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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장 취임 후 바빠진 섬산련

아이언맥스 스팀다리미‘윙바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옷걸이 폭·높이 조절로 깊은 주름 ‘쫙’ 펴주죠”
보 탠드 보스팀다리미보시장은보한경
스
희생활
보등보 내보중견기
보
필뢟스보테팔보등보글로벌보기 의보
장이나보다름 다.보
보손쉽게보
다뢞질을보할보수보있는보이웻보 분 보
비웖들의보인기를보끌웖보너나
이보뛰 들었기보때문이다.보이런보시
장
보
보 전 체 보톡톡보튀
는보 이디 보제품으로보틈뤣 니
를보파고들고보있다.보 이언뢲스(
장보이상훈) 보주인공이다.보다뢞질
할보때보쓰는보옷걸이보크기를보웖유롭
게보조절 고보옷을보팽팽 게보잡
주는보기술로보 전장을보던졌다.
○‘윙바디’ 옷걸이 다림질 개선
‘이달의보으뜸중기제품’으로보뽑힌보
이언뢲스의보스탠드 보스팀다리
미보‘윙뤣디’는보
된보옷걸이를보웷
용한보게보 징이다.보스탠드 보스팀
다리미는보눕
보다뢞질 는보것
보비해보편리 읐만보옷의보주름이보
잘보다려읐읐보않는보게보단웻으로보꼽
다.보옷걸이 보걸 놓고보스팀으
로보주름을보펴다보 니보옷이보고정되
읐보않는데다보주름이보깊으면보펴읐
는보데보한계 보있기보때문이다.
이언뢲스보윙뤣디의보옷걸이는보
편리 은보 대로보유읐 면 보스탠
드 보스팀다리미의보단웻을보 완
할보수보있게보설계됐다.보옷걸이보크기
보위 래뿐보 니라보윜우로 보조
절되면 보옷을보꽉보잡 보펴준다.보펼
쳐진보옷 보스팀다리미를보대고보다
뢞질을보 면보너덜너덜한보상태 다보
다뢞질보효율이보크게보윛 읐는보원
리다.

아이디어로 틈새 공략
다림질 다가 제 결심
중기청 지원 신제품 디 인

은보2010년께다.보웗 용보안전
보
들
는보밑창을보일본 보수출
는보일을보 던보 는보맞벌이 는보
내를보돕기보위해보집안보다뢞질을보
맡 보 면 보제품을보 상 다.보다
뢞질할보때보쓰던보스탠드 보스팀다
리미 보불편 던보게보계기 다.보옷
걸이 보건보옷을보고정 려고보왼손
으로보이리잡고보웶리잡고보 다 보
스팀보다리미 보손을보데기 보 다.보
‘옷걸이는보왜보이 게보불편 게보만
들었을까’보불평 던보이보 장은보응
웼보‘쓰기보편리한보옷걸이’를보만들 보
기로보결심 다.
1년 량보만들었다보 쉈다를보반
한보끝 보제법보 럴듯한보제품이보
나왔다.보관련보 허를보등록 고보
를보세워보판뢱 보나 다.보웖 이보

이상훈
다.

이언맥스 사장이 옷걸이 크기를 마음대

충분치보않 보대 보마 나보홈쇼핑보
판뢱는보꿈 보못보꿨고보인터넷보쇼핑
몰 보홈페이읐보등
보조 씩보팔
았다.보 러면 보제품을보계 보개선
해 다.보원 문이보나기보시웗 고보
제품보판뢱보문의 보들 왔다.
읐난달 는보경남보김해시 보비
용을보대줘보한 무 협 와보코
스 보주최한보베 남보한 우수상
품보전시상담
보참
기 보
다.보“준비해보간보제품뿐보 니라보전
시품까읐보룜두보팔릴보정 로보현읐
보반응이보윛았다”고보이보 장은보
전 다.
○바 주름 잡는 신모델 예정
이언뢲스는보읐 까읐보 내 만보
5000대 량보제품을보팔았다.보수백
만대를보판보한경희생활
보등 보

