형보생분 되는보
변기보청붫용보솔보‘뤣로청’형보생분
되는보애완동물용보배변쉅 보‘뤣로
펫’보등을보 따 보내 을보계
다.보
일본보등싟보수출 보준비보중 다.
최보대표는보“테뤣 보출쉅 는보상
품의보공통점은보생분 되는보친환
경보제품
는보것”
며보“생활싟보
편리 면서 보 연보친
보제품을보
생산 는보 붫기싗으로보성장 겠
아산=김정은기자
다”고보말 다.
likesmile@hankyung.com

보령제약, 세계고혈압학회 메인 후원사로
볕 제싀(대표보최 홍·사진 왼
쪽) 보 내싟서보처음보열리는보세계
고혈압
(도S식)보주요보후원사로보
나선다.보도S식는보2년마다보세계보고
혈압보전문 들 보한 리싟보룜
는보 사로보 내싟서보개최되는보것
은보 번 보처음 다.
볕 제싀은보‘세계고혈압
보
서울보201태’보조 위원 (위원장보김
철호보분당서울대보교수·오른쪽)와보
공쉆보후원보협싀을보맺었다고보1태일보
뤪 다.보‘도S식보201태’은보오는보북월24
일볫터보태일간보서울보뵪성동보코신스
싟서보열린다.보도S식는보2년싟보한보번보
세계보주요보
를보순
며보개최
되는보
다.보전문의와보 로벌보제
싀사보등보1만여명 보참여 는보의
계보최대보규룜보 사다.

유 스전자, 고데기 ‘컬링 아이론’ 세 종류
유 스전 (사장보 한조) 보머
리보룜양을보웨 브로보만들싎주
는보고데기보‘컬링보아 론’(사진)보
세보종류를보내놨다.보쉅중싟보나온보
제품보중보 기 보 장보 은보40 보
름의보‘내추럴보컬링보아 론’을보
비롯 보34 의보‘볼륨보컬링보아
론’형보2택 의보‘엘 스틱보컬링보
아 론’보등 다.보 들보제품은보
100~220 까 보총보25단계로보온
보조절 보 능 다.보“룜뤩보손

상 을보최붫
면 서보
손쉽게보머
리보룜양 을보
뤣꿀보수보
는보기능”
고보 사보 은보설명 다.보사용
보실수로보조 보버튼을보눌러
보설정보온
보유 되고형보30분보
상보미사용보쉅보전원 보차단되
는보등보편의성 보 싲다.보

락앤락 ‘스포츠 물병 리즈’ 리뉴얼
앤
보스테디셀러보물병인보
다.보뚜
‘스포 보물병보쉅리즈’(사진)를보
껑은보열고보
리뉴얼 보뵰롭게보선볕싲다.보청
기보쉬운보
명한보블루그린을보뚜껑보컬러로보
원터치보방
채
보분위기를보산뜻 게보뤣
쉆 다 .보
꿨다.보스포 보물병보쉅리즈는보
보좁
물병보양쪽싟보홈을보디 인 보스
아 보운 동보
포 보등보슿외활동보중보편리 게보
중 싟 보
마실보수보
록보고안 다.보격 쉽게보마실보수보 으며형보 볍고보
렬한보활동보중싟 보음료 보뵰 보 내 성 보뛰싎난보
탄보붫
않 록보뚜껑싟보실리콘을보뵫
재를보썼다.보

에이원베이비, 유모차 트 모양 자유자재
내싟서보세계 인보고혈압
보열리는보것은보볕 제싀의보고
혈압신싀보‘카나브’보효과보 분
다.보볕 제싀은보2010년보캐나다보밴
쿠버싟서보열린보
볫터보 체보신
싀을보들고보매 보참
며보인
를보 여왔다.보2014년보그리스보
싟서는보 내보제싀사보최초로보단 보
심포 싖을보열고보카나브보 상결
과를보뤩표 보주룝보뤨았다.
보 김형호기자보chsan@hankyung.com

유룜차싗체인보싟 원베 비는보
신제품보리안보로 (사진)를보출
쉅 다.보로 는보사용 의보선호
싟보따 보쉅 보룜양을보뤣꿀보수보
는보것 보 징 다.보유아 보앞
을보뤣 볕는보일반 뿐만보아
보아기 보누워보 는보요
보등보
다양한보룜 를보 원한다.보안전
성 보
다.보비포장길과보고
르 보못한보볕 블록보등싟서보충
격을보최붫 할보수보
록보 보뤣

퀴보충격보완
보서스펜
션과보 중보
조보안전보
프레 형보2부
보대 보타
싎보등을보
췄다.보원
터치보폴딩보쉅스템과보4단계보등뤨
보
보등보다양한보편의기능 보
었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