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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료

2015년 3월 6일 금요일

2015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엔티씨 전자레인지용 압력솥‘엔티씨쿡’

도자기로 만든 압력솥 … 13분 돌리면 밥 ‘뚝딱’

노택 엔티씨 사장이 경기 안산시 단원
력솥 ‘엔티씨쿡’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있는 사무실 서 전자레인 용 압
김정은 기자

박성택복회장,복中企중앙회복‘혁신팀’복가동
본격복조 개편복나서
뤤붓 보신 보회장(사진) 보
끄는보중붫기 중 회 보조 보
개편을보위해보‘제
신추진단’
을보설치 다.보뤤보회장은보 난보2
일보중기중 회장 보취
다.
보말까 보운
는보추진단은보△
스템보중심의보조 개
편안을보뢢련 는보조
개편팀보△중기
중 회보내보 신과
제를보뤩굴 는보
제
신팀보
△회장의보공

보내용을보검증
보추진 는보
공 추진팀보등보3개보팀으로보 붓
된다.보단장은보송재희보상근부회
장 보맡 다.
추진단은보 신과제보뤩굴을보
위해보중 회보 원을보대상으로보
비 뢚적인보관 과보개선해
보할보제
보대해보의견
을보룜으는보
보진
할보예정 다.보
제
신보추진단 보
뢢련한보방안을보 대로보
중기중 회는보다음
께보조 보개편
을보한다.보
보 추가영기자보
보gychu@hankyung.com

뤤노 보엔 씨보사장(택1)은보압 솥보
체보P육풍년 붆보22년간보압 솥
을보만들었다.보198택년보퇴사해보금형보
제조보 체인보‘나
크’를보운
던보뤤보사장은보‘압 솥을보 스 인
보아닌보전
인
보
보돌
릴보수보있으면보편 겠다’는보생 을보
다.보큰아들과보 께보본 적으로보
개뤩을보
다.보세상 보내 기
까 보10 년 보걸렸다.
뤤보사장의보부인은보2년간보집 붆보
보제품으로보요뢚 면붆보볕완할보
보등을보남편 게보꼼꼼히보알 줬
다.보 난해보부인의보‘ 케 ’보사인
보떨
보나붆보엔 씨쿡을보선
볕 다.보보세계보최초로보내열보
기
를보쓴보‘전
인 용보압 솥’ 다.보
뤤보사장은보엔 씨쿡보판매를보위해보
난해보1월보엔 씨를보설립 다.보
○내열 도자기로 만든 내솥
제품보원뢚는보간단 다.보전
인
붆보나 는보뢢 크로파와보
미압( 한보압 ) 보압 솥보내보내
열보
기 보있는보 재료를보조
뢚한다.
압 보조절보방 은보일반보압 솥
과보비슷
만보겉면과보외솥,보내솥
의보3중보 조 붆보수분보증뤩을보뢣
보음
보건조해 거나보딱딱해
는보것을보줄일보수보있다.보음 물
을보담는보내솥은보내열보
기로보제
해보열보효율을보
보재료의보

가열시복영양파괴복최소화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수 ·계란찜·스파게티복등
다양한복요리 복간편하게
1인복가 ·노년층에복인기

돌솥밥,보스파게 보등보다양한보요
뢚를보4분 붆보30분보사
보만들보
수보있다.
채붫보요뢚를보할보때는보 스 인
보 온 붆보물로보데치는보일반보조
뢚륇볕다보수용붓보비타민보등의보
양붫보파괴 보적다 보회사보측은보설
명 다.보아버 와보제품을보 께보개
뤩한보큰아들보뤤정근보개뤩실장은보
보만들 보본보다양한보요뢚보
피를보회사보블로
보 데
보있다.보제품을보 한보붫비
들 보요뢚륇을보‘제볕’한다.
○싱글 노년층 게 인기
제품보
은보3인용 보9만8000원
다.보시뢢켓보 션보등보온 인쇼핑
몰과보테T토보 사보내보중붫기 보제
품보판매 보‘명품뢢루’보등 붆보판
매보중 다.보사용륇 보간단
보요
뢚 보빨뢚보되는보데다보세
보쉬워보
젊은보층과보노인들 게보인기 보
다.보뤤보사장은보“엔 씨쿡을보쓰면보
름철보 스 인 보앞 붆보땀을보
흘뢚며보음 을보만들보필요 보
다” 보말 다.보 안산=김정은기자
보likesmile@hankyung.com보

