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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의 내면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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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는 것,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보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유림이.

엄마와 수다 떨기 바빠 한편으로 어색했던 아빠가

걱정할까봐 말도 안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말을

동생에게 건네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던 어제.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에 안도하며, 얘기 나누길 2시간.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 아빠와 마주보며

이야기한 순간이었을 거라는 유림이.

그런데 유림아, 아마 유림이가 아기였을 때

아빠가 더 오랜 시간 유림이를 보며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야.

부모라는 이름만 들어도 울컥한다는 

너의 말에 더 울컥하는 순간이다.

화승엑스윌 관리팀에서 인사, 총무, 비서 업무를 하며

화승사람이 된 지 3년이 된 너.

오랜 진통을 끝내고 아기를 안은 산모의 모습이

태어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너에게서

좋은 엄마로 행복한 가족을 어서 만들어야겠다는

너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사람도 겪어봐야 알고, 일도 해봐야 늘고,

두려워말고 도전해야만 더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너의 생각에

물개 박수를 보낸다.

돌려보면 못생김 주의보가 뜨는 표지 모델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고 쉽지 않은 촬영임에도 힘든 내색 없이

A컷을 내어주던 너.

더 이상 널 돌려보지 않으마.

넌 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봐.

듣 고  싶 은  것 만  듣 고 ,

보 고  싶 은  것 만  보 는 ,

그 런  너 를  돌 려 보 다 .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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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 in on H+ 2016

1980년 영국 심리학자인 피터 톰슨은 마가렛 대처 수상의 

거꾸로 뒤집힌 사진을 바탕으로 ‘대처 효과(Thatcher 

Effects)’라는 착시 현상을 발표합니다. 표지 속 박유림 

사우의 눈과 입의 변화를 우리의 눈과 뇌는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뇌는 얼굴을 이루는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한 

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위아래가 뒤집힌 

얼굴은 뇌가 이제껏 학습하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개별 

요소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늘 눈과 

뇌가 알려주는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DBT

표지를 돌려보세요. 

몰랐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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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義理)

“의리(義理)있는 화승인들의 대활약을 기대합니다.

작은 변화에 놀라지 말며, 큰 변화에 당당히 맞서는 화승인이 되길 바랍니다.“

녹음(綠陰)이 꽤나 짙어졌습니다. 산천(山川)의 풀잎은 여린 떨림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립

니다. 작은 바람에도 나부끼는 어린잎들을 보며, 지난날의 순수함을 다시금 추억해 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약 52조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소

식을 들었습니다.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노력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불황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

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림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관

련한 스토리를 아시는지요? 대림산업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먼저 이란에 진출하여 ‘이란의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96년, 대림산업은 이란 최대 토목 공사인 카룬 댐 사업

을 수주하여 착공하게 되지만 이란은 핵 개발 의혹으로 인해 미국의 극심한 경제 제재를 받

게 됩니다. 당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현지 철수’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심지

어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라크의 공습을 받아 직원 13명이 사망함에도 불구하

고 끝까지 잔류해 댐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림산업의 꾸준함은 ‘의리’라는 이름 아

래, 지난 이란 방문에서 총 6개 프로젝트를 계약 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화승그룹에는 오랜 기간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긴 시간 화승과 함께한 그 세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

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고마움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상호 관계는 

모두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지요. 물론 그들에 대한 마음을 하루아침에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화승그룹이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오며 수많은 좌절과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회

사에 대한 의리를 지켜 주었고, 그들 역시도 수많은 갈림길에서 ‘화승’이라는 길을 선택해주

었기에 그들을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화승과 함께한 직원들

이기에 저는 그 어떤 격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성철스님의 가르침 중에 ‘싸리 작대기 하나는 힘이 없지만 여러 개 모이면 잘 부러지지 않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로 뭉치면 못 이길 것은 없다는 말

이기도 하지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아무나가 아닌 꾸준함과 의리가 있는 화승인들이 미

래에 화승의 기둥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얕은 물은 요란하게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

이 흐릅니다. 작은 변화에 놀라지 말며, 큰 변화에 당당히 맞서는 화승인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현 승 훈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6月, 현승훈의 화담

현승훈의 화담(和談)은 

화승(和承)을 담는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회장님의 경영 실천 의지가 

담긴 편지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국내외 전 계열사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룹과 

그룹문화에 대한 평소 

회장님의 견해가 오롯이 

담겨있습니다. 

和談

2016 4월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도 타인에게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주체적인 화승인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도전하는

창의적인 화승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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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예단하고,

내 멋대로 평가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고

돌려보면 다른 것을,

돌아보면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보다

보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은 말보다

먼저 귀를 열고,

다가서는 것

편견을 뒤집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러다 껍질을 벗는 것.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보고 싶은 화승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내면을

화승의 내면을

Look

여름엔 그 속으로 떠납니다.

바로보기와 
돌려보기

8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Open your life



신발의 화승에서 신발을 넘어

글로벌 리딩 그룹이 되기까지

화승은 걸어온 오늘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화승.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소재, 종합무역에서

신발 ODM에 이르기까지

화승, 그 너머 글로벌 첨단 고무소재 그룹의 내일을

돌아보고, 돌려보고, 바로보며 오늘을 LOOK.

화승, 

그 

너머를 

보다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화승의 오늘을 보다

Created by 
화승

자동차부품, 소재, 정밀화학, 종합무역, 신발 ODM의 5개 사업 분야에 국내외 32개 계열사가 

만들어내는 화승그룹의 오늘을 돌아보았다. 세계 속에서 더 큰 인정을 받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Do Better Tomorrow를 만들어가는 화승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만나보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내일의 그림을 함께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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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름,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흔히 창틀고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핵심 감성 부품, 웨더스트립. 2008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화승의 웨더스트립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세계적인 명차와 함께하며 호평 받고 있다. 자동차의 성능을 

완성하는 핵심 부품인 고압·저압호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화승의 제품으로 

세계에서 화승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조선기자재 실링 또한 화승의 자동차 사업부문의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1 웨더스트립_도어사이드 2 고압호스_에어컨호스 3 고압호스_파워스티어링 4 웨더스트립

5 고압호스_브레이크 6 웨더스트립_픽스드 7 저압호스_연료계통 8 저압호스_워터호스   

1

3

5

6

7

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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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으로 꽉 채운 고무 소재의 미래

고무 화학소재 CMB(Carbon Master Batch)를 비롯해 

미래형 신소재인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실리콘 등 300여 종의 컴파운드를 개발해 자동차, 가전, 

건설, 기계, 생활용품 등 모든 산업 영역에 최상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화승소재는 감성 고무로 화승의 미래를 

완성한다. 감성으로 꽉 채운 첨단 고무 소재의 미래, 

이것이 바로 화승의 미래다.

신뢰로 일군 산업용 고무제품의 오늘

컨베이어벨트, 호스, 핸드레일, 방진용 고무제품, 특수물 등을 생산, 

유통하는 산업용 고품제품 전문기업 화승엑스윌은 신뢰와 경험으로 

고무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세계적인 산업용 

고무제품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신뢰로 쌓아온 시간만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화승의 오늘이다.



세계가 인정한 필름 기술, 남다른 월드클래스

세계 시장에서 더욱 호평 받는 세계 최고의 필름제품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BOPP, BOPET는 물론 태양전지 

부품소재인 EVA 시트 등 다양한 필름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중이다. 화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The Bridge - C&D(Connect&Development)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패키징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신발, 그 다음의 신발, 화승, 그 다음의 화승

아디다스, 리복 신발을 생산하는 화승비나, 화승제화대련유한공사는 

생산을 앞선 신발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OEM에서 ODM으로, 제조만이 

아닌 개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연간 4,000만족의 신발을 

생산한다. 이는 세계 신발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성공한 ODM 사례로 

손꼽힌다. 화승, 그 다음의 화승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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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중앙연구소 C&D Center

1990년 ‘미래 필름 기술의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화승인더스트리 연구소가 <HSI C&D 

Center>로 새롭게 리뉴얼됐다. 2016년 새롭게 문을 연 HSI C&D Center는 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 플랫폼을 갖춘 중앙연구소로 필름, 화학, 신발 소재, 하이테크 

소재 등 끊임없는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R&D를 넘어 C&D로

R&D를 넘어 C&D로 Writer 심일욱 그룹홍보팀 대리 + Photo 류병문

BRIDGE OVER THE TECHNOLOGY

생활과 산업의 풍요로움 속엔 언제나 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과 제품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가정생활용품을 비롯해 식품·문구·섬유 등 제품포장재와 

산업용 필름은 물론 최근에는 IT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전기전자소재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신발, 산업용 접착제, 코팅제, 수지 

등의 화학제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 중에 있다. 

최근 HSI C&D Center는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발용 접착제와 자동차 

웨더스트립(Weatherstrip)용 코팅제는 수성제품을 

적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기능성이 우수한 

친환경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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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수의 신발 제조사를 고객으로 하는 신발소재분야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SI C&D 

Center는 신발의 Upper, Sole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재 

개발과 함께 생분해성 친환경 바이오 및 헬스 케어 통기성 소재 

등에 대해 연구한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화승그룹의 

신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사업 

분야는 아디다스 그룹의 BIG 5 파트너사로 세계 제일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 영속기업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사업분야에도 HSI C&D Center가 

함께하며 다각화된 사업 분야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각종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융복합 사업으로의 발전, 

‘세계-화승-고객’을 연결하는 The Bridge가 되어 HSI C&D 

Center는 화승그룹 미래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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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ㅗ 다

잠 잘 때를 제외하고 완벽한 어둠 속에 놓여 본 적이 있던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본 날도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했던 어둠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시각이 차단되면 다른 감각들이 

깨어난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놓여서야 비로소 우리는 보는 

것에 기대지 않고 다양한 단서를 통해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화승네트웍스 일반무역팀의 김은민, 화승인더스트리 해외영업팀 

장봉석 사우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눈
을 

감
고 

마
음
을 

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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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어둠, 보다, 느끼다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던 지난 봄, 모처럼만의 화창한 날씨에 은민이와 

봉석이가 신촌 나들이에 나섰다. 화승인더스트리와 화승네트웍스. 

계열사도 다르고 근무 층도 다르지만 서로 만나 알고 지낸 시간만큼 

마음을 의지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런 이들이 향한 곳은 ‘암흑카페’.  

영화 <어바웃타임>에서 주인공 남녀가 만난 ‘In the Dark’ 식당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식사도 하고 보드 게임도 즐기는 공간이다. 사실 입장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불빛이 있을 줄 알았다. 핸드폰, 라이터, 야광 

시계까지 모두 맡기고나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 생경한 공간으로 

둘을 이끌어 준 카페 사장은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야기하며, 모쪼록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서로간 소통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암흑 속으로 한 

발자국을 떼었다. 

