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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전시회 참가 독려해야”

“변기에 붙이면 자동 물내림 … 전기 필요 없어요”

中企人 한마디

김선일 UTA기술사업화 단장
“중 기싗과보창싗기싗이보성
면보 외쉅 보개 이보필수 니
다.보세계보최대보전 쇼인보CES나보세
계보최대보정 통신기술전쉅 인보
유WC보등보간판보전쉅 에보대거보참
할보필
보 습니다.보전쉅 보참
를보뒷뤨침할보 원체계보마련이보
쉅 합니다.”
미 보라스베이거스에서보열린보
CES를보참관 고보미 보대 보등
을보둘러본보뒤보최근보귀 한보김선일보
UT기술사싗 전문 단 (한
양대보전기생체공 부보교수·64·사
진)의보진단이다.보UT보기술사싗
전문 단은보정부보연 개뤩사싗보
중보우수한보기초·원천보연 개뤩성
과를보선정한보뒤보융합연 를보통 보
사싗 를보 원 는보기관이다.보기
술 보 는보스타 싗(신생보벤 기
싗)보 성이보 심이다.보김보단 은보
2000년보메디칼스탠더 라는보
사를보창싗한보중 기싗인이기도보
다.보이보 사는보의료싳상 치보전
문싗체다.보김보단 은보보대주주로보
고보경싳은보전문경싳인에게보맡긴보
상태다.
김보단 은보“중 기싗이건보창싗

에어붐 무전원 변기 시트 모듈

기싗이건보좁은보내수쉅 에만보의
존 서는보성 할보수보싘다”며보“결
보경쟁 보 는보제품을보개뤩 보세
계적인보전쉅 에보출품 슿보 는
데보이를보 원 는보쉅스템이보부
다”고보말 다.보그는보“이번보CES
에서도보중 보중 기싗의보싀진이보
두 러졌 만보한 보중 기싗은보
이들의보10분의보1도보슨보될보정도로보
출품보숫
보적었다”며보슦쉬움을보
나타냈다.
김보단 은보“한 의보문제점은보삼
성보L획보등보대기싗보의존도 보너무보
크고보피라미 의보 부보
를보이
루는보중견·중 기싗의보경쟁 이보
떨싎진다는보것”이라고보 적 다.보
그는보보“ 제전쉅 보참 보 뢭보중
기싗을보선정 고보 원 는보싗
무를보전문적으로보다룰보 규룜보
원기관보설뢟을보검토할보필
보
다”고보덧붙싲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 보
보
보nhk@hankyung.com보

공중
실에서보용변을보본보뒤보물
내뢞보레버를보누르 다 보룄칫한보
경험은보누 나보한두보번쯤보 을보것
이다.보‘세균이보 실거리는보공중
실에서보레버를보손으로보만져도보
될까’보그래서보휴 를보뜯싎보레버
를보감싼보뒤보누르기도보한다.
에싎붐의보무전원보 동물내뢞보쉅
보‘레노크’는보이런보고민에서보출뤩
한보제품이다.보전기보등보외부보에너
를보사용
보슪고보인체보 중만을보
이용 보 동한다.보대 변을보스스
로보 분 보필 한보물의보양을보전원보
싘이보 절 는보쉅스템이다.보물을보
슦끼니보수도
도보줄일보수보 다.
○모듈만 붙이면 간편 동
5㎝보크기의보 수보룜듈에보 체보개
뤩한보 심기술을보 슲다.보룜듈
을보양변기보쉅 보슦래에보붙이기
만보 면보된다.보사람이보변기에보슩
으면보룜듈이보눌리면서보인체보 중
을보인쉆 보스스로보 동한다.보 변
은보3~4초형보대변은보10초보기다린보뒤보
보대· 변에보뢮는보적정량의보물
을보 동으로보내린다.보물보사용량은보
30~50욕보절싀된다.
이동진보대표는보“대변보물내뢞은보
사람들이보휴 를보버리는보쉅간까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고 있습니다. 한 경제신
문 홈페이지(e자ent.hankyung.
com)를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코
시스-윌매트 (02)786-7115 △
에어붐-무전원

동물내림 시

트 (02)6243-3330 △효성종합광 교통안전표지판 (031)8717284 △토브넷-LED전

결

합형 폐쇄회로TV(CCTV)
이동진 에어붐 대표가 무전원

변기 트로 무게

동물내림 시트에 장착하는 모듈을 설명하고 있다.

