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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코 자외선 살균기능 젖병소독기‘에코맘’

“ 무용 카톡부터 연말정산 앱까

“냄새 잡는 젖병소독기, 세계 엄마들 사로잡을 것”
불과보몇보년보전만보해 보 기보 마들
은보 병을보삶았다.보팔팔보끓는보물로보
플 스 보 병을보붫 한보것.보그러
나보 금은보 런보방법을보쓰는보사람
은보별로보 다.보 병붫 기 보등장
한보 분 다.보 오코 보내 은보음
온보 병붫 기보‘에코맘’은보일반보
제품에보 는보성
보한보
보 보들
있다.보 외선으로보살균 는보것
은보다른보제품과보비슷
만보붫 보
후보뤩생 는보냄뵰를보 앴다.보 보제
품은보 장에보나온보 보5 월보만에보
1000 대 보팔렸다.
○디자인만 신경쓰다 실패 반복
오코는보 병붫 기보제조와는보
관계 보 는보 체 다.보2000년보
전제품 체보동화 스템에서보분사
해보 붫용보 외선보붫 기를보생산
해왔다.보10 년간보주문 상표부
생산(OEM)보방 으로보 품
다 보2011년부터보 체보브랜 로보
제품을보판매 기보
다.보 음보
내 은보제품은보 붫용보 붫 기
다.
당 보김주 보대표는보기존보제품
의보단 을보볕완해 보승산 보있다
고보판단 다.보투뤤 게보느껴 는보
디 인 보 장보큰보문제 고보생
다.보그는보붫 기보외에 보디 인
보우수한보다른보제품들을보참고해보
신상품을보출
다.보
만보실패

하루 한번 바르면 건선 치료
JW중외신약 ‘자리오 연고’

<콜라보>

비즈니스 앱 장터엔 는 게 죠”
윤완수 웹케시 대표

아기 마들 접 수소문해
다른 제품 던 탈취기능 추가
입소문 타고 넉달새 1 매출
“해외 바이 들 관심 커
대만·홍콩과도 수출 협상”

의보연붬
다.보디 인에보 나치
게보신 쓰다보붫비
보원 는보
붫 기 보무 인 보제대로보파
보못한보것 다.
김보대표는보음
과보주 보등을보
다녔다.보 주들을보만나보제품
의보단 을보물 다.보문제 을보파
한보김보대표는보곧뤣로보붫 과보중 보
등으로보제품보크기를보세분화 다.보
주문 보늘 나기보
다.
붫 기보판매에보몰두 던보김보
대표는보 느보날보협
체보사장으
로부터보“요즘보 병붫 기 보많 보
팔린다”는보말을보들 다.보문 보 붫
기와보 병붫 기 보크게보다를보
게보 다는보생
보들 다.보김보대표
는보곧뤣로보제품을보파는보매장을보
보 병붫 기들을보꼼꼼히보살
펴봤다.보예상대로보 오코 보생산
는보 붫용보붫 기들과보크게보다
르 보않았다.

김주태 대표가 음이은

병소독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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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고 있
습니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네오코-음이온 병소독기 (032)572-5432 △
나노소프트-스마트체중계 (042)633-1517 △아이엔 이치-휴대용 위조
지폐 감별기 (02)853-7497 △ 소-충전용 무선 인두기 (051)302-1006

○소비자 요
맞는 제품 개
김보대표는보한보달보
보고민 다.보기
면에서는보손뵱 보 는보 병붫
기를보제 할보수보있다고보생
만보디 인에보 신 보
기보때
문 다.보그 보 은보해법은보협

다.보김보대표는보“ 신있는보기 보
설계는보우뢚 보
고형보디 인
은보전문 에게보맡기는보전략을보썼
다”고보설명 다.
김보대표는보기 성을보
는보데보
몰두 다.보타사보제품을보사용 는보

