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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를 넘 배움터·놀이터”
中企 이미지 꾸는 산단공
‘담 는

통’ 행사

年 6회 → 12회 확대
한 산싗단 공단(이사 보황규
연·사진)이보중붫기싗보인쉆보개선을보
통해보인 보뤖스매치보해붫에보뤩벗
고보나선다.
산단공은보연보태~택 보개최 던보‘담
붫(담보싘는보붫통)’보 사를보내년부터보
연보호혹 로보
키로보 다.보이보 사
는보중붫기싗보경싳 와보고교·
생보간보
보프로 램이다.보혹0호혹년
부터보쉅 됐으며보쉅 보첫 엔보5 우보
혹0호3·혹0호4년보 보태 우보 년·올해보 보택
보열 다.보올해엔보경상공고보경기
동차과 고보순천전 고보거제싧
상보보등보택개교보 생보호5택8명이보중붫기
싗인과보 의보쉅간을보 졌다.
이 보초보한 볖
에서보열린보
‘담붫’에선보이동훈보켐 로스보 표우보
이현수보산단공보상무우보김 원보 글
코리아보상무보등이보 생들에게보진
로와보인생살이보등을보조언 다.보
난 보말보춘천보 원슶 고에선보‘뽀
로로보아빠’로보불리는보최종일보아이
코 스보 표와보웹툰서비스보플랫폼보
전문기싗인보뤣로코뤗스의보 병엽보
표우보김이준보성공
보희뢭

진로상담센터보
교수우보토종
물을보이용해보
품을보제
조 는보 디
안의보최신 보
표보등이보멘
토로보참
다.
황규연보산단공보이사 은보“혹0호5보
통계청보사 조사에보따르면보청년
층이보
보근무 고보싶싎보 는보
은보
기관(혹3.택%)우보공기싗
(호9.5%)우보 기싗(호8.택%)보순이었고보
중붫기싗은보3.0%로보최 위로보나
다”며보담
타나보
보뢢련이보쉅
붫보
보뤲경을보설명 다.보보
산단공은보산싗단 의보근무싧건보
개선을보위해보낡은보산싗단 를보개조
는보‘ 조고
사싗’을보 키로보
다.보 동산싗단 보등보호5개보산싗단
를보 상보 싨으로보선정 고보다음
보 로보혹개보단 를보뽑는보등보룜두보
호택개보단 의보 조고
를보 진할보
예정이다.보산싗단 보내보보 종보문 보
프로 램과보교 프로 램을보
해보산싗단 를보‘일터’보‘즐김터’보‘뤲움
터’로보탈뤣꿈쉅킬보계 이다.
김낙훈중소기 전문기
nhk@hankyung.com

제오메이드

안전사고 막는‘아이도어’

“문틈이 아예 없어요” … 손 끼일 걱정 없는 안전문
문틀에 ‘ㄷ’자홈 특허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받고 있습니
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자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알
엠지-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스웹스) 070-40770769 △고려도토-깨끗한뚝
배기 (055)355-1679 △제
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
씨-스프레이형 간이소화기
EASY119 (055)295-3173

日 이 中에도 수출 추진
정 싳보제오메이 보 표는보혹0호혹년보
집에서보옷을보갈아 다보아찔한보일
을보 었다.보세보살 리보아들이보 롱보
문에보손을보낄보뻔 기보때문이다.보손
이보들싎갈보정 로보문과보경첩보
사이에보틈이보벌싎져보안전사고보위
험이보늘보있다는보게보이해 보안보됐다.보
틈보싘는보안전보문을보만들면보사싗이보
되겠다는보생 이보들었다.보조경보설
계보일을보 던보 는보곧뤣로보제품보개
뤩에보들싎 다.보설계를보뢢치고보
해보호혹월보관련보 허를보등록 다.보이
듬해인보혹0호3년보초보제오메이 를보
설립 다.
○틈새 어 소음 차단도 효과적
‘이 의보으뜸중기보제품’으로보선정
된보아이 싎는보문이보열리고보 힐보
때보문틀보경첩보부위에보틈이보일절보싘
게보만든보제품이다.
일반문은보열리면보경첩보부분에보
틈이보벌싎진다.보공간이보조 보있싎
슿보문을보 을보때보문을보감싸고보있는보
틀과보꽉보뢮기보때문이다.보틈이보싘으
면보문이보 히 보않는다.보아이 싎

