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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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스마트 파티션’

소음 50% 차단 … 파티션 하나면 조용한 회의실 변신
스마트 오피스에 최적화
美·중동·아프리카서도 ‘러브콜’

변용택 세연 대표가 가볍고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스마트 파티션’의 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조아란 기자

있다.보 이 보50㎝보정 인보 은보
파티션은보기다란보테이블이나보
에 보옆 뢚보 음에보방 뤨 보
않 보 의보등을보
보싶을보때보사
용 는보제품이다.보1태0㎝보 이에보
면으로보휘싎진보파티션을보사용
면보언제보싎디 든보 립된보공간
을보뢢련할보수보있다.보3태0 로보동
게보파티션을보치면보안쪽에보원형보
공간이보 된다.

스뢢 보파티션의보 장보큰보 징
은보한보 뢚에 보싧러보사람이보 통
과보몰 을보동쉅에보할보수보있다는보
이다.보유연
보 볍기보때문에보집
중
보싶을보땐보 립된보장 를보찾
아갈보필요보싘이보파티션을보들 보와보
설치만보 면보된다.보대 를보나누 보
싶은보사람이보 뢚를보옮기 보않아
보된다.
이런보장 보 분에보출쉅보4 월보만

중기청, 소공인 살리기 팔 걷었다
5개년 육성 계획 발표
문래동 등 밀집 지역에
스마트 제조 환경 구축
울보문 동보철공 보거뢚와보종로보
귀금 보거뢚보등보 공인보밀집보 싨
에보스뢢 보제 보환경이보
된다.보
공인을보룜아보공동보브랜드를보
뤩
보 셜커머스타보면세 보등에
보판매 보같이보한다.
중 기싗청은보이보같은보내용을보
담은보‘ 공인보경쟁 보
보방안’을보
14일보뤩표 다.보정부 보 공인만
을보대상으로보종합보 원안을보내
은보것은보이번이보 음이다.보 상공
인보 원이보주로보전통쉅장보등보‘상인’
에보집중돼보있다는보
에보따라보이
번엔보‘공인’에보 을보맞췄다.
공인은보상쉅근로 보10인보미만
의보 규룜보제 기싗이다.보 내에만보
99만싧
보있다.보이들의보혼이보담
긴보제품을보제
보세계보최 보수준
의보기술 을보 유한보일본의보‘뢢치
코뤣’( 은보공장)
보만들겠다는보
게보정부의보 상이다.

도시형 소공인 주요 지원계획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 신설(저리 융자)
련기술인 양성·기술전 촉진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인증마크제 시행
소셜 커머스 유통 지원
면세점 및 전통시장 전시·판매관 설치
온라인 출 지원사업 신설
자료: 중소기업청

올 부터보2021년까 보5년간보진
되는보이번보계 의보 심은보네 워
크보
다.보단순보공장밀집 싨을보
산· ·연보협싗보공간으로보탈뤣꿈
겠다는보것이다.보
이를보위 보 싨별보현장보밀
원보
거 인보 공인
센터를보 년보말보
기준보3태곳에 보2021년보택0곳까 보
늘린다.보 공인보집
보4곳에
보2021년엔보20곳까 보 대한다.보
집
로보선정되면보 방 치단
체보한보곳당보50싏원의보
보 원금
이보나간다.
정 통신기술(도CT)을보 용한보
스뢢 보생산체계 보
한다.보
공인보공정을보연계한보생산정 체계
를보뢢련한다.보 로보주문정 를보교

환
보생산보진 보상황을보실쉅간
으로보룜니터링 는보쉅스템이다.보
공인보전용보설비 금보융 보프로
램인보‘ 공인보혁신 금’ 보신설
다.보올 는보200싏원을보 뢚로보빌
줄보예정이다.
공인보제품에보문 ·예술인보디
인을보 룝한보‘대중명품’ 보만든
다.보기 ·생산·판로까 보한꺼번에보
원 는보사싗이다.보보
우수보집
를보대상으로보공동보
브랜드를보 뤩
보대외홍 를보
는보사싗 보있다.보카카오보등보온라인보
쇼핑보플랫폼에보 공인보제품을보
보판매할보수보있게보할보예정이다.보연
매출보50싏원이보넘는보 립보온라인
몰을보 공인보유통보협 사로보 정
는보방안이보 진된다.
정윤룜보중기청보 장은보“정 보사
대에보있던보 공인을보4 보산싗
혁명보등보제 보혁신에보
보동참쉅
킬보계 ”이라며보“청년들이보대를보이
싎보 싗을보
보기술 을보 이는보
공인보사례를보많이보만들싎내겠
다” 보말 다.
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보

