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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정점에 선 인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책으로 만들면 25만 권에 이르는 정보가 

단 하루 동안 보이지 않는 망을 타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유물이던 정보와 지식의

모든 물꼬가 트인 지금, 기술과 예술,

학문, 산업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무한히 펼쳐진 기회의 땅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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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새로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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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금융과 ICT를
결합한 핀테크 시장에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도전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융합과
통섭은 한화의 새로운
화두이며,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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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항해술을 가진 민족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영토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산업 시대의 패권을
가볍게 거머쥐었습니다.
미개척의 땅에 말뚝을 박으면
땅 임자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국가와 기업들이
견고히 쌓아올렸던 블록들이 해체되고
누가 더 창의적인 모양으로 블록을
쌓아올릴 수 있는지 다시 겨루게
됐습니다. 세상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블록의 융합과 통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아이디어입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이 3월 2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가운데 한화생명 김동원 전사혁신실 

부실장이 ‘영 리더스 라운드테이블(YLR; Young 

Leaders Roundtable)’ 공식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김동원 부실장은 22일 저녁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보아오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YLR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10여 명의 영 리더들과 

‘거리(Distance)에 대한 재정의’라는 주제로 

90분간 자유토론을 펼쳤다. 모바일 기술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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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광고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광고를 선정하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TV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기업이 가진 신념과 가치의 의미를 

쉽게 전달해 고객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 광고의 

주요 역할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외 수상으로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은 

소비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긍정인식 도모를 위해 

1993년 제정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가 직접 심사해 참여하는 상으로, 

작년까지는 시상식 명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이었으나, 올해부터 격상해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번 시상식에는 2015년 집행된 광고 238편이 

출품되었으며, 1, 2,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33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불꽃’이 지니는 다양한 

상징성을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한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으로 TV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따른 사람들 간의 관계 변화 등에 관해 중국 

및 세계의 젊은 리더 10여 명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김동원 부실장은 위의 주제와 

관련해 “저 또한 메일이나 카카오,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해 전 세계 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모바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관계의 핵심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삶에는 가족, 가까운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함께하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발전은 

사회구성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션에는 김동원 부실장 외에 아리프 

아미리(Arif Amiri) UAE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대표, 중국 4대 포털 사이트 왕이의 창업자인 

넷이즈 그룹 딩레이(丁磊) 회장,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징시엔동 대표, 기술 관련 분석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더 인포메이션’의 

제시카 레신(Jessica Lessin) 대표, 자원 

개발 및 물류 전문 글로벌 회사인 유라시안 

리소시즈(Eurasian Resources)의 베네딕트 

소보트카(Benedikt Sobotka)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아오 포럼 측은 전 세계 정치, 사회, 문화, 

재계의 영 리더를 선정해 YLR 세션을 개최한다. 

우리나라 출신이 보아오 포럼에서 YLR 세션 

패널로 참석한 것은 2010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참가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김동원 부실장은 포럼 기간 중 중국 

알리페이로 유명한 앤트파이낸셜, 중국 5대 

보험사인 안방보험 대표 등과 연쇄 미팅을 

통해 핀테크 및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 앞서 21일 오후에는 

한화생명과 중국 이다그룹 간의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요엘 레비가 이끄는 KBS교향악단(피아노 협연 

백혜선)의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4월 22일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최수열. 오보에 협연 

함경)의 폐막연주까지 전국 19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는 국내 

시·도립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견 연주자부터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에게 

예술의전당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간 2016. 4. 1(금) - 4. 22(금)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시간 (화-목) 저녁 8시/ (토,일) 저녁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새 봄, 그룹의
힘차고 따뜻한 에너지가
국내외 곳곳에서 도약과
성장의 싹을 틔웠다.
세계의 리더들과 함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세계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사업을
확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과학 분야의
융성을 도모했다.

Contribution

그룹, ‘한화와 함께하는 
2016 교향악 축제’ 개최

AwArd

그룹, ‘나는 불꽃이다’ 캠페인 
그룹 최초 대외 광고상 수상

buSinESS

한화생명, 김동원 부실장 
보아오 포럼 영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패널 참석

그룹이 17년째 후원해온 ‘한화와 함께하는 

2016 교향악축제’가 4월 1일 KBS교향악단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예술의전당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17년째 후원해오고 있는 

교향악축제는 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내 

대표 메세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교향악축제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을 만나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오케스트라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음색, 다양한 민족적 색채, 

시대적 분위기, 작곡가의 개성 등을 음악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올해 교향악축제는 4월 1일 



한화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3월 24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마제드 알-호가일(Majed 

Al-Hogail)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장관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10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Ministry of Housing)가 발주하고, 

사우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이 사업은 

수도인 리야드(Riyadh) 공항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분당신도시 두 배 

규모(38㎢)의 ‘다흐야 알푸르산(Dahiyat 

Alfursan)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10년간 

총 10만 세대의 주택과 신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약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최첨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180억-200억 달러(한화 

약 21조-23조 원) 내외로 추정되며, 설계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은 

한화건설과 대우건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건설사인 SAPAC(Saudi Pan Kingdom 

for Trading, Ind. & Contracting) 컨소시엄이 

맡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는 약 3,000만 

명(2014년)으로, 연간 1.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 리야드에만 6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유입 

인구에 비해 주택보유율은 60% 정도로 현저히 

낮아, 갈수록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우디는 주택부를 신설하고, 

2016년 1월, 향후 7년간 약 4,000억 달러(한화 

약 464조 원)을 투자해 15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앞으로 사우디에서 

대형 주택공사 및 인프라 건설공사가 계속해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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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들에게는 

통섭의 혜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인문학적 지혜와

통찰력을 적용하거나 

금융에 첨단의 ICT 기술을

접목한 이들은 벌써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빼곡하게 갈라진 우리 앞의 길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교차점들

한가운데서 창조와 창의의

기회는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통섭
미래를 
여는 
새로운 
열쇠

BUSINESS

한화건설, 사우디에 
10만 세대 신도시 수출

그룹이 올해에도 미래의 노벨상 후보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 경진대회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6’을 개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Hanwha Science 

Challenge)’는 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 

CoNtrIBUtIoN

그룹,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6’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과학분야에 재능이 있는 전국 

고등학생 과학 영재들을 발굴하는 교육 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단순히 과학영재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 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과학적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는 공익적 취지에 따라 

‘지구를 살리자(Saving the Earth)’는 탐구적인 

주제를 6년째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과학경진대회와 달리 참가자가 제시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이 대회의 특징이다.

이번 대회의 신청 마감은 4월 10일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1차 심사 후, 5월 2일 

100개 팀을 선발한다. 이후 6월 4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대전소재)에서 2차 예선을 치른다. 

2차 예선을 마친 후 6월 8일 최종 본선 진출 

30개 팀을 발표한다. 최종전에 진출한 팀들은 

100만 원의 지원비를 받아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본선 및 시상식은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한화인재경영원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핀테크, 새로운 미래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

(Technique)’의 합성어로서, “온라인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통합한 전자

상거래를 통칭하며, 온라인 결제, 계좌관리, 이체, 자산관리 등

을 원스톱으로 통합 가능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다(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논문 『국내 핀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김종철, 

2015)』 인용).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

본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트렌드로 부상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의 리더가 되기 위한 

투자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 정부 주도 하에 핀테크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인터

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화생명, 핀테크에서 길을 찾다

그룹은 이 같은 세계적 추세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

고 국내 보험업계 중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터넷은행 ‘K뱅크(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우리은행, GS리테일, 알리바바 등이 참여)’에 지

분 10%로 참여한 바 있으며, 중국의 주요 P2P(개인 대 개인) 대

출 기업인 디안롱 사와 전략적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하는 등 핀

테크 사업 진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렇듯 지난 한 해 핀테크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놓

은 그룹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결과물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생명 김동원 부실장은 올 초 다보스 포럼에서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와 함께 영국 푸르덴셜 보험의 폴 만듀카 회장 일행

을 만나 세계 경제 전망과 아시아 보험사업의 향후 전략 등에 대

해 공유하는 한편 알리안츠 SE의 막시밀리안 짐머러 아시아 총

괄, 디에터 웨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만나 핀테크와 빅

데이터에 대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시작으로 미

국 백악관 모바일·디지털 자문역을 역임한 MIT 미디어 융합연

구소의 브라이언 포드와 비트코인 등 최신 핀테크 트렌드와 전

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했으며 인도네시아 3위 대기업인 리포 

한화 핀테크 사업전략 업계 최초 
스마트 보험 청구 시스템

금융과 
기술의

스마트한 융합
정리 편집실

태양광 및 화학 산업 등 제조부문의 톱티어(Top-tier) 지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그룹은 

금융부문에서는 핀테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금융 및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룹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그룹의 존 리아디 전무를 만나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사업과 

벤처캐피탈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국 디안롱 사와 조

인트 벤처 설립 본계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지역을 공략할 핀테

크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렸다. 한화S&C와 디안롱 사는 50대

50 지분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신설하고, 신설 법인

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대출 마켓 플레이스 사

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금융 서비스 솔루션 제

공 업체 ㈜핀테크와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확보한 한화생

명은 2월 말 보험업계 최초의 중금리 모바일 대출 상품인 ‘한화 

스마트 신용대출’을 출시하고, 핀테크와 빅데이터가 접목된 첫 

번째 사업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창구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

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기존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

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다. 전통적 신용

평가 모형과 빅데이터 신용평가 모형을 결합해 신용등급을 세

분화하고 온라인 대출신청 및 전산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하

는 등 한화생명 및 한화S&C의 모든 기술·운영 노하우를 결

집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신용평가 모형이 

찾아내지 못했던 중간 등급의 우량 고객을 발굴, 새로운 시장

에 진출해 성공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한화S&C가 올해 하반기 디안롱 사와 함께 선보일 P2P 대출 

분야에서의 활약 또한 시장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P2P 대출 

사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돈을 필요로 하는 사

람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그룹은 이를 통해 핀테크 비즈니

스의 큰 뼈대를 세울 예정이다. 이후 베트남 등 한화생명이 오

랜 기간 영업 기반을 다져온 이머징 마켓에서도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과 기술이라는 양 분야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올린 그룹과 한화생명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핀

테크 비즈니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2014년

2015년 11월 한 달 
평균 처리시간 

38분
24시간 이내 
보험 업무 처리 비율 

94.5%

0706 일등정신 
베스트 히스토리

18%

11%

비대면 청구 비율



2008년 세계의 눈, 영국으로 쏠리다
올 초 개봉한 영화 <빅 쇼트>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다룬다. 이 영화에는 

월가가 대혼란에 빠졌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인 펀드매니저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현재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해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을 예

측한다. 금융시장의 거품이 한창이던 2007년 주식의 몰락을 감지하고, 은

행의 권유와는 정반대로 (주식 시장이 붕괴한다는 것에) 투자해 결국 20조 

원을 벌어들인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은 모두 실존 인물이다. 영화는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선언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

게 된 원인을 파헤친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집과 직장을 잃는 동안 그 과

정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들은 또 있다. 영국의 핀테크 산

업의 주역들이다. 금융위기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 외 국가 중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나라로 주저 없이 영국을 꼽았다. 금융이 국가 주요 산업인 데다, 글

로벌 자금이 런던에서 대량 거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밖에서 가장 먼

저 모기지 손실을 신고한 곳은 영국 HSBC 은행이었고, 가장 먼저 파산한 곳

도 영국 노던락 은행이다. 영국이 앞으로 최소 30년간 긴 침체를 겪을 것이라

는 예측도 나왔다. ‘더 시티(런던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이제 금융 강국으로

서의 영예는 과거 시제가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영국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웠다. 그 중심에는 금융

과 IT(정보기술)의 융합산업인 ‘핀테크’가 있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모

바일, 인터넷 등의 서비스와 결합한 것이다. 모바일 온라인결제, 스마트기기

를 활용한 자산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와 온라인 대출, 송금서비스 등 다

양한 서비스가 다 포함된다. 결국 대형은행의 위기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

한 불신이 핀테크 산업의 씨앗이 된 셈이다.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해 핀테크 산업이 성

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런던 북동부에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

티’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세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이 기업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담 기구도 설치했다. 16세 이상의 회사 운영자 한 명만 있

어도 설립을 승인했다. 단돈 1파운드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자 테크 시

티에 돈이 몰렸다. 최근 5년간 테크 시티에 유입된 핀테크 관련 투자는 약 1

조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영국 핀테크 산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

균 74%씩 고속 성장했다. 전 세계 핀테크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27%)과 미

국 실리콘밸리 핀테크 산업 성장률(13%)을 크게 웃돈다. 금융 산업은 여전

히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9.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

다.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은 3,000여 개. 이 중 영국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 

선 두 회사는 외환 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와 세계 최초

의 P2P 대출 서비스 업체 ‘조파(Zopa)’다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금융 거래의 중심, 영국.
많은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국가로
영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과 금융의 융합으로 
가볍게 세간의 우려를 씻었다.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에서 당당히 우위를 점했다.

