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된 비데 개발로
해외시장을 넓힌다

* (주)아이젠 비데개발부

* 김민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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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ZEN• I-ZEN
회 사 명 : (주)아이젠
대 표 :  유 병 기
설 립 일 : 2003년 01월 01일
홈 페 이 지 : www.i-zen.net 
사 업 분 야 : 의료기기 비데 및 전자식비데 제조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12

■ 제품 특징
• 특화기능 : ‘대장세척장치’ 의료기기 인증

■ 연혁

• 03.01 주식회사 아이젠 법인 설립

• 04.11 계림요업 전자식비데 ODM공급 계약

경기 김 시 월곶면 막리
대지 4,895㎡ 건물 3,895㎡

• 특화기능 : ‘관장(쾌변)’의 변비 탈출 비데

• 세계 35개국 수출의 Global Technic Bidet

• 안전기능 : 제품 2년 무상보증

• 안전기능 : 26가지 안전장치 구비의 철갑 비데

• 05.03 닥터 비데ODM계약/해외수출 개시

• 06.08 삼성전자/청호 나이스 비데 ODM공급

• 08.05 미국법인설립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09 01 아이젠 관장 비데 ‘식약청’ 의료기기 획득 • 안전기능 : 26가지 안전장치 구비의 철갑 비데

• 편의기능 : 변비용 관장(쾌변)버튼 적용

• 편의기능 : 설치무한-대/소형 비데

• 편의기능 : 탈부착 방식의 청소용이성 위생 비데

• 09.01 아이젠 관장 비데 식약청  의료기기 획득

• 10.08 미국UPC규격 획득 / 일본 PCT특허 획득

• 10.11 미국 COSTCO 전자식 비데 납품 시작
• 11.10 쿠쿠홈시스 ODM공급 계약

■ 주 거래처

• 국내 삼성전자 / 계림요업 / 대우건설 / 현대건설 등.

• 미주 COSTCO , LOTUS , BBC / 스위스 INSTA 등.
■ 주요인증 및 현황

• 품질우선 : 불량률 zero에 도전 하는 비데

• 품질우선 : 물샐 틈이 없는 잠수함 비데

• 12.03 독일 ‘HORNBACH’ 유통사 공급 계약

 미주 COSTCO , LOTUS , BBC / 스위스 INSTA 등.

• 각종 기업체 / 관공서 / 정부조달우수기업 등. • 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KOTRA 품질인증 보증,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I ZEN의 제품 및 CONCEPTI-ZEN의 제품 및 CONCEPT

고령친화형
제품

헬스케어
기능성 제품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시대

고령화 시대 도입
유니버셜 디자인 시대
감성 디자인시대

아이젠
비데제품

유니버셜
글로벌제품

감성 디자인시대 비데제품
욕실 인테리어

친화형 혁신제품

* 비데 변좌가 인체 공학적이며, 세정수의 노즐 분사 위치를 최적화한 기능성 비데의 개발



I-ZEN의 주요 거래선의 주 거래선

PARTNERPARTNER



I-ZEN의 비데 관련 건설시장 수주 현황

20%10%

I ZEN의 비데 관련 건설시장 수주 현황

35%

50%

70%

95%95%



I ZEN의 비데 선도기술 개발 이력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2011

I-ZEN의 비데 선도기술 개발 이력

의료기기의료기기 관장비데관장비데의료기기의료기기 관장비데관장비데

EN 역류방지비데역류방지비데

의료기기의료기기 관장비데관장비데

말하는말하는 비데비데 ((음성안내음성안내))

건강건강 CareCare비데비데((뇨측정뇨측정 등등))

의료기기의료기기 관장비데관장비데

말하는말하는 비데비데 ((음성안내음성안내))

건강건강 CareCare비데비데((뇨측정뇨측정 등등))

OEM 신모델 개발
도기일체형 비데
터치리모컨비데

OEM 신모델 개발
도기일체형 비데
터치리모컨비데

기계식기계식
쾌변비데쾌변비데
기계식기계식

쾌변비데쾌변비데

IZ
E

전자식전자식
쾌변비데쾌변비데
전자식전자식
쾌변비데쾌변비데

역류방지비데
순간온수식비데
역류방지비데

순간온수식비데
강강 비데비데(( 측정측정 등등))강강 비데비데(( 측정측정 등등))터치리모컨비데터치리모컨비데

제품품질 고객사 만족 최상의서비스+
각종 국제 안전인증 및 파트너쉽을 통한 관계구축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라인 증축

+
- 각종 국제 안전인증 및

해외 바이어의 품질신뢰

- 품질 우선원칙 주의

- 파트너쉽을 통한 관계구축

-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객사 이미지 관리 진행

-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라인 증축

- A/S 전국 서비스망 구축

- Feedback 에 대한 제품 반영

- 국내 최초의 의료기 허가
(IB-3000, 의료기 2006-169호)

-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획득 - 자체 개발인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아이젠의 VISION• 아이젠의 VISION
Russia

MongoliaNetherlands

Canada

Poland

Finland
France

United Kingdom

Ireland

China

Czech & Slovakia

H.K.

