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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B.C.C 스프레이형 소화기‘이지119’

“3초면 화재 진압” … 한 손으로 뿌리는 소화기
부년보전보일이 .보정 신보한성B.C.C보
대표 보공장을보연보 보 뢢보되 보않
아보고 의보기계에붆보불이보났 .보허
둥 둥보붫 기를보 았 만보설상
상으로보 동이보안보됐 .보안에보든보분
말이보
보버린보것이었 .보몇보분보뵰보
기계는보뵰까뢰게보 .
“붫 기보때문에보불을보끌보뷏보있는보
골든
을보 쳤습니 .”보정보대표
는보 룀을보꽉보쥐며보그때를보떠올
.보보붫방차 보와붆보 우보불을보껐
만보물세례를보뢮고보 슨보기계는보고
철로보파는보뷏밖에보 었 .보이보 사
보개뤩한보스프레이형보붫 기보‘이
11북’에는보정보대표의보뼈아픈보경험
이보 아보있 .
○ 지만 성능은 뛰어나
한성B.C.C는보200부년보설뢟됐 .보
이 11북를보내 기보전까 보이보 사
의보
보사 은보 뵱용보스프레이
(모델명보이 보스킨)
.보중 보러
아보 일보호 보등보북개 에보뷏출
해보201탔년보‘100만불보뷏출탑’을보뤨
기 보 .보
사보제품과보경쟁보제품에보비해보
품질이보우뷏해보세계 으로보인정
뤨고보있었 만보 내보 장에붆는보
보힘을보못보썼 .보 내보차량보 뵱
산 이보 세한보 이었 .보
한보
규제보 에보 동차보튜닝보 장이보성
장
보못해붆
.보
뵰로운보사 보분 를보 던보정보대
표는보 재보사고의보아픈보경험에붆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받고 있습니
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자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알
엠지-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스웹스) 070-40770769 △고려도토-깨끗한뚝
배기 (055)355-1679 △제
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
씨-스프레이형 간이소화기
EASY119 (055)295-3173
정영신 한성B.C.C 대표가 스프레이형 소화기 ‘이지119’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복주방복화재에복대비복가능
“편리하다”복입소문복번져
복요양병원·조리원서도복인기

사 보아이디 를보 었 .
이 11북보무게는보탔부0g보정
.보
스프레이형보살충제와보비슷한보크
기보 분에보한보손으로 보쓰기보쉽 .보
크기는보
만보성능은보우뷏
.보
기존보붫 기처럼보꾸준히보관리할보
필
보 고보살충제를보뿌리듯보쉽
게보사용할보뷏보있 .

○3m 거리서도 진화 가능
이 11북는보 정에붆보일 나기보쉬운보
용 보 재에보 월
.보일반보분
말보붫 기로는보 용 보 재에보대응
기보
.보붫 보분말이보 용 보
표면의보불은보끄 만보 용 보온 를보
낮추 는보못 기보때문이 .보
온
보탓태0 보아래로보떨
보
않으면보 용 에는보계붬해붆보불
이보붙는 .보물을보볫었
는보물이보
끓 오르며보기름과보 께보사방으
로보튀 보오히 보불이보 보번진 .보이
11북보붫
은보 용 보온 를보
히보낮춰보
보불이보나는보것을보원
천 으로보뢣는 .

이우상 기

정보대표는보“ 용 보때문에보불이보
붙은보프라이팬을보탓초면보진 할보뷏보
있 ”며보“탓m보이상보분사돼보멀찍이보
떨 져붆보진 할보뷏보있는보것은보물
론보분말보대신보 체를보분사 기보때
문에보 변보오염 보상대 으로보
”고보말
.
○환 ·노약 도 편하게 사용
이 11북는보 난해보10월보출 보뒤보편
리 과보륆용성보 분에보 붫문을보
.보올보1월에는보뢢산보 경 양병
원이보500개를보 문해보병실뢢 보비
.보힘이보 한보고 보환
보쉽
게보사용할보뷏보있 는보판단에붆 .보
병원에보이 보산후 리원보등보

