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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온랩 웨어러블 밴드
‘플랙시아’

칼로리 측정 건강팔찌 …“삼성·소니 한판 붙자”
김동뷏보라 프온 보사장 보건강보
사싗에보관심을보
기보쉅 한보것
은보2006년보7월보평양에보다녀온보뒤
부터다.보당쉅보평양에는보인
보차
원에붆보 내보한보병원보주 로보‘신장
센터’ 보건립되고보있었다.보병원에보
신장보투붇슷보제 장비를보 품
는보일을보했던보김보사장은보 보사싗에보
참여,보설계와보
인보등보공사보전반
을보맡슲다.보6 월 량보 리는보공
사를보1주일보만에보끝내슿보 는보‘슧
건’보붬에붆 보신장센터를보완공
했다.
김보사장은보“성취감 보컸 만보한
편으론보슦픈보사람들 보뤨는보고통
을보덜싎주는보것볕다보슦프 보않게보
건강을보 켜주는보제품을보만들싎
슿겠다는보생 을보 게보됐다”고보말
했다.보 보일을보계기로보김보사장은보
내보한보대기싗에보 신의보의료기기보
사를보매
고보‘질병을보손쉽게보
진단 고보예방’ 는보제품을보 뤩
기보위해보2011년보라 프온 을보
싗했다.
수면패턴까지 분석 가능
라 프온
보 뤩한보웨싎러블보밴
드보‘플랙쉅슦’는보삼성전 나보붫니보
등 보내 은보기존보웨싎러블보밴드
와보달리보볖잡한보기능은보빼고보건강보
보기능에보집중했다.보
보밴드를보끼고보있으면보미세한보
움
까 보잡슦내보평붫보얼마나보
칼로리를보붫비 는 보정
게보
정할보뷏보있다.보또보뷏면보쉅보뒤
보정
를보쉅간대별로보분붇해보뷏면보패

턴을보알보뷏보있다.보 거나보뛰는보운동
을보할보때는보정 한보 세만보 정해보
몇보 를보했는 ,보몇보볕를보뛰거나보
었는
보 인할보뷏보있다.
스포 를보할보때보 세를보교정해주
는보메뉴 보밴드보안에보집싎보 었다.보
골프보기능을보선택 면보스윙보붬 나보
궤 보등 보기록돼보스스로보 세를보교
정할보뷏보있다.보
뷏싳할보때는보팔보움
나보 전
뷏(턴보횟뷏)를보기록,보물붬에붆의보운
동량을보 인할보뷏보있다.보테니스보슿

수면패턴 분 해주고
골프 자세까 교정
소변 분 당뇨 등 진단
스마 비데 개발
가짜 휘발유 분별
휴대용 판 기

김동수 라이프온랩 사장이 웨어러블 밴드 ‘플랙시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등보스윙을보 는보운동으로보점차보
용보대상을보넓혀갈보계
다.
진단 제품도 내놔
라 프온 은보‘진단’ 보 능한보제
품 보 뤩보중 다.보 보 사의보‘진단
용보스마 보비데’는보건강한보사람의보
붫변을보매일보분붇해보당뇨보등의보질
환 보생기기보전에보대비할보뷏보있
록보한보제품 다.보
변기보안쪽에보붫변을보모슦보분붇
는보장치 보있싎보진단을보위한보별
보절차 보필요보싘다는보게보 장보큰보
장점 다.보당뇨병보환 보등보질환을보
앓고보있는보환
보 용 게보쓸보뷏보
있다.
라 프온 은보 보기술을보활용해보

최근보 짜보휘뤩 를보분별해내는보
휴대용보판 기 보만들었다.보주
붫에붆보기름보몇보방울만보떨싎 리
면보몇보초보만에보성분을보분붇해주는보
장치다.보
산농 에붆보우 나보달걀의보등
을보 분할보때 보활용할보뷏보있다.보
보장치를보 뤩 는보데보싀보40싏원
을보썼다.
김보사장은보“실험실의보뷏천만원
짜리보대형보분붇기를보대체할보뷏보있
는보 기 인보제품” 라고보강 했
다.보그는보“사싗보파 너를보 슦보 들보
제품을보 만간보양산 고보마케팅에보
나설보것” 라고보덧붙싲다.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
메일(a입than처작ung.com)
로보응모를보뤨고보있습니다.보한
경제신문보홈페
(event.
han처작ung.com)보참 .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세비슳의보뷏 일체형보샤워기보
‘ 로본능보UP’보(031)765-3110보
△라 프온 의보밴드형보웨
싎러블보 뤣 스보‘플랙쉅슦’보
070-4603-7474보△메 레포의보
‘메 레포슦 싱’보070-41938525보△ 니
인의보볕스보타
일보(032)612-9519보

에스원 원들 “회사 밖 마음나눔터 힐링해요”
뉴스카페
붆울보중 보순 동의보에스원보사싿보
인근에는보 보 사보
원들 보
주보 는보슦
보있다.보2008년보3
월에보만든보사내보심리상담센터인보
‘마음나눔터’다.
곳에선보심리상담사와보 상심
리사보 보명 보상주 며보
원들
의보심리 보‘힐링’을보 와준다.보볕안
싗체의보상담붫인보만큼보비밀보
를보중쉅한다.보마음나눔터를보사내에보
만들 보않은보
보 인보정볕 보

순화동 심리상담센터 인기
출되 보않 록보 기보위해붆다.
김뷏싳보마음나눔터보책 상담사
는보“기싗보상담센터는보볕통보건물보안에보
있 만보마음나눔터는보 원들 보부
담보싘 보 을보뷏보있 록보 볕보2분보거
리에보따로보마련했다”보
고보설명했다.
마음나눔터의보월평균보상담건뷏
는보270여건 다.보매달보늘싎나는보
세다.보 원들은보 녀양 ,보부부관
계보등보 인 인보문제부터보 사보내보인
간관계,보스 레스보관리보등에보 르

마음나눔터 상담사들.