눈 대신 손으로 읽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청각과 촉감이 놀라우리만큼 예민해졌다. 대신 

미각만큼은 후퇴한 것 같았다. 먹기 좋게 나온 푸실리 파스타도, 포크로 

콕콕 찍으면 손 쉬울 것 같던 돈가스도 아무 맛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시각장애인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더듬어 식기류를 집은 뒤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오돌토돌한 면으로 구분해 두는 오목, 소리 나는 공을 감각으로 쫓아 치는 

탁구까지. 은민이는 눈이 아닌 손으로 모양을 읽는 경험이 신선했다고 

말한다.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을 

하나하나 일깨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셈이다. 은민이와 봉석이에게 

어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던 

공간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 보이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던 

초반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갔다.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하지 않은 것과 

부딪치게 될 때다. 현실의 눈을 감고 내면의 눈을 활짝 열어보자. 은민이와 

봉석이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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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빛나는 눈 

안경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하지만 나이가 하나둘 

들어갈수록 콧잔등에 내려앉은 안경의 무게만큼이나 나 자신을 돌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화승R&A 생산팀 이금화 사우가 받은 것은 수술만이 

아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조용히 토닥여 준 따스한 손길도 함께였다.

직원 1명에게 무료 안과 수술을 제공한다는 그룹 공지는 화승R&A FL 

생산팀 이금화 사우에게 한줄기 빛 같았다. 고압 호스에 적힌 깨알 같은 

글자들을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고 있자면, 가끔 눈앞이 

어질어질하거나 캄캄해지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연을 보냈고, 사보 편집실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금화 사우는 다섯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환자의 편의와 최상의 진료를 실천하는 부산 서면 아이시티안과는 화승 

그룹과 이미 임직원 제휴를 통해 그 실력이 검증된 곳이다. 500여 평의 

대규모 의료 공간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 검사와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이금화 사우 역시 안과를 찾아 눈 

상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그녀에게는 라식 

수술보다는 노안교정수술(다초점렌즈삽입술)이 좋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성 백내장과 노안이 함께 온 이금화 사우에게 적합한 방법인 것.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 기존의 

방식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돋보기를 써야했지만,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근거리도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수술 방식을 적용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었다. 

상담에서 수술까지 매끄럽게 진행해준 김규식 원장은 특유의 선한 미소로 

사우의 불안함을 잠재워줬다. 수술 시간은 불과 30분 내외지만, 하루에 

한쪽씩 이틀에 걸쳐 진행된 수술 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있을 

것이다. 마치 시원한 청량음료와도 같을 그녀의 앞날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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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과 같이 판단하고 수술하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아이시티안과는 2012년 개원 이후 만족도 높은 수술을 위해 의료진 

모두가 환자 한 분 한 분과의 상세한 상담 후 최적의 수술을 진단해주기로 유명하다. 

특히 3대 안심 시스템과 일대일 맞춤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그 만족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아이시티안과의 김규식 원장은 

“부산·경남권에서 안과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수술 및 진료에 대해 최고가 되고자 

다짐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료진 외 실무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개원 초기부터 공장형 안과 형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담당의 지정제도는 물론 

병원 장비를 최신 기기로 교체하면서 시력 교정과 백내장 수술 등의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시력 교정 병원으로의 

입지를 넓히고 있음은 물론이다. 

병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다  

개원 초기 화승그룹과의 MOU 체결이 이뤄지고 화승그룹 사원들의 눈 건강 등에 

자문이나 수술 등의 협약을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이시티안과. 그 밑바탕에는 새로운 

수술 기법과 기구 등 새로운 의료 시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정확한 수술 계획이 

있었다. 김규식 원장 역시 그 점을 아이시티안과의 절대 강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라식과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막연한 불안함보다 병원을 직접 

찾아 사전 검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식, 라섹 수술은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되어 가고 있다. 해당 병원의 

경험과 수술의 종류 및 최신기기의 비교와 수술 후 관리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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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원구매팀

요트를 지원받다

화승비나,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에서 만드는 신발 자재들을 베트남, 중국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베트남과 2시간의 시차, 그래서 늘 야근은 

기본이고, 토요일 출근도 일상다반사인, 그래서 그룹 사보에도 단 한 번도 나올 

엄두를 못 내던 그들이 지원을 요청했다. 요트에 몸을 싣고, 은빛 물결 일렁이는 

바다 속으로, 그 속에서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며, 탁 트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했다. 늘 지원만 하던 그들이 지원 받은 요트에 함께 탑승했다.



34 35

화승은 그런 당신들이 더 좋다

요트 투어, 요트 스테이(숙박)가 가능한 요트탈래호에 몸을 싣는 화승인더스트리 

해외지원구매팀. 하늘 한 번 올려다보기도 빠듯할 만큼 바쁜 일상 속의 그들이 푸른 하늘 

아래, 요트에 올라탄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10년 넘게 사보를 진행하며 단 한 

번도 섭외가 되지 않았던 그들이기에, 일정을 잡는 족족 우천 소식으로 4번을 연기한 

끝에 겨우 잡은 날이기에 더욱 소중한 그날, 그들은 요트에 오르며 항해가 주는 비전의 

시간을 기대한다. 늘 망망대해 속에서 길을 찾아 가야하는 그들. 좋은 신발의 베이스엔 

늘 그들이 있었다. 베트남, 중국에 좋은 자재를 보내 더 좋은 신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요트를 탄 순간에도 쉴 새 없이 통화를 해댄다. 더 좋은 신발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로 더 바쁜 당신들. 화승은 그런 당신들이 더 좋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같은 내일을 바로 본다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가. 베트남, 

중국에서 고생하는 화승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좋은 자재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보내는 그들의 미션을 위해 같은 내일을 바로, 함께 바라보는 그들. 2시간 여의 항해 

속에서 잠시나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며, 짧은 휴식을 지원받은 그들. 

해외지원구매팀호의 핸들을 잡은 박종우 팀장은 평소에 더 많이 챙기고, 속을 들여다 

봐야하는데 늘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 오늘 하루 요트 위에서 팀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진심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본다. 입사한 지 3일이 된 친구도, 

10년을 함께한 친구도, 결국은 모두가 화승사람. 같은 곳을, 같은 내일을 향해 가는 

가족이라는 것. 항해를 해준 요트탈래 지원씨의 이름도 하필이면 김지원. 든든한 

지원으로 튼튼한 화승을 만드는 그들의 팀워크가 오늘따라 더욱 눈부신 날이다.



‘봤으니 됐다고 우기지 말고 

옆, 아래, 숨어서 한번 지켜봐 바’

-김영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본다고 믿는다.

볼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도 

항상 알고 있던 사실이 바뀔 수 있다.

넘쳐나는 볼거리를 지나치고 

돌아보면 역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세상, 

다르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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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존중받는 세상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나와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우리는 늘 보던 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내가 

이해하는 내용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혹여 

누군가 나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건 대개 

틀린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가끔은 같은 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겪을 수 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창시자인 베를린 대학교 심리학 교수 

쿠르트 카프카(K.Koffka)는 1차 대전에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는 호젓한 오솔길을 산책하는 취미를 

가진 조용한 젊은이였다. 그 당시 그에게 오솔길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색과 통찰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참화에서 살아 돌아온 후, 

그는 산책하던 오솔길 앞에서 차분한 사색이 아니라 

‘적군이 매복해 있기 딱 좋은 곳’, 즉 위험한 곳이라는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 

그런데 걱정이 된다. 같은 것을 봐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가능할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진리다. 그렇다면 안타깝다. 

우리는 평생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 자신의 관점에 갇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이란 얼마나 외롭고 슬픈 

존재인가. 인간이 외롭다는 건 사실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집단사고(集團思考)’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혼자 생각할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생각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여서 생각을 나눌수록 더 바보 

같거나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험악한 

자연에 맞서서 홀로 생존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본능이 뿌리깊이 각인되었다. 그 사회적 

본능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는 본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타고난 다름, 

성장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그 다름을 억누르고 

남들에게 ‘동조’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뜻이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동조의 본능은 습관을 만나 강해진다. 

문제는 애초에 우리들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려고 

들면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나 관점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집단사고가 위험한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당연한 것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조건에서는 집단사고가 창의성과 집단지능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환경에서는 모두가 사이좋게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들의 관점을 우리가 평생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대화할 필요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한 이유도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모든 ‘다름’ 들이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를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피하게 해주고,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쁨도 누리게 된다.  

느낌을 받았다. 전쟁의 경험이 그에게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성장이든 

혹은 변화에 불과하든, 서로 다른 두 경험은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르게 보였을 뿐이다. 분명한 건,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보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자라온 

환경도 거의 같은 이 일란성 쌍둥이도 3살 무렵부터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사춘기가 됐을 무렵에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돼 버린다. 인간은 서로 같을 수 

없다. 사람이 다르다는 건 그만큼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근영

심리학자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매체에서 영화 및 심리 관련 칼럼을 

쓰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와 싸우지 않고 행복해지는 법>, <심리학 

오디세이>, <팝콘심리학>, <시간의 심리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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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을   보  다

가인 
그리고 
    페이

페이를 반려견으로 맞이한 건 가인이가 세상에 나오

기 전인 2012년 4월. 결혼 직후부터 잦은 출장으로 오

랜 시간 집을 비우기 일쑤였던 남편, 김현우 과장(회장

실 재무팀)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정맑은 씨의 선택

은 평생을 함께 할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데려오는 것

이었다. 동물에게 큰 애정을 품지 못했던 남편과 달리 

그녀는 페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즐거웠다고 

회상한다. 물론 셋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레 뒤엉키기

까지 맑은 씨의 남모를 고충을 어찌 말할까.

그렇게 셋에서 넷이 되면서, 부부의 걱정은 깊어만 갔

다. 페이에게 애정을 덜 쏟지 않을까봐, 행여나 아이에

게 반려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주위의 부정적

인 시선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태교는 그 누구

보다 특별했다. 페이와 함께 한 열 달 동안의 행복감이 

가인이에게도 전해져, 동물들과 소통할 줄 아는 감성

적인 아이로 자라길 바랐다. 가인이와 페이가 첫 대면

한 날은 아마 부부에게도 아이와 반려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동물에게 사랑 받는 것

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것 못지않게 큰 행복이다. 그런 

아리따운 감정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가인이

와 페이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부부는 오늘

도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다.

가인이가 태어난 뒤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부부의 관

심이 가인이에게 집중돼 페이에게는 외롭고 힘든 시

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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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산의 한 아파트. 우렁찬 

소리로 <DBT> 편집팀을 맞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순한 눈망울의 페이가 뛰어나왔다. 수줍게 

고개만 빼꼼 내민 가인이도 함께였다. 둘의 만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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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는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가인이에게도 페이를 오로지 

느낌으로만 알아가던 시기가 있었다. 보지도 

듣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할 때부터 페이의 털과 

체온과 움직임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다.”  