위기에서 창조의 씨앗을 찾다
  글 김보라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영국의 핀테크 혁명 스타트업 ‘트랜스퍼와이즈’와 ‘조파’

0908 일등정신 
베스트 프랙티스



전통 산업과 융합 산업, 
 ‘상생의 길’ 모색하는 영국
영국은 트랜스퍼와이즈나 조파와 같은 융합형 스타트업으로 미래 먹거리

를 마련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전통 금융회사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는 숙

제다. 외환 송금 고객, 대출 고객 등을 핀테크 업체에 빼앗긴 전통 금융회

사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등은 2014년부터 핀테

크 분야 초기 단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HSBC, 퍼

스트다이렉트, 네이션와이드 등 대형 은행은 핀테크 기업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되기도 했다.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 창구

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우리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조파를 

연결해주겠다”고 권유하기도 한다. 

조파는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던 2014년 초, 아예 영국 금융감독청

(FCA)에 “핀테크 기업 규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핀테

크를 기반으로 한 P2P 금융은 개인의 돈이 오가는 엄연한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통 은행과 비

슷한 수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트랜스퍼와이즈 TransferWise 

 “송금 수수료 줄이자” 
트랜스퍼와이즈의 창업 계기는 단순하다. 영국에서 10년째 일하던 에스토

니아 출신의 두 청년은 어느 날 “월급을 고향으로 보낼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

를 너무 많이 내서 속상하다”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돈을 주고 받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수수료를 낮추는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생각

했다. 가령 영국(A)에서 에스토니아(B)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과 에스토니아

(C)에서 영국(D)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매칭해 A의 돈을 

D의 계좌로, C의 돈을 B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다. 영국에서 영국으로, 에스토

니아에서 에스토니아로 돈을 보내자 송금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10분의 1로 

줄었다. 이용자는 급증했다.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해 매달 거래되는 글로벌 외화 송금액은 5억 파운드(약 

8,600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절약하는 수수료는 월 2,200만 파운드

(약 380억 원)로 추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가는 외환 거래액 약 50조 원

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그 성장세는 무섭다. 2012년 말 5,000만 파운드

였던 누적 송금액은 지난해 30억 파운드를 넘어섰다. 취급하는 통화도 2011

년 유로화와 달러화 등 2개 통화에서 현재 약 40개의 통화로 늘어났다.

투자도 급증했다. 트랜스퍼와이즈는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개인 투자자, 안드레센 호로위츠, 인덱스벤처스 등

의 투자를 연달아 받아내는 등 현재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업체 중 하나로 떠

올랐다. 

조파 Zopa

 “대출회사? 
우린 빅데이터 
전문가들” 
조파(Zopa)는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세계 최초의 P2P 대출업체다. 지금

은 비슷한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조파는 여전히 영국 P2P시장의 1

인자다. 지난해까지 누적 대출 규모는 13억 6,186만 파운드(약 2조 3, 300억 

원)에 달했다. 영국 P2P 대출업체 중 집행 금액이 10억 파운드를 넘긴 건 조

파가 처음이다. 

조파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시작은 간단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

자.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가전 제품을 사기 위

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 은행에 가면 대

출하고자 하는 금액과 상관 없이 각종 서류 작성과 신용등급 검토 등 복잡

한 행정 절차가 기다린다. 주택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 기존 은행에

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조파는 ‘기존 금융권의 진입 장벽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 대출자는 하나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조파에 투자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분산해서 빌린다.

짧은 기간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와는 다르다. 조파는 빅데이터

를 활용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을 검토해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역할

을 한다. 대출 금리도 대출 금액과 매칭되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제각각 다

르다.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

자자 등 대출자와 투자자를 세분화해 개인에 맞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조파가 내세우는 경쟁력은 ‘데이터’다. 조파의 런던 본사에는 미항공우주국

(NASA), 아마존, 스카이프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들이 핵심 직원으로 일하

고 있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인재들이 함께 모여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개

인 신용을 평가한다. 

영국은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라는

핀테크의 사전적인 정의에서 나아가

선진적인 투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 장치 재검토 등을 통해

세계 핀테크 시장의 선두 자리를 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길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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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련은 쉴 새 없이 몰아닥쳤
다. 여덟 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린 
남매의 곁을 속절없이 떠났다. 고등학교 진학조차 허락되
지 않았던 환경. 16살의 황해도 청년은 “환경을 바꿀 수 없
다면, 나를 완전히 바꾸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중학
교도 졸업하기 전 마산의 작은 철공소에 견습공으로 들어
갔다. 주어진 운명은 가혹했지만, ‘기술’만큼은 달랐다. 한 
가지 기술을 집요하게 익히고 연습하면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되어주었다. 그 정직함에 이끌려 그는 뚜벅뚜벅 한 길
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인내와 노력의 날들이 쌓여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 ‘대한민국 명장(名匠)’으로 세상 앞
에 우뚝 섰다.
-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무대미술가는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라는 말

을 즐겨 한다. “무대미술가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총

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텍스트와 우리 시대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부분에서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를 이미지로 만들어 3차원의 세계에 구현하니 화가이자 건축가라고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보기에 그럴싸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 

극을 만들고, 또 보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 그 총체적인 고민과 상상의 

결과이기에 그의 무대는 특별하다. 잘 알려진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의 압도적인 회전무대나 1870년대 노르웨이의 부

조리한 사회상을 그린 연극 <사회의 기둥들>의 서서히 기울어지는 무대를 

본 관객들은 그래서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무대 디자인 작업만 2년이 걸렸

던 <영웅>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본에 없었던 하얼빈역의 열차 진입 장면은 

극의 긴장감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그가 제안한 것이었다.

그가 이야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미지를 끌어내는 것처럼 극의 제작을 

위해서는 수많은 영역의 전문가들이 융합과 통섭의 과정을 쉬지 않고 거쳐

야 한다. 눈에 띄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

다. 스태프들이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라는 큰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결국 ‘가장 최선의 방식’은 도출되기 마련이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

는 기계 및 기술, 소재 등의 전문가들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

의 방식이다. 

그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만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상하라고 권유한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 이미 산업화 이후 기계 문명

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수없이 많이 대체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단 한 가

지가 바로 ‘상상’입니다. 저는 상상은 ‘지식의 세포분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요. 한화그룹의 임직원 여러분은 단순히 한국 시장 안에서만 경쟁하는 분

들이 아니잖아요. 세계의 수많은 사람, 기업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을 

거듭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충돌시키고, 

융합하는 상상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이 큰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햄릿>은 여전히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모두가 아는 명성황후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경이로운 체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동우 무대 디자이너는 그 모든 공감각적
인 체험의 뼈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사람이다 . 

상상으로 꿈꾸고
융합으로 이룬다
무대 디자이너 박동우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판타크리에이션

간절함과 인내,
희망을 만들다    
2016 올해의 명장(名匠) 선정! 
한화테크윈 황해도 부장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중졸, 손가락 절단사고 … 
그 어떤 시련도 의지를 막을 순 없다!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다”는 주변 어른들의 말

씀에 황해도 부장은 경남 마산에 위치한 조그마한 철공소 견습

공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사장을 포함한 직원 대여섯 명 

정도의 작은 철공소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술들이 

궁금했다. 함부로 자기 기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선배들의 

텃새에도 그는 어깨 너머 눈대중으로 기술을 익혔고, 때리면 맞

아가면서도 다음날 또 선배에게 궁금한 것은 물어야 직성이 풀

렸다. 그러한 황해도 부장의 근성과 손재주를 높이 산 철공소 사

12 일등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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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은 그에게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기술을 배

울 것을 권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창원 한백직업훈련원

에 들어간 그는 거기서도 악착같이 공부하며 한국 최고의 

기능인의 꿈을 키워나갔다. 1981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 은메달을 따고 가정을 이루는 등 안정이 찾아오는 듯했

지만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닥쳤다.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봉합수술은 잘 마쳤지만 극심한 고통과 함께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결국 기능인의 길을 포기하고 배추장

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완전히 돌아서버리기엔 그의 재

능이 너무나 아까웠고 기능인이 되기 위해 그가 쏟아온 열

정과 노력들이 너무나 허무했다. 아내의 격려와 선후배들

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은 황해도 부장은 다시 기계 앞에 

섰다. 그러던 중 한화테크윈 기능직 경력사원을 뽑는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마감 한 시간을 앞두고 

입사원서를 접수했다. 당시 실기시험 응시자 중 그는 유일

한 만점 합격자였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이다! 
입사 후에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그의 각오는 남

달랐다. 다른 동료들은 대졸 공채 혹은 공고를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절대 주눅들지 않았다. 다만 

더 노력했다. 주말 근무를 자청하기도 하고, 대졸 신입사

원을 매주 두 번씩 집에 모셔 영어와 수학을 배우기도 했

다. 그 결과 입사 2년 만에 모범사원상을 받을 만큼 회사에

서 인정받기도 하고 주경야독으로 창원기능대학도 무사

히 수료했다. 

자신을 인정하고 지원해 준 회사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성

과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그는 국가 방위산업 기술력 축적, 국내 최초의 

액체로켓 개발, 인공위성 발사체 엔진 핵심부품 개발, 국내 

최초의 인공 고관절 개발, 터빈로터 특수가공법 특허 등 눈

부신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외에도 100여 건의 생

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개선을 위한 사내 개선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성과들이 쌓이자 조금씩 세

상이 그를 먼저 인정하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2001년 국

무총리 표창, 2003년 생산기계 부문 대한민국 명장 선정, 

2004년 석탑산업훈장, 2005년 근로자분야 신지식인 선

정, 2006년 기능한국인 선정, 2009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5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올해 2월에는 대한민

국 명장 중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대한민국 명

장’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된 후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대

한민국 명장의 명예를 걸고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 것 같습

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장인의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항상 노력하고 있

습니다.”  

덕교일사해(德敎溢四海), 
덕으로 가르쳐 바다를 이룬다

황해도 부장은 한화테크윈에서 현재 제2, 제3의 ‘대한민

국 명장’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한

화테크윈 기능올림픽 훈련센터를 맡은 그는 전국기능대

회 상위 입상자는 물론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생 채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국가대표를 직접 

지도하여 많은 후배들이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서 한

국과 한화테크윈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고 있다. “저는 숙련기술인이야 말로 산업분야의 ‘창

조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작은 부품 하나가 장난감, 

자전거, 자동차, 인공위성, 방산무기, 반도체 장비 등 세상

 ‘장인’의 타이틀을 얻기 전부터

숙련된 기술인이라는 자부심은

언제나 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분야의 창조자이자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거대한 도전자이기도 합니다.

14 15

1. 2. 3.
다른 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조차 
‘그냥 얻어진 것이 없었다’는 
황해도 부장의 삶은 그 자체가 한 
편의 영화와도 같다.
4.
대한민국 명장(名匠)은 매년 
96개 분야에서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선정한다. 
2003년 대한민국 명장(생산기계 
부문)으로 선정된 황해도 부장은 
그 중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2월에는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선정됐다. 
5. 6. 7.
황해도 부장에게 기계는 
자부심과 열정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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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명장,
황해도 부장의 원칙

목표, 노력, 인내는
성공을 위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이를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배우고, 조직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언제나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잊

지 말았으면 합니다. 후배 숙련기술인의 

노력 하나하나가 그룹과 한화테크윈을 

지탱하는 기둥임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

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아온 본인의 노하

우를 어떻게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황해도 부장의 

다음 도전과제는 다가오는 제44회 아부

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2017년 10월)

에서 한화테크윈 참가 선수들이 시상대

의 제일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전 세계에 한

화의 앞선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저는 성공이란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열려있죠. 다만 그 성공을 내 것으로 만

들기 위한 ‘목표를 세웠느냐?’,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

냐?,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한화테크윈 황해도 부장. 그는 인

터뷰 말미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 말의 

무게는 다른 이들의 희망 구호보다 훨씬 묵직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결국 ‘철저한 자기노력과 인내’에 정확하게 비례했던 것 같

습니다. 간절함을 마음에 품고 끊임 없이 참고 노력하며 한

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장인정신

이자 일등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
김창수 차장 
한화테크윈�엔진사업혁신TF

-
 “머리는 냉정하게, 가슴은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잘못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단 대안을 
제시하고, 승인한 내용은 책임져야겠죠. 
또한 무조건 감싸주기보다 혼낼 때 
혼내고, 칭찬할 때 칭찬하는 선배의 
모습이 ‘한화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도닥도닥,
마음을 
울리는
선배의 길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일러스트 박세연

용기를 주어요
-
김은아 사원
한화에너지�운전조건최적화TFT

-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선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추운 겨울,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신 선배님들 아래, 한화에너지로 
입사한 저는 무엇보다 선배님들의 빠르고 
스마트한 업무 처리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이 한화인으로 잘 
거듭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선배님이 있어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열정과 패기 뒤에 
항상 걱정과 고민거리도 있기 마련인데, 
멋진 선배님이 계시다는 건 일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후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

상
담
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사무실의 분위기는 
한결 따스하고 훈훈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상관 없이 우리 후배님의 
어깨는 잔뜩 긴장되어 있네요. 
이럴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배겠지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은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퇴
근
길

후배는 함께 성장하는 존재
-
김솔잎 대리
㈜한화/방산 대전 유도QA팀

-
제가 처음 배정받은 부서는 그야말로 
‘성장하는 부서’라 거의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후배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3년 차쯤 되니 이미 팀 중간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업무부담감에, 
‘나도 배우며 일하는 시기인데 벌써 후배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좋은 선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자 노력하는 
선배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1. 후배를 존중해주는 선배 
 (예: 존댓말 사용)
2. 후배에게 귀찮은 일(잡무)을 
 미루지 않는 선배
3. 나를 성장시켜주는 선배
4.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배 

 “나보다 낫다”고 웃어주세요
-
이금여 사원
한화손해보험�직할센터

-
멋진 선배가 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입 때 더했어” 
이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나 신입 땐 더했어. 그래도 
후배님은 나보다 나아요.”

