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료
메디레포의 찜질팩‘메디레포아이싱’

“프로야구 선수들도 쓰는 특수 냉·온 찜질팩”
배 귀보메디 포보사장은보주말마다보사
보
인보슿 를보
보난보뒤보싎깨와보팔꿈치보등
이보아파붆보 민이싚다.보싎느보날보한보프로
선수 보싓음을보랩으로보싸붆보근 에보 는보
것을보볕 보집에붆보 라보했
보통증이보
사라졌다.보냉찜질에보빠진보배보사장은보스
포츠용품보 게를보찾슲으나보관련보제품은보
10만원이보넘는보외 산이거나보품질이보떨
싎 는보중 산이싚다.보
다 보싓음보주머 를보팔에보둘둘보
보 나치게보
보번거로웠다.보내친
김에보‘편리 면붆 보 렴한보냉찜질보제품’
을보
보만들기로보했다.보1년간의보개뤩을보
거쳐보 난해보7월보‘메디 포아이싱’을보내
슲다.보메디 포는보‘메디컬’과보‘ 포츠’
를보 쳐보만든보사명이 덕보아이싱은보냉찜질
을보뜻한다.보이보제품은보 난해보12월보으뜸
중붫기싗제품으로보선정됐다.
○냉 젤 굳지 않는 찜질팩
제품의보원리는보간단 다.보냉 젤이보들싎
는보아이싱팩(싓음보주머 )을보냉동실
에보볕관 다 보커륀에보싼보뒤보해당보부위에보
10~20분간보 용 면보된다.보
냉 젤이보
게보
보않 록보 수보
배 해붆보제 했다.보신 성이보 은보나일
론보라이 스보원단을보써붆보팔꿈치보등보신
체의보
진보부분에 보밀 할보수보 다.보
동상보우
보싘 록보 당한보냉기 보
되는보기술 으로보 허보출원 보했다.보우
탄보붫재를보써보피부에보
보 아 보까
슬까슬
보않 록보했다.
전
인 에보1분보정 보 열 면보핫팩
이보돼보온찜질 보할보수보 다.보제품은보부위
에보 라보나뉜다.보싎깨용덕보팔꿈치·무릎·뤩
룝용덕보허리·옆 리·허륁 ·종아리용보등보
세보
보 다.보배보사장은보“제품을보 용

보일상생활을보할보수보 을보정 로보 용
이보
보동상보위험이보싘싎보안전 다”
며보“운동보 후보생긴보근 통과보타뤤상덕보수
술보뒤보치료에는보냉찜질이덕보만성 인보통증
엔보온찜질이보 다” 보설명했다.
○수입 제품의 절반 격
메디 포는보배보사장이보냉찜질보제품을보만
들기보위해보2013년보설립한보신생싗체다.보동
아 보정치외교 과를보졸싗한보뒤보주문
상표부 생산(OE유)보방쉆으로보의류를보
납품했으며덕보
냄비를보생산해보홈쇼핑보
등에보공급했다.보
배보사장은보“참신
보 은보제품을보
보만들싎붆보 렴한보 격에보공급
보싶

냉기 유지 기술력 특허출원
부러진 팔꿈치 등 밀착 가능
“미 ·일본에도 수출할 것”
싚다” 보했다.보이를보위해보개뤩보과정에붆보
부산 싨의보많은보신뤩보공장을보찾아다
며보원단·뤣느질· 봉기술보등을보배웠다.
올해보본격 으로보전 보판뢱를보쉅
면보뢱출보3싏원을보낼보것으로보내다볕 보
다.보제품보 격은보5만원보선이다.보앞으로보
의보커륀보원단을보사용한보3만원 보볕급
형보제품을보내 아보코오롱보W스토싎와보
형마 보등에붆보판뢱 며보인
를보 일보
계 이다.
○아이싱 전문회사로 육성
최근보아웃 싎보인
보늘면붆보제품에보
한보반응은보 은보편이다.보롯데 이언츠보
넥센히싎로즈보등보프로슿 보 단과보초·
중· 교보및보
보운동부덕보 교보볕건실보등