-나의 가인 그리고 페이 中-

2016년 화승그룹 사보 <DBT> 여름호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는 10분을 추첨해 

저자의 친필 사인이 담긴 <나의 가인 그리고 페이>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큰 개 페이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가인이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다. 두 아이들은 표정, 눈빛, 

행동만으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가인 그리고 페이 中-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굳은 다짐 

후에 결정했으면 한다고. 

반려견과 함께한다는 것, 특히 대형견을 키운다는 것

은 큰 개의 체중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는 

일이다. 특히 가인이가 생긴 뒤로는 사소한 것들이 힘

겹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이불이나 옷에 박히면 떨어

지지 않을 정도의 억센 털, 여전히 차가운 주변의 시

선, 육아와 육견을 병행해야 하는 버거움까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 김현우, 정맑은 부부는 아직 서툰 부

모, 서툰 견주다. 그럼에도 가인이에게 멋진 친구, 부

부에게 멋진 큰 딸이 되어주는 페이 덕분에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힘든 이 순간마저도 지나면 

다 추억인 것을. 그리고 또 어느 날 오늘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음을.

애정이 페이에게 향해있어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 맑

은 씨는 가인이가 페이의 모습 중 밝은 성격을 닮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페이의 건강한 에너지가 아이에게도 전달돼 

열린 마음을 지닌 배려 깊은 아이로 자라나길 말이다. 앞으로 

둘은 긴 시간 동안 함께할 것이고 가인이는 페이와 다양한 경

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페이는 가인이는 물론 김현우 과

장의 가족에게 큰 사랑이 되어주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혹

여 페이와 가인이의 즐거운 한 때만 보고, 덜컥 반려견 입양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부부는 말한

다. 반려견과 아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육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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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보는 세상은 일부이긴 하나 그 순간의 전부일 수 있다. 

사진 속에 담긴 일상의 순간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그 언제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함을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아이들 손에 쥐여 주는 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카메라 우체부의 업무다.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예술심리치료사 

김정화

Writer 김지혜 + Photo 류병문

작가에서 예술심리치료사로

<TV는 사랑을 싣고>, <도전 골든벨>, 〈공개수배 사건 25시〉, 〈역사스페셜〉 

등 8년을 방송 작가로, 1억 원짜리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돼 4년을 

시나리오 작가로 지낸 김정화 씨. 기대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글쟁이로 

산 12년은 외려 그녀에겐 암흑 같은 시기였다. ‘작가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행을 떠났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말이다. 말이 

여행이지, 사실상 유랑이자 도피였다. 한 곳에 익숙하다 싶으면 이내 배낭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지내길 2년 여. 50여 개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녀가 만난 건 수많은 아이들이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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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찍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것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아이는 남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하죠.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남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 말도 못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진에 

덧붙여 한 줄이라도 글로 표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각자 

찍은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김정화 씨는 아이들에게 

“너 참 귀한 아이야”,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 

“근사하다”라며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아이들도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 어깨를 으쓱대며 

뿌듯해한단다. 다른 나라로 넘어간 카메라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대신 보여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아이들은 

여러 친구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나라와 다른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받기도, 위로해주기도 한다.

“카메라가 돌고 도는 것이 단순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자기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기왕이면 멋있게 찍고 싶고 자랑할 것이 

없나 주변을 샅샅이 둘러봐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멋진 

사진을 찍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카메라야 부탁해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한 번, 국내에서 한 번 

총 두 번의 전시회로 그동안 찍은 사진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준다. 아이들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실물로 볼 수 있어 

신기해하고 국내 관람객들은 프로젝트 자체에 즐거워하며 

멋진 결과물에 놀라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 역시 

많은 것을 느끼며 얻어간다고 고백한다.

“초반에 아이들이 찍은 사진 중에 힘들어 보이는 제 모습이 

많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이들 덕분에 힐링이 되고 

감동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밝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인터뷰 내내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카메라 우체부의 첫 시작은 그녀였지만 이후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우체부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행하는 카페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 아이들 사진을 살펴볼 수 있다. 현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집에서 안 쓰는 디지털카메라를 

기증하거나 다음 스토리 펀딩 후원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내가 느낀 감동을 여러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김정화. 그녀의 꿈은 카메라 우체부를 현지 단체와 연결하고 

통역도 지원해주는 ‘여행하는 카메라 운동본부’ 같은 NGO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닌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빛나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 주는 그녀는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학교 갈 시간에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거나 식당에서 

일하는 아이들,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아이들, 차별과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 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었다. 아이들을 

방관하고 돌보지 않는 사회,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이 분노는 그녀를 새로운 길로 안내했고 

움직이게 했다. 배낭여행 중 한 가지 재미있는 시도가 

이뤄졌다. 그녀는 책 속의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릴레이 형식으로 다른 여행자에게 전달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시간이 흘러 유럽을 여행 중이던 후배가 그 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네팔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건넸을 때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다. 

성공적이었던 경험은 책에서 사진으로 옮겨가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사진이 가진 놀라운 힘. 이를 통해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 심리치료사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는 지금의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카메라를 아이들에게 준다고? 금방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 나라를 돌면서 꼭 해야 돼? 그런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까?”, “돈이나 물건으로 후원하는 걸 더 좋아할걸?” 

프로젝트를 기획할 당시 그녀 주변에서 수없이 들리던 

말이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물질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서적인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에는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런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위로받거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진은 치유의 힘이 있다

수많은 카메라 중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똑딱이’라고 

불리는 소형 디지털카메라. 찍고 난 뒤에 바로 볼 수 있고, 

일부로 삭제하지 않는 한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되기에 메신저로 쓰기 안성맞춤이었다.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듯 카메라를 각국에 릴레이로 아이에게 전달했다. 

카메라 한 대가 지구촌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여행을 

다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다.

“2011년과 2012년에 베트남, 미얀마, 몽골을 다녀왔고 올해 

3월에는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은 

카메라를 생전 처음 만져보는데, 그 아이들이 찍은 사진의 

구도와 느낌이 굉장히 새롭고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기간은 보통 2주. 

카메라 한 대가 지구촌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여행을 다니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여행하는 

카메라.’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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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된 공존, BATH HOUSE

젠틀몬스터 계동 스토어

서울 안국역에서 현대사옥을 우측에 두고 

중앙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계동길’이라고 

한다. 이 길에 오랜 시간 자리한 중앙탕은 1969년 

문을 연 상용 목욕탕이다. 1968년까지 중앙고등학교 

운동부의 샤워실로 사용된 공간을 개조했다. 

2015년까지 50여 년 간 성업하던 중앙탕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이곳을 사랑방으로 여겼던 계동 

주민들에게 슬픈 소식이었을 터. 젠틀몬스터는 

중앙탕의 외형과 내부를 최대한 살린 ‘BATH 

HOUSE’라는 콘셉트의 쇼룸으로 공간을 바꿨다. 

하루 150여 명이 드나들었다던 목욕탕은 이제 

계동길을 오가는 젊은 친구들의 놀이 공간이 됐다. 

입구에 들어서면 그 옛날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손님과 소통했을 계산대 창문이 남아있다. 창문턱에 

전시된 안경이 이제 이곳이 제품이 전시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상업적인 공간임을 알려준다. 목욕탕 하면 

떠오르는 푸른색 타일을 뜯어낸 콘크리트 벽면은 

자못 빈티지스럽다. 1층 중앙에는 에너지의 변환을 

통해 움직이는 설치 작품인 ‘Time Transfomation’이 

전시되어 있으며, 물을 데우던 보일러도 한편에 자리 

잡았다. 1, 2층과 달리 3층은 온실 분위기의 루프톱 

이다. 계동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3층은 이곳의 

최고 명당이다. 

다시, 건물을 보다
긴 세월을 묵묵히 버틴 건물은 말이 없다. 이곳을 들고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건물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야 한다. 다양한 기억과 시간의 층위가 
돋보이는 공간이 여기 있다.  

Photo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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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의 역사가 기록된 공간

삼진어묵 체험역사관 

단순히 생선살을 발라 찌고, 굽고, 튀겨서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구마와 감자, 카레, 치즈 등 다양한 

속 재료를 넣어 만든 어묵크로켓(고로케), 어묵피자빵, 어묵소시지빵, 타르타르어묵, 베이컨말이어묵 등 

60여 가지에 달하는 메뉴가 삼진어묵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다. 삼진어묵 영도 본점이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것은 당연지사. 여행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이 실은 폐공장 부지였으며, 

원룸주택으로 리모델링될 뻔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옛 공장의 모습이 선연히 남아있는 

이곳의 1층은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베이커리 형태의 매장이다. 어묵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오픈 키친은 물론 벽에는 어묵의 옛 공정을 그려놓아 역사성도 더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창업자에 관한 기록 및 어묵 만드는 과정, 도구가 전시된 역사관과 피자어묵, 구이어묵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장이 있다. 어묵의 모든 것이 기록된 폐공장의 변신은 올 하반기 어묵 아카이브를 기점으로 계속 

진화될 예정이다.  

