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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춘천을 가다

일등정신

신념으로 태양광 사업 흑자 전환

신념, 첫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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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창립 초기,

현암 김종희 선대회장이 내세운

첫 번째 사훈은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뛰어 넘는

시간 동안 신념은 한화인의 심장을

함께 뛰게 하는 소중한 가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밝아온 새해,

모든 한화인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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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의 목표와 꿈, 소망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화인들은 새롭게 
써나가야 할 도전의 역사 앞에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겠지요. 가끔 힘들고, 생각한 
것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도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 환희를 상상해 
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신념은 용기의 
시작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Cover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의 에너지원인 
태양으로부터 한화가 지켜가야 할 
뜨거운 신념의 힘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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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희망, 도전, 성공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한 단어는, 바로 새해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한 한화 가족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가 담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룹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난해 

그룹은 내실 추구와 미래 투자를 병행하는 가운데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세계 경제는 불안이 가중되며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우리를 더 뜨겁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더 강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숲보다도 나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에 거대한 배도 침몰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두 긴장감을 높이고 환율, 금리, 유가와 

같은 대외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그룹은 지난 수년간 본질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단행해 

왔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더 효율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재편해 왔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우리 

한화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시대를 불문한 신념과

사명으로 사업을 키우고

사회에 헌신하는 2016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한화만의
최고 사업,
최고 문화를 향해
전진합시다

올해 그룹은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삼아 

‘일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의 ‘핵심사업 경쟁력’을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끊임없이 격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매출액 1위, 생산량 1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표준이 된 상황에 맞추어 

핵심역량을 키우고 일류 경쟁력에 원천을 삼아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부합하도록 품질력 1위, 수익성 1위, 고객가치 1위의 

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1등 DNA를 몸에 습관처럼 장착해야 합니다. 

타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R&D 핵심역량을 키워 일류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방산과 유화부문은 규모의 경쟁력을 넘어 실질적인 시너지 확대에 

주력해주길 바랍니다. 사업 통합 이후 경쟁력을 회복 중인 태양광부문도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치와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독보적인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도전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에서 미래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금융부문도 글로벌 경영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룹 내 각 사업영역 모두 절체절명의 각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그룹의 경영효율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경쟁력’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가 물 흐르듯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체계화하고 업무의 질과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새 가족이 된 회사들의 장점인 목표지향적인 

문화는 그룹 내 함께 공유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역량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흡수하는 가운데 그룹의 경쟁력도 배가될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핵심인재의 선발과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각 사별로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룹 내 실효성 없는 규정, 불필요한 절차, 부서 이기주의의 폐단과 같은 

과거의 관행들도 철저히 쇄신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신뢰에 기반한 대내외 ‘소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룹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와 공장, 국내와 해외법인, 부서와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에 앞장서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객, 협력사들과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화 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리더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화는 국민에게 그런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청년고용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을 지켜가야 합니다.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투철한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무처럼 ‘함께 멀리’의 철학을 사회 곳곳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불문한 한화인들의 고귀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나긴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여정을 

멋지게 해낼 것입니다. 한화인들의 심장이 하나로 뛴다면 저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도 넘지 못할 파도는 없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하나의 꽃망울이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듯, 새해 

모든 임직원에게 힘이 되는 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합시다.

2016년 1월 4일

한화그룹 회장 김 승 연

2016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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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1월 4일 ‘2016년 임원 신년 하례회’를 실시했다. 

이번 하례회에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대표이사단, 상무 이상 임원 등이 참석해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인사를 나누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새출발을 다짐했다. 

김승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룹은 2016년을 ‘혁신과 

내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삼아 ‘일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핵심사업 경쟁력을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끊임없이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대내외 소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기반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새해 첫 출근 아침 HBC를 통해 신년사를 지켜본 한화 

가족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신년사에 

적극 공감한다”며 “한화만의 일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 

한화인들은 새로운 각오로 도약의 2016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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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2016년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행보가 이어졌다.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저

각 분야의 계열사들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하나의 한화로서 비전을

공유하며 새해를 맞았다.

BUSINESS

한화갤러리아, 
 ‘갤러리아 면세점 63’ 오픈

BUSINESS

그룹, 고급 해양 리조트 
조성 계획

한화갤러리아는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선 ‘갤러리아 면세점 63’을 

프리 오픈하고, 전체 쇼핑공간 가운데 60%를 

일반에 선보였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의 규모는 1만 72㎡로, 

여기에 아쿠아리움, 한강전망대 등 

63빌딩 내 주요 관광시설과 

고품격 카페·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2만 6,400㎡)이 더해져 

총 3만 6,472㎡ 규모의 대형 쇼핑·문화 관광 

공간이 탄생했다. 프리 오픈에서 선보인 

브랜드는 총 370여 종이며, 대로변에서 

진입이 가능한 그라운드플로어(GF)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럭셔리 부티크와 수입 

화장품, 1층은 시계·보석류 매장,  2층은 

국산 화장품·패션·잡화 매장으로 조성됐다. 

3층에는 국내 브랜드와 중소기업 제품 

매장이 조성됐으며 141개 브랜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룹이 경남 거제시에 전용 마리나 시설을 

갖춘 신개념 고급 해양 리조트를 조성한다. 

이 리조트는 2018년 7월까지 개장할 

예정이며, 총 2,0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24실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일원 3만 4,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새 리조트는 새로운 

콘셉트의 고급 해양 마리나 리조트 단지로 

선보이게 되어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건설이 완공되면 향후 

20년간 운영단계에서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화호텔&리조트의 13번째 리조트로 

탄생하게 되는 프리미엄급 거제리조트는 

우선 거제지역의 명물인 흑진주 몽돌해변을 

프라이빗 비치(Beach)로 배치해 휴양객들의 

편의성과 독립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리조트 자체의 전용 마리나를 건설해 주변의 

BUSINESS

그룹, 중국 디안롱 社와 
전략적 MoU 체결

BUSINESS

그룹,   ‘2016년 임원 신년 
하례회’ 실시

그룹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관련 핵심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인 중국의 디안롱(Dianrong, 

点融) 社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화S&C와 디안롱은 MOU를 통해 오는 

2016년 초까지 조인트 벤처(J/V) 설립을 

완료하고 P2P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출시한 후,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디안롱은 중국 내 핀테크 기술을 선도하는 

P2P 기반 대출 대표 기업으로, 관련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 총괄이었던 소울 

타이트(Soul Htite)가 지난 2012년 중국 

상해에 설립한 회사이다. 

그룹은 MOU를 통해서 급변하는 

핀테크 사업 환경 하에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적 

역량 및 운영 노하우를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핀테크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은 2,000억 원을 투자해 

면세점과 63시티 수족관 등 내부 시설을 

새단장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강유람선 프로그램과 

노량진 수산시장 투어, 한류스타 초청 콘서트, 

여의도 봄꽃 축제, 에코·힐링 투어,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13개의 신규 관광 

진흥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의도 관광맵’을 기획,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 

배포키로 했다. 여의도 관광맵은 여의도 

일대를 조망하면서 영등포구를 체험할 수 

있는 4개의 테마형 여행코스로 나눠 제안할 

예정이다. 



성장을 위한 시동

신년을 앞두고 발표된 그룹 정기 임원인사의 승진 

인원은 총 114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사장 4명, 

전무 10명, 상무 36명, 상무보 57명, 전문위원 

7명이 그룹의 새로운 리더로 발탁됐다. 

이번 임원인사는 전년 대비 임원수는 소폭 

슬림화하되, 미래를 위한 중간 경영진은 

강화하는 한편 경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사장으로의 승진이 없는 ‘하후상박’형 인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룹은 (주)한화 화약부문의 최양수 대표이사, 

(주)한화 방산부문의 이태종 대표이사, (주)한화 

기계부문의 김연철 대표이사를 각각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한,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내고 최근 그룹 경영기획실 

인력팀장으로 옮긴 권혁웅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 임원은 각각 영업, 생산, 해외사업 

부분에 오랜 경험을 보유한 ‘현장통’으로,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과 해외시장 공략,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장·성과 중심의 인사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태양광,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그룹의 신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이들이 대거 발탁된 점이다. 먼저, 태양광 

계열사인 한화큐셀의 영업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관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김동관 

전무는 태양광 계열사를 한화큐셀로 통합하여 

셀 생산규모 기준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후 성공적 구조조정과 

생산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태양광 업계 단일 최대 

계약으로 불리는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사와의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의 대규모 사업수주 

등을 통해 2015년 한화큐셀이 3분기 매출 4억 

2,720만 달러, 순이익 5,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공을 세웠다. 

아울러, 한화큐셀 유럽/미주지역 모듈사업부장인 

이구영 상무와 다운스트림사업부장인 신지호 

상무는 신시장 개척과 매출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했고,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적 달성 기반을 마련한 

김상훈 상무가 전무로, 홍정의 ·박승덕 상무보는 

각각 상무로 승진하는 등 태양광사업 분야에서 

다수의 임원이 승진했다. 

2015년 7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은 한화갤러리아는 홍원석 

전략기획실장을 상무보에서 상무로, 김영훈 

전략기획팀장은 상무보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김남옥 전문위원 상무보는 

정규 임원 상무로 승진하는 파격적인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밖에 한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민현압 

상무보가 상무로 승진했다. 민현압 상무는 지난 

30여 년간 한화건설 파워플랜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플랜트 전문가로서 사우디 마라픽, 

얀부 등 현장을 누비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방산-유화부문 시너지 확대

마지막으로 2015년 그룹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된 한화토탈의 강희만 에너지사업부장은 사업 

기반 구축 및 시장다변화를 인정받아 상무에서 

전무로, 한화테크윈 곽종우 방산사업본부 

사업운영팀장은 신사업 확대에 대한 공로로 신규 

임원에 발탁되었다. 

또한, 한화탈레스의 정성헌 TICN센터장은 

통신 분야 사내 최고전문가로 전술통신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연구임원으로 신규 발탁되는 등 각 분야의 

다수 임원이 발탁 승진했다. 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강조해 온 ‘새로운 가족과의 시너지’를 

위해 새로운 식구가 된 방산, 유화부문의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정기 
임원인사
그룹의 2016년 정기 임원인사가 
실시됐다. 영업 및 신사업, 
r&D 등 다양한 분야의 최일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낸 
임원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며 
성과와 현장 중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16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그룹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2016년 점자달력 5만 부를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개인들에게 무료 배포를 완료했다. 그룹이 

2000년부터 제작해 무료 배포하기 시작한 

‘사랑의 점자달력’은 올해로 16년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메일을 읽은 김승연 회장이 

“시각장애인 분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의하여 탁상용 

점자달력 5,000부를 제작해 무료 배포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5,000부 제작으로 

시작된 ‘사랑의 점자달력’은 시각장애인 

관련단체들의 호응에 따라 매년 부수가 

확대돼, 2009년부터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5만 부가 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발행부수만 약 57만 부에 이른다. 첫 

해 탁상용 달력만 제작되던 것에서 확대돼, 

지금은 탁상용과 벽걸이형 세트로 제작되고 

있다. 전문가 검수와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4절기·기념일 ·음력까지 

모두 점자로 별도 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원스톱 요트 투어를 떠날 수 있는 복합 

럭셔리 휴양 시설이 탄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4일 한화호텔&리조트는 

거제시와 함께 리조트 신규건설사업을 골자로 

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그룹의 주도 하에 개발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개장 예정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거제시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번 

한화호텔&리조트와 거제시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4,414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건설단계에 2,586명, 향후 20년간 

운영단계에는 약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802억 원의 소득과 1,558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전망이다. 

CoNtrIBUtIoN

그룹,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Mp)’ 실시

CoNtrIBUtIoN

그룹, 점자달력 5만 부 
무료 배포

BUSINESS

그룹이 1월 4일부터 도전적 기업가 정신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희망하거나, 1인 

콘텐츠 제작자로 변신을 꿈꾸는 인재들을 

지원하는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MP)’을 

실시한다. 

HMP는 사업가 정신을 갖춘 국내 

대학생(졸업생) 및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화가 가진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접목해 해외 진출을 돕고, 방송 및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창업가 과정’과 ‘콘텐츠 

제작자 과정’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총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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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면 당연히

 우리 곁을 찾아오는 태양처럼, 

                     우리의 도전과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신념.
                 그 굳은 의지를 

        1월의 화두로 당신께 건넵니다.

(주)한화/화약 (4명)
부사장 최양수

상     무 김태백, 이호철

상무보 이철웅

(주)한화/방산 (11명)
부사장 이태종

상     무 김철, 홍현록

상무보 강진규, 박종국, 양재찬, 최병오, 최원균

연구임원 (상무) 김주성

연구임원 (상무보)  이원복, 조승환

(주)한화/무역 (3명)
상     무 이영호

상무보 이용경, 전만준

(주)한화/기계 (5명)
부사장 김연철

상     무 김윤섭, 전병관

상무보 김용대, 박성배

한화케미칼 (16명)
전     무 김형준, 유영인

상     무 김성용, 권기영, 노재덕, 이인재, 임호상

상무보 강태구, 박상욱, 신광빈, 정광교, 조병남

연구임원 (상무) 김동옥, 이상욱

연구임원 (상무보) 이성우

전문위원 (상무보)  장래향

한화큐셀 (8명)
전     무 김동관, 김상훈, 신지호, 이구영

상     무 박승덕, 서정표, 홍정의

상무보 윤주

한화첨단소재 (5명)
상     무 김문태, 이경찬

상무보 오호진, 최영복

연구임원 (상무보) 유환조

한화에너지 (4명)
부사장 권혁웅

상     무 이경종, 정진상

전문위원 (상무보)  오경태

  (5명)
전     무 강희만

상무보 서창석, 윤해섭, 최종영, 홍종수

한화테크윈 (8명)
상     무 김우석

상무보 김영대, 곽종우, 윤택윤, 장찬

연구임원 (상무보)  신영욱, 신종섭, 류시양

한화탈레스 (2명)
연구임원 (상무보) 정성헌

전문위원 (상무보) 정경영

한화갤러리아 (4명)
전     무 유제식

상     무 홍원석 
상무보 김영훈, 신동일

한화S&C (3명)
전     무 김기한

상무보 성백선

전문위원 (상무) 정석열

한화63시티 (1명)
상무보 양진석

한화역사 (1명)
상     무 신동진

한화생명 (9명)
상     무 박상빈, 백종헌, 이경근

상무보 김상주, 권혁준, 민정기, 문정근, 문희수

전문위원 (상무보) 송우영

한화손해보험 (10명)
전     무 조성원

상     무 강창완, 김남옥, 이종철

상무보 김민기, 성시영, 우영진, 이재우, 
 최기진, 한성수 

한화자산운용 (3명)
상     무 배종진

상무보 이승우, 정용욱

한화저축은행 (1명)
상     무 남대성

한화건설 (10명)
상     무 민현압, 이원주, 이대우

상무보 김건호, 이우근, 이종훈, 전승호, 한용문

전문위원 (상무보) 이강훈, 전명학

한화도시개발 (1명)
상무보 최성순

전무부사장 

그룹 201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 

최 양 수
㈜한화 화약부문

이 태 종
㈜한화 방산부문 

김 동 관
한화큐셀 영업실장(CCO) 

