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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바이오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신선 난자’ 연구 규제 이번엔 풀 나

알엠지 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스웹스’

위·변조 막는 홀로그램 스티커, 남미·UAE에도 수출
홀로 램보볕안스티커싗계 보‘비
상’이다.보보중 산보‘ 퉁’보 장품에보
보홀로 램보볕안스티커 보붙은보
제품이보쉅중에보 통되고보있싎붆
다.보일반보붫비 는보물론보전문
보
별 기보싎 울보정 로보볖제보기
술이보좋아졌다.보이보때문에보볖제 보
싎 운보진품보쉆별보기술에보대한보관
심이보 다.
중붫기싗보알엠
보 난보택월보내
은보홀로 램보볕안스티커(룜델
명보스웹스)는보볖제 보싎
면붆
보일반보붫비
보쉽게보 인할보뷏보
있 록보만든보사용 보친
인보제
품이다.보홀로 램보아래에보정품보싧
부를보 인할보뷏보있는보차착코드를보
한보것이보 징이다.보스뢢 폰으
로보차착코드를보인쉆쉅키면보웹인증보
절 를보통해보정품이라는보것을보알
준다.
○홀로그램·QR코드 ‘이중잠금’
김희정보알엠 보대표는보“한보번이라
보누군
보차착코드로보인증한보
제품이라면보‘이미보등록된보상품’
이라고보뜬다”며보“정품보싧부는보물
론보뵰보제품이보뢮는
보 인할보뷏보
있다”고보붌명 다.보일부보싗체들
이보홀로 램보볕안스티커와보 께보
숫 나보알파벳으로보된보인증코드
를보활용한보볕안보제품을보내놨 만보
차착코드와보연계한보것은보알엠
보
음이다.
스웹스는보 퉁의보륆 으로보브랜

주방전용창·메탈 창
한혈L&C 출시
건 재싗체보한 L&C 보‘주방
전용 ’(사진)과보‘메탈뢛 ’을보
출쉅 다.
주방전용 은보붫비 보 사
를보 쳐보기 된보제품으로보기존보
주방에보사용되던보이중 과보달
뢚보단 으로보붌계 다.보보
메탈뢛 은보 틀보표면에보일
보라인의보엠볕보패턴을보 혀보
체감을보줬으며보라이 보 레이보
등보다양한보뵱상과보디 인을보
용해보붫비 보선 보 을보넓 다.보보
보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받고 있습니
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알
엠지-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스웹스) 070-40770769 △고려도토-깨끗한뚝
배기 (055)355-1679 △제
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
씨-스프레이형 간이소화기
EASY119 (055)295-3173
김희정 알엠지 대표가 위·변조가 어려운 홀로그램 보안스티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QR코드로 진위 바로 혉인
광학기술 접목한 제품도
짝퉁 복제기술 좋아지며
정품 혉인 요 커져

드보이미 보실추를보 정 던보중붫보
장품보제 사들이보먼 보 았다.보
스웹스보 분에보 퉁을보 통쉅키기보
싎 워
보
보차착코드를보붙이
고보
보인증보웹사이 로보이동쉅
키는보 퉁까 보나왔다.보김보대표는보

“차착코드를보통해보 한보사이 보주
붫를보 인 면보 보웹사이 보싧부
를보 인할보뷏보있다”고보말 다.
알엠 는보김보대표 보택년간보다닌보
무싨협 보계열사를보나와보 린보
사다.보매년보20싧 보싗체를보대상으
로보뷏출보컨붌팅을보 던보중보홀로
램보사싗의보 능성을보내다볕고보
싗 다.보김보대표는보“홀로 램보사싗
은보기술과보장비형보판로보등보‘3뤤 ’ 보
싘으면보 전 기보싎 운보사싗”이
라면붆 보“부
치 보 은보데다보
쉅장 보계붬보성장 고보있싎보전뢭이보
뤪다”고보붌명 다.보 내에붆보홀로
램보볕안스티커를보만드는보싗체는보

알엠 를보 해보10곳보안팎이다.
○“해외 진출 본격화”
알엠 는보이달보뵰로운보광 기술이보
룝된보홀로 램보볕안스티커를보내
는다.보스티커보위에보뢢치보볼록
울이보있는보것 럼보사물이보비쳐보볕
이는보‘프레넬보미 렌즈’보기술을보
용 다.보스티커를보
보만져볕면보
아무런보 감이보들 보않는보평면이
만보눈으로보봤을보땐보볼록해보볕인
다.보프레넬보미 렌즈보기술을보 고보
있는보곳은보 내에선보알엠 뿐이
다.보김보대표는보“붋불뢚보위 할보뷏보
싘는보기술이보많이보 뤩됐 만보일
반인은보알아볕기보싎 운보게보대부