문화 커뮤니티를 꿈꾸다  

두송생활문화센터

다대포항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두송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이다. 다대2동 도개공4지구 주민들이 친목을 

도모하던 목욕탕이 주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이 된 것이다. 리모델링 초기 

목욕탕의 정체성을 남기려했지만 좁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전면 개조 

작업으로 변경됐다. 덕분에 연기를 내뿜던 굴뚝과 목욕탕을 모티프로 한 벽화만이 

이곳이 목욕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문화센터는 아기자기한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야외 테라스를 비롯해 소규모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와 공작실, 강의실, 프로그램실, 음악실, 동아리실 그리고 

지하 보일러가 있던 자리는 소극장 개념의 다목적홀이 들어섰다. 사하구 주민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화센터가 일상 속의 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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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pace Boan1942 

보안여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보안여관’은 1936년에 지어진 목조여관 건물을 보존해,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문화 예술 공간이다. 80여 년의 세월 동안 ‘여관’이라는 이름 

그대로 객인을 위한 공간이었기에 언제나 머묾과 떠남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1930년대에는 서정주 시인이 하숙하며 문학동인지 ‘시인부락’을 탄생시킨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긴 세월 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역사가 서려있는 보안여관이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은 지난 2007년. 보안여관의 재건축 결정을 안타까워하던 아티스트들이 8개월간 

기거하며 작업과 전시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화예술 프로젝트 그룹 메타로그가 인수해 

지금의 공간으로 태어나게 됐다. 전시, 무용, 연극, 워크숍, 동네프로젝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술 활동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곳이건만 날것 그대로의 모습은 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과거의 공간과 현대의 예술이 

이뤄내는 조화로움에 이내 고개를 주억이게 된다. 건물의 기억을 지워가는 것만이 

개발이 아님을 보안여관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술이 쉬어가는 문화 숙박 업소가 

되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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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詩)시대의 개막

시(詩)는 운율이 있는 언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일제 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을 비롯한 지

식인은 순종과 복종으로 점철되는 패배감을 시로 

표현했고, 폭압과 정치 권력이 난무하던 1980년

대의 기형도 시인은 일상 속 우울함과 공포를 시

로 표현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의 시가 고뇌

와 성찰, 저항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 아니면 

님에 대한 사랑 또는 충정이었다면 2016년의 

SNS 시는 다른 궤적을 탐험한다. 읽는다기 보다

는 워낙 짧아서 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SNS 시인으로 가장 유명한 하상욱 시인 이후, 

SNS 시의 시대가 열렸다. 평소 ‘시’를 말하면 “때 

시(時) 말고 그 시?” 라고 되묻던 사람들도 서점 

문학 코너에서 그의 저서 <시밤 : 시 읽는 밤>을 

들춰본 경험이 있을 정도다. 시 한 편 읽으려면 

가부좌 틀고 초집중해야 간신히 무슨 말하는지 

알까 말까 싶었던 것이 이제는 단 5초 정도면 정

독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시와 시조가 

천천히 읽고 음미하던 것이었다면 SNS 시는 보

고 즐기는 콘텐츠가 됐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잠깐씩 보고 피식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일명 팝콘 

2016년의 SNS 시는 다른 

궤적을 탐험한다. 워낙 

짧아서 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콘텐츠가 시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여기에 

소통을 통한 시의 변형과 재창작까지 더해져 새

로운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곱씹고 천천히 이해하는 느림의 미학. 읽은 내용 

다시 읽어서 새로운 감명 받는 낭만. 모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로운 행위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길고 복잡한 시는 젊은이들에 의해 쉽고 유쾌하

게 바뀌었다. 그들은 일상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낚아 올린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지만, 어설픈 

조언이나 거창한 명분을 만들지 않는다. 복잡하

게 표현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픈 것을 이야기하

지만, 패배에 젖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여유와 유

머를 잃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SNS 시

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아닌 경우

도 있다). 

SNS 시의 수요가 증가하니 하상욱 시인의 등장 

이후로 시 공급자들도 쏟아져 나왔다. 일명 SNS 

시인들이다. 최대호, 글배우(김동혁), 회사원(회

의하는 회사원), 시쓰페(시켜서 쓰는 페이지) 등 

언급하자면 끝도 없이 다양한 개성의 콘텐츠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SNS 시인 이환천을 소개한다.

곱씹고 천천히 이해하는 느림의 미학. 읽은 내용 다시 읽어서 

새로운 감명 받는 낭만. 마음의 양식이 되는 시(詩)의 시대가 

바뀌었다. 일상을 이야기하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공감을 낚아 

올리는 SNS 시의 시대가 열렸다. 

읽는 시(詩)
에서 

보는 시(詩)의 
시대로

Story Zip



체중계

저울의 눈금이 예상치 못한 지점을 가리킬 때 우리는 

체중계를 걷어차거나 부수는 상상을 한다. 이환천 

시인은 ‘체중계’에서 밟고 싶다는 단어를 두 가지 

상황에 비추어 다른 해석을 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밟고 싶다’ 앞에 ‘때려’를 넣으면 감정 

이입 하기에 더욱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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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라는 것은 필시 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우주 삼라만상의 기운이 

작용한다고 믿는 맹목적 유희 신봉자. 남성 매거진 <MAXIM>에 

에디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레저,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다.

공감이 보좌하는 유희의 왕

이환천 시인은 기존 시인들과 이렇

게 구별된다. 첫째, 유희와 흥미를 

장착했다. 반드시 지적 자아 성찰이

나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 혹은 저

항 정신을 수반해야 할 것 같은 막연

한 의무감을 시의 영역에서 배제했

다. 한없이 가벼운 것은 금기로 여기

던 ‘시’라는 장르가 이젠 가벼운 것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대중도 그렇게 인식하고 소비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문장 어귀에 피식 

웃을 수 있는 폭소 폭탄을 숨겨놓았

다. 읽던 중이든, 읽고 나서든 독자

들이 무릎을 치며 빵 터질 수 있도록 

말이다.

짧고 쉽게

둘째, 짧고 쉽다. 필시 시라는 것은 반드시 난해하거나 혹은 함축적이고 

어려워야 한다는 편견을 조롱하듯이 모두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다. 그 

흔한 경어체나 고어 수준의 어려운 한자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

환천 시인은 다소 진입 장벽이 높았던 시를 한결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다만 자신의 블로그에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순히 인정

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살빼는법

“그런 거 없겠지만, 살 빼는 비법이 혹시 있나 해서 검색해봤다”라는 일상 속의 대화. 이환천 시인의 

시가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 창에 이모티콘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잘 어울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마치 말하듯이 짧고 쉬운 것.

운율과 함축미

셋째, 운율과 차별적 간결함에 있다. 이환천 시인의 글은 대부분 4음절로 구

성돼 있다. 여기에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언어유희를 선보여 독자들에게 즐

거움을 제공한다. 시조와 유사한 형식적 미 또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일부 SNS 시를 폄하하는 사례

도 있지만, SNS 시의 소통 요소를 재발견함에 따라 시와는 다른 하나의 장르

로서 ‘SNS 시’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SNS 시의 등장과 함께 그 의미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 구성은 

시의 흐름과 의미, SNS 시의 다양성 등 총 7개 섹션으로 운영됐다. 글뿐 아니

라 그림, 웹툰, 사진,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돼 퓨전 장르로 탄생한 

SNS 시도 유행하고 있다. 

손 안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예술 작품. 함축과 유머, 공감 등의 요소로 사랑 받

는 새로운 예술 영역인 SNS 시 콘텐츠가 꾸준히 사랑 받기를 기대해본다.  

이환천

생년월일 1986년 6월 20일

저서 이환천의 문학살롱

활동 SNL코리아7

특징 이환천 시인의 시는 운율과 단문, 4음보 형태의 글이므로 

시조 형태와 유사하다. 시조의 기본 형식은 평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3장6구, 45자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격이다. 자수는 시조마다 1, 2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장 첫째 구만은 3음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이환천 시인은 본인 스스로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순히 

인정하겠다’라고 블로그에 소개했으므로 변형 시조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대호

생년월일 1980년 

1월 2일

저서 이 시 봐라, 

읽어보시집

대표작 ‘세상에서’, 

‘잠’, ‘너를 보면’

손 안의 예술 작품. 함축과 유머, 공감 등의 

요소로 사랑 받는 새로운 예술 영역인 SNS 시

아는 오빠

                                    이환천

누구하고
있느냐고
물었을때

듣는순간
짜증나는
그한마디 

자소서

                                    이환천

이게

너라고?

ㅋ 직장인

                                    이환천

지금처럼
일할거면

어렸을때
존나놀걸  

아는오빠

이환천의 시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웃음을 유발하는 

지점의 대부분이 일상 속 공감에 

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애인이 ‘아는 

땡땡’과 함께 있다는 데 유쾌한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고희를 

넘긴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동네 할머니와 

게이트볼 쳤다는 말에 화가 나서 

냉장고에 있던 할아버지 소주를 

모조리 변기통에 버려버린 

마당에. 

직장인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머 코드를 탑재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놀아둘 

걸”이라는 푸념과 자조 섞인 

구시렁거림이 공감된다. 아마 

시에서 ‘존나’라는 단어를 본 것도 

이 시가 처음일 것이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라” 등의 먹고사니즘에 대한 

일종의 강박에서 벗어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어 

의미 있기도 하다.

자소서

언젠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저장해둔 옛날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처음 일본 공포 영화 

<링>을 봤을 때와 근접한 밀도의 

닭살이 돋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면 장떙이라는 일종의 

호연지기랄까?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과장으로 

범벅이 된 ‘자소서’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는 이환천의 이 시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공감을 

얻어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시 중 

하나로 꼽힌다.

살빼는법

        
        

        
        

    이환천

다알면서

혹시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듣게돼

- 하상욱 단편시집

애니팡 中 에서 -

날
속였어

딱
걸렸어 

- 하상욱 단편시집

잔다더니 페북 中 에서 -

알고
보면

다들
딱히 

- 하상욱 단편시집

불금 中 에서 -

하상욱

생년월일 1981년 3월 21일

저서 서울 시 1, 서울 시 2, 시밤

대표작 ‘불금’, ‘애니팡’, ‘잔다더니’

세상에서
최대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는
너의 눈이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너의 목소리고

가장 넓은 운동장은
니 이마야.

잠
최대호 

나는 30분 못자면
다음날이 너무 힘들고

10분 더 자려고
아침도 거르고

5분 더 자려고
난리를 치는데

너의 연락 기다리며
밤을 새고 있다.

너를 보면
최대호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가고 싶고

너의 볼을 보면
만지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눈을 보면
쌍수 했구나.

추천 
SNS 시인

체중계
                                    이환천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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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급 
직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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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에 숨은 의미를 알아채는 센스!
부장님이 갑자기 물으신다. “좀 출출하지 않나? 자네들은 어때?” 언뜻 보면 ‘yes or no’ 질문이지만 

우리가 누군가. 센스 충만한 인재들 아니던가. “네.” 혹은 “아니오.”가 아니라 “팀장님, 이번에는 OO 

메뉴 어떻습니까? OK 하시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나왔다면 당신의 센스는 이미 십분 발휘된 

것이다.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이나 새로운 메뉴를 머릿속에 업데이트 하자. 부서원들의 허기와 

맛에 대한 욕구가 당신으로 인해 채워질 것이다. 자, “출출하지 않나?”에 이어 “자네 지금 바쁜가?”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업무 지시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일 수 있으니 센스있게 정답을 찾아보자.

힘을 내요 슈퍼 파워! 함께 가는 센스!
어려운 업무와 과업의 연속인 직장 생활은 힘들다. 시간은 부족하고 일은 많다. 오늘 끝나지 않은 일은 

내일 새로이 떨어지는 일과 똘똘 뭉쳐 내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은? ‘You are not alone’.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의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럴 때 누군가 내 책상에 비타민 음료를 올려두면서 ‘힘내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으로도 

훈훈하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분명 심한 고마움과 진한 동지애를 느낄 것이다. 역지사지로, 고생하는 

당신의 선·후배에게 비타민 음료나 자양강장제를 전해보자. “힘내십시오!” 한마디 함께 건네면 

금상첨화다. 비타민 음료를 받아든 상사가 “오글거리게 왜 이래?”해도 속으로는 기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후배에게 건넸다면? 당신은 고마운 선배가 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 함께 밤새 부어라마셔라 술잔을 기울이거나 노래방에서 어깨동무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를 수도 있다. 단지 몸이 상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을 뿐이다.

