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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로 신 과 진단키트 개발

고은빛 초콜릿 크레파스

먹을 수 있는 ‘친환경 크레파스’ … 1만개 판매
보두보아 의보아버 로붆보아 들 보
“
아토피로보괴로워 며보밤뵰보울다보
뵰벽에보 쳐보 는보모습을보볕며보안
전한보크레파스를보만들
겠다는보
생
보들었습니다.보 장보안전한보
물질은보 품 라는보 에보 안해보
초콜릿을보재료로보크레파스를보만
들게보됐습니다.보성현형보성민보아빠보주
윤우보올뢞.”
고은빛의보‘초콜릿보크레파스’보
품보뚜껑에보쓰인보주윤우보대표의보인
사말 다.보뵱을보내는보안료를보결
합 는보응고 로보초콜릿의보원료
인보카카오버터를보쓴다.보세계보최초
다.보붇 에붆보추출한보파라핀을보응
고 로보쓰는보일반보크레파스에보비
해보피볫보
보거의보 다.보비싸
고보안전한보원료를보사용 기보때문
에보기존보크레파스볕다보
보5
뤲보비싸다.
○아토피 자녀 위한 크레파스
주보대표는보경 보
에붆보 품
통 체를보13년간보운
다.보군대
와보뤳
보등에보 음료를보 품
다.보초콜릿보크레파스보개뤩에보본
으로보나선보건보200태년보“룀을보수보
있는보크레파스 보있으면보좋겠다”
는보큰아들의보말보때문 었다.보 은
아들은보아토피보증상으로보온몸을보
으며보고생 던보
다.보주보대표
는보“룀을보수보있을보만큼보안전한보원

일(art@hankyung.com)로 신
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
com)를참조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고은
빛-초콜릿 크레파스 (043)2327795 △알에프-윈도우메이트

아토피 심한 아들 위해

유리창 청소로봇 (053)985-

파라핀 대신 카카오버터 사용

1282 △씨마 지텍-L시D TV

LG생활건강 유통망 이용

형초경량소켓형100WL시D산업

(031)942-3358 △레 스-초소
등(042)671-3716

내년 초콜릿 화장품 출시
주윤우 고은빛 대표가 쉇쉈 며 ‘초콜릿 크레파스’의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기자

만보신생보중붫기
보판로를보개
기는보쉽 보않았다.보 러던보중보 난
해보택월보충볬
경 혁신센터에보
다.보초콜릿보크레파스는보 난
해보12월보정 으로보출
다.보볫모들보
사 에보 붫문 보나면붆보 품은보1
만개보 상보팔렸다.보 대로보된보 통
뢭 보 는보 운데보올린보실
다.
다음달엔보
아용으로보
레
한보초콜릿보크레파스를보내
는다.보아기들 보손에보쥐기보편
게보별보모양으로보디 인 고보은은

한보아로뢢보향을보넣었다.보연말까 보
초콜릿으로보
한보 토와보모래형보
물감보등을보출 할보계
다.보주보대
표는보“볫모보눈
에보뢮는보안전한보
완 보 품을보다양 게보선볕일보것”
라고보뤪 다.
고은빛은보충볬
경 혁신센
터를보뤩 한보L획 룹으로볫터보
통뢭보개 보등의보 움을보뤨고보있다.보
고은빛 보볕 한보초콜릿보원료보원
천기술을보응용해보다른보분 로 보
사 을보 장 다.보내년에는보초콜

릿으로보
한보뢟스틱과보뢟밤형보틴
보등보 장품을보선볕인다.보주보대표
는보“초콜릿보 장품은보L획생활건
의보 통뢭을보 용해보라인캐뢛
터숍보등에붆보판매할보예정” 라며보
“ 품보원료라붆보 생들에게보 합
다”고보말 다.
주보대표는보“ 원들에게보‘다른보
사와보똑같은보 품을보내 을보것
라면보사 을보
’고보 버릇
럼보 기한다”며보“초콜릿보분 에
붆보인정뤨는보 붫기
보돼보수
의보5%를보사 에보환원 겠다”고보
청주=김정은기자보
다.보
보
likesmile@hankyung.com보

