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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의료

2016년 6월 6일 월요일

오리엔탈드림 온돌 매트·난방용
‘코튼망사발열체’

전기로 발열되는 전천후 탄소섬유로 시장개척

제약사의 미래 먹거리
떠오르는 원료의약품
품질·가격 매력에 수출 급증

보 돌은보예열에보쉅간 보걸린 .보
온
일러를보켜고보곧뤣로보방 보따뜻해
보않는보것 보예열쉅간보때문
.보실내는보높 에보따른보온
보
크 .보중슳난방에보널뢚보쓰 는보온
풍쉆보난방은보장쉅간보사용 면보실
내 보건조해 는보단점 보있 .
뤩열체보제조싗체보싾뢚엔탈드뢞
은보 보같은보난방보방쉆을보탄소보섬유
로보대체 는보‘코튼망사뤩열체’를보
뤩
.보섬유보 태의보뤩열체에보
전슰을보
면보보탄소나
에서보
파동 보뤩생한 .보 보파동은보보공기
중보수분
를보진동쉅켜보온 를보
높인 .보전 레인 보원뢚 만보인
체에보해 보싘는보원적외선을보 용
한 .보뤩열체와의보거뢚에보따른보온
보싘고보습 에보싳향을보미치
보않는 .보 보 사는보올 보중 보유
통싗체와보120싏원의보수출계싀을보
맺었 .
○정부가 인정한 탄소 열 기술
내에선보기술 을보인정뤨슲 .보
싾뢚엔탈드뢞은보2008년보조달청보
우수제품으로보선정됐고형보2010년
엔보기술표준원보신제품보인증을보뤨
슲 .보연간보싀보15싏원의보조달보실적
을보내고보있 .
미아보싾뢚엔탈드뢞보대표는보
2000년보제품보 뤩을보쉅
.보당
쉅보
유통싗을보 던보 보대표는보
일본에서보온열침대를보수 해보팔
슲 .보온열보기술보 산 를보고민

녹십자랩셀·英바이오 업체
항암치료제 공동개발 협약
세포치료보전문기싗인보 십 랩셀
(대표보뤤 수)은보유전 보치료제보
분슿보글로벌보선 기싗인보싳 의보
싿스퍼드뤣 싾메디카(대표보존보
슨)와보‘ 세대보유전 보변 보항슯보
NK세포치료제’보연
뤩에보관한보
전략적보파트너십을보맺었 .보보
번보계싀에보따라보싿스퍼드뤣
싾메디카는보 체보 유한보렌티뤣
러스륌터보유전 보전달보플랫폼
을보 십 랩셀과보공유한 .보또보세
포변 보유전 보치료와보관련한보생
산공정보및보 상쉅험의보전문보
우를보 원한 .보 십 랩셀은보
사보NK세포보생산보플랫폼보기술을보
공동연 를보위해보제공한 .보보

○美·日 등 해외서 단 러브콜
싾뢚엔탈드뢞은보세계쉅장보
에
보적극적
.보올해까 보중 보미
보러쉅아보캐나 보등보해외보대뢚점보7
곳을보
고보내년에보2~3곳을보추
할보계
.보 난보3월보중 보수
출을보뤩판삼아보올해는보매출보150싏
원을보뤣라 고보있 .보 동 보등보
동수단에보적용 는보방안 보연
중
.보 보대표는보“온돌보난방 보
편
보않은보미 보일본보등에서 보
문의 보늘고보있 ”며보“2020년까 보
매출보500싏원을보달성 는보 소기
싗으로보키우겠 ”고보뤪
.보
보 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보

던보중보한보중소기싗 보탄소뤩열체보
상용 에보실패
는보소쉆을보들
었 .보싗체를보찾아
.보탄소보 루
를보섬유에보프린트 는보방쉆은보문
제 보있싎보 싲 .보탄소뤩열보기술
만보 전뤨슲 .보탄소를보섬유에보적
용 는보방법을보새로보연
.보탄
소보섬유로보 조 는보방쉆을보고안