지갑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요
-
권보연 대리
한화역사�지원팀 프로젝트팀

-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지갑 잘 여는 선배도 
멋지긴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귀를 더 활짝 열 줄 아는 
선배가 이상적인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후배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의미 
없다고 받아들이는 선배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선배를 더 믿고 따르고 싶어집니다. 
말한 내용 중에 좋은 부분은 칭찬해주고,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선 조언을 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려 깊은 ‘밀당’을 하세요
-
임현상 대리 
㈜한화/기계  항공영업2팀

-
함께하세요. 

좋은 선배는 잘해주는 선배가 아니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배입니다. 
후배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당하게’ 괴롭히세요.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되 스스로 
먼저 제대로 된 모범을 보였는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대우는 아니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 봅니다.

칭찬해주세요.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려 
깊은 칭찬을 해주세요. 금전적인 포상보다 
칭찬 한 마디가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미를 보여주세요
-
송준형 선임연구원
한화테크윈 시큐리티CMS개발팀

-
직장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선배가 정말 멋집니다. 선배가 단지 
직장 선배의 느낌을 벗어나 퇴근 후 같이 
밥도 먹고 간단히 술 한잔도 사주고, 때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사담도 나누며 
정을 쌓다 보면 신입은 직장을 단지 업무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나 동아리처럼 
일하며 동시에 친구, 형, 누나,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 적응도 더 빨라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애사심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입 때 만났던 선배가 
형 같은 그런 선배여서 
회사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 퇴근길 상담소에서는 회사에서 
겪는 한화인의 고민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아 공유합니다. 
모든 사연은 원하시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료들에게 
따스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직원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음료 
기프티콘(2매씩)을 보내드립니다. 
한화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sabo@hanwha.com 

Q

비자금도 경쟁력
-
권용덕 차장
㈜한화/방산 대전, 위험성평가TFT

-
1. 아는 것(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서 업무라면 척척, 전공 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참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2.  사회적 관계망(네트워크)을 
 가진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종교, 취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술 한잔 살 수 있는 개인적인 
 비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16 일등정신 
퇴근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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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한화를 이끌다

오늘을 비추는 등불로
내일을 여는 불꽃으로
정리 편집실

잡지 형태의 사보로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자랑하게 된 사보는 각계 전문가와 독자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최우선의 가치이던 시절,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지금에 비해 한없이 적었던 당시 
사보는 임직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통이자 
문화 광장이었다. 런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로 뻗어나간�한화인들의 가족은 그리움과 
자부심을 담아 기꺼이 투고란을 장식했고,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잠재된 열정과 끼를 가진 임직원들은 
빼곡한 식자 사이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1983년 일부 페이지를 컬러로 인쇄하며 
더욱 생생한 그룹의 발전상을 담아냈다. 독자엽서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의 다각화를 시도,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 100여 페이지까지 지면이 크게 
증가했다.

1971-1979년
창간의 빛

1979-1990년
본격 잡지 시대

초기 사보는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매월 1회 
4-8면으로 발간되었으며, 이러한 발간 체제는 
1979년까지 이어졌다. 사보 창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당시 그룹의 총무실장직을 맡고 
있던 김명구 이사로서, 현암 김종희 선대 회장에게 
여러 차례 사보 창간의 필요성을 보고해 승인을 
받아냈으며, 기획과 편집, 조판에 이르는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창간호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김종희 
선대 회장은 창간사를 통해 “회사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보람 있는 대화의 광장이 되고, 회사를 
번영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고, 회사의 융성을 
기약하는 중추신경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희 
선대 회장의 별명이었던 ‘다이나마이트 김’에서 
그 이름을 딴 제호는 이후 1972년 12월 제호를 
<다이나마이트>로 변경했으며, 1979년 3월호부터 
오늘의 잡지 형태로 변경, 36면의 풍부한 지면을 
활용해 다양한 기획과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1970년대에 들어 그룹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며 관리 부문 
시스템의 개선과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룹은 제1회 
사원공채를 실시하는 한편 기획실을 신설해 인사·제도·복리후생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거듭했다.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그 일환으로 1971년 1월 20일 신문 형태의 
사보 <다이나마이트프레스>를 창간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보는 45년간 그룹의 세세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으로서, 임직원과 회사의 일체감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대의 
빠르고 깊이 있는 미디어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제, 길었던 45년 인쇄 매체 역사의 막을 내리고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을 
앞둔 사보. 그 역사를 3회에 걸쳐 기록한다.

18 ADIEU <한화·한화인> 
그룹 사보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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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이르러 사보는 독자 지향의 콘텐츠와 
편집상의 세련미를 더하며 혁신의 길을 걸었다. 
그룹 창립 40주년을 맞은 1992년 전면 컬러 인쇄를 
도입하는 한편 제호를 <한화>로 변경하며 21년간 
사용한 <다이나마이트>호 시대의 막을 내렸다. 
IMF로 전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당시 판형 및 지질, 
지면 수 등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제3의 개혁’ 등 
그룹이 집중 추진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전 임직원이 공유하는 치열한 장으로서 뿌리 깊은 
사내 언로(言路)이자 공기(公器)의 역할을 굳건히 
해냈다. 1996년 5월 통권 300호 시대를 열었으며, 
당시 김승연 회장은 특별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과 유망 업종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종이, 
우리가 내고 있는 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이다”라며 ‘일등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큰 파고를 넘어선 
1999년에는 다시 한 번 제호를 변경, 현재와 같은 
<한화·한화인>이 탄생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보 <한화·한화인>은 다양한 
직원 참여 이벤트와 독보적인 기획력으로 타사 사보에 
큰 영향과 영감을 주는 ‘사보가 보는 사보’로서 크게 
성장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2002년부터 1인 
1사보 배포 체제를 시행, 가정 발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사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 
신설된 ‘아빠가 쏜다’ 코너는 지금까지 140여 개월 동안 
이어진 장수 코너로서, 그룹 임직원이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는 이벤트로 임직원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사 사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 
한화생명 인수 이후에는 그룹의 또 다른 가족인 
FP들과 함께할 수 있는 코너 등도 대폭 확대됐으며 
‘여걸천하’ 등의 코너를 통해 여성 임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2004년 9월에 
통권 400호, 2013년 1월에 통권 500호를 맞이했다.  
<한화·한화인>은 변화하는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트렌드에 발맞춰 2011년부터 모바일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임직원들의 후배 및 은사 등과 함께하는 
코너 등을 신설해 독자 저변을 더욱 확대했다.

1990-2000년
혁신과 도약의 시대

2000년-현재
 ‘사보가 보는 사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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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과 울림,
혁신과 
전진의
글줄을 채우다
정리 편집실

치열한 업무의 현장, 행복한 삶의 터전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던 사보 <한화·한화인>.
참신한 기획을 위해 고심했던 편집진들의 고민과
뜨거운 활동들이 반짝반짝 빛났던
기억에 남을 기획들을 살짝 들여다 본다.
그룹의 역사와 임직원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지면 속으로 Go!

뜻과 길이 있는 매체

잡지 형태의 발간이 시작되면서 
사우와 그 가족들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메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투고해야 하는 수고로운 
일이었지만, 정성 가득한 글귀들이 매호 
사보를 가득 메웠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족들의 에세이 코너로, 특히 
해외 주재 직원들의 가족들이 그리움을 가득 담아 
써 내려간 수기와 편지들,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직원이 타국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눈물 쏙 빠지는 
감동이 가득하다.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사우디 현장의 직원은 자신들끼리 ‘추억록’을 
작성하곤 한다며, 재미있는 글과 소식을 보내달라고 
자신의 주소를 편집진 앞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1971년 창간 이후 그룹 사보는 단 한 차례의 
휴간이 있었다.  바로 현암 김종희 선대 
회장의 타계 당시였다. 

사보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편집실은 7월호 마감을 
끝내고 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을 접하고 추모 특집을 
마련하여 7-8월호 통합본을 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큰 획을 그은 큰 별이 졌음을 
슬퍼하는 각계의 모습이 게재됐으며, 가족과 시민이 
함께 엄수한 영결식의 모습 또한 자세히 실렸다. 
사보는 당시 선대 회장의 어록을 되짚어 보았는데, 
1980년 창립 28주년 기념사 중 “국가 사회에의 
기여는 우리가 일관해 온 긍지로운 발자취이며 변할 
수 없는 진로”라는 사업보국의 글귀는 임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김승연 회장의 ‘제2창업’ 선언 이후 그룹은 금융과 
레저 부문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전통적인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커지는 규모만큼 ‘Top-down’ 형식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모습에서 벗어나 

‘Bottom-up’의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청년 중역회의’였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회사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를 계열사별 중역회의에서 실제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던 ‘청년 중역회의’를 함께 돌아보며 
그룹의 일체감 조성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1979년 4월 통권 96호 1981년 7-8월 통권 123호 1988년 12월 통권 211호

창간 편집진의 수고가 그대로 묻어나는 신문 형태의 
창간호. 1971년 당시 그룹의 매출은 약 48억 원. 임직원 수는 
2,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의 선두주자로 발판을 구축하던 당시, 

현암 김종희 선대 회장은 계열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당부할 사항을 꼼꼼히 적어내려간 
‘신년사’를 게재했다. 

이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 경제에서 빛나는 존재로 등장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며 긍지와 포부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1971년은 
‘신해년(辛亥年)’으로, ‘돼지띠’의 해였는데, 한 직원은 “Pigs 
might fly”라는 영문 속담을 빌어 돼지가 하늘을 날 정도의 
기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해가 되길 기원하기도 했다.

1971년 1월 창간호

22 ADIEU <한화·한화인> 
그때 그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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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숨겨진 재능과 
예술혼이 불타 올랐던 코너들.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을 
자랑하는 시와 콩트, 에세이 
등이 매 호 지면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는 자신의 ‘작곡’ 솜씨를 뽐내며 
악보를 보내온 독자도 있었다. 당시 
보내온 곡은 <강이 풀리면>이라는 
제목으로, 두만강 하류의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무역항 설치 
계획에 그룹이 참여를 검토한다는 
설레는 소식에 꽁꽁 얼었던 두만강의 
얼음이 풀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작곡 비화가 함께 실려 있다.

전설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사보계를 놀라게 한 
깜찍하고도 감동적인 이벤트,   
 ‘아빠가 쏜다’ 코너가 첫 선을 
보였다. 

당시 첫 주인공은 한화63시티 
구매팀의 김세욱 사원(당시 직급).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등교하며 
괜시리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긴 날이었다. 심장과 
경추 이상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늘 씩씩하게 엄마와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아이에게 전해진 아빠의 
편지에 당사자들은 물론 담임교사와 
취재진까지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는 
후문이다.

전현정 주재기자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 
 
직장인의 하루하루는 정말 바쁘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 우리 부서의 일에 온 신경이 갈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한화·한화인>의 주재기자가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룹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남들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그룹 사보의 아이템이 
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의 우수한 
직원들을 소개하고, 그룹 사보에 소개된 우리 사업장 
소식과 직원들 소식을 보고 좋아하는 동료들을 볼 
때 주재기자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룹 사보가 이제 새롭게 단장해 디지털 방식으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회사의 소식. 속도뿐만 아니라 깊이와 재미도 
더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결심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화·한화인>. 그리고 또 반갑게 
만나요, 새로운 사보!

최주일 부장
그룹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팀

그룹의 사보기자로 전국의 사업장을 발로 뛰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한화·한화인>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다양한 상을 휩쓸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빠가 
쏜다’ 코너를 신설했던 일이나, 사업장 임직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으랏차차 팀장님’ 행사, 그리고 
임직원 가족 분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화·한화인>은 우리 한화인들의 
삶터와 일터에서의 희로애락을 담았던 소중한 
기록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불꽃처럼 살아온 우리 
동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감동의 역사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화·한화인>의 
내일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우리 한화인들의 
변함없는 친구로서 앞으로도 더 큰 사랑을 받는 매체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3년부터는 세련되고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통권 
500호를 맞은 사보에서는 500호의 
여정과 역사 속의 인기 코너, 한화인이 
만난 명사 등을 재미있게 통계 내어 
한눈에 사보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누적 발행부수, 엽서 총 당첨자 
수, 최다 콘텐츠 수, 최다 페이지 
수 등 재미있는 사보 기네스를 
수록했는데, 사보는 창간 당시 
8페이지의 신문으로 시작해 
1990년 최다 페이지 수와 콘텐츠 
수를 기록했다. 

1990년에 발간된 224호는 총 콘텐츠 수 
39개로 역대 최다 기획 수를 기록했다.

 ‘희망인터뷰’는 각계 명사들이 전하는 
삶의 깊은 지혜와 울림이 있는 
코너였다. 