항상 채워주는 센스!
항상 찰랑찰랑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 2가지. 바로 회식 때 옆 사람의 잔과 인쇄용지다. 인쇄용지는 

언제나 부족하면 안 된다. 임원에게 급하게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용지 없음’ 메시지가 뜨고, 출력은 

안 되고, 부장님은 노발대발… 회사 생활의 악몽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인쇄용지는 자연환경과 같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인쇄용지 부재의 책임 대상은 막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 혹시 팀에서 급이 낮은 위치라면 인쇄용지는 습관적으로 채워두도록 하자. 마치 회식 

자리에서 옆 자리 상사의 잔이 비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 술은 자기가 따라 마시는 

선진국형 회식 문화는 대체 언제쯤이나 우리에게 익숙해질까? 스스로 술을 따르는 사람 잔에 

손가락이라도 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터리다.

58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직장인 눈치 대백과

직장생활은 ‘능력’과 ‘관계’가 어우러진 방정식과 같다. 능력이 좋다고 성과가 높은 것도, 인간관계가 좋다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능력과 인간관계가 적절히 좋은 사람이 인재로 대우받는 곳, 바로 ‘직장’이라는 현장이다.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관계의 기술’을 익히면 당신의 능력은 더욱 돋보일 것이다. 특히 센스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미련한 곰 같은 이미지를 굳히지 말고 ‘저 사람 센스도 좋네’라는 평을 들을 수 있기 바란다. 

궂은일은 내가 한다는 센스!
학교 다닐 때 맨 뒷자리에서 자면 선생님은 

모를 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졌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심지어 맨 뒤가 

제일 잘 보인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사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고, 또 알고 있다. 상사가 뭔가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들고 간다. 기분 좋게 가서 

들어드리자. 종이를 가득 먹은 파쇄기가 벅차 

보이면 좀 비우기도 하고, 회의 테이블에 

널브러진 치열한 흔적을 정리하자.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상사, 선배는 다 알고 있다. 

마치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로 평가하지만 상사는 인사고과로 

평가한다는 게 다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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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의 의미를 알아채는 센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다. 상사의 무리한 유머 뒤에 나오는 ‘ㅋㅋㅋㅋ’ 

또는 ‘ㅎㅎㅎㅎ’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뜻일 확률이 높다. 요즘은 부서 

또는 팀 단위로 단체 메신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체방은 

업무시간에만 열려 ‘업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지만, 가끔 상사의 

유머 전달방이 되기도 한다. 본인은 재미있어서 보낸 글에 부하직원들이 

‘ㅋㅋㅋㅋ’ 혹은 ‘ㅎㅎㅎㅎ’의 반응을 보였다면 거기엔 ‘점잖은 분이 왜 

이러실까…’가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웃는 의성어를 넣었다고 진짜 

웃긴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젊은 직원 입장에서는 뭐라도 답장은 

해야겠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 ‘ㅋㅋㅋㅋ’를 날린 것일 수 

있다. ‘아..ㅋㅋㅋㅋ’라면 그 심각성을 빨리 알아채야 할 것이고 

‘오ㅋㅋㅋㅋ’에도 방심하지 말자. 젊은 문화에 뒤처지지 않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최신 유행어를 사용한다거나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걸그룹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할 것. 아저씨만 재미있는 서투른 유머는 나 혼자 간직하자. 

못 본 척 지나쳐주는 센스!
후배들은 업무가 아직 100%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서툴러 실수가 잦을 수 있다. 업무에 미숙한 

후배나 부하직원을 다그치면서 “우리 때는 말야~”로 시작하는 일장 훈계를 늘어놓아도 소용없다. 이때 

후배가 올린 보고서 혹은 기획서에서 어떤 문제나 허술한 점을 발견했어도 일단 ‘잘했어.’라고 한 뒤 

직접 잘못된 점을 수정해 보고 혹은 부서 내 공유를 해보자. 물론 자신이 아닌 후배가 작성한 좋은 

자료라는 내용을 메일에 넣으면서 말이다. 후배가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 다르게 문서가 꾸며져 있음에도 “문서 좋네. 기획 잘했네.” 등의 칭찬을 받는다면 당신을 영원히 

고마운 선배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적당히 잘못을 눈 감아 주면서 

슬쩍 고쳐주도록 하라. 센스 좋은 후배라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다음부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것이다.

책임져주는 센스!
선배라 하더라도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 후배에게 지시내린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 과장의 

조언으로 신 사원이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김 과장이 자신만만해 한 이 보고서가 

부장님의 화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다.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부장님이 “이거 누구 

생각이야?”라고 소리칠 때 김 과장은 ‘신 

사원이 작성했습니다.’라며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반가운 행동이 

아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신 사원은 

지시대로 문서를 작성한 것뿐입니다.”가 

묵직한 센스다. 선배들이여, 계급을 무기로 

후배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지 말지어다. 

한두 번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있다.

냄새 좀 관리하는 센스!
젊은 사람들이 싱그럽고 향기로운 젊음의 향기를 풍기는 데 반해 종종 

‘늙음’이라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늙은(조금 슬프지만) 사람들이 있다. 

몸으로도 입으로도…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고 온 상사와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지러움을 동반한 감각적 고통이라 악몽과도 같다.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다. 싫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젊은 사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잘 씻자. 손톱도 자주 깎고! 

양치도 좀 하고, 특히 위 끝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용트림은 그만. 젊은 

사람의 후각은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 신입사원 눈치 

없다고 욕할 것 없다.

‘우리 시절엔…’은 그만하는 센스!
“나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뭐 이런 말이 머리에 맴돌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늙은이가 되어 간다는 뜻이다. 옛날 옛적 자신의 경험을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듯 말하는 상사와는 

웬만하면 자리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당신 때 힘들었고, 끝난 직후 먹을 것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이해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요즘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많아야 

1980년대 후반, 거의 1990년대 생이다. 이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는 줄이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에게 저마다의 고민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다. 기성세대의 올드한 마인드로 신세대의 고민을 쉽게 

보지 말자는 의미다. 지금부터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말, ‘나 때는 말이야~’다. 뭐, 소싯적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출퇴근했던 분이라면 조금 고민이 될 테지만.  

선배급 
직원을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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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것들
     다시 새롭게 보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빛내던 간판이, 어떤 이의 

발이 되어주던 자전거가, 제 몫을 다하고는 주저앉았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들에게 누군가 눈길을 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새롭게 숨을 쉬었다.

괜찮아, 이젠 빛을 내니까

늘 바쁜 삶을 살았다. 녹아버릴 것만 같던 

더위에도, 빗방울이 추적추적 온몸을 적실 

때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 동이 트자마자 

몸을 풀지도 못한 채 달리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그렇게 쉴 새 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삐그덕, 삐그덕. 성치 않은 상처들이 

흉터로 남았다. 맑은 날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러다 

깨달았다. 이제 이 생애에서의 내 소임을 

다했음을.  

이젠 어디로 가게 될까,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쉬면 그대로 멈춰버리진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나, 둘, 꼭 붙어있던 것들과 떨어져 

꾸덕꾸덕 붙었던 녹을 씻어냈다. 이렇게 

보니 나도 참, 깔끔하네. 

뜯어내고 갈아내고 입히고 붙이고. 이래저래 

사람 손에 오르내리길 여러 번.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곳에 박혀있던 내가 이젠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다. 때로는 은은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했던 그 잠깐 

꽤 큰 허탈감을 느꼈지만 괜찮아, 이제 난 

빛을 내니까.

 

폐자전거 부품   탁상 조명

새롭게 보는 세상이 짜릿하군

처음 내가 가게 앞에 걸리던 날을 기억해. 이웃 사람들은 날 올려다보며 내 

주인에게 ‘잘 될 거예요.’, ‘잘 되면 한턱 쏘기야~’라는 말을 건넸지. 그렇게 웃으며 

여러 해를 보냈어. 비록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봐야 했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켰나 봐… 내 모퉁이를 하나씩 뜯어 

내리네. 이대로 버려지는 걸까. 나를 올려다보던, 나를 보며 ‘여기다!’ 외치던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랜 시간 한 자리만 지키던 내가 이젠 사람들 어깨에 매달려 넓은 세상을 

돌아다녀. 우리 집에서 떼어낸 나를 펼쳐놓고 이리저리 재더니 과감하게 

자르더라? ‘드르륵’ 재봉 몇 번 견디고 나니 사람들이 다시 날 찾더라고. 새롭게 

보는 세상이 재미있어. 길 가다 느껴지는 사람들의 눈길도 즐길 만하고 말이야! 

무엇보다, 내가 그냥 버려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폐간판   가방



64 65

난 여전히 향기를 품고 있어

나에게서 낯익은 향기를 느껴 봐. 무슨 향이게? 

당신들, 매일같이 커피 마시지? ‘음~ 향이 좋네’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카페 나설 때 혹시 날 본 적 

없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씩 챙기던데. 방향제로 

쓴다나, 텃밭에 뿌린다나. 

그래, 나야 나! 커피 찌꺼기. 뭐, 내가 찌꺼기이긴 

하지만 나름 쓸 데가 있는지 관심 보이는 사람은 

많아. 여기저기 가져가길래 ‘이제 어디 좀 쓰이나~’ 

했더니 향이 빠지니까 버리더라. 나 물기 많아서 가끔 

곰팡이도 피는데 그걸 보고 인상을 팍! 쓰더니 바로 

버리더라고. 버려지는 것도 이골이 났어.

근데 있잖아. 어느 날 또 버려지는 줄 알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나를 말리고 딱딱하게 만들고 아무튼 뭘 막 

하는데 기분이 묘하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화분이 된 거야. 수분기 가득 머금은 찌꺼기였던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내 품에서 

자라나는 얘를 꼭 안아주려고. 이제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삶, 정말 잘살아 볼게.

이젠 너의 발을 감싸줄게

“어머, 저거 귀엽다!”

모두들 우릴 보고 깜찍하다고 그래. 닮은 듯 아닌 듯 

오묘한 한 쌍이라고. 양말 짝 찾는다고 허둥대거나, 

한 짝에 구멍 났다고 나머지 한 짝까지 버리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돼. 양말을 딱! 딱! 맞춰 신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얘 없어져도 쟤랑 붙으면 되거든!)