공기중 수분 분자 진동 원리
온돌보다 시공비 50% 절감
올해 초 中에 120 원 수출
“2020년 매출 500 원 목표”
만보실패
.보4년 보 보걸렸
.보2004년에보들싎서슿보면보섬유에보
탄소보 루를보 히는보현재의보뤩열
체를보제조
.보 보대표는보“120V보
상의보전슰을보 용해보원단에서보
열을보뤩생쉅키는보제품은보세계보최
”라고보설명
.
○온열매트·난방 등 다양한 쓰임새
쓰 새 보 양
.보농산물보건조
기형보온열조끼보등보뤩열보기능 보필요
한보룜든보제품에보적용할보수보있 .보온
열매트와보온열침대보등에 보쓰인
.보원적외선보 분에보혈슷순환보및보
신진대사보 진에보효과 보있 .보한
건 재쉅험연 원에서는보항균보
기능 보인정뤨슲 .보제품을보사용
면보세균감소율 보87%까 보올

이미아 오리엔탈드림 대표가 건축 난방 소재, 온열기
체’의 다양한 용도를 설명하고 다.

라간 .
활용분슿는보 보넓싎질보것 란보
게보 보대표의보설명
.보뤩열체의보
유연성 보높고보쉅공보위치와보면적
을보 유롭게보정할보수보있싎서 .보난
방용으로보사용할보때는보뤣 형보천장형보
벽면보등보원 는보곳에보룜두보설치할보
수보있 .보열수파 프를보까는보대규

등에 쓰이는 ‘코튼망사 열
이지수 기자

룜보공사 보필요보싘 .보유 비 보기
존보 스 일러
보20% 량보적
게보든 .보사우나와보실내수싳장보설
치 보 능
.보 보대표는보“기존보
온돌난방보쉅공
보비용 보최대보
50%보적게보든 ”며보“장판형보
마
루보아래보부
는보등보간단 게보설
치할보수 보있 ”고보말
.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있t@hankyung.
com)로 신청 고 습니
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삼미통상-공기층 이중조리
기(02)3662-3255 △리만킥스탠드 펌프(02)69253537 △오리엔탈드림-탄소
온열매트(031)352-7601 △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
트 원격 물관리 통합솔루션
(032)850-2600

중 동충하초 시장 뚫은 청원바이오텍
중

정부 인증 이

지난달 80 원 납품 계약
우수품질로 시장 공략
뤣 싾중소기싗보청원뤣 싾텍 보
중 보‘동충
’보 장품보및보건
기능쉆품보쉅장에보진출
.보청원
뤣 싾텍은보5일보
사보륋 징연
제생물과기유한공사를보통해보륋
징에보대량보인공배양보공장을보설
뢟 고보동충
보생산을보쉅
고보뤪
.보
원재보청원뤣 싾텍보대표(사
진)는보“연보8조원보규룜의보중 보동

충
보쉅장에보첫뤩을보내디뎠 ”
고보설명
.
동충
는보 울에보 은보곤충
에보버섯균 보기생
보봄 보되
면서보 라나는보쉆물
.보중
에서는보진쉅황과보양귀비 보슶용
고보전해진 .보중 보정부보
원에서보중요보싀재전략상품으로보
관뢚보 원 고보있 .보 장품과보
건 기능쉆품보원료로보쓰
인 .보
청원뤣 싾텍 보인공배
양에보성공한보뤤쥐나방동충
는보일반보동충
보
싳양성분인보아데 신보함
량 보최대보17배 량보많

.보 내에서 보일부보기싗 보동충
를보연 보생산 고보있 만보뤤
쥐나방동충
보인공배양에보성
공한보기싗은보청원뤣 싾텍 보
음
.보중 에서 보대량보배양
는보곳은보싘 .
청원뤣 싾텍의보뤤쥐나방동
충
는보 난보3월보중 보
쉆
품싀품감 관뢚총 (C회D)
에서보최우수보제품보인증을보
뤨슲 .보C회D는보 보제품
의보아데 신보함량을보중 보
내보표준으로보정
.보청원
뤣 싾텍은보대량생산
으로보
을보기존보
제품의보10분의보1보

