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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생활이경무의

이경무 밖의 화승사람 이경무

화승인더스트리 경영기획팀 2년 차 사원

손익과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즙미 넘치는 이경무 사원은 늘 겸손하고

조신한 행동으로 신입사원의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준다.

현승훈 회장님의 스킨십 경영과 같은

인본주의 경영으로 임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화승이 되었으면 한다는 경무는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으로 편견을 없애는 

화승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단면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양면을 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시선으로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돌아보는 것.

마음을 내려놓는 여행을 떠나고,

디제잉(DJing)을 배워 보고 싶다는 경무는

태어나 처음 모델이란 이름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걱정이 앞섰지만 추억으로 남았고,

자신의 두 가지 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 경무에서 수많은 선을 이어

지금의 경무가 되기까지 

앞으로 채워야할 수많은 면.

그의 이면을 지켜보자.

이경무 속의 청년 이경무

조용조용 조용해 보이지만

실상 그의 목소리는 크다.

살금살금 움직이는 거 같지만

누구보다 활발하고 액티브하다.

보이지 않는 면에서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보이는 면만

생각하고, 믿기 마련이다.

잠실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해 집돌이인 그는

지금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쓸모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져 있던 삶의 면을 

이젠 비우고 싶다는 그.

지금보다 더욱 결단력 있고,

‘롸잇나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담한 경무가 필요하다는 경무.

그런 경무의 더 액티브한

‘잠실 라이프’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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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談에 이어 2017년 5월부터  
현승훈 회장님의 나무이야기, 花談이 시작됩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심겠다는 신념으로 일구신 
화승원에 자리 잡은 수목과 꽃, 바람과 햇살, 마음으로 키운 

한 그루, 한 송이 이야기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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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꽃

송엽국

사시사철 푸른 솔잎채송화

조화롭게 도생하는 송엽국

여름으로 가는 유월의 길목,

연산홍, 철쭉, 장미도 주눅 들게 하는 꽃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 피면서 아름답고 강건한 꽃, 솔잎채송화. 

잎은 소나무를 닮고, 꽃은 국화를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 송엽국(松葉菊)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가물어도 끄떡없이

수분을 잔뜩 머금었다 생명을 이어가는 다육질(多肉質).

돌과 돌 틈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한 뼘의 땅도

가만 두지 않고 뻗어 가는 강건한 생명력. 

주위와 조화롭게 도생하는 사시사철 푸른 송엽국.

지금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사가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부하가 문제다, 다 문제다.

그 수많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지 반문해 봅니다.

회사가 문제면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사가 문제면 부하인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면을 함께 보며, 소통으로 조화롭게 도생할 수 있는

화승의 문화, 화승사람이길 바래봅니다.

HS MINDS를 통해 여러분이 만든 화승의 행동약속, 

화승다움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왜 안 될까보다 어떻게 하면 잘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시사철 푸르른 송엽국과 같은 화승, 화승사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화승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학명 Lampranthus spectabilis (Haw.) 
N. E. Br.

분류군 석류풀과(Aizoaceae)
개화시기 4~6월
크기 약 20cm

• 원산지 :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주 일대.

• 잎 : 길이 4~5㎝로 육질이며 3능(稜)형이다. 잎겨
드랑이에 백색털이 속생한다.

• 꽃 : 자홍색의 꽃이 많이 피며, 꽃의 지름은 4~5

㎝ 정도. 꽃받침조각은 5개이고 꽃잎과 수술은 많
다. 햇볕이 있을 때 피었다가 저녁에는 오므라든다. 
줄기의 경우 높이가 20cm에 달하고 긴 꽃대가 나와 
그 끝에 한 송이씩 핀다.

• 생육환경 : 사질양토라면 아무데서나 잘 자란다.

• 번식 : 종자재배법, 삽목법, 종간육종법, 파종, 코히
친처리 등에 의해 이뤄지지만 대개는 꺾꽂이로 하며 
종자로도 한다.

• 특징 : 화단에 관상초로 흔히 심는다. 줄기를 끊어
서 심어도 잘 살아나는, 생명력이 강한 화초이며 줄
기와 풀잎이 모두 육질이어서 가지가 계속 뻗으면서 
꽃이 피는데 그 기간이 대단히 긴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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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 W.C.Cheng

분류군 낙우송과(Taxodiaceae)
형태 낙옆 교목
원산지 중국
크기 높이 35m, 지름 2m

• 잎 : 길이 6.7~28.2mm, 너비 0.6~1.6mm, 선형으
로 마주나며 우상으로 배열되고 끝이 갑자기 뾰족
해진다. 잎 중앙에 1개의 유관속이 있으며, 수지구는 
중앙 유관속 아래에 1개, 좌우 엽육조직 양측 말단에 
각각 한 개씩 모두 3개가 있다. 배축면 표피는 전체
적으로 돌기물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그 사이
에 기공이 발달한다. 기공은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 꽃 : 개화기는 2~3월, 암수 한 그루로 수꽃은 난
형이며 길이는 4.3~7.3mm, 암꽃은 구형이다. 화분

은 크기가 20~23μm 정도이고, 화분체의 표면은 약
간 울퉁불퉁하다.