United State of America

Switzerland
Spain

Germany

Romania Singapore

Brazil

Australia & New Zealand

아이젠은 전세계적인 시장을 목표로아이젠은 전세계적인 시장을 목표로아이젠은 전세계적인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비데전문가 그룹으로 발전하고자 함

아이젠은 전세계적인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비데전문가 그룹으로 발전하고자 함



SOLIDWORKS를 통한 문제 해결SOLIDWORKS를 통한 문제 해결
• 기존 설계방식의 개선기존 설계방식의 개선



기존 설계 Process의 문제점

2D설계의 소비재 제품 설계의 한계

기존 설계 Process의 문제점.

1. 곡선 표현의 한계

2. 작업자간의 커뮤니

케이션의 문제 도출

1. Prototype 제작 및

변경

2. 설계데이터의 지속

1. 설계데이터의 정밀

성의 한계

2. 표준화 작업의 문제

3. 제품개발 후 잦은

설계변경

적 검증을 위한 비

용발생

3 금형설계 및 제작의

3. 조립 정합성의 문제

3. 금형설계 및 제작의

작업성 문제



설계 방법 개선의 노력(3D 설계 Process 검토)

3D CAD의 도입시 고려사항. (SolidWorks Vs. Pro/E)

설계 방법 개선의 노력(3D 설계 Process 검토)

도입 편리성 호환성 향후 확장성 공급업체

교육기간

사용자의 접근성

협력업체와의데이

터호환

개발방향과밀접한
모듈구성

기술지원체계

회사의건전성사용자의 접근성

가격

제품의 인지도

터호환

기존데이터의

재활용

모듈의통합성
프로세스구축의용
이성

회사의건전성

엔지니어링서비스

경험

빠른 숙달과 현업
에의 적용

빠른커뮤니케이션
과협업

단일화된데이터소스
의통합운용

안정적이며지속적인
엔지니어링파트너



* SolidWorks를 통한 설계 프로세스 개선

고급 형상 및 복잡한 외관을 가진 설계 향상
- 설계의도 반영 및 작업자간 정확한 정보의 전달 개선.

강력한 3D Design 컨셉 강화 (Scan to 3D : 외적 물리적 컨셉 적용)
- Reverse Engineering을 통한 디자인 강화 및 개발기간 단축.

관련 디멘션에 대한 유연성 증가 및 추정 작업 필요 없음관련 디멘션에 대한 유연성 증가 및 추정 작업 필요 없음
- 표면정보에 대한 값의 추가, 참조, 변경이 자유롭고 자동 Update

3D 설계데이터를 통한 조립 정합성 및 간섭 Check로 Prototype제작 절감.

SolidWorks의 적극적 활용의 예 (COVER-SEAT 13종 / CONTROL 7종)



* SolidWorks를 통한 설계 프로세스 개선* SolidWorks를 통한 설계 프로세스 개선

Configuration Management의 활용g g
-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재활용의 증대 및 설계시간 단축.

3D 데이터를 통한 금형 설계의 생산성 향상
- 제품 설계데이터의 활용으로 보다 금형 설계의 오류 감소

SolidWorks의 적극적 활용의 예 (아이젠의 세정/비데/쾌변 1POCKET 3NOZZLES)



적용 후 효과



SolidWorksSolidWorks와와
함께함께 하는하는

개선된개선된 설계환경설계환경개선된개선된 설계환경설계환경

선택선택 및및 의사결정의사결정 성사율성사율 : 80%: 80% 향상향상 금형금형 불량불량 및및 설계변경설계변경 감소감소 : 85% : 85% 향상향상

기술 조사를 통한 요소기술 및 부품조사의 3D적 접근 다양한 파일 포멧을 이용한 CAD 데이터
- 중요 ITEM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
활발한 의사소통의 연계
- e-Drawings 활용으로 마케팅, 경영, 구매자와 설계 데이터 공유

조립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한 영업자료의 다변화

교환
설계 검증(조립 정합성)및 간섭부 확인이
선행됨
설정 관리 기능을 이용한 다중 설계 검증

조립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한 영업자료의 다변화



완전한 설계 프로세스의 구축

설계와 더불어 검증, 연관 고급문서, 관리,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위한 준비.

