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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김장하는 주부 늘어

주방용품업계 ‘김장 대전’
뉴스카페
김장철을보앞두고보주방용품보싗체들
보‘김장보 전’에보뛰싎들었다.보오랜보
경기보불황으로보살림살
보싎
워
보김치를보
보먹는보 정 보
늘고보친정 나보쉅 보등과보 께보김
장 는보젊은보주부들도보많아 고보
있기보때문 다.
생활용품싗체보 앤
보최근보
주부보1000싧명을보 상으로보
사한보결과보김치를보
보 그겠다
는보비율 보74%로보 난 (65%)와보
2012년(51%)에보비 보크게보늘었다.보
김장보재료를보 뢱할보때보
보
렴한보전통쉅장을보찾겠다는보 도보
40%로보 난 (31%) 다보 슲다.보
김치를보사다보먹는보데보들싎 는보돈
을보 금
도보아끼기보위 서다.
친정보또는보쉅 과보김치를보 그
겠다는보주부는보 난 보59%에서보
올 보61%로타보 웃과보 근보뒤보나눠보
먹겠다는보주부는보 난 보1.9%에
서보올 보6%로보증
다.
장보뤩보빠르게보나선보곳은보 앤
다.보 보 사는보
로보뜨기에보
한보동치미용보김치통(사진)타보
염보김치에보맞도록보누름판을보추
한보프 스통타보부룜로부터보김치를보

두손 친환경 세탁세제‘크린씰’

친환경 세제에 ‘특허 신물질’ 넣어 세탁력 개선
<폴리실리케이트>

포기한 사업 ‘액체’로 되살려
계면활성제 사용 3분의1로
아기용·아웃도어용 세분화
금슟보뤨아먹는보싱글 을보위한보
용량보김치통보등보제품을보세분
보내 슲다.보 앤 보관계 는보“김
치보관련보용품보뢱출 보뢱년보20~30%
슟보증
고보있다”고보말 다.
도 기싗체인보젠은보도 기로보만
든보‘생생용기보김치통’을보내놨다.보도
기 보김치보맛을보오래보살 보준다
는보게보 사보측의보설명 다.
월드키친은보크기 보200ｍL부
터보1850ｍL까 보다양한보‘코렐보스
냅웨싎’보에보예쁜보패턴을보그 보 싎보
용기보그 로보쉆 에보올릴보수보있도
록보 다.보 파웨싎에서보선 인보퓨
싎보김치키퍼보 껑엔보실리콘보패킹 보
싘다.보 껑보 장 리에보고춧 루보
김칫 물보등보 물질 보껴서보불편
다는보주부들의보불만을보뤨아들
싧보관리 기보편 도록보 껑의보실
리콘보패킹을보싘앴다.
보 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보

친환경보세제를보 으면보세제보분
보잘보슨보되고타보세
을보
기보
위 보성능 보좋은보세제를보쓰면보옷
에보남는보세제보찌꺼기 보 정되고⋯.
성훈보두손보 표 보내 은보‘크
린씰’은보 런보고민에서보출뤩 다.보
보 표는보세제에보들싎 는보계면
활성제를보3분의보1로보줄싲다.보기존보
친환경보세제의보싀 으로보 됐던보
세
을보
기보위 보‘폴리실리
케
’ 는보 로운보 허보물질을보
었다.보개뤩에만보10싧년 보걸렸
고보4싏원의보비용 보들었다.
○사장됐던 세제를 살려놓다
‘ 달의보으뜸중기제품상’을보뤨은보
크린씰은보 은보양만보 싎도보빨래
보깨끗 게보잘보되면서도보피부에보
순한보친환경보세 용보슷체세제다.보
크린씰의보 심보성분인보신물질보폴
리실리케
를보뤩견한보사람은보 보
표와보친분 보있는보한보교수다.보싀보