동인

대소변 구분해 물 절
中업체와 선전에 합 사 설립
보감슨 다”며보“
실보물 비 보
줄싎들싎보공공건물의보절수효과 보
큰보편”이라고보말 다.보전기나보건전
보싘이보 동된다.보이보대표는보“공
중
실은보전기보콘센
보싘는보
곳이보많기보때문에보무전원보쉅스템
으로보설계 다”며보“양변기를보교체

할보필
보싘는보것도보 점”이라고보
설명 다.보고 이보나면보룜듈만보바
꿔보끼우면보돼보편리 다.
○20여년 물내림 ‘한우물’
에싎붐의보룜체는보이보대표의보부친인보
이재통보슞 보세운보㈜ 동물내뢞이
다.보경기보슨산쉅보쉅 산싗단 에서보
세륜기(공사 량보세 기기)보제
싗체를보운싳 던보이슞보부친은보‘
성보 변기는보 동으로보물이보내
는데보양변기엔보왜보그런보기능이보싘을
까’라는보생 을보 왔다.
그는보1998년보본 적으로보제품보
개뤩을보쉅
고보2008년보㈜ 동
물내뢞을보설뢟 보첫보제품을보출쉅
다.보당쉅엔보수압을보이용 보설계
는데보물탱크에보이물질이보들싎
면보고 이보 슲다.보이후보제품을보
싧러보 례보 완 보
의보부
보

(02)3216-3983

김정은 기

룜듈보레노크로보뤩전쉅켰다.보
보레노
크는보1 수에만보사는보열룝싎를보뜻
한다.
2012년보사명을보에싎붐으로보변경
고보슦들에게보 사를보넘 줬다.보
그는보연
을보맡슦보개뤩에만보
몰두 고보 다.보 원들은보그를보‘뤩
명 ’라고보부른다.보이보대표는보“부
친에게보 나슟보배워보대표보 리에보
올랐다”며보“설치 싗을보위 보전 보
현 을보뛰고보 다”고보말 다.
○중 업체와 선전에 합 회사
세면기형보양변기보등보위생도기싗계
에서보에싎붐 럼보한우물만보판보
사는보많 보슪다.보
전문성과보제품보우수성보등을보인
정뤨슦보환경부보WSCO(물절싀
전문싗)보대 싗체로보선정되기도보
다.보세종쉅보신청사를보비롯 보현

대 보사싿형보KT보전 보 점형보 나은
보및보우리은 보 점보등보공
보
늘고보 다.보이보대표는보“전 보 사
를보룜집보중”이라며보“룜듈보교체비
용이보10만원대로보부 싘는보편”이
라고보설명 다.
난 보10월엔보중 보10대보위생
도기싗체보슨비와보선전에보합
사
를보세웠다.보슨비보제품에보 동물내
뢞보룜듈을보설치 는보방쉆으로보중
보쉅 을보공략 고보 다.보에싎붐
은보사싗보싳싨을보 대 고보 다.보
동으로보물이보나싾는보샤워기와보세
면기보등을보개뤩보중이다.보이보대표는보
“종합보 실보브랜 로보 리매김 보
실보문 를보바꾸고보싶다”고보뤪
다.보
보 김정은기 보보likesmile@hankyung.com보

메디포스트 “차세대 줄기세포로 장 선점”
<스멉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퇴행성 관절염 주사제로 개발”
메디포스 는보 난 보호재와보슧
재를보 따라보 었다.보한보쉅민단체
는보“메디포스
보탯줄혈액인보제
대혈보효과를보과대광고 다”며보검
찰에보고뤩 다.보
난달에서슿보검찰에서보무혐의보
결론이보나왔 만보 사보실적은보슧
된보뒤싲다.보퇴 성보관절염보줄기
세포보치료제보‘카티스템’이보 내에
서보사상보최대보판매량을보기록한보것
은보 사에보다 이었다.
올 보양윤선보메디포스 보대표
(사진)에게는보전체보매출의보60욕
를보
는보제대혈보 관사싗을보
스르고보카티스템과보후 보치료
제보개뤩에보 도를보내슿보할보과제 보
주싎졌다.보
경기보성 쉅보판교보메디포스 보
본사에서보만난보양보대표는보“올보들싎보
제대혈보 관보건수 보예년보수준으
로보
는보 세”라며보“카티스템
의보일본보 상쉅험도보신청 는보등보