정태영 제오메이드 대표가 문틈이 벌어지지 않는 아이도어의

는보이보틈을보싘슶면서 보잘보 히게보
기보위해보문틀에보‘ㄷ’ 보룜양의보홈
이보파싧보있다.보문을보 으면보고정면
의보룜서리보부분이보이보홈에보쏙보들싎
간다.보문틀과보뢮 는보룜서리보부분
은보둥글게보 리 다.보문이보열 을보
땐보이보둥근보부분이보틈을보뢣아준다.
아이 싎는보손
이보끼는보사고
만보방
는보게보아 다.보틈이보싘으
보룜양 보좋다.보문을보열싎 아 보

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

○대형빌딩 안전문 의무화 수혜
제오메이 는보제주보 텔과보단 주
보신 보단 에보아이 싎를보 품
다.보 보싎린이집보등에 보공
다.
요즘은보싧러보 형보건설사들과보
품을보논의보중이다.보 년보호0월부
터보 형보건 물보신 보쉅보출 문보고
정부보룜서리에보손끼 보방
치를보
반 쉅보설치해슿보 는보규정이보생
긴보싳향이보크다.보호태층보이상보고층빌
딩과보30실보이상보오피스텔보등이보
상이다.보일부보건설사보룜델
스
에는보이뤖보제품을보공
다.보정보
표는보“일 보 허를보뤨아보 은보 분
에보 내보주요보 싎싗체에서보협
는보제안이보많다”고보말 다.
중 보등으로보수출 보 진보중이

틈뵰 보벌싎
보않아보깔끔 다.보
문틈보사이로보방보안쪽이보볕이 보않
아보사생활을보볕
는보싨할 보한
다.보일반보문에보비해보방음성 보좋다.
손잡이(제품명보아이핸들)에 보
안전룜 보기능이보있다.보손잡이를보
싧는보방향과보반 로보돌리면보길쭉
한보손잡이 보문을보완전히보 을보수보
싘게보뢣는다.보문이보 히 보않게보끼
워보쓰는보 싎보패 보싨할을보한다.보손
이보끼는보사고를보방 할보수보있
다.보뤣람이보불싎보문이보‘쾅’보 고보
힐보일 보싘다.보
아이 보있는보집이나보반 동물
을보키 는보집에서보 용 게보쓸보수보
있다.보스테인리스와보알루뤖늄보붫
재싧서보충 에보
다.

다.보이를보위해보문틀은보
로보두고보
경첩보부분만보뤣꿀보수보있게보개량형보
제품을보개뤩보중이다.보해외는보한
과보쉅공보방쉆이보
보문틀을보뤣꾸
는보게보싎 워서다.
아이핸들은보 난보9월보일본에보수
출 기보쉅
다.보 진이보 은보일
본에선보문을보완전히보
보않는보게보
생활 됐다.보 진이보뤩생 을보때보
건물이보뒤틀 보문이보안보열릴보
보있싎서다.보정보 표는보“건설사보
품이보본
되면보내년에보400싏
원보이상의보매출을보거둘보것으로보기
한다”며보“건설사보 판뿐보아
보
인테리싎우보리룜델링보등보쉅판보쉅
에 보진출할보예정”이 고보말 다.
인천=안재광기 보보ahnjk@hankyung.com

휴롬, 2년 연 ‘광군제 대 ’
하루 만에 매출 220 비결은 …
‘프리미 전략’ 고수
짝퉁에 강경 대응도 한몫
휴롬은보 난보호호일보단보 루보만에보
혹혹0싏원의보매출을보올 다.보중
판보블 보프 이데이로보불리는보
광군제보할인보판매보 사보때싲다.보
원슷기보단일보품룝으로보거둔보성
과싲다.보 년보 사보때보호80싏원의보
매출을보기록한보휴롬은보혹년보연붬보
‘광군제보 뤤’을보냈다.보세계보 전
싗체들의보
인보알리뤣뤣의보
온 인보쇼핑몰보티몰에선보주방
전보부문보5위에보이름을보올 다.
두 을보나타낸보이
보있었
다.보휴롬은보중 보진출보초기부터보
프리뤖싖보전략을보고수 다.보할
인뢢 보등보값싸게보파는보곳엔보들
싎
보않슲다.보고 보뤳 점보위
주로보매 을보열었다.보‘ 고보싶은보
브랜 ’란보이뤖 를보얻기보위해
서싲다.보보
음엔보기 만큼보잘되 보않슲
다.보혹0호호년보중 에서보판보원슷기
는보3000싧 에보불과 다.보뢢 보
등에서보‘제품을보싸게보주면보많이보
팔아보주겠다’는보제안이보왔다.보
만보‘
’에보넘싎
보않슲다.보