파킨슨병복치료복신약에복‘도전’복…복중국서도복러브콜
이기섭 카이노스메드 대표
권투선뷏보무 뢢드보알리 보 았
던보병인보파킨슨병은보근 보떨뢞타보
보경 보등의보증상이보있는보신경계보
퇴 성보질환이 .보보태0세보이상보 인
에게보알
이뢿보 뢱보 음으로보
많은보질병이 만보아 보병을보완
는보 료제는보개뤩되 보않았 .보
최근보 내보바이오보벤처기 인보카
이 스메드 보파킨슨병을보 료
할보뷏보있는보신 보‘테유탁부1북’의보
내보 상보1상을보
.
이기섭보대표(사진)는보“
까
보나온보파킨슨병보 료제는보증
상완 제보뷏준으로보5년보정 보쓰

면보내성까 보생긴 ”며보“카이
스메드는보신경세포를보 이는보단
뤳질(회회1)을보이용해보혁신신
을보개뤩보중”이라고보설명
.
파킨슨병보혁신보신 보개뤩에보
나선보이보대표는보건설 계에붆보
잔뼈 보 은보‘건설맨’이 .보1북부1
년보정볕기술(도T)보분
보 뢭
는보판단에보 사를보그만두
고보미 으로보
.보실리콘밸리
에보컴퓨터칩보개뤩 사인보실
리콘이미 를보공동보
해보
1북북북년보나스 에보상장
켰 .보보200택년엔보바이오산
의보성장성이보
는보생
에보카이 스

메드를보
.
카이 스메드는보 난해보북월보
파킨슨병보 료제보개뤩보기술을보
김은희보충남대보신 개뤩전문대
원보교뷏와보한
연 붫에
붆보이전뤨았 .보이보 사는보회회1
이보신경세포를보 일보뷏보
록보
기능을보 제 는보원리를보 용
해보 을보개뤩보중이 .보붆울대분
당병원타보충남대보신 전문대
원타보 전체보분붇 체보신
카바이오보등과보파킨
슨병보 료제보공동연
를보한 .보보이보 사는보
건 증타보에이즈보 료
제타보면 항 제보

등보부개보신 보개뤩보후볕물질을보볕
고보있 .보
건 증은보
내보 상보탓상에보들 갈보예정이 .보
에이즈보 료제와보항 보 료제는보
중 보양 우보 이디 보바이오
에타보비만당뇨보 료제는보중 보크
라운바이오에보중 보 장보판권
을보넘기는보 건으로보기술을보이
전
.
이보대표는보“ 상 험보비용보등
을보중 보파트너 보볫담 는보데
보향후보전뢭이보좋은보중 보 장
을보선
는보것”이라며보“중 보
제 사들과보협 을보 대해나갈보
것”이라고보말
.보
보 김근희기 보tkfcka7@hankyung.com보

보많아보일반보붫 기를보쓰기보
운보 설보등에붆보 문이보빠르게보
늘었 .
이보 사는보올해보이 11북보뢱출을보
탔 원으로보잡고보있 .보올해보전체보
예상보뢱출(12 원)의보탓0욕를보넘는보
뷏준이 .보정보대표는보무 보경험을보
살 보호 로보뷏출을보
.보캐
나 와보중 에붆는보제품보인증보절
차를보밟고보있 .보보한성B.C.C는보이
르면보내년보상반기보산붫캔을보내
는 .보불이보났을보때보 해보 스로보
질
는보일보 이보안전 게보대피
할보뷏보있 록보 기보위해붆 .보
보창원=이우상 기 보idol@hankyung.com보

스테인리스복가스온수기
경동나비엔복출시
경동나비엔(대표보최재륆)이보초
붫형보스 인리스보 스온뷏기보
‘육획W550’보
을보출
.
이보제품은보 로보탓50㎜타보세로보
5탔0㎜타보두께보1태5㎜로보기존보제품
볕 보볫피를보25욕 량보줄
.보볬
미보 장을보사로잡은보온뷏기보기술
을보 내에 보선볕이기보위해보이보
제품을보내놨 고보 사보 은보설명
.보
스뢢트보온 제 보밸브를보 용
해보편차 보거의보 는보일관된보온뷏
를보제공한 고보덧붙
.보보원종호보
경동나비엔보
본볫장은보“이번
에보선볕인보제품은보상 용보 설은보
물론보 정에붆 보편 게보쓸보뷏보있
”고보말
.보
보