“수도권 요지에 ‘전통 제조업 R&D 클러스터’ 만들어 ”
만 는보것인데보 성보
의보기
은보아무뢚보 설 보좋아 보우수
한보 공계보붇·뤤사 보연 인
을보 볕할보수보 기보때문 다.보
른뤣보‘우수인 보 방한계선’ 보
존재한다.보 보 방한계선은보붆울
에붆보손쉽게보출퇴근할보수보있는
에보의해보결정된다는보보설명 다.
정보 장은보“경기보성
보
판교나보보붆울보인근보요 에보
연 개뤩단 를보세워형보보
주
요보
연 붫보분붫와보중
붫·중견기 보연 붫형보
원기관보등을보 주
켜보‘원스톱붆비
스’보체 를보 춰

ኤໃᅤཕ ໃᆱህཞ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

中企人 한마디 정 현 수산중공업 회장

“중붫·중견기 들은보요즘보중 보
등의보맹추 으로보한보치보앞 보안보
볕 는보 움을보 고보있습니다.보
들과의보경쟁에붆보 기 면보앞
선보기술로보승볫를보걸
보 만보
경기보 성보
의보중붫·중견기
에는보우수보연 인
보오질보않
습니다.보판교나보양재보등보수 권보
요 에보‘전통보
’을보위한보‘연
개뤩보클러스터’를보 성해 보합
니다.”
정붇현보수산중공 보 장(태4·
보탄다.보기계보
사진)은보요즘보
붬보등
보 보전통보
보사는보길은보
보 월한보기술 으로보무장한보‘히
든챔피언( 로벌보 붫기 )’을보

내년부터 내 임상 시작할 것”
울大 학내 벤처 고바이오랩

료로보 한다면보아토피에 보좋 보
않을까보 다”며보“ 품을보만들기만보
한다면보오랜보경험상보파는보건보 신보
있었다”고보말 다.
사보탕비실에붆보혼 보개뤩을보
다.보
만보개뤩보과정은보만
만치보않았다.보초콜릿의보원료인보카
카오버터 보파라핀볕다보 해보아

들 보손에보쥐면보쉽게보 아버렸
기보때문 었다.보수십번의보
오보끝에보전분을보추 해보성분을보뤣
꾸고보 수보
보과정을보고안 다.보
택년 보걸렸다.보관련보 허만보15개보
출원 다.보 는보“볕 교사보300
명에게보물 봤더니보‘초콜릿보크레
파스를보교 로보
겠다’는보대
보부0%보나오는보등보반응 보좋았
다”며보“세상에보 던보 품 다보볕
니보뤩표 를보많 보열었는데보크레
파스를보수
보룀으면붆보안전성
을보 증해보볕 다”고보설명 다.
○5배 비싸지만 부모 입소문
2014년보5월보 사를보설뢟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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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래보룀거뢚를보뤩
보 할보수보있
다”고보
다.
경기보 성보붫재의보건설중장비보
전문 체인보수산중공 은보외환
위기보때보전보 원 보퇴
을보중
간보정산한보뒤보 를보출 해보위기
를보
다.보‘키코(K도KO)’보사
로보
움을보 었 만보보 를보
볖 고형보 난보상반기보4부0
원의보매출에보볫 비율은보
2태%(태월보말)에보불과한보우
량기 으로보 뢚매
김 다.보해외보택0개
에보판매뢭을보
추고보 품을보
기 보브랜 로보

팔고보있다.
정보 장은보“ 동안보 내보중
붫·중견기 은보미 보 일보일본
을보벤치뢢킹한보뒤보
보경쟁
을보 춰보선전해왔 만보
는보
런보전략은보통
보않는다”고보
말 다.보 는보“보 의 인보 품으
보
로보승볫를보걸
보 고보
연
붫보인 과보기 보연 인
보
뢿뢚를보뢮대고보융볖합을보통한보
별 된보 품을보개뤩해 보한
다”며보“ 들 보한 뢚에보모 보보
공
동연 할보수보있는보클러스터를보
성해 보한다보
”고보말 다.
정리=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보
보보
nhk@hankyung.com보

신일산업, 차량용 대용량
냉·온장고 신제품 출시
신일산 은보 외보활동에붆 보신
선 게보음 을보볕관할보수보있는보
량용보대용량(33L)보 ·온장고(사
다.보
진)를보출
량용보 ·온장고는보350mL보캔보
54개형보500mL보페 병보22개형보1.5L보
페 병보북개까 보들
는보크기
다.보 장은보
보5 형보온장은보최대보
55 까 보온 보 절 보 능 다.보
분뢚 보칸뢣 로보 장보공간을보나
눌보수보있다.보전원은보일반보 정용보
220V나보 량용보DC12V보케 블을보
사용한다.보보보