• 열매 :  구형이고, 길이 20.2~20.9mm, 너비 
11 .4~17.2mm이다. 종자는 타원형이고, 구과당 
63~72개가 들어있으며, 길이 3.3~4.1mm, 너비 
1.3~1.8mm이고, 결실기는 10~11월이다.

• 수피 : 갈색이며, 일년생가지는 녹색이다.

• 재배특성 : 생장이 빠르다. 싹트는 힘이 왕성하며 
전정도 가능하고 이식은 큰 나무를 이식해도 말라 
죽는 일이 적다. 그러나 이식 탈이 많은 편이며 묘목
일 때는 이식이 잘 된다.

• 이용방안 : 풍치목으로는 공원, 유원지, 관광지, 학
교, 공장 지대의 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혹은 풍
치 개발, 기념수, 교재 등을 들 수 있고 공원, 유원
지, 관광지, 전원 등의 가로수로 더욱 좋다. 기념수
로 쓰이거나 조림수로도 쓰인다. 목재의 재질이 연
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펄프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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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나무

메타세쿼이아

곧게 자라 깊은 숲을 만드는

자연의 품, 메타세쿼이아

8월에는 화승원이 아닌 

화현동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故 현수명 화승 선대 회장님이 작고하신지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등불이셨던 부모님을 모시고,

단 한 평의 땅이라도 화초와 수목을 심겠다는 의지로 가꾼

이곳 화현동산은 가문의 선영이며,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후대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효심의 텃밭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 이곳 한켠에 어린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습니다.

바람과 햇살로 커 오기를 십 수 년, 문득 돌아본 이 길은

곧게 자라, 깊은 숲으로, 대자연의 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십 수 년 이 길을 거닐며, 숲에 전해준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더 올곧게, 더 올차게 이들을 키워 올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꽃과 나무에게 늘 말을 겁니다. 

부모님께 못 다한 말, 살아있음에 고맙다는 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자는 말, 여생도 더 열심히 살자는 말.

열정으로 화승을 열고, 가족과 이웃, 직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절약을 실천하며,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화승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대 회장님의 뜻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의 올곧은 성장과 같이 

한 눈 팔지 않고, 더욱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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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Nelumbo nucifera Gaertn
분류군 수련과 (Nymphaeaceae)
형태 다년생 수초
크기 높이 1m

• 생육환경 : 못 또는 늪지에 난다. 

• 잎 : 잎은 근경에서 나오고 엽병이 길며, 백록색으
로 물 위에 높이 솟고 둥근 방패모양을 띈다. 잎맥은 
사방으로 퍼지며 지름 40cm정도로서 물에 잘 젖지 
않는다. 엽병은 원주형이며 짧고 뾰족한 가시가 산
생한다. 꽃잎과 더불어 수면보다 위에서 전개한다.

• 꽃 : 꽃은 7~8월에 피고, 지름 15~20cm로서 연

한 홍색 또는 백색이다. 뿌리에서 꽃대가 나오고, 화
경은 엽병처럼 가시가 있으며, 화경 끝에 대형의 꽃
이 1송이 핀다.

• 열매 : 열매는 수과로서 길이 20mm정도에 타원형
이고 검게 익는다. 과실을 연실(蓮實)이라하는데 먹
을 수 있다.

• 뿌리 : 뿌리가 옆으로 길게 뻗으며 원주형이고 마
디가 많으며 가을철에 끝부분이 특히 굵어진다.

• 번식방법 : 종자, 분근에 의한다.

• 이용방안 : 관상용이나 식용으로 많이 재배한다. 과
실 및 종자, 근경, 비후근(肥厚根), 잎, 엽병 및 꽃자
루, 꽃봉오리, 꽃턱(花托), 수술, 씨껍질, 배아(胚芽) 

등을 약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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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꽃

연꽃

조건이 맞는 곳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인연의 꽃, 연꽃

9월에는 화승원 연지(蓮池)를 가득 메웠던

한여름의 연꽃과 수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연씨가 

사람들의 정성에 의해 이듬해인 2010년, 무려 700년 만에 

어렵게 활짝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이 연꽃은 

‘아라홍련’이란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꽃의 씨앗인 이 열매는 싹 틔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백 년 동안도 잠자는 둣 있다가 조건이 맞는 곳에 장착해야 

비로소 싹을 틔워 이를 ‘잠자는 씨앗’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씨앗에서 꽃을 피우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지, 

인연의 꽃, 연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연꽃은 이제염오(離諸染汚)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이 연꽃은

주변의 부조리한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 아름답게 꽃피웁니다. 

이런 사람을 연꽃의 ‘이제염오(離諸染汚)’의 특성을 닮았다고 합니다.

불여악구(不與惡俱)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연꽃 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이 연 잎에 닿으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뿐 물방울이 지나간 자리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이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불여악구(不與惡俱)’의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올해 가뭄 속에서도 제 빛깔을 찾아 아름답게 피어나 준 화승원 연꽃 -

소중한 인연,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새 인연을 맺는

9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꽃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지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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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점 사이, 

선을 이어 면이 되었습니다.

면이 되었다고 다 면이 아닙니다.