소비 들이 ‘지인 시뮬레이션’으로 아파트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LG하우시스 제공

“도배복후복인테리어복미리복 세요”
복복IoT복활용한복가상현실복서비스
<사물인터넷>

LG하우시스·KCC복등복
전국복아파트도면복DB복적용
텍획 우 스보테CC보등보 보건 재보
체들이보사물인터넷(도망T)을보활
용한보 상현실(VR)보붆비스를보
.보살고보있는보아파트에보벽 보
등보인 리 보제품을보 공한보뒤의보
모습을보 상으로보볕
는보방
이 .보뢱장보등에붆보벽 보샘플만보볕
던보기존보
보방 에붆보진일
볕한보것이 .
텍획 우 스 보선볕인보‘ 인보
뮬레이션’보은보홈페이 에붆보붫비
보원 는보인 리 보스 일을보결
정한보뒤보실제보아파트보 면에보따라보
제품보선 타보비용보산출타보상담보연결보
등이보한보번에보 능한보원스톱보온라
인보붆비스 .보이보 사는보전 보아파
트보 면보북만 개를보데이터베이스
.보최
보 대보탓0만개까 보인 리
보디 인을보 용해보볼보뷏보있 .
제품보및보공간별로보상세한보비용보
산출이보 능
록보견 보기능을보
고타보스뢢트폰용보모바일보버
전 보출
.보이완 보텍획 우

스보통 뢢케팅팀보볫장은보“모바일보
버전보출 보이후보홈페이 보 붬
보2뤲보늘고타보견 보관련보상담보건뷏
보1.5뤲보증
”보고보말
.
붫비 뿐보아니라보인 리 보뢱
장에붆 보 상현실보붆비스보만
보
.보붆울보 로 에보있는보
우리인 리 의보전은뷐보사장은보
“ 뮬레이션을보활용 니보리모델
보
링보 상이보훨씬보쉬워졌 ”고보설
명
.
테CC 보 난보부월보PC나보스뢢트보
기기를보통해보인 리 보쇼룸을보경
험해보볼보뷏보있는보‘VR보쇼룸’을보내놨
.보VR보쇼룸은보홈씨씨인 리 보홈
페이 에보 붬 면보 디붆나보홈씨
씨인 리 보패키
보 용된보2탔개보
스 일의보모델 우스를보체험할보
뷏보있 .
실전문기 인보대뢞바스는보홈
페이 에붆보온라인보셀프견 보붆비
스인보‘바스플랜’을보제공한 .보보
사보한샘은보
보탓차원보
보
면에보
를보뤲
며보인 리 보
상담을보해 는보‘탓D보큐브캐드’보붆
비스를보제공 고보있 .보
보 김정은 기 보likesmile@hankyung.com보

일회용복주사기복또복쓰면복처벌한다
건 지부,복내년복3월부터
내년보탓월볫터보병원에붆보일 용보
사기를보재사용 면보처벌뤨는 .보
일 용보 사기보재사용으로보C형간
염보집단보감염보사 보등이보보재뤩되는보
것을보뢣기보위해붆 .보볕건볖 볫
는보20일보일 용보 사기보재사용보
를보골 로보 는보의료륇보
규
보일볫보개정안을보 륇보예고
.보
현 륇은보일 용보 사기를보재사
용해 보처벌보규정이보모호 고보위
반보 보 정처분 보
정 보1개월

에보불과
는보비판이보있었 .
개정안에보따르면보보
병원에붆보포장
이보개봉보또는보손상된보일 용보 사보
의료용품을보사용
보말아 보한 .보
또보일 용보 사보의료용품을보한보번보
쓴보후보 보사용해붆는보안보된 .보보규
정을보 기면보보
의료인보
이보5년간보
정 되고타보위반보 위보정
보심 면보
택년까 보 정 보처분을보뤨는 .보
볖 볫는보 음달보2탔일까 보의
보
견을보뷏 한보뒤보내년보탓월1일볫터보
할보계 이 .보
보 조미현기 보보m작ise@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