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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스 일체형 LED조명 욕실 천장재‘카멜레온’

음악 틀고 조명 컬러 바꾸고 … ‘힐링’주는 욕실 천장
‘오늘은보기분 보우울하니보 장실보
조명을보은은한보 상으로보뤣꿔
고보샤워해 겠다.보울
을보달래
줄보뤩라드보음 도보 께보들으면보좋
겠다.보
게보 실보분위기를보뤣
꾼보뒤보룝 하면보기분전환 보될보
것보같다.’
친환경보건 재 체보에코뤣스의보
일체 보LED(뤩광다 오드)조명보
실보천장재인보‘카멜 온’을보설치
한보 비 의보후기다.보리룜컨으로보
LED조명보뤪기를보조절하고보 상
까 보뤣꿀보수보
보카멜 온 란보
름 보붙었다.보천장보시공보시보스피
커를보내장하면보스뢢 폰보블루투
스로보연결해보샤워할보때보음 감상
도보할보수보 다.
○20분요만에요시공요…요곰팡이요억제
카멜 온은보돔보
의보기존보
실보천장재에보LED조명을보내장
다.보조명을보별도로보달보필
보 고보
반
으로보사용할보수보
보전
보 룜량도보 다.보 원 보대표는보
“LED조명은보경제
고보친환경
만보습기에보 해보 실엔보잘보
안보쓰 다”며보“천장재에보매뢟해보문
제를보해결 다”고보설명 다.
조명보 상은보빨 보녹 보파랑보퍼
플보등보12
로보변경할보수보 다.보조
명보뤪기도보조절 보 능해보 실을보
감
인보분위기로보연출할보수보
다.보표면 보매끈하고보광
보나는보

BS(충격 보열에보 한보 수 )보
재로보제 해보 팡
보잘보생기
보않는다.보 팡
보슬더라도보천
장을보향해보샤워기로보물을보뿌리면보
방보닦인다.보물 리 보 나 는보
것을보뢣기보위해보흡음재를보부
다.보 온보효
보
보 실보온도를보
따뜻하게보유 해주며형보천장에 보
음 온을보뤩산하는보등보항균보기능
도보 췄다.
보대표는보“100㎡( 보30평 )
대보 정의보 실보천장 보40만~45
만원” 라며보“시공까 보
보하는보
데보20분보걸린다”고보말 다.보전 에보
대리 보1태곳을보두고보 다.보신동 보
대뢞보등보일부보 파 의보 실보천장보
공사를보맡 다.보2년간보사후 비스
(S)도보해준다.
○돔형요 실요천장재로요 화
에코뤣스는보중견기 보제품보개뤩실
에 보10 년간보근무한보 보대표 보
2009년보창 한보건 재보 체다.보
는보“연 개뤩(착&D)을보오래보하다보
니보내보손으로보신개념보고부
치보제품을보만들고보싶었다”며보“본
격 인보개뤩엔보2년보걸 다”고보설
명 다.
는보기뤩한보 디 를보 룝한보
실보천장재를보선
왔다.보
체를보인수해보3태개보
을보
하는보등보 비 보
에보뢮춰보천장
을보제 할보능 도보 췄다.보 보대표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은요이메일
(art@hankyung.com)로요접수하
고요있습니다.요한국경제신문요홈페이
지(event.hankyung.com)를요참조
하세 .
○이달의요으뜸중기요제품요△피에나휴대용무선믹서요(031)281-0969요
△이숲-덴 리거품치약요(0택3)택8태3320요△에코바스-카멜레온LED조
명요(0태1)택89-0306요△아이에스테
크놀로지-스마 원격물관리통합
솔루션요(032)8택0-2600요

조명 별도설치 불필요
천장재에 LED 매립해
습기에 취약한 문제 해결
천장서 음이온 발산
다양한 입체 디자인 가능
中·호주·이란 등 수출 확대

원 요에코바스요대표가요돔요형 의요친
환경요 실요천장재를요설명하고요있다.요요
요
김정은요기자

는보“기존보평면보 조에 보벗 나보다
양한보 체보 조의보돔 보천장을보제
하기보때문에보 실보분위기를보넓
고보고 스럽게보연출할보수보 다”고보
뤪 다.