채워야

면입니다.

그 사람만의 색을

그 공간만의 어울림을

그 시간만의 소중함을 모두 채워야

면입니다.

채웠다고 또 다 면은 아닙니다.

채워 놓기만 한 면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비워야 

면입니다.

채워진 면을 비워 원점으로 돌려

다시 점을 이어, 선을 그어,

면을 채웁니다.

쓸모 있는 채움과 비움의 반복 -

면은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64년의 화승에게 

몇 번의 반복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화승은 기억합니다.

늘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

새로운 면을 채우고, 비워

끊임없이 깨어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채워야 면이다
비워야 면이다



화승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승의 이름으로 남기겠습니다.

어제의 화승에서 오늘의 화승으로

내일의 화승을 잇는 窓 -

지금의 면에 안주하지 않고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면이 되도록

더 갈고 닦는 화승이 되겠습니다.

화승이 만든 오늘의 면이

화승의 놀라운 그런 면이 되도록

면면히 길을 걷겠습니다.

화승이 만든 면

화승의 이런 면

part 01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오늘 만나는 화승의 면
故현수명 선대회장을 시작으로 현승훈 회장으로 이어오기까지 시작점에서 연결선, 

그리고 화승의 면이 되기까지 변함없는 ‘인화’라는 신념을 이어온 64년의 시간의 

흔적을 함께 보자. 

1953
故 현수명 선대회장

1953년 동양고무공업을 창업하기 

이전부터 고무 배합을 통한 신발 

사업을 시작했던 화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현승훈 회장의 학창시절

그의 꿈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내일을, 어떤 화승을, 

어떤 오늘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던 

그때입니다.

1985 

 현승훈 회장

 신발OEM 사업의 전성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 시절, 

 화승의 기분 좋은 선을 그었습니다. 

1995 

 현승훈 회장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화승도, 자신도 커져가던 그때입니다.

 점과 점에 선을 이어 더욱 견고한 화승을 만들었습니다.

2015
현승훈 회장

고무배합으로 시작했던 화승은 매출 4조 5천억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외 40개의 계열사로 글로벌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점에서 선을 이어 면으로 완성한 오늘, 화승은 더 큰 미래로 향합니다.

18 19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 Photo 화승 선배들면으로 채워진 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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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고무 공채 1기라는 타이틀만으로도 포스가 남다른 그는 신입사원 교육 때 

故 현수명 선대회장님의 정이 넘치는 스킨십을 기억하는 분이기도 하다. 

동양고무에서 화승비나 대표이사로, 이어 화승R&A 대표이사로 오늘을 

오기까지 신발과 자동차부품을 트랜스폼 해 온 백대현 대표이사의 면면을 

함께했다. 동양고무공업의 공채 1기로 입사해 공업용품부(현재 화승R&A의 

전신)에 근무하기를 진심 바랐지만 신발기술부로 발령이 나 신발 인생을 

시작했다는 그. 결국은 돌아 돌아 지금의 화승R&A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직접 보여주는 그를 마주했다.

 화승R&A 백대현 대표이사

신발과  
자동차부품의 
트랜스포머를 

만나다

면면의 人터뷰 1 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 Photo 손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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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동양고무 기차표라는 이름만으로 벅찼다. 그 자부심

으로 그 시절의 열악함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다. 

1976년 동양고무산업으로 입사한 그에게 동양고무라

는 건 하나의 브랜드였다. 당시 신발기술부에 근무했

던 그는 슬리퍼의 고무 스펀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

다. 2년에 걸쳐 죽다 살아났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혼신을 다해 고무를 수지로 바꾸는 스펀지 개발

에 성공한 백 대표는 당시 공업진흥청의 KS마크 다음 

인증이었던 품질관리 1등급을 부산 최초로 받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신발 수출에 있어 화학검사소 선

적 통관에 품질관리 1등급 도장만 찍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바로 통과가 되었던 터라 화승 수출의 신호탄이 

되었던 대박 사건! 당시 연예인이 공장으로 와 축하공

연을 하고, 특진까지 했다고 하니 대박 사건임에 틀림

없는 듯하다. 열정으로 이뤄 낸 그의 1막, 그렇게 그는 

신발과의 첫 막을 열었다.

2막

맨 땅에 헤딩해야했던 베트남에서의 8년의 시간. 화승

비나의 처음을 열고,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그에

게 화승비나는 언제나 신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었

다고 한다. 건물 한 동이 1만 평이 넘고, 한 건물에 

4,000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식당

에서 30분 만에 5,000명이 한꺼번에 식사가 가능하

다는 점. 이런 놀라운 화승비나가 현재 더욱 놀라운 성

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하다고 

한다. 첫 삽을 뜨고 의논할 상대가 전무했던 아득했던 

그때. 매일 밤 10시까지 자발적으로 근무하며, 힘겨운 

시절을 함께했던 그들과 매주 토요일 캔맥주 파티를 

하며 노래 한 자락에 고단함을 내려놓았다고 한다. 신

발의 인체공학적 측면의 소재개발, 스마트팩토리가 

화승비나의 미래라는 그는 지금 멀고도 가까운 베트남에서 고생하는 화승

비나 임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 이계영 

대표를 비롯해 황국희 상무가 지금의 축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는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어 화승의 더 큰 자부심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

람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2막을 회상했다.

