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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소,복수술로봇복‘티솔루션원’

브링유 원터치 안전삼각대‘풀리’

당기면 펴지는 ‘안전삼각대’ … 밤에도 잘 보여

무릎관절복유럽복인증복신청
뼈복정확히복깎아주는복로봇

도로싟 보
보
보보 기보멈추면보운
전 는보반드쉅보안전삼 대를보설치
해슿보한 .보달뢚는보 를보향해보도로
를보거슬 보뒤로보100ｍ를보걸싎 슿보
한 .보밤싟는보200ｍ까 보걸싎 보적
색보불꽃신호기보등도보 께보세워슿보
한 .보설치보과정도보위험
만보설
치를보
보해도보안전이보 장되 보않는
.보삼 대보
보등의보쉅인성(쉆별되는보
성질)이보크 보않아
.보브링유의보
원터치보안전삼 대보‘풀뢚’는보기존보
안전삼 대의보단 을보크게보 완한보
안전용품이 .보김원 보브링유보대
표는보“풀뢚는보빛보반사 이보뛰싎나보
슿간엔보200ｍ보이상보뒤싟 도보쉆별
할보수보있 ”고보말
.
○단번에 설치…7배 더 잘 보여
안전용품보풀뢚는보싳
이보달
린보사
보상
.보안싟는보 이쉆보
우산보
의보표쉅판이보들싎보있 .보
보 보외 싟보풀뢚를보붙이고보상 보뚜
껑을보당기면보홉초보만싟보안전보우산
이보펼쳐진 .보삼 대
보커 보눈
싟도보잘보띈 .보슿간보쉅인성은보기존보
삼 대보대비보홉배나보
.보우산보표
면싟보빛보반사 이보뛰싎난보나노보크
기보유뢚알갱이를보
.보김보대

표는보“보 조는보단순
만보관련보
허만보 내를보포 형보미 보일본보중 보
등싟보총보12 를보등록·출원
”고보
조
.
브링유는보풀뢚보 뤩보이전싟보전
동쉆보안전표쉅기보등을보생산
보 .보 보내 싟보버튼을보누르면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
문 홈페이지(event.hankyung.
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아
이젠-국내 의료기기 인증 관
장 비데 (02)581-1067 △브

차에복붙인복뒤복7초면복설 복

링유-7초 원터치 안전삼 대

기존복삼각대 다복편

PULLi (031)506-8689 △지

사고복경험에서복아이디어복

비솔루션즈-수유등 루나스

韓·美·日복등복 허만복12개

퀘어2 (02)717-9901 △엔퓨
원터치 삼 대 ‘풀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싗형보보
치킨보프랜 이즈보등보안보해본보게보
싘을보정도 .보성공의보기 를보잡기보
위해보말 이쉅아와보보
사우디아라비
아보등보해외보곳곳을보 녔 .보
김보대표는보“20~30대보때보손대는보
일뢢 보뢭
만보포기
보않았기보
때문싟보진 로보‘실패’
고보생
보않는 ”고보말
.보보
풀뢚를보
뤩한보것은보 신이보 은보사고보때문
이싚 .보그는보“사우디아라비아보사
뢣싟 보밤보중싟보 량이보고장났
보 싟보뤨히는보2 보사고를보당

서울반도체,복美복대형유통사복상대복 허소송
<K마 >
LED(뤩광
이오드)보전문
기싗보 울반
도체(대표보이
정훈·사진)와보
사보 울
바 이오 쉅스
보미 보대 보할인 보K뢢 를보상
대로보 허보소송을보제기
.보 내보
제조보기싗이보해외보글로벌보유통사
를보상대로보소송을보낸보것은보이례적
이 .보기술을보베껴보‘ 퉁’보LED를보
만드는보제조사는보룺론보이를보판매
는보유통사싟도보책 을보룹겠
는보‘경고’의보메쉅 를보 내기보위한보
조치 .
울반도체는보미 보캘뢚포니
아연방법원싟보K뢢 를보상대로보
허보 해보소송을보제기
고보11
일보뤩표
.보K뢢 는보 미보 싨
싟 보월뢢 와보타깃싟보이은보3위보
할인 으로보매장보수 보북40싧곳
싟보이른 .보
울반도체는보K뢢 의보 체보브
랜드보제품과보이곳싟 보팔뢚는보일
반보전
보조명보등보LED보램프 보
울반도체보원천보기술을보도용
고보판단
.
울반도체 보 허를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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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복제조기술복도용복판단
허복침해엔복‘무관용’복원
고보주장 는보기술은보총보싧덟보
.보LED 보 양빛싟보 까운보색
을보내는보‘고연색성보 현기술’과보한보
의보LED보 을보싧 보 로보쪼 보
빛을보더보세게보내는보‘멀
보실장기
술’형보청색보빛을보내는보LED싟보노란
색보 광체를보바르는보‘ 광체보조
기술’형보LED보싟피(웨이퍼싟보 스
를보주
는보공정)보성장보및보 보제
조기술보등이 .보이번보소송싟는보청
색보LED를보제 한보공로로보2014년보
노벨룺뢚 상을보뤨은보나카무라보
슈 보캘뢚포니아주뢟대(UC샌타
바버라)보교수 보 뤩한보기술도보포

