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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리디자인 운동기구‘딥다라인’

음악에 맞춰 좌우로 회전 … “다이어트 효과 만점”
“ 히보재미는보싘 요.”보디 인보전
문싗체보리디 인이보2012년보쉅제품
으로보내 은보운동기 보‘딥 라인’
싟보대한보 비 들의보반응이싚 .보
딥 라인은보양뤩을보혐전판싟보올
리고보뤩뤣 을보땅싟보비비듯이보좌
우로보혐전 는보운동기
.
싧 싳보대표는보이런보단 을보
완 기보위 보댄스음슧을보 룝
.보음슧과보싳상보콘텐 를보함께보제
공 는보슶플리케이션을보개뤩한보
것.보스마트폰이나보TV로보음슧을보들
으면 보싳상보 보동 을보 라보 는보
의보딥 라인이보탄생
.
○운동에 재미를 더하다
딥 라인은보허리와보고관절을보혐전
쉅켜준 .보싧보대표는보“코싎라고보
르는보허리와보배보싛덩이보등보신체의보
중심보근 을보
보뤩달쉅킨 ”
고보설명
.보코싎는보운동선수들
이보순간적으로보 뤩적인보힘
을보낼보수보있도록보중 적으
로보단련 는보중요한보신체보
위 .보딥 라인으로보무
릎을보굽헵 보펴는보상 운
동도보할보수보있 .보허륁 보
근 인보대퇴근을보뤩달쉅
켜보운동능 을보키운 .
싧보대표는보“대퇴근은보
우리보몸싟 보 장보큰보근 이
기보때문싟보잘보단련 면보기
초대사량이보 슦져보 이

싎트싟보효과적”이라고보말
.보무
릎관절보주변보근 도보뤩달쉅켜보관
절보손상을보줄일보수보있는보것도보장
이 .
제품보개뤩보당쉅보싧보대표는보운동
기 싟보춤이라는보요 를보집싎
을보생 을보
보못
.보 루
는보문제 을보 결 기보위 보고민
던보 싟게보댄스음슧이보떠올랐
.보리디 인은보곧장보음슧과보싳상보
콘텐 를보함께보제공 는보슶플리
케이션을보개뤩
.

운동기구

율동 접

허리 등 중심 근
中·日·중동

반으로보만든보제품이기보때문싟보디
인은보 은보
를보뤨았 .보 난
보‘대한민 보우수디 인상’을보뤨
기도보 .
싧보대표는보디 인보싨량을보기반
으로보 양한보신제품을보내 을보계
협이 .보딥 라인의보 로운보륀전
은보이미보개뤩을보마쳤 .보후뤩주
들이보몰리면보즉쉅보쉅장싟보내 을보
방침이 .보올 보말싟는보의료기기보
신제품도보출쉅할보예정이 .보싧보대
표는보“운동기기와보의료기기보등보
비 싟게보꼭보필요한보제품을보공
는보중견보생활 전싗체로보혐사
를보성장쉅키고보싶 ”고보말
.보
보 이지수기 보onething@hankyung.com보

자극

수출

의료기기도 연내 출시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여태영 리디 인 대표가 ‘딥다라인’의

사용 제 콘텐 (UCC)를보활
용한보마케팅도보 고보있 .보 튜브
싟 보딥 라인을보이용한보동
싳상보콘테스트를보열싎보매
년보한보팀싟보상 을보준 .보
참
들은보 른보팀의보동
싳상을보 면 보 로운보동
을보개뤩한 .보딥 라인보동
싳상보콘텐 는보한류를보타고보
세계보 싟 보반응을보이끌
싎내고보있 .보제품을보내 은보
보1년보만싟보 내싟 보3000

“페인트보제 혐사 보만들싎낼보수보
있는보 상은보1000개 보넘습니 .보
만보 비 싟게보공
는보페
인트의보부0%보이상이보흰
니 .보
좀보더보 양한보
보필요한보거
죠.”보(세계적인보 혐사보육CS컬
러B의보 사장보칼보륀틸슨)
난보20일보 울보삼성동보코신
스싟 는보 양한보사람이보룜싧보
컬러싟보대 보이슿기 는보보 사
보열
.보삼혅페인트 보‘ 상
의보근원’이라는보주제로보‘2015보컬
러토크세미나’(사진)를보개최한보
것.보 비재와보 전싗계보관계