70㎚보
의보입 들로보 성된보폴
리실리케
를보개뤩한보신세희보중
슳 보신 재공 부보교수는보 를보
활용한보세제를보만들고보싶싎보 다.보
2005년보주광산싗
는보 사를보
통 보 루보형태의보크린씰을보 음보
내 슲다.보
동 용보와 싎보생산싗체에보
다녔던보 보 표는보신보교수보 사에보
류 다.보그러나보제 보단
보
고보제품의보미비
보뤩견돼보
다보할보
을보내 보못한보채보사싗은보
흐 부 됐다.
크린씰에보슶 을보 고보있던보 보
표는보2012년보‘두손’
는보 사
를보세우고보 보사싗을보 싎뤨슲다.보
그는보크린씰을보제 로보살 보세상
에보내 기보위 보고군분투 다.
보 싗엔보 보 표의보부인도보
께보뢱달렸다.보‘내보딸들에게보슨심
고보사용할보수보있는보세제를보물 주
’는보게보부부의보룝표싲다.보 루보세
제를보슷체로보싗그
드 고타보부
인은보용기와보 벨보디 인을보 다.
○아기용·아웃도어용 등 세분화
크린씰은보무공 보성질을보
면
서도보세
과보표뤳 을보 싲다.보

이성훈 두손 대표가 인천 가좌동 사무실에서 친환경 세탁세제 ‘크린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잘보빨리기보때문에보일반보세제의보절
반만보 으면보되고타보섬
연제를보
따로보쓸보필요 보싘다는보게보 사보측보
설명 다.
보 표는보“검증보전문싗체보S획S
에보실험을보의뢰 니보기존보친환경보
세제 다보세
보3뤲 량보
다”며보“냉수와보센물타보수질 보슨보좋
은보중 과보 럽보등에서도보세정
보 됐다”고보말 다.
보 표의보부인은보“싎느보날보깜뤤
고보제품의보 껑을보열싎뒀는데보
벌
보룜싧들었을보정도로보성분
보순 다”며보“
와보방부제타보인
산염보등을보빼서보아토피보같은보피부
질환을보 는보아 들보빨래도보슨심
고보할보수보있다”고보덧붙싲다.
두손은보최근보1 용타보아기용타보아
웃도싎용보등보크린씰보제품군을보늘
렸다.보 보 표는보“아웃도싎보의류를보

세
에보맡기면보솔벤 (드
클리닝용보 기용제) 보옷에보코팅
된보뢣을보손상쉅켜보기능을보떨싎뜨
리기도보한다”며보“아웃도싎용보전용보
세제로보세
면보옷을보오래보입을보
수보있다”고보설명 다.
○해외 수출·제품 다양화 추진
크린씰은보온 인몰과보뢢 보등에서보
판다.보 보 표는보“뢢케팅을보
보
슪슲는데보재 뢱율 보80%까 보
올
는보등보젊은보주부들보사 에보
입 문 보나고보있다”고보말 다.보최

김정은 기자

근보중 보섬 제 싗체와보계싀을보
맺고보‘블루돌핀’ 란보 름으로보수
출을보쉅
다.
보 표는보앞으로보주방세제와보
섬
연제보탈취제보 장품보등으
로보제품군을보넓힐보계
다.보
그는보“ 사명보두손은보‘우리의보
두보손으로보정성껏보제품을보만든다’
는보 오를보 은보것”
며보“세계
인보생활용품싗체 보되는보게보룝표”
고보말 다.
김정은기자보likesmile@hankyung.com보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보 메일(ar맥han처작ung.com)로보응룜를보뤨고보
있습니다.보한 경제신문보홈페

(막v막n맥.han처작ung.com)를보참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두손의보크린씰보세 세제보(032)577탁3760보△루
뤣니의보 니콤 보 온 냉 방보(02)1588탁0647보△아 언뢲스의보윙뤣디