감을보
다.보 열 보파괴되
는보 양붫를보최붫 한다는보게보엔
씨보측의보설명 다.
기존보전
인 용보압 솥은보
내솥을보플 스 으로보만든보일본보
제품 보대다수 다.보뤤보사장은보
“전
인 의보미압과보뢢 크로
파 보 재료보붬까 보골 루보
보
맛을보살린다”보 보말 다.
○전자레인 13분 밥 완성
기존보압 솥볕다보조뢚보 간 보줄
었다.보택00W로보씻은보쌀을보13분보돌
뢚면보밥 보완붓됐음을보알뢚는보
‘
’보붫뢚 보난다.보남은보밥은보압
솥 보볕관 다 보용기째보전
인
보돌뢚면보밥맛 보되살아
난다.보돼 수 보 볗음탕보같은보
류,보양배추찜과보나물,보계란찜,보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 (event.hankyung.com)를 참 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NSV의
△휠보레의 자동차

방진용 고감쇠 방진매트 (032)812-2015

퀴 보호장치 (02)2263-2239 △엔티씨의 전자레인 용 압

력솥 070-4157-6716 △ 어텍의 e나노 필터 공기청정기 (031)798-5676

제약복‘9개월복 점권’복갖는복첫복의약품은복…
뉴스카페
는보15일부터보의 품보우선품룝
판매허 보제
보
된다.보우선
품룝판매허 보제 는보 뢚 널보
의 품보 허 보 전해보붓공한보제
사 보9개월간보
판매권을보주
는보제 다.
제 보
을보앞두 보 뢚 널보
의 품을보볕 한보다 적보제 사
와보제 뢛보
권 보눈 을보들
는보 내보제 사보간보신경전 보치열
다.보현재보 허붫송 보진 보중인보
대형보품룝 보우선품룝판매허 보
제 를보적용뤨는다.
계 붆는보연간보1태00 원
치 보팔뢚는보B유S의보초대형보품룝보

‘뤣 크루드’(B형보간염보치료제)와보
연보태00 원대보매출을보올뢚는보한미
품의보개량신 보‘아룜잘탄’ 보우
선품룝판매허 보제 의보대상 보
될보것으로보볕 보있다.보뤣 크루드
는보 내보 체들 보조붓물 허보붫
송 붆보2심까 보승붫한보상 다.보10
월 보끝나는보물질 허보종료를보전
제로보신규보또는보변경보허 를보신청
면보
판매권보기회를보 을보수보
있을보것
는보전망 보많다.
혈압보볖 제인보아룜잘탄 는보
21개보제 사 보 허보 전 보나붒
다.보현재보3개보 허보중보2개보사건 붆보
1심을보 보
권보요건을보 췄다.보
아룜잘탄은보30일보재심사 보예정돼보
있다.보제 뢛보허 를보신청한보제

사보중보재심 붆보승붫한보 체 보
권 보부 될보전망 다.
택월보용 보 허 보끝나는보조루보
치료제보‘프릴뢚 ’ 보
권보 능
붓 보 은보제품 다.보현재보 내보택
개보제 사 보붫송 붆보2심까 보
긴보상 다.보 보뤥 보1심보 허붫송
보한창보진 보중인보 뢚 널보의
품의보향배 보관심 다.보태00 원대보
붫염진통제보‘쎄 브 스’를보비롯
해보200 원보규룜보뤩기부전보치료제보
‘씨알뢚스’보등 보대표적 다.
계보관계 는보보“ 러보 체 보
허붫송을보제기해보승붫한보경우보
권보부 보기준을보 떻게보할
보
관건”
보말 다.보
김형호기자보chsan@hankyung.com보

