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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들 너머로 더 아픈 아이들이 보였다”

㈜한국호머는 1977년 창립 당시 100% 수입에 의존했던 경량철골
천장 및 칸막이자재를 사용한 시공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회사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경량철골 전 제품의 국
산화에 기여하며 동종업계를 선도해왔다.
창업주인 송암 이종우(83) 회장은 2019년까지 경영 일선에 있다
가, 4녀 1남 중 귀하게 얻은 늦둥이 막내아들인 이창익(42) 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잔뼈가 굵은 이창익
대표는 “근면·성실하게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도
경영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했다.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창익 대표, 이창익 대표의
아버지인 ㈜한국호머 창업주 이종우 회장은 평생 나눔
을 실천하며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서 도와라
이창익 대표에게 유독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이종우 회장은 2002
년 송암장악회를 설립해 12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교인 영남대에 기
탁하는 것은 물론 2019년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
로 기부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해왔다.
“‘나눔이 삶을 결정한다’가 아버지의 좌우명이자 삶의 철학이에
요. 자리를 물려주신 후에도 ‘직원들 월급 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신신당부하세요.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해야 한다는 말은 한 번

한 치료법을 제시해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쉽지 않
았다.

도 하지 않으셨지만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근면 성실하라는 잔소리를

“남한테 나쁜 짓 안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

많이 하셨어요. 마흔을 넘기고 보니 유독 제게 엄하셨던 아버지의 마

이 벌어졌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마주하면서 상민이 너머로 더 아픈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박예랑·33)과 결혼 후 상윤(7), 상민(4)
두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온 그에게 2019년은 희비가 교차
한 한 해였다. 대표이사 자리를 갑작스럽게 물려받은 기쁨도 잠시, 돌

그 때 아내와 결심했죠. 우리 능력껏 아픈 아이들을 돕자고요.”
이창익 대표는 그 결심을 실천하고자 2020년 12월, 서울아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후원했다.

을 갓 넘긴 둘째 상민이가 림프암의 일종인 ‘랑게스한스조직구증’ 진

1년여의 지난한 치료과정을 잘 버텨준 상민이는 작년 12월 검사

단을 받은 것이다. 여러 검사를 거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면서 삶

혈액과 고경남 교수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명을 듣기까지 이창익 대

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창익 대표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

표 부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오갔다고 한다.

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라’이다. 아직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병명을 알고 난 뒤부터 숨이 쉬어졌어요. 아이가 암이라는
데, 그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진단명이 나온 뒤로는 의료진들이 다양
12

어렵다는 이창익 대표는 어느새 나누며 사는 모습까지 아버지 이종
우 회장을 닮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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