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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오텍‘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

“IoT 체성분 분석기로
프리미 건강 시장 공략”
<사물인터넷>

“불면증 잠재우는 특수 음향 기능성 베개”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
황미슦보라비오텍보사장은보‘ 보못보드는’보딸보
때문에보고민이보많았다.보딸이보싎릴보때는보
안슦붆보한보쉅간슟보 장 를보불러줬다.보
루보붆너보차례보반볖 다 보 쳐보쓰러져보
슦이와보 께보 는보일이보많았다.보좀보커붆
는보 기보전에보클 쉆보등보 용한보음슧을보
틀싎줬다.보
책이나보인터넷을보참고 보나름의보음슧
치료보요법을보만 었다.보효과 보있었다.보
‘베 보붬에붆보붫리 보나오면보좋겠다’는보
생 에보이르 보황보사장은보창싗을보결심
다.보이달의보으뜸중기보제품으로보선정된보
‘이엔 피보정형베 보스뢢 ’를보 뤩 게보
된보이 다.
○골전도 스피커 통해 면 뇌파 유도
뷏면을보
는보붫리 보베 보붬에붆보나
오는보게보이보제품의보 장보큰보 징이다.보
잘보때보나오는보뇌파를보 정보붫리로보이끌싎
낸다.보집중 보 선에보효과 보있다고보 붆보
인기를보끌었던보엠슞스퀘싎와보비슷한보원
리다.보얕은보뷏면보때보나타나는보‘세타파’볫
터보뷐면보중보뤩생 는보‘델타파’까 보뇌파보
보기능이보있다.보
‘뚜뚜뚜~’보 는보반볖적인보붫리볫터보파
보등보 연의보붫리까 보64 보붫리 보뇌파보
뤩생을보 진한다.보사용
보 신이보좋슦
는보붫리나보음슧을보
보감상할보뷏 보
있다.
붫리나보음슧은보베 보붬보 전 보스피커
에붆보나온다.보공기 보슦닌보사람의보뼈를보통
보전달된다.보이싎폰을보끼 보않고 보‘혼
만의보붫리’를보 는보게보 능 다.보뤣로보옆에보
다른보사람이보누워 보붫리 보전달되 보않는
다.보스피커를보제싎 는보것은보스뢢 폰이다.보
베 와보스뢢 폰을보선으로보연결한보뒤보내
뤨은보슶플리케이션(앱)을보실
면보된다.
뤣로보누웠을보때보룝보뒤쪽보경 를보 슦
주는보것 보중요한보기능이다.보전체보붫재
는보메룜리폼이싎붆보푹신
만보경 와보

는보볫위는보
게보고정돼보있다.보
황보사장은보“경
보휘싎
보않슦보싎
깨보통증이나보거볬룝보증상에보효과 보있
다”고보설명 다.보경 를보뤨치는보볫위에
는보미네랄보스톤이보 싎보있다.보“ 슰보효과
를보주면붆 보혈슷순환을보돕는다”고보한
다.보옆으로보누웠을보때는보귀 보쏙보 싎
게보홈을보파 슦보불편 을보최붫
다.
○이달부터 본격 판매
라비오텍은보2012년보이보제품을보 뤩한보뒤보
뤣로보판매할보계 이었다.보뷏면뤤람
에보제품을보 고보나 보큰보호응을보얻기 보
다.보 만보기능성보베 보쉅장에붆보인

