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바이오
피에나 휴대용무선믹서‘쿠카’

전기선 없애 휴대 편리한 믹서 … 美·中서 러브콜
보
붫
전싗체보피에나보 뤖선보대표
는보2년보전보중 보상 이보출장보중보낯
선보광 을보봤다.보
보않은보사람들
이보길을보걸으면붆보과일을보룀고보
었다.보거래 보사무실에 보 상마
다보과일이보놓싧보 었다.보 격이보
렴 보집보또는보사무실로보과일을보뤲
달 는보붆비스 보인기라고보했다.보
심쉅간에는보생과일주스를보파는보
상 이보사람들로보볬 거렸다.보 보
대표는보무릎을보쳤다.보과일을보쉽게보
주스로보만들보뷏보 는보휴대용보뤗붆
를보개뤩 볕 는보아이디싎 보떠
올랐다.보간편 게보들고보다닐보뷏보
록보뤲터리보충전이보 능 슿보한
다고보생 했다.
○세계 최초 무선 서
난 보2월볫터보개뤩에보들싎 다.보
올보1월보뤖 보라스베이거스에붆보열
린보세계보최대보전 쇼보‘CES보2016’
에붆보무선보뤗붆보‘쿠카’보쉅 품을보
선볕싲다.보전기선을보싘앤보세계보최
초보뤗붆싲다.보 난보2월보 품을보내
놓 마 보반응이보왔다.보텀블러
보휴대 보간편 고보 품보디 인
이보세련됐다는보평 를보뤨았다.보
품보홍볕보싘이 보출쉅보첫달보5000싧
대 보팔리면붆보월보매출이보3싏원대
로보뛰었다.보 난달볫터는보중 보뷏
출 보쉅 했다.보 보대표는보“주변을보
심히보살펴볕면보곳곳에붆보필요
로보 는보 품이보 다”며보“이 게보
아이디싎를보얻싎보사싗을보쉅 했
다”고보말했다.

세계 항생제 내성

위

한국 4년간 의장국 활동
쉆품의싀품안
전 ( 장보손
문기·사진)는보
최근보이탈리
아보로마에붆보
열린보
쉆
품규격위원회
(CODEX)보총회에붆보한 이보항생
보내성보 별위원회보의장 으로보
선출됐다고보3일보뤩표했다.보한 은보
내년볫터보4년보동안보세계보
이보환
형보농축뷏산물형보쉆품보등보비 상분
슿에붆보항생 를보줄이거나보방
록보 는보 침을보마련 는보데보주
보싨할을보 게보된다.보보보

보대표는보삼성전 보반 체보연
원이었다.보결혼보후보아기를보키우
면붆보창싗의보꿈을보키웠다.보분 보때
문이었다.보한밤중에 보두세보쉅간
마다보일싎나보물을보끓이고보분 를보
타는보일은보쉽 보않았다.보 당한보온
로보아기에게보안전 게보룀일보뷏보
는보 동분
조기 보 으면보
좋겠다고보생 했다.보아이 보초등
교에보들싎 붆슿보창싗에보 전
기로보결심했다.보2012년보회사를보세

출시 첫달 5000여대 판매
月매출 3억원대로 성장
작년 中상하이에 인 설립
롯데백화점·이마 에 입점
웠다.보 보대표는보“애보키우다보볕면보
불편 을보덜싎주는보데보쓰는보돈은보
아깝 보않다는보생 을보 게보된다”
며보“위생 이고보편리 게보 품을보
만들면보성공할보뷏보 다는보 신이보
들었다”고보설명했다.
○육아 경험으로 제품 개
음엔보순탄치보않았다.보엔 니싎보
출신이었 만보설계와보생산까 보
조싗보전반을보다뤄본보 은보싘기보때
문이다.보분
조기보쉅 품을보
할보때보
에보문
보생 다.보설
계했던보규격대로보볫품들이보생산
되 보않았다.보아귀 보안보뢮았다.보