김 형 준
한화케미칼

유 영 인
한화케미칼  

김 상 훈
한화큐셀

신 지 호
한화큐셀

김 연 철
㈜한화 기계부문 

권 혁 웅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이 구 영
한화큐셀

강 희 만
한화토탈

유 제 식
한화갤러리아 

김 기 한
한화S&C  

조 성 원
한화손해보험 



그룹 태양광 사업 흑자 전환

새로운 기후 질서가 
마련되다

테러의 슬픔이 옅어진 2015년 12월의 파리. 이곳에서 ‘지구 행

성과 미래 세대의 승리’로 일컬어지는 ‘파리 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992년 ‘UN 기후변

화협약’ 체결 이래 196개 당사국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

는 보편적인 첫 기후협약이 탄생한 것이다. ‘선진국만의 리그’

가 아닌,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점

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파리 기후협정 체결에 따라 참

가국들은 “이번 세기 말인 2100년까지 산업화 시대 이전 대

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21세기 후반에는 화석연료의 완전한 퇴출이 불가피해졌

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파리 협정 체결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2010년 

이후 한화가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태양광 에너지 확산의 로드

맵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태양광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

상된다는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희망의 태양, 
신념으로  빛나다
정리 편집실

모두가 “어렵다”며 고개를 내젓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세계 경
기를 생각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많은 이들이 주
춤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말에 연이어 들려온 
새로운 기후협정 체결 및 한화큐셀의 흑자 전환 소식에 
세간은 다시 그룹의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
-

2010. 8 
솔라펀 파워 홀딩스 인수
2010. 8 
솔라펀 파워 홀딩스 인수

그룹 
태양광 사업 
진출 일지

2011. 4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2011. 4 

한화솔라에너지
(現 한화큐셀코리아) 

설립

2015. 2 

한화솔라원, 
한화큐셀 합병, 
통합 한화큐셀 출범

2015. 2 

한화솔라원, 
한화큐셀 합병, 
통합 한화큐셀 출범

2012. 10 
한화큐셀 출범
2012. 10 
한화큐셀 출범

2011. 1 

솔라펀 파워 홀딩스, 
한화솔라원으로 

사명 변경

2011. 1 

솔라펀 파워 홀딩스, 
한화솔라원으로 

사명 변경

2015. 4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사와 
사상 최대 모듈 공급 계약 체결

2015. 4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사와 
사상 최대 모듈 공급 계약 체결

      2100 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2oC 이하

1.5oC 까지 제한                                                         화석연료의 퇴출

      2100 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2oC 이하

1.5oC 까지 제한                                                         화석연료의 퇴출

1110 일등정신 

베스트 히스토리



신념으로 만들어 낸 
세계 1위

“태양광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

며 그룹의 새 역사를 이끌 소중한 토대로 키워가야 합니다. 지

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 일희일비할 것

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 ‘꼭 해낸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룹 59주년 창립기념사 중)

김승연 회장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신념을 드러낸 대목이다. 세

계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유가 하락으로 시장이 태양광 사업에 

우려를 내비칠 때도 그룹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룹은 2010년 8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솔라펀 파워 홀딩스’

를 인수, ‘한화솔라원(現 한화큐셀)’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태

양광 사업에 돛을 올렸다. 2011년에는 국내외 태양광 발전 사업

을 추진할 ‘한화솔라에너지(現 한화큐셀코리아)’를 설립하고, 

같은 해 4월 태양광 밸류체인의 업스트림을 담당할 한화케미

칼이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했다. 2012년 세계 최고의 셀 기술

과 생산력을 갖춘 독일의 큐셀을 인수, 한화큐셀로 출범시키고 

독일,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R&D 네트워크를 구축

했다. 그리고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이 합병을 결의하고 2015

년 2월 한화큐셀로 출범하며 태양광 사업 진출 5년 만에 세계 1

위의 생산 규모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글로벌 톱티어의 위상을 가지게 됐지만, 그 과정을 바라보는 시

선에는 우려가 많았다.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 재정위기로 각국

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관련 업

체들의 난립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됐다. 중국 및 미국 등

의 태양광 업체들의 파산도 이어졌다. 자신 있게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도 속속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태양광을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운 한화를 바라보는 눈길에도 오랜 기간 

근심이 섞였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는 하계 다보스

포럼 등 세계적인 컨퍼런스에 참여해 “태양광 발전 기술의 진

화에 따른 발전 원가 하락으로 시장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

갈 것”을 역설하며 신념 속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그리고 2015

년에 이르러 이러한 뚝심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일

본, 중국, 남미, 유럽 국가에서 연일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모듈 공급 계약 기록을 이어갔으며,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

(NextEra Energy)와 1.5GW 규모의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수주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아르만

도 피멘텔 넥스트에라 사장은 “기술력과 신뢰성, 친환경 태양

광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함께하는 한화큐셀이 최적의 파

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룹이 헤쳐 온 험로(險路)를 보

상하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고객과 인류에 
이바지하겠다는 
변치 않는 신념

한화큐셀은 2015년 2분기에 매출 3,908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이후 3분기에는 매출 4,938억 원, 

영업이익 466억 원을 기록,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 실적을 기

록했다.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의 합병 이후 구조조정에 성

공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의 생산 네트워크 라인의 자

동화 프로젝트도 빠르게 안정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공정 개

선으로 고효율 셀을 양산하며 제조원가를 낮추는 혁신을 거

듭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

다. 태양광 신흥 시장 중 하나인 터키에도 순조롭게 진입했다. 

18.3MW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건설해 매년 약 1만 

3,467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터키 최대 규모의 이 

발전소는 2015년 11월 30일 1단계 8.3MW의 발전소를 준공했

으며, 올해 2단계 10MW 발전소를 모두 준공할 예정이다.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기술과 비

전을 세워온 그룹의 지난 노력은 이제 작은 결실을 거두었을 뿐

이다. 2015년 대비 10% 이상의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2016년

의 태양광 시장에서 그룹은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공략해 나갈 것이다. 기존 미국과 일본, 유럽 시장에서

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에서 가능성을 넓혀갈 예

정이다. 의지와 신념으로 만들어 낸 태양광 사업의 내일은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룹
 태양

광 

사업
 성과  단위: 백만

 달러

2014년 10.7

2015년 74.2

2016(E) 234.8

그룹
 태양

광 

사업
 성과  단위: 백만

 달러

2014년 10.7

2015년 74.2

2016(E) 234.8

2016(E)  174.8
2016(E)  174.8

2015년  56.9
2015년  56.9

2014년  -90.5
2014년  -90.5

순이익  단위: 백만 달러

순이익  단위: 백만 달러

영업
이익

영업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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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신념, 
세계를 뒤덮다
글 조창완_중국 전문 컨설턴트, 전 새만금개발청 중국담당 사무관, <달콤한 중국> 등 중국 관련서 13권 저술

문화대혁명 시절에만 해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중국 기차는 

느린 속도뿐만 아니라 더러운 객실로 ‘쓰레기통’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00년을 전후해 철도 위생

에 공을 들였고, 5년여 만에 바닥에서 쓰레기를 보기 어려운 위

생상태를 만들어 냈다. 2008년부터는 전용철로가 건설되는 고

속철도(高鐵, 시속 250-400km 운행)를 상용화시켜, 2015년 6

월까지 운행거리 1만 6,000km를 초과해 세계 고속철도 운영 

거리의 60%를 점할 만큼 발전했다. 

이런 ‘정위’나 ‘우공’의 마인드는 이제 한 분야에만 한정된 것

이아니라 중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업가와 회사의 핵심가치

로 자리했다. “1970년에 인민해방군에 입대해 눈 쌓인 설원을 

1,000km 행군하면서 낙오하지 않았던 의지가 자신을 만들었

다”고 하는 완다그룹 왕젠린 회장을 비롯해 류촨즈(레노버 회

장), 왕스(완커 회장), 런정페이(화웨이 총재) 등도 군대에서 길

러진 신념과 의지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더불어 신념을 

이야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알리바바 ‘마윈’과 샤오미의 

‘레이쥔’을 꼽을 수 있다. 

혁신과 변화, 성장이 기업에게 

쉬운 과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에 신념과 의지는

낡은 산업사회의 구호가 아닌,

지금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리고, 그 신념의 힘은 세계를 지배한

중국의 두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과 
샤오미의 레이쥔으로부터 잘 느낄 수 있다.

‘쓰레기통’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중국의 기차를

혁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로

바다를 메우고자 했던 
‘정위전해’의 천장화로 
드러났다.

* 정위전해(精衛塡海)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노력함

생활인들도 그렇지만 여행자들도 하늘을 보는 일은 거의 없

다. 하지만 중국에 가서 톈진(天津)역을 거친다면 꼭 한번 하늘

을 보길 권한다. 정문으로 들어가 2층 대합실로 가는 에스컬레

이터를 탄 후 잠시만 하늘을 본다면 우리는 거대한 그림을 마

주하게 된다. 성당의 천장 벽화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성화가 아

닌 ‘정위전해(精衛塡海)’*라는 고사를 담은 현대화다. 위앤커

의 ‘중국신화전설’에도 정리된 이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의 의지

를 보여준다. 염제의 딸 여와가 동해에 놀러갔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 죽었다. 그녀의 영혼은 까마귀와 비슷한 모습의 ‘정위’

라는 새가 되었는데, 바다를 원망해 서산의 돌멩이와 나뭇가

지 물어다가 동해에 떨어뜨렸다. 미약한 힘으로라도 자신을 죽

게 한 동해를 매립하겠다는 의지였다. 무모한 도전이지만 도연

명 등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의지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 사방 

700리의 태항산을 옮기려 해 신들을 놀라게 한 우공이산(愚

公移山)의 고사처럼 중국인들은 이 고사를 중시했다. 1980년

대 철도인들은 톈진역을 세우면서 왜 그 천장화를 그렸을까? 

이 그림은 철도 환경을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신념이었다. 

2015년 발표한 ‘포춘(Fortune) 500’ 기업 중 중국 기
업은 106개다.  국내 기업은 그룹을 비롯해 총 17개에 
그친다.  한국보다 산업화의 기간은 훨씬 짧았던 중국. 
그러나 ‘세계의 공장’을 거쳐 ‘세계의 시장’으로, 나아가 
세계 2강(强)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신념’을 
기반에 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

1514 일등정신 

베스트 프랙티스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믿다 _ 알리바바의 마윈

1964년 항저우에서 태어난 마윈은 수학에서 1점을 받을 정도

로 성적이 나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삼이사였다. 형편없는 

점수 때문에 대학입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죽어라 여행가이드

를 해도 하루에 1위안을 받아야 할 스무 살의 마윈은 3수 끝에 

항저우사범대학 영문과에 보궐로 입학한다. 대학 졸업 후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우연한 미국 출장에서 인터넷을 알게 된 것이 

1995년이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귀국한 후 그와 함께 

하던 번역회사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관해 열변을 토하지만 선

뜻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과 확신을 막지는 

못했다. 번역회사를 접고, 초보적인 홈페이지 구축 회사인 ‘차

이나페이지’를 만들면서 벤처에 뛰어든다. 

사업 초기, 많은 닷컴기업이 그러하듯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난

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았다. 초반에는 

상무부 프로젝트나 광교회 프로젝트 등 단순한 사이트 구축에 

주력하지만,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결국 수

차례 기존 틀을 깨고 나와 B2B기업인 알리바바를 만들고, C2C

기업인 타오바오를 만들어냈다. 필요에 따라 즈푸바오라는 결

제회사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물류 등을 갖춘 독자적 종합 

기업으로 성장해 간다. 그의 신념을 믿는 이들이 알리바바호에 

올라타고, 또한 자금이나 회계 쪽 인재들은 물론이고 기획 파

트의 인재를 받아들여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후 홍콩과 

나스닥 상장에 성공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의 자리

에 올라섰다. 마윈은 최근 미디어쪽 인수를 통해 완결된 인터넷 

영토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중국에서 미디어는 독이 든 축배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화사 등 관영언론을 통해 

진행되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장에 한계를 미리 예감하고, 그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륙을 뛰어넘을 파도를 만들어야

중국의 산업화는 1980년을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의 공장’

을 이뤄냈고, 35년 만에 ‘세계의 시장’이 됐다. 문화적 힘을 말하는 소프트파워 역시 분명히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이 바탕에는 마윈이나 레이쥔, 왕젠린 같은 많은 기업인들의 신념이 큰 몫을 했다. 

돼지도 날게 할 만한 태풍을 일으킨 중국을 옆에 둔 한국. 여전히 이들 기업을 두고 ‘대륙의 실수’ 운운하

겠는가? 이들을 뛰어넘는 신념과 혁신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금 위기를 맞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처럼 

앞날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를 추종하는 마니아들의 
힘을 믿다_ 샤오미의 레이쥔

마윈이 소프트웨어에서 성공의 신념을 실행시킨 사람이라면 

하드웨어인 이동전화 시장을 만들어낸 사람은 샤오미의 레이

쥔이다. 

1969년생인 레이쥔도 후베이성 우한 인근 평범한 마을에서 태

어나 컴퓨터 방면이 특성화된 우한대학에 들어가면서 창업 인

생을 시작했다. 그는 우한의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수리로 명성

을 떨치는 등 하드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졸업과 함

께 진산소프트에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지식과 경영 능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었다. 그의 대학시절만 해도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는 세계인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샤오미는 

처음 출시될 때부터 안드로이드 등 기존의 운영체계를 거부하

고 미유아이(MIUI)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어냈다. 이 운영체계

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본위라는 것이다. 출시 후 직원, 마니

아층, 일반 소비자 등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유통, 기술, 

디자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팬덤 효

과는 돼지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업 내부와 시

장에 심어준 것이다. 스스로 ‘짝퉁’이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

었던 시대를 살았던 레이쥔은 세계 최첨단의 혁신 경쟁이 일어

나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가장 선진적인 마케팅과 고객관리 기

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한 것이다. 

샤오미의 가성비 좋은 보조 배터리, 밴드, 이어폰, 블루투스 스

피커 등 작은 제품은 이미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지략을 보여준 바도 있다. 

고가(高價)로 유명한 전동이동기구와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30만 원 대에 내놓고 나서 논란이 생기자 원제품 회사인 세그

웨이를 인수해버린 것이다. 

*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켜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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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조재우 사원에게 특별한 기억들로 가득했다. 기계기

능장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연말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해 그 어느 해보

다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기쁨과 환희

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조재우 사원의 지난 날들은 땀과 노력의 

흔적들로 자욱했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던 고등학교 

기능부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힘겨웠던 그 마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선 선배들로부터 사소한 하나의 기술이라도 더 배

워내기 위해 정말 갖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지만, 온

갖 잔심부름을 도맡았던 그 시간들은 꽤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 13시간 이상 기능훈련을 했어요. 휴일조차 사

치였죠.” 

