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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 , 고지혈증 치료제 장 공략

무지개연구소 일체형 드론 메인보드‘블루비’

“내 맘대로 만드는 드론으로 中 DJI 잡는다”
<세계 1위 드론업체>

싳혅보‘터널’에는보터널보붕괴보현장에보
론(무인항공기)을보투
는보장
면이보나온다.보상황을보파슧 기보위
보위험한보터널보내부를보비
던보
론이보
기보뚝보떨싎진다.보붕괴보
후보생긴보먼 로보전파방
보생
기보때문이다.보 론은보무용 물이보
됐고보당장보고칠보수도보싘는보난처한보
상황에보처한다.보실 로도보이런보일
이보종종보뤩생한다.보
김용 보무 개연
보대표는보
“ 방용형보방 용보등보 수룝적보 론
은보 내보쉅스템과보맞 보않슦보활용
도 보떨싎 고보 보싨할을보못보할보때
보있다”며보“
의보상황에보맞는보
맞춤헶보 론을보개뤩 는보쉅대 보
올보것”이라고보말 다.
○핵심 부품을 기판 하 에
무 개연
보올초보개뤩한보일
체헶보 론보기판(메인
)보‘블루
비’는보맞춤헶보 론의보기반이보되는보
룜듈헶보부품이다.보 론에보쓰이는보
쉋보부품을보 나로보 쳤다.
론의보전 변 기(ESC)형보비
싎장치형보송수신보센 형보전원공
장치보등보 쉋보부품을보메인보기판보
나에보담슲다.보 고보간단한보
에보
초 을보맞췄다.보설계보
를보단순
혅한보 분에보다른보 보부품과의보호
환도보쉽다.보뤲터리보프로펠러보 종기보
송·수신부보등보
보부품은보필요에보
따라보 보늘리거나보줄일보수보있다.
쉋보부품이보일체헶으로보이뤄

김용덕 무지개연 소 대표(오른쪽)가 올인원 스마트 드론 메인보드 ‘블루비’의

전 변속기 등 심부품
메인기판 하나에 모두 담아
맞춤형 드론제

능케

“ 드론에 맞는 SW 개발
드론 교 까지 사업 확장”
져보있싎보완 품보
보비용을보줄일보
수보있다.보김보대표는보“맞춤헶보 론보
비스를보 공 기보위 선보
웨싎부터보개뤩 슿보한다”며보“범
용보 론보기판인보블루비를보활용
면보기싗뿐보슦니라보개인도보손쉽게보
할보
DIY(
보만들기)보 론을보

“첨단 섬 산업 키우 면 전문
中企人 한마디

고경찬 벤텍스 사장
“섬 는보사양산싗이보슦닙니다.보
미래 장산싗 니다.”
기능 보섬 싗체인보벤 스의보
고 찬보사장(56·사진)은보섬 산
싗의보중요 을보이보한마디로보표현
다.보벤 스는보‘빨리보마르는보섬
’보‘광뤩열섬 ’보등보기능 보원단
을보개뤩 보수출 는보싗체다.보이보
혐사보‘ 건섬 ’는보운동보후보땀을보
빨리보뤲출 는보 품이다.보나이키보
슦디다스보펄이즈미보등보글로벌보기
싗에보 품을보공 한다.보이보혐사의보

허보등록보및보출원보건수는보100개
보넘는다.보최근엔보뤩열보재킷형보초
량보 온침낭보등보방산보관련보원단보
개뤩에보주
고보있다.
고보사장이보말 는보미래헶보섬
는보이런보기능을보 미한보것을보
의미한다.보 는보“ 동집싀적보
의보기존보섬 산싗은보중 형보동
슦보기싗을보이길보수보싘
만보기능을보
한보 품으
론보얼마든 보 쟁할보수보
있다”고보강
다.
는보 균관대보섬 공
과를보나와보동대
원에 보 ·뤤
사보 위를보뤨슲

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수보있다”고보설명 다.
○통신·보안 등 분야별 맞춤 제
무 개연
는보 론보기판보
·
생산뿐보슦니라보설계·용싨까 보
고보있다.보 내보기싗보및보기관보등과보
블루비를보활용한보4~5건의보개뤩보프
로
를보진 보중이다.
싨보생태계보연 부터보통신형보 안보
등보분슿도보다양 다.보기싗이나보기관
의보요 사항에보최적혅한보 론보통 보
솔루션을보 공 는보게보룝표다.보“
외에 보 된보 론보상당수 보 내보
기관의보전산형보관 쉅스템보등과보호환
이보안보된다”는보이 에 다.
무 개연
는보 론의보비 보
싳상보정 를보
고보관리 는보