3막

많은 부서들, 산적한 미해결 업무들, 그가 처음 화승R&A에 오자마자 주말

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기본을 쌓아왔던 오늘이다. 오랜 기간 축적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무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기술이 마치 낙엽이 쌓

여 그 자양분으로 더욱 견고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축적된 화승R&A. 화

승R&A의 2020을 향한 청사진에는 이변 없이 글로벌이 메인이다. 그는 현

재 신발에서 자동차부품으로, 그 다음의 길은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

다. 더 큰 글로벌의 전략과 함께 과감한 공정 생략으로 효율을 높인 앤캡슐

레이션, 앞선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변압출, 호스의 플라스틱 수지화

로 경량 경쟁력을 확보한 3D블로우 몰딩까지 아이템 확대를 통해 미래를 

연다. 국내에 안주하면 답이 없다. 더 큰 해외로 가자! 중국과 미국에 전진기

지를 마련하고, 글로벌 거점으로 세계를 공략하고자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로드맵을 더욱 확대해 온 그. 선진 기업 사례 분

석을 통해 앞으로의 비즈니스 로드맵을 더 크게 그려갈 백 대표의 더 큰 행

보가 기대된다. 이제 자동차부품 그 다음의 4막을 열 차례다. 

국내에 안주하면 답이 없다. 더 큰 해외로 가자! 

중국과 미국에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글로벌 거점으로 세계를 공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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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징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를 만났다. 1985년 

화승사람이 되어 자동차부품인 호스의 국산화를 이루고, 고무회사인 

화승소재의 수장이 되어 고무로 화승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의 명징한 행보. 그의 

머릿속엔 화승소재의 비전이 고무를 넘어선 소재과학의 내일로 이미 촘촘히 

시스템화 되어 있다. 화승의 원천기술인 고무를 하드캐리한 허 대표의 섬세한 

호흡을 따라가 보자.

화승소재 허성룡 대표이사

고무의 달인을 
만나다

고무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소재라는 인식을 뒤집어 고무의 무한 변신을 이어와 

고무 소재로 화승의 미래를 여는 화승소재. 이런 화승소재를 허 대표는 은둔의 강

자라고 표현한다. 화승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화승소재가 될 수 있도록 축적된 기

술력과 R&D를 통해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

다. 이는 올해 11월 국내외 전 고객사를 대상으로 준비 중인 화승소재의 기술설명

회 ‘테크 데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승 속의 은둔의 실력자에서 외형보다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호평을 더해 만들어갈 화승소재의 무한한 미

래. 그래서 더 기대되는 작은 거인, 화승소재다.

면면의 人터뷰 2 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 손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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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동양화공으로 입사한 허성룡 대표는 일본 니찌린社에서 브레이크 호스, 에어컨 호스, 파워스티어링 

호스의 기술 도입에 첫발을 내딛는다. 당시 일본의 기술을 들여와도 국내에서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은 열악

한 환경. 파워스티어링 호스의 경우 일본 기술과 부경대와 협업한 자체 기술로 폭스바겐에 첫 납품을 한 그 

사례가 바로 화승의 자동차부품 글로벌 첫 납품의 역사로 기록된다고 한다. 일본 기술을 도입하고도 3년간 

국내 기술로의 전환이 힘들었던 에어컨 호스는 일본도 개선하지 못한 점을 1년여에 걸친 컴파운드

(Compound)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일본에서 오히려 기술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중국 태창에 

소재한 HSR(화승특종고무유한공사)에서는 현재 니찌린社로 재료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니 기술 종주국을 

뛰어넘는 화승의 위력을 새삼 느끼는 대목이다. 그런 니찌린社와 올해 기술 도입 30주년을 맞았다. 허 대표

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고무는 감성 제품이다. 진동과 소음을 완화하고, 물성의 요인에 다양한 쓰임을 만드는 

고무 달인으로의 그가 화승소재의 문을 열며, 화승소재의 하루를 연다.

8년간의 호스 설계 개발자로서, 그리고 15년간 고무개발자로서 CEO란 이름보단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화승소재를 이끌어오는 그는 매일 아침 6시 20분, 화승소재의 첫 문을 연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던 

그에게 물었다. 

“화승소재는 어떤 회사로 나아갑니까?” 

2020년을 향한 비전이 바로 눈앞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2020년 60% 이상의 성장을 통해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경남 양산 공장은 R&D 센터로서, 올해 9월에 완공되는 부산 명례 산단의 공장은 

TPV(Thermoplastic Rubber Vulcanized), 방산, 해양 등의 사업 거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립하

는 목표를 세웠다. 아이템으로는 CMB, TPV,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진화된 

고무 소재의 미래를 완성하는 비전을 수립했다. 