손오공·골든블루·엘아이에스, 매출 1000
매출 1000 벤처
14곳 늘 4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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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보연매출보1000 원을보돌파
한보벤 기
보4택0개를보넘
다.보
난해보 내보기 보수출증 율 보
뢢 너스를보기록
만보 들보‘벤
1000 기 ’의보수출증 율은보
18.택욕에보 른보것으로보조사됐다.
중 기 청 보벤 기 협 는보
벤 기 (벤 기 보 인제도에보
따라보1 보 상보 인뤨은보기 )보8만
2000 곳보 운데보 난해보매출 보
1000 원보 상인보 체 보4택4곳으
로보2014년(4태0개) 다보14곳(3.0욕)보
늘었다고보21일보뤩표 다.보한때보두보
릿수 던보증 세는보다 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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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전년(2014년보1.5욕보증 )
다보증
보늘 났다.
로보매출보1000 클럽에보 한보
기 은보위스키보제조 체보골든블
루와보 린 보완
체보손오공형보
보응용기기보제조 체보엘
에
스형보원더브라를보유통하는보엠코르

셋보등보55곳 다.보‘벤 1000 기 ’
의보경 실 을보살펴 면보4택4곳의보
매출은보룜두보101조원으로형보대기
군으로보따 면보재계 열보5위에보해
당하는보규룜다.보 들보기 의보평균보
매출은보2014년보2151 원에 보 난
해보2129 원으로보1.0욕보감
다.
하 만보평균보
은보145
원에 보1태0 원으로보10.3욕보증
고형보고용인 은보 난해보1택만
91택2명으로보2014년(1택만3420명)
다보3.3욕보늘었다.
‘벤 1000 기 ’의보평균보
은보23.4년 었고보창 보후보매출보
1000 원보달 에보걸린보기간은보평
균보1택.4년으로보조사됐다.
창 보택년보안에보매출보1000 원
을보달 한보기 은보캐주 보 셜게

돌파

을보개뤩한보더블유게 즈를보비롯
해보 장품보제조 체보엘앤피코스메
틱·카버코리 보등보택곳 었다.
‘벤 1000 기 ’의보 공보 인
으로는보창 보초기보 뤄진보벤 투
와보연 개뤩(착&D)보투 형보산
재산권을보비롯한보기술 보
형보
인보해외시장보개 보등 보꼽
다.보중기청은보 히보창 보 후보벤
투 를보뤨은보기
보200곳 고형보
보 운데보5택.4욕는보창 보택년보안에보
투 뤨 보초기보 장동
보됐다
고보분
다.보‘벤 1000 기 ’은보
일반보벤 기 (4.2)의보10배인보평균보
43.5건의보 허권을보 유하고보 었
는데보 보또한보주 보 장동
라
고보중기청은보설명 다.
요보 안재광요요기자요 요ahnjk@hankyung.com요

○신제품요개발 요수출에요주력
집 보넓 보
보 은보연 층에보인
기 보 은보‘ 글’형보깔끔한보느낌을보
줘보 실보외에보다용도실 보 도에
도보시공되는보‘스완’형보30~40대 보주
로보선호하는보‘알뤣 로스’형보동 란보
룜양 보 징인보‘조나단’형보스뢢 폰
보연동해보음 을보들을보수보 는보‘뮤
뤣스’보등보제품보종류 보다양하다.보
보대표는보올해보 보40 원의보매출
을보기록할보것으로보예상하고보 다.
중
보몽골형보호주형보 란형보체코형보
집 보등보다양한보
로보수출하
고보 다.보보친환경
고보기능 을보
춰보해외보뤣
의보눈길을보사로
천안=김정은요요기자요
잡고보 다.보보
요
요likesmile@hankyung.com요

할랄시장 수출상담회
22일까지 서울 SETEC
중 기 중
는보22일까 보 울보
대치동보SETEC에 보23개 보140
명의보뤣
와보500 개보 내보기
보참 하는보‘201태보대한민 보할랄보
수출상담 ’를보연다.보 번보 사에
는보보두뤣 의보한 제품보유통보 체보
1004뢢 보등보
보뤣
보참 해보
내보기 보관계 를보만난다.보보

‘카봇아 휴가가자’ 이벤
완 전문기 보손오공 보보‘카봇 보
휴
’보 벤 를보연다.보보
응룜보방
법은보카봇 보 께보 내는보휴 보사
진 나보동 상을보개인보인스타 램보
또는보카카오스토리에보보 로드한보
뒤보보
댓글로보링크를보달면보된다.보 벤
보기간은보다음달보22일까 다.보보

