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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아이젠‘의료기기 인증 비데’

치질치료 돕는 ‘관장 비데’ 30개國 수출 뚫었다
2002년보 질을보앓고보있던보유병기보
표는보관장보기능이보있는보 뷏보비
데를보우연히보선룺뤨았다.보아이젠
이라는보신생보중붫기 이보개뤩한보
내보최초보관장보비데 다.보관장보기
능을보몇보달간보사용 더니보항문보질
환이보 아졌다.보제품 보매료된보유보
표는보외
을보 고보2003년보아
이젠을보인뷏해보공
으로보투
다.보온뷏·온풍·탈취보기능보등을보
탑재 며보제품을보다듬 보2004년보
정 으로보출
다.보200북년엔보
내보비데로는보 음으로보의료기기보
인증을보뤨았고형보관장보기능을보
보볕완 며보기능을보꾸준히보향상
다.보
까 보40만 보넘게보팔린보
히 상품이보됐다.
○‘관장용’ 노즐이 하나 더
비데보 볫분은보노즐이보비데용과보
세정용보두보개다.보
만보아이젠의보
제품은보관장보기능을보 는보노즐이보
나보더보있다.보관장보버튼을보누르면보
종이컵보1개보분량의보룺줄기가보항문보
안쪽보3~5㎝보볫분까 보 는다.보변
을보룻게보만들 보 연스 게보뤲출
돼보관장이보되게보 는보원뢚다.보관장보
기능과보관련한보 내보 허만보13건
을보취
다.
유보 표는보“뷏압이보센보룺줄기를보
항문보깊뷐 게보쏴 보 기보때문 보
아프 보않게보 는보게보관건이었다”
며보“난류(불규 한보흐름)를보층류

(규
인보흐름)로보바꾸는보원천기
술을보 체보개뤩해보이를보해결 다”
고보설명 다.보붫비 의보반응이보
보
보기능이보있는보비데형보쾌변보기
능을보탑재한보비데보등보응용제품 보
선볕 다.
○자체 브랜드로 수출
아이젠은보중붫기 으로는보 룺
게보고
보및보 체보브랜 보전략을보
고뷏한다.보제품 보 한보 신이보있
붆다.보관장보비데의보가 은보40만
~50만원 로보일반보비데볕다보2~3

KCC ‘VR 쇼룸’ 오픈
KCC의보인테뢚 보전문보브랜 보홈
인테뢚 는보가상현실(VR)보
쇼룸보오픈 보뢮춰보체험보이벤 를보
한다고보22일보뤩표 다.보홈
보
인
테뢚 의보VR보쇼룸은보인테뢚 보

(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아이
젠-국내 의료기기 인증 관장 비데
(02)581-1067 △브링유-7초 원터
치 안전 삼 대 PULLi (031)5068689 △지비솔루션즈-수유등
루나스퀘어2 (02)717-9901 △
엔퓨텍-자외선 살균기 퓨라이
(031)744-4549

수압조절 등 허만 13개
약 ·면세점 등서 판매
소문에 올 매출 300 기대
노년층 겨냥 ‘IoT 비데’ 개발

유병기 아이젠 대표

뤲보비싸다.보판로 보
으로보개
다.보 난해보비데 계보최초로보
보판매를보
고형보면세
보
다.보L획전 보베스 샵을보
비롯해보전 랜 보등보양판 과보뤳
붆보판매한다.
해외보공략 보붬 를보내고보있다.보
30 개
보아이젠보브랜 를보달
고보뷏출한다.보중 과보미 형보일본보등

보 사를보설뢟 다.보뷏출보비중은보
35욕보정 다.보2013년엔보무 의날보
500만달러보뷏출탑을보뤨았다.
유보 표는보“중
선보120만원
보달 는보고가보룜델 보잘보팔린
다”며보“ 일보유통체인보홈바흐의보
130 개보매장 붆보판매 는보등보유
붆 보 붫문이보나고보있다”고보
말 다.보올해보이보 사의보예상보매출

노루페인 , 하남 스타필드에 체험 매장
노루페인 가보 내보최 보볖 쇼
핑몰보스타필
남 보‘컬러스튜
디오’(사진)를보열었다.보컬러보컨설
팅볫터보페인 보 공보붆비스보및보볫
재보판매까 보뵱상보인테뢚
보
한보룜든보것을보 원 는보체험 보
공간이다.보인테뢚 보디 인보전문
인 인보컬러매니 가보붫비
게보
1보 보1로보뵱상보상 과보 뮬레이션보
붆비스를보해준다.
홈쇼핑보상품으로보출 해보인기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비데의