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가 5일 서울 삼성동 코 스 서 열렸다.
비트컴퓨터 원이 부스형 원격진료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비트컴퓨터 제공

의사복얼굴복화상으로복 며복
혈압·체 방복등복원격진료
34개 복1145개社복참여
원 진료보 스템보개뤩 체인보비
컴퓨터는보5일보붆울보삼붓동보코
스 붆보열린보‘ 제보의료기기·병원
설비보전 회(테도유ES)’ 붆보원
진료보 스템보‘헬스케 보스
션’
을보선볕 다.보 보 스템은보4㎡보크
기보부스 보설치된보컴퓨터와보룜니
터,보카메 를보통해보의사보 굴을보볕
면붆보원 진료를보뤨을보수보있는보
설 다.보부스보안 는보혈액검사기,보
혈압계,보체 방계,보심뢚치료기보등보
다양한보의료기기 보설치돼보있다.보
정부 보최근보원 진료보 륆사 을보
군부대로보 대 겠다 보뤩표 면
붆보전 회 붆보주룝뤨 다.
전진 보비 컴퓨터보대표는보“군
인들 보
보있는보나 사랑카
드로보개인정볕를보 인할보수보있는보
스템을보 췄다”며보“다른보사람
게보노출되 보않 보정신보상담과보진
료를보뤨을보수보있다” 보설명 다.
체붓분보분붇기를보만드는보인뤣
디는보 계보형 보체붓분보분붇기보‘인
뤣디보밴드’를보내놨다.보체붓분보분붇

과보 께보심뤤보수,보걸음보수,보수면보추
적보등의보기능을보더 다.보밴드보위와보
아래 보있는보전
보손
을보대
면보체붓분을보분붇할보수보있다.보류경
호보인뤣디보부사장은보“체붓분을보분
붇할보수보있는보손룝형보밴드는보인뤣
디 보세계 붆보 음보개뤩 다”며보
“판매보
보18만원대로보
보경
쟁
보있다” 보 조 다.
썸 은보세계보 음보개뤩한보3차원
(3D)보비디 보수술현미경을보전
다.보 면 보선명
보 미 보왜
보
보 랜보 간보수술해 보피
로를보느끼 보않 보수술할보수보있다
보회사보측은보설명 다.보메타뤣
메드는보세계 붆보 음으로보내
경을보탑재한보카 터(수술용보 는보
관)를보선볕 보눈길을보끌었다.
의료기기공 협동조 ·의료기
기산 협회·한
앤 스 보공
동보주최
보산 통상 원부,보볕
건볖 부,보 품의 품안전 보등
보후원한보 보전 회 는보한 을보
포 해보34개 보1145개보 체 보참
다.보 는보8일까 보열린다.보
미현기자보mwise@hankyung.com보
보

유G,복단열성복높인복 리

르호봇복대표복목영두복씨

텍시 우 스는보단열붓을보
보
한보뵱상을보더한보뵰로운보 뢚보
제품을보내
다.보보 뢚보표면 보은보
코팅을보두보번보해보열 보빠져나 는보
것을보뢣 ,보 빛을보더보잘보차단할보수보
있게보한보더블보로 보 뢚다.보회사보측
은보“보상 용보건물보 뢚보 장보공략을보
위해보 양열보차단보붓능을보
다” 보설명 다.보보

비즈니스센터보
프랜차 즈보르
호봇비즈니스인
큐베 터는보5일보
룝 두보부사장
(52·사진)을보대
표로보선
다.보중 대보대 원 붆보
첫보번째로보창
보뤤사 위를보뤨은보
내보창 컨설팅부문보전문 다
보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