그렇게 출전한 첫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조재우 사원은 은메달

을 수상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한화테크윈에 입사

해 황해도 명장(인사팀)과 오정석 과장(인사팀)의 가르침 아래 치

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결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었다. 

“다른 올림픽 운동종목과 마찬가지로, 기능올림픽 분야 역시 국

가대표가 되는 것이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보다 더욱 치열합니다. 

한화테크윈 항공 ·방산부문 조재우 사원은 공고 1학년 
시절  진로를  결정했다.  자정이  넘어  고요한  기숙사 
창밖으로 보이는 실습장의 불빛 때문이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히 불빛을 밝히는 사람은 누굴까?’ 
호기심이 생겨 수소문을 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  중인  기능부 
선배들이었음을 알게 됐다. 잠자는 시간도 포기하며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선배들이 멋있게 보였고, ‘빨리 
취업해 돈을 벌겠다’는 자신의 목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바로 기능부에 지원했고, 끈질긴 노력과 
남모를 인내의 순간을 쌓아 왔다. 그리고 오늘 그는 ‘세계 
최고의 기능인’을 꿈꾸고 있다. 
-

19 일등정신

베스트 한화인

높이 올라갈수록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세우고자 했다. 발목이 180도 

돌아가는 부상을 입으며 셰르파를 구했고, 동료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어

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험로를 목숨 걸고 올라갔다. 이윽고 16개의 봉

우리에 모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이 올라야 할 17번째 봉우리를 발견했다. 

자신을 받아준 히말라야의 신과 대자연에게 무언가를 베풀 차례라는 것

을 깨달은 그는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네팔 어린

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16좌를 뜻하는 16개의 학교를 만들겠

다는 결심이었다. “2015년까지 9개 학교를 아이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저 

혼자 해낸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신 기업과 개인 기부자들의 마음으로 지

은 것이죠.”

학교 하나 하나가 8,000미터 준봉에 오르는 것만큼 고된 여정이다. 재정

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지독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

다. “저희 아홉 번째 학교는 천길 낭떠러지길을 자동차로 5시간 달린 후 6

시간을 걸어서 가야 하는 곳에 있어요. 놀라우시죠? 개교식에 참석한 정

부 관계자들은 ‘헬기’를 타고 오는데 지어진 학교를 확인하는 순간 손을 

덥썩 잡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죠.” 

더디고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네팔 대지진이 일

어났을 때 여진의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구호팀장으로 단

숨에 사고 현장에 달려간 것도 결국 그곳의 ‘사람’ 때문이다. 

그는 히말라야의 신과, 네팔의 주민들과, 먼저 간 동료, 셰르파와 약속했

다. 자신을 있게 한 모든 이들에게 이를 갚으며 살겠노라. 그리고 그 굳은 

신념은 오늘도 그를 다시 네팔로 향하게 한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봉우리

에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라” 말할 것이다.

엄홍길 대장은 자신의 두 발로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이다. 히말라야 8,000미터 이상의 봉우리 16개 모두

가 그를 받아주었고, 그 자신조차 “신이 도왔다”고 말했다. 그
러나 그는 38번을 도전해 18번을 실패한 사람이다. 모두 22년

이 걸렸고, 그를 도운 히말라야의 신은 그가 사랑한 동료의 차
가운 시신을 오랫동안 절벽에 매달아 두기도 했다. 그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험준한 지형도, 악천후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

신념은
희망을 만듭니다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판타크리에이션

희망은
한계를 없애죠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18 일등정신

베스트 멘토링



특히 당시 저를 제외한 경쟁자 5명 모두가 경쟁사로 취업한 상태였기에, 국

가대표 선발전은 홀로 다섯 명을 상대로 싸우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회사와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힘을 얻어 포기하지 않

고 최선을 다한 결과 1, 2차전에 부진했던 성적을 마지막 3차전 때 극적으로 

만회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

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에 선발됨으로써 ‘최고의 기능인’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

가설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겨뤄야 하는 국제기능올림픽의 

벽은 무척 높았다. 특히 조재우 사원이 도전한 ‘CNC 선반’ 직종은 기술 선

진국인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 밀려 10년이 넘게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

던 종목이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 하나로 조재우 

사원의 고독한 도전은 시작됐다. 연습시간이 부족해 식사시간이라도 줄여

보기 위해 컵라면을 먹어가며 훈련용 기계 옆에서 끼니를 때웠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4-5시간만 자며 훈련에 임했다. 훈련 도중 졸리거나 지

칠 때면 책상과 기계 앞에 적어놓은 경쟁상대의 이름을 뚫어질 듯 바라보

며 다시 의지를 불태웠다. 훈련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기숙사에 돌아와서

도 마음 편히 쉰 적이 없었다. 이전 대회 금메달리스트의 경기 영상을 틀어

놓고 되감기와 재생을 수천 번 반복하며 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

속에 새겼다. 그 결과 조재우 사원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40회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16년 만에 태극기를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을 수 있

었다. 

‘최고의 기능인’이 되겠다는 조재우 사원의 노력들은 실제 회사생활에서 

실무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재우 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항공

기 엔진부품 기계 가공’. 이 업무는 ‘정밀기계 분야의 꽃’이라 할 만큼 극도로 

정제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 제품 하나하나가 상당한 고가의 제품일 뿐 

아니라, 인명과 연결될 수 있는 항공기 안전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업고등학교 시절에서부터 기

능훈련을 하며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기계 가공작

업 훈련을 통해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경험했고, 작업 중 주의해야 할 

점과 문제발생 시 해결법을 실습을 통해 몸소 익혀왔기에, 이러한 노하우들

이 실무에서도 빛을 발휘하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주기가 매우 빨라졌습니

다. 그만큼 개인의 기량과 능력 또한 수명이 짧아진 것이 사실이죠. 반면, 기

계분야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묵묵히 기능을 갈고 닦아 최고의 자리에 오

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또 기계산업이라 하면 모든 산

업의 뿌리가 되는 기초산업이라 크든 작든 모든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먼 미래에는 본인이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꿈

을 이루고, 또 그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조재우 사원. 꿈이 있

기에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기에 그의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1.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조재우 사원이 가공했던 
CNC선반 과제 
2.
황해도 명장은 
한화테크윈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인이자, 조재우 
사원의 훌륭한 스승

3.
조재우 사원이 대회를 
준비하며 공부했던 노트와 
힘이 되어주었던 문구들

조재우 사원이 훈련을 하고 
실제 대회에서 사용했던 
훈련공구들 

기계분야는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현장에서 묵묵히 쌓은 노력이

최고의 자리로 보상되는 정직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제게 선사해준 오늘의

성공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명장을 향한 
조재우 사원의 수칙

힘들 땐 한숨 쉬어갔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기업인이나 기술인들의 일화를 
스크랩해 틈날 때마다 읽어보며 나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족해진 수면 
시간,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단한 운동 등도 병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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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를 직시했습니다. 
강한 상대는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지만, 저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힘들 때마다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변이 모두 선생님이었습니다. 
직장 선배님들의 조언, 이전 우승자들의 기록 등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실행해 온 작업까지도 모두 노하우가 되었죠.



22 일등정신 

퇴근길 상담소
23

마음은
먼저 열면
전해져요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일러스트 박세연

회식 자리를 이용해 보세요
-
김천경 소파트장

한화손해보험 호남장기보상소파트

-
회식 자리에서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노래방에서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위 
동료들에게 진심을 털어놓아 보세요. 

회식은 동료들과 급격히 친해질 

계기를 만들어 준답니다.

마음 속 소망과 열정을 
따라가세요
-
정문교 대리

한화케미칼 법무팀

-
육아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회사 생활도 
완벽히 해내고 싶은 고민 주인공은 정말 
열정이 많은 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실수가 생길 수도, 또 인간관계가 가끔은 
어색할 때도 있답니다. 모르는 것은 
알아가고, 실수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도 
서서히 자연스러워질 거구요. 조금 실수할 
것 같더라도 자신의 마음 속 소망과 
열정을 따라 이것저것 시도해 보세요.

 ‘밥정’과 ‘인사’가 
기본이에요
-
강혜영 과장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

-
동료 간 스킨십은 역시 

‘밥정’(?)이죠. 
동료, 상사 분과 식사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변화하려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어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귀 후 
적응에 도움을 준 분들께는 감사도 
전하면서 어색했던 분들과는 친목을 
다지기에 그만이죠. 참, 출근 시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과 사, 양쪽을 공략하세요!
-
이광진 대리

한화토탈 컴플라이언스팀

-
공적으로는 맡은 업무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며, 업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중간중간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사적으로는 
부서 회식 다음 날 숙취해소 음료를 
돌린다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동료와 함께 부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간식과 메모는 어때요?
-
백유림 사원

한화호텔&리조트 AQ사업지원팀

-
우선 이 코너 신설 소식이 정말 반갑네요! 
공감과 재미를 모두 잡는 멋진 코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사연 
주인공의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답니다. 
저도 낯가림이 있고, 소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았는데요, 
‘막대과자데이’를 이용했던 제 경험이 
생각났어요. 어색하기만 했던 팀원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작은 메모를 적어 
막대과자를 건넸죠.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주셨답니다. 

다가오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용기를 가져보세요!

천천히 다가가요
-
이원일 사원

한화갤러리아 IT지원팀

-
저도 회식 자리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들이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팀장님께 어필하는 방법은 1:1 면담이 
좋더군요. 

쿵짝쿵짝, 맞장구가 최고
-
장한이 과장

한화호텔&리조트 거제 PJT TFT 

-
동료와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맞장구입니다. 식사나 
커피 한 잔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눌 
때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답니다. ‘내 편이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만 ‘과유불급’, 오버하지 말고 진심 
어린 모습이 보여야겠죠? 이런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동료들이 어울리는 
자리에도 자주 참석해 보세요. 물론 퇴근 
후에는 육아로 힘들겠지만 동료들과 
충분히 가까워진 후에는 자주 참석 못해도 
동료들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과유불급!’ 여유를 두세요
-
홍은정 과장

한화생명 신규사업팀

-
‘과유불급’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세요.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한 명씩 
관심을 가지고 친해지고 업무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팀장님과 팀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반가워하고 
있어요
-
김은미 대리

한화토탈 수지영업2팀

-
저 역시 워킹맘으로서 함께 응원할 테니 
힘내세요! 팀 내에서 비교적 덜 어색한 
분들과 먼저 친해지고 조심스럽게 
본인의 마음을 팀원들께 표현해 보세요. 
팀장님께는 솔직히 자신의 각오와 마음을 
전하시구요. 팀장님은 고민 주인공님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반겨주실 거예요.

상
담

소

먼저 베풀어요
-
오홍빈 선임연구원

한화테크윈 기본설계팀

-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육아 휴직으로 
생긴 약간의 업무 공백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점심시간엔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산책도 하고, 남에게 점심도 한 
번씩 베풀어 보세요.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인생을 ‘약간 밑지게’ 사는 것도 언젠가는 
내게 ‘남는 장사’가 된답니다. 힘내세요!

퇴
근

길혼자 해결하지 못했던 
한화인들의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거리를 따스하게

들어주는 ‘퇴근길 상담소’

그 첫 번째 사연은 출산휴가 후
현업으로 복귀하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매사에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는

여성 한화인의 고민입니다.
업무에 적응은 어느 정도 
되었지만 부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그녀.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팀장님에게 다가가고 
자신의 새로운 각오도 보여드릴 
묘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퇴근길 상담소’에서는 회사에서 
겪는 한화인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함께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모든 사연은 원하시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많은 한화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에게 따스한 솔루션을 
제시해주신 직원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커피 음료 
기프티콘 (2매씩)을 드립니다.

일대일로 만나면 느낌이 
달라요
-
김나현 대리

한화종합화학 영업팀

-
한 분 한 분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모두 함께 있을 
때와, 따로 만날 때 사람은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구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모두 알아줄 거예요.



사물인터넷 시대,
UX(사용자 경험) 
신(新) 먹거리가 
쏟아진다
취재 및 정리 편집실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Ceo들은 과연 어떤 강연을 듣고,
어떤 화두로 남들보다 
앞서 미래를 예측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까?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Ceo 강연록 첫 번째 시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조광수 교수와의

만남을 기록했다.

경험에 비용을 지불케 하라

한화그룹의 CEO 여러분을 모시고 사물인터넷 시대의 사용자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UX(User Experience)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람들이 특정

한 경험을 한 후, 이에 대해 지불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이

를 높은 가격으로 팔아 마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격

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만족’입니다. 만족이 높아야 

사람들의 ‘지불의사’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이죠. 제품을 사용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하는 사항들을 편리하고 

아름다우며, 쉽고 안전하게 개선해 소비자의 만족을 조절하

는 겁니다. 오늘의 소비자들은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예전

의 마케팅 개념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

고 물리적인 스펙이 우수하다고 해서 모두 통하는 것도 아닙

니다. 그리고 UX는 이것을 높이는 활동인 것이지요. 

자연의 원리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다

UX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변화에 집중하는 겁니

다. 그 한 가지 가까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사회에서 크

게 이슈가 된 ‘파 ·검/흰 ·금 드레스 논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

는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게 인지된 드레스였죠. 이렇듯 사람들

의 시각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황화현상(Yellowing)’이 일어납니다. 동공은 축소되고, 수정

체에 노란색 색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색이 생깁니

다. 바로 푸른색 계통의 컬러가 잘 인지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

다. 가시광선대를 보통 390-800nm 정도로 두고 봤을 때 단파

계열인 푸른색과 보라색 등이 잘 안 보이고, 장파계열인 빨간색

과 오렌지색 등은 잘 보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 여러분

들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니 무의식적으로라도 붉은 계

통의 컬러를 선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 디자이너들

의 연령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가 많습니다. 여기서 부

UX :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 사용자의 
만족, 브랜드 충성도, 
시장에서의 성공 등을 
좌우하는 주요한 화두이다.

Yellowing :
눈의 수정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자외선 등으로 
노화되어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현상. 
파랑, 초록, 보라 등 청색 
계열의 색상을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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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인, CEO처럼



겠습니다. 이 침상은 무게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습니다. 무엇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환자가 있는지, 없는

지 알 수 있으므로 빈 침상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사람

이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라지는 환자가 있다

면 그는 소위 ‘나이롱 환자’이죠(웃음). 환자가 밤새 뒤척였다면 

잠을 잘 못 잤다는 뜻이므로 의료 스태프들은 환자의 컨디션

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베드가 모두 

연결된 스마트 병원은 환자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구역을 

체크해 온도와 환기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도 있고, 환자

의 처방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베드가 모여 새로

운 ‘케어 서비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최근 필립스가 휴(Hue)라

는 스마트 전구를 통해 전체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도시를 만들

겠다고 공표한 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이죠. 