비전을 완성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글로벌. 현재 중국 태창 공장과 더불어 

2018년 무안에 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인도는 신규 사업으로 연료 탱크를 

필두로 라인 증설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기지로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

고 있는 화숭소재는 자동차, 신발 재료로 그 영역을 확대하며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커버하는 아시아 맹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할 예정

이다. 세계 굴지의 화학 회사와의 컬래버레이션, 세계 유수 자동차社와의 공동 개

발 진행 등 화승소재의 2020년은 쉼 없는 현재 진행형이다. 허 대표에게 화승소

재의 독보적인 기술에 대해 묻자 두 가지가 툭하고 튀어나온다. 고무베이스의 엘

라스틱 부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방산, 연료탱크, 해양부품을 만드는 미래 기술. 

그것이 화승소재의 오늘 같은 내일이다.  

새로운 피를 섞어 글로벌·다문화를 

인정하는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자는 

허 대표는 글로벌 톱 클래스(Top 

Class)로서 반드시 화승소재의 내일을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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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미래가 있는 회사는 명확한 전략이 있는 회사다. 또한 행동으로 

이어져 성과를 내는 회사다. 그런 회사가 바로 화승비나다. 이계영 

대표와 더불어 신발의 미래를 가장 명확하게 그려내고 액션 플랜을 

짜고 있는 글로벌 임원이 바라보는 화승비나를 담았다. 그들에게 

화승비나는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떤 회사로 더 커나갈 동력이 

있는지 네이티브 스피킹으로 만나보자.

Global 

Professional

에게 듣다

Footwear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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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Vina에서의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의 독점적 구매자인 아디다스 그룹은 2020년까지 적극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첫 

2년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목표에 따라 당사의 목표치인 아디다스 그룹 신발(adidas Group Footwear)의 

20%를 점유할 것입니다(현재 13%). 우리는 각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술적 계획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모든 공장에서 사용되는 FACT 재단, 아디다스 그룹 스코어 카드입니다. 우리는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속도, CORE와 Royal 및 Co-location 제품의 공동 개발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아디다스 그룹 업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 시스템 및 기계간에 디지털 정보가 공유되는 SMART 공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상부 및 하부 기술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BOOST, Direct Inject 및 Liquid Speed   공장은 이러한 발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디다스 그룹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공을 위한 보다 완벽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휴 헤밀  Hugh John Hamill  
(HS VINA Consultant 화승비나 전략담당임원)

Our future at HS Vina is very bright! Our exclusive buyer, the adidas Group, has 

aggressive growth plans out to 2020 and has been exceeding the targets in the 

first couple years. Internally we have aligned on our Objective, to earn a 20% share 

of the adidas Group Footwear volume(from present 13%). We have a 3 tier Strategy 

to achieve this Objective with tactical plans to support each Strategy.  

At the heart of our Strategy is the FACT foundation, the adidas Group scorecard 

used for all factories. We are working to achieve #1 status. We will continue to 

enhance our strengths-speed to market, Co-location product development with 

CORE and Royal and automation.  

However who makes us different from other adidas Group sources? We are different 

in 2 ways.  

First, We are moving towards a SMART factory where digital information is shared 

among people, systems and machines. 

Second, We are becoming vertically integrated in upper and bottom technologies. 

Our BOOST, Direct Inject and Liquid Speed factories are proof of this progress.  

Our industry continues to grow at a rapid pace - partnering with the adidas Group 

and with our clear Vision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 we are in a perfect position 

for success.  

휴 헤밀 Hugh John Hamill 웨인 러셀 Wayne M. Russell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Jap 

우리는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속도, CORE와 Royal 및 

Co-location 제품의 공동 개발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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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우스  Gregorius Jap  

(HWI V. President 화승인도네시아 부사장, 글로벌 ME 담당)

As a newcomer I have been surprised since day 1 with the company. There 

had been unbelievable growth in HSV the last couple years. Capacity and 

business expansion are happening concurrent with technology adoption. 

This requires a lot of effort and only great leadership and teamwork can 

make it happen. 

HSV is evolving to be a leading manufacturer. Through our vision, HSV is 

targeting 20% of adidas Group global volume by 2020. HSV is a pioneer and 

leader in speed and co-location with the adidas Group. HSV realizes the 

competition is getting tougher, being good is not good enough. Excellence 

and perfection is the key to survive. HSV is preparing itself to enter this 

new world of competition. Digitalization, Industry 4.0, Automation, 

Robotic, HMI, etc are hot topics in the industry these days. HSV starts it’s 

SMART Factory journey; automation, robotic system and SMART factory 

platform, etc. Definitely with this all transformation and enhancement, 

HSV will become a leading footwear manufacturer. As a VP of Global 

Manufacturing Excellence, most of these initiatives are my 

responsibilities. I’ll do my best and work with the team to make our dream 

come true. My hope, As one of the biggest Korean Footwear 

Manufacturers, HS Group has to achieve a top level position in very 

country where we are exist, Vietnam, China,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HS Group has to show the adidas Group that HS is not only 

big, but also the leading manufacturer in this industry in all areas.  We 

must be the most attractive factory to deal with in the industry.