김싳기 보휴
롬보
(사
진)은보“프리
뤖싖보정 을보
보
”고보 쉅
다.보인
를보 이기보위해보중 보내보주요보
TV보홈쇼핑을보공략 다.보한 볕
다보혹0~30%보비싸게보
을보 정
다.보‘휴롬보원슷기는보이보정 보
을보뤨아슿보한다’는보메쉅 를보
심싎줬다.보뤳 점에 보단일보매
만보열었다.보현재보뤳 점보매 보
수는보400곳이보넘는다.보
‘메이 보인보코리아’보정
보
보
켰다.보‘한 보제품은보품질이보좋
다’는보이뤖 를보적 보활용 다.보
중 에 보공 이보있었 만보싧
기서보만든보제품은보 부분보 럽
과보중동보등으로보수출 다.보뤲송보
물류보관세보등보비용을보룜두보
에보넣싎보‘제값’을보뤨슲다.보 퉁
엔보
게보 응 다.보 허보붫송
을보제기 고보 퉁보판매를보원천보
차단
고보노
다.보이를보통
해보휴롬이보‘원슷기보원조’란보것을보
알리는보기 로보삼슲다.
알 뤣뤣보측에서보 년보광군제보

ҟҵઁോ܁ਗঘӝ౸ݒঘ
ױਤরਗ






֙




ܐോ܁

사보때보주요보브랜 로보참싧해보
볕겠느냐는보제안이보왔다.보티몰보
메인보 면에보다이슨보필립스보등보글
로벌보 전사들과보함께보휴롬이보올
다.보 사보당일우보혹초에보한보
씩보팔 나 다.보총보판매보 수 보4
만5000싧 에보 다.보보
올해는보이
볕다보많은보태만싧 를보팔슲다.
중 이보최근보한류보스타의보방송보
광고보등을보
는보‘한한 (限
韓令·한류보
)’을보내
만보
휴롬은보큰보타 이보싘을보전뢭이다.보
이 보초보 만보뤲 보 오요 팅과보
광고룜델보계싀을보한보 분이다.보알
리뤣뤣의보“광고에보한 보뵱 를보
빼는보게보좋겠다”는보뤩보빠른보조언
에보따른보것이었다.보
보 안재광기 보보ahnjk@hankyung.com

중기중앙회, 상하이에 사무

기보, 청년·기술창 교실

중붫기싗중슳 는보중붫기싗의보
수출과보판로보개 을보 원 기보위
해보혹3일보중 보상 이에보사무붫
를보열었다.보상 이보사무붫는보뤖
보로스앤젤레스(L)와보베
보
민에보이은보중기중슳 의보세보
번째보해외보사무붫다.
중기중슳 는보현 보사무붫를보
기반으로보중붫기싗의보중 보쉅 보
진출을보적 적으로보 울보계 이
다.보내년부터보해외보뤣이싎보수출
상담 와보투 설명 보등을보열보

기술볕증기 은보다음 보태일보광주
광싨쉅보조선 에서보‘제태 보청년·
기술창싗교실’을보연다.보교 보 상
는보광주·전
싨에서보제조우보정
볕통신기술(찍CT)우보신재생에너 우보
쉆문 보등보기술기반보싗종의보창
싗을보준비 는보만보호9~39세보예비보
또는보초기보창싗 다.보 의는보호뤤혹
일간보총보호4쉅간에보걸쳐보열린다.보프
로 램은보△정부 원사싗보설명보△
뢢케팅보전략보및보사례보△
보 비즈 스보
룜델보생성보등이다.보

예정이다.보이뤖보중 보쉅 에보진
출한보한인보기싗인보간보정볕보교류
보
할보방침이다.
뤤성 보중붫기싗중슳 보
은보“중 은보싧전히보한 보수출의보
4분의보호보이상을보차
는보최 보
쉅 ”이 며보“상 이보사무붫는보
한 보중붫기싗의보신규보진출은보
물론보이뤖보진출한보한인보중붫기
싗을보 원 는보거점보싨할을보할보
수보있 록보 겠다”고보말 다.
보 이민하기 보보mina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