이어령 교수, 이원복 교수, 
국악인 김덕수 명인, 박찬호 
선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한화인과 지면을 통해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 

2009년 12월에는 원로 방송인 송해 
씨가 어렵사리 인터뷰를 수락한 
후 전국 팔도를 돌며 30년간 얻은 
담백하고도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전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력한 대가를 갖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있기에 내것이 
될 수 있다. 과장이면 사원이, 사원이면 
과장이 있기에 더불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상생과 존중의 중요성을 
전했다.

행복했습니다,  <한화·한화인>

1991년 4월 
 통권 239호

1997년 7월 
  통권 314호

2004년 1월 
 통권 392호

2004년 8월 
 통권 399호

2009년 12월 
 통권 463호

2013년 1월 
 통권 500호

언제부터인지 국내 거의 모든 기업들은 
경쟁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는 다른 풍토였음을 
볼 수 있는 코너다. 상대를 
‘맞수’로 인정하고 경쟁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이다. 

지금도 국내 화학 분야에서 
선두를 겨루는 막강한 두 기업, 
한화종합화학(현 한화케미칼)과 
LG화학의 강점과 성장성을 꼼꼼히 
다룬 부분이 눈에 띈다. 국내 PVC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고, 나아가 
석유화학 제품 분야에서 큰 성장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던 두 회사를 
비교하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의 
다우케미칼, 듀폰 등의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사보는 눈에 띄게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편집디자인의 혁신과 

참신한 임직원 참여 코너 
신설, 다양한 교양 문화 컬럼 
등은 <한화·한화인>을 국내 
최고 수준의 사보의 반열에 
올려두었다. 2004년 당시 연재된   
 ‘오늘의 첫 출근 & 마지막 퇴근’ 
코너는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진 한화인들의 면면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내 큰 화제를 
모았다. 

2004년 8월 당시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첫 출근의 
주인공은 그 때 당시로는 흔치 않았던 
자출족(자전거 출근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퇴근의 주인공이 집으로 
발길을 돌린 것은 밤 11시 50분.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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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일류문화 
일류人 한화人

그룹의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16> 무대가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의 지휘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민코프스키가 1982년 결성해 함께 연주하고 있는 
‘루브르의 음악가들(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은 고전음악 작품을 그 시대에 사용하는 
고악기 그대로 연주하는 악단이다.
우아하면서도 유쾌하고,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자유분방했던 
<한화클래식 2016> 그 현장을 찾아갔다. 

시대악기에 실린 
프랑스 바로크음악,
봄의 낭만을 부르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상신 PNP 스튜디오, 이원재 Bomb 스튜디오

한화클래식  2016



상교향곡’은 작곡가 라모의 작품들을 편집, 재구성해 마크 민코프스키가 

‘교향곡’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으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레퍼토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관객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 낯선, 프

랑스 바로크 춤곡이었지만 다채로운 색채와 리듬감, 다이내믹을 느끼게 

한 ‘상상교향곡’ 연주는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크 민코프스키의 메인 레퍼토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는 평론

가 이나리매 씨는 “지휘자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음악도 좋았고 아이디

어도 너무나 훌륭했다.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음악은 각기 자유로우면서도 

중요한 흐름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 세부적으로는 개성이 드러났지만 전체

적으로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쁨과 환희, 행복으로 가득했던 고품격 공연 

고악기 오케스트라 공연이 전무한 한국의 현실 속에 루브르의 음악가들 

공연은 고음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낯설지만 감동적인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연주 전 전문가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클래식 초보자들도 거리감 없이 음악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운 세심한 배

려와 곡 중간에 지휘자를 통해 해설을 듣는 다소 파격적인 구성은 연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주가 단순한 음악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자, 상상력을 자극하는 종합예술로 다가오는 계기

가 됐다.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객석 전체 분위기가 기쁨과 환희, 행복으

로 가득했다”고 공연의 분위기를 전했다. 성공리에 완료된 이번 <한화클

래식 2016>은 앞으로 한국 고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의 기준이 된 중요한 

기획 무대가 될 것으로 음악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 대해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 최선목 부사장은 “한화클

래식은 국내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초청

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고품격 클래식 공연으로, 한화의 대표적

인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김승연 회장이 강

조하는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기반으로, 국내 문화예술 발전과 국

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

획을 밝혔다. 

<한화클래식>, 클래식 공연의 대표 브랜드가 되다!   

2013년에 첫선을 보인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은 독일과 이탈리

아, 네덜란드 등 클래식 음악계의 세계적인 거장들과 그들이 이끄는 연주

단체를 초청해 순도 높은 공연을 소개해왔다. 클래식 음악계의 이목을 집

중시킨 주요 인물들의 내한공연은 첫해부터 큰 관심을 끌어왔다. 

‘바흐의 대사’로 불리는 최고의 해석가 헬무트 릴링과 바흐 콜레기움 슈투

트가르트(2013), 바흐 이전 시대의 서양 음악사를 이끌었던 이탈리아 바

로크 음악 해석의 권위자 리날도 알레산드리니와 그가 이끄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2014), 그리고 2015년에는 거장 프란츠 브뤼헨이 초석을 다

져온 18세기 오케스트라의 내한무대가 이어졌다. 모두 서양음악 원류를 

찾아 오늘날 재해석하는 각 나라별 당대 음악의 대표적인 해석가였기에 

이들이 선사한 악기의 음색, 스타일, 주법 등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선사하며 큰 호평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명성을 프랑스 음악의 전통

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이 이어나갔다. 

시대악기로 생생하게 살아난 바로크와 낭만의 숨결  

마크 민코프스키와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3월 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이번 초청공연의 첫 관객들을 맞았다. 이날은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베르트 교향곡 ‘The Great’와 멘델스존 교향곡 ‘Scottish’를 연주했

다. 오늘날 사용하는 모던 악기가 아닌, 바로크 당대에 연주되었던 그 시대

의 악기를 사용한 이들의 연주는 고전음악의 음색과 작곡가가 당시 연주

했던 악기의 소리를 재현해 연주한 것으로, 이전에 듣던 슈베르트의 연주

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됐다. 특히 프랑스 연주단체 특

유의 자유분방함과 그 가운데에서 열정과 음악적인 표현력을 강조한 지휘

자의 역량은 시종일관 청량함과 부드러움, 유쾌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한화클래식 2016>을 찾은 한 음악애호가는 “템포와 합주의 정확

성을 따지고 평가하는 일은 내려놓고, 즐거움과 상상력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 들어본 중 가장 기분 좋아지는 슈베르트

의 교향곡 ‘The Great’였다”고 관람소감을 남겼다. 

특히, 3월 6일 예술의전당과 8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 라모의 ‘상

1962년 프랑스 파리 태생으로 라모 등 
프랑스 고전음악을 재조명한 지휘자.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바순을 배우고 이후 찰스 
브룩에게서 지휘법을 배웠다. 19살이던 
1982년 ‘루브르의 음악가들’이라는 
앙상블을 창단해 바로크 음악 부활에 
나섰다. 민코프스키는 륄리, 라모 등 프랑스 
고전음악부터 헨델, 모차르트, 로시니, 
오펜바흐, 비제, 바그너까지 다양한 곡을 
섭렵한 전방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떨친다. 
앙상블과 함께 오페라를 꾸준히 무대에 
올리기도 한다. 1995년부터 <브레멘 
음악축제>와 정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파리 오페라 극장과 샤틀레 극장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베네치아, 빈, 
베를린 등 다양한 도시를 오가는 그는 라벨, 
스트라빈스키, 루셀, 애덤스, 고레츠키 
등 20세기 작곡가들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코프스키가 1982년 창단한 ‘루브르의 
음악가들’은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을 복원해 
바로크, 고전파 및 낭만주의 시대 곡들을 연주한다. 
지난 30년 동안 헨델, 퍼셀, 라모의 작품으로 
주목받았으며 특히 유럽에서 높은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거쳐 최근에는 
바흐와 슈베르트 작품까지 연주하고 있으며 
베를리오즈의 ‘여름밤’, 비제의 ‘아를의 여인’ 등 
19세기 프랑스 음악 연주로도 유명하다.

지휘

마크 민코프스키 Marc Minkowski

연주

루브르의 음악가들 
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

2928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화그룹의 CEO와 임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동은 지

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변화를 한화그룹은 어떤 관점에서 보

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국제무대에서 고립되었다가 올해 초 온전하게 복귀

한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란이 과거 중동과 다른 어

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차이가 가져오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짚어보

겠습니다.

두 얼굴의 중동, 지금 그곳에는? 

저는 중동에서 12년간 살았고, 30년간 중동과 이 지역 사람들에 관해 공부

했습니다. 먼저 중동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

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직접 사우디에서 찍은 현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밝고 티 없는 모습이지요? 사우디와 같이 석유가 많이 나는 풍요로운 나라

받은’이라는 의미)가 집권 후 점점 나이가 들어가자 당시 무함마드에 이어 

그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가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해 알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뭉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아직 어린 알리는 왕이 되지 못했고, 나이와 연공서열을 중시하

는 중동문화에 따라 아부 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이 2, 3, 4대 왕위를 잇게 됩

니다. 물론 그 후 알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만 그사이 쫓겨 다니거나 억압

을 받는 등 긴 수난의 시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7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

까지 핍박 속에 살아오며 시아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 종교적 제도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직자인 아야톨라(Ayat Allah), 그리고 최고 공동

체 지도자인 이맘(Imam) 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직자 존재의 유무’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존재하는 57개의 이슬람 국가 

중 성직자가 대통령 위에 국가 최고지도자로 존재하는 나라는 시아파인 이

란 단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역사적으로 지금껏 시아파와 수니

파가 정치적 반감을 이유로 유혈충돌사태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대에 와서 이러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영국이 이라크 식민통치를 하며 양측의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 등 다국적군

은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갈등을 부추겨 후세인 세력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

것이 바로 이라크가 지금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지금 중동의 형태를 단순한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교 분쟁으로 이해

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국제사회 속에서의 정

치적, 경제적 패권구도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정치체제, 대외노선, 

내부통치세력, 강대국의 패권경쟁 등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조합된 결과물로 

의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 속 소년들의 모습

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IS 소년병에 참여한 어린

이의 모습,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떨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영양이 부실한 모습을 하고 있

는 예멘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

른 느낌을 가진 두 부류의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중동의 모습입니다. 

최근 중동의 이슈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겠습

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약 

25만 명이 목숨을 잃은, 5년간의 내전이었죠. 다

행히 지난 2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

일치로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한 상태이긴 

하나 이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고, 진정한 

내전 종식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IS(Islamic State)’를 

들 수 있습니다. IS 하면 뉴스로 접하는 무시무시

한 테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21세기 

테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IS는 알 카에다로 

대표되는 20세기 테러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모

습입니다. 알 카에다는 9 ·11 테러라는 끔찍한 일

을 벌였지만 미국이 앞장선 테러와의 전쟁, 다국

적 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후에는 주로 동굴과 

은신처 위주로 도주하며 간헐적인 테러를 벌이

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IS는 시리아 동부와 이

라크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

포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테러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준국가 형태의 거대한 반

군 조직인 것입니다. 최대 3만 명의 대원이 한반

도보다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저력은 바로 

‘극단적 공포통치’입니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전술로, IS의 무자비한 테러행위들은 통제권 유

지를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라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가 비스마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

기도 하지요. IS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우리

나라 정부와 언론에서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 

왔습니다. “우리 비스마야 현장도 인원들을 모두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절

대 철수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에도 설명 

드렸듯 IS는 현 정부에 대한 반군세력이며, 이들

의 수는 3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이

라크 정규군은 약 27-28만 명으로 봅니다. 수니

파
1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IS 세력이 정규군이 주

둔하고 있는 시아파2 지역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시아파 지역에 위치한 ‘비스마야 건설 현장’은 안

전하며, 철수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시아파 vs 수니파, 1,400년에 걸친 핏빛 대립 

이란과 사우디의 충돌은 곧 ‘시아파 vs 수니파’의 

충돌로 볼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릴

까요? ‘시아파’라는 말은 원래 틀린 용어입니다. 

‘시아’라는 말 안에 ‘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시아파라고 하면 ‘파파’와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

서 정확히 하면 ‘시아알리’ 즉, 알리를 추종하는 

집단이 곧 ‘시아파’입니다. 그럼 알리는 누구일까

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570-632, ‘은총을 

변화하는 중동, 어떻게 볼 것인가

기회의 땅,
희망의 미래
취재 및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경직된 문화로 세계사의 말썽꾸러기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은 통섭의 창조적 문화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또한  그룹의 
전후 이라크 복구 사업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에 큰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중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

서정민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 
(2003-2007)으로 이라크 
전쟁 직접 취재 

후세인 정권 몰락 후 
테러리즘이 만연한 
혼돈의 중동 현장을 
직접 경험해 현지사정에 
정통하며, 현재 
한국외대에서 중동 및 
이슬람사회를 연구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수니파 ❶
Sunni

아랍어로 ‘꾸란(코란)과 
순나를 따르는 자’를 
뜻하며 이슬람교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마호메트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칼리프라고 불리는 
이슬람 공동체의 
통치자를 마호메트의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했다.

시아파❷

Shiah

마호메트의 사위이자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지지한 정치적 당파를 
원류로 한다. 현재 이란의 
국교이다.

