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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
주영섭 신임 중소기업청장

줌리빙 옷 부피 절반으로 줄이는 옷정리밴드

“옷 말아 밴드 두르면 정리 끝” 주부 마음 잡았다
뤤 연보줌뢚빙보대표는보2014년보보
싗보전까 보10년간보전싗주부싲다.보
두보아이를보키우는보스트 스 보만
만치보않슲다.보‘주부보우울증’도보
었다.보뤤보대표는보“당쉅보 안보정뢚
보주부들한테보얼뢢나보큰보힘이보되
는 보느꼈다”고보 다.보 을보청
면보뢢음이보그나뢢보편해졌다는보것.보
만보쉽게보정뢚 보안보되는보곳이보
있었다.보옷장이었다.보수 공간이보
싘이보부
다.보옷을보 싎 보쌓
아둬도보몇보번보꺼내다보 면보 세보흐
트러 고보 졌다.보뤤보대표는보“내
보필요해보옷정뢚밴드를보개뤩
다”고보말 다.
○ 착제 어도 붙는다
줌뢚빙의보옷정뢚밴드는보옷을보쉽
고보빠르게보정뢚할보수보있는보 품이
다.보니트· 딩보등보부피 보큰보옷은보
둥글게보말고형보 은보옷들은보 싎보싧
러보벌을보포갠보뒤보두르면보된다.보뤤보
대표는보“옷정뢚밴드를보쓰면보수
공간을보절반보이상보줄일보수보있다”며보
“싧 을보위해보 을보쌀보때도보유용
다”고보
다.
비슷한보용도인보비닐보압
다보더보간편 다.보압
은보손이나보
청 기로보안쪽보공기를보빼내보
슿보한

뢚아와보세탁세 보를보파는보싿쉅
킷벤키 보등이보 품을보대량보 매
다.보 비 에게보나눠줄보판 물
로보쓰기보위해 다.보싱 포르항공
과도보주문 상표부 생산(OEM)보
방쉆으로보공
는보것을보논의
고보있다.보뤤보대표는보“일본형보룋쉅코보
등보해외보뤣이싎들로부 보연 도보
싾고보있다”며보“ 품보단 를보낮
고형보디 인을보 다듬싎보연말부 보
해외쉅장보공략에보본
보
으로보나
설보것”이 고보말 다.
대전=이현동기자보gray@hankyung.com보

다.보또보싾래보 관 면보옷이보쉽게보
곤보 다.
옷정뢚밴드는보밴드보끝부분이보
별도의보
보싘이도보 연스 게보
붙는다.보PVC필름보재질을보썼기보때
문이다.보뤤보대표는보“스뢢트폰보 면
호보필름을보 면에보 다보대면보달
보방
붙는보것과보같은보‘고주파보

홍보 없이 10만개 판매
“연말 해외 공략 본 화”
비닐 압축팩보다 간편
고주파

방식 … 쉽게 붙어
박소연 줌리빙 대표가 옷정리밴드를 쓸 때의 장 을 설명하고 있다.

쉆’”이 며보“수 례보뗐다보붙싧도보
이보떨싎
보않아보반싳
으로보쓸보수보있다”고보설룙 다.
뤤보대표는보처음엔보옷을보넣고보압
는보플 스틱보 보 품을보생
다.보쉅 품을보만들싎줄보싗체를보
아다녔다.보한보공장에보 을보때싲
다.보공장보사장의보부인이보“주부보
장에 보필요한보 품이긴보한데보단
도보 고형보쓰기보귀찮아 보잘보안보

팔릴보것보같다”고보쓴 뢚를보 다.보
이싎보“동생이보정뢚를보참보잘 는데보
옷을보돌돌보말아보 관 더 ”고보말
다.보그보순간보뤤보대표의보뢿릿 에보
떠싾른보것이보‘밴드’싲다.
○해외서도 ‘러브콜’
중 기싗진흥공단의보 싗사관
교에보들싎 보 품보
를보쉅
다.보밴드끼뢚보들러붙는보것을보뢣기보
위해보 품보뤣깥쪽은보 로보붙 보않

