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불을 밝혀야 하는 

화약이 한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룹 사보 <한화·한화인>도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한화인만의 신용과 의리를 지켜나가고

고객과의 약속을 되새기자는 의지로 45년간 한결같이 

임직원과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2016년, 이제 우리는 

길었던 인쇄 사보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전하는 불꽃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더 뜨거운 열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내일을 밝혀 가겠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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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화인들의 마음에 너른 광장으로,
올바른 나침반으로 함께하겠다는
1971년 창간의 약속, 비록 매체는 달라지지만 
그 마음은 새롭게 이어갑니다. 
바로 <채널H>에서!

<채널H>는 인쇄 사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소통 채널의 정식 명칭입니다.

 ‘한화인의 드라마틱한 공감 미디어'를 지향하는 <채널H>는 
한화인이 콘텐츠의 주인공이자, 참여자가 되는 
진정한 소통(疏通)을 실현하고, 한화인만의 특별한 감각과 
감성을 듬뿍 담아 차원이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널H>의 자세한 콘텐츠는 이번호 16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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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안녕
그룹 사보 <한화·한화인>은
커다란 느티나무와 같았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게 하고,
비바람이 불면 커다란 우산이 되어
다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듬었던 든든한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큰 역사를 뒤로합니다.
석별의 아쉬움은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랬듯,
한화는 변화를 선점하고 
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 에너제틱한 내일을 약속하며,
뜨거운 안녕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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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불꽃처럼 45년 한결같이
한화인을 찾아갔던 
<한화·한화인>이 새로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adieu <한화·한화인> - Ⅲ
그룹 사보 <한화·한화인>은 
6월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합니다. 
이후 사보는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게 
되며, 45년 인쇄 사보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종간 특집을 연재해 
왔습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06 시대를 반영한 그때 그 사보들

 뜨거웠던 역사, 따스했던 이야기들

12 <한화·한화인>을 사랑한 사람들

 아쉬움 속에 보내고 
 기대 속에 맞이합니다

16 Coming Soon <채널H>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매체 미리 보기

June 2016 vol. 541

06
약속 

신용과 의리의 힘

What's
Next



모든 한화인들의 마음에 너른 광장으로,
올바른 나침반으로 함께하겠다는
1971년 창간의 약속, 비록 매체는 달라지지만 
그 마음은 새롭게 이어갑니다. 
바로 <채널H>에서!

<채널H>는 인쇄 사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소통 채널의 정식 명칭입니다.

 ‘한화인의 드라마틱한 공감 미디어'를 지향하는 <채널H>는 
한화인이 콘텐츠의 주인공이자, 참여자가 되는 
진정한 소통(疏通)을 실현하고, 한화인만의 특별한 감각과 
감성을 듬뿍 담아 차원이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채널H>의 자세한 콘텐츠는 이번호 16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hat's
Next

June 2016 vol. 541



6June, 2016

모바일 사보 보는 방법 
• 모바일 포털 검색창에 
 ‘한화사보’ 검색→

 ‘한화그룹 사보 모바일웹’ 접속

• m.sabo.hanwha.co.kr 접속

일류문화

26 �일류人 한화人

 2016 한화생명 연도대상 시상식
30 한화인, CEO처럼  
 ‘뽀통령’이 말하는 
 ‘성공하는 콘텐츠’ 비법
34 스마트 체인지

 당신의 약속을 책임질 스마트한 선택

38 아빠가 쏜다

 (주)한화/방산 종합연구소 
 핵심기술연구센터 조승환 상무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조수영 학생

42 출발 한화봉사단

 한화예술더하기 사업 평가

44 청춘기행

 서울 중구

50 맛있는 제안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구내식당

52 창조적 제안

 미소지기 소금

54 탐나는 제안

 여름아, 너 잘 만났다!

News
56 글로벌 한화 리포트

 지진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58 계열사 뉴스

62 사회공헌 뉴스

64 한화스퀘어

뜨거운
안녕
그룹 사보 <한화·한화인>은
커다란 느티나무와 같았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게 하고,
비바람이 불면 커다란 우산이 되어
다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듬었던 든든한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큰 역사를 뒤로합니다.
석별의 아쉬움은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랬듯,
한화는 변화를 선점하고 
더 풍부하고 창의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새로운 채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 에너제틱한 내일을 약속하며,
뜨거운 안녕을 전합니다.

Cover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피어올라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불꽃처럼 45년 한결같이
한화인을 찾아갔던 
<한화·한화인>이 새로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Adieu <한화·한화인> - Ⅲ
그룹 사보 <한화·한화인>은 
6월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합니다. 
이후 사보는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게 
되며, 45년 인쇄 사보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종간 특집을 연재해 
왔습니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06 시대를 반영한 그때 그 사보들

 뜨거웠던 역사, 따스했던 이야기들

12 <한화·한화인>을 사랑한 사람들

 아쉬움 속에 보내고 
 기대 속에 맞이합니다

16 Coming Soon <채널H>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매체 미리 보기

일등정신

02  그룹 뉴스

18  베스트 프랙티스

 고객과 사회를 위한 
 신용과 의리

22 베스트 히스토리

 �한화디펜스 출범으로 살펴본 
그룹 방산 사업의 역사

24 베스트 한화인

   한화손해보험 2016 보험왕

   대덕지점 정웅수 사업소장

한화 ·한화인
발행인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최선목 부사장
발행일

2016년 6월 3일
발행처

(우)04541 
서울 중구 청계천로86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기획·취재·편집
윤이원 부장 
나인화 과장
변선영 대리
전화

02-729-1057, 2903
팩스

02-729-1244
e-mail
sabo@hanwha.com
제작

이로이로 커뮤니케이션 
070-4231-7612
디자인

바이작

02-6426-4968
인쇄

성전&화성프린원 
031-955-8829



Contribution

그룹,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태양광 분야 첫 열매 거둬

Contribution

그룹,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Contribution

그룹,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천 쉼터시설 조성

02 03

그룹과 충청남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힘을 합해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약속한 

태양광 관련 첫 결실이다. 5월 18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 죽도에서 에너지 자립섬 준공식이 

진행됐다. 

죽도 에너지 자립섬 구축은 지난해 5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당시 그룹이 

약속했던 ‘죽도 독립발전 실증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충남 홍성군 앞바다에 

위치한 죽도는 면적 158,640㎡에 31가구, 

7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그동안 필요한 전기를 디젤 발전에 의존해왔다. 

죽도에 준공된 무공해 융복합 발전 시스템은 

약 21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사용현황에 

따라 남는 전력을 900kWh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던 기존 담수화 

그룹은 5월 2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5월 22일 출범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 당시 충청권 

태양광 클러스터(대덕R&D, 태양광제조, 태양광 

사업화) 구축, 국토의 중심인 충남의 이점을 

살린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명품 농수산물 발굴의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 홍성군 죽도에 에너지 자립섬을 

준공했으며, 이어 6월 말 ‘서산솔라벤처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서산솔라벤처단지’는 태양광 

중소벤처기업들의 인큐베이팅과 연구활동,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며, 그룹은 

단지 조성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했고, 연간 

3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테스트 베드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기업들에게 

박람회 참가, R&D 및 실증 지원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그룹이 

추진하는 국내외 태양광 사업에 동반 진출이 

기대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또 다른 사업은 

설비도 디젤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구동된다. 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디젤발전에 소요되던 비용인 8,000여만 

원을 활용해 친환경 클린캠핑장 등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죽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캠핑장과 낚시공원, 대나무숲 탐방로 등 관광 

인프라도 조성됐다. 이날 준공식에서�한화S&C 

김용욱 대표이사는 “죽도를 청정 에너지 

자립섬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그간 뜸했던 

관광객 방문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죽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알리는 창조경제의 모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룹은 죽도를 청정에너지 자립섬 관광의 

시금석으로 탈바꿈시킨 것에서 나아가, 

태양광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공해 

청정관광지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휴식공간 청계천에 

그룹과 서울시설공단이 조성한 새로운 

쉼터시설이 등장했다. 그룹과 서울시설공단은 

5월 10일 ‘청계광장 카페시설 개선사업 협약’을 

맺고, 청계천 주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쉼터시설은 청계천 상류지점인 팔석담부터 

모전교 사이 좌우 보도에 총 12개의 

파라솔 테이블과 함께 그늘막 및 의자도 

설치돼 청계천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은 파라솔 테이블에 

단순 편의시설 이상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했다. 테이블 상단에 부착된 ‘불꽃데이트 꿀팁’ 

지도에는 청계천 주변의 먹거리와 볼거리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정보를 제공한다. 

총 4개로 구성된 코스를 따라 가다 보면 유명 

맛집 골목, 필수 쇼핑지, 주요 고궁 등 청계천 

주변의 관광지를 두루 섭렵할 수 있을 것으로 

‘농수산품의 명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다. 지역 농수산 특산물에 그룹의 

상품개발, 품질 디자인 개선, 브랜드이미지 

생성,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등 명품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센터는 갤러리아 

백화점 아름드리 매장과 갤러리아면세점 

63에서 충남 지역 우수 농수산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KTX천안아산역에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그룹과 충남도, KOTRA, 무역협회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전국 창조혁신센터의 

무역지원 허브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무역존’을 

통해 전국 200여 전문무역상사와 상시로 

매칭하여 현재까지 10개의 기업에서 4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일구어 냈다.

김승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제까지의 지원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선사업을 함께한 그룹과 공단의 

인연은 ‘한화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5년 

그룹이 청계천 삼일교 아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한 ‘한화 불꽃길’은 청계천 유일의 

아름다운 벽화길이다. SNS상에서 이곳 벽화를 

찍은 인증 사진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라솔 

테이블이 설치된 청계광장을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걷다 삼일교 아래 조성된 ‘한화 불꽃길’까지 

방문해보는 것도 청계천 나들이를 즐기기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청계천 쉼터시설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청계천을 지나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먼저, 그룹 최고의 교육시설인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한화인재경영원에서 기초 입문교육과 

비즈니스 매너, 팀빌딩 교육 등을 진행하며, 

이후 장교동�한화그룹 본사빌딩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의 ‘Life+’ 등 한화그룹 

계열사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사례 교육 및 외부 

전문 콘텐츠 제작사와 콜라보레이션 특강, 그룹 

및 계열사 연계 프로젝트,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프로젝트 발표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과정을 우수하게 마칠 경우 

향후 그룹 계열사의 연관업무 지원 시 가점이 

배정된다. 실제로 HMP 1-3기 출신들이 그룹 

계열사의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직군에 입사해 

04

‘약속’의 사전적인 의미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약속의

‘속(束)’은 꼭 동여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단단히 묶어줄 새롭고 신선한

사내 소통 채널을 들고 7월에 뵙겠습니다.

약
속

그것은 
다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anwha 

Membership Program)이 4기째를 맞이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한다. 그룹은 5월 26일부터 1인 

콘텐츠 제작자로 변신을 꿈꾸는 인재들을 선발/

양성하는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MP) 지원을 

받고 있다. HMP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작 

능력을 갖춘 대학생이 향후 사회에 진출할 때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HMP 인재상의 기준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으며, 최신 

콘텐츠 트렌드 분석능력,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카드뉴스, 웹툰, 포토툰 

등)의 창작(기획/제작/편집 등) 역량을 갖춘 

대학생이다. 이번 응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들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7주간의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한다.

Contribution

그룹, 한화 멤버십 
프로그램(hmP) 선발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콘텐츠/

미디어 회사에 진출하여 역량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전형일정은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3주간) 

한화그룹의 채용사이트 한화인(http://

www.hanwhain.com/web/index.do)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6월 20일 서류합격자가 

발표되고, 이후 면접을 거쳐 6월 29일 최종 

합격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7주간의 HMP과정을 실시한 뒤 8월 말 

최종발표 및 수료식을 끝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과정을 마친 뒤에도 그룹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리텐션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한화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뜨거웠던 역사
따스했던 이야기들
그룹의 세밀한 역사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전한 매체가 있었을까?
때로는 엄숙한 다짐으로, 
때로는 가슴 찡한 감동으로
그룹의 발전과 임직원의 삶을 담았던
코너들의 면면을 되돌아본다.

5분 데이트
일하는 여성의 당찬 이야기들

포토 다이나마이트
사진으로 보는
그룹의 거대한 역사

다이나 양 마이트 군
애사심 넘치는
캐릭터의 환상 호흡

경영자 컬럼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새롭게 하는 주춧돌

우리 부서 만세
촌스럽다 

놀리지 말아요

이색(二色) 르포
생생한 땀의 현장

한국화약을 모태로 한 그룹의 특성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적 환경이 더해져 여성 직원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시절. 1973년 사보는 
‘5분 데이트’라는 코너를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 
직원 인터뷰를 이어갔다. 생산 현장부터 지원부서에 이르기까지, 성별을 넘어 
‘한국화약그룹인’으로서 자긍심이 가득한 ‘김 양’, ‘이 양’, ‘박 양’들의 이야기가 
싱그럽다.

<다이나마이트프레스>를 거쳐 
<다이나마이트>호가 발행되는 동안 
그룹의 주요한 뉴스와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보인 것이 바로 ‘포토 다이나마이트’ 코너였다. 
기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사업보국의 
알찬 결실들이 매 호 모여 그룹의 큰 역사를 볼 수 
있게 했다.