 ‘네스트’처럼 생각하라

구글이 2014년에 인수한 사물인터넷 기업 네스트 랩스(Nest 

Labs, 네스트)의 서비스 확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자동온도조절기를 팔면서 고객에게 ‘러시아워 리워드(Rush 

Hour Rewards)’에 가입하겠냐고 묻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퇴

근 시간에 맞춰 실내 온도를 몇 시간 전부터 서서히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는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퇴근해 갑자

기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블랙아웃이 일어나고, 이를 막기 위

해 전력회사들은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 발전 시설을 건립하거

나 원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스트는 발전

소와 이렇게 계약합니다. “당신들의 에너지 비용이 이전보다 

줄었다면 그 비용을 우리와 나눕시다”라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고객과 나눈 겁니다. 실제

로 수표를 보냈어요. 고객은 집에 오면 적당히 맞춰진 실내 온도

를 즐기면서 전기세는 절약하고, 실제로 돈을 벌면서 환경에 이

바지했다는 만족을 얻습니다. 네스트는 앉아서 돈을 그냥 벌어

들이죠. 정말 놀라운 서비스입니다. 보험회사가 만보계 기능을 

하는 스마트 밴드를 고객에게 나눠주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보험

료를 올려서 받는 것 정도는 이제 기본입니다. 이것이 사물인터

넷 시대에 창조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UX servitization’으로 세상을 지배하라

여기 두 개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

TV의 스마트 리모컨입니다. 또 하나는 케이블TV를 설치할 때 

업체에서 준 고지식해 보이는 리모컨이죠. 스마트 리모컨은 정

말 예쁘고,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옛날 

리모컨보다 돈도 많이 들여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댁에 들

어가서 TV를 보실 때 이 두 리모컨이 함께 놓여 있으면 무엇을 

집으십니까? 이 고지식한 리모컨을 집어드시죠? 여기에 UX가 

하는 일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IT, UX,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일은 ‘사용자의 손을 잡는 일’입니다. OEM

으로 만든, 저렴한 저 리모컨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제조 현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의 

연결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인 겁니다. 연결을 장

악하는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UX 

Servit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연결로, 세상을 지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딪히는 겁니다. 붉은색 계통의 컬러에 선호를 보이는 상사의 눈

이 ‘촌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촌스럽다’, ‘세련

되었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UX

가 필요한 겁니다. 

비즈니스의 진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정리하자면, UX는 소비자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처리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즈니스에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관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이 패러다임이 바

뀝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 ‘사물인터넷’이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죠. 저는 IBM을 중심으로 퍼

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린 것을 IT 산업의 1세대로 봅니다. 마이

크로소프트사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가 변하고 애플, 페이스

북, 구글 등의 기업이 혁신을 이끈 시기를 2세대, 그리고 이 다

음 미지의 세대를 3세대로 보는 거죠. 3세대와 이전 세대를 가

르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의 개수입

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

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물들이 모두 스마트 기

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통신’ 기능의 탑재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가장 주목받는 IT 

기업들이 차세대 비즈니스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통신이

기도 합니다. 시장 사이즈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명

에 이르는 인터넷 사용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만 인터넷을 쓰는 게 아

니라, 사물도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

에 있는 테이블, 의자, 물컵이 모두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람들과 ‘소리’를 주고 받았고, 이후엔 ‘텍스트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엔 사진, 또 그 다음엔 영상을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통신사업자들은 사람들의 ‘말하고

자 하는 욕구’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문자 한 건, 멀티미디어 

통신 한 건에 가격을 매겨 욕망을 통제한 겁니다. 그런데 ‘카카

오톡’과 같은 데이터통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통신사업자들

은 문자 메시지에 몇 백 원의 가격을 매기는 걸로 돈을 벌기 어

렵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산업의 지형을 바꾼 겁니다. 이제 모

든 것은 ‘서비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두 대의 기기를 잘 만들

어, 소비자가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기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서비스로 비즈니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서비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 시대의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스마트 기

기부터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쉽게 말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

에 놓인 컵이 스마트컵이라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요? 온도, 무게, 지문, 카메라 등 다양합니다. 네비게이션까지도

요. 어떤 컵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할 수 있다고도 주

장하죠. 스마트 기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네트워크

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Connected Service’

를 우리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개별 기기가 아닌, 이종(異種) 기기의 연결을 만드

는 것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베드(Bed)가 연결된 스마트 병원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

PC 5150 :
1970년대부터 퍼스널 
컴퓨터를 보급하려는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PC의 원조가 된 것은 
1981년 IBM이 출시한 
‘PC 5150’이었다. 

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휴(Hue) :
필립스사가 선보인 
LED스마트 조명 시스템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앱을 통해 조명 밝기와 색상은 
물론, 시간이나 패턴 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 
다양한 색상 표현과 조도 
조절이 가능하다. 

Key point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UX :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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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옥. 그의 이름 석 자 앞에는 관용어구처럼 ‘신화’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중졸 학력의 신화’, ‘여성 보험인의 신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그가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일을 성취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학력과 

성별에 대한 장벽이 높고 두터웠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김남옥 상무는 자신 스스로가 ‘신화’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닿기 어려운 무형의 존재가 되기보다 항상 곁에 

있는 선배이자 목표, 그리고 나아가 경쟁자가 되기를 기꺼이 

자청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금이 아주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나 25년여 전, 그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름 석 자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다. 

경상남도 하동 작은 마을로 시집 가 누구의 엄마이자 아내, 

며느리로 10년이 넘도록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았다. 몸이 

불편한 시할머니를 극진히 모셔 효부상까지 탈 정도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야무지게 해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고 싶다는 열망만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렇게 1992년 37세의 늦은 나이에 

한화손해보험(당시 신동아화재)의 작은 영업소에 발을 

내디뎠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도 몰랐다”며 웃는 

그. 단지 자신의 이름 석 자가 적힌 명함이 벅찼던 새내기 

FP는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지점을 키우기 시작했고, 단 2년 

만에 지점장이 됐다.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당연하다는 듯 

‘최초’와 ‘초고속’이 따라 붙었다. 불과 13년 반 만에 부장의 

직급에 오르며 한화손해보험 첫 번째 여성 부장의 기록을 

세우고 2006년 마산지역단장을 거쳐 2013년 부산지역본부장, 

2015년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전국을 누볐다. 2014년 상무보로 

승진하며 한화손해보험 여성 임원의 시대를 연 지 단 1년 만에 

2015년 말 정기 인사이동에서 상무로 발탁,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 한 번도 승진에서 누락된 적이 없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본인도 믿을 수가 없어 “허벅지를 꼬집어 봤다”고 

한다. 상무 승진 직전에 강남지역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기에, 지역본부를 성장시킬 전략과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그로서는 어리둥절한 인사였던 것이다.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았죠. 

내 눈앞에 있는 지점과 지역본부를 키우고, 나를 따르는 FP들과 

지점장들을 성공시키는 것. 오로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승진은 부차적인 문제였지만, 회사의 ‘기회균등’, ‘성과위주’의 

인사정책이 저를 이 자리에 올려두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처럼 이름 앞에 붙은 직급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수많은 언론에 보도된 김남옥 상무의 ‘초고속 

승진’ 프로필은 그 실적과 업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까지 

하다.

그가 하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하던 8년여 동안 

한화손해보험은 이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시(市)도 아닌 인구 5만여 명의 군(郡) 단위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쳐 지점이 네 곳밖에 없던 

상황. 그 중 두 개가 바로 김남옥 상무가 지점을 분할해 만든 

한화손해보험이며, 이는 업계에서도 전대미문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지역단을 이끌던 2013년에는 ‘편안함을 

포기하라’는 슬로건을 들고 마산과 창원지역단 분할에 

성공했다. 모든 지역단장들의 목표였지만 ‘신기루’처럼 보였던 

꿈을 그는 단번에 현실로 만들었다. 경인지역본부장으로 

일하던 중에는 ‘도입 부문 업계 1위’를 이뤘다. 실적이 좋지 

못했던 직원들도 그의 휘하에 들어가면 승진을 거듭했다. 

굵직한 성취만을 늘어놓아도 거짓말처럼 보일 정도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믿음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졸 학력을 가진, 늦깎이 FP였지만, 회사는 저의 

성과만을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승진에서 누락된 적이 

없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회사가 이만큼 나를 믿어주니, 

저도 회사를 위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달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지점과 지역단의 FP와 지점장들에게 주는 것도 “당신을 

믿는다”는 신뢰다. 상대의 단점을 찾는 일은 아주 쉽다. 

열정과 감성으로
새 역사를 쓰다

취재 편집실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이름값’하는 
김남옥 상무

기회가 주어지면

성과를 낸다

포기를 모르는 
‘어머니 리더십’

28 일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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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그룹의 새로운 인사이동 보도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은 
일제히 김남옥 상무의 승진을 기사의 머리에 다뤘다. 오직 성과만을 중심에 둔 

그룹의 파격적인 조치 속에서 그는 단연 별처럼 빛나는 여성 리더였다.



그렇지만 100가지 중 단 한 가지의 장점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만의 목표를 주고 무조건 

믿어준다. 그는 이를 일컬어 ‘어머니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못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 자식을 

포기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저 또한 제 직원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포기한 직원이라고 해도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무조건 장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용기를 한꺼번에 주었죠.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 이는 우리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감성 경쟁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한 번도 퇴근 후 집에 들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는 시간이었지만 가정이 사회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16년간 홀시아버지를 모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모시기 까다로웠죠. 퇴근이 늦으면 서운한 마음도 

가끔 내비치셨고요. 그럴수록 아버님을 더 지극히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내 편이 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으니, 나중엔 저의 가장 큰 우군이 

되어주셨죠.”

아무리 고단하게 보낸 하루였더라도 집에 가면 행복했다.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아들들이 효자로 자라 

아이 기르는 고생이 없었다. “전 우리 아들 둘이 모두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른도 훌쩍 넘은 아들이 그런 

얘길 하더군요. ‘엄마, 사춘기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저 

조용히 넘겼던 거죠’라고요. 하루는 친구들과 PC방에 놀러 

갔는데, 집 안팎에서 고생하는 엄마 생각을 하니 마음 편히 

놀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흔한 반항 한 번도 없었던 건, 보여주는 

산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성 한화인들에게 무조건 자신처럼 모든 걸 완벽히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힘든 길입니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간혹 일과 가정의 기로에서 일을 

포기하고 마는 능력 있는 여성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여성 직원들 스펙은 정말 놀랍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 연수도 기본적으로 다녀온 이들이 

많죠. 그 경력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간절한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일과 가정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잘 활용하라고 제언한다. “우리 한화는 

누구보다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제가 속한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고용 안정성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해요. 전체 직원 중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여직원 근속기간도 

11년을 넘기며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WITH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것은 여성 직원들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악수를 할 때면 많은 여성들은 상대의 

손 끝을 살짝 쥐었다 놓는다. 그러나 김남옥 상무는 다르다. 

상대의 손을 빈틈없이 감싸 잠시 동안 꾹 쥐어준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한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와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에너지와 열정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악수 한 번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과 사람을 대하는 김남옥 상무의 자세에는 허례와 

가식이 없다. 상대를 향한 진심과 자신이 내재한 열정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을 뿐이다. 그 

신념이 오늘의 김남옥 상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남옥 

상무는 자신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힘주어,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많은 여성 리더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 세계를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염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정은 
가장 큰 힘

여성이 비상하는 
한화

“포기하지 
마세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여성들의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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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 탐방

세계 자동차 소재 개발의 
메카로 우뚝 서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호승 판타크리에이션

한화첨단소재의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가 지난 
2015년 7월 준공식을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약 4만㎡의 부지 위에 120억 원을 투자해 1년 3개월여 
만에 완공된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는 그룹의 r&D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향후 세계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rENd ChECk!
‘마이카(My car)’ 시대가 열리면서 차량은 안전과 기능성 향상을 

위해 부품 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단적인 예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차량 안전벨트는 최초의 자동차가 

선보인 이후 60년이 지나서야 상용화된 부품이다.  에어백은 

이제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리어커튼 에어백, 센터 에어백 

등으로 분화됐다. 차량 전장화가 가속화되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도 늘어나 자동차는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였다. 한동안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각국의 환경 및 연비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자동차 최저 연비 규제 수준은 2015년 리터당 14.5-

18.1km에서 2020년에는 리터당 19.8-26.5km까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량화는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진이지만, 차량이 10% 정도 

가벼워졌을 때 연비가 3% 안팎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의 다이어트는 필수가 된 셈이다. 자동차 업계는 기존 

철강(Steel)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경량소재와 부품을 단순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한창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철강을 
대체할 새로운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한화첨단소재 

세종본사 전경

한화첨단소재 

상해법인

3332 일류문화 

일류人 한화人



한화첨단소재
GMT와 LWRT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위상을 지닌 한화첨단소재는 고강도·초경량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집중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차량용 하이브리드 

타입 프런트 범퍼빔 개발 기술’과 ‘차량 경량화 범퍼빔용 열가소성 아라미드 

프리프레그 제조 기술’을 선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최첨단 보강재인 CFRTPC(연속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성능 SMC 소재를 개발해 

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했다.

경량복합소재센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량화 트렌드를 선도하며 
자동차 및 산업용 열가소성 ·열경화성 복합소재 연구와 설계, 개발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화첨단소재는 기존 국내외 시트 전문 업체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차일드 앵커(ISOFIX)가 부착된 

복합소재 시트 백 프레임을 최초로 개발했다. 

CFRTPC Glass 및 아라미드 로드(Rod)를 프레임에 

적용한 부품으로, 시트 백 프레임에 대한 가장 높은 

성능 법규인 ‘차일드 앵커 강도 시험’을 만족했으며, 

현대자동차가 신규 개발 중인 전기차의 시트 백 

프레임에 적용되어 상반기 중 양산화할 예정이다. 