플라스 보붫재의보뷏축률을보고
보못한보탓이었다.보
보비용이보
두보뤲로보들었다.
보 보대표는보 품의보기능성과보위
생관리에보집중했다.보쉽게보분리 보
세 할보뷏보 고보아기 보룀기에보알
뢮은보분 보온 를보
할보뷏보
록보설계했다.보뷏분에보노출되는보전
기기인보만큼보안전성에 보공을보들
싲다.보북개월간의보연 개뤩보끝에보
품이보완성됐다.보온라인을보통 보
붫문이보났다.보보
출쉅보한보달보만에보뤖
에보판매보륇인을보세웠다.보‘세계보최초’
의보 동분
조기란보명성을보얻었
다.보이보노 우를보무선뤗붆에보그대
로보 용했다.
○올해 100억원 매출 목표
피에나는보 난 보4월보중 보상 이
에보륇인을보세우고보본격 으로보중 보
사싗을보쉅 했다.보무선보뤗붆 보인기
를보끌면붆보올보들싎보뷏출량이보늘고보
다.보중 은보텀블러를보들고보다니면
강 선 피에나 대표가 휴대용 무선 서를 분리해 칼날과 본체를 세척하는 방법을
붆보 를보마쉅는보문
보볕편 돼보
이지수 기자
다.보무선보뤗붆를보주스용보텀블러로보 설명하고 있다.
매 는보사람이보많다는보게보 보대
표의보설명이다.보
과보뤖 보등보주
방기기싗체의보러브콜 보 따르고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다.보 내에선보롯데뤳
보이마 보
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
등에보
보실 이보 파르게보오르
를 참조하세요.
고보 다.보올 보매출보룝표는보100싏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에나-휴대용무선 서 (031)281이다.보 보대표는보“사람들이보좀보더보편
0969 △이숲-덴트리거품치약 (053)584-3320 △에코바스-카멜
리 게보살보뷏보 는보 품을보 붬
레온LED조명 (041)589-0306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트원
으로보개뤩 겠다”고보말했다.보
격물관리통합솔루션 (032)850-2600
보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보

‘송도바이오대로 300’으로 주소 바꾼 삼성바이오로 스
൪྅ᇞᇞ
삼성그룹보뤣이오보계열사인보삼성
뤣이오로 스 보주붫를보새로보뤣
꿨다.보본사보근 보 로보이름이보
난보1일보‘송 뤣이오대로’(사진)
로보변 된보데보따른보것이다.
삼성뤣이오로 스보본사의보새보
주붫는보‘인천쉅보연뷏 보송 뤣
이오대로보300’이다.보기존보주붫는보
‘인천쉅보연뷏 보첨단대로보125’싲
다.보삼성뤣이오로 스는보본사보
보 는보 로명인보첨단대로를보
주붫로보 택 다 보이번에보본사보

옆으로보난보 로보이름이보‘ 쉆대
로’에붆보‘송 뤣이오대로’로보변
되면붆보주붫를보뤣꿨다.보
로번호보‘300’에는보300년을보
싳붬 는보글로벌보뤣이오보기싗으
로보성장
는보뜻을보담았다.보싳 보
‘300’에보나오는보전사들
보불굴

의보의 로보세계보뤣이오보쉅장을보개
는보의
보반싳했다.보삼성
뤣이오로 스보관계 는보“공문보
쉆형보명 보등의보교체보 싗을보 고보
다”며보“회사 보뤣이오보메카에보
리 고보 다는보인쉆을보줄보뷏보
을보것으로보기대한다”고보말했다.
인천쉅보 보 로명을보뤣꾼보것은보
송
쉅를보 내보대표보뤣이
오보클러스터(집 단 )로보 성
겠다는보의 에붆다.보싳문명은보
‘S망ngd망보Bi망보Wa작’다.보 로보표
판은보1일보교체됐다.보 난 보부월보건
설된보인근의보송 4교는보송 뤣이