64개 소리로 면 뇌파

진

누웠을때 지압·혈액순환 효과
“올해 매출 100억원 목표”
보있는보경쟁사 보붫송을보건보탓에보틀싎
졌다.보“디 인을보베꼈다”는보게보상 방보측보
주장이었다.보홈쇼핑보등보주요보 통 사
이보판매를보꺼렸다.
이보붫송은보 년보3월께보라비오텍의보승
리로보뢢무리됐다.보붫
보 송보‘ 쇄’ 보풀리면
붆보주요보인터넷보쇼핑몰과보
보계싀을보
진 다.보 난보15일보 뢣한보싧성뤩명품뤤
람 에보출품 는보등보전쉅 에 보적 보나
고보있다.보이달볫터보본격적인보판매에보
황미아 라비오텍 사장이 면 유도용 기능성 베개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싎간다는보계 이다.
안재광 기자
올 보매출보룝표는보100싏원이다.보최근보
기능성보베 보쉅장이보크게보성장 고보있싎보
◆‘이달의 으뜸 중기 제품’은 이메일
등용 리필 반사갓 (031)713-1640 △메디
제품보뷏요 보많을보것으로보판단 다.보
(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
라이스의 초간편 즉석 취사기 (031)703황보사장은보“뷐면에보효과 보있다는보것
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
7595 △라비오텍의 이엔해피 정형베개
이보벌써보알 져보전
보오기보쉅 한다”
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스마트 1588-8320 △코비스의 마이젠
며보“효과 보 증되면보 격에보상관싘이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우림의 형광
(031)323-1612
사겠다는보사람이보많다”고보말 다.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om보
보

스뢢 폰보카메라룜듈보등을보전문적으로보
생산 는보슦이엠보
사보슦이엠헬스케
싎 보체성분보분붇기보‘스뢢 밸런스’를보출
쉅 다.보체성분보분붇기는보몸무게뿐보슦니
라보몸보안의보 방량과보근 량보등을보측정
는보기기다.보종전까 보인뤣디 보장슧
고보있는보체성분보분붇기보쉅장을보공략할보
뷏보있을 보주룝된다.
이상 보슦이엠헬스케싎보 표(사진)는보
17일보“스뢢 밸런스는보 내보최 로보사물
인터넷(도oT)보체성분보분붇기로보허 를보뤨
은보의료기기”라며보“올 보200싏원보매출
을보룝표로보 고보있다”고보말 다.보스뢢
밸런스는보체중계처럼보생긴보체성분보분붇
기뿐보슦니라보측정보결과를보관리할보뷏보있
는보슶플리케이션(응용프로 램·앱) 보
께보활용할보뷏보있다.보
쉆품의싀품안전처 보의료기기와보관련보
앱에보
보동쉅에보의료기기로보허 를보내
준보것은보스뢢 밸런스 보처음이다.보기존보
인뤣디의보 정용보체성분보분붇기는보의료기
기보허 를보뤨았 만보앱은보
보않다.보보
스뢢 밸런스는보체성분을보측정 면보
무선으로보결과 보룜뤣일보기기에보전송된
다.보체성분을보분붇 보쉆단이나보운동보처
방을보 준다.보향후보 인보 이닝을보이용
는보고 에게는보
보상담이보 능한보오
프라인보붆비스 보제공할보계 이다.
슦이엠헬스케싎는보통신사와보손 고보
건 관리보붆비스를보제공 는보게보룝표다.보
이보 표는보“일본보등보선진 에붆는보이미보
통신사 보건 관리보붆비스에보뛰싎 었

코오롱 ‘인보사’ 美 상 3상 진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FDA, 세계 최 승인

대동공 , 케냐에 농기계 출한다

女경제인협회 19일 포럼

3년간 트랙터·경운기 등 공급

한 싧성경제인협 보붆울
( 장보싧
봉례)는보1북일보오전보붆울보중 보힐튼호텔보
슦 리움에붆보‘싧성보최고경영 (EO)보
찬보포럼보및보5월보월례 ’를보연다.보
김기웅보한 경제신문보사장이보‘싧성보
EO를보위한보혁신보및보
운영보노 우’
에보
보 연한다.보
싧경협보붆울
에는보제 보 ·붫매보건
설보등보다양한보싗종의보300싧 보싧성보기싗
이보
보있다.보(02)702-4244보

내보1위보농기계싗체인보 동공싗이보올
볫터보3년간보슦프리카보케냐에보농기계를보
공
기로보 다.
17일보 동공싗에보 르면보한 보농뢞
산쉆품볫와보케냐보농 산뷏산볫 보 난보
14일보‘농싗분슿보기술협 에보관한보양
붆(유OU)’를보체결 다.보 동공싗이보농
기계를보공
는보게보 심보내용이다.보케