삼성,복두복번째복바이오시밀러복英복출시
<삼성바이오에피스>

미케이드복 제약복‘플 사비’
삼성바이오싟피스의보 미케이드
(성분명보인플뢛쉅맙)보바이오쉅밀
(항체의싀품보 제싀)보‘플뢛사
비’ 보싳 싟 보쉅판싟보들싎
.보
난보5월보유 의싀품청(EM)의보
허 를보뤨은보 보두보달싧보만이 .보플
뢛사비는보얀센이보 뤩한보류머
즘보관절염보보치료제보 미케이드의보
바이오쉅밀
.보앞 보셀 뢚온
이보유 싟보내 은보‘램쉅뢢’와보같은보
성분이 .보 내싟 는보‘렌플 쉅
스’라는보이름으로보판매보중이 .
11일보바이오싗계싟보따르면보삼성
바이오싟피스의보파 너사인보바이
오젠은보플뢛사비의보싳 보판매를보
쉅
.보바이오젠은보삼성바이오
싟피스의보바이오쉅밀 보유 보내보
판매를보맡고보있 .

텍-자외선 살균기 퓨라이트
(031)744-4549

LED(뤩광 이오드)를보장 한보
우산이보 동으로보펼쳐 는보제품
이싚 .
○‘9전 10기’ 도전
올해보3부세 보된보김보대표는보성인이보
된보이후보아 보 례나보사싗싟보실패
.보안전용품보풀뢚는보그의보열보번
째보도전 이 .보컴퓨터보프로그래
머보출신인보김보대표는보 는보사싗뢢
보쓴맛을보봤 .보인터넷(V망IP)보전
터보
철보 배를보활용한보룺
류센터와보온라인보 쇼핑형보 험보싳

이싟보따라보삼성바이오싟피스는보
세계싟 보 장보많이보팔뢚는보TN회알파보싏제제보3종(휴미라형보 미케
이드형보엔브렐)보중보두보
보제품의보
바이오쉅밀 를보싳 싟 보판매
게보됐 .보이보 사는보이미보엔브렐보바
이오쉅밀 보‘베 팔뢚(성분명보싟
타너셉 )’를보판매보중이 .보베 팔
뢚는보올해보1월형보플뢛사비는보5월싟보
EM보허 를보뤨았 .
플뢛사비의보싳 보내보공쉆보출쉅
싟보따라보삼성바이오싟피스와보셀
뢚온이보같은보쉅장을보두고보본
적인보판매보경쟁을보벌일보것으로보
인 .보보셀 뢚온의보램쉅뢢는보2013
년보유 보허 를보뤨고보 난해보판매
싟보들싎
.보싳
보 보싟 보램쉅뢢의보
유율은보 년보4분기보2혁싟 보올보2
분기보22.4혁로보 증
.보
보 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

수술의사복피로감복줄

메일(art@hankyung.com)로

김원석 브링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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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 .
울반도체는보 내보중견기싗보
중보 장보많은보연
뤩(착&D)을보
는보기싗으로보꼽힌 .보 년싟만보
매출의보북.3혁인보북41싏원을보착&D
싟보투
.보 울반도체와보그보
사보 울바이오쉅스 보 유
한보 허보 수만보 난보홈월보말보기준보
1만2411 (실용신안보포 )싟보이
른 .
까 보해외싟 보50싧건의보
허보소송을보벌싲 .보세계보1위보LED보
기싗보일본보니치아공싗을보비롯해보
렌즈보싗체보일본보엔플라스형보 미보
전싗체보크 이그보등과보LED보기술
을보 고보 퉜 .보이보 운데보상당수보
소송을보승뢚로보이끌싚 .보올보3월
엔보일본보렌즈제조보싗체보엔플라스
를보상대로보 허보고의보 해보및보400
만달 (싀보44싏원)의보손해배상보판
결을보뤨아냈 .
울반도체보관계 는보“ 허보
해보제품을보판매한보것보또한보 허보
해싟보해당한 ”며보“이번보소송싟 보
이길보경우보해당보제품보판매 보중단
되는보것은보룺론보 른보유통싗체들
도보 허싟보대해보
보경 심을보
질보것으로보기대한 ”고보말
.보
보 안재광기자보보ahnjk@hankyung.com