예나 지금이나 만화만큼 인기 있는 잡지 콘텐츠가 
또 있을까? 1980년대부터 새롭게 선보인 만화 
코너는 10년 이상 장수하며 사우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능글 맞고 잔꾀 넘치는 마이트 
군과 사려심 깊고 애사심 넘치는 다이나 양이 
펼치는 한 페이지 만화는 직장 생활의 잔재미를 
가득 담아 오랜 시간 한화인들과 함께했다.

임직원 2,000명이 채 되지 않던 성장기의 그룹 
내에서 사보의 역할은 실로 막중했다. 기간 

산업을 주축으로 정유, 식품, 건설, 금융, 서비스 
등 산업 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 매월 

<다이나마이트프레스>에 실렸던 현암 김종희 
선대 회장의 컬럼들은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새롭게 하는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현란한 그래픽과 일러스트, 사진이 가득한 지금의 사보와는 달리 
당시 ‘식자(植字)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사보 편집 과정은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실은 좋은 콘텐츠와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서 만세’ 코너다. 
잡지형으로 발간되기 시작하며 선보인 다양한 콘텐츠 중,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려 일러스트를 만들어 낸 정성이 돋보인다.

일부 컬러 페이지가 도입되며 
사보는 한층 역동적으로 

사내 곳곳을 담아냈다. 그 중 
단연 생동감 넘쳤던 코너는 
바로 ‘이색(二色) 르포’. 

코너명에서부터 컬러 페이지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한 이 지면을 
통해 사보는 활기차고 뭉클한 

땀과 도전의 현장들을 담아냈다. 

사업보국 정신으로 전후 불모의 땅에 산업화의 
씨앗을 뿌린 한화. 화약을 국산화하고, 기계 및 
화학 산업을 개척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사보는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장 곳곳의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인공으로서 
그룹의 위치를 재확인했고, 임직원들의 가정 
및 취미생활, 철학과 신조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용 화학 및 화공품류 수출 등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가던 그룹의 
소통 창구로 사보는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에 
깊숙이 자리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을 견인할 
2대 회장으로 김승연 회장이 취임하며 그룹은 
‘제2창업’의 시대를 맞이했다. 폭발적인 외형 성장 
속에서 사보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매년 
경영진과의 인터뷰, 대담을 통해 나아갈 길을 
공유하고, 확장된 글로벌 사업 영토 곳곳으로 
회사와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창립 40주년. 
한국화약그룹이 ‘한화그룹’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20년 넘게 사용한 제호 <다이나마이트>가 
<한화>로 그 자리를 물려주는 큰 변화를 겪었다.

창업과 
성장기 
도전과 
헌신으로 
그룹의 
눈이 되다

제2창업기 
더불어 뛰고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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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숨쉬는 공간
고(故) 정채봉 작가가 전한
삶의 여백과 화두

갑론을박
그 시절, 사회를 달군 이슈들

<오세암> 등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아동문학가 
고(故) 정채봉 작가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 코너는 
정신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과 보람인지 자신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말미를 제공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당히 주장을 펼치는 
한화인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들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펼친 ‘갑론을박’ 코너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당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섬머타임제’부터 지금도 뜨거운 감자인 

‘다이어트’, ‘맞벌이’ 등의 화두가 사보를 통해 던져졌다. 

구조
조정기
어두운 새벽 
길을 떠나는 
개척자가 되다

미스 한화 
미스터 한화인

한화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의 시기, 사보에는 
변화의 구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보만이 담을 

수 있는 온기 있는 잔재미도 가득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사우들의 환한 미소를 
담은 ‘미스 한화 미스터 한화인’이다. 제목처럼 

대부분 미혼의 여성과 남성 직원들의 일과 생활을 
소개하는데, 기사 말미, 이들의 부서 연락처를 
기입해둔 것이 재미있다. ‘사랑의 작대기’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당시 크게 인기 있었던 

짝짓기 프로그램의 영향이었을까?

기획특집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맞서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문화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고, 영화산업이 붐을 이루며, 
인터넷이 모든 산업과 문화의 키워드로 자리한 시대. 대한민국이 OECD 가입을 코 
앞에 둔 시기이기도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그룹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뿐이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1996년부터 연중 편성된 ‘기획특집’은 

삶의 질 이슈부터 장인정신, 문화산업, 인터넷 환경,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이슈를 다루고 그룹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모색했다.

우리가 뛴다
하루하루 만들어 낸 새 역사
일터 곳곳에서 뜨거운 불꽃 열정을 펼치고 있는 
한화인들을 만나는 코너였다.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분투하는 직원들의 면면을 담아 냈다. 잘 포장된 
사업장의 외연을 보여주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코너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100여 개 이상의 
사업장·연구소·부서 등을 탐방했다.

이제는 시스템 개혁이다
일류문화를 향한 깊은 고민

심도 깊은 취재와 다각적인 여론조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담아냈던 코너도 눈에 띈다.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넘어 대졸 여성 
공채 도입 및 사내 인트라넷 구축 등 그룹의 문화도 크게 변화하던 시기, 그룹의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해 ‘일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깊은 고민이 엿보인다.

임직원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후 그룹은 
희망의 불꽃을 서울 밤하늘에 수놓았다. 사보는 
전국을 누비며 임직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활기찬 사업장의 모습을 담아냈다. 사외보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 발송을 시작하며 정보와 소식을 
넘어 감동과 공감이 있는 자랑스러운 매체로 
자리하며 사랑받는 <한화·한화인>의 기틀을 
잡았다.

도약기 
새 천년의 
희망을 쓰다

으랏차차, 
팀장님!
참여 이벤트 시대를 열다

제너레이션 스토리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시각

“형, 아우, 오빠같이 허물 없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 ‘팀장’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팀장이 있다. 내 인사고과를 평가하고 팀을 이끌어 가는 팀장이 그보다 높은 직위의 
대표이사, 공장장보다 훨씬 어렵기 마련이다.” 2000년에 시작된 이벤트 코너 ‘으랏차차, 
팀장님!’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일부다. 이벤트를 통해 팀장과 팀원의 벽 허물기를 
시도했던 이 코너는 시작하자마자 단숨에 인기 페이지로 등극했다. 근엄하고 어려웠던 
팀장님들은 음악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거나 짓궂은 게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동참했다. 편집팀이 찾아가기로 내정된 전국 사업장은 몇 주 전부터 특색 있는 응원 
짜기에 골몰했다는 후문이다.“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조금 

시시하게 들릴 지경이다. 2000년에 발행된 
사보들을 보면 10년은 상전벽해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세계가 경탄할 수준으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며 동반된 문화적 변화는 사보의 한 코너 
‘제너레이션 스토리’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예술, 돈의 
가치,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형의 변화를 

예리하게 읽어낸 시각이 돋보인다.

뼈 아픈 구조조정의 시기, 신용과 의리의 
한화정신으로 임직원들은 위기를 극복했고, 
사보는 더욱 단단한 한화인이 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21세기를 코 앞에 둔 90년대 후반, 
‘혁명적 개혁’을 단행한 그룹의 바쁜 행보 속에서 
생각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눈에 띄는 시기였다.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는 세 번째로 통권 300호를 
돌파하는 뜻깊은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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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쏜다
아이디어도, 화제성도
모두 ‘깜놀’

도전, 한화 기네스!
창립 50주년, 내일을 향해 쏘다

‘출발 한화봉사단’과 함께 사보 최장 연재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아빠가 쏜다’ 
코너는 2004년 1월 처음 선보였다. 이후 11년 5개월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한화의 아빠들과 편집실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라나는 학교와 유치원 등을 
찾았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을 맞아 ‘아빠가 쏜다’ 특집을 꾸미기도 했는데,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아빠를 위해 가족들이 몰래 사업장을 찾아 
‘아빠를 위해’ 거하게 쏘기도 했다.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던 2002년. 
사보는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 기적을 일구는 
한화인들의 특별한 도전을 담았다. 불굴의 
의지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화인들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도전, 한화�

기네스’를 통해 재활용품을 이용한 초대형 기념 
엠블럼, 국가대표 축구팀을 위한 2002통의 

응원 편지, 폭 20m, 길이 10m의 초대형 부채 등 
열정과 정성의 산물들이 매 호 사보를 장식했다.

休- 토요일이다!
떠나요, 한화인

2003년 국내 대기업들이 빠르게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사보 콘텐츠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그룹은 2003년 5월부터 계열사별 사업 특성과 사업장 업무 
현황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토요일은 그야말로 
후련한 휴식과 여백의 시간이 됐다. 이 “휴” 하는 한숨이 고스란히 담긴 코너명에서도 
달라진 여가 생활이 보인다. 그룹의 연고 지역인 충청권의 박물관을 집대성해 소개하는 
등 여행지 선정에서도 편집실의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희망인터뷰
한화인에게 전한
명사들의 메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깊이 몰입하고 주변에 영감을 주는 명사들을 만나는 
‘희망인터뷰’도 긴 시간 장수한 코너였다. ‘희망인터뷰’는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래 8년간 재계, 학계, 문화계, 체육계 등을 두루 아울러 독자들과 명사의 만남을 
주선했다. 주인공들은 통찰력 있는 조언으로 독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한편, 
그룹에 대해 각별히 애정 어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 지구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룹의 사업 체계가 뚜렷이 자리 
잡은 시기. 새로운 핵심 가치인 ‘도전·헌신·정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잡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멀리’ 가자고 다짐하며 사업보국의 
정신을 재정비했다. 사회의 따스한 빛이 되고 
고객에게 즐거운 에너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으며 사보는 더욱 다양한 경제·문화 콘텐츠로 
독자에게 다가갔다. 한화 밖의 한화인들을 
찾아 나서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한화를 알리며 
<한화·한화인>은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

글로벌 
성장기
한화의 
사업영토,
세계가 되다

만나고 싶습니다
FP도 한화인이랍니다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인수 이후 금융부문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김승연 회장이 ‘무보수 
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금융부문은 그룹이 애정을 가지고 키워낸 사업부문이었다. 

특히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최전선의 한화인으로서 FP들을 폭넓게 
포용하고자 했던 경영진의 의도는 사보에도 반영되어 FP 인터뷰 코너인 ‘만나고 

싶습니다’가 신설됐다. 이후 ‘당신이 있기에’, ‘열정 24’, ‘고수의 비법’ 등으로 코너명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나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고정 코너로서 

FP들의 뜨거운 열정을 공유했다. 

명강의 열전
인문학으로 소통하다

젊은 그대
잠깨어 한화로 오라

창조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미니 
강연 이벤트가 마련됐다. 한화인만의 인문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마련된 ‘명강의 열전’ 현장은 
열정적인 강사와 호기심 가득한 한화인들의 
시너지로 언제나 후끈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확보는 필수. 
그래서 젊은 한화인들이 나섰다. 모교의 후배들을 만나 한화를 소개한 
‘젊은 그대’는 공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그룹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오래간만에 모교를 찾은 한화인들은 촬영과 대담 이후 

후배들에게 거하게 식사와 간식을 쏘며 배포를 뽐내기도 했다.

나의 한화 60년
뜨거운 박동의 역사를 되짚다
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2012년에는 그룹과 
함께한 사내외 독자들의 수기 공모전을 개최, 창립의 
기쁨을 고객과 함께 나눴다. 공모전에는 약 300여 
편에 달하는 우수한 사연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홍보팀과 전문가의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21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당시 대상은 한화건설�
김종성 차장(당시 직급)이 차지했으며, 상위 
수상작은 사보에 연중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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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한화인>을 사랑한 사람들

아쉬움 속에 보내고,
기대 속에 맞이합니다
지면의 한계를 넘어 더 다채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게 될 새로운 소통 채널. 헤어지는 마음은 
조금 섭섭하지만, 멋지게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보내온 
독자들의 정성 가득한 응원 메시지들을 소개한다.

<한화·한화인>은 
세상을 넓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되는 사보는 더 
소중하게 읽을 것 같습니다.

독자 이종민 님

 45년 역사를 뒤로 하며 
편집진도 매우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그룹의 새로운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더 좋은 매체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독자 김용근 님

45년 전통의 
<한화·한화인>이여!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서 보다 풍성하고 
격조 높은 내용을 선보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힘 내세요!
독자 우도형 님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한 달에 한 번 
배달해주던 소중한 친구가 종간을 앞두고 
있다니 서운함을 감출 수 없네요. 그렇지만 
새로운 디지털 매체로의 출발도 활기차고 
눈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자 김세진 님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는 새로운 사보가 
전국 방방곡곡에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독자 강건우 님

대전을 대표하는 백화점인 
갤러리아를 사랑하는 친구 덕에 

<한화·한화인>을 알게 됐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를 기다리며 
만났던 <한화·한화인>을 기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충청 사람 특유의 느림과 

온유함 속에는 도전정신과 
  일류가 되겠다는 야망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어떻게 변신해 독자들을 
 찾아갈지 궁금합니다.
독자 전혜향 님

                  새로운 디지털 매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조종철 님

종간 특집을 통해 한화그룹이 
걸어온 또 하나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한화·한화인>이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반세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빕니다.

독자 장우익 님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의 이미지만큼 사보 <한화·한화인>도 
내용과 디자인에 무게가 있어 좋았습니다.

독자 주광옥 님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한화·한화인>이 더욱 소중하고 

아쉽게 느껴져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넘겨보게 
됩니다. <한화·한화인>은 한화그룹의 
사보를 넘어 모든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밝은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곱게 전해주셨던 향기로운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독자 조영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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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열혈독자,
디지털 매체도 응원합니다!

