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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재 구두, ㈜러셔 이경민 대표

(주)러셔

“기다렸다! 미끄러지지 않는 구두
대박 행진은 이제부터!”
이날 이후 하루 10켤레 정도 팔리던 구두는 10배 이상 주문이 몰
렸다. 온라인 쇼핑몰 접속자도 하루 3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폭증
했다. 일주일 뒤엔 조달청의 정부기관 전용 쇼핑몰에 구두를 등록하
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상황에 대해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타이어에 쓰는 천연고무 사용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현장에서 구매
그러나 운에 앞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구두로 창업하기로 맘먹은
이 대표는 자동차 타이어처럼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고 싶
3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주)러셔 사무실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셔
이경민 대표로부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스니커즈 ‘RUN’을 선물받고 있다.

었다. 이 때문에 실제 타이어 업체를 찾아다니며 소재와 패턴에 관
해 조언을 구했다. 이어 구두를 제작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했다. 한국제화산업협회에서 역대 대통령 구두를 제작해온
장인을 만났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러셔의 제품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THINK’, ‘DO’, ‘MOVE’, ‘TRY’.

은 한국인의 발 모양 특징에 맞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생산된다.
그 뒤 ㈜러셔는 1월 대구혁신센터 C-랩(Lab)에 입주했다. “제품

이름부터 독특하다. 이름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구두. 매일 구두를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투자가 필요하고 판매처도 확보해야 하

신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름에 담았다

는데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 대구혁신

고 한다. 생김새도 비범하다. 구두 바닥엔 자동차 타이어같이 생긴

센터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C-랩은 연 2회 공모전을 통해 총 40

게 붙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천연고

개 창업팀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멘토링, 투자, 해외 진출까

무다.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밑창의 마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 6개월 동안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혁

한 거란다.

신센터를 이끌고 있는 삼성은 이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C-펀드도

범상치 않은 이 구두는 대구의 벤처 신발 브랜드 ‘브러셔

조성했다.

(Brusher : 솔질하는 사람)’를 만든 이경민 ㈜러셔 대표의 손끝에서

대구혁신센터는 사무공간과 마케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탄생했다. 3월 10일 ㈜러셔 사무실이 있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

은 초기 투자금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삼성물산의 패션 분야 담당

하 대구혁신센터)를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구두에 푹 빠

자와 연결해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졌다. 그는 “신었을 때 착화감이 남다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

는 “C-랩의 프로그램이 워낙 잘돼 있어 홍보와 판매에 실질적으로

간 밑창이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당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크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장 신고 가면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구두를 구입했다. 뒤이어 방문

이 대표는 “얼마 전 대구혁신센터 데모데이 행사에서도 좋은 평

한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칭찬을 아끼지

가를 받아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본질에 집중해 끊임

않았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RUN’이란 이름의 스니커즈를 선

없이 좋은 구두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의 뒤로 비춰진

물했다. 많은 곳을 이동할 때 편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러셔의 모토가 반짝였다. 모토는 ‘내일을 위해 신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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