중진공, 정책자금 브로커 차단 나섰다
중 기싗진흥공단(이사장보
운·사진)이보중 기싗보정
금보
브로커를보뢣을보대 을보14일보내놨
다.보정
금보브로커는보 금난을보
는보중 기싗에보정
금을보뤨
게보 주는보대 로보수수료를보뤨는보
사람이다.
중진공은보중 기싗을보대
상으로보사전상담예싀제 를보
운용한다.보브로커 보정
금을보신청할보중
기싗에보
는보

것을보뢣기보위
다.보 금보신청보절
보쉽 보간편 게보뤣꾼다.보전
명보제 를보
보제출 류보준
비보절 를보간
한다.보융
금
을보신청 는보온라인보페이 에보신
청보절 를보설명 는보매뉴얼보동싳
상을보게쉅 다.보전 보31 보중
진공보 싨본부에보융 신청보
우미를보배치 다.
정
금보브로커에보대한보
제재 보
다.보브
로커를보활용한보중

까사미아, 생활소품 브랜드 ‘데일리까사’
싗체인보까사미아 보실 형보홈
퍼니싱보스 일보브랜드보‘데일뢚까
사’를보14일보선 싲다.보데일뢚까사
는보기존보까사미아보제품보대비보
대 보 렴
보다양한보생활보 품
을보많이보
보 은보게보 징이다.보

美서 ‘램시마’ 파는 화이자
자체 복제약으로 판매 대체?
뉴스카페

가볍고 유연해 이동 쉬워

보~5년보전부터보변용 보세연보대표는보
4
불안 다.보20년간보싗무보공간을보
분짓는보파티션을보 품 온보 에
게보“부 보칸뢣이를보싘애 보 유롭
게보 통 며보일 는보‘스뢢 보오피
스’ 보대세”라는보말이보들 왔다.보
일 러보 사보대신보카페보등보공용보공
간을보찾는보사람이보늘싎날보것이란보
얘기 보많아졌다.보4년보전부터보미 보
쉅카 보
보및보인테뢚싎보뤤람
(NEOCON)와보 일보쾰른보 제
뤤람 (도MM)에선보이미보스뢢 보
오피스보관련보
보주류를보이루
보있었다.보
○한 장소에서 몰입과 소통
‘ 정보
에 보일 는보한 의보사
무실보분위기 보곧보뤣뀌겠다’는보생
이보들었다.보 볍 보유연 보싎떤보
공간 보쉽게보싗무보환경으로보뤣꿔주
는보‘스뢢 보파티션’보 뤩에보나 다.
스뢢 보파티션은보철제보기둥에보
부 포보패브뢛을보끼워보만든보형
다.보크기·룜양별로보11 보종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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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사미아의보온라인보전용보브랜드보
‘까사온’보
보데일뢚까사에 보
할보수보있다.
까사미아는보이날보홈플러스보인천보
전 (사진)보과보수원보싳통 보두보곳
에보매장을보열었다.보보

기싗은보최 보태 월타보최대보3년간보
정
금보신청이보제한된다.보 금보
신청에보부당보
한보브로커에게는보
형사 뤩과보관련보 정 보등의보
치를보내릴보예정이다.보보불법보브로커보
신 보포상금 보100만원에 보200만
원으로보올렸다.
한교보중진공보기싗금융 장
은보“브로커를보 단 보정
금
의보투명 과보공정 을보 이겠다”
보말 다.
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보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
com)로 신청 고 있습니
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
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세연 - 스 마 트 파 티 션
(032)822-7060 △서광알
미늄-다기능 SK 은박냄비
(031)357-9338 △한아툴
스-몬스터 쿠커 5종세트
(051)714-7200 △알무스
이앤티-전기집진기 에어니
아 H30 (02)308-6944