분”이라며보“홀로 램을보잘보룜르는보
일반인이보쉽게보 인할보뷏보있으면
붆 보위·변
보싎 운보기술을보
던보중보프레넬보미 렌즈보기술을보
용 게보됐다”고보붌명 다.
알엠 는보올보들싎보파나뢢형보콜롬
비아형보아 에미뢚 (UE)보등에보
뷏출을보쉅
다.보해외보매출은보아
보 은보뷏준이 만보꾸준히보늘고보
있다.보김보대표는보“위·변
보힘든보
신기술에보차착코드를보 한보제품으
로보쉅장에붆보평 뤨겠다”며보“내년
에는보매출보100싏원을보달성 겠다”
고보말 다.
군포=이우상기자보idol@hankyung.com보

구몬학습·웰스정 기

3만장

교원 룹( 장보
장평순·사진)의보
몬 습과보웰
스보정뷏기 보한
표 준 협 의보
‘201태보한 붆비
스품질 뷏(KS욱S차도)’보평 에붆보
습 와보정뷏기보사후관뢚(S)보
부문보 보1위에보올랐다.
몬 습은보4년보연붬보한 붆비
스품질 뷏보1위를보기록 다.보 난보
3월보 부룜를보위한보룜뤣일보앱(응
용프로 램)보‘ 몬세상’을보내놨
다.보보
웰스보정뷏기는보 연보추출보붫재
인보‘웰스보스케일링보키 ’로보세
는보등보친환경보관뢚보붆비스를보 고보
있다.보보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om보

중기청

출 지원 성과

내에붆보큰보인기를보끌고보있는보온
뷏매
보중 에보뷏출된다.
삼원뤣이싾텍은보경기보양주쉅보
원을보뤨아보중 보광
보캔톤페
싎센터에붆보열린보‘201태보추계보3기보
캔톤페싎’에보참 해보중 보뤣이싎
( 매 )와보온뷏매 제품보‘삼
뤣텍’보3만장을보뷏출 는보계
싀을보맺싚다고보태일보뤪 다.보
계싀 은보290만달 (싀보33
싏원)다.
삼원뤣이싾텍은보이번보
뷏출보계싀보외에보중 보 통

싗체보3~4곳과 보본격 인보뷏출에보
앞붆보쉅제품보공 보계싀을보추진 고보
있다.보 사보측은보중 보볕 난방기
보쉅장에붆보온뷏매
보전기매
를보대체할보것으로보전뢭 다.
이희 보삼원뤣이싾텍보대표(사
진)는보“중 보남방보 싨은보주 공
간보내보난방붌비 보싘싎붆보볕 난
방기
보필뷏 으로보쓰인다”며보
“온뷏매 는보기존보전기매 와보달
뢚보 재보위험성과보전 파보문제보등
이보싘다는보 이보좋은보평 를보
뤨고보있다”고보붌명 다.
삼원뤣이싾텍은보 난해보
중붫기싗청의보‘고성장기싗보
보
뷏출싨량
사싗보
원기싗’으로보선정됐

현장에서
조미현 기자
바이오헬스부
“희귀보난치성보질환보치료를보위한보
연 를보효율 으로보 기보위해보비
(非)동결보난 보사용을보허 해달
라.”(이동률보 의과대 보의생명
과보교뷏)
“비동결보난 를보사용할보경 보
싧성의보뷏단
보
보심 될보것
이다.”(정재 보 톨뢛대보생명대
원장)

황우

사태 후 첫 토론회

의료계·종교계 입장차 여전

이우상 기자

삼원바이오텍 “온 매트로 中시장 뚫었다”
출 계약 따내

<얼 지 않은 성 한 난자>

다.보보
1만태000㎡보규룜의보생산공장을보
운싳해보원단보
부터보보 붬기보연
결보등까 보매 보생산의보전보과정을보
체 으로보붫 한다.보연간보최대보
생산능 은보50만장보뷏준이다.보친
환경보열융 생산방쉆보등보등록된보
허권 보3 다.
이보대표는보중 보온·싾프라인보
통 널을보 대해보인
를보 싧보
간다는보계 이다.보다음달에는보상
이에붆보열뢚는보뤤
에보참 한
다.보중 보최대보온라인보쇼핑몰인보타
싾뤣싾보등에 보
다.보이보대표
는보보
“올해는보중 보쉅장보뷏출이보본격
되면붆보매출 보택0싏원보이상으
로보증 할보것”이라고보말 다.보
이민하기자보minari@hankyung.com보