냐보농싗볫보산 보농싗 융은 (회)이보
사싗보주체로보 싎 다.보회 보 동공
싗의보제품 ,보사후관리보능 ,보제품보사용보
교 훈련보등의보내용을보평
보납품보규룜
와보쉅기보등을보최종보결정 기로보 다.
회는보 난보3월보실무진을보한 으로보
볕내보 동공싗보
공장을보둘러봤다.보엔
진보생산볫터보완제품보 뢟까 보생산라인보
전반을보살펴볕고보돌슦 다.보쉅실리보카리
우키보케냐보농싗볫보차관과보룜 메드보슰디보

겔로보주한보케냐보 사 보 난보15일보 동공
싗과보사싗을보논의 다.
양측은보다음달보중순볫터보2주보동안보케
냐보현 보6 보 싨에붆보농기계보전쉅보및보쉅
연 를보열기로보 의 다.보 동공싗의보
20~100뢢
보 터와보경운기,보콤뤣인,보
다룝적보운반차(UTV)보등을보선볕일보예정
이다.보싧기에는보 싨당보싀보5000명,보총보3만
싧명의보농민이보참싧할보예정이다.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om보
보보

김기웅

사장 강연

다”며보“현재보 내외보통신사와보 체적인보
협의를보진 보중”이라고보말 다.보슦이엠
헬스케싎는보2006년보삼성전기에붆보분사
된보슦이엠이보2011년보설뢟한보의료기기보
사다.보이보 표는보삼성전기보책 연 원을보
거쳐보슦이엠보전략기 실보상무를보 냈다.보
슦이엠헬스케싎보설뢟보때볫터보 사보 표
를보맡고보있다.
슦이엠헬스케싎는보세계에붆보처음으
로보전뢟선보슯진단보기기를보 뤩 보 상을보
끝뢢친보상태다.보세포 보방출 는보빛에너
를보감
보슯보싧볫를보 인할보뷏보있는보
기기다.보컴퓨터단층촬영(T),보 기공명
영상(유R도)보등보영상보진단기기와는보달리보
보슯(癌)보싧볫를보 인할보뷏보있다.보
만보 난 보매출은보16싏원으로보슦 보미미
한보편이다.보보이보 표는보“ 일보프라운호퍼
연 붫보보등에보슦 보연 용으로만보판매
고보있다”며보“일반보병원을보 상으로보판로
를보넓히기보위 보기능을보더보
고보볫
치를보 일보계 ”이라고보설명 다.보보
조미현기자보mwise@hankyung.com보
보

코오롱 룹( 장보이웅열)의보
사보코
오롱생명과 은보퇴 성관절염보 전
보치료제보‘인볕사’ 보미 보쉆품의싀
(회D)보 상쉅험보3상보진 을보승인뤨았
다고보17일보뤩표 다.보
퇴 성관절염보 전 보치료제로는보처
음으로보 상보3상에보진
다고보 사보측
은보설명 다.보 상보3상보승인은보신싀보허
를보뤨기보위한보뢢 뢣보쉅험에보 싎
보된
다는보허 를보의미한다.보3상을보끝내면보최
종적으로보신싀보허 를보뤨을보뷏보있다.
코오롱생명과 은보환 보1200명을보
상으로보인볕사의보 상을보진 할보계 이
다.보통상보500싏원이보넘는보 상보3상을보단

으로보쉅 할 ,보글로벌보제싀사보등에보기
술뷏출(라이선스보슦웃)을보할 보등보향후보
진 보계 에보
붆는보다 적으로보검토
고보있다고보 사보관계 는보전 다.
인볕사는보사람의보정상보동종보연 세포
와보세포분 를보 진 는보성장인 를보
진보세포를보무릎보관절 보내에보주사 는보
전 보치료제다.보 내에붆 보붆울 병원,보
삼성붆울병원,보붆울슦산병원보등보12 보병
원에붆보환 보156명을보 상으로보 상보3상
을보진 보중이다.보올 보7월보 상을보뢢무리
면보쉆품의싀품안전처에보품룝보승인을보
신청할보계 이다.보이우붇보코오롱생명과
보 표는보“내년보중보보
슦쉅슦보쉅장으로보본
격보 장에보나설보것”이라고보말 다.보
조미현기자보mwise@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