(차일드앵커(ISOFIX) – 유아시트를 장착하기 위한 고정 

장치)

차량 경량화는 부품 경량화에서 차체 경량화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춰 한화첨단소재는 

다양한 탄소소재 연구를 진행, SWW(Spare Tire 

Wheel Wall) 개발을 완료했다. 이는 기존 제품 대비 

중량을 20% 이상 절감하면서도 고속 충돌성능은 

기존처럼 유지되는 제품으로, 이를 소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한화첨단소재는 흡음재 일체형 LWRT를 개발, 

언더커버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소재 대비 20% 무게를 

줄이고, 흡음 성능은 200% 향상시켰다. 차량 연비 

및 주행성능 개선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1 2 3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화첨단소재의 
혁신 기술

안전하고 가벼운 부품 탄소의 기적 소리까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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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첨단소재의 무한도전 

한화첨단소재는 경량화소재의 연구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품의 성형, 

테스트, 판매에 이르는 첨단 부품소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6년 자동차 부품소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StrongLite(GMT) , 

SuperLite(LWRT), BuffLite(EPP), SMC, LTF 등 다양한 소재 기술을 보유,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StrongLite(GMT)와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SuperLite(LWRT)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신규 복합소재 연구, 부품 설계 및 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를 구축,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개발과 양산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화첨단소재의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는 그룹의 R&D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향후 세계 자동차 경량화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요람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섬유, 레진, 첨가제 등을 

다양화해 기능성을 향상시킨 신소재 개발과 설계 ·성형기술 개발,  이종(異種) 

소재 및 플라스틱 간 하이브리드화 등 자동차의 경량화, 전장화를 위한 신소재 

및 신공법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파일럿(Pilot) 설비와 조기 사업화를 위한 준양산 스케일의 설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 따라서 최첨단 보강재인 CFRTPC(연속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는 이 센터에서 연구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카본 섬유 등 다양한 섬유와 PP·PA 등의 수지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설비와 1,500톤 프레스, 자동화 로봇 가공 설비, 

난연·내열 ·전도성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설비를 갖춰 고객사의 어떠한 

요구 성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곳에는 현재 자동차 

소재 개발, 부품 설계 해석, 성형개발 전문연구 인력 8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문 인력을 150명으로 확대해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미 경량화 복합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하고 있는 한화첨단소재는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 구축을 기점으로 더욱 공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미국, 중국, 유럽 등에 위치한 해외법인 이외에 아시아, 남미 

등에도 지속적으로 해외법인을 확장해 글로벌 부품 선도기업의 위상을 

다져나가는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와 BMW, GM 등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넓혀나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화첨단소재와 함께 더 가볍고 안전한 자동차의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커버 
완제품의 누수여부를 
확인해 보는 
Leak 테스트

UTM(Universal Test Machine)을 
사용한 플라스틱 압축강도 측정 

시트백 프레임 스페어 타이어 휠 언더바디실드



5

하루 3초면

세균 바이바이

6 한 귀퉁이

녹색 생활

4

메모는 
정해진 위치에

2016년, 더 스마트한 오피스 라이프를 위해

<한화·한화인>이 전문가들과 손 잡고

한화인들의 작은 변화를 돕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업무력이 확 올라가는 
정리 노하우를 듣는다.

정리가
경쟁력이다
취재 편집실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2 내것 아닌 자료는 
즉시 이월

3당장 써야 하는 물품만 
책상 위에

1

잘 버리기,
스마트의 시작

3736 일류문화 

스마트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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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start !
‘물품 하나를 찾을 때마다 서랍을 뒤적이는 것도 

지겨워, 서류를 하나 꺼냈을 뿐인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자료들의 산도 지겨워, 이젠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 테다!’ 새해가 오면 

호기롭게 팔을 걷고 시작하는 책상 정리. 

마음 굳게 먹고 ‘정리의 신’이 될 것처럼 주변을 

청소해 나가기 시작하지만 어쩐 일인지 

딱 이틀이면 책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상하네, 분명 엊그제 치웠는데···.’

그런 한화인들을 위해 <한화·한화인>이 

나섰다. ‘베리굿정리컨설팅’의 유지선 대표와 

손영복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한화생명의 

한 부서를 찾은 날. “자리 주인의 신분이 

드러나면 큰일(!)”이라며 익명을 신신당부한 

한 사원의 책상을 변신시키며 

유지선 대표로부터 정리의 묘수를 들었다.

Change Mission 1.
꺼내라, 모두 꺼내라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정돈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열심히 
정리한 책상이 이틀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만을 치우기 때문이다. 우선 자신의 책상과 
서랍, 책장에 있는 비품들을 모조리 꺼내 무엇을 ‘끼고 
살았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쓸모없는 물품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랄 것이다.

Change Mission 2.
분류하라

즉시 처리할 것, 위임할 것, 보관할 것, 버릴 것으로 분류한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즉시 처리할 
것’으로, 다른 부서나 동료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거나, 다른 
이의 업무와 연관된 것은 ‘위임할 것’으로, 업무용 자료나 
비품 등 자주 꺼내 쓰는 것들은 ‘보관할 것’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쓸데 없는 것들은 버릴 것으로 분류한다.

Change Mission 3.
구획을 나누라

보통 직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책상 상판과 
서랍 세 칸 정도다. 여기에 다양한 물건들이 자리를 
해야 하니 서랍은 뒤죽박죽이 되기 마련.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소규모 수납함을 이용해 서랍에도 
구획을 나누어보자. 필기구, 명함, 접착식 메모지, 열쇠 등 
덩치는 작지만 서랍을 어지럽히는 주범이었던 소품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메모도 마찬가지다. 모니터 
여기저기에 접착식 메모지를 붙여두기보다 메모지를 
부착할 수 있는 작은 보드를 마련해 자신만의 ‘게시판’을 
만들고, 완료한 메모는 하나씩 떼서 버리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보관 물품들은 다시 문구, 전자제품, 파일 
등으로 카테고리를 소분류해 정리한다.

Change Mission 4.
책상 위에 개인물품을 두지 말라

개인 칫솔마저 책상 위에 버젓이 두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미관상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에도 
나쁜 습관이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서 떠도는 
먼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위로 사뿐사뿐 내려 앉고 
있다. 위생용품, 화장품, 기타 개인적인 물품들은 가급적 
보이지 않는 서랍 하단 등에 한꺼번에 보관한다.

Change Mission 5.
선! 한 번만 고생하면 된다

노트북, 프린터 등 주요 기기의 선과 보조 기기의 선들, 
여기에 개인 휴대전화 충전기나 태블릿 PC 충전 등을 위한 
선들로 노트북 뒤편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상 한 귀퉁이에 홈이 패어 있지만 다 
‘쑤셔넣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기기들의 전원을 모두 끈 후 한 번 연결하면 다시 뺄 
일이 없는 주요 선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 놀랄 만큼 
콤팩트하게 모든 선이 정리된다. 개인이 변경할 수 없는 
기기의 위치 때문에 선이 길게 밖으로 나와야 한다면 
다양한 선 정리 클립, 케이블, 박스 등을 사용해도 좋다.

Mission Clear !
두 시간여의 고강도 정리. 두 사람의 컨설턴트가 

쉬지 않고 정리한 끝에 새롭게 변신한 책상이 

드디어 공개됐다. 책상 주인의 첫 번째 반응은 

“어? 공간이 남을 리가 없는데?”이다. 뭔가 

중요한 것이 버려진 것은 아닌지 불안할 정도로 

깔끔해진 책상. 정리를 한사코 마다했던 주변 

동료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책상 부탁할 걸 

그랬어”라며 환호성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입사 

이래 최고로 깔끔해진 책상 모습에 업무 효율이 

몇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운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리고 물품들의 구획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컨설팅이 지난 몇 주 

후에도 깔끔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후문.

Before & after
‘일당백’의 능력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많은 업무의 양 때문인지 ‘버리기’나 ‘정리하기’와는 

통 인연이 없었다. 처음엔 정리 컨설팅마저도 한사코 

마다했지만, 결과는 대만족.

공용공간

공용공간이 깔끔하게 유지되기 위한 첫 걸음은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간단한 태그 작업으로도 가능하다.

Mission 1

Mission 2

Mission 3

Mission 4

Mission 5 

3. 작은 휴지통은 필수

제대로 된 정리의 첫 걸음은 ‘버리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작은 개인 휴지통을 발 아래 두고 쓸모없어진 물건은 즉시 
버리도록 한다. 

4. 하루 3초, 세균 퇴치

노트북이나 키보드는 세균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항균 
티슈 등을 갖춰 놓고 출근 후 한 번 쓱,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 단 3초면 깔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1. 주목, 여직원들!
여직원들의 책상은 묘하게도 ‘비품창고형’이 되기 쉽다. 
부서 공용의 메모지, 클립, 필기구, 자, 수정테이프와 같은 
물품을 소복이 챙겨놓고 부서원들이 필요할 때 내주는 
식이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과감히 창고형 책상을 포기하자. 
그곳은 당신의 개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업무 공간이다.

2. 명함, 되도록 버려요

파트너에게서 가장 먼저 건네받는 명함. 
명함과 관련한 비즈니스 매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는 
중요한 소품 중 하나인데, 어째서인지 직원들의 서랍에서 
‘굴러다니는 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도 타인의 
명함이다. 명함은 받는 즉시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저장하고 명함 자체는 되도록 버리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버리는 것이 찜찜하다면 
한 곳에 모아 파일링하는 습관을 들이자.

베리굿정리컨설팅 유지선 대표(좌), 손영복 컨설턴트(우)
tip



한화생명 

관훈지점

김덕임 수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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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비법

많은 FP들이 아주 사소한 계기로 재무 컨설턴트의 길로 들어

선다. 김덕임 수석팀장도 마찬가지였다. 1992년 자녀 교육보험

을 관리하는 ‘설계사(지금의 FP)’의 권유로 한화생명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실 ‘앙큼한’ 속셈이 있었다. “FP가 되기 위한 시

험에 통과하면 기념품으로 ‘뻐꾸기 시계’를 준다더라고요. 그

게 탐이나 시작했죠(웃음).” 그랬던 김덕임 수석팀장의 호기심

을 자극한 것은 교육 시스템이었다. 중급과 고급 단계별로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신이 나서 모든 교

육을 이수했다. “한 사람의 FP를 길러내기 위해 정말 많은 전문

가들이 수준 높은 경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이후로는 특유의 성실함과 진실함

으로 지점에서 없어선 안 될 FP가 됐다. 16개월 만에 전체 ‘팀장

들의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팀장이 됐다.

그가 관훈지점에서 보낸 시간만 24년이다. 11명의 지점장이 거

쳐갔고, 이제는 ‘관훈지점’하면 김덕임 팀장이 ‘대표선수’처럼 

회자되곤 한다. 긴 세월이었지만 일을 대하는 마음은 한결 같

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화생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해요. 자녀들 어릴 때 벌었던 20만 원의 월급

은 제가 벌어본 돈 중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돈이었어요. 당시 아

주 적은 금액을 벌더라도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꼭 아이들과 

서점에 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사줬어요.” 그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그가 롱런하는 이유다. 

영업 스타일도 부드럽다. 공격적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기존 고객들이 꾸준히 한화생명 상품이 가진 

장점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재정

적인 여유가 줄어들면 고객들은 가장 먼저 손에 잡히지 않고,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을 ‘미운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럴 때 저희

의 상품이 가진 실익에 대해 조언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조정

하며 끝까지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객이 소중한 만큼 팀원들도 귀하게 여긴다. “FP가 하는 일이 

고객 한 분 한 분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본

인의 가정 또한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에게 ‘나를 사랑하자, 감사함이나 기쁨 ·행복을 빼

앗기는 언어를 쓰지 말자, 동료들끼리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받자’고 강조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신이 행복할 때 

최고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FP들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반드

시 주지시킨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가 지키고 싶은 원칙도 

이것이다. “FP로서 당당하게 성장함으로써 자신과 가정의 행

복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그는 처음 ‘수석팀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

일까 봐 매우 걱정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

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그 옷이 잘 어울

리는 이가 됐다. 많은 FP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새로운 날개옷

을 입을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신인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적더라도 자녀들 책을 사줄 수 있
어 감사했고, 많은 돈을 벌면 이런 기회를 준 회사와 고
객들에게 감사했다. 실적 한 건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며 보낸 24년. 김덕임 수
석팀장은 관훈지점의 ‘간판스타’가 됐다.
-

고수의 비법 1.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대부분 FP들은 아내이자 

엄마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지하철 안에서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고수의 비법 2. 

아침 조회만은 반드시 엄수!

새롭게 변화되는 경제 

트렌드, 한화생명만의 

특화된 포트폴리오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는 아침 

조회 시간에 모두 나온다.

고수의 비법 3. 

고객에게는 경험을 강조하라

임플란트를 한 번 해본 

고객은 임플란트 특약이 

있는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들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고수의 비법 4. 

회사의 방향에 서 있어라

회사가 커가면 자신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라. 

그런 신념이 열정을 

유지시켜준다.

고객에게는 경험을 강조하라

4 3

취재 편집실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2 아침 
조회만은 
반드시 
엄수!

평생의 파트너를
약속해요

1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라

회사의 방향에 
서 있어라



엄마에겐 비밀

건강하고 좋은 것만 챙겨주고 싶은 엄마와 아빠의 마음 때문에 
쉽게 사먹지 않는 시판피자. 
"그렇지만 아빠. 엄마가 만든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반, 아빠 반

잘 때 보면 나를 닮았고, 뛰놀 때 보면 제 엄마를 닮았고, 
이쁠 때는 나를 닮았고, 말썽 피울 땐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은 
나의 붕어빵,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또 이만큼 컸구나

번쩍 안아올릴 때마다 새삼 느껴지는 내 아이의 
성장. 쑥쑥 자라는 어린 생명의 건강이 이렇게나 
감사한 일일 줄은, 아빠가 되기 전엔 몰랐다.

산타일까?
도영이의 반 친구들 앞에 피자를 한아름 들고 나타난 

저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일까? 게다가 저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것은 설마… 설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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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쏜다

출발선에 선 내 아들에게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호승 판타크리에이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도영이에게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빠, 아빠!”하며 큰 소리로 

달려 나오는 우리 도영이, 그림 그리던 것, 혼자서 만들었던 

것들 보여주려고 애쓰는 우리 도영이, 아빠하고 바깥에 

나가서 놀자고 하면 신나서 소리를 지르며 무척이나 좋아하는 

우리 아들 도영이. 종종 아빠에게 정성 가득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써서 건네주었는데 아빠는 한번도 제대로 

답장을 못해주었구나. 그래서 아빠도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도영이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 보았어.

도영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뛰놀고 선생님께 

배우는 모습,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림일기 쓰는 모습들 

모두모두 아빠는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단다. 

올해 초 “아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곱 살 형님반이 되었어요” 

라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조금 있으면 정든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도영이와 친구들 모두 어엿하고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는구나.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할 거야. 

얼마 전 도영이가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는 예비소집 통지서를 

받고 나니 엄마, 아빠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단다.  

초등학교 가서도 우리 도영이는 지금처럼 항상 밝고 씩씩하고 

멋진 아이로 자라줄 것을 아빠는 항상 믿고 있어. 

가끔 도영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꾸지람 듣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도영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도영이와 함께라 정말 행복하다.  아빠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놀아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틈틈이 

도영이하고 더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할게.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아빠랑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놀이동산도 가고, 

즐겁고 신나게 놀자꾸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들, 도영아! 사랑한다.

