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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비즈피플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

속옷은 단순한 내복 개념이 아닙니다 내 몸을 위

한 파운데이션(화장품)이에요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

게다가서는게우리회사의철학입니다

광주의기능성보정속옷업체 (주)아로마라이프의이

학재(56) 회장은 속옷에 1도의 마법을 구현 국내 최

대규모의기능성속옷업체로회사를성장시켰다 그가

말한 1도의마법은속옷원사에발열물질을첨가해착

용시체온을 1도가량높이는기술이다

이 회장은 체온이 1도 상승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5배가량 상승한다며 디자인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생각하는속옷이야말로장수시대에맞는아

이템이라고설명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아로마라이프가 생산하는 속옷은

여느 속옷과 다르다 일본 도오레사의 인조탄성섬유

(천연섬유보다 신축성이 78배 뛰어나다) 라이크라

원단을수입한국인의체형에맞게제작한다

여기에염료가공을통해속옷은자체적으로천연원

적외선을 방출한다 맞춤형 속옷답게 사이즈 또한 크

게세분 입는이에게최상의피팅감을제공한다 여성

올인원의 경우 한 벌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제품

도 있는데 이는 착용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소비자의

체형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이 회장은 남성들은 스몰사이즈부터 엑스라지면

족하지만 여성제품은키와가슴사이즈 외형사이즈

까지구분해서제작한다며 그래서한디자인에사이

즈종류가 1000여개가나온다고설명했다

이렇게생산된기능성속옷은광주를넘어전국에서

입소문을타고팔려나가고있다 창업한지 8년밖에안

됐지만지난해매출은 200억여원을넘어섰다

광주에서 시작 국내 최고의 기능성 속옷 업체로 자

리매김했다 대기업의 틈새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아로

마라이프는 관련 종사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전국에

1000여명에 이른다 속옷시장에 로드숍을 도입 40여

종의다양한제품을선보인것도이회장이최초다

이 회장은 기성속옷을만드는대기업을제외하고

중소 속옷업체가 전국에 20여곳이 있는데 이중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이를 발판삼아 중국과 일본

진출을노리고있다고말했다

이회장은이어 속옷은입자마자품질을느낄수있

는제품인만큼 제품신뢰에가장큰공을기울이고있

다며 천안에 자체 공장이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빠

르게반영하고 디자인등을원하는대로할수있는것

이아로마라이프의장점이라고덧붙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속옷은내의넘어몸위한화장품입니다

이르면내년부터직장을다니다가그만둔 경력단절전

업주부도과거국민연금을낸적이있다면국민연금을수

급할수있는 자격을얻을수있다

정부는 21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국민연

금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개정안을 4

월국회에제출 본회의를통과하면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시행할계획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국회및행정절차

를감안하면시행시기는내년중으로 예상된다고말했

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

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

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

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전업주부A씨는현재는 보험료를추후납부할길이

없어 60세가되기전 4년간임의가입을하더라도가입기

간이 5년밖에된다 노령연금을받으려면최소가입기간

인 10년(120개월)을채워야하기때문에A씨는노후에국

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채워 60세부터국민연금을수급할수있

게 된다 추후납부할 때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

운경우 60개월까지분할해서 납부할수있다

정부는 개정안시행으로국민연금을받을자격이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혜택을볼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개

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

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때에 한해 장

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장애유족연금을 지

급했다 그러나앞으로는▲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

상보험료납부▲최근 2년간 1년이상보험료납부▲ 10

년이상보험료납부등 3가지성실납부요건중하나만해

당되면장애유족연금을받을수있게된다 연합뉴스

원사에발열물질첨가체온높이고

인조탄성섬유사용신축성도 8배

창업 8년만에지난해 200억원매출

국내최고 기능성속옷 자리매김

코스닥이 700선을 돌파하는 랠리를

펼치면서 1000억원대코스닥부자의탄

생이줄을잇고있다

21일재벌닷컴에따르면 1000억원이

상의코스닥상장주식을보유한자산가

는 모두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벌

닷컴이 관련 기록을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연초만 해도 천억원대 코스닥 부자의

수는 46명에그쳤으나 4개월만에 18명

이 늘어났다 이들 64명의 주식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2조3000억원 넘게 불어