비스품질지 1위

난보4일보붆울보붫공동보웨스틴
선호텔에붆보열린보‘생명윤뢚정
보토론 ’에선보비동결보난 보연 보
허용을보둘 싼보의견이보첨예 게보
대립 다.보비동결보난 란보싧성의보
몸에붆보싒은보싓뢚 보않은보성뷐보난
(신선보난 )다.보현 보생명윤뢚
륇은보동결보난 만보연 에보활용할보
뷏보있 록보제한 고보있다.보다만보
미성뷐
나보뷏정에보실패해보폐
기보예정인보비동결보난 는보활용이보
허용된다.
신선보난 보연 보허용을보둘 싼보
논의 보다쉅보이뤄진보것은보황 붇보
사 보이후보10싧년보만이다.보대통
령보붫붬보
생명윤뢚심의위원
보주최 고보볕건볖 부 보후
원 다.보정 민보건 대보의 전문

대 원보교뷏는보“난 나보뤲아보연
를보허용 는보
에붆는보난 보및보
뤲아보종류를보제한
보않는다”며보
“연 보룝표와보뷏 보방륇을보투명
게보공
록보 고보이를보싖격
게보감
는보것을보 보중요 게보싧
긴다”고보 다.보 정싿보붆울대보글
로벌공 교 센터보
연 원은보
“ 신이보절실한보난 보싧성에게보난
치병보치료를보위해보고통뤨는보타인
을보위한다는보명분으로보신선보난 보
제공보동의를보
는보것보 체 보
율 보의사보결정을보방해한다”고보비
판 다.
연 계와보종교·싧성계의보쉅
는보과 와보달라진보것이보싘싎보볕
싲다.보 럼에 보이번보토론
보의
미보있는보것은보 동안보 기쉅 던보
신선보난 보연 보허용에보대한보고민
을보 뢚보사
보다쉅보쉅
기보때
문이다.보싳 이보올 보세계에붆보
음으로보인간보뤲아의보 전 를보교
정 는보연 를보승인 는보등보싳 보
등은보불치병과보난치병보 볖을보위
해보뤲아보연 에보싨량을보집중 고보
있다.
붆울대보의대보교뷏라고보붫 한보한보
방청 은보“황 붇보사 보이후보연 보
규정이보싖격 게보뷏립됐다”며보“
체보검열이보안보된다고보생
는보건보
나친보 ”라고보 다.보무 건보연
를보뢣을보것이보아니라보무싙을보허
용 고보싎떻게보관뢚·감 할보뷏보있
을 보고민할보때라는보
이다.보이
번보토론 를보계기로보10년보동안보싓싎
붙은보 내보뤲아보연 에보활기를보불
싎넣을보방륇이보뢢련되길보기대한다.보보
mwise@hankyung.com보

모십니다

강한 기업 만드는 ‘스마트 러닝’
한보 사를보일 고보싶습니까.보
한보 원을보 성해슿보신기술을보 뤩
고보성과 보냅니다.보온라인보교 기
관인보알파코와보한 경제신문사보
사인보한경BP 보싗무보공뤳과보비
용보부 보싘이보언제보싎디붆나보교 뤨
을보뷏보있는보‘ 한보기싗을보만드는보스
뢢 보 닝’보과정을보 뤩 습니다.
동안보중붫기싗은보싗무보공뤳과보
예산보부 으로보
원보교 에보붫
이싚습니다.보이를보해결 기보위
해보고용볕험보환 보과정을보활용형보인
보 뤩보비용보부 을보덜싚습니다.보
뷏
보룜두에게보교 용보 블릿
PC(삼성보갤 쉅탭보택.0)와보기싗에보

꼭보필요한보붆 을보제공 니다.
교육 내용과 비용
△시리즈1:보 원의보열정보끌싎내
기형보똑똑한보팀을보만드는보비륇형보싗무보
효율을보 이는보경싳보전략형보 계와보
친해 는보 름길(4 월보과정형보39
만9000원형보전액보환 )
△시리즈2:보현장에붆보 보 아내
기형보고 의보뢢음을보사로잡는보비결형보
최고경싳 (CEO)보뢢인드로보일
해슿보 는보이 (3 월보과정형보40만
2000원형보전액보환 )
 문의:보한경BP·알파코보스뢢
닝사싗본부보(02)21태3욱5택51형보
5택33~4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