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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얼마남지않았다 이른추석에대형유통업

체들이 일찌감치 추석선물 예약접수를 시작하면서

한가위분위기를돋우고있다가장큰명절감사의

마음을전할선물고르기는적잖은고민거리다 이럴

때시장에서신뢰성을확보한우리지역제품을선물

한다면더욱뜻깊은추석이될것이다

광주일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

부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지역 우수제품 사주기 캠

페인 바이(Buy) 광주전남운동을 펼친다 지역중

소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을

위해 광주지역 대표 중소기업 5개사의 우수 제품들

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받는 이에게 더욱 뜻

깊도록선물용우수제품들을한자리에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선물 우리 지역제품으로 전하세요

그린라이프(대표 윤금숙)는 찜질팩

전문 제조회사다 전자레인지로 간단

히데우기만하면어깨와목전체를찜

질할수있는천연건조허브찜질팩을

개발해판매하고있다

대표제품인 허브찜질팩어깨기본

형은 자연친화적인 100% 천연 식물

허브를넣어찜질시향이나는효과를

겸할수있도록제작됐다 찜질팩에소

량의 물을 분무해 전자레인지나 온열

기로 가열하면 찜질팩에서 뜨거운 김

이나와온습포찜질을할수있다

내부 충전재인 천연 허브는 비타민

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수렴이

뇨살균항균등효과가탁월하다 피

로회복과통증에좋은여섯가지종류

의 100% 천연건조허브(라벤다 오레

가노 레몬그라스 카시아토레 휀넬

로즈마리)를 넣었으며 100% 면소재

외피를사용했다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한 고급 찜질

팩으로 사용 시 전자레인지에 약 3분

정도가열해어깨와목전체를감싸찜

질할수있다어깨용뿐만아니라허리

복부 무릎 손목발목용등다양한제

품 라인으로 구성됐다 허브 베개 허

브 목베개 허브 경침베개등침구제

품라인도구비하고있다

윤금숙사장은고객에게꼭필요한

건강용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신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친환경 일류기

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26031877)

홈페이지(wwwaromamycom)

메카라인(대표 임동균)은 편리하고

독창적인사무생활용품을제조하는전

문기업이다

2001년 창업해 기업의 존재 의미는

고객에게 있다는 사훈으로 편리하고

실용적인제품을만드는데노력하고있

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뿐만아니라 기존 제품에서 불편한

점을찾아개선하고새로운아이디어를

접목해제품을재탄생하는데도신경을

쓰고있다

매년 열리는 문구전시회(SISFAIR)

를 통해 신제품을소개하고있으며 신

제품경진대회에여러차례입상기술력

을인정받았다

끼워진 종이에 바로 필기가 가능하

고정해진규격외에사이즈도끼워사

용할수있는이지화일을비롯해바이

블독서대 모니터메모홀더 스마트방

석 서류가방밴드클립보드등을생산

한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발맞춰

연구와개발에큰비중을두고있으며

생산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특허나 실

용신안에 등록되어 있고 일부품목은

해외로수출을하고있다 벤처인증과

유망중소기업으로선정됐다

임동균대표는 앞으로도창조적열

정과 도전정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소비자를 소중하게 생각하

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의지

를 다졌다 문의(0629447534) 홈페

이지(wwwmeccalinecom)

㈜알고코리아(대표 장순석)는 보청

기 분야 전문 중소기업으로 단일 칩으

로 8채널부터 16203264 채널까지

다양한 채널을 구현 할 수 있는 멀티

채널 보청기 펌웨어 및휘팅 프로그램

을개발한기업이다교수가만든보청

기로알려져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달

팽이관과 유사한 125Hz 분해도를 갖

는 64채널 디지털보청기를 개발해 미

래창조과학부에서수여하는장영실상

을수상하기도했다

기존의 디지털 보청기는 최고 20채

널이었지만 알고코리아의 64채널 보

청기는 이보다 3배 이상 정밀한 비선

형압축증폭기능을갖고있으며 주변

소음과어음을분리해개별어음변별

력을획기적으로높인제품이다

이외에도자체의펌웨어기술및보

청기 제조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개념

의이명소리발생기 소음소거기 이어

폰용 맞춤형 이어팁 증폭기 등을 개

발출시하고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보상이벤트도실시하고있다

사용하던 알고코리아 제품이나 타사

의 보청기를 가져오면 보청기 종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

다

문의(07075616120)

홈페이지(wwwalgorkoreacom)

골프스토리㈜(대표 김문철)는 대나무 형상을 띤 무게 조

절형 골프 그립 골프스토리 뱀부 그립(GOLF STORY

BAMBOO GRIP)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특수 엘

라스토머(GSE)를 사용한 무게 조절형 골프 그립으로 스윙

웨이트발란스를 1분만에 조절할수 있어상급골퍼나 프로

선수에게는획기적인그립이라할수있다

이미USGA공인과 R&A공인을받았으며국내와일본에

실용신안등록과상표등록특허등록을마쳤다 스윙할때불

필요한힘을가하지않아도밀착력을극대화해 악천우나러

프지역에서강한그립으로미끄러짐을최소화시켜준다

이미미국일본ㆍ필리핀등의바이어들로부터좋은평판

을 얻어수출길을열었으며 최근에는 2013 JAPAN GOLF

FAIR에 참가해 유명 클럽 메이커사(다이와 ON OFF 마

루망 브리지스톤 카타나 테일러메이드 등)가 부스를 방

문하는등인기를끌었고일본클럽회사와수출계약을체결

하기도했다

김문철 대표는 골프 대중화와 골프용품의 국산화를 위

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 전역에

회사상표의그립이퍼져나가는게꿈이라고말했다

문의(0625290759) 홈페이지(www.golfstory.or.kr).

������	
�� ����������

���������

��������� 

전자레인지로간편하게데우세요 소비자입장에서만든문구용품

정부 인정 보청기로효도하세요

2007년 설립한 ㈜한샘종합식품(대

표 김원철)은 닭오리 등 축산물 식육

가공업체다 주로대기업식자재(아워

홈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한

화리조트 등)납품을 하고 있으며 목

우촌 진주햄과는 OEM 체결로 납품

이이루어지고있다

주력 제품인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

어 맛이 단백하고 고단백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와근육을만드는데효과적이

어서 남녀노소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제

품이다 한샘웰빙홍삼오리훈제는 신

선한통오리를뼈를제거한 후홍삼숙

성과 훈연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구이

용이나 샐러드용으로 적합하다 신선

한닭가슴살으로홍삼숙성과훈연과정

을 거친 한샘웰빙 닭가슴살은 샐러드

용과샌드위치용으로적합하며다이어

트에도탁월한효과가있는제품이다

2008년에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식육가

공업허가를얻었다 2010년에축산물

가공업 HACCP인증을 받았다 2010

년부터 연속으로 광주시청으로부터

우수기업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에

유망중소기업상 ISO인증상 고용우

수기업상 INOBIZ인증상을 수상했

다현재프랜차이즈사업을새롭게준

비중에 있다 문의(0625153200) 홈

페이지(wwwkhs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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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닭가슴살훈제오리 인기만점

무게조절형그립

일본서도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