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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LP식용기, 日 장 뚫었다

씨마디지텍 LED TV

소셜커머스 뒤흔든 10만원대 국산 TV
보 년보부월보 셜커뢿스보위메프에보‘반
값보TV’ 보올라쌒다.보32인치보텍ED보
TV 보10만원 보중반에보불과 다.보
중 산보 보TV 보아니었다.보슞마
디
이란보 내보중 기싗이보만든보
제품이었다.보‘
비( 격보 비보
능)보끝판쌓’으로보불렸다.보
문을보
타고보한보 보만에보5000싧
보팔렸
다.보쿠팡과보 켓몬스터보등에 도보
아보‘ 뤤’을보냈다.보김현 보슞마
디
보 표는보“ 년에만보1부0싏원
싎치를보판매 다”고보말 다.
○100% 국내 생산 TV
슞마디
보텍ED보TV는보100%보
내보생산품이다.보이보회사는보경기보파
주쉅보공장에 보TV를보만든다.보패널
은보삼 전 와보텍시디스플레이보것
을보주로보쓴다.보다른보 품도보
분보
내에 보
한다.보삼 전 보텍시
전 보등보 기싗보TV 다보 능이보크
게보뒤
보않는보이 다.보김보 표는보
“싳상보반응보 도를보 이기보위해보
드와보솔루션을보 체보개뤩해보사용
하고보 다”보고보설명 다.보
보 품
을보사 보 뢟한보중 산보TV와는보다
르다는보얘기다.
연결보
를보많이보둔보것도보 징
이다.보노
보게 기보홈쉅싎터보카

메라보등을보연결하는보고선명보멀
미디싎보인터페이스(식D유I)보
만보세보개다.보모뤣일보고 질보링크
(유식텍)보기능이보 싎보스마 폰보
면을보TV로보볼보수도보 다.보1인보
와보20~30 보청년보 비 보취향을보
고
다.

삼성 L식 부품으로 국내생산
한 달만에 5000대 판매 대박
2000년 창업…美 ESPN 공급
블루투스 스피커도 개발 중
사후관리도보 기싗에보륀
는보
수준이다.보전문수리싗체와보손잡
고보제주를보
해보전 보1부0싧곳에
보 비스센터를보운싳보중이다.보콜
센터에선보24쉅간보고장을보 수한
다.보1년간보무상보수리도보해준다.
○美 시SPN에 비 오월 공급
김보 표는보2000년보슞마디
을보
싗 다.보텍CD(액정표쉅장치)형보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보
등보평판보디스플레이보쉅장이보 격
히보커진보쉅기다.보한때보연매출이보
400싏~500싏원에보
다.보200부년보

김현

씨마 지텍 대표가 자사 L시D TV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융위기보이후보상황이보뤣뀌었다.보
중 에 보
보TV 보쏟아져보들싎
온보탓이었다.보 내보수뤳싧개보중
싗체 보문을보 슲다.보 격으로는보
경쟁이보안보됐다.
김보 표는보연관보제품으로보눈을보
돌렸다.보싧러보개보텍ED보TV를보이싎
붙싧보한보 면처 보움 이는보비디
오월형보 면을보칠판처 보쓰는보전
칠판보등이었다.보수출하기보위해보1년
에보20싧곳슟보전쉅회를보 슲다.보
과 보 었다.보미 과보캐나다보등에보
비디오월이보팔 보나 다.보관공 형보
기싗보등에 보쓰기보쉅 하더니보방

“美서 히트친 유기농 화장품 한국 공략”
수잔 박 프로와이드 대표
“마케팅으로 인지도 높일 것”
“제 보쓰고보싶은보민감 보 장품을보
뤤하게보제 하기보쉅
는데보싎
느덧보제품이보부0개를보넘었습니다.보
룀싎도보되는보흑설탕보스크 제를보
비롯해보싖마와보아기 보 께보쓰는보
비누보등보모두보천연보 장품 니다.”
수잔보뤤보프로와이드보 표는보“아
토피보질환처 보민감하고보 러블
이보잘보나는보피 를보위한보틈새쉅장
용보 장품을보전문 으로보개뤩하
고보 다”며보이같이보뤪 다.보프로
와이드는보비누와보샴 형보 디로션형보
해면보등이보 는보‘뷰 풀스킨’과보
질제거보크뢞형보미뤳보슺플보같은보기능
보 장품보위주의보‘R.육.D. (알
앤디 )’보등의보브랜드를보
하고보
다.보모두보프리미싖보제품이다.
뤤보 표는보재미동 로보35년보전보
미 보로스앤젤레스(텍)로보이민보
간보뒤보물류보및보컨 이너보사싗을보
다.보 러던보중보1북북7년보 기농보제품보
코너에 보우연히보뷰 풀스킨의보천
연비누를보 다.보
는보“미 보 장품이보피 에보안보
뢮아보고생하던보때싲다”며보“기존보
기농비누보 격의보1.5뤲 보넘는보
프리미싖보제품이었 만보천연 분
을보많이보사용해보순하면 도보기능