기보 마들을보수붫문해보 병붫
기의보문제 을보파
다.보 외
선보살균붫 보 후보뤩생 는보 유
의보향 보
다는보얘기를보들 다.보
병보꼭 를보붫 할보별 의보공간
보필요 다는보것 보알 냈다.보뵰
롭게보설계에보들
다.보붫 할보때보
음 온을보뤩생 켜보냄뵰를보줄
다.보별 보탈취기
보 다.
김보대표는보“탈취기 을보 은보것
보‘신의보한수’ 다”고보말 다.보
기들 보 병을보빨기보싫
는보원
인을보 앴기보때문 다.보 병보꼭 보
붫 을보위한보별 보수 공간 보두
다.
에코맘은보큰보주전 만보한보크기
다.보전 레인
보생긴보제품에보
병을보 고보버튼보한보번만보누르면보
동으로보 병 보붫 된다.보 난보
태월보 장에보내
마 보 붫문 보
나기보
다.보 기보 마들의보인
터넷보사
에보후기 보올 왔다.보
별다른보홍볕를보
보않고보 보달보
만에보1 5000만원의보매출을보올
렸다.
김보대표는보“ 날달보중 보뤣
로부터보 제품을보주문뤨 보에코
맘보100
를보 품 다”고보붫
다.보 오코는보대만과보홍콩보유통
체와보수출협상을보벌 고보있다.보
보인천=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

“K의료 해외진출 발판 놨 만 … 단서 조항 많은 누더기 법안”

독 W 중 외 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의료계 반응은
(대표보김진환)
은보건선치료제보 의료기관의보해외보진출보등을보돕기보 국내 국제병원 투자 금 하고
‘ 뢚오보연고’ 위해보제 한보‘의료보해외진출보및보외
해외 원격진료 더 려워져
인보환 보유치보 원에보관한보법’
(사진)를보3일보선볕 다.보 뢚오보연
원법) 보3일보뵰 “입법 취 에 크게 후퇴”
고는보두피보및보신체보부위보건선에보모 ( 제의료사
벽보 회보본회의를보통과 다.보
두보사용할보수보있는보치료제다.보
법안보통과보붫 에보병원들은보“
비타민D보유 체인보칼 포 뢚
만보환 한다”면서 보“외
보 수보있게보된다.보
올과보베타메타손보성분으로보 성
외 인보환 보유치보의료기관은보
됐다.보기존보겔보제 과보비교해보침 광고를보허용 는보수준으로는보외
인보환 보유치에보한계 보있다”는보 공항형보면세 보등에보외
로보된보광
투
보 해보 질 보 성된보부분
고를보할보수보있다.보불법보브로커에게보
에보효과적으로보 용한다는보게보회 반응을보볕 다.보
제의료 원사
원법 보통 과징금을보부과 고보신고 면보포상
사보측보설명 다.보 뢚오보연고는보
금을보주는보제
보마련된다.
전문의 품으로보의사의보 방을보 과됨에보따 보‘의료보해외보진출’보사
뤤진 보세종병원보 사장은보“법
뤨 보
에서보
할보수보있다.보 은보법적으로보인 뤨게보됐다.보
앞으로보해외에보의료기관을보세 안보통과로보해외보병원보사 을보위한보
루에보한보번씩보환부에보
보뤣르
우는보병원은보중붫기 에보준 는보 법적보근거 보생 다”며보“그동안보사
면보된다.보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 금융보및보세제보 원혜 보등을보뤨을보
을보진 할보때보
고보있던보불법보
보

“스마 폰을보활용 면보 무보효
율성을보 일보수보있 보않을까보
는보생 에보‘비즈플레 ’를보
뤩 습니다.보3만5000 보중
붫기 들 보
습니다.”
비즈플레 는보기 보간보거래
(B2B)에보필요한보다양한보휴대
폰보앱(응용프로그램)을보제공
는보‘비즈니스보앱스
보플랫
폼’ 다.보 글플레 나보앱스
의보‘회사용보버전’인보붙 다.보
비즈플레 를보 뤩한보윤완수보
웹케 보대표(사진)는보3일보“중
붫기 의보호응 보
보내년
면보
보 체 보10만 를보넘
설보것”
고보뤪 다.
비즈플레 의보대표보앱인보‘콜
볕’의보별명은보‘ 무용보카카오
’ 다.보내부보 원뿐보 니 보외
부보고 형보거래 와보연결해보 무
별로보그룹보커뮤니케 션을보할보
수보있다.보 무보진 보상황 보실
간으로보공유한다.보
법인카 보사용내
을보관뢚 는보앱형보연말
산을보 와주는보앱보등보비
즈플레 의보앱들은보종류
보다양 다.보모두보
퓨터와보연동된다.
윤 보대 표 는보

ױਤݺ

݅


݅


݅

݅


֙






ࠁܐѤࠂࠗ

위험 보사 졌다는보 에보의미 보
있다”고보말 다.보노성일보미즈메디
병원보 사장(한 병원
연
원보원장) 보“해외보환 보유치보브로
커들 보법의보규제를보뤨게보돼보 내보
병원들 보 뢚된보
를보통해보해
외보환 를보뤨을보수보있게보될보것”
고보내다봤다.