3130 일류문화 

한화인, CEO처럼



3332

세기형 에너지 국가’로 그 위세가 점차 커질 것입니다.   

과거 문명의 중심에서 미래 에너지의 중심으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1,400년 전(7세기), “이란 사람들은 별에 가서

도 과학을 배워올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000년 전, 실크로

드가 지나는 나라 ‘이란’은 과학, 예술, 언어, 문화, 상업 등 그 모든 분야가 지

나고 교차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향후 이란의 유망 진출 분야로 

건설, 플랜트, 석유화학, 에너지, 자원활동 비즈니스, 자동차, 석유화학, 신

도시 건설, 호텔 및 관광 인프라 등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슈들을 토대로 중동국가에서 한화그룹의 미래를 제 나

름대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한화의 비스마야 신도시 모델을 인구 

1,500만 명의 성장하는 나라 이란에 적용 가능할 것이고, 패권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군사력 증강이 요구되는 나라인 만큼 한화그룹의 방산 3

사의 활약도 생각해 봤습니다. 요르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화큐셀의 

태양광 발전소는 이란이나 사우디에서도 상당히 환영받을 기술이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 ·가스가 생산되고 아직도 무한한 매장량을 자랑하

는 이란에서는 한화케미칼,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 등 석유화학 계열사

들의 활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란의 떠오르는 신

흥 부자들은 한화갤러리아에서 쇼핑을 원할 것이며, 아름다운 카스피해

와 두바이에 조성된 한화호텔&리조트의 휴양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즈니스가 중동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화 금융분야의 협력과 

동반은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화그룹의 밝은 미래를 이란에서 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제2의 중동 붐’에 한화그룹이 열

어갈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현주소를 보아야 바른 해석이 되

는 것입니다.  

사우디 vs 이란의 중동정세, “이란을 주목하라!” 

앞서 저는 지금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하는 중동

의 두 국가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경쟁 구도가 종

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종

파를 내세우는 것”임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체제, 민족, 대외노선, 통치세력 등 

모든 부분에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절대왕정 vs 이슬람공화정, 친미 vs 반미, 부족

장 통치 vs 성직자 통치’ 등 사우디 vs 이란의 모

습은 마치 절대 하나로 융화될 수 없는 물과 기

름을 보는 듯한 모습이지요. 

정치적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석유’ 또

한 두 나라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동 

유일의 송유관(Islamic Pipeline)이 있는데, 이는 

이라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새

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

프라인은 이란에서 출발해 이라크를 지나 시리

아, 레바논을 거쳐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운반

하게 됩니다. 사우디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요? 카타르에서 출발하여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

파 아랍 국가를 지나는 송유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이 두 송유관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시

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완화된 ‘이란’이 세계 정치 및 경제질서 

재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해

제 발표가 나자 연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

란과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곧이어 일본 총리

로서는 38년 만에 아베가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

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왜 세계가 지금 이란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이

란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랍 국가와의 협력과 

비교해 볼 때 양적, 질적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중동지역

을 공부해 온 제가 보기엔 감히 ‘21세기 가장 중

요한 에너지 대국’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

다. 현재 세계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걸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의 

보고로 불리우는 곳이 카스피해 지역입니다. 그

리고 이란은 차세대 에너지의 보고에 모두 접근

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직 유전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카스피해 지역을 끼고 있는 이

란은 원유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

계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8,000만 명의 인구라는 최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육상으로 접하는 나라만 7개

국입니다. 물류 거점으로서의 이란의 지정학적 

이익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6-70%가 2, 30대로 구성돼 있다는 

특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동국가 

중 수자원이 가장 풍부한 것은 물론 식량 자급자

족이 가능할 뿐 아니라 터키와 이란에 이은 군사

대국인 이란은 걸프만과 카스피해가 접하는 ‘21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Bismaya New City

국내 건설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화건설의 
해외 신도시 수출 
프로젝트이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주택 10만 가구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기관 
등 사회기반 시설을 
짓는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우리 돈 11조 원을 웃돈다.

대(對) 
이란 경제제재
2006년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금지하는 IAEA에 
불응한 이후 이란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자산동결, 영해를 지나는 
이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수색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가 
포함됐다.
2015년 핵 협상이 
타결되어 올해 
경제제재가 완화되었고, 
이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 이후 이란은
지금까지의 아랍 국가와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히 ‘21세기 가장 중요한
에너지 대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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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싶나요?

1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나요?

3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해 볼까요?

2

팀원들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싶나요?

3534 일류문화 
스마트 체인지

떠나요, 
디지털 노마드의 길
정리 홍순성 홍스랩 대표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수많은 정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메일(메시징) 등을 통해 쏟아진다. 
편리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한 달, 일 년 이상 쌓이면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된다. 
결국 이중에 일부의 정보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마련. 
컴퓨터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의 양도 많아졌고, 스마트폰 작업 양도 늘어났다.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적합한 클라우드(온라인 저장소)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Other App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또 다른 앱들

네트워크 상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을 공유하는 일에 아직은 서툰 당신. 
간편한 앱들부터 사용해보자. 

 ClOud 1.   

  에버노트 Evernote 
에버노트는 우리 일상의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동기화를 통해 
모바일과 컴퓨터에도 동일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장한 정보는 개별 
디바이스나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 텍스트 메모뿐만 아니라 사진, 
음성 메모 기능까지 저장 가능하다. 제목이나 키워드는 물론 이미지 안에 
문자, 첨부파일 텍스트까지 검색할 수 있다. 웹 페이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스크랩하는 웹클리핑 기능을 제공한다.  

 HOW TO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에버노트는 매일 생성되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개인적인 생활은 물론 업무 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는 웹에서는 스크랩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일상의 메모와 라이프, 아날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정보들은 컴퓨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ClOud 2.   

  구글 드라이브 Google Drive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사진, 문서, 동영상, 녹음파일 등 
모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디바이스와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있어 웹에서 문서작성도 
가능하다.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과 구글 포토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15GB를 제공한다. 

 HOW TO    

온라인에서도 문서작업을
외부 저장장치 없이 웹에서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던 문서를 올려두면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공동문서 작업도 할 
수 있다. 영수증 같은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PDF로 저장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파일을 
볼 수 있다. 구글 포토앱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모든 사진이 
동기화되어 관리된다. 일별, 월별, 연도별로 자동 분류되며, 인물, 장소, 사물 
등으로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에서 ‘제주’라고 키워드를 치면 해당 위치 

사진이 검색된다. 인물 검색은 아직 한국에서 제외다.

 ClOud 3.   

  드롭박스 Dropbox 
동기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웹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자주 잃어버리는 깜빡족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나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문서를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에서 수정하고 
집에 와서 태블릿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HOW TO  

강력한 온라인 외장하드
드롭박스에 올려둔 파일은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이메일과 채팅, 문자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이 드롭박스 
계정이 없더라도 링크를 통해 파일을 보거나 저장할 수 있다. 팀원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파일 서버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며 공유폴더로 사용하면 
동일 내용으로 동기화된다. 컴퓨터 휴지통을 지워도 웹상에서 최근 한 달간 

자료는 복원이 가능하다.

 ClOud 4.   

  워크플로위 Workflowy
워크플로위는 가볍고 단순한 트리구조 방식으로 이루어져 복잡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하 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를 구조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도구’이며, 웹과 
스마트폰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도 하다.
주요 기능으로 개별적인 노트 관리, 태그 관리, 협업 작업이 가능하며 
드롭박스를 통해 내용을 백업할 수 있다.

 HOW TO  

최고의 생각 정리 도구
하는 일에 대해 구조화시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프로젝트가 장기화될 때 누적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때 워크플로위를 이용하면 각각의 아이디어나 
메모가 하나로 연결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책과 논문을 작성할 
때 목차 관리가 대표적이다. 협업도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좋은 조력자가 되어준다.

클라우드 사용은 늘어나는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활용할지 막막했던 이들, 

필요할 때 딱 맞는 자료로 빨리 접근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이들, 팀 단위 프로젝트, 

소규모 조직에서 효율적인 협업 체제를 구성코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도구가 

되어준다. 여기, 쉽게 시작하는 클라우드 앱과 디지털 툴들을 살펴보자.

홍스랩 홍순성 대표

스마트 워킹 및 정보관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직장인과 중소기업에게 
효율성 업무 활용을 
위한 맞춤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에버노트 서적인 <에버노트 라이프>의 저자이며, 
에버노트의 퍼블릭 스피킹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도서로 <프로들의 에버노트>가 있다.

 
 최고의 리더앱
  Adobe Acrobat Reader

Adobe Acrobat Reader 은 
안정적으로 PDF 파일을 보고, 주석 
및 서명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스캐너 앱 
  CamScanner

CamScanner는 문서 스캔, 저장, 
관리, 공유, 그리고 동기화 기능을 
지원해서 핸드폰을 휴대용 스캐너, 
팩스, PDF변환기, 텍스트 변환기로 
전환하고 문서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다.

 
 명함관리 앱
  Remember

비즈니스맨의 필수 앱이다. 이용자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앱으로 보내거나, 택배를 통해 수백 
장을 보내면 리멤버가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손 안의 팩스
  Mobile Fax

스마트폰으로 팩스문서를 간편하게 
송수신하는 팩스 앱이다. 송신뿐 
아니라 팩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다면, 팩스 수신용 번호를 
무료로 제공한다.

 급할 땐 
 모바일 문서 작업
  OfficeSuite + PdF Editor

모바일 오피스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PDF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앱. 직접 클라우드 
로그인을 해서 수정하거나 사용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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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은 
신속하게

냄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우영주 영업팀장의 ‘입문기’

는 그렇게 시작됐다. “알고 지내던 FP가 계셨는데, 어느 날 일

해볼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시간과 여력이 

되는 지인이 있어 소개했는데, 이분이 상담만 받고 그만둬버린 

게 계기가 됐죠.” 교육생들에게 격려 차 나눠준 ‘튀김 냄비’가 

문제였다. 튀김 냄비를 회사에 돌려주거나 다시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지인을 설득했지만 어림없었다. 결국 우영주 팀장

은 자신이 교육에 나가 빈 자리를 채웠다. 냄비 하나가 그렇게 

마음에 걸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연찮은 기회였지만 마음을 

움직인 교육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 일이 재밌으니 실적도 

따라왔다. 위촉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인 FP들의 교육을 담당

하는 트레이너가 될 정도였다. 우영주 팀장이 속한 대구 황금

지점은 모든 영업팀장이 ‘ACE’ 등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자랑한다. 영업팀장들 모두가 리더십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니 자연히 모든 FP들의 성과도 뛰어나다. 

그중에서도 우영주 팀장의 카리스마 있는 영업력은 감히 대구

를 통틀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과 의리의 한화

정신은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고객과의 ‘의리’

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덕목이죠. 꾸준히 좋은 

실적을 기록한 후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

왔지만 한화생명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도 

의리 때문이지요.”

좋은 물건, 좋은 음식이 손에 들어오면 고객부터 생각나 시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손수 배달을 가기도 하고,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자동차를 배에 싣고서라도 어디든 간다. 덕분에 그

의 고객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곤 한다. VIP 고객 한 명이 계기가 되어 그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우영주 팀장의 고객이 되기도 하고, 작은 섬마을의 마을

회관에 모여 막걸리잔을 돌리는 주민들이 우르르 고객의 목록

에 추가되기도 한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고액의 계약을 체결한 VIP의 목록이 

수첩에 가득하지만 우영주 팀장에게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나

오는 소액의 계약 한 건 한 건도 모두 같은 무게로 다가온다. 돈

의 무게는 다를지언정 신뢰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후배 FP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매순간을 즐기며 감사하라는 것이다. “영업은 관계입니다. 오

랜 시간 감성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로서의 통찰력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웃으며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은 고객

도 자신의 궁금증과 니즈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

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하나하

나를 따지며 시간만 끌다가는 일은 흐지부지되기 쉽죠. 고객

이 원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되, 원하는 것

이 파악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만이 

정석입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건, 우리의 상품 안에 모든 솔

루션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자신 있게 고객을 대한다면 자신

을 찾는 고객은 늘어납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인터뷰가 끝난 후, 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

렸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우영주 팀장은 “제가 오늘 저녁에 바

로 찾아뵙겠습니다”라며 끊는다. 밀양에 있는 고객이 작은 계

약 한 건을 체결하고 싶다고 전화한 것이다. 밀양이면 거리도 

꽤나 되는데, 기어이 늦은 시간에 거기까지 가야 하냐 슬쩍 물

어보자 우영주 팀장은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봄이면 꽃 구경

하며, 비 오면 빗소리 들으며 좋아하는 노래 몇 곡 듣다 보면 금

세 가는 곳인데 왜 안 갑니까?” 

그렇다. 고객이 부르면 가야 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 

간단한 원칙 위에서 오늘도 우영주 팀장은 전국을 누비고 있다.

고수의 비법 1. 

고객과의 의리를 지켜라

나의 신용은 곧

회사의 신용이자

모든 FP의 자존심이다.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하라.

고수의 비법 2. 

감성에 다가가라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재무적인 솔루션을 넘어

마음의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고객의 저변은 더욱 

확대된다.

고수의 비법 3. 

솔루션은 신속하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도처에 

있다.