사외 독자 조가영 님

안녕하세요? 저는 타 회사 사보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사보를 

즐겨 읽는데, <한화·한화인>은 특히 

기획과 필력에 반해 빨간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읽는답니다. 

3년간 숨은 열혈독자로 지내다가 

인쇄 사보의 종간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인증샷을 보내봅니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에 섰다. “스튜디오에 도착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완벽한 준비를 해두셨기에 무척 재미있게 촬영하기도 했지만요.”2005년 마지막 사보의 표지모델로 선정된 것은 한화생명 FP들을 대상으로 펼친 변액보험 강의와 고객기반을 확대하려는 열정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촬영 자체도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완성된 사보는 최덕호 상무에게 묵직한 숙제를 던져주기도 했다. 가족과 회사 지인들이 ‘잘 어울린다’며 인사를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영웅’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과 함께 에디터가 제목으로 뽑아 넣은 “자신감과 용기를 선물하는 한화의 산타클로스”는 자신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아이덴티티이자 신념이 되기도 했다고 전한다. 한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몰입을 다잡는 계기를 제공했던 
사보이기에 인쇄 사보 종간 소식은 누구보다 아쉽다. “<한화·한화인>은 오랜 시간 훌륭한 콘텐츠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구독을 권하기도 했죠. 사보는 한화인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열혈 팬이자 애독자였던 만큼 새로운 사보에 대한 기대도 크게 가지고 있다. “디지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툴이죠. 늘 그랬던 것처럼 한화는 기대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고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매체로의 탄생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년 전처럼 멋지게 사진을 찍어보자고 권유하자 한 번에 ‘OK 컷’을 만들어 낸다. 아마도 스튜디오에서 ‘진땀을 뺐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자부심 가득한 그의 환한 웃음은 순도 100% 자신의 것인 동시에 
우리 한화의 자산일 것이다.

인쇄 사보에 대한 석별의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독 편집실의 눈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다. 
완벽한 콘셉트와 디자인, 촬영이 어우러져 45년 사보 역사 중에서도 ‘레전드 표지’로 회자되는 2005년 ‘You are hero’ 시리즈의 마지막 주인공, 
한화투자증권 WM본부 E-Biz사업부 최덕호 상무였다. 당시 한화증권(現 한화투자증권) 청주지점 지점장이었던 최덕호 상무는 편집실의 주문에 따라 산타클로스로 완벽히 변신해 카메라 

시대에 부합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새 사보를 기대합니다

한화투자증권 
Wm본부 e-Biz사업부 최덕호 상무

그동안 쉴 틈 없이 수고해 주신 편집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종간 후에도 더 좋은 

매체를 만드시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독자 박금래 님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화·한화인>에서 배운 
열정만큼은 굳게 지속하겠습니다. 

독자 채규정 님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는 재미는 사라지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매체로 전환한다니 큰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독자 송재하 님

겉표지의 좋은 글귀들은 
오려서 항상 벽에 붙여두고 
전진의 각오를 새롭게 
하곤 했었지요. 

수첩 귀퉁이를 채웠던 희망이 되는 글들도 
한화 사보에서 얻곤 했습니다. 오렌지색의 활활 
타오르는 태양 에너지 같던 사보의 겉표지들이 

그립습니다.
독자 조민아 님

디지털 매체로 전환한다는 것은 
나무 살리기에 동참하는 자연애(愛)의 

실천이겠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던 <한화·한화인>. 사보를 애독하는 동안 
제 남동생도 재작년 한화에 입사해 한화인이 
되어 그 인연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동생을 통해 디지털 
매체도 애독하겠습니다.
독자 최소연 님

내일이면 입대하는 큰 아이와 함께 
<한화·한화인>에 소개된 여행지를 찾아 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글을 몰랐던 친청 어머니가 
한글을 배우시면서 가장 기다리셨던 책도 

<한화·한화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독자 함영화 님

아이들이 사보에서 좋은 사진을 보면 
오려두곤 했습니다. 그 손길과 두근거림은 
이제 사라지겠지만, 디지털은 언제 어디에서나 
동행한다는 기분을 주기도 하겠지요. 폭 넓은 
만남이 품 안에 가득하길 언제나 응원합니다. 

독자 김옥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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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인을 위한 새로운 소통 채널

Coming Soon
<채널H>

  정리  편집실

7월부터 디지털로 만나게 될 한화의 소식.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한정 펼쳐진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의 소통은
더욱 빠르고 생생하며 폭 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변화의 방향성을 직시해 온 그룹이
준비한 새로운 채널을 살짝 엿보도록 하자.

소개합니다, <채널H>
인쇄 사보의 자리를 대신해 새롭고 놀라운 채널이 오픈된다. 

그룹이 임직원들을 위해 7월부터 선보이게 될 사내 

커뮤니케이션 공감 미디어 <채널H>.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한화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통 채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화인의 성장과 화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진다. 업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와 빠르고 정확한 그룹 및 계열사의 뉴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화인들의 직장생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어떻게 구성되나?
<채널H>의 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그룹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할 ‘H 뉴스’, 유용한 생활 정보가 

가득한 ‘H Special’,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직장생활을 

위한 ‘H Culture’, 한화인들에게 푸짐한 생활의 이득을 

제공할 ‘H Lounge’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달라지는 점은 영상과 플래시 등 다양한 툴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 지면의 한계를 넘어 보고 

듣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 콘텐츠들의 업데이트 주기가 다른 것도 

색다른 매력이다. 인쇄 매체의 한계를 뛰어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 넘어간 새로운 매체는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마다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살짝 맛보기

그룹의 핵심가치와 역사, 브랜드를 깊숙이 이해하고, 

직장생활의 즐거움을 두 배로 만들 야심만만 콘텐츠들을 

살짝 소개한다.

  월간 한화

한화인이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할 그룹 내 ‘핫’한 뉴스와 
화젯거리를 제공한다.

  한화 글로벌 톡톡

세계의 사업 영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화인들이 글로벌 마켓 
이슈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코너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재 탈출 넘버원

한화인 사이에도 세대차이는 존재한다. 
부장님의 ‘아재 개그’부터 신입 사원의 ‘넘사벽’ 라이프스타일까지. 
우리 사이 벽을 허물게 할 오피스 라이프 탐구생활.

  핫이슈 체크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와 뉴스 중에서도 
쏙쏙 알맹이만 골라 요점정리를 제공한다.

  믿고 가는 로컬 트립

전국 각지 출신의 진짜 토박이들이 전하는 남다른 여행 정보.

  돈 버는 라디오

같은 월급을 받아도 10년 후 자산은 확 다를 수 있다. 
그룹 금융계열사로부터 듣는 재테크 가이드.

  패션 & 뷰티

성과를 두 배로 올려줄 뷰티와 스타일링 노하우. 
갤러리아로부터 듣는다.

  

M E N U M E N U

돈버는

라디오

출연 : 권재관, 조윤호, 김일구(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태경(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1편 종잣돈 모으기

11

Web

*  <채널H>는 그룹 임직원을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일반 독자분들은 한화그룹 홈페이지 및 
 블로그 ‘한화데이즈’를 통해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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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나라를 
일으키다

현암 김종희 선대 회장은 폐허가 된 조선유지 인천공장을 인수, 복구하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 초안폭약에 이어 다이나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오직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간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로 적자를 감수하고 신한베아링공업을 

인수함으로써 기계공업 분야에 진출하기도 했다. 낙후된 국내 기계 

공업 수준을 감안할 때 적어도 10년은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그룹 기획실의 검토 결과였지만 베어링이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화성공업, 태평물산, 

경인에너지도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신념 아래 설립했다. 특히 선대 

회장은 경인에너지의 설립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62년에 이미 PVC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석유화학공업에 진출하기 위한 

조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식민지 통치와 전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화약 사업을 전개한 한화의 기본 뿌리는 국가에 대한 

신용과 의리에 있었던 것이다.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한화만의 굳은 약속,
신용과 의리
  정리  편집실

“우리가 해냈다!”

1957년 인천공장 초화공실에서 들려온
화약 국산화의 외침. 그 이후 그룹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타올라 국가 경제에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기쁨을 주었던 화약처럼 
신용과 의리로 국민의 곁을 지켜왔다.

책임으로 
신용을 
지키다

“모든 화약인은 정직해야 한다. 또 정확해야 한다.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반드시 폭발하는 화약처럼.” 이는 선대 회장이 언제나 강조했던 

말이다. 위험하지만 국가의 근대화에 반드시 필요했던 화약이었기에 

약속을 지키는 신용이야말로 그룹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였다. 때문에 

그룹의 기반이 조성되던 시기, ‘책임’은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덕목이었다. 1960년부터 1937년 사훈은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질 줄 알자’ 

였으며, 1974년부터 1975년까지의 사훈은 ‘책임을 지고 일하자’였다. 책임은 

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임직원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이는 산업화에 접어든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러한 책임 의식은 위기 

속에서도 발현됐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그룹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였다. 창업 이래 최대의 시련이자 한국사에 남을 큰 인재(人災)였다.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 오늘날의 익산시인 전북 이리시 

이리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폭발사고는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화차로 돌아와 잠이 든 호송원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켜놓은 촛불이 침낭으로 떨어지며 생긴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다.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호송원이 침낭의 불은 끄지 않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생긴 일이었다. 당시 주변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고 1만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34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리역을 통과하는 호남선 130m와 전라선 240m가 붕괴되어 총 2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에 회사로 모인 임직원들에게 선대 

회장은 “그룹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에 소속된 예비군 

전원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재해 복구 작업을 돕고, 전 직원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 나아가 정부가 책정한 재해복구비 5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90억 원을 헌납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결정에 임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을 때 선대 회장은 “돈을 잃었으나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고 모두를 독려하며 약속한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고, 폭발 사고와 관련된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그룹의 사훈은 사회에 대한
한화인들의 약속을 담고 
있다.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는
그룹 창업 이래 최대 
시련이었다. 전 직원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사고 복구에 힘을 
쏟았고,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다시 쌓아올렸다.

그룹은 1975년 9월, 전남 
여수시 신월동 일대에 
한국화약 제2공장
(現�㈜한화/화약 여수공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7년에 
완공된 여수공장은 그룹 화약 
사업의 요람으로 자리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1952년 6월, 관재청에서 
실시한 조선화약공판 매각 
입찰에서 그룹이 운영권을 
획득했다. 이후 1955년 
조선유지 인천공장을 
인수하며 다이나마이트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18 19일등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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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정신적 자산으로 
의리를 지키다

김승연 회장은 취임 후 가진 사원과의 대담에서 “일생을 

걸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의 희망은 회사와 동고동락한 그룹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다”라며 신용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의 파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신용과 의리는 그룹이 

지켜낸 확고한 가치였다. 1998년 한화에너지를 매각할 당시 

매각대금을 낮추며 임직원의 고용승계를 제시해 단 한 건의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았고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잡음이 

없었다. 어려웠던 시기, 회사를 위해 김승연 회장 자신의 

사재를 담보로 융자를 받고서 약정 기일 내 전액 상환해 

신용을 지켜내기도 했다. 

신용과 
의리, 
한화를 지키다
개인적인 약속을 지켜낸 작은 일화도 남아 있다. 리처드 워커 

전 주한 미 대사와 선대 회장은 친형제 이상으로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선대 회장은 생전에 워커 대사의 

60세 생일잔치를 한국에서 치러주기로 약속했으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승연 회장은 

취임 후 이 약속을 기억하고 1982년 워커 대사를 초청해 

서울프라자호텔(現 더 플라자)에서 환갑잔치를 마련함으로써 

선대 회장의 약속을 대를 이어 지켰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했던 한국에서의 팔순잔치를 2002년 같은 장소에서 

열어주어 수십 년에 걸쳐 약속을 지켜내 훈훈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외환위기 당시 김승연 회장은 
자택을 포함한 경영권 포기각서를 
쓰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그룹은 1999년 9월, IMF기간 
동안 받은 모든 협조융자를 11개 
기업체 중 유일하게 모두 상환한 
기업이 됐다.

선대 회장부터 이어져 온
리처드 워커 전 주한 미 대사와의 
인연은 대를 이어 전해졌다. 
1998년 11월  워커 전 대사는 
김승연 회장을 예방하고 그의 
회고록 <한국의 추억>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룹은 국가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세계의
리딩 그룹들과 어깨를 견주고
일등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금의 도전 앞에서도 한화는 
언제나 국가와 고객에게 
다짐했던 신용과 의리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위기 극복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2002년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인수를 시작으로 그룹은
새로운 성장가도에 올라섰다.

