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주)남선알미늄
대리점 초청 간담회 및 신제품 설명회 개최
대리점과의 소통 강조하며 ‘상생결의’
㈜남선알미늄이 지난달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리점 초청행사를 가졌다. 대리점 관계자 및 남선알미늄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남선알미늄의 신제품 소
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리점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호평 받았다. 취재 권재원 기자, 허여진 기자 (windoor @ windoor.co.kr)

㈜남선알미늄(이하 남선알미늄)이 지난달 12일 대구 인터불고

능 프리미엄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엑스코에서 대리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선알미

고품질을 유지하며 납기를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늄 임직원 소개와 우수대리점 시상식으로 시작되었고, 올해 출

중이며, 제품의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대리점과의 소통 확대를

시된 남선알미늄의 신제품 소개, 본사와 대리점 간의 질의응답

통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행사는 남선알미늄 임직원 소개와 우수대리점 시상식으로 시작되었고, 올해 출시된 남선알미늄의 신제품 소개, 본사와 대리점 간의 질의응답 순으로 전개되었다.

순으로 전개되었다.
남선알미늄 박기재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리점 사장님들의 노고

시스템창호·도어 등 신제품 소개 ‘이목집중’

를 위로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소통의 자

이어 남선알미늄 기술연구소 이철호 연구원이 신제품 소개에 나

리를 만들었다”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꿋꿋

섰다. 올해 남선알미늄이 개발한 신제품 13종 중 37mm의 광폭

이 남선알미늄과 성장발전을 이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폴리아미드를 적용한 PS80TT, 아존과 폴리아미드를 2중 적용

한 PSD85는 내외측의 오픈과 세 가지 크기의 문지방을 선택할 수

이어 남선알미늄은 대리점 관계자들에게 본사의 향후 계획과 전

한 LF170SF 등 시스템창호는 모두 복층유리와 삼중유리 호환이

있는 보급형시스템도어로 업그레이드되어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

략을 전달했다. 특히, 창호시장의 트렌드가 ‘고객 위주의 맞춤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며, PSD85에 적용가능한 후면 지문인식 디지털도어록 PSD85-

형 서비스’임에 따라 남선알미늄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성

또한, 37mm의 광폭 폴리아미드와 3축 미세조정 힌지를 적용

DIGITAL LOCK 역시 제품 연구의 폭을 미래지향적으로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발포PVC와 알루미늄을 결합한 분할 이중창 NAP270V,
3연동 자동 중문 PD150, 피난창 ES70A, 시스템루버창 등도 기능성
과 적용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리점과 협력관계 도모 ‘고무적’
이번 행사에 참석한 대리점 관계자들은 모든 식순에 진지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해 본사와의 소통을 이루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신제품
소개 후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대리점 관계자들의 쉴 틈 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시스템창호의 외측 창두께나 각도조절 가능 여부
등 대리점 입장에서는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
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 더 엄격해진 창호 단열성능 등에 관한
질문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투영된 신제품을
소개하고, 대리점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만
들었다”며 “대리점 관계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
져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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