났다

코스닥이 거침없이 상승하며 백억원

대 부자에서 천억원대 부자로 올라선

자산가 여럿이 눈에 띈다 김판길 산성

앨엔에스 회장의 주식 자산은 현재

371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초

(982억원)보다 2786%(2736억원) 급증

한것이다

같은기간이완진 대한뉴팜 회장(694

억원→1402억원)과김선영 바이로메드

사장(807억원→1307억원) 조정일코나

아이부회장(880억원→1229억원) 신용

철 아미코젠 대표(715억원→1208억원)

등의주식자산도크게불어났다

4개월여 만에 주식 자산이 곱절로 늘

어난 코스닥 부자도 상당수다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의 주식평가액은

5955억원으로연초(2698억원)보다

120%가량증가했다같은기간김대표

의코스닥부자순위는 10위에서 4위까

지올랐다

양용진 코미팜 회장(1492억원→3252

억원)의주식자산은연초보다 118%늘

어났다 한성호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식 자산도 연초 544억원에서

1085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며 코스

닥부자 55위에이름을올렸다 한 대표

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25

위1832억원)와 이수만 SM엔터테인먼

트 회장(31위1476억원)의 뒤를 이어

엔터업계의세번째주식부자가됐다

한편코스닥부호 1위자리는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켰다 다

만 그의 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165%

줄어든 1조4398억원으로집계됐다

연합뉴스

순위 성명 직업 4월17일 1월2일 증감액 증감율

1 김범수 다음카카오이사회의장 14398 17252 2854 165

2 김상헌 동서고문 6699 5063 1637 323

3 김석수 동서식품회장 6527 4505 2022 449

4 김대영 슈피겐코리아대표이사 5955 2698 3257 1207

5 김재수 내츄럴엔도텍대표이사 4208 2174 2035 936

6 정현호 메디톡스대표이사 4091 3366 724 215

7 김판길 산성앨엔에스회장 3718 982 2736 2786

8 김병관 웹젠이사회의장 3632 2708 925 341

9 성규동 이오테크닉스사장 3545 4533 989 218

10 김종희 동서전무 3309 2160 1149 532

11 양용진 코미팜회장 3252 1492 1761 1180

12 박관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장 2880 3104 224 72

13 이명근 성우하이텍회장 2765 2812 47 17

14 안성호 에이스침대사장 2471 2138 332 155

15 이채윤 리노공업사장 2275 2113 161 76

16 김익래 다우그룹회장 2269 1165 1105 948

17 이재웅 전다음대표이사 2123 2544 421 165

18 윤성태 휴온스부회장 2101 1665 436 262

19 정지완 솔브레인회장 2097 1642 455 277

20 송병준 게임빌사장 2072 2179 107 49

21 천종윤 씨젠대표이사 2034 1183 852 720

22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회장 1932 1955 23 12

23 이정훈 서울반도체사장 1911 2125 214 101

24 정영배 아이에스시대표이사 1865 1200 664 553

25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대표 1832 1733 99 57

26 형인우
김범수 다음카카오이사회 의장 처
남

1784 2138 354 165

27 김원일 골프존유원홀딩스최대주주 1716 3770 2054 545

28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사장 1586 1316 269 205

29 이용한 원익회장 1524 1518 6 04

30 김준호 제이브이엠부회장 1512 1403 108 77

천억원대코스닥주식부자 (단위억원 %)

< 자료 재벌닷컴>

코스닥랠리에주식갑부 64명

700선 돌파상승에 4개월새 1000억원대 16명 늘어

경단녀 446만명 국민연금받을길열린다

보험료추후 60개월까지분할납부가능국민연금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경력단절여성

2011년 중국에서 대량 리콜 사태를 겪고 점유율 1위

자리를내줬던금호타이어가올해중국시장판매를전

년보다 30% 높일것이라고밝혔다

조재석금호타이어중국대표 부사장은 20일(현지 시

간) 상하이 모터쇼에서기자들과만나 리콜사태이후

설비를 점검하고 시장도 다시 둘러봤다면서 제품의

품질을향상한계기가됐다고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11년 3월중국에서타이어 30만개를

리콜한이후매출급감으로고전했다 하지만품질향상

노력과함께활발한중국내사회공헌활동등으로 회복

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 부사장은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의지난해중국시장매출액은4천500억원가량이다

조 부사장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도로 사정이나 기후

에적합한제품을꾸준히개발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

차급에 따라 주행거리 등이 다른 특성을 감안해 이에

맞는타이어를따로출시한다고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미녀 배우 류이페이(劉亦菲) 등을 모델

로기용한스타마케팅이나모터스포츠등스포츠마케

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방식으로유통망을관리하고있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中 매출 30% 높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