사실 난 원래 티셔츠였어. 왕년엔 참 잘나갔지. 이틀 

내내 입고 빨아서 또 입고, 또 입고. 어휴~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렇게 가만두질 않으니 

내가 남아날 리가 있나. 힘도 빠지고 낡고 해지잖아, 

나도 옷인데! 그러다가 점점 날 찾지 않더라. 옷장 

속에서 다른 애들한테 깔려서 숨도 못 쉬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절 바뀔 때 드디어 옷장 

정리하더라. 그때 버려졌지 뭐. 소싯적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그냥 내동댕이쳐졌어. 그런데 또 내가 

한 쓸모 하거든. 코튼이 재활용돼서 이제 양말로 

변신했는데, 꽤 만족해. 누가 봐도 컬러 센스 장난 

아니잖아? 아, 오늘은 날 신을 건가봐. 

나 다녀올게~

 

버려진 티셔츠   양말

 

커피 찌꺼기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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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담은 솥밥 류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한식당 류지(ryuji)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공간에서 매일 달라지는 솥밥 정식과 맛깔스러운 밑반찬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오늘의 메뉴는 오렌지 간장소스를 끼얹은 

순두부 위에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소담스럽게 올라간 애피타이저, 트뤼플 

오일로 마무리한 버섯 솥밥, 당근 수프와 디저트다. 솥뚜껑을 열기도 전에 

진한 버섯 향과 고소한 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알과 버섯은 씹는 맛도 좋다. 푸드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류지현 

대표가 정갈하게 담아낸 한 상은 자연에서 난 건강한 제철 식재료만으로 

구성됐다. 별다른 첨가물 없이도 흰쌀밥 위에 새우와 구운 마늘, 베이컨 

그리고 마늘종과 쑥갓, 아보카도 등 수십 가지의 재료를 조합해 풍성한 한 

상을 뚝딱 차려낸다. 여기서 그친다면 긴 줄을 서가며 류지를 찾을 이유가 

없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 음식이 돋보이는 

법을 아는 그녀는 색색의 양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고추장이나 수프위에 허브 잎, 깨 등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 

인스타그램(@ryuji.homemeal)으로 오늘의 메뉴를 공지하고 예약을 

받으니, 방문 전 미리 체크해보자.  

주소 서울 마포구 포은로 11 영업시간 수~일요일 12:00~21:00 

문의 02-338-9759 

푸드 스토리텔링 

세발자전거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를 더한다면 그 맛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세발자전거의 요리가 그렇다. 

30여 종의 막걸리와 전통주를 판매하는 이곳은 

‘안주가 뭐 별거 있겠어?’하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날려버린다. 차민욱 오너 셰프와 백웅재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의 과감한 시도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흡사 미술 

작품과 같다. 미술 작품이 액자 프레임에 

담겼다면 이곳의 음식은 접시 위에 담긴다. 

5월부터 선보이는 시즌2 메뉴의 콘셉트는 

‘인생-Life Timer’. 첫 번째 맛보아야 할 음식은 

‘생명의 탄생-어선’이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 

입맛을 채 다시기도 전에 눈이 먼저 웃는다. 

그저 보기에만 예쁜 음식이 아니다. 한 입 크게 

넣는 순간 입 꼬리가 슬며시 올라간다. 

보는 것만으로 
황홀한 
맛의 세계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을 형상화했는데, 흰 접시 위 

발사믹 트뤼플 비네거로 표현된 정자의 긴 여정은 

난자인 어선(새우, 관자, 오징어를 쪄 만든 어묵의 

일종)에 도착한다. 어선 위에는 생명 탄생의 순간을 

축하하듯 초석잠 초절임, 메추리알, 새싹 야채, 

한련화 잎이 화려하게 피어있다. 이와 반대되는 

메뉴는 ‘죽음’이다. 오리 다리 콩피 위에 무덤처럼 

소복하게 쌓아올려진 검은 보리죽은 오리 기름에 

부쳐낸 감자와 밤 퓌레를 곁들였다. 오징어 먹물과 

함께 끓여 낸 보리알은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영업시간  12:00~14:00 18:00~23:00 

문의 070-419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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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 취향 저격

멕 미뇽 
부산 서면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멕미뇽(meg 

mignon)은 입구에서부터 그야말로 여심을 

제대로 겨냥했다. 옛 정취를 간직한 골목길과는 

상반된 미러볼이 빛을 쏟아내는 곳, 널찍한 

통유리창이 인상적인 이곳은 맥주와 와인 

그리고 안주로 곁들이기 좋은 메뉴를 판매한다.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 꽃과 화분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지만 화이트 컬러의 대리석이 주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힘은 꽤 강하다.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27종의 와인 리스트와 

13종의 다양한 맥주를 갖췄으니 요리와 

페어링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테이블마다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어떤 주류와도 환상의 

카레 한 그릇의 행복

모루식당 

화려한 인테리어와 최신 트렌드가 넘쳐나는 

전포동 카페 거리에 이런 곳이 있나 싶다. 

가정집을 개조한 듯 하얀 건물 안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 순간 나른해질 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몸을 감싼다. 덕분에 가로로 

길게 난 창을 바라보며 분위기와 맛을 즐길 수 

있는 2층 다락방은 언제나 만원. 식당 주인이 

직접 수집했다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내추럴한 일본식 인테리어가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준다. 이곳은 매일 두 

가지의 색다른 카레와 고로케, 가라야게 등 

사이드 메뉴를 선보인다. 물론 카레라고 다 

같은 카레가 아니다.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카레 루’에 물 대신 어두운 갈색이 될 때까지 

2시간 꼬박 볶아낸 달큰한 양파를 듬뿍 넣은 

것이 이 집의 비법. 새우, 치킨, 시금치 등 

다양한 재료로 맛을 더했으며 여기에 손맛 좋은 

주인의 센스가 더해져 먹기 아까울 정도로 멋진 

플레이팅이 탄생했다. 직접 담근 피클의 

상큼함이 입맛을 한층 더 돋운다. 인심 좋게도 

밥과 카레는 무료 리필이 가능하다. 공간, 맛, 

서비스 삼박자가 이뤄내는 조화가 아름다운 

모루식당에서라면 풍요로운 한 끼 식사를 마칠 

수 있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서전도 38번길 37 

영업시간  화~토요일 12:00~15:00, 

17:00~20:00 

궁합을 자랑하는 감바스 알 아히요(Gambas al 

ajillo)다. 올리브 오일과 마늘이 이뤄내는 

감칠맛에 통새우가 어우러졌다. 우드 

플레이트위에 나란히 올려진 빵을 보면 

포크보다 스마트폰으로 손이 먼저 향한다. 

여기에 앙증맞은 캔에 소복이 담긴 스팸 

프라이, 붉은 색감이 매혹적인 호가든 로제까지 

곁들인다면 기록적인 SNS ‘좋아요’ 수를 얻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색감만큼 조화로운 맛에 

반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공간이다.   

주소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31-14  

영업시간  18:00~02:00

문의 051-80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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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의 통로 

여기는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통료분공사입니다

통료? 통료가 어디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리라. 그렇다. 통료라는 곳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생소한 곳일 수 있다. 심지어 화승 사람들조차 통료라는 곳에 

화승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를 터… 

통료분공사는 중국 대련에서도 기차를 타고 10시간 걸리며 여름 최고 39℃, 겨울 

최저 40℃ 되는 내몽고에 위치해 있다.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의 아디다스 신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 이곳에는 3명의 한국 관리자와 1,000여 명의 현지 

임직원이 화승의 신발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만든 ‘장천 사랑 협회’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돌아와 평생을 외롭게 지내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는 양로원을 

찾아뵙기로 했다. 

通辽？通辽是哪里？这样问的人非常多. 是的. 也许通辽对很多人来讲，是很生

疏的地方。甚至和承集团的人，大部分也不知道有个叫通辽的地方也有和承⋯  

通辽分公司是，中国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所属的，生产阿迪达斯完成品鞋

的工厂. 这里有3名韩国管理者及1000多名当地职员，共同肩负着和承鞋业的

未来。位于从大连甚至要坐11个小时火车才能到达，夏天最高39℃，冬天最

低40 ℃ 的内蒙古地区.

为了分享职员们温暖的心，而建立的‘长川爱心协会’，这次打算去探望，为了

子女们无怨付出一生，到头来孤独终老的爸爸，妈妈们所居住的养老院.

 

 温暖之心的通道

这里是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
通辽分公司

오늘 하루만은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웃는 

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큰 

마음 나누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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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4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시작했다. 기부금 상자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고, 이내 

상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튿날 시장으로 직접 가서 식자재와 과일, 생활 용품을 

손수 구입해 우리는 함께 양로원으로 향했다.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그들은 벌써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고, 우린 그들의 자식이 되어 손을 마주 

잡았다.

구입해 간 선물을 드리고, 우리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각자의 미션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복을 

기원하는 ‘福’자를 붙여드리고, 평소 이발하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아름다운 

변신을 선물해 드렸다.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톱 정리를 해드리며, 틈틈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곳엔 정신질환과 지체장애에 시달리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분에서부터 수많은 사연을 가진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새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시는 이분들의 모습에서 우린 

더욱 아픈 마음을 숨겨야만 했다. 위로보단 그들의 자식이 

되어 오늘 하루만은 마음껏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웃는 

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큰 마음 나누기가 아닐까. 

이 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처럼 소중한 시간이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오랜 시간, 따뜻한 에너지로 함께하길 기도한다. 봉사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우리. 그러나 

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봉사고 공헌이라는 것을 이 소중한 하루를 통해 우린 

배우게 되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엔 사랑이란 씨앗이 

내려졌고, 뿌리를 박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길 또한 

기도한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些让我们彼此更近了一步

这里有些人被精神疾病和肢体残疾所折磨，被家庭和

社会所遗弃，还有很多爸爸、妈妈们也有各自伤心的

往事。但是不知什么时候已经浑然接受了这一切, 看到

他们用平静的心态面对世界的样子, 我们更要隐藏好

内心的难过。比起安慰，不如成为他们的子女，哪怕是

这一天尽情的握着他们的手、一起欢声笑语，这也许

就是为他们分享的最大的爱心。

在这春天里，我们共同度过了最美好的时光。虽然是

很短暂的时间, 也衷心的祈祷这些宝贵时间，能够长

久的给父母们心中留下温暖的正能量。一直以为献爱

心活动是有财力的人才能做的，对此我们要做深深的

检讨。 通过宝贵的这一天我们学会，爱心活动并不是

要索取什么，而是将我们所拥有的，能够一起分享，这

才是真正的献爱心和奉献. 不知什么时候我们的内心

洒满了爱的种子,同时也祈祷这些种子深深的扎下根，

成长为结实的树木。

爸爸、妈妈们、我们不会忘记您，还会再来的。请一定

要保重身体，健康长久!  

