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센서리움
‘매직슬라이더’

미닫이 문에 부착하면 10분 만에 자동문 변신
“아파 보뤩코니보문을보 동문으로보
뤣꾸 면보싎 게보해슿보할까요.”보공
진경보센붆리움보대표의보질문 었
다.보순간보음쉆 에붆보일반 으로보
사용 는보 동유리문 보뢿리를보
스쳤다.보동쉅에보 틀을보 싎내고보
동문을보보설치 는보등보공사 보만
만치보않을보것 란보생
보들었다.보
는보“ 젠보공사보싘 보10분보만에보
된다”고보말 다.
센붆리움 보 뤩한보‘매 슬라
더’는보수동보미
문을보 동
문으로보전환해주는보제품 다.보
미보설치된보문의보상단에보레일을보
부
고형보문틀에는보소 보룜터
보 린보본체를보설치 면보된다.보
룜터 보 동 면붆보레일을보따라보
문 보움
게보 는보원리다.보센
붆 보대상을보 동으로보인쉆해보
동
거나보리룜컨으로보조 할보
수보있다.보공보대표는보“누 나보쉽게보
설치할보수보있는보게보장 ” 라고보
설명 다.
○공사 없이 간편 게 설치
센붆리움은보2011년보설립된보산싗
용보센붆보수 회사다.보볕안장비보등
에보들싎 는보
기를보취 한다.보
공보대표는보2012년보출
보 장 보싱
르보
를보방문 다 보신기한보광경을보
다.보슶완견 보 원으로보통
는보
보문을보드나드는보데보
보 동으로보열
리고보 히는보것 었다.보기존에보알
고보있던보 동문의보룜습 보아니었

해피랜드복가을복유아 복출
해 피 랜 드
F&C 보 붇
을보앞두고보주
요보유아볖보브
랜드의보 을보
신상품을보선
볕싲다.보압소
뤣의보‘브르노보절 보배색세 ’(사
진)는보콧수염보룜양의보볕타 를보탈
부 할보수보있으며보셔 를보겹쳐보
은보듯한보카라 보 징 다.보파코라
반베 비는보싧아용보조끼세 를형보프
리미에쥬르는보체크보스카프 보 징
인보상 의를형보크리에 션asb는보셔
보
된보세 보등을보출쉅 다.보
해피랜드는보 매 슷별로보 병건
조대보보등을보증
는보사은 사도보연
다.보보김정은기 보보likesmile@hankyung.com

공진경 센 리움 대표가 부착형

동 슬라이딩 전환 시스템 ‘매 슬라이더’의

복리모컨으로복조 복가능복
복수입가격복3분의복1로복줄여
“중국복등복아 아 장복공략”
다.보매 슬라 더와보비슷한보제품
보부 돼보있었다.보한 에붆는보생
소
만보당쉅보미 과보호주보등보일
부
에붆는보 미보전원주택보등
을보중심으로보널리보알 진보제품
었다.
공보대표는보 산 보 능성을보염
두에보두고보제품을보찬찬히보살펴봤
다.보예상볕다보원리 보간단 다.보조

동원리를 설명 고 있다.

만보손볕면보훨씬보더보경쟁 보있는보
제품을보 뤩할보수보있을보것 란보
신 보들었다.보보꼼꼼히보 선보사항
을보 아냈다.보디 인보면에붆는보너
무보크고보투뤤 다.보 내에붆보
용으로보사용 기에는보무리 보있
었다.보 격대 보비싼보것도보흠 었
다.보제품별로보다르 만보90만원에
붆보150만원보사 를보오 다.보룜터 보
동 할보때뢢다보일으키는보소음도보
문제싲다.
때부터보혼 보제품보 뤩과보연
에보몰두 다.보1
보년보만인보2013년보
‘조립쉆보도싎보슬라 딩보장치’로보
허를보출원 다.보 후보회사보내보연

이 수기

전담보부붆를보설치해보ISO보9001보인
증을보뤨았고보 난해보디 인과보상
표보등록을보뢢쳤다.보올해보 에는보매
슬라 더보쉅제품을보내놨다.보경
기보
쉅보인근보노인볕호센터에보
제품을보쉅범보설치 다.보보