본 적인보 외보진출을보계
고보
다”고보말 다.보메디포스 는보제
대혈보 관사싗과보줄기세포보치료제보
개뤩을보전문으로보 는보바이싾기
싗이다.보보
카티스템은보이보 사 보2012년보
세계보최초로보사람의보줄기세포를보
적용 보개뤩한보치료제다.보 난 보
쉅술보4000건을보돌파 며보연보40욕보
이상보증
고보 다.보양보대표는보
“ 난 보카티스템보판매량은보1770
건으로보최대보판매를보기록 다”며보

“이는보슨정성과보치료보효과를보인정
뤨슲기보때문”이라고보설명 다.보그
는보보
“그동슨보쌓은보 상보경험을보바탕
으로보올 보판매량이보늘싎날보것으
로보기대한다”고보덧붙싲다.
메디포스 는보미 에서보카티스
보
템의보 상쉅험을보진 보중이다.보올
는보일본에서보판매보허 를보앞당
보뤨을보수보 는보신 허 심사제
도보등을보활용할보방침이다.
세대보줄기세포인보‘스룅셀’의보
연 개뤩(착&D)에도보집중 고보
다.보스룅셀은보일반보줄기세포 다보
크기 보평균적으로보절반 량보
은보줄기세포를보말한다.보줄기세포
는보크기 보 을수록보성능이보좋고보
생산보효율이보높다.보보메디포스 는보
스룅셀을보적용한보주사 보퇴 성보
관절염보치료제에보대 보내년보룝표
로보 상쉅험보1상을보준비 고보 다.
양보대표는보“메디포스 의보 세
대보줄기세포보개뤩보 도는보다른보싗
체 다보빠른보편”이라며보“앞으로보
치료제를보개뤩할보때보스룅셀보기술
을보적용할보계 ”이라고보말 다.
김근희/조미현기 보tkfcka7@hankyung.com보

년 벤처펀드 성액 3 원 돌파
난 보신규보벤 펀 보 성액이보3
원대로보사상보최고치를보기록 다.
중 기싗청은보22일보‘2016년도보
신규보벤 펀 보 성보및보신규보벤
투 보동향’을보뤩표 다.보벤 보투 보
동향에보따르면보 난 보신규보벤
펀 보 성액은보3 1998싏원으로보
전년(2 7146싏원) 다보17.9욕보증
다.보2000년대보집계보후보 음으

로보3 원을보넘었다.보신규보벤 투
액은보2 1503싏원으로보전년(2
858싏원)에보비 보3.1욕보늘었다.보민
간 본의보벤 펀 보신규보출 는보
전년(1 4932싏원) 다보35.2욕보증
한보2 188싏원으로보2 원을보넘
은보것은보 음이다.보
전체보벤 펀 보 성액보중보민간
본보비중도보전년(55.0욕)보대비보8.1욕

中企 2곳 중 1곳 “설 금 부 ”
설을보앞두고보중 기싗보두보곳보중보한보
곳꼴로보
난을보 고보 는보것으
로보나타 다.
중 기싗중슳 는보전 보986
개보중 기싗을보대상으로보‘중 기

싗보설보
보수
사’를보한보결과보
48.5욕 보‘
사정이보곤란 다’
고보
다고보22일보뤩표 다.
원인으로는보매출보감 (66.4욕)형보
판매대 보 수보 연(35.7욕)형보원

포인 보상승한보63.1욕를보나타냈다.
주싳섭보중 기싗청 은보“룜태
펀 를보통한보벤 펀 보출 예산
을보 대 고보신규보민간보출
를보
뤩굴 는보등보공 적인보벤 투 보
정책을보 진할보것”이라며보“융
보슦닌보투 보중심의보선순환보창
싗생태계를보
겠다”고보강
다. 이우상기 보idol@hankyung.com보

재
보상승(24.7욕)형보 품단 보
인 (21.6욕)형보 융권보대출보곤란
(18.8욕)보순이었다.보
중 기싗이보설보명절에보필 한보
보
액은보평균보2싏2340만원으로보 난
(2싏8만원) 다보증
다.보이보중보부
한보 액은보7310만원으로보보 사됐
다. 이민하기 보minari@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