在温暖的4月，面向全体任职员，展开了自愿捐款活动，

捐款箱迎来了每一双温暖的手，而这箱子早已装满，满

满的装下全体任职员们暖暖的心意。

第二天我们直接去市场，亲自挑选购买食材和水果，

生活用品，之后一同向养老院出发。一进门爸爸，妈妈

们满脸灿烂笑容的迎接了我们. 此时他们已经成为我

们的父母，我们也成为了他们的孩子互相牢牢地握住

了双手.

将买来的礼物送上之后，我们如同约好了一般，各自

按照自己的路线纷纷忙碌了起来。粘贴祈祷幸福的

‘福’字、 

成为最优秀的造型师，为平日里很难理发的几位，送

上焕然一新的造型

各个角落打扫的干干净净，剪剪指甲，用心的沟通，这

시원하시죠?

멋지세요~



Interview74 75화승이랑 우리랑

화승사람들한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화승그룹 주말농장 화승이랑 시즌 3. 부산 노포동 인근 

스포원파크 바로 옆 삼근농장에서 주말이면 스포원에서 산책하다 잠시 들러  

내 이랑의 아이들이 얼마나 컸나 담뿍 물을 주다보면 어느새 푸성귀 가득, 밥상 가득 

채우는 수확의 보람.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화승이랑. 

지금 참여해서 행복한 화승 사람들의 엄지 척!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자.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좋은남자 손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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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화승이랑 

1년 한 이랑을 받아 1년 내내 푸른 채소와 열매를 

수확해 먹다보면 내년에 또 하게 되는 중독성 강

한 화승이랑. 화승이랑은 서른 개의 이랑을 통해 

화승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행복한 ‘같이의 가치’

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너랑 나랑 화승

이랑 그래서 우리랑 모두 함께 모여 따듯한 봄, 

자신의 이랑에서 수확하고 싶은 씨앗을 찾아 뿌

렸다. 아이들은 솜사탕 만들어 먹는 재미에, 좀 

있으면 맛있는 쌈으로 돌아올 상추 씨 뿌리는 재

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땅을 고른다. 그 속에 

먹방의 흐뭇함을 꿈꾸는 화승 사람들이 있다.

그 봄을 지나 5월, 

공동 수확의 날을 맞다 

매주 찾아올 수 없었기에 이랑의 푸른 아이들에

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오늘 수확한 이 

아이들을 가족의 밥상에 올리고 남은 여분을 모

아서 화승 사람들의 일터, 사내식당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아주 보람 가득한 날이다. 심

지어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더불어 

좋은 화승이랑. 뙤약볕으로 얼굴이 그을린다 해

도, 실시간 흘러내리는 땀으로 눈을 제대로 뜨기

도 힘들다 해도 아이들과 함께 수확해 맛있는 삼

겹살과 입으로 들어갈 상추가 손에 닿는 순간, 손

길은 더욱 바빠진다. 

함께해서 좋은 화승 사람들과 일구는 주말, 행복

한 농장 화승이랑. 성큼 자라게 만드는 비료보다 

느리게 천천히 자라는 물의 힘을 믿는 이 사람들

과 오늘 고되지만 보람 찬 하루를 보내 고맙다. 

매주 화승이랑에서 구슬땀을 마다 않는 회장실 

박치선 대리. 내 이랑의 푸른 친구들에게 자주 못

가는 나를 대신해 단비를 뿌려줘서 고맙다는 말

을 전하고 싶다. 눈이 부시게 날씨 좋은 주말 오

전, 모두 같은 시간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눈 화

승이랑 가족들에게 올해도, 내년에도 변함없는 

손길을 나누자는 말을 나누고 싶다.

성큼 자라게 만드는 비료보다 

느리게 천천히 자라는 물의 힘을 믿는 이 사람들과 

오늘 고되지만 보람 찬 하루를 보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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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꿈틀 프로젝트
3번째 ‘꿈틀’이 

시작되다

벌써 3년째. 담당자로서 기분이 참 묘하다. 정말 멋진 사회공헌 프로젝트 한 번 개발해보겠다며 큰소리치다 비전공자의 

인생 쓴 맛 제대로 보고 2014년, <화승 꿈틀 프로젝트: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를 미흡한 준비 속에 출발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남들 쉬는데 왜 당신만 출근 하냐며 찌릿한 눈빛 쏴주는 아내가 있지만 그녀는 내가 매주 토요일, 

출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봉사자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참 즐겁다. 그들 또한 남들 

쉬는 토요일이지만 언제나 웃고 있다. 이들의 미소에 한 주의 피로가 싹 가신다. 그리고 화승 꿈틀 프로젝트(이하 화승 

꿈틀) 3기의 새로운 미소들과 함께하는 2016년, 나 역시 신이 나서 입꼬리가 꿈틀댄다.

누군가에겐 평소 해보고 싶었던 작은 소망, 누군가에겐 꿈이었던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들. 화승 꿈틀은 직원 봉사자와 아동이 일대일 매칭되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활동을 함께 배우는 것이다. 수업비 전액이 지원되는 만큼 직원들과 

아이들의 신청이 많고 선정이 꽤 까다롭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함께하게 된 

2016년 ‘꿈틀이 3기’ 20명은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 실용음악(기타·보컬) 수업을 

받는다. 

더욱 즐겁고 

풍성해진 

꿈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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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년째 함께하고 있는 바리스타반은 자격증 100% 취득으로도 유명하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수상자 강지석 바리스타의 부드럽고 엄격한 강의로 지금까지 

함께한 꿈틀이들은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바리스타팀 꿈틀이도 

벌써부터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으로 바리스타 선생님을 당황시키고 있다. 

제과제빵반은 신애재활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한다. 먹성 좋기로 유명한 

화승그룹 여직원들과 신애재활원 친구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평소 먹고 싶었던 

빵과 과자들을 구워낸다. ‘쿠키와 케익’ 김현순 대표는 이들의 먹성에 보답하고자 

수업 때마다 본인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하며 제과제빵팀 꿈틀이들의 침샘을 

폭발시키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요리팀 역시 보통 열정이 아니다. ‘소담 쿠킹 스튜디오’ 김태호 

셰프의 배려 덕분에 요리팀은 단독 클래스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채운 군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 방황하던 중 평소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꼭 해보고 싶었다.”며 앞으로 자신의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집념의 의사를 

표출했다. 활동이 끝날 무렵 그의 혼이 담긴 작품을 먹어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누구나 한 번은 노래를 잘 부르고 싶고, 잘 다루는 악기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가슴 속에만 묻어두거나 혼자서 집에서 

해보았지만 큰 발전이 없어 실망하기 일쑤이다. 꿈틀 실용음악팀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컬과 기타를 배우고자 이번 화승 꿈틀에 지원했다고 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아직은 막 걸음마를 뗀 초보 수준이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맹연습을 

한다는 제보에 추후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수익금은 

기부하는 걸로!

2016년부터는 새로운 화승 꿈틀이들을 만날 수 있다. 기존 화승 꿈틀은 화승그룹 

직원 봉사자와 장애인 및 청소년 대상자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평소 꿈꿔왔던 

프로그램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2016년 새롭게 바뀐 화승 꿈틀은 기존의 봉사자·대상자 매칭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하되,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봉사자 

매칭 없이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화되었다. 이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대상자 직접 지원 그룹에는 월드비전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한 성악, 무용, 축구, 골프 등 자신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대상자 6명이 선발됐다. 아직은 작은 꿈을 안고 있을 6명의 

아이들. 화승그룹은 이들의 미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에 나섰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화승이라는 작은 

응원으로 세상을 향해 꿈틀 솟아오르길 기대해본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화승이라는 작은 응원으로 

세상을 향해 꿈틀 

솟아오르길 기대해본다. 

가까이서 

보는 

꿈틀이 3기 

활동

더욱

진화된 

화승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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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연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부산 

연제구 세대의 도배를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 중 

아무도 멋지게 도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그나마 한 번 경험해봤다는 직원이 있어 

그의 지시로 농부들은 일사분란하게 도배 

작업에 투입되었다. 

작업을 분배해 벽지팀, 천장팀, 풀팀 등 나름 

체계적으로 움직였지만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 마냥 얼굴이 굳고 움직임이 

둔해졌다. “도배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어느 날 초보 농사꾼들은
녹초가 되어 웃고 있었다

화승그룹 임직원 주말나눔농장 ‘화승이랑’의 초보 농사꾼들이 다시 뭉쳤다. ‘화승이랑’에 참여한 

화승그룹 주말 농부 가족들이 지난 1년간 직접 일군 농작물 일부를 팔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것이다. 언제나 녹초가 되어 끝나는 이들의 봉사활동. 

이번엔 왜 또 녹초가 되었는지 그들의 나눔 현장을 취재했다.

몰랐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이상해지는 것 

아니냐.”며 봉사자들은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정말 10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 마무리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욱 

걱정이 커진 듯 했다. 

다행히도 반응은 좋았다. 곰팡이와 습기 등으로 

지저분했던 벽이 깔끔해지고, 집이 한층 밝아져 

좋아하는 아이들. 짐을 챙겨 돌아갈 때까지 

4명의 아이들과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에 허리와 다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향하는 초보 농사꾼들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한가득이었다.   

다시 뭉친 봉사단, 

고군분투 끝에 

러브하우스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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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그룹 핵심가치 워크숍 현장

화승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다

최근 조직 관리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공감과 소통이다. 조직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서로 

어떤 철학과 가치에 공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미래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화승그룹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점점 변화하는 기업문화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그룹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워크숍을 실시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화승그룹 핵심가치 워크숍은 총 27차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부산, 경남, 

아산, 서울 전 직원이 토론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15년 공표한 화승그룹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이 핵심가치 워크숍의 첫 번째 문을 연다. 

사회 경제 발전과 국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투명한 준법 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화승그룹 윤리경영. 고객존중경영, 

주주중시경영, 임직원존중경영,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사회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표한 화승그룹 

윤리경영은 공표 이래 2016년 이러한 임직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회장실에서 기회를 마련했다. 화승의 투명한 

윤리의식과 행동 지침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화승의 핵심가치의 

베이스는 윤리경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DBT 가 방문한 현장은 핵심가치 워크숍 10차수. 

부산, 경남 계열사 대리~과장급 직원들이 모여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각 사에서 가장 많은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급인 만큼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 27차수의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승그룹 회장실 교육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가치와 

화승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도출하고, 추후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핵심가치에 따르는 교육, 평가, 채용, 교육체계 

등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부터 

명작이 탄생하지는 않는다. 예술가들은 철저한 

기획과 수없이 반복되는 밑그림의 수정을 통해 

대중들이 환호하는 명작을 탄생시킨다. 모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그룹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지만,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는 만큼 훌륭한 

밑그림으로 화승그룹의 새로운 명작이 탄생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 직원이 

만드는 

핵심가치

윤리경영을 

베이스로 한

화승과 나를 

위한 시간

새롭게 

탄생할 

핵심가치,

글로벌 

화승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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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꾼 위대한 책(Great Books)을 권합니다!