를보비롯 보 생형보연 원보등보400
명이보참
.보보
삼혅페인트보컬러디 인센
터보 은보 비 보연 대싟보 라보
201태~201택년보
할보 상을보제
안
.보정 기술(IT)보기기보활
용도 보 은보20대보젊은보층엔보헶
광톤보컬러와보
(石造)기법으

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

개 보넘게보팔
.보올
터는보중
과보일본보중동보
보등싟보본 적
으로보제품을보수출 고보있 .
○디 인 회사다운 제품으로 승부
딥 라인은보리디 인이보만든보첫보
번째보제품이 .보1북북태년보설립된보이보
혐사는보뤩주처 보의뢰한보제품을보
디 인 는보전문용싨싗체싲 .보
보제품을보개뤩 기로보한보것은보
200부년보글로벌보 융위기를보 으
면
.보싧보대표는보“당쉅보
보

“내년 행色은 20대 형광 , 50대 원 ”
삼화페인트 ‘컬러토크 세미나’

동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

로보마 한보 상을형보보
30대를보위
선보보 뜻한보느낌의보블루톤과보
릿빛을보뤣탕으로보한보 상을보추
천
.보40대보고
층싟는보세
련되면 도보고 스러운보느낌의보
누 핑크와보파스텔톤보계열을형보
은퇴를보앞두거나보은퇴한보50대보
이상을보위 선보빨강형보
보같은보
원 을보권
.
칼보륀틸슨보 사장은보“ 비 의보
매를보이끌싎내는보요인의보부5%
보 깔이라는보 사 보있을보정도
로보컬러는보보
중요
”며보“최근보
는보 상은보싎둡고보 연스러
워 는보경향이보있 ”고보설명
.보
보
보김정은기 보likesmile@hankyung.com보

능한보경싳의보한계싟보 딪헵 ”고보
설명
.보경기 보싎 워 면보계
싀이보끊기고보좀보나슦 면보일이보몰
리는보일이보반 됐기보때문이 .
체보생산을보결정 고보‘될보만한보
제품’을보 기보쉅
.보쉅중싟 보
팔리는보싧러보제품의보장 을보살
.보 리고보제품보콘셉트를보‘누 싟
게나보필요 고형보사용이보간단한보운
동기 ’로보정 보딥 라인을보개뤩
.보15년간의보디 인보경험을보기

문 홈페이지(e자ent.hankyung.
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파
인피누스의 방향·탈취 기능 테
이프 크리너(02)2233-6202
△ 더 삼점영 의 바 이 오 토 너
(02)6205-9200 △리디 인
의 딥다라인 (051)304-9060
△지오클라비스의 지오필로우
(070)7098-2298

내일채움공제 성과 ‘쏠쏠’
<中企 인재 치 지원사업>

1년

6700여명 가입

중 기싗청은보내일 움공제보쉅
보1년간보중 기싗보근로 보태택00
싧명이보
고보23일보뤩표
.보내일 움공제는보중 기싗보
심인 의보장기보재 을보 도 기보
위 보정
보 난 보부월보쉅 한보
원사싗이 .보기싗주와보근로
보매월보일정슷을보함께보적립 는보
방쉆이 .보
싗체는보납
싟보대 보세슷공
제보혜 을보뤨는 .보근로 는보5년보
동안보근무 면보공동적립 을보성
과 상 보헶 로보 뤨는 .
균보
슷은보월보42만원(근
로 보12만원·기싗보30만원)이싚 .보

인 보
이보심한보50인보미만보기싗
(북0.5%)과보이 률이보 은보근 보3
년보미만보인 (50.2%)의보
보비중
이보 았 .보
보 슷이보월보42만원
일보때보근로 는보본인이보낸보돈의보싀보
3.태배인보2택5태만원을보뤨는 .보내년
터는보적립 을보뤨을보때보
세
의보50%를보 면 주는보제도도보쉅
한 .
뤤치헶보중 기싗청보인 개뤩
과장은보“최근보3년간보 심인 이보
이 한보싗체의보 균보매출이보연보2
싏택000만원 량보줄싚 ”며보“공
제보
를보연내보1만명형보향후보5
년간보태만명으로보늘릴보계협”이라
고보말
.
이현동기 보gray@hankyung.com
보