 

도영이를 
마음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가 

 경영혁신팀 
장현종 과장 + 노틀담어린이집 장도영

아이의 입에서 처음 ‘아빠’가 흘러 나왔던 날의

환희를 기억한다. 남들의 귀에는 ‘아부부’하는

옹알이었을 터이지만 장현종 과장의 귀에는 
그것이 똑똑히 ‘아빠’로 들렸다.
그 감격스러운 이름에  익숙해지고 나니 이제는

‘학부형’이라는 묵직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지려 한다.
그것이 아빠된 자의 사랑이고 기쁨이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들이 나섰다. 연탄과 함께 얼굴과 손은 
거뭇거뭇해져 갔지만, 언덕과 비탈이 이어진 좁은 
골목골목 사이로는 쉴 새 없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

우리 이웃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누구보다 큰 
보람을 느꼈던 사회공헌 담당자들. 한화인의 
이름으로 ‘함께 멀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했던 
이들을 위한 큰 축제가 열렸다.
-

연탄에 가득 담아 
전하는 
따뜻한 이웃사랑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그룹  
사회공헌활동 
1년 총결산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한화S&C는 김용욱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월 14일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를 진행하고,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한화S&C 임직원뿐 아니라, 

새롭게 한화의 가족이 될 예비 신입사원도 함께해 따뜻한 

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2015년도 

신입사원 권동아 사원은 “연탄을 받으시고 환히 웃어주시는 

이웃 분들을 만나니 겨울의 추위가 달아나는 느낌이었다”며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김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본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12월 16일에 

진행,  노원구 상계동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1만 장을 

전달했다. 연탄배달 참가자들은 “배달 지역이 지형적으로 

비탈지고 길목이 좁아 직접 들고 나르거나 길게 줄지어 손에 

손으로 연탄을 이어 날라야 했지만, 이웃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11월과 12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테크윈, 

한화토탈, 한화손해보험, (주)한화/화약 등 다양한 계열사가 

연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널리 실천했다.

‘사업보국’의 창업이념과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을 

기반으로, 창업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한화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룹의 명성과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연말 

한 해 동안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을 돌아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한화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2015년 12월 22일 진행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개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회공헌인’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으며, 단체로는 ‘종합평가 우수 사업장’, ‘부문별 평가 

우수 사업장’을 선정, 1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약속하며 이웃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그룹의 

노력을 더욱 다각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4544 일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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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따스한 봄날의 추억 한 조각 정도 묻어두었을 법한 춘천은 대놓

고 이름에 봄을 품고 있건만, 사람들은 겨울 한가운데서 그 아름다움

을 솎아낸다. 한반도에서 가장 겨울다운 겨울이 찾아오는 강원도의 한

켠이어서도 그렇고, 고요한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어서도 그렇다. 겨

울의 춘천은 한껏 멈춰 있다. 파도가 쉼 없이 몰아치는 바닷가 마을의 

역동성이나 한겨울 눈꽃이 피어나는 산의 환희 대신 고요히 얼어붙은 

호수와 산허리를 휘감는 안개가 도시를 감싼다. 그 요지부동의 침묵 속

에서 미숙하고 뜨거웠던 젊은 날의 기억 한 조각씩을 떼어 내다 보면 

추위는 별 것 아닌 듯 다가온다. 빈한한 주머니를 털어 떠나왔기에 더 

안달 나게 아름다웠던 춘천을 다시 찾는다.

춘천,
모두의 청춘을 품다
취재 편집실

사진 윤학신, 박해욱 판타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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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은 대한민국 겨울 여행의 풍경을 바꾼 곳이다. 코끝이 빨개진 채

로 폐부를 찌르는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제법 운치가 있다는 것

을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 남이섬은 1944년 청평댐 조성 당

시 북한강 강물이 유입되어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경계에 생겨난 

섬이다. <응답하라 1988> 세대에게는 매해 ‘강변가요제’가 열린 장소

로 익숙한 곳이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성공 이후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었고 2001년 이후 연평균 관

광객 수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그렇기에 남이섬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히 갈린다. 강의 새와 숲의 새

가 자유로이 오고 가는 조용한 섬은 ‘콘셉트’로 가득한 연극무대처럼 

정비됐다. ‘나미나라공화국’이라는, 입에 올리기에 다소 머쓱한 이름으

로 호젓함을 잃은 대신 사철 아름다운 가로수들이 수종(樹種)별로 폭

신폭신한 산책길을 제공한다. 이 계절, 대부분의 가로수는 앙상한 모

습이지만, 겨울에 그 운치를 더하는 자작나무길이나 이곳저곳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장작불, 향긋한 군고구마 내음 등은 계절을 만끽하는 데 

손색이 없다. 덕분에 남이섬은 수많은 연인들에게 ‘연애가 시작된 곳’

으로 기억되는 위용을 떨친다. 오로지 낭만에 모든 것을 건 듯한 섬 자

체의 운영도 새로운 방식이지만, ‘섬’이 주는 고립되고 특별한 경험도 

고백의 말을 꺼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리라.

대부분의 춘천 여행지가 오래된 추억을 묻어둔 곳이라면, ‘제이드가

든’은 비교적 신인에 속한다. 개관 5년차의 오래지 않은 수목원이지만 

드라마 등을 통해 그 아름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남이섬 인근에 위

치해 들러 보기에 좋다. 16만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에 24개의 작은 유

럽식 정원, 4,000여 종에 가까운 식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물론 겨울

에는 많은 식물들이 봄을 기약하며 동면에 들어가 있지만 고즈넉한 산

책과 온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도 편안한 즐거움을 준다.

그곳에서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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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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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야 비슷비슷한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파는 것이 아니

냐고 반문하는 이들은 골목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지 않은 탓이

다. 어느 지역이든 중심이 되는 전통시장은 그만의 개성이 있기 

마련. 춘천의 중앙시장은 최근 ‘낭만시장’으로 일컬어지며 청춘

과 향수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장의 유

휴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서는 중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막걸리집들과 음악다

방 등에서 그 시절의 낭만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저렴하고 푸짐해 

인기를 끌었던 닭갈비나, 강원도 특유의 슴슴한 메밀국수를 배

가 꽉 차도록 즐겨보자.

그곳에

낭만이 있었네

호수가 말을 건다.

조용히, 나붓하게

흔한 표현이지만 춘천은 ‘호반의 도시’다. 그러나 춘천이 호수를 심장

부에 품은 것은 5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다. 1967년 북한강과 소양강

이 합류하는 신연강 협곡을 가로질러 의암댐을 건설했고, 신연강은 호

수가 되어 춘천시를 둘러싼 모습을 가지게 됐다. 강은 호수가 되고 삼각

주들은 섬이 되는 상전벽해의 변화 속에서 자연은 넉넉히 품을 내어 새

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다. 기개 넘치는 준봉들이 즐비한 가운데 

비밀처럼 품고 있는 물길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며 그저 조용히 걷다 

가라 등을 토닥인다. 

의암댐이 야트막하게 협곡에 묻혀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소

양강댐은 그 위용이 대단하다. 1973년 완공 당시 6개면 38개 동리의 

4,600세대가 수몰되었고, 춘천·양구·인제에 걸친 거대한 인공호수가 

자리하게 됐다. 오봉산, 구봉산, 봉화산, 봉의산, 용화산 등 이름만 들어

선 구체적인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 작은 산들도 이 넓은 호수와 어우러

져 춘천의 풍경을 완성한다. 청평사는 이 중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자

그마한 사찰이다. 건물 터만 남은 석축과 대웅전·산신각·극락보전이 전

부인 이 고찰이 춘천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이유는 사찰 그 자체가 아

닌, 사찰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수고로움과 불편

함, 폭포와 작은 고(古) 정원, 그리고 오직 자신의 발소리와 심장의 고동

만이 들리는 순간들이 청평사를 특별하게 만든다. 사찰을 돌아보는 일

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이 여행에 동참해준 벗의 볼이 빨갛

게 얼어 있을 것이다. 따스한 차 한 잔과 함께 춘천을 떠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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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글보글’은 특이한 표현이다.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가 되기도 하

고 형태를 뜻하는 의태어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글자를 보는 순간 

그 간지럽히는 듯한 소리와 맑은 거품이 이는 모양새를 떠올리게 

되리라.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구수한 향기까지도 이

내 상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 주인공은 대부분 ‘된장찌개’가 차지할 

것이다.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는 ‘우리 엄마 레시피’이지만, 

해산물을 파는 식당에서도, 고기를 파는 식당에서도, 저렴한 분식

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낮은 메뉴가 이 된장찌개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화인들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구내식당의 영양사

들도 된장찌개를 다양한 레시피로 제공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

식인 만큼 호불호가 잘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지락, 냉이 등 영

양이 최고조에 이른 제철 재료를 사용해 내놓는 된장찌개도 인기

지만,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는 좀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 느

껴져 한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메뉴 중 하나라는 것이 한화

빌딩점 사내식당 공경식 조리실장의 귀띔이다. 집에서는 식당의 

그 맛이 나지 않는다면 팁을 몇 가지 실천해 보자.

우선 식재료를 손질하고 나오는 양파껍질, 파뿌리 등을 버리지 말

고 육수를 낼 때 함께 사용해 볼 것. 감칠맛이 배가 된다. 된장찌개

를 끓일 때는 쌀뜨물로 국물을 내는 것이 기본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로 ‘집밥’ 열풍을 일으킨 한 셰프는 식당처럼 맛깔난 된

장찌개의 비법으로 쌀뜨물에 설탕을 살짝 넣기를 권하기도 한다. 

설탕이 된장의 텁텁함을 잡아준다는 것. 그러나 설탕 사용이 꺼려

지는 사람이라면 양파를 듬뿍 넣어 단맛을 내주는 것도 좋다. 

공경식 조리실장은 “임직원 여러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위생과 맛 

모든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매일 음식을 만들고 있다”며 “구내식당

도 집밥처럼 여기며 애용해주세요!”라고 작은 당부도 잊지 않는다. 

사람들은 집에서 먹은 밥이 맛있으면 
“사먹는 것 같다”고 하고, 밖에서 먹은 밥이 

맛있으면 “집에서 해먹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한화의 인기 영양사들이 
그 비밀을 밝히는 ‘맛있는 제안’을 시작한다.

맛있는 제안
그룹 본사 한화빌딩점 사내식당 인기 메뉴, 차돌박이 된장찌개

◆

보글보글, 군침 도는 
소리, 모양, 향내의 삼박자

취재 나인화 과장 with365@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애호박, 감자, 양파, 대파, 풋고추, 청양고추, 
쇠고기 차돌박이, 다시마 물, 다진마늘, 

된장을 준비해 채소는  한입 크기로 썬다. 

1월은 다이어트와 저염, 건강식을 염두에 두는 임직원들이 많으므로 그만큼 
식단 구성도 담백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소 맛내기 비법이 궁금했던 구내식당 메뉴가 
있다면 레시피 공개를 요청해 보세요. 
각 사업장 영양사들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sabo@hanwha.com)

담백하고 통통한 삼치에 
파프리카 양념된장 소스를 
발라 구운 밥도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입맛’도 반하고 말 달콤하고 
짭쪼름한 떡강정은 어떠세요?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와 치즈떡이 
환상 궁합이랍니다.

해독작용과 빈혈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아삭한 연근에 요구르트와 흑임자를 섞은 
독특한 소스를 버무려 상큼하게 제공합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그만이겠죠?

준비된 다시마 물에 된장을 풀고,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제외한 

채소들을 넣고 끓인다.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준비한다. 

한소끔 끓인 후 다진마늘과 차돌박이를 
넣고 다시 끓어오르면 풋고추와 

청양고추를 넣어 살짝 끓인 뒤 불을 끈다.

공경식 조리실장이 추천하는 
한화빌딩 사내식당 1월 메뉴

삼치 
파프리카 
된장소스 구이

유자청 
돈육 떡강정

연근 
흑임자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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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을 
명품화하고 디자인코칭, 멘토링, 
인증지원을 통해 6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는 그룹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인 정신과 혁신 정신이 함께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명품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계룡산의 기운을 담뿍 
머금은 ‘궁골’의 장류를 소개한다.

창조적 제안
계룡산 궁골식품

◆

어머니의 손맛,
자연의 참맛을 담다

정리 편집실

사진 한화갤러리아 제공

갤러리아 MD가 추천합니다
궁골식품이 자리한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는 야트막한 
산과 확 트인 들판을 끼고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청량한 
물, 사철 깨끗한 공기가 함께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고집스럽게 전통방식을 고수해 만들고 있는 장류는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을 정도로 구수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죠. 
갤러리아에서는 2016년 설, 두 종류의 기획세트를 
구성했으며 향후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어(御)된장과 
어간장을 개발해 상품을 더욱 특화할 예정입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이곳에는 국내에서 수

확한 햇콩 재료와 무방부제·무색소의 고집을 지키

고 있는 ‘계룡산 궁골식품’이 있다. 35년 이상 전통 

장류를 만들고 있는 최명선 장인이 설립한 궁골

식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전통식품 업체로서, 

전통 장류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 정도로 유명한 업체다. 전통 방식 그대로 

토종 장을 만드는 고집이 명품을 만들어 냈다. 가

마솥에서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황토방에서 숙

성시키고, 항아리에 메주를 띄워 간장을 만드는 

방식을 고수한다.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를 넣은 

고추장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우리 장류

에 내재된 선조의 지혜를 유지, 계승하는 한편 현

대적인 혁신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궁골식품의 토종 된장은 황토방에서 숙성한 국산

콩 메주와 2년 이상 간수를 뺀 서해안 천일염만을 

사용, 자연 발효해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최상품의 고추를 직접 세척, 건조해 조미료와 보

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찹쌀 고추장이나 친환

경 딸기를 이용해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딸

기 고추장, 국산콩만을 사용, 재래식 방법으로 제

조해 더욱 구수한 생청국장, 3년 이상 숙성시켜 

맛이 진하고 깊은 간장 등은 궁골이 자랑하는 대

표 상품들이다.

그룹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궁골식품

의 제품을 더욱 차별화·고급화하고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판로 개척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

다. 2016년 설에는 갤러리아 고객들을 위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항아리된장과 항아리고추장 각 

500g과 토종간장 375ml를 곱게 포장한 선물세

트가 6만 원, 같은 구성품으로 두 배 정도의 용량

을 담은 세트가 9만 9,000원에 선보인다.

항아리된장과 항아리고추장 각 500g, 
토종간장 375ml가 포함된 선물세트. 6만 원.

항아리된장과 항아리고추장 각 1kg, 토종간장 
620ml가 포함된 선물세트. 9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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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제안

더 플라자, 
오토그래프 컬렉션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더 플라자는 한국에 처음 선보이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오토그래프 컬렉션(Autograph 

Collection)’과 함께 새해 첫날부터 
업그레이드된 호텔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더 플라자는 지난 2015년 9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특급호텔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더 플라자의 장점에 체인 브랜드의 
장점이 결합된 호텔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더 플라자는 덕수궁, 
경복궁, 숭례문 등 주요 전통 문화재가 
함께하는 600년 고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에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와 
시그니처 향기, 음악 등이 결합된, 
오감만족의 유니크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 플라자는 오토그래프 컬렉션과의 
전략적 제휴 시작을 기념하여, 더 플라자 
웹사이트(www.hoteltheplaza.com)를 
통해 ‘웰컴 투 오토그래프 

탐나는 제안
한화의 신상품과 이벤트

◆

기대해도 좋아요,
한화의 2016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사 제공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계절,
우리의 감성을 뜨겁게 녹여

따스하게 감싸 안을 한화의 
라이프스타일 제안들을 모았다.
뜨거운 차 한 잔과 어울릴 
클래식 공연부터,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다양한 이벤트까지.
한화의 겨울은 얼어붙을 틈이 없다.