이민하 기

비스로보싳싨을보혆대 고보있다.보
는보“블루비는보
보장치와보쉽게보
연결되는보호환 형보개별보환 에보최
적혅한보 프 웨싎 보 쟁 ”이
라고보설명 다.
○“통합 드론 플랫폼 축하겠다”
30대보초반의보김보대표는보창싗보이전
부터보 론을보
고보만 는보것
을보좋슦 다.보 론을보 뢟할보때보
장보난 한보일은보부품끼리보호환이보
안보되는보것이었다.보부품을보다쉅보갈
슦보끼우 면보비용이보많이보들고보쉅
간도보오래보걸 다.보‘호환이보되는보
쉋보부품을보룜슦보 으면보훨씬보편
겠다’는보생 이보들었다.보불편 은보
곧보창싗으로보이싎졌다.보 년보5월보

성 스템 갖춰 ”

고형보섬 를보깊이보연
면보피부
에보대
도보알슦슿보한다는보생
에보 년보중슳대에 보의 뤤사보
위도보취
다.
는보“최근보 보대 에 보섬 공
과를보싘슶고보신 재공 과보등
으로보과명을보뤣꾸는보것은보뤣람
보않다”고보 적 다.보섬 공
과라는보이름이보뭐 보문 냐는보
것이다.보 럽보최대보공대인보슦
헨공대보싨쉅보섬 기술연
라는보이름으로보탄 섬
나보
재를보연
며보
큰보 과를보내고보있다
고보강
다.보보
고보사장
은보섬 전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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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을보위 보섬 산싗연 혐에보
기
보 정보헶편이보싎 운보 생
들에게보장
을보주고보있다.보대
생과보 혅고보재 생형보염 ·편 보
분슿보근로 보 녀보등이보대상이다.보
다보많은보섬 전문 를보길러
내기보위
다.보보 보 신이보싎렵게보
창쉅절을보 낸보것도보장 사싗
을보 게보된보뤲 이다.보 는보“라이
크라나보고싎 스보등보기능 보원단
을보개뤩 보글로벌보기싗이보된보곳도보
있다”며보“다른보산싗은보사라져도보
인류 보존
는보한보섬 산싗은보
싳원 다”고보강
다.보보
김 훈중소기 전문기 보
보
보
nh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받고 있습니
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
(e자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이
디-맘디 트라이크 프리미
(031)591-0253 △인텍-후
아마스크 (063)212-1539 △
루미컴-눈의 피로가 적은 플
리커 프리 친환경 LED 조명
(063)211-3223 △무지개연
소-올인원 스마트 드론 메인보
드 블루비 010-6755-7455

인과보 께보혐사를보세우고보 품보
개뤩에보나 다.보혐사보이름인보무
개연
는보‘무한보창의’보‘ 쉆’보‘개
뤩’의보앞글 를보따 보 었다.
김보대표는보“ 론을보개뤩 는보키
와보활용보 프 웨싎를보 공 보
누 든보쉽게보만들보수보있는보 론보플
랫폼을보
는보게보룝표”라고보말
다.보블루비는보쉅 에보불과 다
는보게보김보대표의보설명이다.보 는보
“
웨싎와보이를보 싎 는보 프
웨싎형보싧기에보 론보개뤩교 보부
문까 보통
는보사싗보싳싨을보
할보계협”이라보
고보말 다.보
이민하 기 보보minari@hankyung.com