냄비·조리기 등 첫선
집밥 체험 공간도 마련

디 인을보실제보거주공간
보재
현한보룜델 우스보 태의보쇼룸 보
VR보기술을보 용한보공간이다.보홈
인테뢚 보홈페이 와보룜바일
(www.h망mecc.c망.처입)보사이 보내
보‘360 보VR쇼룸’보메뉴를보클뢛
면보즉 보체험할보뷏보있다.보보

은보300 원이다.
○탄탄한 ODM…소형 전 확대
뢞바스형보계뢞
보등보주 보위생
기보 체와보한경희생활과 보등보
생활가전 체엔보제
개뤩생
산(ODM)보방 으로보일반보비데를보
공
고보있다.보매출 붆보ODM이보
차
는보비중은보70욕 보달한다.보
룺량이보
보늘 나 보2년보전보월보3

부엌으로 들 온 이케아 … 주방용품 700종 출시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

를보끌고보있는보‘컬러메이 보디 인
우스’보원스톱보 공상품 보상
뤨을보뷏보있다.보2100 보가 의보다양
한보뵱상을보즉붇 붆보만들 보주는보
뵱보붆비스가보장 이다.보보

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만 보생산이보가능한보 설을보경기보
김포 보갖췄다.
즘엔보노년층을보 냥한보비데
를보개뤩 고보있다.보유보 표는보“사
룺인터넷(도망T)보기술을보 룝해보비
데 보충 이보가해 거나보오랫동
안보사용
보않는보등보이상보징후가보
감 되면보가
게보문 메
로보
알 준다”면붆보“ 제품을보성남고
령친 종 체험관 보설 해보 험보
중”이라고보말 다.
비데 만보 한된보제품군을보붫
가전보등으로보넓힐보계 이다.보
는보“관장보비데
보탄탄한보기술
을보바탕으로보뵰로운보가 를보더한보
제품을보꾸준히보내 겠다”고보 다.보
보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케아가보주방용품을보 내 보
뵰롭게보내놨다.보냄비형보프라이팬보
등보 뢚보
볫터보 품볕관보용
기형보 기보등까 보700 종 보달
한다.보안 레보슈미 갈보이케아
코뢚아보 표(사진)는보“앞으로보1
년보동안보주방보공간 보주 할보것”
이라고보뤪 다.
이케아는보22일보붆울보 등포동보
타 스퀘
붆보기 간
를보
열고보‘ 께해 형보맛있는보 간’이
란보뵰보캠페인을보공개 다.보이케

아가보주방을보
타깃으로보정
한보것은보다른보
공간 보비해보
개선의보
가보많다는보판
단보때문이다.
이케아는보 내보가정 보뷏뤳
곳을보방문해보 뢚 는보방 과보
사보방법보등을보 사 다.보 보결
과보 내보가 의보절반보이상( 보
57욕)이보매일보 뢚할보정 로보주
방보활용 가보 았다.보
반면보주방을보‘ 아 는보공간’
이라고보 한보사람은보6욕 보불과
다는보데보주룝 다.보“주방 보룜
보 께보 뢚를보만들고형보먹고형보

울뢚는보공간으로보재 성한다
면보큰보 볖을보줄보뷏보있을보것”이
란보결론이보났다.
첫보출뤩은보주방용품이었다.보
동안보 내 선보팔 보않았던보
기류형보냄비보등보주방용품을보이
달볫터보들 오기보
다.보볖
보
쇼핑몰인보타 스퀘
보‘헤이보
밥’이란보체험보공간 보열었다.보
이케아는보실
보공개 다.보슈
미 갈보 표는보“ 난보 계연
(2015년보북월~2016년보부월) 보3450
원의보매출을보거뒀다”고보뤪
다.보올보들 보1~부월보매출보증가율은보
보17욕로보 년보전체보매출보증가율
(7.1욕)볕다보크게보 았다.
보보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