수잔 박 프로와이드 대표는 “한국에 도 고기능 천연 화장품을 꾸준히 출 해 브
랜드 인지도를 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이보뛰싎났다”고보말 다.
는보2001년보뷰 풀스킨을보인수
해보프로와이드를보설뢟하고보본격
으로보 장품보사싗에보뛰싎들었
다.보텍의보고 보마사 숍보50곳에보
장품을보공 하면 보
문이보
나기보쉅
다.
신감을보얻은보뤤보 표는보2005
년보제품을보한 에보들싧쌒다.보이듬
해보한 과보미 에 보동쉅에보알앤
디 보브랜드보제품도보선 싲다.보알
앤디 은보‘기술개뤩하는보 장품보
연
’란보뜻이다.보 는보“피 과에
보하는보뤤피쉅술과보비슷한보효과
를보볼보수보 도록보해
루를보 은보
다이아몬드보필링제보등을보내놨다”
며보“다른보회사들이보쉽게보만들 보
못하는보고 ·고기능보제품”이라고보
설명 다.

中企 대부분 “지 재산권 지원책 이용 안해”
중 기싗보10곳보중보부곳은보 쉆재
산권과보관련한보 원보정 을보이용
해보본보 이보싘는보것으로보나타났다.보
중 기싗중슳회는보 난 보11일
터보22일까 보중 기싗보177개사를보
상으로보실태를보 사한보결과형보정
보및보 관기관의보 쉆재산권보
원보정 을보활용한보경험이보 는보중
기싗은보3부개사(21.5%)에보 쳤
다고보7일보뤩표 다.
쉆재산과보관련한보정 보예산
이보부 원에보 하 만보홍
보
한보탓에보중 기싗의보이용률은보
한보것으로보나타났다.보
중 기싗이보 원보정 을보활용
하 보않은보 장보큰보이 는보‘싎느보기
관을보이용할 보몰라 ’(32.4%)싲
다.보이싎보‘ 체보 보인 으로보싗무보

수 이보충분해 ’(30.북%)형보‘
한보 원보정 이보싘싎 ’(21.6%)보등
의보순이었다.
원 을보이용해보본보기싗의보정
보만 도는보5.5 (7 보만 )으로보
비교 보 슲다.보 쉆재산권보관련보
‘ 융·사싗 ’(5.46 )의보만 도
보 장보컸다.보
‘ 출·권리 ’(5.45 )형보‘교 ·
컨설팅’(5.00 )형보‘ 호·분쟁’(4.20
)이보뒤를보이었다.
중 기싗이보
하거나보출원보
중인보 쉆재산권은보평균보3북.3
개(
보35.0개형보출원보중보4.3개)
로보집계됐다.보 내보 쉆재산권은보
31.6개형보해외는보3.5개를보
하고보
었다.보보
이민하기자보보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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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만보주 인보미 보쉅장에보매
리다보 니보한 에 는보제 로보
리보잡 보못 다.보뤤보 표는보“한
에보진출 을보때보갤러리아뤳
보명품관에보
하는보등보
기
엔보반응이보좋슲으나보마케팅을보
으로보하 보못하는보뤣람에보
비 에게보잊 다”며보“앞으로보 내보
쉅장에 보공격 으로보제품을보알
리겠다”고보
다.보 는보 난해보
울보
에보메이크싗스쿨보‘헤싎
투토우’를보열기도보 다.
프로와이드보제품은보최근보
즌보사이에 보재 명뤨고보 다.보
장품의보 해 분을보분 하는보스마
폰보슻(응용프로
)인보‘ 해’
에 보
분이보‘ 해 분보싘음’으
로보나타났기보때문이다.보
보성남=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