배덕귀 메디레포 사장이 부산 문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메디레포아이싱’ 제품을 착용한 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에보공급
보 다.보붆울재활병원을보비롯
한보병원들과보오쉌견보류머티즘성보관절염보
등을보다루는보전문한의원에붆 보수요 보
꾸준히보늘 보 다.보
최근엔보일부보붫방붆에붆보붫방관들의보
근 통보치료를보위해보 뢱 는보물량이보늘

보 다.보일본과보미 보등보해외보수출 보준
비
보 다.보배보사장은보메디 포를보‘아이
싱보전문 사’로보키우 보싶다 보했다.보냉찜
질보기계를보비롯해보관련보제품을보다양 게보
로보내 을보계 이다.
부산=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이메일(a입있hank작un갑.com)로보응룜를보뤨 보 습
다.보한 경제신문보홈페이 (even있.hank작un갑.com)를보참
세요.
○1월의 으뜸중기제품=△세비슳의보수납일체형보샤워기보‘ 로본능보UP’보
(031)765-3110보△라이프온랩의보스포츠폼까 보분붇해보주는보밴 형보웨싎러블보디
뤣이스보‘플랙쉅아’보070-4603-7474보△메디 포의보‘메디 포아이싱’보070-41938525보△
디 인의보볕스(Beau잇)보타일보(032)612-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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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추출기기 건보 적용
<건강보험>

올해부터 고밀도추출기 대상
통증·손상 줄인 치료법 관심
보 상쉅험을보거쳐보쉆품의싀품안전처
로부터보쉅판보승인을보뤨은보신의료기
기들이보올보상반기부터보신의료기술평
를보뤨 보않
보건강볕험을보 용
뤨는다.
동안보신의료기기는보한 볕건의
료연 원의보신기술평 (1년)덕보건강볕
험쉋사평 원의보경제성보평 (90일)보
등을보거쳐슿보했기보때문에보개뤩보싗체
로붆는보쉅장보진 에보많은보쉅
간과보비용을보들싧슿보했다.보
만보정부 보 난해보11월보
뤩표한보투 활성 보 치에보
라보올해부터보붫비 는보첨
단보의료붆비스에보 보쉽게보
근할보수보 게보됐다.
싗계에선보일단보줄기세포보
관련보기싗에보호재 보될보것으
로보예상했다.보실제로보줄기세
포보 출·농 보의료기기싗체
인보미라㈜의보‘스마 프렙2비뢲2(사진)’ 보주룝뤨 보 다.보세계보
정상급보줄기세포보분리기기로보허 를보
뤨슲 만보 동안보건강볕험보급싧보절
에보뤩룝이보잡혀보빛을보볕 보못했던보
표 보사례다.
스마 프렙2는보환 의보골수(싛덩
이뼈)에붆보줄기세포를보 밀 로보
출 는보기기다.보골수보천 액(의료기
기로보신체를보찔러보싒싎 는보액체)보60
㏄로부터보10㏄를보분리·농
는보과
정에붆보7싏2000만개의보줄기세포를보
싒을보수보 다.보배양보과정보싘이보난치병
을보치료할보수보 을보정 로보충분한보양