기까 보다양한보고민을보털싎 는다.
난해보10월보 모씨(35)는보싗무보
스 레스,보상사와의보갈등으로보괴

로워 던보중보마음나눔터를보 슲
다.보상담사는보 씨에게보‘본인의보장
단점을보생 해볕고,보동료들과보붫
통 기보위해보먼 보노 해볕라’고보
언했다.보상담보효과를보톡톡히보본보
씨는보얼마보전보인사보고과에붆보
은보점뷏를보뤨은보것으로보알 졌다.
원보
들의보 용 보활뤩 다.보
김보상담사는보“슦내보등보배우 들 보
슦와보부부관계보또는보 녀관계에보
대해보상담한다”고보전했다.보 쉅철
면보슦 보진 에보대한보스 레스를보
풀싎 는보
보많슦진다.

난해보12월보현장보출동요원의보
슦내보뤤모씨(31)는보마음나눔터를보
슦보 편에보대한보‘뒷담 ’를보잔 보
털싎 슲다.보뤤씨는보상담을보통해보
집에보홀로보 겨진보 신의보상황에보
공감해주고보 언해주는보것 보 장보
좋슲다고보했다.
현표보에스원보사장은보“에스원
의보붆비스는보 원의보건강한보정신
과보안정된보마음에붆보출뤩한다”며보
“편안한보마음으로보싗무에보전념할보
뷏보있 록보힘쓸보것” 라고보말했다.
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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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품 만들던 까사미아
주방가구 시장까 진출
영매장 씨랩키친 오늘 오픈
침실·거실용보
와보생활붫품류
를보만드는보까사미슦 보주방
보
쉅장에보진출한다.
까사미슦는보23일보 싳매장으로보
문을보여는보붆울보마포 보붆교점에
붆보맞춤형보주방
보‘씨 키친’(
칭·사진)을보 음보선볕인다.보거실과보
침실보등보집안보인테리싎를보뤣꿔주
는보리모델링보프로그 보‘씨 ’을보통
해보붫비
보원 는보사양과보색감
의보주방을보만들기로보한보것 다.
까사미슦 보1년여간보준비한보씨
키친은보기존의보주방
에붆보
사용 던보붫재(
그로쉅) 보슦
닌보나무보느낌의보겉면을보사용한보것
보 징 다.보진한보파랑과보 색 보
불인보싾묘한보느낌의보‘섀 보그레 ’보
등보
한보색감을보담슲다.
철제보싾픈보선반장을보만든보것 보
차별 된보 징 다.보
보마감
리나보손잡 보붫재보등보기존보부엌
에붆보볼보뷏보싘었던보빈티 한보분
위기를보살렸다는보설명 다.
류 뷐보까사미슦보씨 보팀장은보
“씨
보연 · 뤩한보노르 보내

럴,보프렌치보모던보등보 보 보인테리
싎보스타일을보주방에보 용해달라
는보붫비 의보요청 보많슦보주방
보사싗을보쉅
게보됐다”며보“대
량생산보쉅스템은보슦니고보1보대보1보주
문제 을보뤨슦보색상,보붫재,보손잡
,보제품보 성보등보모든보것을보맞춤쉆
으로보만들보계 ” 라고보말했다.보씨
키친은보99~132㎡보면 보주방을보
기준으로보1000만~2000만원대다.
까사미슦는보또보붆교점에붆보프
리미싖보침 보브랜드보‘까사블랑’의보
슦동용보제품보‘쁘띠블랑’ 보 음보공
한다.보호
보 텔 럼보흰색을보사용한보
것 보 징 다.보보
민지혜기자보spop@hankyung.com

동양매 , 코웨이에 ‘디자인 허’ 승소
코웨 와보동양매
보벌 고보있
는보
인보 허붫송에붆보륇원 보
동양매 의보손을보들싎줬다.
허륇원2부(재판장보설륆쉆)는보
22일보코웨
보동양매 을보상대로보
제기한보‘
인보등록보권리륆위보
인’보항붫심보선고공판에붆보원고보패
붫보판결을보내렸다.보륇원은보“동양매

의보나노미니보정뷏기 보코웨 의보
한뼘보정뷏기보권리륆위에보붬
보않
는다는보원심을보
한다”고보판결
했다.보앞붆보코웨 는보 사의보미니정
뷏기보 인을보동양매
보베꼈다
는보취 로보보
판매
보 분보신청을보
제기했다 보 년보5월보기 당한보뤣보
보
있다.보 안재광기자보ahnjk@hankyung.com보

벤처캐피탈協회장 이용성

KT텔레캅 사장 한동훈

한 벤 캐피
보
탈협 는보22일보
내부보 의를보거
쳐보 용성보원
투 파 너
스보대표(59·사
했
진)를보신 보협 장으로보 대보
다.보싾는보27일보 사 를보연보뒤보다
음달보12일보정기총 에붆보 정할보
예정 다.보 보 장보내정 는보배
재고와보중슳대보경싳 과를보졸싗
했다.보보

KT텔레캅은보
22일보주주총
와보 사 를보열
고보한동훈보전보
KT보경싳 원
부문장(56·사
진)을보신 보대표 사보사장으로보선
했다.보보
경희대보전 공 과,보미 보
슶리 나주립대보대 원보전 공
과를보졸싗한보뒤보KT에붆보기술
원본부장,보고
원본부장,보마케
팅단장보보
등을보 냈다.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