에보공부 는보사람과보말 는보사람
이보 싧보있는보대형보카페부터보 스토
랑타보휴게실보등에 보주문이보몰 들
보있다.보스뢢 보오피스를보 진한다
보칸뢣이를보룜두보싘앴다 보몰 보공
간이보부
진보기싗체 보주요보
이다.보보
○“반대편 소음 50% 차단”
변보대표 보 뤩보과정에 보 장보신
경쓴보부분은보 음을보 단 주는보

흡음보기능이다.보스뢢 보파티션의보
패브뢛보부분에보사용되는보부 포보
펠 보 공에보 히보공을보들싲다.보부
포는보반대편보 음을보40~50%보
단 는보효과 보있싎보
로보방
음벽이나보층간보 음보방 벽에보들싎
는보 재다.보보
부 포보펠 보 형에 보2년을보매
달렸다.보사무실보한 운데보둬 보손
색보싘을보정 로보세련된보룜양을보
기보위
다.보 는보“싗무보공간에보
사용되는보제품은보방음보기능이보
실
보디 인 보 아슿보한다 보
생
다”며보“ 내에보부 포보펠 보
양면보 형기 보싘싎보 동 보부품
사보30~40곳을보찾아다니며보양면보
형기를보
보 뤩 기 보 다”
보설명 다.
변보대표는보 방 인보싗무보분위
기를보선호 면
보 인보공간에보
대한보수요 보많은보미 과보유 ·중
동보등을보본
으로보
할보계
이다.보 는보“미 보멕쉅코보러쉅아보
미보등에 보제품을보선 싲 니보반
응이보 았다”며보“이미보중동타보아프
뢚카보
와는보수출보계싀을보맺었
다” 보말 다.보보
인천=조아란기자 archo@hankyung.com보

다
보제싀사인보 이
보 미
케이드보뤣이오쉅밀러(뤣이오의
싀품보 제싀)의보 상쉅험을보뢢친보
것으로보 인됐다.보세계보최 보 미
케이드보뤣이오쉅밀러인보셀 뢚온보
‘램쉅뢢’(사진)의보미 보현 보판매
를보맡은보 이
보 체보제품을보
면 보램쉅뢢보판매에보싎떤보싳
향을보미칠 보주룝된다.
14일보미 보 상정 쉅스템에보따
르면보 이 는보 미케이드보뤣이오
쉅밀러보‘인플 쉅맙탁 이 (P회탁
0태4381택9)’를보투싧한보환 의보30주보
뒤보 상반응보결과를보
한보것으
로보나 났다.보치료보쉅 보후보30주의보
상반응보결과를보
다는보것은보
상쉅험이보사실상보끝났다는보것을보
의미한다는보게보전문 들의보분 이
다.보셀 뢚온 보2012년보30주보 상
반응보결과를보뤣탕으로보
에보램
쉅뢢보판매보허 를보신청 다.
다
보제싀사보존슨앤드존슨
의보 미케이드는보류머티즘보관절
염보등에보쓰이는보항체보뤣이오의싀
품이다.보세계에 보연보9 원보이상보
판매되 보있다.보2013년보유 을보쉅
으로보 허 보끝난보 미케이드

레미케이드 복제약 임상완료
셀트리온 美 판매 영향 줄 수도
를보셀 뢚온이보세계에 보최 로보
본떠보만든보뤣이오쉅밀러 보램쉅
뢢다.보셀 뢚온은보 난 보미 보외보
기싗으로는보 음보미 에 보뤣이
오쉅밀러보판매보허 를보뤨았다.
싗계에 는보 이
보
보수 월보
안에보미 보쉆품의싀 (회D)의보
판매보허 를보신청할보것으로보내다
보있다.보최종보판매보승인이보떨싎
면보 이 의보미 보내보 미케이
드보뤣이오쉅밀러보판매보전략이보싎
떻게보뤣뀔 보관심이보쏠린다.
이 는보 난 보11월부터보미
라’라는보이름으로보셀
에 보‘인플
뢚온의보램쉅뢢를보팔 보있다.보셀
뢚온보관계 는보“미 에 보램쉅뢢보
판매 보순 롭게보이뤄
보있다”며보
“ 이
보 는보 상쉅험과보관련
선보아는보뤣 보싘다” 보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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