만보법보통과과 에서보많은보단
서조항 보따 붙 보누 기 보됐
다는보 적 보나오고보있다.보노보 사
장은보“ 의보과 에서보뵰로운보규제
들 보포 된보것은보 쉬운보부분”
보고보말 다.보
보 의과 에서보
해외보진출보병원 보 내보 제병원에보
투
는보것을보금
는보내용 보
포 된보것을보 적한보것 다.
내보의사 보해외보환 에게보원
격보의료보상담보등을보할보때는보현 보의
사보등을보거쳐 보한다는보내용 보포
됐다.보 명을보요 한보다른보병원보
관계 는보“ 내보의사와보해외보환 보
간보진
던보원격 문 보원격의
료로보묶 면서보또보다른보규제 보생
길보
성 보있다”고보우
다.보보
이지현기자보보bluesky@hankyung.com

회사 전용 앱 마켓 개발
3만5000개 中企서 사용
웹케 의보전신은보동 은 보
전산팀 다.보부산의보후뤩보은
던보동 은 은보 별화를보
위해보 세대보룀거뢚로보인터넷보
뱅킹에보투
다.보
당 보전산팀보멤버들 보1999
년보서울에보올 와보웹케 를보
설립 다.보 내보최초로보인터
넷보뱅킹과보편의 용보현금 동
출금기보 스템을보내놨
다.보 대보변화에보맞춰보뵰
로운보 스템을보 뤩
며보꾸준히보성장 다.보
난해보매출은보택2태 원에보
른다.보보보
보 김 은기자보
likesmile@hankyung.com

삼성 첫 바이오시밀러 국내 출시
관절염 치료제 ‘브렌시스’

ೠҴ৻Ҵੋജࣻ

“예전엔보최고
보 무를보
결재
만보비즈플레 의보앱
은보스마 폰보연
를보기반으
로보쉽게보서로보붫통할보수보있다”
며보“ 내보기 들 보비즈플레
를보활용 면보 무보효율성과보생
산성을보 일보수보있을보것”
고보
말 다.보비즈니스를보조금
보즐겁게보
는보의미에서보비
즈플레 란보 름을보붙 다.

삼성 보 뤩한보첫보뤣 오 밀러
(뤣 오보의 품보볖제 )보‘브렌
스(사진)’ 보 내에보출 됐다.
삼성뤣 오에피스 보 뤩한보관
절염보치료제보뤣 오 밀러보브렌
스를보전보세계에서보 음으로보
내에보선볕 다고보한 MSD 보3
일보뤪 다.보한 MSD는보삼성뤣
오에피스보뤣 오 밀러보마케팅을보
담당한다.보
브렌 스는보화
의보류뢿
즘보관절염보치료제보엔브렐(성분
명보에타 붚 )을보볖제한보뤣
오 밀러다.보뤣 오 밀러는보세
포배양보등보생명공 보기술을보활용
해보만 는보볖제
다.보화 적으
로보 성 는보일반보볖제 (제

뢛 ) 볕 다보
뤩 보까
다롭다.브
렌 스는보
다양한보
상 험보결
과보오뢚
널보 품과보효과·안전성 보동일한보
것으로보나타났다고보한 MSD는보
설명 다.
브렌 스는보 난보9월보 품의
품안전 로부터보성인의보류뢿 즘보
관절염형보건선성보관절염형보 성보
관절염(
성보
염)형보건선보등
의보치료제로보사용할보수보있 록보허
를보뤨았다.보또보유 에서보상품명보
‘베 팔뢚’로보허
보
화 는보
등보성장의보탄 을보뤨고보있다.
김형호기자보보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