HSV와 한 배를 탄 후 저는 모든 직원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직업윤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피드 이니셔티브와 유연성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미래 지향적 태도, 기술의 중요성 

및 스마트 부분에 투자하려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HSV와 전략적 브랜드 파트너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투자 및 이니셔티브에는 가능한 빨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핵심 인력이 참여할 것입니다. 별도의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통합된 2020 계획과 전사 차원의 사고방식이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 2020’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계획하고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의 당면 과제는 바로 고객의 요구 사항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해결책을 갖추는 것입니다. 생산을 위해 

창조적으로 프리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시에 모든 방법과 외향의 

‘디자인 해석’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선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의 속도, 유연성 및 집중을 위한 선행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구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매개 변수를 

창조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고 인재들을 키우며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리더의 방향성을 모든 작업자가 

따르게 됩니다.  

직접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들과의 

원활한 협조 때문에, 우리의 소비자들은 우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검토, 구현, 포용하고 매일 지원하는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화승비나와 함께 한 첫날부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SV는 

믿을 수 없는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용량 

및 비즈니스 확장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요하고, 훌륭한 리더십과 팀워크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성과입니다. HSV는 

선도적인 제조업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HSV는 

2020년까지 아디다스 그룹 글로벌 볼륨의 

2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HSV는 

명실공히 아디다스 그룹이 인정하는 

스피드와 고품질의 개척자이자 선두 

주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탁월함과 완벽함만이 이 

경쟁에서의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열쇠입니다.

HSV는 새로운 경쟁 세계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업계의 화두는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자동화, 로봇, HMI 

등입니다. HSV는 스마트 팩토리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동화, 로봇 

시스템 및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등 모든 

변화와 향상을 통해 HSV는 최고의 신발 

제조업체가 될 것입니다. Global 

Manufacturing Excellence의 

부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팀과 협력하여 

꿈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 희망은 한국 신발 제조업체 중 가장 큰 

HS 그룹이 앞으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지위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S 그룹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신발 업계의 선두 

제조업체라는 것을 아디다스 그룹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웨인 러셀  Wayne M. Russell 
(HS VINA Chief Technical Officer 

화승비나 리복기술개발담당임원)

Since joining HSV I ha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enthusiasm and work ethic of all its staff at all levels. I 

think we excel in many areas of our speed initiatives 

and flexibility. I am particularly impressed with the 

forward thinking attitude the company has toward its 

future, the importance that technology plays and the 

willingness to invest in those areas. This attitude is 

critical to the continued success of HSV and our 

strategic Brand Partners. 

These investments and initiatives will involve hardware, 

software and key personnel to help us get there as 

quickly as possible. These separate initiatives need to be 

part of a totally integrated 2020 plan and company wide 

mind set.

Our Vision 2020 is not just numbers. .It will be realised 

by planning and focussing on what the consumer 

demands. What the consumer demands our partners 

demand of us.

Our challenge is to have solutions in place before they 

become requirements.

Focus on the upfront to become the best at ‘Design 

interpretation’ in all its methods and guises, whilst 

simultaneously creatively pre-engineering for 

Production.

In the interim, in all areas reinforce and implement 

upfront processes for maximum Speed, Flexibility and 

focus. Right first time. Creatively follow partner 

parameters. Work smarter less reactive. Invest in 

people. Lead not follow. 

The consumer demand for immediacy will only increase. 

Success with our partners, therefore our consumers is 

totally reliant on how we examine, implement, embrace 

and daily assist our future Visi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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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폴리텍

Boost로 

화승의 미래를 

견인하다.

아디다스가 2013년 선보인 ‘부스트(Boost)’는 뛰어난 쿠셔닝과 에너지 리턴(Energy Return, 충격을 흡수해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부스트폼의 글로벌 생산 현장이 바로 화승폴리텍. 화승비나 인근에 자리 잡은 스마트팩토리 

화승폴리텍은 기존의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설비와 환경으로 세계의 이목을 한눈에 집중시키고 있다. 아디다스 그룹  Global Operation Board 

Member인 질 스테야드의 방문과 함께 진행된 전략적 기술파트너십 MOU로 신발, 그 다음의 미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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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비나는 아디다스 그룹  Global Operation Board Member인 질 스테야드(Gil 

Steyaert)가 지난 6월 28일 화승비나를 방문해 공식적인 MOU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략적 MOU 및 MCF(Machine Confirmation Form) 전달식을 통해 

화승비나의 화승폴리텍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스트(Boost) 제품을 주문 받아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MCF를 통해 2018년 가을 겨울 시즌부터 한 개 라인의 

추가 설치를 아디다스와 합의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6개의 라인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승비나는 아디다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동반 성장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화승과 아디다스의 이번 추가 협약 체결로 인한 Boost 제품의 생산은 화승비나의 

새로운 시너지 창출 모델로 향후 높은 시장 파급력과 재도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트폼 생산 공장인 화승폴리텍을 방문한 아디다스의 질 스테야드는 

친환경적인 시설 환경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부스트 생산을 통해 

양사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이상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승비나의 이계영 대표 역시 “이번 MOU체결을 통해 아디다스의 전략적 성장 

파트너로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품질과 스피드 경영을 통한 양질의 

제품으로 전 세계 신발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화승비나는 2002년에 베트남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신발제조공장으로서 작년 10월에 상장한 화승엔터프라이즈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화승비나는 아디다스 그룹의 성장을 견인한 스피드 프로그램 적용 

제품인 ‘네오라벨’의 성공을 통해 핵심역량을 인정받아 트레이닝화, 테니스화, 농구화 

등 고단가 신규 카테고리군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더욱 큰 미래를 열어갈 

전망이다.