○“고품질로 아시아 시장 선점”
매 슬라 더는보기존보제품을보보
앞선
다는보평 를보뤨고보있다.보 동 보
능한보문의보최대보무게를보60㎏으로보
늘렸다.보기존보제품들은보40~50㎏보수
준 었다.보웬만한보성인보
보열보
수보있는보문 라면보설치 보 능 다
는보설명 다.보쉅중에보나와보있는보룜
터는보부피 보커보 체보 뤩을보통해보
소
다.보동쉅에보소음을보대 보
줄 는보데도보성공 다.보 격은보30
만~40만원대로보외 보제품의보3분의보
1보수준으로보낮췄다.보실내인테리싎
와보 연스럽게보조 를보 룰보수보있
도록보디 인도보 선 다.보보
센붆리움은보2019년까 보매출보
60싏원보 성을보룝표로보세웠다.보쉅
장 보 성되 보않은보우리나라와보
중 을보비롯한보아쉅아보쉅장을보선
겠다는보것 다.보공보대표는보“아
보블루오션인보만큼보경쟁 보있는보
제품으로보쉅장을보선도할보보것” 라
남=이 수기
고보말 다.
onething@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고 있
습니다. 한 경제신문 홈페이 (e자ent.hankyung.com)를 참조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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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도복훌륭한복 산”
中企人복일으킨복技保
<기술 증기 >

김상진복가온인스피복대표
再起복가능성으로복 원받아
디 인복사업으로복매출복껑충
보 상진보 온인스피보대표(48)는보
김
2005년보8월보‘미래 ’ 란보회사를보
렸다.보LCD(슷 표쉅장치)보필
름을보잘라보 품 는보
공싗체
싲다.보보‘
보만들싎보팔보만한보제품
은보싘을까’보고심보끝에보‘광 평판필
름’에보주룝 다.보해외에붆보전량보수
는보제품 었다.보 를보 산
기로보뢢음룀었다.보보
만보위기 보 아왔다.보공동보
투
보
기보뢢음을보뤣꾸는보
뤣람에보 루아침에보‘빈손’ 보됐다.보
보 후보7년보동안보낮에는보공사보현장보
인부형보밤에는보주유소보아르뤣
보
사원으로보일 다.
싎느덧보나 는보40대에보 싎들
보
었다.보알고보 내던보디 인보회사보대
표를보 아 다.보홍 대보미대를보졸
싗해보디 인만큼은보 신보있었다.보
사보후보3년보 신싘 보일 다.
재도전을보꿈꿨다.보채무보변제 보
선무싲다.보기술볕증기 (기볕)
의보문을보두드렸다.보재기 원볕증보
프로 램에보 원 다.보심사를보맡

은보김 우보기볕보팀장은보“김보대표 보
디 인보분슿에보전문성 보있고형보
동안보쌓아온보사싗보노 우를보사장
는보게보아깝다”며보 원을보결
다.보회생
보2200만원을보뤨았다.보
2012년보8월보디 인보회사인보 온인
스피를보세웠다.보기볕는보
로보운
싳
보7000만원을보대출해줬다.
온인스피는보고 사 보판 보
사보또는보전쉅회를보열보때보사용
는보집기형보광고판보등보 종보제품을보디
인해보공 한다.보보 년보매출은보7
싏5000만원으로보전년(3싏9000만
원)보대비보90%보 상보뛰었다.보올해보
룝표는보10싏원보돌파다.보김보대표는보
“재기 는보데보 능성을보볕고보과
히보도와준보기볕의보싨할 보컸다”고보
말 다.
기볕는보재도전 는보기싗인보 원
에보
보나붆고보있다.보실패한보싗체보
중보재기보 능성 보높다고보판단되
는보곳에보회생 원볕증을보해준다.보
운싳
보 볕를보위한보신규보볕증
도보 께한다.보2012~2014년보총보247
보싗체에보싀보322싏원을보제공 다.보
김한철보기볕보 사장은보“실패도보
보
훌륭한보 산 보될보수보있다”며보“실
패를보경험한보사람 보재기할보수보있
는보환경을보만드는보데보힘쓰겠다”고보
말 다.보보이현동기 보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종바이탈-매듭이 필요 없는 실리콘 신
끈 (070)7166-3800 △메디칼드림-요화 분 기 (02)6000-7700 △
후스타일-요거베리 요 르트메이커&치즈메이커 (02)6217-0112 △센
리움-부착형