보

스탠드형보스팀다리미보(055)312탁7610보△뉴젠사우나의보원 외선보사우나기기보
(031)311탁3640

3년 가동률 절반 … 얼어붙은 반월염 단
현장리포트

보싘을보정도” 고보말 다.
종보
규제보때문에보싗종을보싀
조성
1983년(물재생센터 준공)
간보변경 는보것
보할보수보싘는보
입주기업 75개
의류공장 해외이전 여파
근로자 6000여명
도보부
다.보 보전무는보“일반보
단 내 원 2000명 줄어
면적
약 60만㎡
염 보수요는보줄싎도보날염보오더는보
화섬직물 사염 니트 견직물
늘싎난보싗체 보있는데타보 런보경
염색종류
면직물 날염 등
우에도보 당보기싗은보일반보염 쉅
짙은보 름 보내 슩은보 난보6
설을보날염으로보뤣꿀보수보싘을보만
일.보경기보슨산보반월염 단 는보
날슞만큼 나보
슩아보있었 곳타보사염보4곳타보재봉사보및보견 물보 큼보규제 보겹겹 보둘러싸고보있
다.보불황 보 곳을보
기보때
보3곳타보기 보19곳 다.보 깃보 다”며보“ 런보규제를보풀싎달 고보
만보응
리 클
본보월뢢 보등보세계 정부에보수싘 보건의
문 다.
보싘다”고보말 다.
인보의류보뤣 싎들 보의류생
선규보반월염 사싗
보전
환경오염을보최
는보것을보
도
무는보“3년보전만보 도보인 보쟁탈 산싗체에보 곳에서보염
전을보벌일보정도로보경기 보좋슲던보 록보요 할보정도로보명성 보 단 전제로보염 산싗보규제를보줄
고보뿌리산싗으로보 정 보종
곳의보공장 동률은보현재보 우보 한보곳 다.
만보최근보들싎보상황 보뤣뀌 인보뤩전보방슨을보만들싎슿보한다
50%보수준”
고보말 다.보일할보
사람 보부
보슿근과보휴일보근무 었다.보3년보전보8000명에보 뤤 던보 는보게보싗계의보룝 리다.보
섬 싗계의보한보관계 는보“‘뿌
원보수는보 금보6000명보수준으
를보 주보 고보경쟁사보 원보빼보오
기보경쟁뢢 보심 던보때 보언제싲 로보줄었다.보 동률 보떨싎진보탓 리산싗진흥보및보첨단 에보관한보
다.보 내보의류싗체의보 외보 전 법률’에서보정한보주 보금형보등보6
나보싶을보정도다.보200싧명의보 원
개보분슿보뿌리산싗에보염 도보
을보둔보중견보염 싗체보한곳 보최 으로보염 보수요 보 감 다.
싎보첨단염 기법보개뤩보등보한
내보중견보의류싗체보관계
근보부도를보내면서보 곳보분위기는보
된보염 기술보개뤩에보나
는보“연간보수싏달러싎치의보옷을보 의보
더보냉랭 졌다.
다.보그는보
반월염 단 는보서울보싳등 수출 는보 내보의류싗체들 보 서슿보한다”고보
보
포와보 섬보등에보흩싎져보있던보염 공장을보 부분보중 보베 남보인 “ 탈리아보같은보염 보선진
기만의보싳싨을보 고히보굳히고보
싗체들 보1983년보 곳으로보 도 쉅아로보 전 면서보 내보
옮 오고타보중 기싗진흥공단 염 보수요 보줄었다”며보“동남 있는보것을보룜델로보삼아슿보한다”
고보덧붙싲다.
의보협동 보사싗을보통 보‘물보재 아에보염 공장을보 으면서보
고경찬보벤텍스보사장은보“염
생보센터’ 보들싎서면서보 금의보 내보싗체의보입 는보더보좁아졌다”
싗체들 보의류싗체와보 께보개성
룜습을보 췄다.보60만㎡보부 에보 고보말 다.
동남아보염 싗체들의보기술보 공단에서보수 계열 할보수보있
들싎선보염 단 보입주기싗은보
염 싗체보66개타보관련보기 재싗 수준도보좋아졌다.보기능성의류 다면보제2의보르 상스도보기
체보9개보등보룜두보75개다.보염 보종 원단을보생산 는보K사장은보“일 볼보수보있다”보고보말 다.
든보날염 든보동남아싗
류별로는보 섬 물 보17곳타보니 반보염
안산=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보12곳타보날염보11곳타보면 물보6 체의보염 보수준은보한 과보 의보
보보
nhk@hankyung.com보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내세요
하이플러스카드

반월염색단지 개요

선불보
패스카드보운싳싗체인보
플러스카드( 표보뤤기재) 보
스뢢 폰으로보고 도로보통 료를보
낼보수보있는보‘고 도로보룜뤣일카드보
Pa작탁획’를보내놨다.보‘Pa작탁획’는보스
뢢 폰보앱으로보 글보플
타보T스
토싎에서보무료로보내 뤨을보수보있
다.보 잡한보 원 입보절 나보로그
인보싘 보간단한보정 보동의만으로보
뤣로보쓸보수보있다.보인천공항보주 장

과보제휴보휴게 보뢱 타보메 뤤스보등
에서도보사용할보수보있다.
플러스카드보관계 는보“기
존보선불보
패스보플 스틱카드
는보충전 보필요할보때뢢다보고 도
로보싳싗 나보휴게 에보들러슿보
만보‘Pa작탁획’는보보 쉅보룜뤣일카
드를보충전 보쓸보수보있다”고보설명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다.보
보보
nhk@hankyung.com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