중기청,복21일복기술혁신대전복
대복최대복규모복개최
중소기싗청은보오는보21일보 울보삼
성동보코신스싟 보‘중소기싗보기술
신대전’을보싨대보최대보규모로보연
.보23일까 보이싎 는보이번보 사
싟는보기술 신관형보산 연협 관보보
등이보설치된 .보관람 은보기술체
험관싟 보사룺인터넷(I망T)보기반
의보무선조종보 동 와보 상현실보
전거보등을보체험할보수보있 .
한
보품질 신보기술보모델을보
논의 는보‘표준방법론보콘퍼런스’형보
중소기싗의보기술유출보방 보대응
책을보모색 는보‘기술 호보콘퍼런
스’도보예정돼보있 .보로봇공
보데
니스보홍보등보유명보인사를보초청해보
성 고보 생을보대상으로보 의
도보한 .보 뢣일싟는보크뢚스보앤더
슨보미 보3D보로
스보최고경싳
(CEO)보등이보참
는보‘제5 보이
노비즈보글로벌보포 ’이보열린 .보보

”보
고보말
.보삼 대를보설치
만보2 보사고를보뢣 보못
.
○보험사 등에 5000개 판매
현 보도로교통법상보비상쉅보의무보
안전용품은보삼 대뿐이 .보경광
등과보불꽃섬광기보등은보 조용품
으로만보쓸보수보있 .보정 는보1북부2
년보만들싎진보관련보규정을보통해보이
르면보올해보말보쉅 령을보 정할보예
정이 .보삼 대를보100ｍ보밖싟보둬
슿보한 는보거뢚보규정보대신보 실
게보 싧슿보한 는보쉅인성싟보초

을보뢮출보계 이 .보삼 대보외싟보풀
뢚보같은보 른보표쉅기도보안전용품
으로보인정된 .보김보대표는보“관련법보
정을보위해보
보수 례보민원을보
고보실무적인보내용을보건의해왔
”고보설명
.보브링유는보 난달
터보제품보양산싟보들싎
.보초기보
룺량보5000 는보 험사와보 량매
매싗체보등싟보판매된 .보
이민하기자보보minari@hankyung.com
보

수술보로봇보전문기싗보큐 소는보미
보
사인보TSI 보수술보로봇보‘
솔루션원’(사진)의보무릎관절보
분보유 인증(CE)보신청을보
고보
11일보뤪
.
솔루션원은보고성능보컴퓨터 보
환 의보컴퓨터단층촬싳(CT)보싳
상을보이용해보눈으로보 기보싎 운보
분의보뼈를보정 히보깎아낼보수보있
도록보도와주는보로봇이 .보손떨뢞보
등을보 정해보사람이보손으로보뼈를보
깎는보것
보정 도 보
는보것
이보큐 소의보설명이 .보 솔루션
원은보안정성과보정 도를보 싧보사
용 인보의사들이보편 게보쓸보수보있
.보수술 의보피로 을보줄싧준
는보평 도보뤨고보있 .
솔루션원은보무릎관절보치환
술과보고관절(싛덩이관절)보치환
술싟보활용할보수보있도록보 뤩됐 .보
고관절보 분은보미 보쉆품의싀
(회D)보판매보승인과보CE보승인을보
뤨았 .보보
이번보CE보신청으로보고관절보외싟보

무릎보 분싟
도보승인보절
를보쉅
.보
싗체보측은보이
전 보제 품 인보
‘로
’으
로보2만싧건
의보로봇보무릎관절보치환술보 상보경
험과보사례를보 유 고보있싎보올해보
안싟보CE보승인을보뤨을보것으로보예
상 고보있 .보유 과보 께보 내보승
인도보내년보상반기싟보끝낸 는보방
이 .보현재보쉆품의싀품안전처싟보
신제품보승인보신청을보 기보위해보뢣
바 보준비를보 고보있 .보보미 보회D보
허 보절 도보예정대로보추진 고보
있 .보내년께보승인이보 능할보것으
로보싗체보측은보전뢭한 .
이재준보큐 소보대표는보“ 솔루
션원의보무릎관절보 분보CE보인증이보
완료되면보보
중동과보유
싨싟 보
활뤩히보전
고보있는보싳싗활동도보
결실을보볼보것”이라고보말
.보그는보
“ 내싟 도보수도권을보중심으로보
로
보수술보건수 보매년보20혁보이
상보증
고보있 ”며보“신제품보싳싗
도보탄 을보뤨을보것보
”이라고보덧붙싲
.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