신용과 의리는 60년 이상을 이어온 그룹의 유산이자 영원한 

정신적 자산이다. 고객과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용’과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의리’의 두 정신은 

그룹이 시장 및 사회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사업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그룹은 

일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 이 약속은 

앞으로도 긴 시간 그룹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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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기틀을 닦다

1959년 화약류 완전 국산화 및 대체 공급을 개시한 

한국화약(現 ㈜한화/화약) 인천공장은 1973년부터 고폭탄류 

양산체제를 갖추고 정밀화학과 방위산업 시설을 꾸준히 

확대했다. 이후 1970년대 정밀폭약 및 함수폭약의 국산화를 

이루는 한편 우수하고 정밀한 폭약 개발에 주력했다. 1974년 

방위산업체 지정 이후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에 

주력한 그룹은 1988년 대한민국 최초의 다연장 로켓 

‘구룡’을 생산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구룡’은 

로켓 무기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양산을 시작하면서 로켓 

추진기관 양산 기술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세계의 국방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구룡’을 넘어서는 

대구경 다연장 로켓이 필요해졌고, 그룹은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전력화 수량이 많지 않아 

국내 방산 업체들이 생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생산 사업에 뛰어들어 자체 투자를 확대했고, 

2002년 대지유도무기 전문화 업체 선정을 거쳐 2009년 

230mm급 다연장 ‘천무’의 연구개발 주관 업체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5년간 개발하고 2015년 전력화에 성공한 ‘천무’ 

사업은 ㈜한화의 기술력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이 밖에도 2014년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체계 사업 수주 및 정밀유도포탄 사업 수주, 단거리 

로켓 발사기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2015년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체계 사업 및 소형무장헬기 지대공 

유도탄체계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최대를 넘어 
최고로

사업 규모와 포트폴리오 부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방산 분야를 글로벌 일등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룹은 2015년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를 인수하며 국내 최대 방산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화테크윈은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독자 개발한 바 

있으며 미래 전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무장 시스템, 

무인 국방로봇의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화탈레스는 정밀전자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체계의 

핵심인 두뇌와 신경계의 역할을 하는 레이다, 전자광학장비, 

전술통신 시스템, 전투지휘체계, 사격통제장비 등의 개발을 

통해 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인수를 

통해 그룹은 기존의 탄약·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 

및 항공기·함정용 엔진과 레이다 등의 방산전자 사업으로 

방산영역을 확대했다.

이어서 그룹은 국내 1위의 위상에서 나아가 글로벌 10대 

방산기업으로의 새 도약을 시작했다. 기동·대공무기체계, 

발사대 체계 및 항법장치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두산DST를 

인수, 한화디펜스로 출범시키며 글로벌 종합방산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화디펜스의 

출범으로 그룹 방산 사업은 연매출 4조 2,000억 원 규모로 

커져 글로벌 30위 수준에서 24위 규모로 올라서게 됐다. 탄약 

유도무기 사업 분야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육상 기동장비 

부분(K21 장갑차)을 보강하게 됐으며 방산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한화디펜스 출범으로 글로벌 종합방산회사라는 비전에 

성큼 다가선 그룹은 분야별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약의 국산화와 함께 시작된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다짐. 

이제 그룹은 국가에 대한 보답에서 나아가 국가를 지키는 

사업호국(事業護國)으로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고 있다.

한화디펜스 출범으로 살펴본 그룹 방산 사업의 역사

보국(報國)의 약속,
호국(護國)으로 빛나다
  정리  편집실
  사진  (주)한화/방산, 한화테크윈 제공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이끈 그룹의 화약 사업은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기도 했다.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약속은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다.

‘천무’는 오랜 시간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해 온
한화의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사업이다.

2322 일등정신 
베스트 히스토리



한화손해보험 대덕지점 정웅수 사업소장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자 2016년 생애 두 번째 
보험왕 자리에 등극한 왕중왕이다.

고객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왕중왕     
한화손해보험 2016년 보험왕 정웅수 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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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영업은 거대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도 다양한 악기가 모여 부단

한 연습과 하모니를 이뤄야 하듯 한 건의 보험이 성사되기까지

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고객 90% 이상이 충남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정

웅수 사업소장은 ‘고객과 첫 만남에서는 보험 이야기를 절대 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이들의 

상담자 혹은 조언자 역할을 자처해 보험과 세무·자금 등 종합적

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성공 비결로 꼽는다. “지방의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보력이나 세무·법률 등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

는 인맥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영업성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정웅수 사업소장은 고객이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

면 절대 “No!”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다. 설령 자신이 모르는 사

안이라 할지라도 ‘모른다’거나 ‘이건 내 일이 아닌데요?’라고 답

하지 않는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 내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여섯 단계만 거치면 다 연결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좁은 한국 사회는 세 단

계만 거치면 다 연결되어 있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적

극성과 고객에 대한 책임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객들에게 신

뢰와 믿음을 심어주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저로 인해 다시 

성장하고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믿고 주변 분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인연이 꾸준히 이어지

고 있죠.”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웅수 사업소장의 천성이

다. 26살, 당시 누님의 권유로 제일화재 신입 FP로 입사해 월급

이 5만 원도 되지 않던 시절에도 그 돈은 거의 다 영업활동비로 

들어갔다.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시간도 투자했지만 처음부터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당장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

는 것보다 관계와 신뢰가 구축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맥과 함께 ‘고급 인프라’도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

역 은행 지점장, 변호사, 세무사,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정보를 교류했고, 이 같은 인적 네

트워크가 남다른 영업실적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정웅수 소장에게 시련이 닥쳤다. 갑

작스럽게  위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한참 정신없이 다닐 때에

는 한 달이 3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

다. 끊임 없이 식사 약속을 잡아가며 영업을 하던 중 혼자 기준

을 세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던 거죠.” 이렇

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서고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 역시 ‘사람’이었다. 

그래서일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보험왕 자리에 오른 지금까

지도 그는 사회공헌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연간 3,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장학재단과 장애인단체를 위해 내놓으며, 

봉사단체의 회장으로서 금산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다문화 결

혼식을 후원한다. 이렇게 매년 열 쌍의 커플을 탄생시키고 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충청도 지역이고, 또 제 고객님들도 

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 또한 저의 책임과 소

명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명실상부한 ‘보험왕’ 정웅수 사업소장. 성공

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이 제일 중요하듯, 조직이 성장하기 위

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그는 후

배들을 위한 ‘1등의 비결’도 내놓았다. “먼저, 전문인으로서 꾸

준히 자기계발과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옳다는 생각이 

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하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이야말로 모든 행

복의 문을 열리게 하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이지요.” 

24 일등정신

베스트 한화인
25

한화손해보험
보험왕

정웅수 사업소장의 원칙

받은 만큼 돌려드립니다.
사회에 대한 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기계발과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것이 ‘1등 기업’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실적 한 건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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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화생명이 역사적인 자산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세

계 초일류 보험사로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한화생명 인수 첫해

인 2003년 연도대상에서 함께했던 ‘전진하자’는 다짐을 땀과 

노력으로, 고객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 낸 FP 여러분

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한화인으로서 희

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화생명�제32회 연도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김승연 회장의 목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 자

산 100조 원 돌파로 세계 초일류 보험사로의 꿈에 한 발 더 다가

선 한화생명의 큰 축제에 참석한 1,500여 명의 FP와 임직원 역시 

진심을 담아 뜨겁게 환호하며 더욱 큰 전진을 다짐했다. 

한화생명이 5월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2016년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FP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700여 

명의 FP와 40명의 영업관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관리자 40여 명도 

함께해 생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보험사

로서 의미와 기쁨을 더했다. 

‘연도대상 시상식’의 꽃인 여왕상은 신울산지역단 다운지점 정

미경 영업팀장(명예전무)에게 돌아갔다. 정 영업팀장은 고객맞

춤형 재정컨설팅과 의사 및 중소기업체 CEO 등을 대상으로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화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그룹 김승연 회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를 비롯, 임직원과 
FP 1,5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의 노고를 
치하했다.

2726 일류문화 
일류人 한화人

한 재테크 강의를 무기로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올해로 총 8회째 여왕상을 수

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화생명의 보험역사를 만들어가는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미경 팀장은 2000년 FP 위

촉 후 16년간 매년 연도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전사 2등 이상의 실적을 이뤄냈다. 지난해에는 수입보험료(매

출) 180억 원을 돌파해 움직이는 중소기업으로 불리면서도, 고

객들의 계약체결 만족도를 나타내주는 계약유지율은 13회차 

100%, 25회차 97.7%를 달성하며,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정

도(正道)영업을 실천하는 FP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정미경 영

업팀장의 뒤를 이어 전사 2등의 실적을 기록한 본상 대상은 일

왕지점 강희정 영업팀장이, 전사 3등은 미항지점 김정아 영업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시상식에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낸 김승연 

회장은 “한화생명의 비전을 주도할 변화와 혁신의 중심인 FP 

여러분들이 그룹의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을 

지키고 키우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FP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승연 회장의 각별한 애정

과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2002년 한화그룹 인

수 당시 29조 598억 원에 불과했던 한화생명의 총자산은 올

해 1월 말 기준 100조 3,115억 원으로 증가해 13년 만에 3배 이

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문규호 Instill, 김민정 프리랜서,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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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상

정미경  영업팀장(명예전무)

“울산에서 태어난 울산토박이, 평범한 여학생,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던 

저에게 한화생명과의 만남은 기적과도 같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늘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고객, 가족, 동료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내 뒤에 한화그룹이 듬직하게 있기 

때문에 VIP 마케팅이 가능했고, 고객이 나를 더욱 

믿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한화생명 최고에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상 대상 

김정아  영업팀장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고객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해 준 미항지점 팀원들과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화생명은 제가 인생 2막을 열고 꿈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입사 10년이 되는 내년은 제 

인생의 ‘복리마술’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여기고 더 좋은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자
정도영업의 귀감으로

8년째 여왕의 트로피를 
움켜쥔 정미경 영업팀장은
경영진을 비롯한 수많은

FP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리셉션장에는 포토존이 별도로 마련돼 
참석한 FP들이 선배, 후배,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도 나누고 특별한 하루를 기록할 수 
있었다. 1년에 단 하루, 여왕처럼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밝은 미소가 더해져 이들의 모습은 
더욱 빛이 났다.

세계에서 활약 중인
또 하나의 한화인들.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법인의

FP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상 대상 

강희정  영업팀장

“제가 생각하는 한화생명 FP는 ‘불꽃’ 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고객을 향한 열정이고, 밝은 빛은 고객과 사회에 

전하는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화생명 FP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하루하루가 긴 연결고리가 되어 이 같은 영예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던 고객과 가족, 회사 

동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축하공연! 올해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국내 오리지널 팀을 비롯, 가수 
백지영과 에일리, 노브레인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아이코닉스 애니메이션의 대표이자, ‘뽀로로 아빠’ 최종일입니

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뽀로로’를 

잘 아실 테지만, 이미 자녀가 장성한 분들은 뽀로로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겁

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뽀로로는 전 세계 140개국에 수출된 캐릭터입니

다. 대한민국 콘텐츠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국가로 진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03년 EBS 교육방송을 통해 처음 세상에 소개된 <뽀롱뽀롱 뽀로로(이하 

뽀로로1)>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1억 2,000만 건 조회됩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가요 등 한국의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제가 업계에서 느

끼기에는 아직까지 ‘콘텐츠 선진국’이라 말하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뽀로로>는 비교적 많은 성공을 거

둘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비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런 질

문을 받을 때마다 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

다.” 강의 와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1995년에 

업계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

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니아들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상으로는 더 망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는 60% 적자를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마케팅

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만든 제품을 잘 

포장해서 세상에 내 놓는 것도 중요 포인트였던 

것이지요.   

그 후에도 두 작품을 거쳐 총 네 번의 실패를 거듭

하자 회사(당시 현대계열사)의 반응도 싸늘해졌

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광풍에 쓸려 대

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 와중에 

제가 다니던 기업도 현대그룹으로부터 외국계로 

매각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애니메이션과 같

은 신사업이 아닌 광고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

렸고, 제가 있던 애니메이션 사업부도 철수가 됐

습니다. 저는 사업부를 정리하고 다시 기획실로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애니메이션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올해로 21년

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뽀로로가 2003년 세

상에 나오기 전에도 다섯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

들었는데 모두 다 처절하게 망한 경험이 있습니

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왜 이것이 

성공했을까?’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드리기 힘

들지만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에 대해서는 확

실하게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렇게 편히 웃어가며 “다섯 번 망했다”고 말하지

만, 한 번씩 실패를 겪을 당시만 해도 상당히 뼈저

린 경험이었고, 극복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다섯 번의 실패 없이 오늘의 

뽀로로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실패를 통해 ‘실패의 노하우’가 쌓였고, 나

중에는 여러 방면에서 실패를 피해가는 법을 찾

다 보니 결과적으로 <뽀로로>의 성공으로 이어

지게 된 것이지요. 

저의 첫 번째 실패는 KBS와 함께 작업했던 애니메

이션 <녹색전차 해모스>입니다. 처음 이 작품을 

만들고 실망과 자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작

할 때는 포부와 자부심이 컸지만, 제작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애니메이션 선진국의 격차를 크게 느

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스스로 생각해

도 엉성하고 완성도 떨어지는 작품을 내놓게 되

었지요. 실망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평균 시청률 10%대 

정도, 최대 시청률이 20%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선방이었고, 사업적으로는 30% 정도 적자를 봤

는데 조금만 더 보완하면 승부수가 있다 생각했

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1998년에 다시 내

놓은 작품이 <RESTOL> 입니다. 심기일전한 저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실력 있다는 캐릭터 디자이

너, 애니메이터들을 삼고초려해 최강의 팀을 구

성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주목도 많이 받았

습니다. 실제 완성 작품도 나름대로 흡족한 결과

물로 나왔습니다. 흔히들 ‘덕후’ 라고 불리는 만화

이 들었습니다. “총 네 작품을 실패하며 회사에 손실을 드렸다. 그러나 그 과

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지, 뭐가 중요한지 배웠

다. 이 단계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돌아서는 건 썩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나 

혼자라도 이 일을 계속 해야 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에 용감하게 

사표를 내고 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노하우

를 총동원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수호요정 미쉘>이라는 작품입니다. 결과

부터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저희 회사의 창립작이자, 패망작이 될 뻔했습니

다. 이 작품으로 저는 90%의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적자 90%를 보고 나자 

반신반의하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냉담해졌습니다. 

