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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유니세프에 백신 공급

인텍‘후아 마스크’

“매연·세균 차단 … 마스크 쓰고 운동해도 숨 안차요”
‘조 만보더보빨뢚보개뤩을보뢢쳤더라
면⋯.’
난해보 름보메르스(심E착S·중
동호흡기증후군) 보유
을보때보
이창선보인 보대표는보뢢스크보개뤩
을보좀보더보붆두르 보못한보것을보 쉬
워 다.보메르스에보대한보 정과보두
움보때문에보뢢스크 보불
게보
팔렸 만보인 은보새로운보뢢스크
를보개뤩 기보위한보
오를보
듭 고보있었다.보뢢스크는보일 용
이
보한다는보고정관념에붆보벗
보필터만보교환 면보반
으
로보사용할보수보있는보뢢스크 다.
엉성한 디자인…싸늘한 시장 반응
인 은보플라스 보사출 체로보
2013년보택월보설뢟됐다.보플라스 보
공보기술로는보 계에붆보인정뤨고보
있었 만보이보대표는보좀보더보
이보
났다.보인 이보볕유한보기술을보응용
한보완제품을보내 고보싶었다.보일
용이보 닌보반
으로보사용할보
수보있는보뢢스크보개뤩에보 붒다.보이보
대표는보“2002년보사스(S착S·중
증 붓호흡기증후군)와보2009년보
세계 으로보 명을보떨친보신종플
루 보유 할보당 보뢢스크를보교체
보빨 붆보써 보 는보게보너무보
불편 다”며보“인 의보기술 이면보
충분히보 능 다는보생 에보도전
다”고보말 다.
인 의보기술 이면보얼굴보형 와보
잘보맞 떨
는보플라스 보뢢스
크를보손쉽게보제조할보수보있다는보이보
대표의보계산이보있었다.보필터는보벨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받고 있습니
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이디-맘디 라이크 프뢜미
(031)591-0253 △인텍후아마스크 (063)212-1539
△루미컴-눈의 피로감이 적
은 플뢜커 프뢜 친환경 LED
조명 (063)211-3223 △무
지개연 소-올인원 스마
드론 메인보드 블루비 0106755-7455
이창선 인텍 대표가 프뢜미

후아마스크와 캐뢝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마스크의

필터 교체로 반영 사용
이러스까지 막아
중

시장 공략 ‘ 차’

크로(찍찍이)를보이용해보뢢스크보안
에보붙이기만보 면보됐다.
2013년보12월보첫보뢢스크 보완붓
됐다.보대형보유통 체보상품기
(심D) 을보따라다니며보제품의보장
을보설명
만보뜻뤥에도보반응
은보싸늘 다.보공통된보대 은보‘기능
은보좋 만보디 인이보너무보형편
다’는보것.보이보대표는보“공포
보‘13
일의보
일’에보 오는보살인뢢보제

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슨의보 키뢢스크와보비슷 다
는보얘기를보 고보충격에보빠졌다”며보
“첫보제품보실패는보디 인의보중 붓
을보깨 는보값비싼보수 료 보됐다”
고보말 다.
약국·편의점 판로 늘린다
이보대표는보디 인에도보 혈을보기
울이기보
다.보전문보디 이너
와보손잡고보
며보 조보개선과보
디 인보혁신을보이뤄냈다.보 난해보
름보메르스보때문에보 증한보뢢스
크보붫비는보인 이보개뤩보중인보뢢스
크의보 장보수 를보다 보한보번보 인
는보계기 보됐다.보 뢚고보태개월
보더보 난보올해보3월보인 은보‘후

“노동시장 개혁은 中企엔 생존권 걸린 문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고용부 장관 간담회서 강조
중붫기 계 보“대기 의보 격한보
보인상이보근로 의보
보양
를보
키고보있다”며보 정을보
다.보현대 동 보등보대기 보
노동조 의보과도한보
보인상보
로보협 보중붫기 의보부 도보
중되고보있다며보룝붫뢚를보 다.
이흥우보한
생 공 협동
조 보이사장은보20일보붆울보 의도보
중붫기 중
에붆보열린보‘고용
노동부보장관보 청보중붫기 인보정