디즈, 그물망 사무용 의자

의 보전문기싗보쉅디즈 보통기 이보
좋은보메쉅( 물뢭)보 재의보사무용보
의 (모델명보T50에싎·사진)를보7
일보출쉅 다.보이보제품은보몸의보 태
에보 라보 연하게보
를보뢮 고보
압 을보고르게보분산해보피로감을보
낮출보수보 게보설계됐다.보 도 보센보
나일론사와보 세사로보만들싎보튼
튼하면 도보 감이보 드 다.보메
쉅보 재보의 의보단 인보
한보프
레 이보허륁 와보 는보것도보최
다.보캐쉅미싎보 재를보 싎보
신한보느낌도보살렸다.보보

안재광 기자

송 에까 보들싎 다.보미 보스
전문 널보ESP육형보캐나다보로이
터통신보등이보슞마디
보비디오월
을보스튜디오에 보썼다.보중 의보한보
광산보상황실엔보60인치보텍ED보TV보
100개를보연결한보비디오월을보 품

다.보기 스 에보오를보정도로보
면이보컸다.보
까 보세계보34개
에보수출 다.
○“4K 등 고화질 TV 내 겠다”
년 터는보본싗인보텍ED보TV보사싗
에보주 하기보쉅
다.보브랜드 보
아니라보 격과보 능만보
는보
비
보늘었다는보판단에 다.보보
슞마디
은보기존보식D 다보
보수 보 보뤲보더보많은보4테보TV보등보
TV보제품군을보꾸준히보늘 갈보예
정이다.보모니터도보곧보내 는다.보게
할보때보몰 감이보좋은보‘커브드보모
니터’를보PC방에보판매할보예정이다.보
블루투스보스피커형보사운드뤣보등보음
향장치도보개뤩보중이다.보김보 표는보
“ 기싗보프리미싖보제품과보중 산보
제품보중간에보 는보틈새쉅장
을보노릴보것”이라고보말 다.보보
파주=안재광기자보보ahnjk@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
니다.한국경제신문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고은빛-초콜릿 크레파스 (043)232-7795 △알
에프-윈도우메이트 유리창 청소로봇 (053)985-1282 △씨마 지텍-L시D
TV (031)942-3358 △레 스-초소형 초경량 소켓형 100W L시D 산업등
(042)671-3716보

가스탱크코리아 개발
JX에너지와 수출계약
보 내보중 기싗이보
재로보만
든보 정용보액
스(텍P시)보
용기로보일본보쉅장의보 은보륖을보넘
었다.
스탱크코리아는보일본보JX니
폰오일&에너 무싨과보연간보16
만개형보약보100싏원보규모의보 정용보
텍P시보
재보용기보수출계약보
인쉆을보열었다고보7일보뤪 다.보JX홀
딩스보 회사인보JX무싨이보일본보내보
텍P시보용기보판매· 통을보맡는다.
리섬
플라스 (FRP)보
재로보제 한보 스탱크코리아의보
텍P시보용기는보일반 으로보사용되
는보 철보용기 다보안전 과보내
보등이보개선됐다.보불에보휩싸싧도보
스 보한꺼번에보누출되 보않아보
뤩하 보않는다는보게보회사보 보설
명이다.보 쉆에보 한보내
도보
해보해안보 싨에 도보장기간보사용
이보 능하다.보무게는보기존보용기
다보40% 량보 륕워졌다.보용기의보
반투명보 을보통해보눈으로보 스보잔
량을보 인할보수보 다.
스탱크코리아는보200북년보스
웨덴보식FC의보
재보용기보생산보
기술을보도 해보충 보충주보첨단산

이찬휴(왼쪽)·김충호(오른쪽) 가스탱
크코리아 공동대표와 마사토 다케가
와 JX무역 사장(가운데)이 수출계약 조
인 을 열었다.

싗단 에보연보17만개보규모의보생산
공장을보세웠다.보꾸준한보연 개뤩
로보기술을보
한보뒤보안전한보텍P시보
용기보수요 보커 고보 는보일본보쉅
장보진출에보나 다.보JX니폰오일&
에너 와보제휴를보맺고보3년간보‘실증
쉅험(필드 스 )’을보 으며형보일
본보 동충전 와보 스회사의보용
도에보뢮는보용기도보개뤩 다.보최근
엔보일본고압 스협회와보일본경제
산싗 의보최종보인 를보뤨슲다.
스탱크코리아보관계 는보“일
본에 보 통되는보 철보 재보텍P시보
용기는보1600만개에보이른다”며보“안
정 과보내수 이보뛰싎난보FRP보
재보텍P시보용기 보이를보 체할보것으
로보 싧보일본보매출이보꾸준히보증
할보것으로보예상된다”고보말 다.
이민하기자보보mina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