<수호요정 미쉘>은 평소 어린왕자를 좋아했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애니

메이션이었습니다. “어린왕자처럼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으로 업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을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쫄딱 망하게 

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나라에선 안 됐지만 외국에선 다를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이 작품을 들고 깐

느로 갔습니다. 작은 소극장을 렌트해서 전 세계 바이어들을 초청해 시사회

를 가졌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구매하길 희망한 사람

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데 그

나마 안면이 있는 방송국 구매담당자를 잡고 물어봤습니다. “안 사도 좋으

니까 왜 안 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

니다. “내용도 좋고, 교훈도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아

‘뽀통령’이 말하는
‘성공하는 콘텐츠’ 비법
취재 및 정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권현정 괜찮은 스튜디오

최종일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를 기획했다.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2007년과 2008년 연이어
대한민국캐릭터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뽀롱뽀롱 뽀로로❶

2002년 첫 선을 보인 
국산 애니메이션이다. 
세계 140여개국에 
수출됐으며, 캐릭터 
상품만 2, 500여 종에 
이른다. 주인공인 
뽀로로는 ‘펭귄’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비행기 조종사 헬멧에 
방풍 고글을 끼고 
다닌다. 한 편에 5분 
내외의 러닝타임을 가진 
단편이지만 큰 인기를 끈 
이후 장편 애니메이션 
및 극장판, 뽀로로의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양한 스핀오프가 
제작됐다. 2011년에는 
우표도 발행됐다.

*
강의 내용 중 캐릭터 
뽀로로와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구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지칭하는 
말에는 괄호로 
표시했습니다.

3130 일류문화 

한화인, CEO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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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를 만들었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

패를 하면서도 계속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냐?”고 

묻자 “난 실패한 적이 없다. 불이 안 켜지는 방법 

수만 가지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 불이 켜지는 전

구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

다. 성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

절의 경험을 통해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를 깨닫고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성공의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사양산업으로 간다

고 할 때, 저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저는 미련하게 제 마음만 

믿고 이 일을 시작했고, 작품을 하는 족족 망하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

고 대세를 따랐다면 오늘날의 <뽀로로>는 절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

서 보면 같은 결과를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

지요. 남들과 다르고자 한다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실패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뽀로로>의 성공 이후 

많은 분들이 성공비결을 전수를 해 달라는 말씀

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초반에 고백했듯 저 역

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를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기기 위

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 중 누가 고민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

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내가 보여

주고 싶은 걸 생각했지,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

다. 콘텐츠 역시 상품인데 소비자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기보다 

저는 항상 ‘내가 뭘 보여주고 싶나’, ‘어떤 작품이 완성도가 높은가’ 만 고민했

던 것입니다. 

심기일전한 저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

동 애니메이션 분야가 아닌 ‘유아 애니메이션’ 분야를 공략하기로 작전을 바

꿨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해외 시장에 대비해 ‘사람’보다는 ‘동물’을 캐릭터

로 잡아 진행했고, 다른 동물들보다 캐릭터화가 덜 되어 있던 펭귄을 모티브

로 하여 뽀로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깐느까지 가서 크게 실패하며 

배웠던 “아이들은 만화를 즐기기 위해 본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

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교육

보다 오락적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유아 애니메이션의 목적’인 교육적 요소

도 2-30% 정도 유지했습니다. <뽀로로> 주제가가 “노는 게 제일 좋아” 로 

시작하는데 그 작사 안에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워

온 저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영을 담당한 EBS 조차 반신반

의하던 <뽀로로>는 1회 방송이 나가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폭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성공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2도 수많은 실패를 하고, 처음 

시 그 방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겪었던 실패들을 

저 역시 경험하며 좌절했고, 또 그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롭게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항상 ‘플

랜비(Plan B)’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

다. 성공했을 때 성취가 큰 일은 실패할 가능성도 큰 일입니다. 실패는 성공

을 위한 과정, 학습의 과정, 전략 보완과 수정의 시간으로 보고 실패의 과정

에서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

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때에는 실패할 가능성 또한 미리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학습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또 하나의 캐릭터가 바로 서울시의 ‘타요버스’3입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2010년 처음으

로 인사드린 ‘타요’는 2014년 시내버스에 실제 랩핑해서 운영해 폭발적인 

반응을 내면서 2014년 말에는 서울시가 시행한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기

도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져 서울시 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도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콘텐츠에 접근한다면 타 기업과 차별화된 한화그룹만의 창의적이고 다양

한 콜라보레이션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타요 버스❸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서울시가 실제 버스에 
도색한 것이다. ‘타요’는 
뽀로로가 ‘정권 이양’을 
했다는 농담이 돌았을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다. 뽀로로가 
대통령의 지위를 받아 
‘뽀통령’이라고 불렸다면 
타요는 시장(市長)으로 
임명돼 ‘타시장’이라고 
불렸다. 2014년, 일부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의 
협조 하에 실제 버스 네 
개 노선에 한 대씩 해당 
캐릭터식으로 꾸민 것이 
실사판 ‘타요 버스’다. 

에디슨과 
필라멘트❷

에디슨은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하기까지 
2,399번의 실패를 거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누구나 2,400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 
기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기회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성공은 어느 
순간엔가 우리에게 와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속을 잊어버리나요?

2

작심삼일은 이제
너무 당연한가요?

1

3534 일류문화 
스마트 체인지

당신의 약속을 책임질 
스마트한 선택
정리 편집실

정신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중요한 약속을
‘깜빡’할 뻔하고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다면?
어쩐지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만은 
쉽게 파기하거나 슬며시 모르는 척하게 된다면?
휴대전화 안에 조력자들을 설치해보자.
성실한 직장인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가족의 1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모바일 기기는
폼 잡는 기계?

3

4

누군가에게 멋진 하루를
선사하고 싶은가요?



ChaNge missioN 1

올해는 뱃살 빼겠단 약속
결심은 쉽지만 지키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운동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정작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너무 크다. 물론 
휘트니스 클럽의 전문 트레이너에게 일대일 관리를 받는다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외식과 회식이 
이어지는 직장인의 사이클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식단표는 오히려 포기를 앞당길 
뿐이다. 이럴 때 수시로 간단하게 칼로리와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자.

 hoW to 

Fatsecret의 칼로리 카운터
내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 내 몸에서 방출되는 칼로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섭취하는 음식, 수행한 운동, 현재 

체중을 추적해 목표를 향한 진전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레스토랑의 음식 칼로리 영양정보도 체크 가능하다. 페이스북과 구글 계정 로그인이 
가능한 것도 장점. 

ChaNge missioN 4

내가 거기 간다는 약속
‘노 쇼(No Show)’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약 문화가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선점하는 
행위이자, 제공자가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예약’은 성숙한 신용 사회의 
척도라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이 또한 엄연한 계약의 영역임을 잊지 말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지킬 수 있는 예약을 생활화하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취소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hoW to 

ChaNge missioN 2

이번엔 정말 끊겠단 약속
“아직도 피니?”라는 주변의 온갖 억압과 구박이 서럽지만 어쩔 수 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흡연의 유혹. 남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척척 금연에 
성공한다고 하고, 성인 흡연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왜 
나만 실패하는가. 자괴감에 빠지기보다는 인내의 파트너를 구해 긴 싸움에서 
이겨보자.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참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hoW to 

QuitNow! 
‘QuitNow!’는 마지막 흡연 후 시간, 흡연하지 않은 담배 
개수와 이에 따라 절약된 돈과 시간을 계산해 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금연 사용자와 채팅을 통해 서로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다른 사용자로부터 인내의 요령을 전수받을 
수도 있다. 44개 언어로 제공되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다.

FitaPP gPs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 생활 속 운동과 
스케이트, 스키 등 특별하게 즐기는 운동 및 

활동들을 기록할 수 있다. GPS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측정, 
칼로리 소모량과 활동량, 운동 범위를 체크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주며, 
음성 피드백 기능이 있어 운동 중에도 활동량과 칼로리 소모량 
등을 알려준다.

한화리조트 

믿을 수 있는 여행의 동반자 한화리조트 
애플리케이션은 예약 기능은 기본,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가치를 더한다. 쉽고 간편하게 리조트 객실 예약을 
마쳤다면 객실과 부대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리조트 주변 관광지나 맛집 소개도 알차다. 최신 이벤트 및 
패키지 정보를 잘 확인한다면 애플리케이션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도 잡아낼 수 있다. 

my Last Cigarette
안드로이드용 금연 
애플리케이션이다. 

2000년부터 수천 명의 금연을 
도왔으며, 일명 ‘원조 금연 
소프트웨어’로도 불린다. 간단히 
흡연 습관과 개인 세부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금연 시간에 따라 
늘어난 수명, 혈액순환 및 폐 기능 
증진, 절약된 금액 등을 다양하게 
프레젠테이션해 ‘한 개비만’의 
유혹을 견디게 해준다. 흡연의 
해로운 효과에 대해 의학적 연구 
끝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상되는 금단증상도 제공한다.

쏠캘린더

‘Love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가진 쏠캘린더는 국내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만들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앱’ 등의 
찬사를 받았다. 날씨, 스티커 등 
유용한 기능이 갖춰져 있고, 데일리 
브리핑과 목표 설정,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의 목록과 할 일 등의 
다양한 보기 방식이 제공된다. 
구글의 ‘Tasks’와 연동되며 
다양한 반복 설정 옵션이 있어 
‘깜빡족’에게 유용하다. 

ChaNge missioN 3

일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약속
나이가 들수록 ‘깜빡’의 횟수는 늘어나고, 메모를 했지만 메모를 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진다. 믿음직한 자신을 위해, 타인과의 신뢰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모든 약속의 기본은 정확한 시간 분배다. 그렇게 나뉘어진 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일년이 되고 삶이 된다. 잘 짜여진 시간표를 바탕으로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자.

 hoW to 

플랜북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연간 플래너다. 2013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날짜별 해야 할 일, 오늘의 해야 할 일, 기념일 관리, 

연간 목표 및 버킷리스트 기능 등을 제공한다.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일정이나 
메모를 적어둘 수 있는 화면이 열리는 간단한 UI로 사용도 까다롭지 않다. 간단하고 
간편하지만 동기화 지원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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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아들, 
 10년 만에 추억의 
타임캡슐을 열다!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10년 전 촬영했던, 바로 그 작가)

(주)한화/방산 종합연구소 핵심기술연구센터 조승환 상무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조수영 학생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들 부자(父子)가 그룹 

사보의 대표 코너 ‘아빠가 쏜다’ 주인공으로 지면을 

장식했던 때가 2007년 3월. 시간은 쉼 없이 흘러 

아버지는 차장에서 ‘상무’의 직급으로, 아들은 

갓 중학교에 입학한 소년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 청년으로 성장했다. 

조수영 군은 당시 편집실에서도 단연 이슈였다. 

보통은 아빠가 자녀 몰래 사연을 신청해 깜작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조수영 군은 

용감하게도 자신이 신청사연을 편집실로 보내 

아빠와의 추억 만들기를 직접 신청한 것이다. 

집으로 배달된 사보를 보다가 호기심에 사연을 

신청했다는 조수영 군은 “아빠가 준비해 주신 

피자를 친구들과 함께 먹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친구들 앞에서 으쓱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날을 추억했다. 당시 (주)한화/화약 

창원공장 개발2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조승환 상무 역시 이번 리마인드 ‘아빠가 쏜다’ 

촬영 제안으로 감회가 새롭긴 매 한가지였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후, 지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눈 앞을 스쳐갔다는 조승환 상무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 내며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나 10년 전 그때보다 훨씬 더 닮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이들 부자의 편안한 웃음 속에는 

지나간 시간만큼 더 깊어진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 

신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뜨거운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 인생의 멘토  아버지께,

아버지! 저 큰 아들 수영이에요. 

오랜만에 아버지께 글을 쓰게 되었네요. 10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쏜다’ 이벤트를 하면서 

저에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던 것 기억나세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중3때 온 가족이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넓고 광활한 대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보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헤아리는 능력도 

키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과 과목 중에서 집중이 잘되고 재미있는 분야도 찾았어요. 세부적인 

전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꿈을 찾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길게요. 

업무만으로도 무척 바쁘실 텐데, 항상 저희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과 철저한 시간 관리,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하는 습관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우영이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빠처럼 자식들에게 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둘 다 “아마 힘들 걸?” 하면서 웃곤 해요. 

아버지! 저희 형제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늘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듬직한 큰 아들 수영 올림

38 일류문화

아빠가 쏜다
39



 사랑하는 아들  수영이에게,

아들아!

  ‘아빠가 쏜다’ 리마인드 촬영 전날 서울에 비바람이 불어 다소 걱정이 되었는데 

당일 날씨가 화창하게 개이고 공기가 맑고 상쾌해져서 한결 기분이 좋다. 

이벤트를 앞두고 보니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 앞에 스쳐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처음 ‘아빠가 쏜다’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 몇 년 전 

일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니 새삼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걸 느낀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아빠의 근무지가 바뀌는 바람에 창원에서 구미로, 

구미에서 다시 대전으로 이사를 해야했지.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고 학교와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을 텐데도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여러 지역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아빠는 너희들이 고맙고 대견스러웠단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수영이는 사춘기도 겪었고 치열했던 대학입시도 치렀으며 

무사히 군 복무까지 마치고 이젠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네가 성장하며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치르는 과정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다소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후회스럽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지. 그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만족스럽게 개선해 나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빠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영아!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어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분기점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의 정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시도나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경험, 

시행착오가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수영아! 마지막으로 아빠가 당부하고 싶은 말로 편지를 줄인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가꾸어 가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영원한 네편  아빠가!