줌리빙 제공

는보 재로보뤣꿨다.보크기도보 은보것
과보큰보것으로보세분
다.보보
난해보2월보첫보 품을보내 슲
다.보 체보홈페이 와보온 인몰인보
획뢢켓형보보
11번 보등을보통해보팔슲다.보
별다른보홍 도보
보않슲 만보10
만개보이상보판매됐다.보주부와보1인
의보 매 보많슲다는보설룙이다.
대 보싗체와보해외보뤣이싎들도보
고보있다.보유아의류보 사보 니코

○‘이달의으뜸중기제품’은이
메일(art@hankyung.com)
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신문 홈 이지(event.
hankyung.com)를 참조하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
스엠뿌레-초미 자분무기
(062)959-1511 △에너지코
리아-원적외선난방기16009339 △에이 스인텍-슬
매입LED조명 (054)9777667 △줌리빙-옷정리밴드
(070)4685-2004

冬장군 덕에 … 백화 첫 세일, 장사 잘 네
롯데·현대·신세계百
8~11%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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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할인 사도 앞당
성장보둔 로보우울해 던보뤳
들이보룜처 보웃었다.보반짝보 위로보
울보상품이보잘보팔뢚면 보새해보첫보
정기세일에 보두보 릿수보증 율
을보기록 다.보해외보룙품싗체들도보
울보재고보정뢚를보위한보할인보 사
를보 름보정도보앞당 보연다.
롯데뤳
은보 난보2~16일보매
출이보 년보첫보정기세일보기간 다보
11.6%보늘었다고보17일보뤪 다.보같은보
기간보현대뤳
의보매출과보신세
계뤳
의보매출은보
보11.3%형보
8.8%보증
다.보뤳
의보첫보정기
세일은보17일보끝났으며형보최종보실
은보18일보 계된다.
올보들싎보기온이보싳 로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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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 울보상품이보실 보개선을보이
끌었다.보롯데뤳
에선보외투를보
중심으로보한보 성보정장류의보판매보
증 율이보17.8%로보 션보부문보1위
를보
다.보스포 와보골프용품
의보증 율도보
보13.4%형보13.5%
로보전체보평균보증 율 다보 슲
다.보현대뤳
에 도보 성 션
이보25.4%로보1위싲고형보싧성 션
(15.5%)보해외 션(14.4%)이보뒤를보
이었다.보신세계뤳
은보 성

(18.9%)이보 션부문에 보 장보
은보증 율을보 싲다.
홍정표보신세계뤳
보싳싗전략
담당보상무는보“본
인보 위 보
아온보것을보계기로보 울보의류보뢢케
팅을보
한보것이보주효 다”고보설
룙 다.
결혼보성수기인보봄을보앞두고보혼
수보수요도보늘었다.보롯데뤳
의보
생활 전보매출보증 율은보25.1%싲
다.보신세계뤳
에선보쉅계·
(28.3%)과보
(22.4%)보매출이보
늘었다.
롯데뤳
은보이보같은보분위기
를보이싎 기보위해보20일부 보 울보
공동보본 을보쉅 으로보싨대보최
대보규룜의보해외보룙품보할인보 사를보
연다.보현
보 대뤳
도보22일부 보
울보
보무싨센
을보쉅 으로보
수 의류보대전을보연다.
보정인설/이수빈기자보surisuri@hankyung.co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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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체질개선 통해
글로벌화 이끌겠다”
주싳섭보중 기싗청장보내정 (60·
사진)는보“중 기싗도보이 보해외를보
안방보드나들듯보해슿보한다”며보“글
로벌 를보위한보체질보개선에보룜든보
노 을보기울이겠다”고보말 다.
주보신 보청장은보기 와의보통
에 보“
보
으로보뤩전
면보중 ·중견기싗이보도싀해슿보
한다”며보“그동안보기싗과보 계에 보
쌓아온보 험을보뤣탕으로보‘현장에보
알맞은’보 원책을보내 을보것”이
고보뤪 다.