2016년 12월 공장 착공으로 1개 라인 가동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7개월 만인 7월부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부스트 생산에 들어간 화승폴리텍. 화승에 불가능이란 없었다. 

신발에서 신발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신과 변화로 미래를 견인해온 화승비나. 화승비나의 

부스트 생산법인인 화승폴리텍은 기존 신발의 부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설비와 프로세스로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화승폴리텍을 책임지고 있는 황풍은 

이사는 친환경 공정을 바탕으로 대기 오염이 거의 없는 LNG 

가스를 이용한 보일러, 물의 재할용을 돕는 순환 시스템의 

안전하고 건강한 압도적인 시설에 자신감을 비춘다. 전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위해 각 공정마다 센스와 스캐너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승폴리텍. 

지금 화승비나의 신소재의 미래가 실크로드처럼 펼쳐져 있다. 



38 39

360도 
세상에서  
만나 본 화승  

자연에 동화되는 멋진 경험 

화승인더스트리 서울사무소와 아산공장에서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서울사무소 실내 정원에서는

하루 종일 식물이 내뿜는 시원한 공기로,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된다.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던 봄, 매미가 울어대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한 아산공장의 정원은 

인더스트리 사우들의 최고의 자연휴식처.

360도 카메라로 들여다 본 인더스트리 풍경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주변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한다.  

Photo Story Writer 김수진 + Photo 류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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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의 꿈 

네모난 사무실에서, 네모난 컴퓨터를 보며, 네모난 테이블에서 회의를 한다.  

네모난 명함, 네모난 서류.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화승T&C와 화승네트웍스 사우들에게 세상은 사실 동그랗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카메라 속에서 그들은 단면이 아니었다.  

서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둥그런 원 안에서 

그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겼다.  

가장 조화롭고 완벽한 도형으로 일컬어지는 원. 

원형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둥글게 말하고, 즐기고, 일하다보면 모난 문제가 다가와도 둥글게 바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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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뤄지는 하모니

화승R&A와 화승소재 공장은 늘 바쁘게 돌아간다.

하루 24시간, 밤낮 없는 치열한 삶이 존재하는 생산 현장. 

쉬지 않고 허리를 굽히길 반복하다가 문득 마주하는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호스와 웨더스트립 조립 현장은 온통 파랗다. 만들어진 제품이 파란 박스에 차곡차곡 쌓여 갈수록 흘린 

땀도 채워져 간다. 그렇게 국내외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호스와 웨더스트립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적재되기 전 CMB와 TPE 제품이 모인 창고는 단연 노란 안전선이 돋보인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게차와 사우의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선이기에, 둥글게 바라본 풍경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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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막바지를 달리는 8월 말, 2008년 설립된 후 꾸준히 장애아동들을 위한 

캠프를 열고 있는 세계예술치료협회의 여름캠프 ‘제17회 앗싸라비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겨울과 여름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예술치료협회 캠프(이하 와타캠프)는 꾸준히 화승에서 메인 후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특히 하계 와타캠프는 화승 신입사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더욱 특별하다. 올해는 부산, 양산, 아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총 

41명의 신입사원 봉사자가 참여했다. 

총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하계 와타캠프는 첫날 봉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 봉사자와 아이들이 짝지로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하계 캠프 특성 상 넓은 경기 양평 영어마을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봉사자들에게는 

실로 ‘빡센’ 사전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예술치료협회 김병태 실장은 

지난 10년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수없이 접한 

덕분에 그동안 쌓아왔던 에피소드와 노하우를 봉사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난 봉사활동도 처음인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 짝지는 누굴까?”

사전교육 첫날, 봉사자들은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협회 스태프들의 

교육에 귀 기울이고 벌렁대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With Project 

너 안에

봉사의 ‘ㅂ’자도 몰랐던 내가 너를 만난 1박 2일. 너와 함께한 매 순간이 

행복했어. 하민아.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던 선배들의 말, 그건 결국 

겪어봐야 알겠더라. 너무나 순수해서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보다 더 

순수해야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아이였어. 간식을 먹을 

때도, 종이접기를 할 때도, 무용 치료를 할 때도, 공연을 볼 때도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우리 두 손이 아직도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네. 헤어지던 그 

순간, 뜨거운 눈물들. 너 안에 나 있다, 하민아. 아주 많이 그리울 거야.



46 47

날이 밝았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기 시작한다. 전날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아이들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봉사자들도 있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하염없이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 알록달록한 와타 캠프 특유의 색감에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다칠까봐 함께 뛰어가는 봉사자), 순식간에 현장은 왁자지껄해진다. 부모님들은 불안하지만 

‘와타’니깐 믿고 맡긴다며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고 로봇 체험, 가면 체험관, 페이스 페인팅, 비즈 공예, 쉬링크 아트, 쥬얼리 우정 팔찌 

만들기, 월드 퍼즐 색칠 놀이, 종이 공작소, 무용·음악 치유 프로그램 등 각양각색 프로그램들이 봉사자와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판타지아’가 오픈 된 것.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DJ의 신나는 

비트 속에서 진행되는 와타 최고의 ‘난장’ 물총 놀이를 비롯해 클라운진의 벌룬쇼, 구름치기의 마임동화, 

박현우의 매직서커스, 최인규의 스마일요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칠 줄 모르고 쏟아져 나왔다. 