고객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고객은

곧바로 경쟁자에게 

돌아선다.

고수의 비법 4. 

영업은 관계다

한밤중에 전화해 흐지부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누구라도 환영받지 못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귀찮은

커뮤니케이션은 절대로 

금물.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다

사람들은 간혹 양심과 염치 정도는 
눈치껏 접어두어야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남들에게 속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한화생명 황금지점 우영주 영업팀장을 
자타 공인 ‘고수’의 반열에 올려놓은 원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직과 의리’이다.취재 편집실

사진 이원재 스튜디오 Bomb

 

고객과의 의리를 
지켜라 1

영업은 관계다4

한화생명 
대구지역단 
황금지점 
우영주 영업팀장

2
감성에 다가가라

3938 일류문화 
고수의 비법



Dad & Daughter

4140 일류문화

아빠가 쏜다

별처럼 빛나고
솔처럼 푸르른
소녀로 자라렴
취재 나인화 과장 with365@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 
최병훈 차장 + 
경희초등학교 2학년 최윤솔

꼬물대는 귀여운 입으로 재잘재잘 
말문을 트던 다섯 살 귀여운 딸을 
아내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떠나던 날,
출국장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리움은 
시작됐다. 짧은 휴가를 이용해 한 번씩
재회할 때면 아이는 몰라보게 자라나 있었고, 
해주고 싶은 일들도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4년 만에 오롯이 다시 뭉친 우리 가족.
소중한 아이에게 우선은 아빠의 사랑을 
스케일 크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 오늘은 이 아빠가 쏜다.

사랑하는 딸  윤솔이에게

윤솔아, 안녕!

윤솔이만 보면 세상 걱정이 다 없어지는 장난꾸러기 아빠야. 

맨날 아빠가 장난만 친다고 도망가는 우리 딸, 최윤솔! 

윤솔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깊은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졌네. 

요즘 윤솔이를 보면 아빠 초등학교 2학년 때보다 훨씬 성숙한 

것 같아. 아빠는 너만할 때 쑥스러움이 많아서 발표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곤 했는데 윤솔이는 

키도 아빠보다 더 큰 것 같고, 태권도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튼튼하고 건강한 어린이가 된 것 같아.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도 

야무지고, 당당하게 할 줄 아는 아주 멋진 초등학생이 되었네.

아주 조그마한 몸집에 엄마, 아빠 손에서 그네 타던 그런 

윤솔이가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버렸다는 게 아빠는 아직도 잘 

믿기지 않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네가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럽구나. 

지난 4년간 아빠가 중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윤솔이가 이렇게 

예쁘고 의젓하게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 항상 

미안했는데, 아빠 회사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윤솔이가 

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선물을 

주었어. 이번 시간을 통해 앞으로 윤솔이를 더욱 이해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해. 장난꾸러기 아빠가 아닌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아빠 말이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빠는 윤솔이한테 세 가지를 약속할게.

첫 번째, 주말 식사는 윤솔이와 함께 만들어 먹기.

두 번째, 한 달에 두 번 이상 윤솔이와 함께 문화생활하기.

세 번째, 회사 일도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해서 윤솔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되기.

마지막 약속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윤솔이도 지금처럼 할머니,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어주길 바란단다. 앞으로 우리 가족 더욱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딸 최윤솔! 고맙고 사랑한다!

윤솔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가



하루에도 수십 번, 
부모들은 ‘뛰지 마라’, ‘조심해라’
타이르지만 자라나는 이 기운찬
아이들이 그 타이름을 지키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아차’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만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이 나섰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어린이 육성 프로젝트, ‘어린이안전 365’
봉사활동이다.

안전은 최고의
아이 사랑입니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두레민들레지역아동센터에 봉사조끼를 입은 직원들과 

어린이들이 하나 둘 모였다. ‘어린이 안전365’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다. 한화손해보험은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와 함께 2010년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안전 365’를 운영하고 있다. 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꾸준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화손해보험 직원들은 이 활동 외에도 

교통사고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띠 착용 및 카시트 장착 캠페인인 ‘버클업 

클래스’  또한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한화손해보험과 두레민들레 지역아동센터의 협약 체결로 

시작한 이날 봉사활동은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어린이들에게 보행안전, 탑승안전, 대중교통안전 등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실습교육에서는 교실 내에 바깥 교통환경과 똑같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두고 아이들이 잊기 쉬운 교통안전 수칙들을 반복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해주어 외부 활동시 스스로 

안전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임직원 봉사자들은 “꼭 필요하고 유익한 

교통안전 정보를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 나눌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한화손해보험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의 

안전의식 선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한화손해보험 ‘어린이안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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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숨과 

 새 길이        만나는 곳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이호승 판타크리에이션

봄볕이 물길을 타고 올라와 너른 벌판에서 

기지개를 쭈욱 폅니다. 추위에 숨 죽였던

나무와 꽃, 사람들이 어우러져 곱고 활기찬

대전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한때 수많은 어린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박람회장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시민들에게 넉넉한 문화와 예술의

터를 내어주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통섭의 

풍경들은 도시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미덕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4544 일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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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인 
대청호는 그 둘레가 86km에 이른다. 
대전과 청주, 옥천과 보은에 걸쳐져 
있으며 해발고도 2-300m의 
산들이 어우러져 기분 좋은 드라이브와 
산책길로도 잘 알려져 있다.
2. 3. 
매년 <한화클래식>이 찾아가는 
아름다운 문화의 명소이기도 한 
대전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이 한 곳에 모여 대전을 
문화의 도시로 완성한다. 한밭수목원과 
엑스포과학공원이 이어져 자연과 예술, 
기술이 너른 터에 함께 자리하는 
하모니를 만끽할 수 있다.
4.5.6.
대전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옛 충남도청사이다. 
1932년부터 2012년까지 긴 시간 
시민들과 함께한 이 건물 곳곳에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빛나고 있다. 
현재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전시민대학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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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시간과 사람, 과학, 예술의 얇고

아름다운 층들이 겹겹이 쌓여 

오묘한 빛을 내는 도시입니다. 

지리적 조건상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왕들의 큰 다툼 한가운데 있었던 대전은

산업화 이후 기념비적인 고속도로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기나긴 명절 귀성길에 

오를 때면 어쩐지 대전만 지나도 

‘집에 다 온 것 같은’ 따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꿈돌이’를 대표해 눈부신 과학기술 강국의

위용을 뽐내기도 했고, 2000년대에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또 다른 심장으로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위해 내준 너른 벌판에서는 시민들은

마음껏 최고의 문화적 양식을 만끽했고, 

그러면서도 오늘의 대전을 있게 한 전통을

잊지 않고 그 명맥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이 대전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함성이 

하나로 울려 퍼집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몰려온 팬들이

온 힘을 다해 ‘최강 한화’를 외치며

대전의 하늘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화합과 하모니의

기쁨을 아는 한화이글스의 팬들은 역시

대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에는 땀방울, 하늘에는 큰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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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제안
한화금융센터 여의도점 구내식당

◆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장밋빛 로제파스타로 낭만적인 봄날을! 
한화금융센터 여의도점 구내식당이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은 무

엇보다 ‘고객 만족도’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한화인들의 

일과 속에서 하루 세 끼 식사 시간만큼은 영양도 보충하고, 에너

지도 충전하는 힐링타임이 될 수 있도록 입과 눈이 모두 즐거운 다

양한 메뉴를 내놓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권유림 점장은 최신의 

식문화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여 이를 반영한 신메뉴를 제공함으

로써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한화인들에게 다채로운 만족감을 주

고자 힘쓴다. 그 중에서도 상큼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크림을 섞어 

만드는 로제파스타는 한화금융센터 여의도점 구내식당의 단연 

인기 메뉴다. 

건물 27층 탁 트인 한강 전망의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새우

구이를 곁들인 로제파스타를 동료와 함께 나누다 보면 전망대 꼭

대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다. 

로제파스타와 새우는 환상의 짝궁
로제파스타는 이인철 조리실장이 자신하는 대표 메뉴로 토마토

소스 특유의 상큼함과 생크림만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요

리이다. 아무래도 소스에 생크림을 사용하다 보니 칼로리와 콜레

스테롤이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내어 준 ‘새우 구이’가 그 

고민을 말씀히 해결해 준다. 새우에 들어있는 키토산은 혈액 내 콜

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가지 음식 속

에서도 서로의 특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을 함께 곁들이면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건강 걱정도 덜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토마토의 상큼함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로제 파스타는 
한화금융센터 여의도점 구내식당의 
인기메뉴이다. 한화인들의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하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담긴 
야심작을 만나보자.

1. 새우는 먼저 깨끗히 손질한 
뒤 청주를 뿌려 잡내를 

제거하고, 물 1.5 리터에 소금 
1큰술을 넣어 면을 삶아 낸 후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 둔다.

2. 채썬 양파, 다진마늘, 
베이컨, 칵테일 새우, 브로콜리 
등 채소와 준비된 재료를 
따로 볶아 담아둔다.

3. 함께 내놓을 왕새우에 
소금, 후춧가루, 올리브오일을 

발라 구워낸다.

4. 토마토 소스에 생크림을 
곁들여 소스를 만드는데 
이때 비율은 1:1 정도로 
혼합해 섞어 둔다. 

한화금융센터 여의도점 
이인철 조리실장이 추천하는
4월의 구내식당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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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른한 봄날의 불청객, 춘곤증을 날릴 수 있는 
좋은 재료다.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B1은 
노화를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탁월하다.

봄의 대표적인 제철 식재료인 미나리는 
향긋한 맛도 일품이고 몸의 해독작용도 
돕는다. 돼지고기와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 흡수가 빨라진다.

돼지고기

미나리

5. 올리브 오일에 코팅되어 
있는 면과 볶아둔 재료를 
소스와 함께 넣어 고루 섞어 
두고 왕새우구이와 푸른 
잎채소를 곁들여 마무리한다.

미나리 삼겹살 비빔밥
나른한 봄날 ‘춘곤증’은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다. 맛과 건강을 모두 채운 
건강한 한끼 식사로 ‘미나리 삽겹살 비빔밥’ 한그릇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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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마저 물러가고
반가운 햇살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4월.
야속하게도 눈은 살살 감기고
컨디션도 어쩐지 저조하다면
‘왕의 열매’로 불렸던
이 보라색 과실즙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창조적 제안
서산 아로니아

◆

슈퍼 푸드의 슈퍼 파-월!
정리 편집실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보라색 음식이 항암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특히 ‘슈퍼푸드’ 중 하나인 아

로니아를 건강하고 맛있게 즐겨보자.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보다도 안토시아닌이 풍부

하게 함유된 과일로 항산화력은 블루베리의 네 배, 

아시이베리의 열여섯 배이며, 이외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필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

하게 함유돼 있다. ‘킹스베리(King’s Berry)’라는 별

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으뜸이며 중국에서

는 늙지 않는 나무 딸기라고 해서 불로매(不老梅)

로도 불린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눈 건강이나 건강

하고 탄력 있는 피부 건강, 일상의 피로감 개선에 

적합해 봄철 나른한 기운을 느끼는 이들에게도 적

당하다.

전 세계 아로니아의 90% 정도는 폴란드에서 재배

되어 각국으로 수출되는데, 국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아로니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바

로 그룹과 충남창조경제센터가 지원하는 영농법

인 서산 아로니아다. 서산 아로니아는 지역 농가에

서 생산된 열매를 6차 산업화해 상품성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희준 대표는 지역 농민들에게 아로니아 묘목

을 나눠주고 “이를 잘 키워 2년 뒤 열매로 나무 값

을 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로써 농민들은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서산 아로니아는 열매

를 전량 수매해 양질의 아로니아 제품을 생산 · 판

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서산 아로니아는 

한여름 한 달 동안 열매를 따는데,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확해 잘 익고 상태가 좋은 

200여 톤의 열매가 매년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상품화 과정 또한 정직하고 청결하게 이루어진

다. 천연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로니아

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 씨

와 껍질까지 착즙하고 물을 한 방울도 섞지 않는 

100% 프리미엄 NFC 착즙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

룹은 서산 아로니아 상품의 우수성에 걸맞은 상

품 고급화와 마케팅 및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과 갤러리아면세점 63 등

을 통해 고객을 찾아가고 있다.

서산 아로니아 선물세트 4호
(500ml X 2입)
하루 20ml 정도 조금씩 따라
주스나 요구르트 등과 섞어 마실 수
있는 세트이다. 요리에
사용해도 좋다. 아로니아는
풍부한 탄닌 성분 때문에
다소 떫은 맛이 있으므로, 
취향에 따라 조절해 음용하면 된다.