김종재 포웰 팀장(맨 오른쪽)이 하수재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낙훈 기

생활하수 아 공업용수로 재활용
포항 120개社 용수費 20%↓
산단공·中企, 사업화 주도
보 루보10만t의보 수를보재활용 보
“
120싧개보기싗싟보공싗용수를보공
고보있습니 .보기싗들은보예전
보20% 량보공싗용수보비용을보절
싀 고보있습니 .”
경 보 항쉅보상도동보 항 수처
리수보재이용쉅설을보운싳보중인보 웰
의보김성민보 장은보“ 난보1년보동안보
수재이용쉅설을보 동 면 보나
타난보싧러보
보문제 을보 완 보
이제는보
싟 보견 보오는보첨단쉅
설로보탈뤣꿈
”고보말
.보 는보
“세계적으로도보이런보규룜의보단일보
쉅설이보싘고보운싳능 을보검증뤨은보
곳도보싘기보때문싟보앞으로보쉅설보플
랜트나보운싳보
우를보수출할보수보
있을보것”이라고보내 봤 .
이보쉅설은보 항보 싨보 수를보룜
슦보전(前)처리와보싨삼투압처리를보
거쳐보불순물을보깨끗이보걸러내보기
싗싟보공싗용수를보공
는보설비
.보
보1만태200㎡싟보건립된보이보
쉅설의보용수보공 능 은보 규룜보
댐보한보개와보비슷
고보 웰보 은보
설명
.보주요보쉅설을보
싟보설
치 고보 상을보수룝과보전쉅장으
로보꾸미는보등보친환경적으로보건설

해양수산 기술사업화展
25~26일 서울 코 스
양수산 와보한
양과 기
술진흥원은보25~2태일보 울보코신
스싟 보‘2015보 양수산보기술사싗
혅보페스티벌’을보연 고보23일보뤩표
.보
양보싟너 형보선뤤형보기 재형보생
명공 형보항만형보물류형보예 형보수산보등보
양수산보전보분슿의보주요보연 개
뤩보성과물과보신기술보개뤩품이보전

.보
싟는보원통보룜양의보싨삼
투압설비 보설치돼보있 .보이보쉅설
을보
고보 내보 방 치단체는보
물론보스위스보이집트보슦르헨티나보
등보10싧개 의보물관리보
들
이보방문
.
산싗통상 원 형보 항쉅와보공
동으로보생 산싗단 보사싗을보수
보중인보한 산싗단 공단이보타
당성보검토와보쉅험설비보제 을보
원
.보이를보토대로보민 보등을보
치 보 년보부월보쉅설을보완공
.보
생 산싗단 보사싗으로보 비보3싏
택000만원을보 원뤨았고형보사싗보타
당성이보있 는보결론이보나오 보싀보
1400싏원의보
이보룜싲 .보 스
코싟 보분사한보수처리전문보중 기
싗인보 웰이보 항쉅와보더불싎보사
싗혅를보주도 고보완공보후보쉅설보운
싳을보담당 고보있 .
권순 보산싗단 공단보대 경
권보생 산싗단 사싗단장은보“타
당성보검토와보쉅험설비보제 이라
는보마중물로보대규룜보투 를보끌싎
낸보대표적인보생 산싗단 보사싗”
이라며보“ 항은보중장기적으로보물보
이보예상되는보 싨인보데 보댐보
건설도보쉽 보않슦보폐수보재활용을보
적 보추진
”고보말
.보
포항=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
보
보nhk@hankyung.com

쉅된 .보기술사싗혅보 럼형보사싗혅보
원보상담혐형보기술보이전보설명혐형보
양수산보기싗설명혐보등도보함께보
열린 .
싖기두보 수 보 양산싗정 관
은보“ 양수산보연 개뤩보성과로보혆
된보기술보거래를보활성혅 고보
로운보쉅장을보 출할보기혐를보제공
기보위한보 사”라며보“ 사를보계
기로보우수한보 양수산보연 개뤩보
성과물이보기싗싟보이전되고보제품
혅·사싗혅로보이싎질보것”이라고보기
대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