한화클래식  2016 
티켓 오픈

매년 품격 높은 공연으로 마니아들을 
낳고 있는 ‘한화클래식 2016’ 무대가 

2016년 3월 5-6일 서울 예술의전당, 

8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 
초청 아티스트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이다. 지휘자인 민코프스키는 
바로크 음악과 더불어 19-20세기 음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음악가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1982년 민코프스키가 창단한 연주단체로 
시대악기를 통해 바로크, 고전 및 낭만주의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내한공연은 내한 자체도 환영할 
만하지만 선보이게 될 프로그램 또한 

<상상교향곡>, <돈주앙의 향연> 등 
이들의 대표 레퍼토리라는 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무대가 될 것이다.  
공연 티켓은 12월 15일부터 인터파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며 
가격은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이다. 대전은 서울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공연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인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1월 24일까지 선예매자에 한해 

30% 할인이 적용된다.

(학생과 예술의전당 회원에게는 
할인율 별도 적용)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SAC티켓 02-580-1300

컬렉션’(Welcome to Autograph 

Collection) 패키지를 예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메리어트 리워즈 포인트를 

3배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더 플라자에서 편안한 
하룻밤은 물론, 
서울 시청에서의 아이스링크, 
럭셔리 오리엔탈 스파 더벨 스파 이용권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문의  02-771-2200

한화리조트 
설악 워터피아 
할인 판매 프로모션

한화리조트 설악 워터피아는 2015년 
워터피아 동계 바이럴 영상을 제작하고 
대내·외부 프로모션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금액의 워터피아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OK캐시백 모바일앱에서 영상시청 
후 포인트 적립은 물론, 워터피아를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기프티콘’과 
연계하여 1월 31일까지 40% 할인 판매 
예정이다. 
문의  02-789-5212

한화리조트 양평, 
눈썰매장 개장

한화리조트 양평은 5,000여 평의 
눈썰매장을 오픈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한화리조트 양평 
눈썰매장은 코스길이 성인용 180m, 유아 
및 노약자용 80m의 슬로프를 갖추었으며 
일일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월 
말까지 운영되는 양평 눈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쿠폰을 
통해 눈썰매장 30%, 놀이기구 4종 
자유이용권 20% 할인이 가능하다.
문의  031-772-3811(내선 8246)

한화리조트, 
healthy getaway 
패키지 출시!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와 해운대 
티볼리는 특별한 출발을 위한 ‘Healthy 

Getaway’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뷔페와 사우나 

2인권과 함께 솔가 에스터C 비타민을 
선물로 증정한다. ‘Healthy Getaway’ 
패키지는 2월 29일까지 투숙 가능하며 

비타민 선물은 170개 한정으로 선착순 
제공된다. 안드로이드 전용 한화리조트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하면 추가로 최대 

1만 5,000원 할인된다. 
문의  02-789-5197

한화건설,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상가 분양

한화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업4블록에 공급한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의 상가를 분양한다. 20층 

3개동 규모 444가구의 은평 뉴타운 
꿈에그린에 위치한 상가는 지하 

1층(16실)과 지상 1층(36실)에 40~73㎡ 

52개실로 구성되었다. 스트리트형 상가로 
배치하여 주상복합단지의 편리함을 
높였으며,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은행 
등의 상업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높은 전용면적(전용률 지하 1층 58.9%, 
지상 1층 54.5%)을 확보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은평뉴타운 

1만 6,000여 세대의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연평균 865만 명의 북한산 등산객이 
구파발역 지하철을 이용하며 인근 고정 
고객이 매우 풍부하다. 
문의  1600-4900



‘마이넘버(マイナンバ―)’란?

‘마이넘버’제도의 정식명칭은 사회보장 ·조세번호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일

본은 건강보험, 후생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및 조세제도 관련 번호가 모두 상

이하였던 반면,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및 조세관련 제도 등에 사용될 단일화

된 번호체계로, 개인과 법인에게 1인당 1개씩 부여될 예정입니다. 

‘마이넘버’제도의 흐름

본래 ‘마이넘버’제도는 아베정권의 주도로 2011년부터 검토가 시작되었지

만 지난 3년여간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표류하다가, 2015년 5월 속

칭 ‘마이넘버법’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2015년 10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내국민/외국인들

은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개념)에 기입된 본인의 주소로 마

이넘버 통지카드를 우송받게 됩니다. 통지카드와 달리 본인의 사진이 부착되

어 있고, IC칩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카드를 활용하면 향후 신원

확인이나 마이넘버 기입 등이 별도로 필요없이 각종 사회복지제도, 세제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삐걱이는 움직임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이 제도는 출발부터 벌써 삐걱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일본연금기구, 도쿄상공회의소가 해킹 당해 약 12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마이넘

버’제도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제기의 움직임까지 나

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의 일환? Vs 세수증대의 방편? 

어쩌면 예상된 사태일지도 모를, 일련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행정 대기 시간 감축, 사회복

지 혜택의 부정수급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 역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수기입력, 우편송부 

등의 아날로그적 행정시스템이 지배적인 일본에서는 간단한 행정절차도 

대부분 1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

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세수증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

다. 아베정권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3선에 성공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이

른바 ‘아베노믹스’를 꾸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도 양적완화를 통

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아베정권의 노력들은 어느 정도 빛을 발하여 주가

지수 상승, 기업의 실적개선,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는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할 뿐, 화려한 경제적 반등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

어나고 있는 국가부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4년 12월 무디스

는 일본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의 부진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한

국보다 낮은 A1 등급으로 낮춘 바 있었고, 뒤이어 2015년 4월에는 피치에

서도 유사한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시킨 바 있습니다. 

2015년 현재 GDP의 두 배가 넘는 재정적자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상당

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정권이 하나의 비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마이

넘버’제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사회

보장성 비용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근로자 1인당 급여의 평균 15% 정도를 

별도의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 일부 중소기업에

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후생연금 등의 가입을 회피하

거나 인건비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수법은 갈수록 고

도화되고, 초고령화 진행으로 각종 연금 등 사회보장성 비용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도입비용만 2,900억 엔, 연간 유지비용만 

300억 엔이 넘는 ‘마이넘버’ 제도를 강행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 정부

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무려 연간 4조 엔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넘버’, 어떻게 될 것인가

기나긴 정치적 합의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끝에 탄생한 ‘마이넘버’제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경제건전성을 향상시

켜 체질을 강화할 것이라는 장밋빛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이로 인해 

도미노식 도산이 줄을 잇는 소위 ‘마이넘버 도산’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

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세수증대는 물론, 국민의 행정편

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아니면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촉발하여 되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아시나요? 

1인당 한 개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마이넘버’제도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산케이신문이 
성인남녀 996명을 상대로 ‘2015년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일’, ‘2016년 화제가 될 
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이넘버 통지(44.7%)’, ‘마이넘버제도 본격 
시행(62.7%)’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연 
‘마이넘버’란 제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도를 
달구는 것일까요?

‘마이넘버’제도는 행정 효율화와

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마이넘버’제도를 홍보하는

토끼의 이름은 
‘마이나짱(マイナちゃん)’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나짱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2015년 10월부터 
개인식별번호의 배정을 알리는 
통지카드를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있다.

2016. 01

2016년 <한화·한화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화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계의 산업과 생활 트렌드를 
세밀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취재 GTP 5기 이귀범 사원 (주)한화/화약 - 일본 동경 주재 한화큐셀재팬 파견 중

GTP는 Global Talent Program의 약자로,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그룹의 차기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이다. 우수 신입사원을 해외 법인 및 지사에 파견하여 
실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중심부인 미국, 독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라크 등에서 진행된다. 

Japan

평생 가는 
1인 1번호 제도. 

과연 제대로 
시행될까요?

5958 neWs
글로벌 한화 리포트



6160 neWs
계열사 뉴스

한화테크윈 美 P&W사와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

(RSP) 계약’ 체결

Manufacturing & Construction

한화토탈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에서 
‘4년 연속 화학부문 대상’ 수상 

한화건설 ‘2015 굿디자인 어워드’ 3개 부분 선정

무역부문 순천향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화첨단소재 ‘혁신 페스티벌’ 개최

한화테크윈(대표 김철교, 신현우) 12월 1일 ‘준법 

실천자의 날’ 행사 실시

한화테크윈 12월 7일 항공·방산부문 대표이사와 

임직원 상견례 실시

한화테크윈 12월 10일 로봇기술그룹 홍성진 상무 

‘대한민국 로봇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한화테크윈 12월 21일 美 P&W사와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RSP) 계약’ 체결

판교 r&D센터(센터장 임봉규) 12월 9일 ‘2015 

소프트웨어 테크페어’ 행사 실시

판교 r&D센터 12월 15일 ‘2015년 임단협 조인 및 

노사상생협력 선언식’ 실시

창원2사업장(사업장장 배춘렬) 11월 30일 

‘무인기용 터보팬 Core엔진 개발착수를 위한 Kick-

off ’ 행사 실시 

창원2사업장 11월 27일 항공·방산부문 조재우 

사원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창원2사업장 12월 11일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 기업부문상’ 수상

창원3사업장(사업장장 신중교) 12월 10일 

인도네시아 육군 작전참모장 사업장 방문

용인연구소(연구개발본부장 최진혁) 11월 26일 

UAE 전자전 사령관 일행 사업장 방문

용인연구소 12월 10-11일 10여 개의 사내 동호회가 

참여하여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방산부문(대표 이태종) 11월 27일 ‘2015 브랜드 

관리위원회’ 개최

방산부문 12월 18일 ‘2015 테크노 컨퍼런스’ 개최

방산부문 12월 18일 ‘비전설명회’ 개최

방산부문 12월 24일 ‘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관련 협약식’ 실시

방산부문 12월 28일 ‘H5S 우수과제 최종 발표회’ 

실시

여수사업장(사업장장 박종완)  12월 9일 ‘H5S 

개인과제 발표회’를 통해 사업장 대표 과제로 

품질보증2팀 조민수 과장의 ‘소진탄피 물성 

개선방안 연구’ 선정

여수사업장 12월 18일 관리직 전원이 참석해 

2015년 경영실적 및 2016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2015년 여수사업장 안전 품질 워크숍’ 실시

여수사업장 12월 18일 종업원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사업장 무사고 달성을 목적으로 ‘HI&RP 사례 

발표 대회’ 실시

대전사업장(사업장장 박선규) 12월 4일 

미사일사령부 작전부사령관 방문

화약부문(대표 최양수) 12월 24일 ‘2015 뉴한화상 

및 기술상 시상식’ 실시

무역부문(대표 박재홍) 12월 18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유성 병원장과 모바일 건강검진 

솔루션 ‘My Health Up 공급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기계/아산1사업장(사업부장 이은광) 12월 7일 

항공우주연구소 소속 연구원 120여 명이 참석하여 

‘항공우주연구소 R&D 혁신활동 발대식’ 진행

아산1사업장 12월 17일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시상식에서 ‘평택-시흥 고속도로’로 도로부문 

우수상 수상

한화건설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5 굿디자인(GD, Good Design) 어워드’ 

3개 부분에 선정되며, 2008년 이후 8년 연속 

GD마크 획득

한화건설 12월 4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2015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수원 권선 꿈에그린’으로 뉴스테이부문 대상 수상

한화건설 12월 9일 여의도 본사에 이라크 

CBI(Central Bank of Iraq) 실사단 6명 방문, 

이라크 소셜인프라(Social Infra :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Technical 미팅’ 진행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 12월 2일  

경량복합소재개발센터에서 ‘하반기 연구과제 

성과보고회(PPR)’ 개최 

한화첨단소재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미래 

자동차 융합 심포지엄’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 참가

한화첨단소재 12월 22일 대표이사 주재 연 단위 

종합 포상행사인 ‘혁신 페스티벌’ 개최

용인연구소 12월 22일 전사 임직원이 참석해 

‘한화탈레스 테크노 컨퍼런스 행사’ 개최

용인연구소 12월 22일 합동참모본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일행 방문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영호) 11월 25일 임직원의 

보안규정 생활화 유도 및 방산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상태 유지 대책을 위한 ‘2015년 보안 경연대회’ 

개최

구미사업장 12월 2일 김영호 사업장장과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전투체계개발단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차기 잠수함 ‘장보고-III 

전투체계개발시제’ 인도식 행사 개최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 12월 11일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한화케미칼 12월 21일 블로그 필진 ‘드림팀 7기 

발대식’ 실시

여수사업장(주재임원 김평득) 12월 3-18일 

공장장을 비롯한 각 팀장,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6년 경영계획 발표회’ 진행

여수사업장 12월 9일 환경안전팀 박연봉 대리가 

‘여수시 소방안전 유공자’ 수상 

중앙연구소(소장 이찬홍) 11월 30일 한화 특허 

아카데미 2기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판단 및 

분쟁대응’을 주제로 3차 교육 실시

중앙연구소 12월 18일 연구개발 실무자,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준수를위한 집합교육’ 실시

폴리실리콘공장(주재임원 이점우) 12월 24일 

‘2015년 4분기 원가절감 아이디어 우수사원 

포상식’ 실시

한화종합화학(대표 임종훈) 12월 21일 ‘2016년 

전략회의’ 실시

한화토탈(대표 김희철) 12월 7일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에서 ‘4년 연속 화학부문 

대상’ 수상 

한화토탈 12월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24회 다산기술상 시상식’에서 최창현 연구소장 

대상 수상

한화토탈 12월 10일 ‘제12회 엔지니어 연구테마 

발표대회’ 실시, 방향족2공장의 에너지, 열 교환망 

최적화에 대해 발표한 PAREX2과 김남훈 대리가 

최우수상 수상

한화토탈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5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화토탈 태양전지 소재용 EVA제품이 

‘세계일류제품’으로 선정

한화화인케미칼(대표 현광헌) 12월 1-11일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한화화인케미칼 12월 11일 회사합병결정 공시

한화건설(대표 최광호) 11월 30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5 토목건축기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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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저축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실시

<제조/건설 네트워크> (주)한화 커뮤니케이션팀 박지수 02-

729-1708 | 여수 운영팀 이슬비 061-640-1213 | 대전 운영팀

김혜정 042-829-2451 | 보은1(화약) 운영팀 김지선 043-540-

0155 | 보은2(방산) 운영팀 우민희 043-540-0577 | 구미 운영팀

곽보라 054-467-8515 | 종합연구소 운영팀 변희진 042-829-2618

| (주) 한화 무역부문 경영기획팀 정현오 02-729-3708 |(주)한화 
기계부문 경영기획팀 정민주 02-317-5315 | 창원 운영팀 김성훈 