완전한 설계 프로세스의 구축

SolidWorks Enterprise PDM을 통한 데이터 관리
- 아이젠의 지적 자산인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SolidWorks Enterprise PDM을 통한 데이터 관리
- 아이젠의 지적 자산인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 협력 부서간의 권한에 따른 데이터 공유
-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
- 협력 부서간의 권한에 따른 데이터 공유
-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

Simulation SolidWorks Simulation을 이용한 설계검증SolidWorks Simulation을 이용한 설계검증SolidWorks Simulation을 이용한 설계검증
- 제품 구조상 안정성 검증
- 반복작업에 따른 피로 분석
- 제품 운송이나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충격 해석

SolidWorks Simulation을 이용한 설계검증
- 제품 구조상 안정성 검증
- 반복작업에 따른 피로 분석
- 제품 운송이나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충격 해석

Sustainability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
- 친환경 설계로 개인 위생제품인 비데의 이미지 향상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인증을 통한

Sustainability를 활용한 친환경 설계
- 친환경 설계로 개인 위생제품인 비데의 이미지 향상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인증을 통한

3DVia Composer를 통한 기술문서 작성.
- 직관적 문서를 통한 영업적 자료의 고급화

3DVia Composer를 통한 기술문서 작성.
- 직관적 문서를 통한 영업적 자료의 고급화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도전적극적인 해외진출의 도전

직관적 문서를 통한 영업적 자료의 고급화
- 소비자에게 웹을 통한 고급 자료 제공
- 해외 진출용 고급 제품 매뉴얼 작성(언어보다 고급이미지의 효과)

직관적 문서를 통한 영업적 자료의 고급화
- 소비자에게 웹을 통한 고급 자료 제공
- 해외 진출용 고급 제품 매뉴얼 작성(언어보다 고급이미지의 효과)



EPISODEEPISODE

• 아이젠 비즈니스와 SolidWorks의 만남



비데의 불모지 미국의 COSTCO를 뚫다.

* COSTCO에서 비데의 기준은 아이젠이 만든다.

* 비데의 불모지 미국의 COSTCO를 뚫기 위하여* 비데의 불모지 미국의 COSTCO를 뚫기 위하여 ~~~

1. 아무나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Do It Your Self!)

2.   UL / UPC등의 규격을 사수하고 품질을 맞추어야 한다.

3.   유대인 바이어를 끝까지 감동 시켜라. (신속/정확/합리적)

4.   애매모호한 영업적 결정에 SolidWorks를 적극 활용,
DATA로 말하라.

5. 합리적 가격 , 앞선 품질이 그들의 삶을 변화 시킨다5. 합리적 가격 , 앞선 품질이 그들의 삶을 변화 시킨다
(It change my life)

6.   비데의 편견과 사용상의 우려를 모두 시뮬레이션하라.

7 아이젠은 작지만 회사의 시 템은 강하7. 아이젠은 작지만 회사의 시스템은 강하고, 
SolidWorks를 통한 3D설계 Process가 있어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강하고 Nice하게 비데 불모지를 뚫고 나왔다. 

* UPC규격을 3D로 이해시키다 - SoildWorks



COSTCO가 비데 대박을 치다.가 비데 대박을 치다

• 년간 12만대 계약 (1개 모델 평균 월 9000~10000대 수출)

미국 내 COSTCO 전국 500여 개 매장에서 절찬리 판매 중미국 내 COSTCO 전국 500여 개 매장에서 절찬리 판매 중미국 내 COSTCO 전국 500여 개 매장에서 절찬리 판매 중미국 내 COSTCO 전국 500여 개 매장에서 절찬리 판매 중



Solidworks와 함게 하는 해외시장의 개척
미국 시장 현황 및 당사 전략

의료기기 비데

10%10%

Silver CARE 및 병원/장애인 편의시설 건설 및 부엌욕실 전문 유통권

의료기기 비데

10%10%
30%30%

미국의 비데 시장성
유통형 맞춤 비데

미국의 비데 시장성
유통형 맞춤 비데

음원출력 및 편의성 향상 기술 접근

도기일체형비데

친환경/고급화/차별화
편리성/고객편의성/의료기기

60%60%

<유통형 맞춤 비데><유통형 맞춤 비데> RF 리모트 및 자동제어모듈 접근

전자제품 및 도매 전문 유통점
역류방지의 UPC 및 UL인
의 보급형 전자식 비데

회전식 위생노즐, PTC탱크 온수 효율화

의 보급형 전자식 비데

품질/원가경쟁력/특화성
회전식 위생 즐, 탱 온수 율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아이젠과 SolidWorks의 만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