갤러리아 MD가 추천합니다
서산 아로니아의 이희준 대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FDA 검사까지 통과한 100% 천연 원액은 아로니아가 
가진 폴리페놀 성분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지요. 
아로니아 꿀 양봉을 겸해 나무에 일체의 약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서산 아로니아. 
그 건강한 체험에 한화갤러리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산 아로니아 선물세트 2호
(20ml 30포 + 100g 분말 2입)
간편하게 휴대해 음용할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착즙 아로니아와 
분말을 세트로 제공한다. 
아로니아의 효능은 보통 
열두 시간 정도 지속되어 
하루 두 포 정도가 적당하므로 
휴대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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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즈 포인트 적립 등이 제공된다. 
가격은 29만 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 2인 1실 1박 기준). 지스텀 플라워 
클래스는 매주 주말(오후 2시- 5시 / 
사전 예약 필수)에만 진행된다.
문의 및 예약  02-310-7710 / 

www.hoteltheplaza.com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프라이빗 요트 투어 3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에서 
프라이빗 요트와 진해 군항제까지  
한번에 해결하자. 
한화호텔&리조트는 봄맞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에서 즐길 다양한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운대 
일몰을 요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선셋 
세일링 요트 투어’다. 특별히 올 12월 
말까지 판매되는 이번 요트 투어는 
오후 5시에 출발해 해운대 앞바다를 
돌며 일몰을 감상하는 코스로 
구성했다. 정상가 대비 최대 20% 
할인해 성인 3만 6,000원, 소인 2만 
원에 판매되며 소인은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다. ‘선셋 세일링 요트 
투어’는 체크인 후 프론트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문의 051-468-1114 / 

www.hanwharesort.co.kr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
향긋한 봄 신메뉴 선보여 4

한화리조트 대천 파로스 1층에 
자리한 한식당 MARIS(마리스)는 
제철을 맞은 냉이와 달래, 취나물, 
두릅으로 한상 가득 차려진 
‘봄나물 비빔밥’을 새롭게 선보인다. 
봄날, 어쩐지 나른하고 입맛이 없는 
고객이라도 금세 한 그릇을 뚝딱할 
수 있는 쌉싸름한 자연 내음이 
그만이다. 바지락으로 우려낸 
시원한 된장육수에 봄냉이와 쫄깃한 
수제비가 듬뿍 들어간 ‘냉이된장 

수제비’도 일품이다.
 

문의 041-930-8531

한화갤러리아 센터시티점, 
천안의 명품과자점  ‘뚜쥬루’ 
신규 오픈  5

갤러리아 센터시티는 3월 18일 
지하1층 식품관에 천안의 
명품과자점 ‘뚜쥬루’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메이커인 ‘몽상가인’에 
이어 ‘뚜쥬루’의 입점은 갤러리아 
센터시티의 꾸준한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의 결과다. 뚜쥬루는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슬로건으로 천연 
효모만을 사용, 14시간 이상 발효시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41-559-9114

탐나는 제안
한화의 신상품과 이벤트

◆

달콤하여라, 우리의 4월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사 제공

한화생명, 내 삶의 색을 
찾아가는 설렘 가득한 축제
life+ Picnic Festival  1

꽃잎이 흩날리는 4월이면 여의도는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4월 9일 토요일, 올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한화생명이 
제안하는 조금 색다른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화생명이 고객들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의미를 담아 시작하는 Life 

Plus 캠페인의 출발을 알리는 Life+ 

Picnic Festival은 우리의 삶에 색을 
더해줄 다양한 즐길거리를 가득 채운 
봄꽃축제이다.

Life+ Picnic Festival에서는 
유승우, 조정치, 정인, 10cm 등 
공연계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펼쳐진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8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콘서트 관람은 티켓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이 밖에도 Life+ Picnic 

Festival에는 전국 곳곳에 숨어 있던 
맛이 곧 브랜드가 되는 작은 카페들과 
산뜻한 봄나들이와 어울리는 맛있는 
푸드트럭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축제 당일 라이프플러스 
라운지에서도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http://lifeplus-picnic.com

더 플라자,
네오비트족을 위한 
2016 봄 패키지 
 ‘스프링 가든 (Spring Garden)’  2

럭셔리 부티크 호텔 더 플라자는 
네오비트족(Neo Beats)을 위한 
‘스프링 가든 (Spring Garden)’ 
패키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사교적이고 독창적인 네오비트족의 
도심 속 편안한 휴식과 경험을 위해 
기획된 이 패키지는 서울광장의 
잔디와 도심의 활기찬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함께 
모던 유러피언 스타일의 플라워 샵 
지스텀의 수석 플로리스트가 감각적인 

플라워 스타일링을 알려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 
플라워 클래스의 경우, 1대 다수의 
방식이 아닌 소수로 프라이빗하게 
진행되어, 평상시 고가의 가격으로 
경험하지 못한 럭셔리한 플라워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텔 수석 셰프들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세계 
요리로 미식의 향연을 맛볼 수 있는 
세븐스퀘어 조식(2인)을 제공한다. 
또한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휘트니스 
클럽의 수영장 무료 이용권, 고궁의 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덕수궁 입장권 

2매, 레스토랑 10% 할인, 메리어트 

2

5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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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살람 알라이쿰(당신에게 신의 평화가 있기를)!” UAE 두바이 소재 SnP 

한화 중동법인에서 GTP로 근무 중인 한화건설 소속 최은진입니다. SnP법

인은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구매조달본부로써, 

그룹의 중동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잡(‘가리다’라는 

의미로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의류를 통칭하는 단어), 할랄(‘허락된 것’이라

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음식, 약 및 화장품에 적용됨. 돼지고기와 주류는 할

랄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 등 엄격한 율법으로 통제되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중동, 그러나 제가 경험한 두바이라는 곳은 중동과 달랐습니다. 아랍

어만 통용될 것 같았던 거리에는 영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

들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말이 금요일과 

토요일이라는 점이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 두바이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

리우드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야자수 모양의 인공 섬으로 유명한 팜 쥬메이라, 세계 유일의 칠성급 호텔로 

알려진 부르즈 알 아랍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가 단순히 관광지 역

할만 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2015년 기준 세계 공항 이

용객 수 기준으로 7,800만 명이 거쳐 간 공항으로써, 미국 애틀란타와 중국 

북경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가 지리적으로 페르시

아만의 초입에 위치하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많은 화물(연간 약 

1,000만 컨테이너)이 오가는 국제 물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 점을 기회

로 삼기 위해서 두바이 정부는 MICE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는 ICT, 호텔, 음식료, 해양, 자동차, 교육, 석유 및 가스, 건설 

등 다양한 테마의 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Dubai World Trade Centre는 

2014년에 총 93회의 박람·전시회를 개최하여 총 245만 명이 참관했을 정도

입니다. 이처럼 관광, 물류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성장한 두바이는 전 세계 사

람이 모여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만남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두바이 발전의 원천 : 자유무역지대와 부동산 제도
현재 두바이의 모습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습니다. 원유 

매장량이 인근 지역 대비 적었기에, 이곳의 지도자들은 천연자원에 의존하

기보다는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

표적인 예로 현 두바이 왕의 아버지인 Rashid bin Saeed Al Maktoum은 “내 

조부와 부친은 낙타를 탔고, 나는 벤츠를 타고 있으며, 내 아들과 손자는 랜

드로버를 타겠지만, 그들의 자손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

람들에게 적극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우선, 1980년

대부터 Jebel Ali Free Zone을 시작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Zone)를 설

립했으며, 이 지역에는 외국기업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에 임할 수 있게 규제

를 완화했습니다. 금융, IT, 미디어, 무역 등, 산업군별로 특화된 Free Zone

을 지속해서 조성했고, 현재 20여 개나 되는 Free Zone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2002년에는 GCC국가(Gulf Cooperation Council에 속한 예멘 제외 

6개국을 일컫는 용어) 중 최초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두바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에

는 같은 해에 두바이의 인구보다 13배 많은 중국 상해 전체에서 진행된 규

모만큼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지난 16년 사이에 인구는 3배 가량 

(2002년 86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두바이의 Al 

Maktoum 왕가는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개방 정책을 펼치는 데에 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인프라 건설에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외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결과, 사

막을 오가며 생활하던 Bedouin(유목민)이 임시로 머무는 어촌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2015년 현재, 원유 수출이 

두바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두바

이가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에필로그 
한화그룹의 중동 전진 기지인 두바이 법인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습니

다.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두바이에서 한화그룹의 이

름을 널리 알리고,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크란(감

사합니다)!”

두바이, 
어디까지
아십니까?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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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최은진 사원(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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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bai

파리테러 이후 프랑스 국기색 조명이 
비춰진 부르즈 칼리파와 분수쇼

두바이에서 만난 왕족과 함께

아리비아 의상(Thawb)을 한 최은진 사원(오른쪽)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 아닐까?
전 세계 교역의 중심이자
눈부신 문화를 이룩했으며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아름다운
여행이 있는 곳, 두바이에서
한화건설의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일상을 살짝 들여다본다.

수상에서 찍은 부르즈 알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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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공장주변 환경정화 ‘My Area’ 

활동 진행 

한화토탈(대표 김희철) 3월 3일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한 신규 ERP시스템 오픈 

한화토탈 3월 4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2016년 1학기 ‘공과기술과 경영’ 강좌 개설 

한화토탈 3월 7일 세계 최초로 관형반응기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한 태양전지용 EVA소재로 ‘IR장영실상’ 수상 

한화토탈 3월 10일 부산영업팀 주관 EVA 고객초청 

세미나 진행 

한화토탈 3월 17일 하이신(면세유) 최대 고객사 

대곡농협 관계자 대산공장 방문

준법교육’ 실시 

한화테크윈 3월 15일 ‘시큐리티부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실시   

한화탈레스(대표 장시권) 3월 2일 한화탈레스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오픈

한화탈레스 3월 4일 협력회사 대표자 간담회 실시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영호) 2월 25일 차기호위함 

전투체계개발 시제 출하식 진행해 조선소에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인도 완료 

구미사업장 3월 10일 국내 선진 방위산업체 견학을 

위하여 필리핀 해군 교육생 48명 한화탈레스 방문 

구미사업장 3월3일 환경안전 관리감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용인사업장 (연구개발본부장 최진혁) 3월 8일 

경력사원의 환경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안전 

교육 실시 

용인사업장 3월 15일-17일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 감사 진행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 3월 2일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 시행 

한화케미칼 3월 10일 ‘2015년 공시 우수법인 표창’ 

수상

한화케미칼 3월 16일 ‘제43회 상공의 날 기념식 

표창’ 수상 

한화케미칼 3월 25일 주주총회 시행 

여수공장(공장장 김평득) 3월 8일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업무교류회 실시 

여수공장 3월 29일 ‘Smart Plant’ 회의 진행 

중앙연구소(소장 이찬홍) 3월 8일 우수 R&D 인력 

확보를 위해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카이스트 

공학강좌 실시 

중앙연구소 3월 16일 미래기술연구센터에서 

‘탄소섬유 연구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이성호 박사를 초빙해 세미나 

실시 

중앙연구소 3월 18일 연구소 봉사단 15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강사 양성교육 실시 

TDI공장(공장장 이점우) 2월 29일 

한화화인케미칼 흡수합병 완료하여, 한화케미칼 

내 TDI 사업부 신설

TDI공장 3월 16일 2016년 정기 연차보수 일정 시작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임종훈) 울산사업장(9일), 

대산사업장(18일)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기계/창원 3월 16일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실시. 

향후 6개월간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적응을 위한 

활동 수행 예정 

기계/창원 3월 17-18일 프로젝트 계획, 실행 및 

통제에 관한 PM 양성과정 교육 실시 

기계/아산1(사업장장 이은광) 3월 7일-18일 

워크&라이프 밸런스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 이벤트  ‘꽃보다청춘 in 항공사업부’ 실시 

기계/아산1 3월 11일 사업장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 

참석해 2016-17년 사원경영협의회 위원 선거 실시 

기계/아산1 3월 24일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한화테크윈(대표 김철교, 신현우) 2월 19일 ‘제1회 

방위사업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석

한화테크윈 2월 19일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사령식’ 개최 

한화테크윈 2월 22일 ‘2016년 제1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실시 

한화테크윈 3월 4일 ‘2016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한화테크윈 3월 8일, 10일 ‘2016년 상반기 임원 

방산부문(대표 이태종, 최양수) 2월 13일-3월 15일 

하반기 신입사원 사업장 현장실습 진행 

방산부문 3월 21일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리텐션 과정 진행 

방산부문 3월 21일 ‘서해 수호의 날 사진전’ 개최 

방산부문 3월 23일 ‘온산공장 준공식’ 실시  

방산/여수(사업장장 박종완) 2월 24일 새로운 

인력육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체계 운영방안과 

활용방법 및 관리방안에 대한 브리핑 진행 

방산/여수 2월 25일 사업장에 배치받은 동계 

인턴들의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프로젝트 발표회 

개최 

방산/여수 2월 26일 안전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안전문화 조성으로 확산시켜 안전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즐거운 안전교육 교안 경진대회’ 

개최 

방산/여수 3월 5일 ‘2015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사업장 현장실습 최종보고회’ 진행

방산/대전(사업장장 박선규)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주관 ‘R&D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토의 및 방산업체 

간담회’ 실시 

무역부문(대표 박재홍) 3월 1일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해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자율수출무역거래자(A등급) 자격 획득 

무역부문 3월 23일 태국 Somkid Jatusripitak 

부총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태국 투자환경, 

경제정책 관련 논의 및 참석자 대상으로 그룹 

태양광 사업소개 및 협력 제안 

기계부문(대표 김연철) 2월 25일 서울사무소 

자체보안 규정평가  

기계부문 3월 29일-31일 2016년 상반기 대졸신입 

채용 홍보단 파견 

기계/창원(사업장장 박성배) 2월 25일 

자동화사업부 올해 목표달성 논의 및 신규과제 

개발을 위한 ‘H-TOP 워크숍’ 실시 

기계/창원 3월 7일-8일 위험성평가 실습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유하는 1차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실시 