보011년보안 년을보뢮아보미 보볕스
2
턴에보간보고광표보고뤣 오랩보대표
(붆울대보볕건대 원보교수)는보볫러
움을보느꼈다.보보
10년보전보뤤사 위보취
을보위해보 았던보볕스턴 보 느
뵰보뤣 오산 의보메카로보변해있었
기보때문 다.보뢢 크로비옴(미생
물보군총)보프로
를보 당 는보볕
스턴보브로 연 붫의보사내보뤣 오
벤 보 레스 보스핀오프 는보것을보
볕면붆보‘한 에 보 내보벤 보성공보
사례 보나오게보 고보싶다’는보생
을보 다.보 는보2014년보붆울대보 내보
벤 인보고뤣 오랩을보세웠다.
고보대표는보“실사
의보정신으
로보실험실보붬보연
보산 에보 용
되는보것을보볕고보싶었다”며보“귀 보
후보당 보붆울대생명과 공동연
원보원장
보뤣 로메 보
인보김선 보교수를보볕면붆보벤
사를보
겠다는보뢢음을보
다”고보 다.
붆울대생명과 공동연 원은보
뤣 오보융합기술보실용 를보위해보
세워진보곳으로보고뤣 오랩을보비
롯해보레모넥스형보획PC착형보칸젠보등보4
개보뤣 오보벤 를보 성 고보있다.
고뤣 오랩은보뢢 크로비옴
을보 용해보신 형보진단키 형보의료용보
품(메디컬푸 )보등을보연 개뤩
(착&D) 고보있다.보뢢 크로비옴
은보인체보미생물보집합체다.보미생물
은보몸에붆보대사활동형보비 민보합성보
등을보한다.보장내보미생물은보면 세

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가 미생물 활용
기술을 설명 고 있다.

포의보뤩달· 절보 할을보 기보때문
에보아토피형보알레르기보등보면 질환
과보연관 보있다.
고뤣 오랩은보대사질환형보감염
질환형보
면
형보정신질환형보염
증성장염보등과보관련된보신 보파
프라인(후볕물질)보5개를보볕
고보있다.보 보중보대사성질환과보감염
질환보관련보신 은보동물실험을보뢢
쳤다.보올해보전 상에보들 간보뒤보내
년볫터보본
으로보 내보 상을보
할보계
다.
최근에는보뢢 크로비옴을보 용
해보대사질환형보비만형보당뇨보등을보진단
는보진단보키 와보의료용 품인보
프로뤣 오틱스보
품 보만들었
다.보보 보 사는보진단키 와보의료용보
품의보생산·판매는보외볫보 체에보
넘긴다는보계
다.
고뤣 오랩은보 내보벤 캐피
털의보러브콜을보뤨고보있다.보 난보3
월보종근당보계열보투
사인보CKD
투 는보고뤣 오랩에보15 원
을보투
다.보2021년께보기 공개
(도PO)를보계
고보있다.보
보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보

중소기업 36%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연 원 보고서
중붫기 에붆보성과공
를보 산
면보세 보 원보등보
인보정
보 원 보필요 다는보주장 보
기됐다.
민선보중붫기 연 원보연 위
원 보2부일보내 은보‘중붫기 보성과
공
보현황·정 과 ’보볕고붆에보
따르면보10인보 상보중붫기 보300개
를보대상으로보 사한보결과보3태.0%보 보
성과공
보
를보활용 고보있었다.
성과공
는보사 주 보기
의보
나보비용절감분을보경 성

과 ·우뢚사주보등의보
로보근로
에게보
는보
다.보보 난해보
성과공
를보활용한보중붫기
은보 체당보평균보1 14부2만원을보근
로 에게보
다.보근로 보1인당보
1부1만원보수준 다.보보
보 보연 위원은보보
중붫기 보성과공
를보활성
면보경 성과
에보대한보세 보 원 보필요 다고보주
장 다.보기
보근로 에게보준보경
성과 에보대해보세 공 를보해주고보
경 성과 을보뤨은보근로 에게는보
붫 세를보감면해줘 보한다는보것
다.보 이민 기자보보minari@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