간
’에붆보“노동 장보 조 보
대기 ·정규 과보중붫기 ·비정
규 으로보 뉘는보‘이중 조’로보고
됐다”며보이같이보말 다.보보
대기 보정규 이보2 보협
체보
의보3.5뤲에보
는보
을보뤨
는보상황에붆보대기 보노조 보기
권보유 를보위해보무뢚한보파 을보반
볖해보협
체 보피해를보 고보
있다는보 이다.
뤤붓 보중붫기 중
장(사진)은보“노동 장보개
혁은보중붫기 에는보생존이보
걸린보문제로보대·중
붫기 보간보
보격

보해붫와보유연한보고용 장보조붓보
이는보중붫기 보인 난보해붫도보불
능 다”고보강조 다.
이날보간
에는보이기권보고용노
동부보장관과보뤤보 장보등보중붫기 보
대표보30 명이보참붇 다.보이 은보
노동 장보개혁보 보외에도보일 뢚보
창출·규제보완 ·인 보양붓·외 인
보등보5개보분 에보걸쳐보△최
보
제도보개선보△ 붓기 보일 뢚보창
출보 원보 대보△청년층보고용보창
출보활붓 를보위한보기
원 보
대보보등보25개보노동현안보해결을보
이민하기자
청 다.보
보보minari@hankyung.com

B형간염 등 5개 질병 예방
유펜타 907억원 계약
텍획생명과 이보유니세프에보B형
간염보뇌수뢣염보등을보예방 는보뤳
신을보공 한다.보텍획생명과 은보유
니세프의보201택~2019년보정규보 찰
에붆보5 (價)보혼 뤳신보‘유펜타’
를보장기공
는보계 을보맺었다
고보20일보뤩표 다.보계 보규룜는보총보
8100만 러( 보90택 원)다.
유펜타는보5세보미만보 유 에붆보
많이보뤩생 면붆보치사율이보 은보
디프 뢚 ,보파상풍,보뤳일해,보B형보
간염,보뇌수뢣염보등보5개보질병을보동
에보예방해주는보혼 뤳신이다.보
유니세프는보80 개 에보5 보혼
뤳신을보공 한다.보이번보 찰에는보
텍획생명과 보등보태개보 체 보참
다.보텍획생명과 은보내년에보유니

세프 보80 개 에보공
는보뤳
신보물량의보13욕를보공 한다.보2018
년에는보25욕,보2019년에는보34욕로보
공 보물량보비중이보
진다.
텍획생명과 은보진 보중인보범미
주볕건기 (P식O)보 찰에붆도보
추 보공 보물량을보 볕할보것으로보
기대 고보있다.보이렇게보되면보유엔보
산 보 제기 에보1
러보이상의보
수출보붓과를보 둘보것으로보예상된
다.보5 보혼 뤳신보개뤩 사보 운
데보 제기 보 찰보조건인보세계볕
건기 보사전 격 사(W식O보P차)
를보통과한보곳은보텍획생명과 ,보얀
센보등보택개사에보불과 다.보텍획생명
과 은보 난보2월보W식O에붆보유펜
타에보대한보P차보승인을보뤨 다.
텍획생명과 보관계 는보보“폐렴
균보뤳신과보붫 뢢비,보태 보혼 뤳신
의보상
도보앞당길보것”이라고보말
다.보보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이우상 기자

뢢스크’를보 장에보내놨다.보프뢚
미 보제품인보‘오펜
’는보도로보위
를보 뢚며보매연을보 이뢢실보수뤥
에보 는보 전 보라이더에게보
을보맞추고보개뤩 다.보스키뢢스크
과보비슷한보디 인이 붆보멋스러울보
뿐보 니라보사고보뤩생보 보안면보부상
을보뢣을보수보있도록보 다.보의료보현장
에보 울뢚는보‘디펜
’보제품과보
께보 린이 보좋 할보수보있도록보캐
뢛터를보넣은보제품도보출
다.보
난보태월에는보인기보캐뢛터보‘라뤣’와보
정 보라이선스보계 을보맺고보해당보
캐뢛터 보
진보제품보출 를보앞
두고보있다.
제품명보후 뢢스크는보숨을보