055-210-6303 | 아산1사업장 인사파트 전현정 041-538-7565 

| 아산2사업장 지원과 박종일 대리 041-538-4803 | 한화테크윈

커뮤니케이션팀 손청진 02-729-2870 | 판교r&D센터 김주영 사원 
070-7147-7193 | 창원사업장2사업장 hr팀 김보미 대리 055-

260-2003 | 한화탈레스 커뮤니케이션팀 전인애 주임 02-729-2142 | 
판교 원가관리그룹 고해정 대리 031-628-7003 | 용인 연구지원팀 
정윤경 대리 031-8020-7014 | 구미 product eng.1팀 최중규 
선임 054-460-8769 | 한화케미칼 브랜드 전략팀 문성민 02-

729-1128 | 여수 대외협력팀 황명상 차장 061-688-1030 | 울산 
총무지원팀 이현주 052-279-2108 |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 
오진선 042-865-6488 | 폴리실리콘공장 인사/총무 허민주 061-

690-5700 | 한화종합화학 인사팀 김지연 과장 02-2255-0325 | 
울산 지원팀 김장수 주임 052-278-6239 | 대산 지원팀 서정희 
주임 041-660-8415 | 한화토탈 커뮤니케이션팀 변재찬 

02-3415-9345 | 대산공장 총무팀 이준혁 041-660-6241 | 
한화화인케미칼 지원팀 정호룡 061-688-4841 | 한화건설 
홍보팀 권영호 과장 02-2055-5304 | 한화큐셀코리아 전략금융팀 
안지애 대리 02-729-4179 | 한화첨단소재 경영혁신팀 허태호 
과장 044-279-8836 | 음성사업장 환경안전팀 최현지 043-880-

2037 | 한화컴파운드 인사/총무군 심창현 02-3014-0535 | 
한화에너지 대외협력팀 이미령 02-729-4099 | 한화도시개발 
사업기획팀 김창현 대리 031-8014-7064 | 김해테크노밸리 
마케팅팀 가순석 055-320-5725 <금융 네트워크> 한화생명 
홍보팀 이주연 과장 02-789-8087 | 한화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 
파트 김준연 과장 02-316-8213 | 한화자산운용 박종우 과장 

02-6950-0248 | 한화투자증권 브랜드&커뮤니케이션 파트 
박현주 02-3772-7493 | 한화저축은행 전략기획팀 이채은 032-

666-2337<서비스/레저 네트워크> 한화호텔&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김보윤 02-789-5076 | 설악 쏘라노 지원팀 
최지언 033-630-5613 | 용인 베잔송 지원팀 김영현 031-332-

1122(731) | 양평 영업팀 김민지 031-772-3811 | 백암온천 지원팀

김소이 054-787-7001(154) | 지리산 지원팀 양진근 대리 061-

782-2171 | 경주 지원팀 권민석 054-777-8325 | 산정호수 안시

지원팀 이희승 계장 031-540-9734 | 대천 파로스 지원팀 박영주

041-930-8508 | 해운대 티볼리 지원팀 신지현 051-749-5300

| 제주 지원팀 문경훈 대리 064-786-1104 | 휘닉스파크 지원팀

최윤종 033-330-9662 | 제이드가든 노회은 대리 055-791-

1012 | 더 플라자 호텔마케팅팀 황빛나 02-310-7797 | FC 기획팀

김지연 02-2174-6018 | 여수aQ 운영팀 유아름 061-660-1122

| 제주aQ 운영팀 백건우 064-780-0952 | 한화갤러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이승준 대리 02-410-7487 | 수원점 지원팀 
안정호 과장 031-229-7006 | 센터시티 지원팀 장승한 과장 041-715-

7561 | 진주점 지원팀 강호제 과장 055-791-1012 | 타임월드 
홍보p/t 이윤애 042-480-5032 | 한화B&B 경영지원팀 
유재선 대리 02-6209-2109 | 한화63시티 Csr팀 김해현 02-

789-5619 | 한화S&C 경영기획팀 이민경 02-6313-3472 | 
한화역사 지원팀 강정석 02-390-4017 | 한화이글스 홍보팀 
오창석 대리042-630-8245 | 한화인재경영원 운영팀 김안나 대리 
031-589-2851 | 북일학원 국어과 김기선 교사 041-520-8659

한화투자증권 ‘2015 한화 핵심가치상 시상식’ 개최 

Finance services & leisure 2016 한화·한화인 주재기자

한화투자증권 12월 9일, 23일 본사 1층 ‘다담’에서 

‘한화물고기공원 문화학교’ 진행 

한화투자증권 12월 9일 평택지점이 경기남부지역 

상장법인 및 일반법인의 자금운용 및 IR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미나’ 진행

한화투자증권 12월 18일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12월 전국 지점장 회의’ 개최

한화투자증권 12월 21일 더 플라자 메이플홀에서 

‘2015 한화 핵심가치상 시상식’ 개최 

한화투자증권 12월 30일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나눔의 기업문화를 실천하는 ‘2015년 

자원봉사의 날’ 실시

한화저축은행(대표 김원하) 11월 20-21일 

한화리조트 용인/베잔송에서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실시

리조트부문(대표 문석) 12월 1-3일 ‘사업장 관리 

인식 및 체계 개선 워크숍’ 실시

리조트부문 12월 4일 거제 리조트 착공식 및 

한화생명 12월 14일 차남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식당 리뉴얼 개관식’ 진행 

한화생명 12월 18일 용인 연수원에서 차남규 

대표이사, 본사 임원 및 팀장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포럼’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한화손해보험 12월 18-19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연수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혁신성과 보고대회’ 개최

한화투자증권(대표 주진형) 12월 3일 

재경1지역사업부는 갤러리아지점 세미나실에서 

재경1지역사업부 지점연합 ‘VIP고객 대상 

아트세미나’ 실시

한화투자증권 12월 8일 강서/목동지점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 초청 세미나’ 진행

한화도시개발(대표 최광호) 11월 27일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 실시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11월 2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지훈 상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 및 혈액투석 환자 54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족 힐링캠프 

홈커밍데이’ 행사 진행

한화생명 11월 28일 남양주 우리은행 야구장에서 

열린 ‘2015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대회 

봉황리그’에서 한화생명 사내 야구단 볼케이노가 

최종 우승 

한화생명 12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우인선 사원이 경찰청장상, 

박창권 과장이 금융감독원장상, 

임승재 매니저·서인천 과장이 생명보험협회장 

표창장 수상

한화생명 12월 8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2015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 

JS바흐와 결연을 맺고 ‘한화팝앤클래식’ 후원 

협약 실시

한화생명 12월 1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5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혁신부문 대상인 ‘생명보험협회장상’ 수상

한화역사 ‘환경보전 활동 우수 실천 유공자’로 표창 수상

한화손해보험 CCM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사업부지 답사

리조트부문 12월 8-9일 ‘2015년 CS마스터 

콘테스트’ 실시

리조트부문 12월 14-16일 ‘4기 사내강사양성과정’ 

2단계 실시

FC부문(대표 김태호)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어 

서울시 업체를 대표하여 ‘서울시장상’ 수상

센터시티(점장 신동일) 12월 21일 ‘2015년 

한화그룹 환경안전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지점 정문(남문)에 기념 동판을 부착하는 

현판식 실시

타임월드(점장 박정훈) 11월 5일 박정훈 점장 및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1층 랜드마크에서 

‘2015년 자선냄비 시종식’ 진행

면세사업본부 12월 16일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 

어린이 환자들에게 선물할 ‘크리스마스 나눔박스’ 전달

한화63시티(대표 이율국) 12월 1일 책임자의 

리더십 함양 및 FM 전문성 향상을 위한 ‘SnS 하반기 

책임자 스마트 워크숍’ 실시

한화63시티 12월 11일 빌딩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사 임직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한화63시티 12월 16일 ‘면세점 비상대기조 훈련’ 

실시

한화S&C(대표 김용욱) 11월 26일 그룹사 

대표 및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스마트워크 도입일정 및 2016년 

기술 트렌드 대응전략’을 설명하는 그룹CIO포럼 

실시

한화S&C 11월 25일 전사 거래에 투명한 

프로세스 정착 및 하도급 공정거래 기반 확립을 

위한 ‘2015년도 하반기 전사 수 ·위탁거래 공정거래 

교육’ 실시

한화S&C 11월 26일 그룹 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경영위원회’ 개최

한화역사(대표 한권태) 12월 17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2015년 환경보전 활동 우수 

실천 유공자’로 표창 수상

한화 B&B(대표 박종엽) 12월 17일 임직원 간 

소통을 위한 ‘4/4분기 노사협의회’ 실시

한화 B&B 12월 22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2015년 B&B 멘토링’ 참여 직원 수료행사 진행

한화생명 ‘2016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한화도시개발 ‘2016년 경영전략회의’ 실시

한화63시티 ‘SnS 하반기 책임자 스마트 워크숍’ 실시



Volunteer  
activity 

방산/여수사업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여수사업장은 여수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임

직원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만들기에 한마음으로 동

참하여 김장김치 5,000포기를 정성과 사랑을 담아 버

무리고, 포장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직접 배달

했습니다.

한화생명,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 나눔 실천

한화생명 맘스케어(MOM’s Care) 봉사단은 결연 복

지단체인 명진들꽃사랑마을과 혜심원을 찾아 아이

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전달하

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캐롤과 율동을 배우고, 영아들을 직접 목욕시키는 등 

엄마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진주점, 
‘2015 사랑의 나눔트리’ 기부 행사 진행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

고 경상대학교병원 소아암병동에서 ‘2015 사랑의 나

눔트리’ 기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

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극세사 쿠션과 아이들이 좋아하

는 귀여운 위시베어 인형, 그리고 어린왕자 스탠드 등

을 담은 나눔트리를 환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50호점 개관식

한화건설은 서울시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꿈

에그린 도서관 50호점’을 개관했습니다. 꿈에그린 도

서관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5년에 걸쳐 50호점 개관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한화

건설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시공 참여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한화/화약, 9년째 이어지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주)한화 화약부문 임직원은 연말을 맞아 서울 정릉

동 일대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

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최양수 대표이사

와 임직원들은 당일 에너지 빈곤층 가정을 직접 찾아 

연탄 5,500장과 쌀 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 
연탄으로 함께 나누는 사랑 

한화토탈 김희철 사장과 임직원들을 비롯한 주부동

아리 가족들은 서산연탄은행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기증하는 연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나른 

연탄은 인근 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절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따

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따스한 겨울 나기,

안전에서 시작되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룹은 한국메세나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운영하는 ‘한화예술더하

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말에 전국 20개 지역에서 재능 나눔 발

표회 및 전시회를 펼쳤습니다. 아동 및 임직원 봉사자 600여 명은 가

야금, 사물놀이, 창극, 무용, 서예·민화 등 1년간 갈고 닦은 예술재능

을 가족, 지역주민, 문화소외계층과 나누었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과 소중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와 소비자 평가단은 상계동 재난위

기 가정을 찾아 연탄 나눔과 주거시설 화재 예방 안전점검 활동을 진

행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방한과 안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마

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룹, ‘한화예술더하기 
재능 나눔’ 실시

한화손해보험, 
재난위기 가정 
연탄 나눔 및 화재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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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neWs
사회공헌 뉴스



한화 사보는 회사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특히 지난 달에는 눈으로만 보던 

사보에 저희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통해 인생 6년 만에 첫 봉사활동을 한 아이가 

너무 좋아하며 사보에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보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불꽃 열정 한화를 힘껏 

응원합니다!

독자 최상원 님

늘 반가운 사보이지만, 저희 사업장 임직원들의 

출연이 예정되면 더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 임직원 분들이 사보에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주재기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웹사보도 구독하실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웹사보와 함께 인증샷 

남겨 봅니다!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 
전현정 사원 

지난 2015년 한 해에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찬 

<한화·한화인>을 보면서 한화그룹이 점차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에도 우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 주며 신뢰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독자 장우익 님 

모바일 피자 교환권

이춘성 016-43*-****
이춘임 010-926*-****
권순만 010-990*-****

모바일 영화 관람권

안도희 010-416*-****
서지희 010-710*-****
선아영 010-506*-****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송석현 010-543*-****
심재호 010-348*-****
김미경 010-281*-****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시는 경우 독자엽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1월호 창조적 제안 코너를 통해 소개된 상품은?

2  1월호 사보에서 찾아간 여행지는?  

3  1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는?

1   도전의 시간, 열정의 시작 

2 11회

2015년은 특히 한화그룹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이기에 새롭게 한화의 

가족으로 맞이한 한화토탈 공장 체육대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축제를 통해 한화의 식구로 

거듭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화토탈 분들 

파이팅!

독자 이춘성 님 

이번에 <Color Your Life> 코너에서 다뤄진 선물 

공략 대작전을 통해 저도 참신한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받는 이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권순만 님

매월 <한화·한화인>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펼쳐보는 칼럼이 <명강의 열전>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분야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십수 년 전 아련했던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두 눈이 반짝반짝, 두 귀가 쫑긋쫑긋 해지네요. 

독자 이춘임 님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보를 들고 찍은 ‘사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사보 2월호에 

소개 및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임직원, 사외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 sabo@hanwha.com / 상품을 원하실 

경우, 휴대폰 번호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에 퀴즈 정답과 좋은 글을 적어서 1월 

21일까지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1  

2

66 neWs
한화스퀘어

event

엽서
당첨자

인증샷
당첨자

독자의 
소리

2015년 
12월호 
정답

Quiz

우편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4.10.1~2016.09.30

서울 중앙우체국

제2614호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9층

사보 <한화·한화인> 편집실                                                        

0 4 5 4 1

보내는 사람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간 2016년 1월 8일 - 1월 31일 

사용점 전 점(설악점 제외) 

내용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Regular Size
홈페이지 www.beansandberries.co.kr

* 본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카드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빈스앤베리즈 

 30% 
discount 
coupon

기간 2016년 1월 8일 - 1월 31일

장소 제이드가든 방문객센터 내 In the Garden / Cafe
내용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할인

* 카페이용 시 쿠폰 제시(현장할인, 1매 2인까지 적용 가능)
* 본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카드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 

제이드가든 방문객센터 내 in the garden / Cafe

 3,000원 
discount 
coupon

* 사보 메일(sabo@hanwha.com)로도 독자엽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30% 할인

discount 
coupon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할인

discount 
coupon

이번 달 가장 좋았던 혹은 미흡했던 칼럼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한화·한화인>에서 읽고 싶거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인물 관련 :                                                                                       

여행 관련 :                                                                                     

경제 관련 :                                                              

사보 <한화·한화인>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받고 싶은 상품                                  퀴즈정답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