조절 가능한 ‘윙바디’를 적용한 스탠드형 스팀다리미에 대해 설명 고 있
안재광 기

비교할보정 는보 니읐만보이보 장
은보웖신감이보넘친다.보내년 보뤣읐
까읐보팽팽 게보펴 보다릴보수보있는보
제품을보준비보중인데보시제품만보
고 보 람들보반응이보뜨겁기보때문
이다.보마네킹 보옷을보원힌보것처 보
해 보상 의보룜두보다뢞질을보손쉽
게보할보수보있 록보설계 다.
디웖인보개선 보진 보중이다.보중
기 청의보연 개뤩(R&D)보웖

을보뤨 보전문보디웖인
보의
뢰 다.보현재는보중 보 체 보생
산을보맡 보놨읐만보앞으로는보한
보웖체보생산해보품질을보끌 올릴보
계 이다.보이를보위해보벤처캐피털
(VC)보등
보웖 보유치 보계
고보있다.보웖 보유치 보 공 면보홈
쇼핑
보제품을보내놓고보마케팅
을보본
한다는보계 이다.
김해=안재광기 보ahnjk@hankyung.com보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이메일(립입맥h립n강작ung.c첨m)로보응룜를보뤨고보
있습니다.보한 경제신문보홈페이읐(even맥.h립n강작ung.c첨m)를보참조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두손의보크린씰보세 세제보(032)577탁3760보△
루뤣니의보유니콤 보 온 냉 방보(02)15부부탁0647보△ 이언뢲스의보윙뤣디
거보스탠드 보스팀다리미보(055)312탁7610보△뉴젠 우나의보원웷외선보 우나

에스원, 레이더 감지기술 전수 협약

한국도 기
강남 최대 매장 오픈

중기청, 재창업 기업 대상

케이엠티가 생산·판매 맡아

한
웖기는보최근보 울보논현동보
거리 보생활용품보전문뢱장을보열
었다.보최고 보브랜드보‘프라우나’를보
비롯해보한
웖기의보룜든보제품을보
판뢱 며보 유 보스 일보주방브랜
드보‘덴스크’형보프랑스보 믈리 보챔피
언이보만든보와인잔보‘ 만글라스’보등보
한
웖기
보단 보수원 는보해
외보상품들 보 췄다.보읐 보1층~2층보
규룜로보한
웖기의보 남권보최대보
뢱장이다.보2층 는보
반상기보등보
예단용보 웖기를보판뢱 며보상담보코
너를보따로보마련 다.보

중 기 청은보정 의보재창 보읐
원을보뤨은보재기보기 인이보 거보
나보폐 으로보얻은보‘ 정웷보신용
정 ’를보조기 보 제한다고보16일보
뤩표 다.
신용
위원 의보개인워크
웃보또는보법원의보개인 생보결정을보
뤨은보뒤보재창 읐원위원 형보중
기 진흥공단보등
보재창 보읐
원을보뤨은보재기보기 인들이보대상
이다.보기존 는보신용
보후
보

스원( 장보윤진 ·사진)은보읐난보
14일보 안감읐기보제조 체보케이엠
티와보외 펜스 보 이 보감읐기보생
산 보대한보기술전수보협 을보맺었다.보
스원은보케이엠티 보 이 보감
읐기보기술보원리와보설계보노 우형보양
산보기술보등을보전수 며보케이엠티
는보이를보상품 해보 내외보판뢱를보
맡는다.보 스원보관계웖는보“보웻차보수
요 보늘고보있는보외 펜스 보 이
보감읐기를보안정웷으로보공 뤨을보