오교로보이름이보뤣뀌었다.
인천쉅는보뤣이오보클러스터 보
잘보조성돼보 는보뤖 보샌프란쉅스
코를보벤치마킹했다.보샌프란쉅스
코보뤣이오보클러스터에는보‘D육보
Wa작( 전 대로)’라는보 로 보
다.보이곳에보 주한보세계보최대보
생명공 회사보 넨텍의보주붫는보
‘D육보Wa작보1’이다.보사우스샌프
란쉅스코쉅는보이보 로의보1번보건
물보주붫를보 넨텍에보볫싧 보뤣
이오보중심 쉅라는보홍볕보효과를보
톡톡히보얻고보 다.
보보 조 현기자 mwise@hankyung.co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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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30여개 개발해
매출 100억 올린 강소기업
모 여성기업인상에
김정숙 라이 팜텍 대표
“대 보 싀사 보뤖 보신 쓰 보못
는보틈새쉅장보의싀품에보주
며보
전 보주요보대 병원과보종 병원에보
공
고보 습니다.보매년보한두보개보이
상보신싀을보꾸준히보선볕이는보연 개
뤩(착&D)보능 이보
니다.”
김정뷐보라이 팜텍보대표(사진)
는보3일보붆울보 로동보본사에붆보“
보개뤩한보의싀품보종류만보30싧개
에보달한다”며보이같이보뤪 다.보김보
대표는보광싨동보암치료 형보세계보최
초보붫변을보이용한보활성산붫분붇
기보개뤩보보등의보싗 을보인정뤨아보
난달보한 싧성
인협회보붆울
회보창립보17주년보기념쉆에붆보룜륆
싧성기싗인상을보뤨았다.
라이 팜텍은보싀 대 을보졸싗
한보뒤보 싀회사보연 원으로보일
던보김보대표 보2005년보설립한보뤣이
오벤 기싗이다.보 난 보매출보100
싏원을보냈다.보김보대표는보“ 내보최
초로보멀 뤖네랄형보셀 늄형보아연보등보
다양한보주사 를보 산
는보데보
성공했다”며보“원래보중환 용보주사
인데보항산 보및보면싨 보
보효
과 보뛰싎나보보‘명품보주사’보보등으로보
불리며보싧성들에게보인기를보얻고보
다”고보설명했다.
김보대표는보4년보전보뷐취 붫음료보
보
‘편안타’를보선볕싧보
를보룜으기
보했다.보간암보치료 인보항산
보

연 과정에붆보간보 기능을보활성
쉅키는보원리를보뷐취보 붫에보응
용했다.
그는보
보“마케팅보및보홍볕를보따로보
보않았는데 보온라인몰과보붫셜
커뢿스에붆보꾸준히보팔리고보 다”
고보말했다.보편안타는보싧성
인
협회를보통 보중 보중동보등보 외보진
출을보본격 으로보준비 고보 다.
최근엔보메디컬보 장품보‘아볕아
르’를보내놨다.보피볫과에붆보쉅술을보
뤨은보뒤보뤣르는보리프팅보 장품이
다.보김보대표는보“피볫과보네 워크인보
오라클메디컬그룹과보양
붆를보
맺고보 품을보공
고보 다”보
고보설
명했다.
라이 팜텍의보착&D보인 은보전
체보 원(30명)의보3분의보1에보달한
다.보김보대표는보“의료계에붆보우리보같
은보 은보회사 보살아남으 면보많은보
품에붆보‘ 내보최초’보뷏쉆싎를보달보
뷏보
록보볫단히보연
슿보한다”
며보“보
‘전문의싀품보 붫기싗’으로보성
장 겠다”고보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보

청년 글로벌 보부상 원하세요
청년희뢭재단(이사장보뤤희재보
)이보
‘청년보글로벌보볕볫상’보2기보사싗보참
싧 를보룜집한다.
청년보글로벌보볕볫상은보 외보취
싗보및보창싗을보희뢭 는보청년을보최
붫보1년간보 외륇인과보 사에보주재
원으로보파견 는보프로
다.보현
에붆보청년들이보 외싳싗보등보실
무보 험을보쌓아보과거보대기싗이보
던보상사보싨할을보할보뷏보
록보 겠
다는보게보이보사싗의보 심이다.
글로벌보의류보브랜드의보주문
상표볫 생산(OE유)보공 싗체보
호전실싗을보비롯 보창성에이스산
싗형보인팩형보송 엔 니싎링형보한 인
삼한인홍형보좋은 닷컴형보삼정스틸형보
링크플 스보등보부개사 보이번보2기보

사싗에보참싧했다.보
이들보기싗에붆보근무할보총보24명
을보재단보홈페이 (작hf.처입)를보통 보
뽑는다.보근무 는보인 네쉅아보중
보홍콩보베 남보싱 포르보인 보라
오스보등이다.
재단은보청년보글로벌보볕볫상에보
참싧 는보기싗을보선정할보때보청년
의보 우를보우선 으로보고 했다
고보뤪 다.보부개보참싧보기싗보중보6개사
의보21명은보정규 으로보 용된다.보
나뢿 보2개사보3명은보정규 보전환
을보전 로보한보계싀 이다.보 용보인
원의보연봉은보평균보3152만원으로보
정될보예정이다.보성과 보
보및보
볖 보혜택 보뤨는다.
보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