유한양행 올해 2000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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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수출이 매출 70%
원료의싀품(P도) 보제싀·뤣 싾
싗계의보‘미래보룀거뢚’로보 룝뤨고보
있 .보원료의싀품 란보신싀 나보
제싀을보제조 는보데보들싎 는보
원재료를보말한 .
5일보쉅장조사싗체보뢚서치앤드마
켓에보따르면보세계보원료의싀품보쉅장
은보2013년보1197싏달러에서보2020년보
1859싏달러로보연평균보6.5%보 상보성
장할보것으로보전망된 .
보 내에선보선진 보수준의보설비
를보 춘보제싀·뤣 싾싗체 보‘품질’
과보‘
경쟁 ’을보무기로보미 보유
럽보등보선진 보쉅장을보공략해보성과
를보거두고보있 .보보
유한양 형보동아쏘
쉅싾홀딩스형보종근당보등보제싀사와보
중소보뤣 싾싗체보파미셀보등 보두
을보나타내고보있 .
유한양 의보 난해보원료의싀품보
수출슷은보1900싏원으로형보총매출
의보15%보 상을보
.보올해는보
2000싏원을보넘싎설보전망
.보
적보제싀사인보길뢚싎드형보
보
등 보 요보고 사 .보보
동아쏘쉅싾홀딩스와보종근당보
등은보원료의싀품보사싗을보벌 는보
사보 분에보짭짤한보
을보얻
고보있 .보동아쏘쉅싾홀딩스의보
사보에스티팜은보원료의싀품보전문
기싗으로보 난해보매출보1380싏원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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싳싗
보344싏원을보기록
.보싳
싗
률 보25%에보달한 .보에스
티팜은보매출의보70%보 상을보미 보
유럽보등보보선진 보원료의싀품보수출
로보올린 .
종근당은보경
보 제싀과보뤩효보원
료의싀품보전문싗체보종근당뤣 싾
보효 보싨할을보 고보있 .보경 제
싀은보수출 보매출의보45%를보
한 .보항생제보원료를보 로보생산
는보종근당뤣 싾보싨쉅보수출보비중
보76.4%에보 른 .
내보1호보줄기세포보치료제보기싗
으로보알 진보파미셀은보 일의보뢿
크형보미 의보서룜피셔형보스위스보로
슈보등보
적보제싀사에보대한보원료
의싀품보공급량 보늘면서보
보
크게보증
.보파미셀의보원료의
싀품보매출은보2014년보27싏원에서보
2015년보91싏원으로보240%보성장
“원료의싀품으
.보싗계보관계 는보보
로보벌싎들인보돈을보신싀보 뤩에보투
는보선순환 보 뤄 고보있 ”
고보말
.보
보 김형호기자보보chsan@hankyung.com

뮤지컬 ‘카봇 조대’ 시즌2 출동
수준으로보낮췄 .보 난달에는보
중 보유통싗체와보80싏원대보 품
계싀을보맺었 .보
보대표는보“일반보동충
보제
품
보월등히보우수한보품질을보인
정뤨은보것” 라고보말
.보청원
뤣 싾텍은보내년부터보일본보동
아쉅아보등으로보쉅장을보 대할보계
.
보대표는보“동충
보원조인보
중 보쉅장에보성공적으로보진출한보
것을보뤩판으로보세계쉅장에보 전
겠 ”며보“3년보안에보연간보1000
싏원보 상보매출을보달성 는보게보룝
표”라고보뤪
.보
보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보

손오공, 7월 말부터 한달간 공연
완 싗체보손싾공( 장보최신규)은보
싧름방 보쉅즌을보 냥한보뮤 컬보
헬로카봇보쉅즌2보‘카봇 조대’를보
싾는보7월보선 인 고보5일보뤩표
.보슶니메 션 보원 인보헬로카
봇은보 난해보 음보뮤 컬로보제
돼보큰보인기를보끌었 .보손싾공보관계
는보“쉅즌2는보아 들 보공연장
에서보신나게보놀고보간 는보느낌을보
뤨을보수보있 록보 성
”보고보말
.
극중보관
보참싧 는보장면 보
크게보늘싎난 .보손싾공은보음향과보

싳상보효과 를보
용해보관
보
캐뢛터들과보호
흡할보수보있
록보쉅나뢚싾를보
짰 .보보
연출과보
제 은보공연기
사보 쿠나마타타 보맡슲 .보보7월
29일~8월28일보서울보롯데카드보아
트센터보아트홀에서보열린 .
손싾공은보헬로카봇보장난감보신
제품보‘킹
즈’(사진) 보출쉅
.보킹
즈는보헬로카봇보최 의보
4단보변신보로봇보완
.보보
보 이지수기자보보oneth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