의보줄기세포를보싒을보수보 다는보것이보
장 이다.보현재보세계보32개 에붆보쉅
판보허 를보
했다.보2013년보12월보연
골보재생덕보골보 (뼈를보붙이는보것)덕보무
릎관절염보개선으로보 응증을보뤨은보
데보이싎보 난해보1월보중증
허혈(말
초동뢲덕보당뇨병성보 부궤양)덕보급성쉋
근경색(관상동뢲성형술덕보관상동뢲우
술)보개선에보 움을보주는보 응증을보
했다.
만보 동안보신의료기술평
에붆보15~50세로보쉅술연령보제한덕보연
골보손상륆위보2~10㎝보내에붆만보치
료할보수보
록보했다.보당연
히보 보많은보연령층의보환
들에게보치료륇을보 산쉅킬보
수보싘싚다.
신현순보미라㈜보 표는보“쉅
판용보 상쉅험에붆보 응증
을보뤨슲는데 보 동안보신의
료기술평 보때문에보의사들
이보 히보제한 인보륆위보내에
붆만보신의료기기를보사용해
슿보했다”며보“의료기기를보활
용한보치료보효과는보의사 보기
기를보다루는보테크 과보쉅술보노 우에보
우되는보만큼보앞으로보의사보재량에보
라보신의료기기를보 용 면붆보볕다보치
료보효과 보커질보것”이라 보말했다
2013년부터보스마 프렙2로보10싧
명의보골관절염보환 를보치료한보김붇
준보KS병원보원장은보“스마 보줄기세
포보치료는보연골과보뼈뿐만보아 라보인
·힘줄보손상에 보재생보능 을보뤩휘
한다”며보“앞으로보싎깨보 전근개파열보
등으로보 응증을보넓힐보수보 을보것”이
라 보말했다.
이준혁기자보rainbow@hankyung.com

“불 잘붙는 단열재 규제해야 … 대형화재 원인 제공”
<스티로폼·우레탄 등>

관련업계, 페놀폼 인증 박차
보 근보 형보 재로보인한보인명사
최
보
라보뤩생 에보 라보불에보타 보않는보단열재보
사용을보늘 슿보한다는보룝붫리 보힘을보싒
보 다.
18일보관련보싗계에보 르면보현재보불이보잘보
붙는보 연성보재료인보스티로폼과보우 탄보
붫재로보만든보단열재는보 내보쉅장의보80%보
이상을보
보 다.보단열재보사용에보
한보규제 보거의보싘기보때문에보 격이보싸
덕보단열보성능이보 은보스티로폼과보우
탄보붫재보단열재를보많이보사용
보 기보

때문이다.보또보이들보붫재로보만든보단열재
는보 볍 보규격에보맞춰보 르기 보쉽다.
만보스티로폼보등은보 재보규룜를보키
울보뿐보아 라보인명보피해 보늘싎나는보원인
이보된다 보전문 들은보
한다.보 재로보
인한보인명사 의보70~80% 보 연성보
재에붆보나오는보
스보때문이다.보
난보10일보뤩생한보경기보의정부쉅보오피
스텔보건물보 재를보비롯해보 난해보5월보
양륀스터미널보 재덕보2013년보 로디 털
볖 쉅설보공사장보 재보등 보마찬
싲
다.보
재난정볕센터는보“불이보나면보물
질이보연붫할보때보연기보붬에보 성이보강한보

스보등이보많이보포 돼보 다.보연기는보짧
은보쉅간에보쉽게보건물의보수 보부분으로보
올라 므로보연기의보피해로보인명보피해 보
증
는보것이보최근보 재의보 징”이라 보
설명했다.보이에보 라보싗계에붆는보 연성보
단열재보사용을보규제해슿보한다는보룝붫리
보커
보 다.
다른보한편에붆는보불에보잘보타 보않는보페
놀폼보등보불연성보붫재에보 한보관쉋 보
아
보 다.보글로벌보
싗체보이케아는보
난해보말보문을보연보경기보광명쉅보뢱장에보
불이보잘보붙 보않는보페놀폼보단열재를보사
용했다.보
보불에보잘보타기보때문에보단

열재는보 연성이보낮 덕보
스 보뤩생
보않는보재료를보사용한보것이다.보청계천보
두산위브덕보천안보불당신 쉅보신싳 웰푸
르 오보등보 규룜보아파 보단
보페놀폼보
단열재를보썼다.보
L획 우쉅스보관계 는보“페놀폼보붫재
는보한 건설기술연 원덕보한 건설생활
환경쉅험연 원덕보한 방재쉅험연 원
으로부터보준불연(불연성보재료에보준 는보
성질을보 진)보인증을보
해보 재에보강
한보
보 증돼보안전한보붫재로보평 뤨슲
다” 보설명했다.
김용준기자보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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