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AN IPAN과 SM France, 스마트폰 충전용 1세대 야외 테이블 출시 

 

(보르도, 프랑스 2018년 5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오늘날 새로운 스마트폰은 

무선충전기능이 통합돼 있어 전선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IPAN IPAN은 이러한 

무선충전기술을 차용해 테이블에 혁신적인 유도형 충전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멀티미디어 뉴스 배포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8328251-ipan-ipan-sm-france-outdoor-table-charger/ 

 

IPAN IPAN은 무선충전기능의 인기가 공공장소에서의 와이파이(WiFi)만큼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테라스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일은 점점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다.  

 

야외 테이블 제조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인 SM France와 무선충전기술의 개척자인 IPAN 

IPAN은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테이블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합작 투자회사는 특허 

등록된 프로세스를 통해 공장에서 무선충전기술을 테이블에 접목시킨 제품을 생산한다. 

  

IPAN IPAN은 결과적으로 전선 없는 깔끔한 충전을 강조한다. SM France와 IPAN IPAN은 충전 

지점을 살며시 알려주는 내장된 스티커를 제외하고는 충전기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혁신적 통합 프로세스 덕분에, 무선충전기능을 탑재한 테이블 상판은 SM France가 30년 

동안 전문업체로 명성을 쌓아 온 뛰어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매우 매끄러운 테이블 상판 

- 견고함과 방습성 

- 오래가는 소재와 색상 

- 태양, 습기 및 강렬한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저항성 

- 위생 재료를 통한 손쉬운 유지 관리 



 

또한, SM France 테이블은 무선충전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위해 USB 포트 2개가 장착돼 있다. 

방수기능이 내장된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테이블은 시간당 15A의 용량으로 약 8일간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충전식 배터리는 테이블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열쇠로 쉽게 탈착할 수 있어 

도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이 차세대 테이블은 350개 이상의 제품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테라스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IPAN IPAN 소개 

IPAN IPAN(http://www.ipanipan.com)은 전문 가구 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무선충전 솔루션 전문 프랑스 기업이다. 회사는 7년 이상 무선전력위원회(Wireless Power 

Consortium, WPC)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M France 소개 

SM France(http://www.sm-france.com)는 30년간 주형 합판 테이블의 상판을 제조해 온 

전문업체이다. SM France 브랜드는 폭넓은 품질로 유명하다. 회사는 고급 틈새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SM France는 생산 과정에서 100% 

재생 목재를 사용한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690199/IPAN_IPAN_Wireless_Charging.jpg )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uk/8328251-ipan-ipan-sm-france-outdoor-table-charger/ 

 

출처: IPAN I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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