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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커피 수요 급격히 확대

지앤아이솔루션 열차단 코팅제‘썬 쉴드’

“페인트처럼 바르는 단열재 … 뽁뽁이보다 시공 간편”

한국산

난해보 름보
보 앤아 솔
루션보대표는보사장실에보들 갈보
두를보내 보못 다.보전면보통유리를보
통해보주변보경관을보즐길보 보있었던보
사장실 보 름 보되 보‘찜통보사우
’ 보탈 꿈 다.보통유리를보뚫고보
들 오는보강한보 빛보때문 었다.보
중에보 와보있는보 빛보 단용보페
인 를보 르 보온
보조금보낮아
졌다.보
만보또보다른보문제 보 생
다.보아침만보되면보사장실에 보페
인 보냄새 보
게보났다.보밤새보환
기 보되 보않아
다.
○“ 외선요99%요차단”
앤아 솔루션 보내놓은보‘썬보쉴
드보
’는보 보대표의보 런보경험
보 아든보열 단보코팅제다.보페인
칠 듯보유리 에보 르면보20분보
만에보 른다.보
를보붙 놓은보
것
보깔끔 다.보 외선은보99욕,보
근적외선은보92욕까 보 단해보실내
보유 되는보 빛보양을보줄 준다.보
성보제품
보냄새 보
보않
는보것 보장
다.
앤아 솔루션은보 난보8월보말보
고양보킨 스에 보열린보건
람
에 보제품을보공
다.보실내보온
를보5~6 보정 보낮춰주기보때문에보
름철보 정보냉방 를보30욕 량보
절감해주는보제품
보주 을보
았다.보한 름 보 났는데 보관람
보상당
보
에 보 매 다.보

中企人 한마디

커피 시장 열릴 것”

<단열 에 캡>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
은요이메일(art@hankyung.
com)로요신청받고요있습니
다.요한국경제신문요홈페이지
(e자ent.hankyung.com)를요
참조하세 .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요△
킴스아이엔씨-‘바스웰’요다
용도무선방수 실청소기요
(031)457-3107요△루미르촛불로요 동하는요LED램프요
(02)6959-8224요△헤즈테크
놀로지-주삿바늘요 동제거요
분리배출기요(042)487-7962요
△지앤아이솔루션-썬요쉴드요
에어요(02)2624-3025요
이영순요지앤아이솔루션요대표가요열차단요코팅제요‘썬요쉴드’의요특징을요설명하고요있다.요요

발열·단열

재 적용

실내 난방효과 뛰 나
열차단 등 여름용도 출시
보대표는보“워 보반응 보좋다보 니보
한두보달보만보더보빨리보출
더라면보
는보아쉬운보 음 보들보정
다”
고보 다.
보대표는보 별 된보성능을보장
으 보꼽았다.보근적외선을보효과
적으 보 단 기보위해보카메라보적

외선보 단보필터에보쓰 는보고 의보
물질을보썼다.보 두운보곳에 보
인물사진을보찍을보때보눈동
보빨
는보‘적안현상’을보 기보위해보고
안된보
보물질 다.보보
○찬요공기요막는요단열요기능도
난달에는보겨울용보제품인보‘썬보쉴
드보에 ’ 보출
다.보 깥의보찬보기
운 보실내 보들 오 보못
록보
에보붙 는보단열보에 캡(일명보뽁
뽁 )을보대체할보 보있는보제품 다.보
페인 를보 르듯보제품을보유리 에보
르면보0.01㎜보크기의보기포 보무

이우상요요기

히보많 보생겨보에 캡보 에보든보공기
층보 할을보해준다.보 보대표는보“유리
보두께를보3㎜보 상보두껍게보만들
주는보효과를보낸다”며보“ 열 재와보
단열 재 보 께보 용해보난방열 보
실내에 보효과적으 보유 되 록보
는다”고보설명 다.
○시공·제거요모두요편리
썬보쉴드보 름보제품과보겨울보제품보
두보 공과보제거 보간편 다.보 름
철보 빛보 단을보위해보붙 는보
는보 겨 보 보부
기 보 렵
고,보
제 보 아보깔끔 게보제거