Manufacturing & Construction

방산/대전  방사청장 주관 ‘방산업체 간담회’ 실시

방산부문 2015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사업장 현장실습 
최종보고회’ 진행

한화종합화학  울산 및 대산사업장 환경정화 활동 진행

한화토탈  태양전지 EVA 장영실상 수상

한화케미칼 ‘상공의 날 기념식 표창’ 수상

한화테크윈 2016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 개최

한화케미칼 TDI공장  2016년 정기 연차보수 시작

한화토탈  대곡농협 관계자 대산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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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면세점63(사업본부장 한성호) MD 개편 

진행으로 그라운드 플로어에 수입화장품 11개, 

2층에 럭셔리워치 28개 등 총 41개 신규브랜드 입점  

명품관(점장 유제식) 3월 24일 2016년 명품관 

봄맞이 S/S MD 개편을 위한 매장구조변경 실시 

타임월드(점장 박정훈) 3월 6일 혜민스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출간기념 

사인회 진행 

센터시티(점장 신동일) 3월 23일 비상사태 

발생시 내점고객 및 직원 신속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대응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대표 이율국) 2월 

22일 2016년도 사업장 운영계획 및 목표설정을 

위한 ‘PM1팀 책임자 워크숍’ 진행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 3월 2일 고객만족 

및 CS품질 향상을 위한 CS 정기교육 실시

한화S&C(대표 김용욱) 3월 4일 전사 변화관리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추진현황 공유, 협업포탈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화S&C 3월 9일 ‘2016년 1차 CIO포럼’을 통해 

대표이사와 그룹사 CI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T트렌드 강의청취 및 그룹의 클라우드 발전방향 

논의 

한화S&C 3월 14일 프로젝트 역량강화 및 

우수PM 포상을 위한 ‘PM Day’ 개최

한화B&B(대표 박종엽) 3월 2일 2016년 1분기 

멘토링 운영회의 진행 

한화B&B 3월 10일 대전고용노동청 구인 및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참관 

한화B&B 3월 22일-23일 입사 6개월 미만의 

바리스타 직급 신입사원 대상 OJT 교육 진행

한화역사(대표 한권태) 3월 17일 사업장 협력업체 

소장과 함께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한화역사 3월 28일-4월 5일 총 4회에 걸쳐 

서울역사 및 청량리 역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상시 응급처치 및 

재난안전교육 실시 

리조트부문(대표 문석) 3월 5일 리조트 본사 산행 

실시 

리조트부문 3월 8일 남부지사 개소식 진행 

FC부문(대표 김태호) 2월 19일-3월 9일, 

총 300여 명의 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수에 걸친 

‘2016년 상반기 점장역량향상 과정’  실시

호텔부문(대표 김영철) 3월 22일 더 플라자 22층 

OPAL룸에서 ‘퍼플 인 유어 하트’ 곰돌이 기부금 

전달식 진행. 기부된 금액은 한국 컴패션과 

더 플라자가 함께 후원하는 슈퍼맘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3월 7일-25일 자산 100조 

달성을 기념하여 매주 100개 지점을 추첨해 피자를 

선물하는 ‘사장님이 쏜다’ 이벤트 진행

한화생명 3월 9일-10일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에서 전국 봉사리더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 봉사리더 워크숍’ 실시

한화생명 3월 14일-17일 자산 100조 달성을 

기념해 각 지역본부별 임직원, FP,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100조 달성 기념 선포식’ 개최

한화생명 3월 25일 63빌딩 45층 대회의실에서 

봉사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정택환 

상근감사위원, 월드비전 양승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성과보고회’ 개최

한화생명 자산 100조 달성을 계기로 생명보험 

본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FP와 임직원 간 

일체감 형성을 위해 전 임직원 대상 ‘행복가치 Level 

Up 교육’ 실시

한화저축은행(대표 김원하) 3월 16일 신입 및 

경력사원 10여 명 한화기념관 견학 실시

음성사업장(사업장장 박치현) 3월 15일 사업장 

임직원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지속 추진 의지를 

담은 발대식 실시  

한화도시개발(대표 최광호) 3월 12일 용인시 

석성산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사업목표달성 기원을 위한 단체산행’ 실시 

한화컴파운드(대표 정윤환) 3월 14일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제조/건설 네트워크> (주)한화 커뮤니케이션팀 박지수 02-
729-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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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정 02-317-5318 | 창원운영팀 
최승연 대리(외주구매팀) 055-210-6303 |아산1사업장 
인사파트  전현정  041-538 -7565 | 아산2사업장 지원과 
박종일 대리 041-538-4803 | 한화테크윈 커뮤니케이션팀 
김희수 대리 02-729-2871 | 판교R&D센터 김주영 사원 
070-7147-7193 | 창원사업장2사업장 HR팀 김보미 대리 055-
260-2003 | 한화탈레스 커뮤니케이션팀 전인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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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애 사원 061-688-1013 | 울산 총무지원팀 이현주 052-279-
2108 |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 오진선 042-865-6488 | 
폴리실리콘공장 인사/총무 허민주 061-690-5700 | TDI공장 
지원팀 정호룡 대리 061-688-4841 |한화종합화학 기획팀 
김지연 과장 02-6321-3215 | 울산 인사지원팀 박건희 주임 052-
278-6327 | 대산 지원팀 조동균 주임 041-660-8474 | 
한화토탈 커뮤니케이션팀 변재찬 주임 02-3415-9345 | 
대산공장 총무팀 이준혁 주임 041-660-6241 | 한화건설 
홍보팀 장민수 과장 02-2055-5301 | 한화큐셀코리아 전략금융팀 
안지애 대리 02-729-4179 | 한화첨단소재 경영혁신팀 허태호 
과장 044-279-8836 | 음성사업장 환경안전팀 최현지 043-880-
2037 | 한화컴파운드 인사/총무군 심창현 대리 02-3014-0535 | 
한화에너지 대외협력팀 이미령 02-729-4099 | 한화도시개발 
사업기획팀 김창현 대리 031-8014-7064 | 김해테크노밸리 
마케팅팀 가순석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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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광 051-749-5107
| 제주 지원팀 문경훈 대리 064-786-1104 | 휘닉스파크 지원팀
이유림 계장 033-330-9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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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본부 
안정호 과장 02-2136-2493 | 수원점 영업지원팀  남현수 사원 
031-229-7005 | 센터시티 지원팀 장승한 과장 041-715-
7 5 6 1  |  진주점  지원팀  정재민  대리  0 5 5 - 7 9 1 -
1 0 1 2 ,  조재익  사원  0 5 5 - 7 9 1 - 1 0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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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Services & Leisure 2016 한화·한화인 주재기자

한화저축은행  한화기념관 방문

한화첨단소재  금연 프로그램 발대식 실시

한화도시개발  ‘사업목표달성 기원 단체산행’ 실시

한화컴파운드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리조트부문  본사 산행 실시

FC부문 ‘2016년 상반기 점장역량향상 과정’ 실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혜민스님 사인회

한화S&C  ‘2016년 1차 CIO포럼’ 개최



Volunteer  
Activity 

한화탈레스, 
 “소중한 군 장병 건강지킴에 도움될래요” 

한화탈레스는 3월 22일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

시 소재)에서 군 환우병들의 빠른 쾌유를 위한 봉사활

동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수호 근무 중 발생된 부상 및 

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환우병의 고통을 나누고, 완쾌

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

화탈레스 본사 임직원 10여 명이 따뜻한 땀방울 나

눔에 동참했습니다.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새학기,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한화봉사단 임직원들은 지

난 3월 11일 대천애육원을 찾아 새 학기를 맞은 대천

애육원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리조트 판매상품인 ‘전

주 수제 초코파이’ 25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참

가한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진로

고민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
 ‘장애우와 함께하는 탁구교실’ 실시

㈜한화/방산, 독립유공자 
어르신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 전해 

한화역사, 
함께 딸기 따며 따뜻한 사랑 전달 

한화역사 봉사단은 3월 15일 자체사회공헌활동 ‘한

화역사와 함께하는 나들이’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참

가한 봉사자들은 성심모자원 아동 5명과 함께 일산 

‘햇살딸기농장’을 방문하여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등 딸기농장 체험활동을 함께 하며 아이들에게 봄날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한화케미칼 TDI 공장, 
‘장애우와 함께하는 제과제빵 교실’ 진행 

한화케미칼 TDI공장은 3월 11일 여수시 쌍봉종합사

회복지관에서 ‘장애인 햇터교실 제과제빵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장

애우들과 함께 수제 쿠키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만들어진 쿠키는 예쁘게 포장되어 지역 장터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 임직원들과 FP들이 ‘한화 해피프렌즈 청소년

봉사단’ 9, 10기 우수 봉사자 22명과 함께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했

습니다. 봉사단은 베트남 낙후지역의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 칠하기,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현지 청소년 문화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초 국내 생명보험사 중 두 번째로 자

산 100조 시대를 개척한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감을 바

탕으로 삶의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화생명 베트남법인, 
 “삶의 에너지를 나눕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순천SOS 어린이마을에 
피자파티가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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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NEWS
사회공헌 뉴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PE생산3팀은 순천SOS어린이마을을 방문

하여 아이들을 위한 ‘피자파티’를 열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10가구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선물하고,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며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

냈습니다. 

㈜한화/기계 아산1사업장 봉사자들은 지난 2월 26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와 함께하는 탁구교

실'을 진행했습니다. 탁구교실은 2016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

여 진행하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임직원 봉사자들은 

장애인과 어울려 경기를 진행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화 방산부문은 삼일절을 맞이하여 지난 3월 3일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함께 고령의 독립유공자 

2인을 특별 위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보훈

청이 올해부터 진행하는 사회명사 위촉 위문 프로그

램인 ‘행복한 나라사랑 동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가 ‘사회명사 1호’로 위

촉되었습니다.



독자의 
소리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보를 들고 찍은 ‘사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사보 5월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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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영화 관람권, 피자 교환권,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 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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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스퀘어

Event

<한화·한화인> 3월호는 제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사보를 함께 보던 초등학생 아들이, 자신의 

목표는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을 

꼭 실제로 만나 보는 거라고 하네요. 인증샷 당첨되면 

저희 집 개구쟁이 다스베이더 아들에게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

독자 김나윤 님

제가 늘 애독하는 한화 사보! 우편함에 꽂힌 사보를 

보면 막내딸이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지?” 

하며 챙겨옵니다. 지방으로 시집와서, 아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등의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잊고 살던 

제게 지난 달 사보 김수영 작가의 글이 큰 도전이 

되네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꿈 리스트’를 적어봅니다. 

 독자 이성봉 님

83세이신 어머니는 책을 즐겨 보십니다. 도서관에서 

읽으실 만한 책 빌려다 드리면 좋아하세요. 

한화 사보도 즐겨보시는데 불꽃축제 기사 보면 

“가서 보고 싶다”고도 하시지요. 

인파에 밀려 넘어지실까 실천은 못했어요. 사진 

찍어 드린다며 이번 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 펼치시라니 선뜻 새싹 비빔밥 실린 페이지를 

고르시네요.

독자 이현규 님 

인증샷
당첨자

모바일 피자 교환권

김나윤 010-683*-**** 

이성봉 010-901*-****
박혜영 010-880*-**** 

모바일 영화 관람권

이현규 010-435*-**** 

조영준 010-625*-****
이주현 010-326*-****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전혜향 010-268*-****
김성수 010-287*-****
조문철 010-880*-****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시는 경우 독자엽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당첨자

1 100조 원  

2 벨루가

2016년 
3월호 
정답

1  ‘Financial(금융)’과 ‘Technique(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을 통합한 

 전자상거래를 뜻하며 한화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업은? 

2 1971년 1월 20일 최초로 선보인 한화그룹 사보 

 창간호의 이름은?    

3  4월호 사보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기사와 이유는?

Quiz

이번에 한화가족으로 입사하고 처음으로 한화 

사보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받은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양하고 흥미로운 칼럼들의 주제에 감탄했습니다. 

파이팅 <한화·한화인>!

한화탈레스 메카트로닉스팀 

이주현 사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이 한 때 이곳에서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화 사보를 읽다 보면 자꾸 에머슨의 말이 

생각납니다. 특히 이번 호를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도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독자 전혜향 님



기간 2016년 4월 4일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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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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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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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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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이번 달 가장 좋았던 혹은 미흡했던 칼럼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종간을 앞둔 <한화·한화인>과 함께한 추억의 일담, 또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사보 <한화·한화인>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받고 싶은 상품                                  퀴즈정답  1  2  3                         

기간 2016년 4월 4일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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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 4월 30일 

장소 한화리조트 설악 씨네라마 앞 ‘화덕피자체험장’

내용 피자구매 및 체험비 2,000원 할인

* 체험장 방문 시 쿠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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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리조트 설악 화덕피자체험장

 2,000원 discount coupon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30% 할인

discount 
coupon

아메리카노, 오미자꿀차, 솔잎꿀차 3,000원 제공

discount 
coupon

피자구매 및 체험비 2,000원 할인

discount 
coup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