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4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스페인 국민 브랜드  ‘라치나타 올리브오일’4월 한 달간 20% 할인
라치나타
스페인 올리브오일 브랜드 라치나타
(LA CHINATA)가 봄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라치나타는 4월 한 달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향미유 라인’을 20% 할인
판매한다.
라치나타는 1932년 스페인의 플라센
시아 지방에서 탄생해 3대째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스페인의 국민 브랜드다.
기존 냉압착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원심분리 냉추출 방식으로 오일을 뽑아
낸다. 비가열, 비화학정제(NCS) 방식으
로 얻어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0.1%대 낮은 산도(acidity)를 유지한다.
스페인은 올리브 오일 생산량 1위, 소
비량 2위인 올리브의 나라로, 거의 모든
요리에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올레오칸

스페인 올리브오일 브
랜드 라치나타는 진화
한 추출방식으로 0.1%
대 저산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선
보이고 있다.
[사진 라치나타코리아]

탈 등 우수한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각종
폴리페놀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조절
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 최근에
는 항염작용에서 나아가 항암에도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라치나타는 ‘먹고 마시고 바르고 즐
기는 올리브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
을 앞세워 올리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보이고 있다.
만자닐라, 아르베키나, 피쿠알 등 품

종별 올리브오일은 물론 유럽의 특산
허브와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향미
유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
안 트러플이 포함된 트러플 오일과 오레
가노, 로즈마리 허브, 칠리페퍼 등이 담

긴 올리브오일은 숨겨진 미각을 깨워준
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올리브오일
에 절인 스프레드, 마요네즈와 같은 고
메를 비롯해 녹차의 2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를 가진 올리브 잎 티 등 먹고 마시
는 제품 외에도 바르는 올리브 제품들
도 있다. 오일을 활용한 샤워젤, 비누, 샴
푸, 린스부터 페이스오일, 앰플, 고급 유
기농 화장품 등이 대표적이다. 라치나
타코리아 관계자는 “‘내면과 외면의 건
강을 함께 가꾼다’는 것 또한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라치나타는 온라인 쇼핑몰(www.
lachinatakorea.com)과 현대백화점 판
교점·대구점, 더현대 여의도점,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점·대전점·경기점·부
산 센텀시티점 등 전국 백화점, 라치나
타 부산시청점·부산중앙점·라발스호텔
부산점 등 직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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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하듯 ‘대상포진 후 신경통’몸안에 미세전류 흘려 치료
서울 광혜병원
코로나19 확진에 큰 일교차로 봄철 감기
환자까지 늘고 있는 요즘, 대상포진 환자
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광혜병원 박경우
대표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차
및 부스터 샷까지 진행됐다”며 “체내 면
역세포의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 적응 과정에서 면역반응이 집
중되면 일시적으로 ‘면역 피로현상’이 일
어나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체내 신경절에 잠복하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체계가
약화하면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대표
적인 면역 결핍성 질환이다. 즉, 나이가
젊어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겹
치면 발병·재발 위험이 커진다.
대상포진 치료 시 경계할 점은 수포와
발진이 사라진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 이 단계는 단순히 면역결핍성 질환이

서울 광혜병원은 대상
포진으로 손상된 신경
세포 회복을 위해 생체
전류치료와 나노화무
기물 기반의 전문 한의
약품 처방을 병행한다.
사진은 나노화무기물
기반의 전문 한의약품.
[사진 서울 광혜병원]

아닌 신경 손상이 본격화되는 신경계 질
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중
요하다. 발병 후 1년 이상 지나 회복 불가
능한 신경 손상 단계에 이르면 난치병으
로 불리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평
생 고생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주
요 위험 인자로는 ＾고령 ＾대상포진 발

병 초기 발진과 수포 범위가 넓은 경우
＾통증이 극심하거나 고열이 동반된 경
우 ＾기저질환 관련 수술이나 면역 관련
치료로 면역 수준이 저하된 경우 ＾얼굴
이나 목 주변 대상포진 발병 등이 있다.
통증의 주요 원인은 신경 손상으로, 1
차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세

포를 직접 공격하고 2차로 신경세포와
주변 근조직에 발생한 염증 때문에 발생
한다. 따라서 치료 관건은 신경세포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손상된 신경세
포는 신경재활(재생)로 회복시키는 것
이다.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높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상포진 발병

후 1~6개월 안에 치료해야 한다.
서울 광혜병원에서는 손상된 신경세
포 회복을 위해 ‘생체전류치료’와 ‘나노
화무기물 기반 전문 한의약품’을 주로
처방한다. 박 원장은 “생체전류치료는
신경 손상 및 염증 발생 부위에 고전압
미세전류를 흘려 약화된 세포막 음전위
를 충전하고 생체전류의 흐름과 혈류를
정상화한다”며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
해 기능을 회복하는 원리와 흡사하다”
고 설명했다. 나노화무기물 기반 전문
한의약품으로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
해 면역을 증강하는 ‘백금강(白金强)’
과 신경염증에 항염·진통 효과가 있는
‘백금단(白金丹)’ 등이 있다. 박 원장은
“이는 내성과 부작용이 없이 면역력을
높여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세
포를 추가 공격하는 것을 막고, 이미 발
생한 신경세포와 주변 근조직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전국 주요 거점 사옥에‘100% 친환경 전기’도입  ESG 경영 강화
SK브로드밴드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은 SK브로드밴
드는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 데이터 트
래픽 폭증,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
화와 같은 시장의 변화를 성장의 기회
로 삼을 계획이다.
최진환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高) 가치 가입자 중심의 스마트한
시장 공략 강력한 제휴·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성장 사업에서
의 빠른 규모 확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내실 다지기의 4가지 성장 전략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
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고객 범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
는 지난해 11월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Apple TV 4K’를 출시했다. 애플과 협

력해 한국에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 IPTV로선 처음이다. 올해 출
시한 올인원 플레이박스PlayZ는 각종
OTT와 스트리밍 채널, 게임 및 노래방
등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새로
운 미디어 플랫폼이다.
모바일 B tv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
께 B tv Air, AI Sound Max, 친환경 스
마트 리모컨 등 고객 니즈 변화에 대응
한 서비스 출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
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에 따른
플랫폼 경쟁력을 콘텐트, T-커머스, 광
고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SKT와의 시너지를 통해 B2B·B2C 시
장에서 유무선 통신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RE100(Rene
wable Energy 100%) 회원사로서 재
생에너지 사용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

요한 전력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ESG(환경·
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여주위성센터를 친
환경 전력으로 가동했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 대전,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 사
옥에도 ‘100% 친환경 전기’를 도입한다.
지난해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의 재
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구매해
4200여 가구(4인 가구 기준)의 1년 사용
전력량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
한다.
SK브로드밴드는 2045년까지 넷제로
달성(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재
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녹색 프리미엄뿐
만 아니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서) 구매,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RE100 이행수단을 검토 중이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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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전국 주요 거점 사
옥에 ‘100% 친환경 전
기’를 도입한다.
 [사진 SK브로드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