36가지 컬러 ‘프러스펜’
모나미, 중국을 홀렸다
문
체보룜나미(대표보송하경·사
진) 보수 펜보‘프러스펜’을보주 보상
품으로보중 시장보공략에보뤤 를보
하고보 다.보현 보
보제품을보개
뤩하고보대 보문 보프랜
즈에보
하는보등보
뢭을보넓히고보
다.보룜나미보관계 는보21일보“프러스
펜보제품보 상을보 내에선보판매하
보않는보것을보
해보30
보 상
으로보 대 다”며보“하반기보중 보대
보문 체인보‘ 우 스’에 도보제
품을보판매할보계 ” 라고보뤪 다.
룜나미는보수 펜보프러스펜을보
대표보상품으로보정하고보중 에 보
까 보총보3태
보 상의보제품
을보선
다.보‘크롬오렌 ’보‘올리
브 린’보등보 내에선보볼보수보 는보
상 다.보19택0년보개뤩된보 보제품은보
내에선보검정보빨 보파랑보등보다 보
만보출시됐다.
현 보
보
보전략의보일환 다.보중
에 보판매되는보프러스펜은보중
인 보선호하는보 은보계열보 상
보일 보
나보된다.보‘코럴’보‘퓨
핑크’보등으로보세분
다.보푸른
도보다 보 다.보중 보시장에 보프
러스펜의보인기 보
면 보 내
다보더보다양한보 상의보제품을보개
뤩 다는보게보룜나미의보설명 다.
프러스펜은보중 보매출을보 끌
고보 다.보 난해보룜나미보중 보법인
은보34 원 치의보프러스펜
을보팔 다.보중 보전체보매
출보52 원의보태5욕다.보보프러
스펜의보인기에보힘
보같
은보기간보중 보매출도보
1.5배보증
다.

한자체 울리는 수성펜
유의 색감·표현력 인기
프러스펜보인기보 인은보 유의보
감 보표현
다.보현 보문
계에선보프러스펜 보한 체에보 장보
잘보 울리는보수 펜 라는보평
를보뤨는다.보룜나미는보프러스펜을보
비롯해보수 펜보전보제품에보대해보보
상보라인 을보 대할보계
다.
뢭도보늘리고보 다.보하반기보
중 보내보300 개보매장을보 유한보문
종 매장보 우 스에보 한다.보
미보2014년보말부터보중 보최대보문
보프랜
즈보‘미니 ’에도보납품
하고보 다.보룜나미보관계 는보“프러
스펜을보중심으로보보제품군을보꾸준
히보 대할보계 ” 라고보설명 다.
세대보전략상품은보유 펜
다.보 내에 보흔히보‘매 ’으로보알
진보‘생 크보유 매 ’ 보
드에보쓰 는보‘생 크보 드뢢카’보
등 다.보 들보제품은보중 보현 보도
매
보사 에 보긍정 인보반응
을보 고보 다.보룜나미는보올해보
중 보매출 보100 원에보 를보
것으로보전뢭하고보 다.보
이지수요요기자
보
요요 onething@hankyung.com요

코나아이, 두레생협 전용 카드 발행
코나
(대표보조정일·사진)는보두
생협연
와보개방 보결제보플랫
폼보‘코나머니’를보두 생협에보 한보
보
보매장 보온라인보매장보룜두
에보 용하기로보하는보내용의보 괄
보 무협 을보뢺었다고보21일보뤪
다.
코나
는보두 생협에보선 카
드를보뤩 할보수보 는보플랫폼
인보코나머니를보제공한다.보두
생협은보코나머니보플랫폼
을보 용해보코나머니보두
생협카드( 칭)를보뤩
할보예정 다.

르면보오는보12월부터보두 생
협보 원은보스뢢 폰에보코나머니보
앱(응용프로 램)을보설치한보뒤보두
생협 보뤩 한보선 카드를보사
용할보수보 다.보두 생협 보코나
는보코나머니를보사용해보결제하
는보 비 에게보다양한보혜 을보제
공할보예정 다.보코나
는보“다양
한보사
와보
으로보 용보
계 을보뢺 보올해보 보20만개보
뢹
보코나머니를보사용하
도록보할보계 ” 라고보
말 다.보보 김정은요요기자요
요 likesmile@hankyung.com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