기 보 렵다.보보반면보썬보쉴드는보롤
러 보 르기만보 면보돼보 공 보간
편 다.보스프
보물을보뿌리면보
아내 보제거 기 보쉽다.보 보대
표는보“ 문 보많아보 름엔보덥고보겨
울엔보 운보공장보등에
보활용할보
보있는보제품” 라고보 다.
썬보쉴드는보
켓,보
보온라
인몰보등에 보판매보중 다.보 앤아
솔루션은보 동 보엔진오일보상
태,보튀김기름보오염보상태보등을보알보 보
있는보산 (p식)보측정기 보
보중
다.보보보 이우상요요기 보보idol@hankyung.com보

삼성바이오에피스 “허가도 도전” … 호주 렌플 시스 1년만에 승인
< 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보다 5개월 단축
삼성
오에피스 보세계에 보
장보빨리보
오 밀러(
오
의약품보 제약)보
보성과를보내
놓은보데보
보
보정부의보허 보
절 에
보
전을보펼치고보있
다.보허 보신청부터보승인까 보통상보
1년보반보 상보걸리는보기간을보4~5
월 량보단
고보있
다.보고
한승보삼성
오에피스보사장(사
베 션’보전
진)의보‘프 세스보
략 보통 고보있다는보분
다.
11일보 계에보따르면보삼성
오에피스 보
한보 미케 드보
오 밀러보‘렌플
스’ 보
난달보말보호주보 약청(T획)에 보

최종보판매허
를보 았
다.보렌플
스는보존슨
앤드존슨의보
류머티즘보관
절염보치료제보
미케 드를보본떠보만든보약 다.보
미케 드는보 난해보9조원 량보
팔린보블록버스터보
오보의약품
다.
삼성
오에피스는보호주에
보류머티즘보관절염보치료제보엔브
렐의보
오 밀러보‘브렌 스’에보
보두보번째 보
오 밀러를보
내놓게보됐다.보현 보판매는보다 적보
제약사보머크샤프앤드 (심SD)

제품 늘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명

원조의약품 판매 현황
유럽, 한국, 호주,
브렌시스 엔브렐
캐나다 승인
유럽, 한국, 호주
렌플 시스 미케이드
승인, 미국 신청
SB5
휴미라
유럽, 한국 신청
SB3
허셉틴
유럽, 한국 신청
SB8
아바스틴 임상시험 3상 중
SB9
란투스
유럽, 미국 신청
자료:삼성바이오에피스

보 당한다.보 미보진출한보셀 리
온의보램
와보경쟁을보펼치게보된
다.보삼성
오에피스보관계 는보
“호주보류머티즘보관절염보치료제보
장은보연보5000 원보규 ”라며보
“호주보정부 보
보재정보부 을보
줄 기보위해보
오 밀러보사용

을보

고보있다”고보설명 다.
번보허 는보신청보1년1 월보만
에보승인 보났다.보현재까 보삼성
오에피스 보출 한보브렌 스
와보렌플
스는보한 ,보유 ,보호
주보등에 보허 를보신청한보 보1년
1~2 월보사 에보판매보허 를보
았다.보경쟁 체 보1년보반보 상보걸
리는보것과보 교 면보빠른보 다.
삼성
보
오에피스는보
보규
제당 에보판매승인보신청과보동
에보
보 청 보들 올보 보있
는보예상보질문에보대한보 변과보 료
를보미리보준 한다.보일종의보‘ 범
안’을보사전에보만들 보놓는보것
다.보통상보질문
보 료보 청
보들 온보뒤보 를보준
는보다

른보제약사들과는보 별 된보전략
다.보고보사장은보“제품보허 보경험
보많아 면 보
보규제기관 보
원 는보내용을보예상 는보
우
보쌓 고보있다”고보설명 다.보
상 험을보할보때 보 상 험 탁
기관(C착O)에보전적으 보 무를보
맡기는보대신보
에보관리보인 을보
파견해보환 보 보등을보 보챙기
고보있다.
삼성
오에피스는보
기
부터보세계보 장을보 표 보허 ·
규제를보전
는보인 을보꾸준히보
충 다.보현재보허 ·규제보 당보
원만보40 명으 보 내보단일보제
약사 보 장보큰보규
보알 졌다.보
보 조미현요요기 보보m작ise@hankyung.com보