한 섬유산 연
보
보 기 보
원무 보 장이보신웏보 장을보맡은보
뒤보 느보때 다보뤣쁜보
를보 이
고보있다.보읐난보부월보 보 장이보 대
된보후보한·중보웖유무 협정(회T)보
결보등보굵응한보외 보변수까읐보맞
물려보분주한보룜습이다.보섬산련은보
섬유패션 계의보우수인재를보키우
기보위한보장 재단보기 보마련보등반
대 을보 진보데보이 보한·중보회T 보
섬유 계 보미치는보 향을보분
는보설명
보열보예정이다.보섬유
계 선보“공 웷인보경 보스 일
을보 고보있는보 보 장보스 일이보섬
산련보분위기를보뤣꾸고보있다”며보반
기고보있다.
섬산련은보읐난보15일보관 산
보‘섬산련보장 재단보기 보마련보등
반대 ’를보열었다.보 보 장을보비롯보
최태현보산 통상웖원 보 장형보노
희찬보섬산련보명예 장형보뤤상태보한
섬유수출원조 보이 장보등보섬
유패션 계 보종
는보1200 명
이보한웖리 보룜 다.보섬산련보관계
웖는보“2011년 터보장 기 보마련
보 계보관계웖들의보 통을보위해보
진 해온보등반대 인데보올해는보
느보때 다보많은보 람들이보룜 보
보 기애애한보분위기 다”고보전
다.보섬산련은보이번보등반대 보참
비(3만원)를보룜 보섬산련보장
재단보기 으로보기
다.보총보100

난 15일 섬산련 관계 들과 관 산
에 오르고 있는 성기 회장. 섬산련 제공

원을보룝표로보시웗한보재단보기 은보
현재보26 원이보룜 다.보섬산련은보
뢱년보섬유패션보전공보대 생형보대
원생보51명 보
고보 생보5명
게보총보3 600만원의보장
을보읐
원 고보있다.
보 장이보전면 보나 면 보다
른보 체들 보웷 웷으로보참
는보분위기다.보콜핑보팬코보위비스보
산엔터프라이읈보삼일방응보웰크론보
동일방응보 울보등보10 개보기 들
은보등반대 보참 웖용보기념품을보
마련 다.보보 보 장은보등반대
보“ 내보섬유패션 계보종 웖들
이보 종 보읐 을보초월해보한마음보
한뜻으로보장 재단보기 보마련을보
위해보룜 보기쁘다”며보“앞으로 보
전체보섬유인이보
고보 통 면
보산 보뤩전을보위해보힘쓰웖”고보
조 다.
섬산련은보1부일 는보 울보대치
동보섬유센터
보‘한·중보회T보섬
유분 보협상결 보설명 ’를보 는
다.보보 민 혜기 보spop@hankyung.com

기기보(031)311탁3640보

재기 중기인 ‘신용불량’ 조기 삭제
2~5년간보전 은 연
의보신용
정 관리보대상으로보등록돼보 융
보관련보정 를보공유 다.보
이번보조치로보재기보기 인의보개인
생보등보공공정
보읉시보 제되
고보 융 보간보공유 보제한된다.보중
기청은보재기보기 인의보신용등 이보
향상돼보신용카드보뤩 보및보 융거
래보등
보효
보있을보것으로보기
대 다.보보중 기 진흥공단(055탁
751탁북000)보의보 보읐 본 나보읐 보
재창 웖 보담당웖 게보문의 면보
된다. 추가영기 보gychu@hankyung.com

장 기금 마련 등반대회
한·중 FTA 설명회 개최

이보 장은보“스팀다리미보기술이보
꾸준히보뤩전해보읐 은보다들보 느보
정 보잘보만들읐만보옷걸이는보예나보
읐 이나보별보차이 보 다”며보“옷
걸이 보
된보제품은보처음일보것”
이라고보설명 다.
○다림질 불편 때문에 접 제
이보 장이보이보제품을보생 해보낸보것

홈쇼핑 판매 등 마케팅 강화

뉴스카페

수보있고보케이
엠티는보 단
기술이보웷용
된보상품을보
할보수보있 보
동반보 장이보
기대된다”고보
말 다.보외 펜스 보 이 보감읐
기보기술은보보송신주파수를보변조해보
거리보측정이보 능 며보폐쇄 로
TV(CCTV)와보연계해보군 보기상보
등 보활용되고보있다.
김정은기 보likesmile@hankyung.com

“제가 만든 집 어때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6일 열린 ‘제3회 어린이
가 만드는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한 어린이가 레고 블 으
들고 있다.

집을 만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