대우 ·GE 등서 근무
서울대 공대서 中企 컨설팅
“R&D 적극 지원할 것”
주보신 보청장은보최 의보‘기싗인보
출신’보중 기싗청장이다.보
껏보
중 기싗청장은보 정관료와보교수
보맡슲다.보주보신 보청장은보 울대보
기계공 과를보졸싗 고보미 보펜실
베이니아주립대에 보산싗공 보뤤
사 위를보뤨슲다.보1980년부 보20
년간보‘대우맨’으로보일 다.보대우
동 보중슳연
보에보 사한보뒤보대
우전 보기 본부장형보연
장보등
을보 냈다.
2000년보외 계보
사로보 뢚를보
옮 다.보 너
럴일 트뢛
(획E)보계열
사인보전 부

품보
사보획E써룜룊트뢛스에 보
아쉅아태평양담당보사장으로보일
다.보이후보
보보 동 보내비게이션보 사보
현대싾토넷보대표보등을보 냈다.보보산
싗통상 원부보연 개뤩(착&D)전
략기 단보주 산싗총괄보투 관뢚
(MD)형보대통령보
보 민
문 의보위원보등으로도보활동 다.보
은보 울대보공과대 보산 협
진위원장보겸보기계항공공 부보
빙교수다.
앞으로보중 기싗의보착&D보 원보
에보정책방향보 을보맞출보것이
란보예 이보나온다.보평 보“중 기싗
의보글로벌 를보위해 는보착&D보싨
량보
보필수” 고보
해왔기보
때문이다.보 난해보한보 연에 는보
“주요보대 보안에보중 ·중견기싗보전
슿보한다”
용보기술 원센 를보운싳해보
며보“중 기싗보 원과보미래보룀거뢚보
뤩굴을보위해 는보정부출연연
보
대와보기술전문 사보설립보등보정부보
원이보필요 다”고보말 다.
최근보 중한보활동도보중 기싗보
기술보컨설팅이다.보42년보 기인보이
건우보 울대보공대 장과보손잡고보
울대보공 컨설팅센 를보세워보
중 기싗을보대상으로보한보기술보및보
뢢케팅보컨설팅사싗을보주도
으로보이끌었다.보보
주보신 보
청장은보“해외에 보성공
는보중 기싗의보사례
를보크게보늘뢚는보것이보
룝표” 고보
이현동기자보
다.
gray@hankyung.com보

‘국산의 힘 프로젝트’ 키우는 이마트
설 주력 선물세트로 육성

마트와 유명 디자이너의 협업 롯데마트는 패션 디자이너 한상혁, 고태용 씨
와 협 한 티셔츠를 판매한다. 한상혁 씨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고태용 씨는 강아지
디자인을 내놓았다. 한장에 2만9900원.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이뢢트 보 산보농·수· 산물을보
뤩굴 는보‘ 산의보힘보프로 트’를보
올보설의보주 보선물세트보중보 나로보
키운다.보 년보
에는보 산의보힘보
프로 트보선물세트보6종을보처음보선
싧보4싏원보이상의보판매실 을보기
록 다.보이번보설엔보 난보
다보
세보뤲보 대한다는보계 이다.
‘ 주한우’보‘
도보갯벌김’보등보
난해보판매한보상품에보더해보‘ 주보
천년보한우’형보‘상주보룙실상감보한우’형보

‘밀양보얼음골보사과’보등을보새롭게보
선 인다.
상품보뢢케팅과보홍 도보
고보있다.보설보선물세트보카탈로그의보
앞쪽보4개보면을보 산의보힘보선물세트
를보 개 는보데보할애 다.보상품별
로보생산 보사진과보농 보스토뢚형보상
품보우수성을보알뢚는보설룙보등으로보
꾸룘다.보매장보안에도보 산의보힘보선
물세트를보주요보진열대에보뤲치 고보
생산 의보룜습을보담은보포스 를보
만들싎보붙일보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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