임준 씨 커피코리아 사장
보 준 보씨 커피코리아보사장(74·
다.보70
사진)의보삶은보 전의보연
대보중반인데 보의 적으 보경기보
용인보본사에보
원을보투 해보
‘커피보클러스터’를보조성 고보있다.보
연면적보1650㎡보규 의보기존보공장보
옆에보더보큰보공장을보신 보중 다.보신
보건물보2 보동의보연면적은보2100㎡
에보 른다.
달보준공을보 표 보
보공
사보중인보 보 설은보기존보
커피보
생산 설에보견
설과보체험 설
을보 미한보‘
보커피단 ’다.보인근보
에버랜드를보 는보외 인보관광
을보끌 들 보 출 보연결 기보위
한보것 다.보 히보공을보들 는보것은보
중 보관광
다.보 보사장은보“중
인은보 천년간보 문 에보
해
져보있 만보 즘보중 보젊은 들 보
커피를보즐기기보
다”며보
“ 청난보 장 보형성될보 보
있다”고보말 다.보보
그는보“ 즘보커피에보대한보
관 은보커 고보있
만보정 보생산 설

을보볼보 보있는보곳 보거의보
보
런보 상을보 게보됐다”고보설명
다.보커피와보관련된보것을보 고보즐길보
보있는보곳 다.보다양한보커피 보맛
볼보 보있고보
보커피를보제조할보
보있다.
그는보 들 보은퇴를보생 할보
인보54세에보
해보20년보넘게보커피보
제조 사를보운 보중 다.보
보후보
10 년보동안보 내보편의 에보컵커피보
등보 커피를보 품 다.보주고 은보
CU보획S25보세븐일 븐보미니스톱보등보
편의
었다.보그보뒤보러 아보 장을보
다 보3년보전부터보온·오프라
인망을보통해보중 보 장을보공략 고보
있다.보한 무 협 보주최 보열린보
보 청보상
에보참 해보중
보
를보만난보게보중 보 장에보
눈을보뜬보계기 다.
보사장은보“사 할보때는보 전정
신과보더불 보고정관념을보깨는보게보
중
다”고보강조 다.보그는보“중 보
젊은 들 보
보 사보뒤보커피 보
앞에 보줄을보
보
크아웃보
커피를보사 는보것은보중
보머
않아보커피
보대
보될보 보
있다는보증거”라고보덧붙 다.
요 김낙훈요요중소기업전문기 보
보
nhk@hankyung.com요

中企 R&D에 내년 9517 지원
중기청 예산안 확정
내년보중 ·중견기 보연
(착&D)에보정부보예산보9517 원 보
원된다.
중 기 청은보2017년보중 ·중
견기 보착&D보 원사 을보9일보공
고 다.보‘기 성장보 진’과보‘산
생태계보활성 ’보등보두보 의보큰보주
제 보21 보 원사
보포 됐다.보
내년보착&D보 원금은보올해보대 보
0.9욕보증
다.보중견기 보글 벌보
약기술보 (65 원),보제품보
스보기술
(58 원)보등의보사
보
신설됐다.보융·
보기술
보사
은보기존보과제만보 원 고보신규보사
은보선정
보않기 보 다.
내년보중 ·중견기 보착&D보사
의보 징은보실질적보성과를보강조한
다는보것 다.보글 벌보 량을보평
할보땐보 출보실적 보있기만보해선보안보
된다.보세계보 장에 보판매 보될보

능성 보큰 ,보
보대체보효과 보있
는 보등 보고 된다.보고용보성과보평
에선보착&D보성과를보근
들과보
공유 는보기 을보우대한다.
신청보횟 보제한 보완
다.보기존보
연보1~2 보신청에 보2~4
보늘리고보
보신청방 으 보전환한다.보기
들 보필
보 는보 기에보착&D보
원 보 뤄질보 보있게보 기보위해 다.보
같은보사 에보대한보연간보과제신청보횟
보기존보연보1 에 보2
보늘렸다.보
동
보과제를보2
보제한 는보
총량제보적용보예외사
보기존보2
에 보6
보증
다.보사 계
는보보 성보항 을보줄 고보 성보분량 보
5~10쪽으 보한정한다.
중기청은보 번보통 공고를보
으 보사 별보공고를보통해보보 원보조
건보등을보보 표할보예정 다.보보 세한보
내용은보중기청보홈페
보등에 보
인할보 보있다.보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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