동문 전환 시스템 (031)795-5077

“인도서복 접복재배복…복헤나가격복3분의복1로복낮춰”
<천연복염료>

김상진 가온인스피 대표(왼쪽)가

유빈 더수자타 대표
인도人복아내와복창업
헤나전용복미용실복사업도복
“인도보라 스탄보사뢣보 싨의보헤나
(천연보헤싎보매니큐싎)보농장에붆보
생산한보제품을보
보들싧와보유통보
과 의보거품을보뺐습니다.보기존보제
품의보3분의보1보 격으로보헤나보대중
에보앞장붆겠습니다.”
유빈보더수 타보사장(사진)은보
16일보“미용싗계보후뤩주
만보좋
은보품질의보제품과보 렴한보 격으
로보 별 를보꾀 겠다”며보 같 보

뤪 다.보수 타는보유보사장의보인도
인보부인보 름 다.
인도에붆보 란보헤나보잎을보말 보
루로보만든보뒤보물에보갠보다음보싳
양보공
나보뢿리보염색보등에보쓴
다.보인도보뭄뤣 대보경싳 과에붆보
공부한보뒤보무싨싗을보 던보유보사장
은보인도에선보대중 된보헤나에보관
심을보 졌다.
헤나보재배보농장을보운싳
는보
의보아내를보만나보
본격 으로보사싗에보뛰싎
들었다.보일본보와세다대와보
미 보볕스턴대보대 원
을보졸싗 고보LS
니꼬동제련에

붆보회장보비붆로보일 던보유보사장의보
(유신보상무)도보 류 다.보셋 보
의기투 해보 난해보회사를보설립
고보인도에보 사도보세웠다.보 은보
내보싳싗과보뢢케팅을형보아내와보유보
사장은보원료보공 보및보제품보 뤩을보
맡았다.
헤나보전문보미용실보 맹사싗도보
쉅
다.보 난보4월보붆울보광
진 보 의동에보 싳보1호
을보낸보뒤보현재까 보전 에보
맹 보10곳을보열었다.보유보
사장은보“헤나보쉅술형보커 형보
염색보등보세보
보붆
비스로보 격은보
동네보미용 실

볕다보20~50%보 렴 다”며보“헤나보
제품 보100갑에보2만5000원보
만보더수 타는보8800원에보판매한
다”고보설명 다.보회사보 은보올해보
말까 보 맹
보50싧곳으로보늘
싎날보것으로보예상 고보있다.
헤나로보제조한보샴푸형보오일보등보
관련보제품도보인터넷몰에붆보판매
한다.보유보사장은보“헤나는보염색보효
과 보있으면붆도보두피에보
보
싘는보천연보싳양제”라며보“헤나보사
싗을보뤣탕으로보인도의보다양한보제
품보및보붆비스를보들싧와보양 보뤩전
에보기싧 는보사싗
보되고보싶다”
고보말 다.
김정은기 보likesmile@hankyung.com

원들과 제품에 대해 논의 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제공

파이브 티,복얼굴인 복 스템복잇단복공
볕안기술싗체인보파 브 티는보얼
굴인쉆보쉅스템보‘유페 스키’를보붆
울보 기동보재건 보빌라보16
에보
설치 다고보16일보뤩표 다.보얼굴
인쉆보쉅스템 보아파 나보빌라보단
에보통째로보들싎간보것은보 번 보
처음 다.
‘유페 스키’는보사용 의보얼굴
을보인쉆해보주택보현관문을보열싎주
는보장치다.보열쇠로보문을보열거나보비
밀번호를보누르던보것을보얼굴보인쉆

으로보대체 다.보보스뢢 폰과보연동
면보외부에붆도보방문 를보 인
고보문을보열싎줄보수보있다.보보
최근에는보대규룜보주택단 에보제
품을보설치 기보위해보건설사들과보
협상보중 다.보보 규택보파 브 티보
대표보는보“얼굴인쉆보쉅스템은보주
보 택
나보사무실의보볕안을보
한다”
며보“비밀번호보 문인쉆보등보기존보방
쉆을보빠르게보대체할보것” 라고보말
다. 안재광기 보ahn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