비하인드 스토리
마지막 참가자가 전하는 
 ‘Good Bye’ <한화·한화인>

아빠가 말하다  (주)한화/방산 종합연구소 조승환 상무
“그동안 매달 전해졌던 사보는 가족들이 회사에 관한 소식,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인쇄 사보를 종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쉬운 점이 없지 않네요. 

더구나 저의 경우 이 사보가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줘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경우라 그 

아쉬움이 훨씬 더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변화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들이 말하다  한국항공대학교 조수영
인쇄 사보 종간 기념으로 리마인드 촬영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꺼내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 반가웠습니다. 최근 중간고사가 끝나고 곧바로 쏟아진 

과제들을 해내느라 힘들고 지쳐있긴 했지만 잠시나마 

가족이 한데 모여 사진도 찍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의경 복무 중인 

동생까지 휴가를 내어 동참할 수 있어서 더욱 기뻤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모처럼 만나 얼굴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보 담당자 분들과 

한화그룹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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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회공헌 사업인
‘한화예술더하기’는 8년을 이어오며 
아동들에게는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한 결과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가
꽃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화예술더하기’의 지난 성과를 종합해 본다.

예술로 성큼성큼
행복으로 반짝반짝
정리 편집실

한화예술더하기 사업 평가

시간을 입고 전문성을 더하다

‘한화예술더하기’는 그룹이 200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8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자, 

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봉사활동이다. 임직원들이 

예술 강사를 도와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업 초기인 시즌 1(2009-

2011년) 시기에는 임직원 봉사활동에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문화봉사’의 시대를 열었다. 전국 45개 복지기관의 

아동 900여 명에게 국악, 미술, 연극, 음악 4개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는 예술적 

재능을 쌓는 것은 물론 정서적 안정, 꿈과 희망을 선사했으며, 

임직원들에게는 보람과 기쁨을 제공했다. 2012-2014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사업은 더욱 정교해졌다. 환경을 테마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환경인식 가꾸기’ 활동으로 구성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환경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했다. 

전국 62개 복지기관의 아동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수상한 바 있다. 그룹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전문 

연구진을 통한 다면적 평가를 시행,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도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 121명(사전 사후 조사 모두 참여)과 한화그룹 임직원 

340명, 협력기관 실무자 30명, 예술강사 37명 등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 여기에 2015년 처음 실시한 

순회 교육인 ‘찾아가는 예술교실’ 참가자 785명에게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인성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전통문화예술 인식 선호, 

문화적 다양성 관심, 다문화 인지태도, 공동체 의식 등이 향상됐다. 

참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참여횟수가 많은 

임직원일수록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선호 및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또한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도 및 조직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대중에게도 전통문화의 

사진, 스토리텔링, 무용 등 아홉 가지의 다채로운 교육 및 체험을 

제공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시즌 1과 2 시기의 검증된 장점을 활용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했다.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콘텐츠로 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탈북·저소득층 청소년 및 일반 아동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 한화예술더하기는 현재 매년 전국 

20개 지원기관 소속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야금, 사물놀이, 

창극, 전통무용, 서예·민화 등을 교육하는 ‘정기 교육’과 연간 60회 

이상 실시하는 순회 교육 ‘찾아가는 예술교실’로 진행된다.

아동과 임직원이 더불어 성장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한화예술더하기는 아동들의 예술적 기량 향상과 창의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한국메세나대상(대통령 

표창), 2014년 보건복지부 주최 나눔인상(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고자, 전국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교실’도 

전통문화예술 인식개선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예술더하기는 계속된다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곳곳에 행복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한화예술더하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지원과 

사업 운영 방식을 유지해 예술 교육·봉사·복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한 것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아동들이 

이해하고 배우고 싶은 풍성한 콘텐츠로서 우리 문화를 자리 

잡게 한 한화예술더하기. 더불어 임직원들에게는 그룹에 대한 

자긍심을 듬뿍 불어넣은 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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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펄떡이는 대동맥을 따라 금융과 산업이 움직이는 곳.

작은 실핏줄들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아름다운 숨결과

오묘한 문화 융합의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뚝 선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 대한민국이 이룩한

거대한 성취를 벅차게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중구입니다.

취재 편집실
사진 박해욱, 윤학신 판타크리에이션

1. 
저녁 무렵 남산에 조성된 
포토아일랜드에 오르면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2. 
1960년대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복개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청계천은 2005년
서울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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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소위 ‘사대문 안’에서도 중심지였던 
중구에는 조선 후기부터 속속 유입된 
외국 종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대성당과 순수 
고딕 양식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성당(명동성당),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동제일교회(정동교회) 등이 그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은 인접한 덕수궁의 한국적 멋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시내에 산재해 있던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한 테마파크로, 서울 정도(定都) 
600년 기념 타임캡슐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국내외 관광객과 
전통혼례를 치르는 새신부와 새신랑, 각종 
촬영객들로 가득 찬다.

3. 
구 러시아 공관은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1년간 피신해 있던 장소다. 90명의 러시아 
군인과 30명의 외교관 등이 살며 국제 
외교 무대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현재 현관 
종탑 앞 부분만 남아 있다.

5. 
중구를 늠름하게 내려다 보는 남산에는 
봉수대가 남아 있다. 남산 봉수대는 
평안도 육로 방면, 함경·강원도 
방면, 경상·충청도 방면, 평안·황해도 
방면, 전라·충청도 방면으로 구성된 
다섯 봉수대의 전령이 도달하는 
중앙봉수대로서 국가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00년 역사를 지닌 수도 서울,

그 심장부인 중구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언론, 금융의

중추 기능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 거대하게 펄떡이는 대동맥의

이면에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구나 옛사랑과의 추억 한 자락쯤

묻어두었을 길들 사이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 읊고 싶어지는 곳 또한

중구입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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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신록으로 

물드는 계절이면 빌딩숲 사이사이로도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릅니다. 지줄대는 냇가의

소리도 청명하지만, 짬을 내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웃음 소리는 더욱 곱게 들립니다.

5. 
구 러시아 공관 자리에 올라서면 
우뚝 솟은 N서울타워(남산타워)와 
함께 그룹 소공동 빌딩, 더 플라자 
등을 볼 수 있다.

6. 7.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이 찾고 
있으며, 이 중 명동은 특색 있는 
먹거리들과 쇼핑으로 변치 않는 
위상을 자랑한다.

8. 
남대문시장의 역사는 서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414년 
정부임대시전으로 개시했으며, 
1600년대 자연발생으로 
저자거리가 형성됐다. 현재 하루 
반입물동량만 1,800여 톤, 하루 
출입 고객수만 40만 명에 이르며 
1만 개가 넘는 점포에서 2,000여 
종에 이르는 물건을 파는 명실공히 
최고, 최대의 시장이다.
  
 

1. 2. 
‘덕수궁 돌담길’, ‘정동길’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낭만과 문화가 
숨쉬는 중구의 대표적인 거리다.

3. 4. 
거대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다시 
들어선 청계천은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이면 시민들에게 가장 즐거운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30여 
년간 청계천 곁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했던 한화인들의 
보금자리인 그룹 본사 빌딩의 옛 
모습은 리모델링과 함께 새롭게 
탈바꿈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 
본사 빌딩은 2019년이면 세련된 
태양광 건물로 완성될 예정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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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제안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구내식당

◆

맛있는 매콤칼칼함으로 임직원의 취향저격

소고기 마파두부
취재 변선영 대리 sunny.comm@hanwha.com

사진 이원재 bomb 스튜디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두부요리. 특히나 사천식 마파두

부의 경우 매콤달콤하면서도 짭짜름한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도 

익숙하고, 임직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일품요리이다. 특히 현장

에서 땀을 흘리거나 작업량이 많은 생산직, 기술직, 전문직 직원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의 경우 20-50대 

사이의 남성 임직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막

론하고 모두가 맛있게 한그릇을 뚝딱 비우는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오늘 선보이는 ‘소고기 마파두부’ 이다.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은 특히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임

직원들을 생각하여 음식의 염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

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메뉴를 선정하기 위해 애쓴다. 건강을 

생각한 한끼 식사를 위해 중식과 석식에는 주로 생야채모듬쌈, 새

싹샐러드, 수제뿌리 채소피클, 제철과일, 유제품 등 다양한 곁들

임 메뉴 혹은 후식류를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놓치기 쉬운 영

양소를 음식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편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소고기 마파두부의 주인공 ‘두부’는 어느 요

리에나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음식에 들어가도 궁합이 잘 맞으며 

식품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점점 더워지는 날

씨에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어 힘들어하는 위장

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6월의 주말 점심은 가

족을 위한 일품요리인 마파두부로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보들보들한 두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
기름에 지지면 고소하고
매콤한 양념과 함께하면
부드러움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두부요리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환영받는다고 한다.

1.  대파, 홍고추, 파프리카, 양파는 송송 썰어주고, 마늘, 생강은 
다져서 준비한다. 두부는 물기를 빼고 으깨지지 않도록 하며 가로 
세로 1.5cm 정방향으로 썰어주고, 끓는물에 살짝 데쳐 건진다.

2.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파, 마늘, 생강과 
다진 고기를 볶다가 간장, 청주로 향을 낸다.

*  센 불에서 조리하면 연기가 날 수 있는데, 
   이때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 타지 않아요.

4.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약간 둘러 접시에 잘 담고,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 생크림을 살짝 올려준다

3.  두반장을 넣어 볶은 다음 사골 육수와 굴소스, 
후추, 설탕을 넣는다. 이것이 끓으면 데쳐 둔 
두부를 소스에 넣어 약간 끓이다가 물녹말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걸쭉하게 농도를 맞춘다.

 * 두부가 으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살살 저어요!

세종사업장 박경민 조리실장이 
추천하는 우리 식당 이 메뉴!
목살 허브구이와 벌집 삼겹살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은 목살이나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서 
허브가루, 소금, 후추 등을 가미해 오븐에 굽거나 구이용 팬에 구워서 
소스를 곁들어 제공함으로써 구내식당의 식상함도 뛰어넘고, 
메뉴의 신선함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의 마음에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소고기 마파두부 재료
두부, 소고기 다진것, 파프리카, 대파, 양파, 마늘, 생강, 간장, 두반장, 
굴소스, 후추, 설탕, 청주(소주로 대체가능), 사골육수, 물녹말, 참기름, 
고추기름, 쪽파

박경민 조리실장 셰프의 팁!!
집에서 요리를 할때 중식당과 같은 불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비슷한 맛을 
위해서는 가스 불을 최대한 세게 올리고 청주를 프라이팬 가장자리 쪽으로 
동그랗게 부어가며 볶아주면 중국음식 특유의 ‘불맛’도 살리고 마파두부에 함께 
넣어준 소고기의 누린내도 잡아주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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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인 석양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일품인 태안. 이곳을 대표할 또 하나의 
자연 명품이 탄생했다. 오랜 시간 
바다가 머금고 있던 천일염이 그것이다.

창조적 제안
미소지기(태안 명품 소금)

◆

바다와 태양의 정직한 약속
정리 편집실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태양이 빚어낸 생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천일염은 

염전에 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으로만 증발시

켜 만드는 깨끗한 소금이다. 태안은 조수 간만의 차

가 크고 천연 갯벌이 넓어 미네랄과 철분, 칼슘이 

풍부한 명품 천일염 생산에 최적지. 이곳에서 생산

되는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의 80% 정

도로 낮고, 쓴맛이 적어 김치 등 발효 음식에 적합

해 매년 김장철이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

다. 특히 소나무숲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질 좋은 

송화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송화 소금

은 소금을 800℃ 이상의 고온에서 두 시간 이상 구

워낸 뒤 최적의 온·습도에서 송화분을 혼합해 만

드는 제품으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

어 기능성 소금으로도 인기가 높다. 송화는 매년 5

월 보름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 소나무 꽃가루로, 

그 가치를 더욱 귀하게 인정받고 있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염전

에 장판을 깔아 소금에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이슈가 되었던 다른 천일염과 달리 태안은 오래

전부터 염전 바닥에 장판이 아닌 천연 타일을 깔

아 환경물질 문제를 근본부터 차단했다. 이에 따

라 ‘2013년 국내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위해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시료채취 검사 결과 

잔류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군은 이러한 태안 소금을 명품화하기 위해 

2013년 ‘소금명품화사업단’을 구성, ‘미소지기’ 브

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

원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 왔다. ‘미소지기’

는 ‘밥상에 모여 미소 짓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명으로, 태안군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

어 보통 20kg 단위 일변도였던 천일염 판매 방식

을 개선, 다양한 포장 단위를 내놓았으며, 송화 소

금브랜드를 프리미엄화해 선물용으로도 그만인 

제품을 완성했다. 그룹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의 지원을 받아�한화갤러리아 아름드리 매장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농수축산품의 명품화 육성을 위한 그룹

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

아면세점 63 등에 입점해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

고 있다.