내년 초 티지페논정 출
삼키기 쉽고 흡수 빨라
중견보 싀싗체
인보대원 싀이보
크기와보 능을보
협기적으로보개
선한보고 혈증보
치료싀을보내년
부터보판매한다.
대원 싀(대표보뤳승열·사진)은보
고 혈증의보일종인보고중
방혈
증보치료에보사용 는보기존보치료
를보개량한보티 페논정을보개뤩 보
쉆품의싀품안전처에 보판매보허
를보뤨슲다고보23일보뤪헵다.
티 페논정은보혈슷에보과도 게보
늘싎난보중
방을보줄싧주는보치료
다.보중
방보치료에보쓰이는보 분
인보페 피브레이 콜린으로보만든보
치료싀으로는보세계보최초의보알싀이
라는보게보혐사보측의보설명이다.
티 페논정은보쉆사보싧부와보무관
게보 용할보수보있는보데다보크기를보
기존보 품의보절반보수준으로보줄인보
것이보 징이다.보기존보 품의보주보
분인보페 피브레이 는보체슷에보잘보
보않슦보흡수율을보 이기보위 보
쉆사보후에보 용 슿보 다.보티 페
논정은보페 피브레이 보 에보콜
린보물질을보결
보체내보흡수율을보
싲다.보정 보크기도보줄싲다.보기존보
품은보길쭉한보 원헶보헶태로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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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2㎝보안팎이 만보티 페논정은보
원헶으로보0.9㎝에보불과 다.보혐사보
관계 는보“싀보삼키는보것을보싎 워
는보환 나보고 보환
보 용 기
에보훨씬보쉬워졌다”며보“ 장에 보천
천히보 으면 보체내에보일정한보싀물보
농도를보
도록보 는보기술도보적
용 다”고보말 다.
대원 싀은보티 페논정보출쉅로보
내보고 혈증보치료 보쉅장의보주
도권을보잡겠다는보전략이다.보 내보
페 피브레이 보계열보고 혈증보치
료 는보 쉌
보판매 는보슶
의보리피딜슈프라정보등보10싧개
다.보대
보 원 싀은보기존보고 혈증보치
료 보리피원정과보 께보티 페논
정이보 보연보100싏원의보매출을보낼보
것으로보기대 고보있다.보
내보중
방보치료 보쉅장은보
850싏원보규룜다.보뤳승열보대표(부
혐장)는보“티 페논정의보수출도보
적 보 진할보계협”이라고보말 다.
박영태 기 보보pyt@hankyung.com

처, 의 품 심사 인 85명 늘린다

웰크론, 신형 방탄복 공급
경찰청과 39억 계 체결
산싗용보 재보전문기싗인보웰크론
은보 찰청과보39싏원보규룜의보방탄·
방검 보 품계싀을보체결 다고보23
일보뤩표 다.보웰크론은보 찰청이보
로보도
는보대 러보 전용과보
일반보 찰용보방탄·방검 을보공
한다.보방탄·방검 에는보웰크론이보
2년보전보 체보개뤩한보원단(WI회)을보
사용한다.보
방탄보원단인보슦라미 보섬 에보
수보표면보 공기술을보적용 보관
통보방 보 능이보뛰싎난보데다보 벼
운보게보 징이다.보대 러보 전용보방
탄·방검 에는보단날검형보양날검형보송
곳보등의보방호 보 능한보수준(육IJ보
레벨보2)의보방검보기능이보
됐다.보보
이민하 기 보보minari@hankyung.com

이르면 내년께 확충
쉆품의싀품안전처 보이르면보내년
께보의싀품보허 보쉋사보인 을보
보85명
충원 기로보 다.보 내에 보신싀보
개뤩건수는보증
는데보쉋사보인
은보수년째보
리에보머물고보있
다는보 적에보따른보 치다.보
▶본지 8월19일자 A5면 참조
쉆싀처보관계 는보“의싀품보쉋사보
인 보85명을보 로보혆충 기로보
다”며보“이보 운데보20%는보 상보쉋
사를보전문으로보 는보의사로보충원
할보계협”이라고보23일보뤪헵다.보
까 보의싀품보허 ·쉋사보공
무원이보부
보뤣이오· 싀산싗보
에보걸뢞돌이보된다는보견
보
많슲다.보쉆싀처보공무원보한보사람이보
담당 는보의싀품보허 건수(2012

년보기준)는보0.44건으로보미 (0.04
건)형보일본(0.18건)보등보선진 과보비
교 도보많다.
인 보혆충에보따른보예산은보허 보
쉋사보수수료를보올 보 결 기로보
다.보이를보위 보쉆싀처는보 난보18
일보‘의싀품보등의보허 보등에보관한보
수수료보규정보일부보개정고쉅’를보
정예고 다.보개정고쉅에보따르면보
신싀보품룝보허 보쉋사보수수료는보414
만원에 보64.9%보늘싎난보683만원
으로보인상된다.보현 보수수료는보미
의보1000분의보1보수준이다.보
쉆싀처보관계 는보“미 도보과거보
쉋사보수수료보인상을보통 보인 을보
혆충 다”며보“뤣이오· 싀산싗보뤩
전을보위 보허 보쉋사에보내실을보기
는보취 ”라고보설명 다.보
조미현 기 보보m작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