<일거양독(一擧量讀) - 화승 필독서 100>

그룹의 독서문화 경영이 닻을 올렸다. 인문학 도서 100권의 

에센스를 모아 한 권의 책을 5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네

상스의 고전 5미닛’을 도입해 임직원들에게 지혜를 쌓을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한 것. 6월부터 매주 2편의 고전 5미닛을 만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 5분간 오늘 만난 고전 5미닛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는 런치 5미닛, 댓글 공모전 등을 통해 공감을 확

산하고, 짝수 달 둘째 주에 열리는 임원특강에서는 독서토론

회를 개최해 전 임직원들이 읽은 즐거움, 보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의 일거양득을 나눌 수 있는 일거양독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로 두 가지의 이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

다는 일거양득. 하나의 영상을 전직원이 함께 보고 지혜를 나

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일거양독이 아닐까하는 뜻을 담은 일

거양독 캠페인. 독서의 계절은 가을로 알고 있지만, 더워 움직

이기 힘든 여름이 진짜 독서의 계절이다. 지식이 쌓이면 지혜

가 되고, 지혜가 쌓이면 힘이 된다. 화승사람들의 손 안에, 가

슴 속에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도서관이 생길 2016년 여름. 화

승그룹의 독서문화 경영으로 화승사람들이 더욱 촉촉한 감성

으로 물들 예정이다.

사랑받는 엄마·아빠가 되는 방법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토이버스를 

이용하라!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전망 

화승그룹, 

2016년 제2회 임원 

화요 특강 실시

화승그룹은 지난 3월부터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즐거운 패밀

리 라이프를 지원하고자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토이버스’ 행사를 실시했다. 연

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유아용 장난감을 부산 장

천빌딩 사옥에 근무하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대여한 것. 고

가의 유아용 장난감을 무료로 지원하다보니 아이가 있는 직원

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5월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0월, 화승그룹과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과 관련한 

MOU 체결식을 화승그룹 부산 본사 사옥에서 가졌다. 이번 

MOU 체결의 목적은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 12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

제동향전망팀장과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김

성태 팀장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 트렌드’라는 주제로 2016년 

제2회 임원 화요 특강을 진행했다. 부산·경남 임원 34명을 대

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최신 동향을 파

악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전망을 중점적으로 짚을 수 있었다. 

김성태 팀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의 흐름을 이해

하고 대외위험요인을 식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

는 대내적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성장세를 분석한 자료들을 

소개했다. 또한 이런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룹사 입장에서의 기회요인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업전략을 공유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화승그룹 

임원 화요 특강은 짝수달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연간 총 5

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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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그룹

페달을 밟으면 도시의 주인이 된다!

화승그룹,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벌 협찬

지난 4월 17일, 화승그룹과 함께하는 ‘제8회 부산MBC 자전거 페스티

벌’이 부산 광안대교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자전거 페스티벌은 친

환경 도시 부산 만들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화승

그룹이 매년 주요 협찬사로 함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산 자

전거 동호인 등 시민 2천여 명은 부산 대천초등학교를 출발해 광안대교 

위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약 15km 구간을 달렸다. 

맑은 하늘, 푸른바다를 마음껏 즐기다

다이아몬드 브릿지 걷기축제 후원

지난 5월 8일,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화승그룹이 후원하는 ‘2016년 다

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가 부산 광안대교 일대에서 열렸다. 약 3만 7

천 여 명의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부산의 대표 상

징물로 알려진 광안대교 위를 걸으며 콘서트, 기부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식적으로 자동차만 출입이 가능

한 광안대교를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

었다. 평소 차로 10분 만에 쏜살같이 지나쳐왔던 구간을 맑은 하늘과 푸

른바다를 마음껏 만끽하며 시민들은 광안대교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베 대학생들의 즐거운 한마당에 함께하다

베사모 대학생 포럼에 운동화 100족 후원

지난 5월 29일, 화승그룹은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베사모)에

서 주최한 ‘2016 한-베 대학생 문화교류 포럼’에 운동화 100족을 후원

했다. 베사모는 2002년 부울경 지역 일부 대학교수 소모임으로 출발해 

현재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부와 정·재계에서도 인정받

는 단체로 성장했다.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민 등 국내와 현지 베트

남인들을 위해 꾸준히 민간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사모는 이번 행

사를 통해 양국의 더욱 발전된 문화교류의 장을 열 수 있었다.

화승인더스트리

축하에 보람을 더하다

화승인더스트리 창립기념일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지난 5월 7일, 화승인더스트리는 4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보다 보

람찬 행사를 실시했다. 기존의 창립기념행사가 아닌 자매 결연시설에

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 화승인더스트리 임원 및 팀장 매니저 등 모든 

직급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아산에 위치한 환희 애육원 및 사

랑의 집 에덴에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하고 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창립기념 축하도 의미 있지만 휴일에 직

원들이 모여 더욱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화승비나

시너지가 되는 에너지 

화승비나 화학사업부 설립

화승의 모체인 신발 제조 사업은 2002년 베트남에 화승비나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영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

고 있으며 오랜 기간 쌓아온 신발제조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

년 4월에 화학 사업부를 설립했다. 화학 사업부는 신발용 접착제와 합

성 피혁용 PU 수지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 및 인접 국가에 소재한 고

객에게 신속한 제품 공급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승비나 14번째 생일

창립14주년 기념행사 성료

화승비나는 지난 4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현석호 부회장과 이계영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이 참여한 기념행사는 

그리운 어머니, 미스화승, 요리대회와 다양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으로 화승비나 창립을 축하하고 그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

며, 14번째 생일인 만큼 뜻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최근 화승인도네시아

(HWI) 설립으로 더 큰 성장동력을 장착한 화승비나는 아디다스 그룹 최

고의 파트너사다운 14번째 생일을 자축했다.

화승소재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야유회

화승소재 엄광산에서 임직원 야유회 실시

지난 5월 28일 화승소재 임직원들은 부산 엄광산에서 야유회를 실시했

다. 이번 야유회는 화승소재 전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광

산 정상까지 등반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

다.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는 오랜만에 임직원들이 함꼐 모여 즐거

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며, 특히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

접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임원 인사 발령 

승진

이사부장

HSAM 이윤희 이사부장

전보 및 겸직

변수강 부사장

㈜화승엑스윌 대표이사,㈜화승

네트웍스 영업총괄(HSNA, HSNI, 

HSTN 겸직) → ㈜화승엑스윌 대

표이사, ㈜화승네트웍스 대표이

사(HSNA,HSNI, HSTN 대표이사 

겸직)

김광현 전무이사

HSD 총경리 → HSD 업무총괄, 

HWI 대표이사

박준병 상무이사

HSV 기획담당→ HSD 총경리

임봉수 상무이사

㈜화승네트웍스 섬유사업 담당, 

HSNA 원사영업 담당,

HSVN 영업 담당, ㈜화승인더스

트리 선행개발 담당(서울)

→ ㈜화승인더스트리 무역부문 

담당, HSVN 영업 담당

박재영 이사

㈜화승인더스트리 경영지원담당 

→ ㈜화승엔터프라이즈 경영관리

담당

이윤희 이사부장

HSAA 부장 → HSAM 법인장

황정환 이사부장

㈜화승네트웍스 유통무역 담당 

→ ㈜화승네트웍스 유통무역 담

당, HSNA 섬유영업 담당

신임

김현철 상무이사

HWI 생산, 관리 담당

송정영 이사부장

HWI 생산 담당

COMMUNICATOR
DBT총괄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차장 | 화승그룹 홍보팀 심일욱 대리 | 화승R&A 

황지회 (기획팀 사원) | 화승소재 임상호 (개발영업1팀 대리) | 화승T&C, 화승공조 

이재훈 (관리팀 사원)  | 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 화승엑스윌 

박지현 (영업지원팀 대리) | 화승인더스트리 송재광 (총무팀 매니저) |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 중국 HST 김성우 과장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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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김미경(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박숙희(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정명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최지만(전북 군산시 개정면) 

이유진(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양서정(전북 장수군 장수읍) 권정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김수운(대전시 중구 태평로) 조선옥(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김휘곤(울산시 북구 신천로) 

이춘임(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김정현(전북 군산시 옥서면) 

조민지(충북 제천시 내토로) 

김현중(대전시 동구 새울로)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6년 6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2016년 화승그룹 사보 <DBT> 봄호 독자엽서 당첨자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가장 최고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인가요?

송재하

어릴 적 집에서 누렁이 한우를 길렀는데, 

우리집 재산목록 1호였지요. 가족들이 여

물 줄때나 외출할 때, 그리고 외출에서 돌

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리던 누렁이의 ‘음매

~’ 소리가 저에겐 가장 정겨운 최고의 소

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미경

우리 첫 딸의 울음소리죠. 산고 끝에 아이

가 세상으로 나오고 어찌나 힘차게 울었는

지 그때 들었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

니다. 우렁차던 그 녀석이 벌써 초등학교 4

학년이네요.

“꼬르륵-”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진씨의 듣고 싶은 

소리

“밥은 먹고 왔냐?”

언제나 가족과 주위 사람을 사랑한 아버지

를 그리워하는 양서정씨의 듣고 싶은 소리

최지만

지난 명절 때 여행을 가서 이른 아침 산책

을 하며 들었던 소리가 잊혀지지 않네요. 

모래사장으로 거칠게 밀려오는 허연 거품

과 파도 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소리

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소리로 들렸기 때

문이죠.

정명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

고 보글보글 찌개를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부엌소리. 그 소리는 어머니가 제 곁에 건강

하게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를 위해 밥을 지

어주시는 사랑과 감사, 축복의 소리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10년 넘게 경력이 단절된 

취준맘 권정미씨의 듣고 싶은 소리

“독자엽서에 당첨되었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요구하

시는 조선옥씨의 듣고 싶은 소리

박숙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본인까지도 잊어버리는 중증 치매 어

르신이 고맙다고 말할 때는 정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보람을 느끼도

록 열심히 노력하렵니다. 

“우리 아빠, 위암 완치 판정받으셨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신 친한 친구 아버님

의 완쾌를 바라는 김수운씨의 듣고 싶은 소

리 

얼굴을 가리는 가면이 있는가하면

얼굴을 살리는 팩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 DBT는 당신을 LOOK합니다.

여름 추억 사진을 출력해 붙여주세요.

빛나는 당신을 여름 내내 보고 싶습니다.

절
취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