갤러리아 MD가 추천합니다
미소지기 송화 소금은 유해성분 함유를 원천 차단한 맑고 깨끗한 소금을 원료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바이오 세라믹 도자기에 넣어 고온으로 구워 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탁월한 맛과 건강함을 자랑하는 송화가루를 코팅한 후 10일 이상 숙성하기 때문에

연노랑색을 띄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출고하는 고집을 꺾지 않아 귀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미소지기 송화 소금(200g X 2)
쓴맛을 내는 성분을 제거하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소금이다. 1만 원.

미소지기 송화 소금 세트(가는 입자 500g X 1, 
굵은 입자 500g X 1, 가는 입자 240g X 1)
다양한 입자 굵기로 구성해 일상 음식뿐만 아니라
김치, 젓갈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다.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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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제안
한화의 신상품과 이벤트

◆

여름아, 너 잘 만났다!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사 제공

2

4

5

7

3

1

더 플라자, 
더 라운지 ‘아이스 디저트’ 
5종 출시  1

더 플라자의 카페 & 바 ‘더 라운지’가 
‘아이스 디저트’ 5종을 출시했다. 
네덜란드 출신 론 반 데 보센 수석 
파티셰가 직접 구성한 이번 상품은 
럭셔리한 휴식과 디저트를 동시에 
즐기길 원하는 ‘디저트족’을 위해 
기획됐다. 건강과 웰빙을 콘셉트로 한 
아이스 디저트는 ‘밀크 초코 베리 셔벗 
빙수’, ‘그릭 요거트 트로피칼 
망고 빙수’, ‘헤이즐넛 베리 빙수’, 
‘바나나 로얄’, ‘추억의 인절미 
팥빙수’로 구성된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과 
견과류,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빙수들은 달콤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예정이다. 

8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가격은 1만 8,000원부터 

2만 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까지이다. 그룹 임직원은 

10% 할인 혜택(중복 할인 불가)이 
제공된다.

문의 및 예약   더 라운지 02-310-7400

63레스토랑, 
스페셜 메뉴  출시  2

한화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63레스토랑의 셰프들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FHA 컬리너리 챌린지’에 참여하여, 
총 3명의 셰프가 5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63레스토랑은 이를 기념하여, 

3명의 셰프가 소속된 
워킹온더클라우드, 터치더스카이, 

63뷔페 파빌리온에서 대회 
수상 메뉴를 기반으로 구성된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예약 및 문의  
워킹온더클라우드 02-789-5904~5

63뷔페 파빌리온 02-789-5731~4
터치더스카이 02-789-5761

한화리조트 쏘라노, 
하늘을 가르는 워터피아 
‘플라잉폭스’ 오픈 3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가 
워터피아를 가로지르는 
공중 시설 플라잉폭스(짚라인)를 
오픈했다.  왕복 300m에 이르는 
플라잉폭스는 로프어드벤처 
관련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세심한 보호 아래 
운영되어 안전 요원의 지시만 
잘 따르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왕복 1만 5,000원이며 
비수기 주중 오전 11시 이전 고객은 

조조할인으로 1인 1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  033-630-5613 / 
www.hanwharesort.co.kr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
오레노 시즌2 오픈!  4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이 
운영하는 프렌치 &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오레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서서 먹는 
정통 프렌치 &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는 콘셉트의 
시즌 1을 끝내고, 프렌치 & 이탈리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와인 펍인 
시즌 2를 오픈했다. 
전 좌석제(좌석비 무료), 2시간 이용 
제한 폐지(단, 주말, 공휴일 제외) 
등의 변화가 눈에 띈다. 

6월에는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794-0055
www.facebook.com/orenokorea

한화투자증권,
고객 대상 이벤트  5

한화투자증권이 연금저축 
상품(MMF제외)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금저축 신규가입 후 적립식 
월 10만 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1과, 타사 이전, 
연금저축계좌 전환 매수 고객에게 
금액대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2로 진행된다. 
고객 맞춤형 ‘스마일 어게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남1권역과 대구권역은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고객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상품권(기프티콘)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북권역과 강서권역, 충청권역, 
부산권역은 자산을 신규 예탁하는 
고객에게 사은품과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모두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각 지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080-851-8282

한화b&b,
여름 신메뉴 출시!  6

한화B&B가 무더운 여름을 
겨냥하여 신메뉴 음료 5종 ,
빙수 5종을 출시했다. 상큼하고 
청량감이 좋은 청포도를 이용한 

100% 생과일 청포도 주스와 
청포도 코코를 주력으로, 
베리 음료와 프라페, 푸른빛 
시원함이 돋보이는 아쿠아라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음료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여름에 맞춰 
빈스앤베리즈의 대표 여름 메뉴인 
빙수도 출시했다. 상큼함으로 
입맛을 공략한 유자 빙수와 
생과일로 무장한 올더베리 빙수,

 한층 업그레이드 된 후르츠 
밀키 빙수 등 다채로운 메뉴들로 
시원함을 즐길 수 있다. 

한화건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7

한화건설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6층 아파트 32개동, 

84~197㎡ 의 759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카카오, 한국IBM 등 120개 이상의 

IT, BT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인원만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 대표 
산업단지이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은 
단지 내 첫 대형건설사 아파트로서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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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양한 변수가 있으나 금번 구마모토 지진이 에

콰도르 지진보다 더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상자가 더 적었던 것은 지진본부의 사전예측 덕분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지진본부는 

구마모토 지역의 강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대

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고 각 지자체들은 이 연구결

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노후 목조건물들에 대해 미

리 내진시설을 조금씩 보강해둔 덕분에 그나마 피해

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진예측 능력은 정부

와 민간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

는데 지진본부와 자료공유협약이 맺어진 지진계측

기만 따지더라도 약 1만 개이니 그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참고 : 2014년 현재 한국 

약 50개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과학기술의 접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역시 접목되고 있습

니다. 방송국의 경우, 기상청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도입, 진도 3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즉각 자막

경고를, 진도 6 이상 시, 모든 방송을 취소하고 재난방

지진에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

2016. 06

2016년 <한화·한화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화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지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계의 산업과 생활 트렌드의 
마지막 이슈를 소개합니다.

취재 GTP 5기 한화큐셀재팬 PV시스템 사업기획부 이귀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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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번개, 화재, 아버지”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일본인이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 지진은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첫 번째로 손꼽힙니다. 빈번한 지진을 겪었던 
일본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구호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008년 주요 
지진단층대(적색선) 
장기평가

2009년 강진평가

철저한 교육과 훈련
일본의 지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등

학교 때부터 1년에 2회씩 실전을 방불케하는 대(對)지진훈련을 통해 지진발

생 시의 행동지침에 대해 실전으로 익히는 것은 물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에서 의무적으로 수영을 가르쳐 쓰나미 등의 2차 피해에도 생존율을 최대로 

높이고자 노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호

쿠(東北)지역의 최대 도시, 센다이(仙台)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상

황을 분석하여 고층빌딩 화재대응이 취약했다는 내부 피드백을 토대로 이

에 대비한 연 2회의 특별훈련을 신설하는가 하면, 도쿄도(東京都)는 일정주

기로 재해 대비 매뉴얼인 <동경방재(東京防災)>를 전 도민들에게 온·오프

라인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경방재>는 비상 휴대가방 물품 목록, 가구 고정 등 예방조치부터 재해발

생 시 행동요령, 피난소 생활요령, 각종 재해에 대한 기초 지식까지 약 300여 

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삽화를 곁들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방재활동

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민관의 과학적인 예·관측 노력
지진 관련 기구나 기관들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중 기본적인 예·관측 기능

을 수행하는 기상청 이외에도,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하 지진본부), 지진

조사위원회, 중앙방재회의 등 기관 및 회의체가 대표적입니다. ‘지진본부’는 

지진관측, 측량, 조사, 연구에 대해 종합적·기본적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

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연구 특화기관으로 국립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등

의 연구자들이 매월 지진활동에 대한 추적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정책기

구인 ‘중앙방재회의’는 총리를 필두로 방재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특별재난

지역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경방재(東京防災)>의 일부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재난방송 화면. 지진으로 스튜디오가 
흔들리고 마이크가 넘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긴급 재난문자는 단말기 위치에 
기반해 해당 지역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송을 송출합니다. 통신사들도 지진 발생 수초 전, 위험지역에 위치한 시민들

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휴대전화가 무음모드일 때조차 최대음

량으로 경고음이 나며 메시지가 도착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센서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신칸센의 경우 미세한 지진이라도 감지

하면 바로 운행이 정지되는 센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철, 엘리베이

터, 가정용 가스관, 전기배전반 등에서도 자동으로 진동을 인식하여 운행 및 

공급이 중단되는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건축기술의 경우, 1978년 미야기현 지진 당시 7,400동의 주택파괴 피해에 

심각하게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가 관련법을 강화, “진도 5의 중규모에서는 

경미한 손상, 진도 6-7의 규모에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규정한 

덕분에, 무려 5,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진도 7.3 규모의 한신 대지진 

당시 건물들의 붕괴/대파 비율은 단 1%에 불과했다고 하니 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중앙방재회의에서 나온 이 한 마디는 일본인들에게 엄

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30년 이내 70%의 확률로 발생할 수도(首都) 직

하지진이 실제 발생한다면, 사망자 1.2만 명, 부상자 21만 명, 가옥손실 85

만 동, 총 피해액이 무려 100조 엔에 달한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발표되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이마저도 지나치게 긍정적 수

치라며 피해금액을 최대 350조 엔까지 예측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이내 70%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도 직하지진.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문구는, 놀랍게도 도쿄도의 

<동경방재>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재대국으로 

손꼽히는 일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 그 대응에 귀추가 주목

됩니다.

5756 NeWs
글로벌 한화 리포트



5958 NeWs
계열사 뉴스

manufacturing & Construction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로 선정

한화건설(대표 최광호) 5월 4일 변화관리자 워크숍 개최

건축사업본부(본부장 김효진) 5월 12일 서산 동문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건축사업본부 4월 15일 2/4분기 현장소장회의 진행

건축사업본부 4월 28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토목환경사업본부(본부장 정인철) 4월 29일 2/4분기 

현장소장회의 진행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 4월 21일-22일 해외법인별 

사업현황 및 국내 R&D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2016 해외 법인장 워크숍’ 

진행 

한화첨단소재 4월 28일-29일 한화리조트 대천 

방위 사업에 관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

한화탈레스 5월 24일 이글스데이를 맞아 

서울사업장 직원 단체 야구관람 및 응원 참여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영호) 5월 10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3배수’를 달성해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서 수여

구미사업장 5월 12일 임직원들의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하여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금연 

클리닉’ 실시

구미사업장 5월 17일 사업장장 주재로 사격통제 

PE팀, 레이더PE팀, PGM PE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식 간담회’ 실시

용인사업장(연구개발본부장 최진혁) 5월 13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본부장 

환경안전 특강을 비롯해 현수막 부착 및 우수 표어 

공모 실시

용인사업장 5월 26일 ‘R&D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총 129건을 접수받았으며, 

5월 12일 1차 심사를 거쳐 5월 26일 시상식 개최

 

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 5월 25일 울산CA(염소, 

가성소다)공장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한화케미칼 5월 13일부터 4주에 걸쳐 새로운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비전 내재화 과정(3C-3S 

프로그램)’ 실시 

여수공장(공장장 김평득) 4월 21일 2/4분기 

‘전사 홍보위원회’ 개최 

울산공장(공장장 김형준) 5월 9일 울산1공장 무재해 

8배수 달성

울산공장 5월 10일 관리감독자 90명을 대상으로 

‘자체 면담점검 실습 및 평가’ 실시

중앙연구소(소장 이찬홍) 5월 9일-11일 각종 

연구기법 습득을 통해 연구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2016 RQI 심화교육과정’ 진행 

중앙연구소 5월 13일 한화토탈 연구소 분석연구팀 

연구원을 초청해 ‘분석기술 교류회’ 실시 

tDi공장(공장장 이점우)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TDI 3공장 재가동 

tDi공장 5월 2일-4일 TDI 3공장 재가동 기념 

‘대표이사 특식 제공 이벤트’ 진행

울산사업장(공장장 오성훈) 5월 3일 ‘Survival 

100 타운홀 미팅’을 실시해 안전환경특강, 

전기절감 캠페인 및 주요 경영현황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울산사업장 5월 13일 부서별 담당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대산사업장(공장장 김승수) 5월 17일 각 부서별 

담당구역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한화토탈(대표 김희철)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6 차이나플라스’ 기간 중 중국 및 대만 

고객사들을 초청해 ‘기술세미나 및 만찬행사’ 실시

한화토탈 4월 20일 충남 서산, 당진 지역 

가스공급업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와 나프타 

부생가스인 ‘메탄가스 공급계약’ 체결

한화토탈 4월 22일 ‘수지사업부 상반기 워크숍’ 실시   

한화토탈 5월 16일 화성연구팀 이진석 부장 

기계/아산1 5월 18일 사업장장 내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선제대응을 위한 ‘미디어 트레이닝’ 실시

기계/아산1 5월 20일 대전 유성CC에서 ‘KAI 협력회사 

조립분과 협의회 총회’ 실시

기계/아산1 5월 25일 ‘육군항공무기체계 소개회’에 

참가해 항공무기체계 시스템, 부품전시 및 소개 

한화테크윈(대표 김철교, 신현우) 4월 27일 

경북대학교 산하 ‘밭농업 기계 개발 연구센터 

출범식’에서 방제용 드론을 처음 선보여 임무용 

드론 사업 진출  

한화테크윈 5월 10일 국내 최초 ‘CCTV 호환성 및 품질 

인증’ 획득(제품: 영상보안카메라 1종 SNO-6084R)