이뢢 고보내쉬는보붫뢚에붆보따왔
다.보유해오염물질을보94욕보이상보
단해보세균이 보뤣이러스도보뢣을보
수보있도록보설계 다.보이보대표는보
“플라스 보뢢스크에보필터를보붙이
는보형 기보때문에보 과보필터보사이
에보공간이보있 보일반보뢢스크볕다보
숨쉬기 보편 다”며보“운동보중보
용해도보숨이보
보않는다”고보강조
다.
인 은보중 보 장을보공략 고보
있다.보 난보11일보1만개보납품보계
을보뢢쳤다.보중 보 장보반응에보따라보
월보10만개보이상을보추 로보주문
는보연간보태0 원보규룜보본계 을보이
붆보추진할보계 이다.
전주=이우상기자보idol@hankyung.com보

이오시밀러 약가, 24일부터 더 쳐준다
<건보 책정가격>

오리지널의 80% 수준으로
오는보24일부터보원조보의 품(오뢚
널)의보택0욕보수준인보뤣이오 밀
러(항체보의 품보볖제 )보 값이보
80욕로보 진다.보혁신형보제 기
이보뛰 난보효과를보볕이는보신 을보
개뤩 면보대체 이보있더라도보
를보10욕보더보 게보쳐주기로보 다.
볕건볖 부는보20일보붆울보삼붓동보
랜 인터컨 넨탈호텔에붆보열
린보‘볕건의료보기술보라이선싱보전략
포럼’에붆보이보같은보내용의보
보개
선안을보뤩표 다.보
이번보개선안은보신 보연 개뤩

(착&D)을보 진 기보위해보 난보택
월보제10 보무 투 진흥 의에붆보
뤩표한보내용이보 정·
되는보것
이다.
뤣이오 밀러는보기존볕다보10욕
포인 보 게보
보우대보혜 을보주
기로보 다.보뤣이오 밀러볕다보붓
능이보개선된보‘뤣이오베터’는보원조보
의 품보
의보100~120욕보수준으
로보 격을보정할보방침이다.보항암제보
등보혁신보신 은보기존에보해당보질병보
치료에보널뢚보쓰이던보대체 의보최
고 볕다보10욕까 보 격을보우대해
주기로보 다.
보 보조미현기자보보mwise@hankyung.com

김대 공간정밀 사장(오른쪽)이 반도체검사장비 부품을 소개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반도체검사 부품부터 밤 까는 기계까지

문래동 장인들의 名品기술 ‘한자리에’
21일까지 전시회
‘반도체검사장비보부품’보‘ 동 전
뤮기계’보‘예술붓보 미한보 붬제보
팽이’보‘뤭보까는보기계’보등보붆울보문래
동보 붬 공보장인 이보수 년간보
갈고보닦 보만든보 이디 보제품과보
첨단기술을보한눈에보볕 주는보
사 보처음으로보열렸다.
중붫기 청보산 보문래붫공인
원센터와보한 붫공인진흥협
보 난보19일보개뢣한보‘문래머
닝밸뢚보 제품보제 보상 보및보전
’에는보문래동보신도뢞동보양평동보
로동보일대보붫공인보기
이보출
품한보120
의보신제품보및보 제품
이보선볕 다.보문래붫공인
원센터에붆보열뢚는보이보 사는보21
일까 보계붬된다.
공간정밀은보멤스(심E심S·미세
전 제 )보기술을보활용한보반도체

검사장비보부품을보전
다.보원통
형보환봉을보얇고보균일 게보원판보형
로보 공한보제품이다.보뢢이크로미
터(1000분의보1㎜)보단위의보오 만을보
허용 는보정밀 공보제품이다.보오뢚
온 품기계는보 동 전 뤮기계,보
산정밀은보45 보만에보뤭껍질을보까
는보기계,보재연은보 종보기 보및보 사
류보등을보내놨다.보일부보기 은보염전
에붆보붫 을보쉽게보 취할보수보있는보
기계,보쉽게보펴고보 을보수보있는보등산
용보스 보등도보선볕 다.
사에보참 한보기 은보 승엔
니 링보우진정밀보 앤
크보
제 붬상사보대붓 수룜터보진원이
엔 보등보120 개에보이른다.보 종보
기계보부품을보비롯해보알 검사기보
알 붓형기보 동용 기보세뤩 전
등을보선볕 다.보보
보인쇄기계보보
김낙훈중소기 전문기자
보n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