김승호 회장의 절치부심 6년
‘고혈압 올림픽’ 주인공 된 카나브
서울 행사 메인 후원사로 나서

께보붆울선언 보뤩표한다.보고혈
압을보잘보관뢚해보2025년까 보심혈
판매 앞둔 신약 상결과 발표
관보질환보사뢭을보25욕보줄이겠다는보
계 을보뤩표할보예정이다.보김철호보
김승호보볕령제 보 장(사진)은보
위원장(분당붆울 병원보
2010년보세계고혈압
보 술
노인병내과보교뷏)은보“토종보신 을보
가보열린보캐나다보밴쿠버를보찾았 홍볕 는보기 가보생 보 볫심을보
다.보‘고혈압보올뢞픽’으로보불뢚는보 느낀다”고보 다.
이보 술
붆보고혈압보신 보카
볕령제 은보 술
보기간 보
나브를보알뢚기보위해붆 다.보이후보 총보5개의보심포
을보연다.보이를보
김보 장은보2
보년마다보열린보 술
통해보카나브와보고혈압보볖
료
보 김 이보참붇 다.보카나브 제인보듀카브형보오는보11월보뤩매할보투
의보 장은보해외라는보판단이보있었 베로보등의보 상보결과를보알릴보계
이다.보총보37개보고혈압보관련보제 사
기보때문이다.
술
보기간보김보 장의보눈길 와보기관보등이보1부0 개보전 볫스를보
을보끈보것은보 이 보노바티스보등보다 차뢚는데보이보중보가장보큰보규룜의보전
볫스 보꾸린다.
보제 사 다.보
보홍볕보볫스
내보제
계보 두는보신 보
를보차뢚고보뵰보 의보 상보결과를보세
계보의사들보앞 붆보뤩표 는보것을보 개뤩과보글로벌보진출이다.보 동
볕면붆보“ 술
가보한
붆보열 안보제 사들의보관심은보연 개뤩
뢚면보보
카나브의보위상을보 이는보계기 (R&D)보 량을보늘 보신 을보개뤩
로보삼겠다”고보다
다.보기 는보곧보
는보데보 중됐다.보제
계는보볕
찾아왔다.보볕령제 은보오는보24~2북 령제 의보이번보메인보스폰붆보참
일보붆울보삼성동보코 스 붆보열뢚는보 가보글로벌보 장보진출을보위한보 내보
세계고혈압
보 술
의보메인보 기 의보마케팅보 량이보한보단계보
는보계기가보될보것으로보볕고보있
스폰붆를보맡았다.보 내보제 사가보
세계 보의 계보 술
의보메인보스 다.보카나브보등보고혈압보신 을보세계
가보인정 다는보보
분붇 보나온다.
폰붆를보맡은보것은보보 음이다.
카 나브는 보세 계 보 덟 보번 째보
이번보 술
는보고혈압을보주
RB(안 오텐신보뷏용체보차단제)보
제로보한보 사로는보세계보최 보규룜
계열보고혈압 이다.보개뤩단
다.보아 아 붆보 사가보열뢚
계볫터보세계보무 를보 냥
는보것은보2006년보일본 보이 보
다.보보볕령제 은보연내보러 아형보
두보번째다.보올해보 술
페루보등
보카나브를보출
는보부부개
붆보3500명보이상
이지현기자
한다.보
의보전문가가보참붇한다.보세계
볕건기 (W식O)와보
bluesky@hankyung.com보

실험동물 자원은행 생긴다
의약품 개발에 쓴 생체조
다른 연 에 재활용 원
의 품보개뤩보등 보활용되는보실험
동룺의보생체 원을보다른보연
보
재활용할보뷏보있는보‘실험동룺보 원
은 ’이보
보설뢟된다.
품의 품안전 는보실험동룺보
원은 보 축보사 의보첫보단계로보
경볬첨단의료산 볖 단 보
내 보실험동룺보 원은 을보설뢟
기로보 고보22일보건뢟보기공 을보
열었다고보뤪 다.
실험동룺보생체 원이란보실험동
룺의보장기형보혈액형보동룺유래보줄기세

포보등보실험 보활용할보뷏보있는보 원
을보말한다.보실험동룺보 원은 은보
△실험동룺보생체 원의보뷏 ·볕
존보△생체 원보분양보신청보 스템보
축·운 보△ 산보실험동룺보룜체보
원보및보질환룜델동룺보개뤩보등의보
무를보뷏 한다.
는보 별보거 보실험동룺
원은 을보올해보1곳 붆보2020년
까 보5곳으로보늘 보매년보 보10만개
의보생체 원을보 볕할보계 이다.보
보실험실형보민간보연 붫보등 붆보
산 폐기룺로보 뢚되던보실험동룺
의보생체 원 보뷏
고보관뢚할보
예정이다.보보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