한화탈레스(대표 장시권) 5월 11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위 사업의 이해’ 교육을 실시해 

화약부문(대표 최양수) 5월 17일 삼척 삼표동양

시멘트 46/49광구 2016년 채광사업 계약 체결 

화약부문 5월 20일 직원과의 비전 공유를 위한 ‘경영 

토크 콘서트’ 실시

화약부문 5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과 

올림픽 성화봉 제작 일정 협의 완료

화약/보은1(사업장장 오양석) 5월 4일 가정의 달 

맞이 ‘보은어린이집 원생 사업장 방문 행사’ 실시

방산부문(대표 이태종) 4월 25일 사우디 MICLIC 

수출 추진을 위한 품질 확인 시연

방산부문 4월 26일 ‘사랑의 독서카페’ 92호점 개관식

방산/여수(사업장장 박종완) 4월 22일 성과창출을 

위한 ‘리더십과 힐링테라피’ 교양 강좌 실시 

방산/여수 4월 29일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 감사패 수여 

방산/여수 4월 29-30일 ‘SHEC 안전경영요소 

워크숍’ 진행 

무역부문(대표 박재홍) 4월 21일 독일 

패시브하우스협회(PHI)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한국·독일 및 해외 프로젝트 개발, 한국·독일 기업 간  

기술 제휴 및 협력, 에너지 효율·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을 위한 MOU’ 체결 

기계부문(대표 김연철) 4월 26일 생각 구조화 방법, 

전략수립 및 문서작성법 등 ‘HPMP 커뮤니케이션’ 

교육 진행

기계/창원(사업장장 박성배) 4월 25일 사업장 

위험요인 사전발굴 및 실제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미디어 트레이닝’ 실시

기계/창원 5월 3일 파워트레인사업부 ‘2016년 

동반성장 협력사 1차 간담회’ 실시

기계/창원 5월 18, 19, 26일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실시 

기계/아산1(사업부장 이은광) 5월 2일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사업장장이 참석해 지역 

국방산업 발전 방안 논의  

기계/아산1 5월 4일 방산 관련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K-Defence 포럼’에 항공사업부장이 

참석해 방위 사업 발전전략 토론 및 공유

화약부문  직원들과 ‘경영 토크 콘서트’ 실시

한화테크윈  임무용 드론 사업 진출

한화토탈 2016 차이나플라스 중 행사 실시

한화종합화학 공장주변 환경정화활동 ‘My Area’ 진행

한화건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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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콜센터’ 선정

한화손해보험 서울시와 ‘2016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한화리조트  중국 ‘난창완다해양낙원’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개시

갤러리아타임월드 ‘일家양득 캠페인’ 프로모션 MOU 체결

한화에스테이트 ‘2016년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한화첨단소재  ‘2016 해외법인장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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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1-538 -7565 | 아산2사업장 지원과 
박종일 대리 041-538-4803 | 한화테크윈 커뮤니케이션팀 
서지인 사원 02-729-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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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아 02-
729-1331 | 여수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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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화 과장 
031- 52 5 - 0714 | 양평 영업팀 김민지 031-772-3811 | 
백암온천 지원팀 김소이 054-787-7001(154) | 지리산 지원팀 
김종수 대리 061-782-2171 | 경주 지원팀 권민석 054-777-8325 
| 산정호수 안시 지원팀 이희승 계장 031-540-9734 | 대천 
파로스 지원팀 최윤희 041-930-8553 |해운대 티볼리 지원팀 
신승광 051-749-5107 | 제주 지원팀 강윤정 대리 064-786-
1106 | 휘닉스파크 지원팀 이유림 계장 033-330-9647 | 
제이드가든  노회은  대리  0 55 -791-1012 |  더  플라자 
호텔마케팅팀 황빛나 02-310-7797 | FC 전략기획팀 김하연 
대리 02-2174-6026 | 여수AQ 운영팀 유아름 061-660-1122
| 제주AQ 운영팀 이광희 주임 064-780-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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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1 | 진주점 지원팀 조재익 055-79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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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시티(지점장 신동일) 4월 7일 지역 

공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천안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수원점(지점장 이현진) 환경부로부터 ‘2016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아 인증서 수여 

수원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백화점 9층 

Park9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체험’ 등 

인형극 관람 진행 

타임월드(지점장 박정훈) 5월 12일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로 문화를 확산하고자 

‘일家양득 캠페인’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타임월드 5월 13일 대전둔산경찰서와 ‘정책홍보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대표 이율국) 5월 

17일 ‘영등포주민과 함께하는 2016년도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한화S&C(대표 김용욱)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교류’ 협약

한화S&C 5월 16일-6월 15일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멀리’ 가치 실현을 위해 전략 및 

상생파트너사 현장경영 시행 

한화B&B(대표 박종엽) 5월 10일 특수전문직 

직원채용 및 산학연계를 위해 직업전문학교와 

MOU 체결

한화B&B 5월 11일 KT 챔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고객 대상 케이터링 진행

한화역사(대표 한권태) 6월 3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한화역사 청량리역사 식음업장과 공동으로 환경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클린한화’ 캠페인 실시

그동안 <한화·한화인> 제작에 협조해 주신 
각 사 주재기자분들과 협력업체(제작 이로이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바이작, 인쇄 성전&화성프린원, 
배송 이노지스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화투자증권(대표 여승주) 5월 3일 본사 2층 

도전실에서 여승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WM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ump-up 프로모션 시상식’ 진행

한화투자증권 5월 3일 부산권역 지점장 및 PB 30여 명을 

대상으로 신영자산운용 초청 설명회 개최

한화투자증권 5월 12일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권역 VIP고객 50여 명을 대상으로 밸류시스템 

투자자문 세미나 개최 

한화투자증권 5월 28일 2016년 조직문화 캠페인 ‘불꽃 

더하기 행진’ 실시. 첫 번째로, 본사 및 영업점 임직원 220여 

명이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걷기 행사 진행

리조트부문(대표 문석) 5월 7일 ‘제3회 한화리조트 

어린이 미술대회’ 진행 

리조트부문 5월 21일 설악 쏘라노 ‘플라잉폭스(짚라인)’ 

오픈 

리조트부문 5월 26일 한화이글스 경기 단체 관람 및 

응원 

리조트부문 5월 28일 중국 ‘난창완다해양낙원’ 

위탁운영관리 서비스 개시 

리조트부문 5월 28일 ‘제7회 63아트 미술관 어린이 

미술대회’ 진행 

더플라자(대표 김영철) 5월 17일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여름메뉴 보고회’를 열고 

여름메뉴 시연 및 시식, 대표이사 총평, 참관단의 의견공유 

진행 

한화생명 5월 12일-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서울머니쇼’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전략상품을 활용한 고객 홍보활동 실시 및 13일 

최성환 보험연구소장의 강연 개최

한화생명 5월 17일 63빌딩에서 ‘VIP 서비스 

기부 제도’를 통해 모금된 금액과 한화생명의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후원금을 합해 망막세포종 

치료를 받고 있는 김민승 군에게 후원금 전달

한화생명 5월 25일 63빌딩 세미나실에서 

박상빈 고객지원실장, 구도교 CPC전략실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콜센터 매니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을 

실시했으며,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201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 결과, ‘콜센터부문 금융서비스 손해보험부문 3회 

연속 우수기업’ 선정

한화손해보험 5월 19일-2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2016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

파로스에서 ‘신입사원 HPMP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합숙 교육 진행

한화첨단소재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배구와 족구경기 등 미니 체육대회 진행

한화도시개발(대표 최광호) 4월 21일 

사직야구장에서 김해테크노밸리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 한화이글스 경기 단체응원 실시

한화생명(대표 차남규) 5월 한 달간 전국 7개 

지역본부, 70개 지역단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험사기예방 캠페인’ 실시

한화생명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화생명 가족사랑 편지쓰기 공모전’ 개최

한화생명 4월부터 판매 중인 ‘한화생명 100세 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에 

대해 200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한화생명 5월 11일 63빌딩에서 2016년 1분기(1-3월) 

실적발표회를 개최하고 총자산 101조 7,824억 원, 

수입보험료 4조 1,312억 원, 당기순이익 1,457억 원 

달성 발표

한화생명 보험업계 최초로 메인 홈페이지 외 

인터넷보험 온슈어 홈페이지 등 고객이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의 보안 솔루션을 Non-Active-X 기반으로 전환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사랑의 희망하우스’를 지어드립니다!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
‘우리마을 큰 잔치’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 
‘인성밥상 캠페인’

한화갤러리아 수원점, 
‘희망 트레이너’ 아이들과의 첫 만남

(주)한화/기계 창원사업장,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진행

한화S&C,
저소득층 아동 초청 행사 ‘하나두리’ 

Volunteer  
activity 

한화테크윈은 4월 30일부터 이틀간 ‘해피드림캠프’를 실시했습니

다. ‘해피드림캠프’는 폐교 위기에 놓인 소외지역 작은 시골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업, 단체,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골학교

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류활동 기회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이

번 캠프에서는 프로방스 벽화활동과 천문관측, 달빛 운동장 영화관 

운영,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화테크윈,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꿈을!

한화종합화학,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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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NeWs
사회공헌 뉴스

한화종합화학 울산사업장 임직원들은 5월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들

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

리며 총 300포대의 ‘사랑의 쌀’을 운반하며 울산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될 사랑의 쌀에 따스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한화63시티/한화에스테이트 봉사단은 영등포 노

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마을 큰 잔치’ 활동을 진행했

습니다. 지역 무의탁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장터에서 

판매할 천연제품과 비즈공예 등을 함께 만들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시

간을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물품들은 지

역사회 다른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화갤러리아 수원점은 5월 13일 8층 문화센터에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첫 번째 방송댄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임직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

해 어린이날 기념 깜짝 선물을 준비해 스포츠웨어와 

운동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화S&C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사내 동호회 활동

에 초대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류

의 장을 마련하는 ‘하나두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

습니다. 축구 동호회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실제 팀 

대항 게임을 진행하며, 문화 동호회는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는 등 동호회 특성에 맞춘 활동을 통해 아이들

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봉사단은 5월 11일 여수시 화

정면 서연마을을 방문하여 ‘한화케미칼과 함께하는 

사랑의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

다. 증손주와 단 둘이 살고 있는 94세 신방심 할머니 

댁을 찾아 공사 전 폐기물 수거와 짐 정리, 모래 및 벽

돌 나르기 등을 돕고, 쉬는 시간에는 할머니의 인생 이

야기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화호텔&리조트는 5월 12일 영락아동복지센터에

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아동들과 함께 ‘인성밥상 캠

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한 아이들은 봉사자

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요리를 완성

하였으며, 상차림과 밥상 치우기 등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과 협동심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한화/기계 창원사업장 봉사자들은 5월 11일 해

피타임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소외지역 저소득계층 

아이들과 함께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를 진행했습

니다.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는 매월 흥미롭고 다

양한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과학실험 및 실습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꼬박꼬박 배송되는 사보를 보고 ‘아빠가 

한화인이구나’라고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아이가 한글을 깨치기 전에 종간이 된다고 

하니 아쉽고 서운하네요. 나중에 커서 사보에 실린 

자기 귀여운 사진을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한화/방산 이재호 과장 

그동안 사보를 보면서 직장인으로서 저 자신을 

뒤돌아 보기도 했고, 여러 목표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서운하지만 한화이기에, 

새롭게 태어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새로운 사보에서는 디지털 속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풍성했으면 

합니다. 다 읽은 6월호 사보를 제가 매일 다니는 작은 

도서관의 ‘잡지함’에 꽂아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다른 도전과 공감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 박선영 님

꾸준히 한화 사보를 보고 읽고 느끼며 많은 정보와 

감동을 받았는데 종간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인쇄 사보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 딸도 아쉬운지 자기도 사진 찍고 싶다고 하여 

한장 찰칵 해주었습니다.

독자 남기욱 님

안녕하세요?  <한화ㆍ한화인> 애독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책상 위에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붙인 카드와 <한화ㆍ한화인> 

사보가 놓여있네요.  어버이날 선물이래요. 

저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한답니다.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사보 읽는 시간이 바로 

저만의 휴식 시간입니다. 항상 저만의 

휴식시간이 되었던 사보를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독자 강미선 님

 “<한화ㆍ한화인>은 종간하지만 디지털 

사보가 있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사보 

편집실이 해냅니다.”

매월 한화인인 아내와 함께 기다리던 

<한화ㆍ한화인>이 종간과 동시에 디지털 

매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니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에 인증샷 찍어봅니다. 

앞으로 발행될 디지털 매체에서는 ‘불황과 

저성장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힘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함’을 잊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읽어야 도전과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화가 

보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콘텐츠도 

제안해 봅니다. 그럼, 소중히 간직하게 될 

6월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조태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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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사보 종간 소식이 너무 아쉽네요. 그룹의 인쇄 

사보 마지막 책자의 추억을 우리 여덟 살 난 아들과 

함께 장식해 보고자 합니다.

독자 김홍자 님

<한화·한화인>이 오면 다섯 살 난 저희 딸이 제일 

먼저 포장 비닐을 뜯어 봅니다. 그룹사 소식들을 

읽어 주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새겨 듣습니다. 이 

달 사보를 받아 들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봅니다. 

 한화테크윈 김경덕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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