밤까지 이어진 메인 공연은 쌀쌀한 저녁 날씨 속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 되어 뜨겁게 웃고 즐겼다. 

캠프 마지막 날, 함께한 봉사자 형·누나와 곧 헤어짐을 눈치 챈 아이들 몇몇은 아침부터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1박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캠프 안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생애 최고의 즐거움을 함께 즐긴 

선생님과의 이별은 결국 닭똥 같은 눈물과 포옹으로 마무리되었다. 한 신입사원 봉사자가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말했다. 처음엔 너무나도 오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들이 정말 후회된다며, 고작 3일 

만에 본인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단다. 머리보단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며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중한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예술치료협회 ‘앗싸라비아 축제’는 참가자 모두가 

치유되는 뜻 깊은 순간이었다.    

나 있다

원석이 형아! 

벌써 보고 싶어. 형아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마음속의 말도 없는 줄 알았지? 

아니야. 밖으로 말을 못해도 난 늘 속으로 말을 해. 형과 함께한 이틀 동안 엄청나게 

와타캠프를 기다렸던 내가 정말 잘했구나 했지. 난 느껴. 형아. 형아가 덥고, 

피곤해도 나를 위해 물총 놀이도 하고, 와타 댄스도 추고, 열심히 뛰어줬다는 걸. 

그리고 또 알아. 내가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건강해져서 형아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형 잊지마, 하민이. 꼭 다시 만날거니깐. 만나면 

고맙다는 한마디 꼭 할 수 있게 해줘. 벌써 보고 싶어. 하민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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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프로젝트 
4기 발대식

함께 꿈틀 

2017 화승 
취미+봉사+자립 = 화승 꿈틀 프로젝트

지난 8월 24일, 화승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화승 꿈틀 

프로젝트> 4기 발대식이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입소문을 

타서일까, 올해 화승 꿈틀 프로젝트 4기에 신청한 직원 

봉사자가 수는 역대 가장 높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직원 봉사자는 8명으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8명과 1:1로 매칭 후 

‘함께 꿈틀‘ 팀으로서, 커피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할 예정이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와 첫 시작을 함께해온 오랜 전통(?)의 

꿈틀 바리스타 교육은 지난해부터 강사로 참여해온 김이슬 

바리스타와 함께한다. 커피의 진한 향에 반해, 99%에 

달하는 자격증 취득률에 반해, 꿈틀 바리스타 교육은 

명실공이 화승 꿈틀 프로젝트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올해는 직원 및 장애인의 니즈에 맞춰 

새롭게 플로리스트 교육이 추가가 됐다. ‘꽃파는 총각’, 

‘플라트’ 등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내 대표 화훼 중개 

회사로 알려진 (주)플라시스템과 협약해 프로젝트에 참가한 

장애인이 꿈틀 플로리스트 교육 과정을 이수 한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2017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기존에 다양했던 프로그램의 

가지 수를 줄임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고 덕분에 수혜 대상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과 자립에 한층 가까워졌다. 

이밖에도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스스로 꿈틀>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 영남지부, 부산광역시가정지원위탁센터와 

함께 성인을 앞둔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을 직접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Writer 심일욱 홍보팀 대리 + Photo 김승규



50 51Writer 김수진 + Photo 류병문 + Cooperate 케이스위스, 라이프 어.라이브면 만들기 프로젝트

“손으로 만드는 것 좋아하세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마크라메(Macramé) 공방 ‘라이프 어.라이브(LIFE A.LIVE)’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 강사가 <DBT> 촬영팀을 향해 제일 처음 던진 말이다. 2017 미스코리아 미스부산·

울산대회-미스 화승인 표고은 씨와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2팀 박한용 사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좋아하지만 잘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왔는데 엄

청 어려워보이던데. 오늘은 공방장님만 믿을게요.” 

마크라메는 ‘매듭, 묶는다(Migramah)’라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한 매듭으로 끈을 묶

는 기법을 의미한다. 1970년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며 다양한 집안 장식품에 이용되었

다. 우리나라 역시 1970~1980년대 대부분 집에서 마크라메로 만들어진 식탁보, 침대보, 커튼은 

물론 화분걸이, 전화기 받침대 등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삼십 여년이 지나고 2017년, 다시 

그 유행이 돌아왔다. 반복해서 끈을 묶고, 그 매듭코가 이어지면서 상상했던 선이 되고 무늬가 되

는 일련의 과정. 집중력도 생기고 조금씩 드러나는 모양과 구조를 통해 재미까지 얻는 ‘우아한’ 취

미로 거듭났다. 

“마크라메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만 하는데, 사실 몇 가지 기본 매듭만 익히면 쉬워

요. 실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점차 눈과 손이 익

숙해질 거예요.”  

이런 모양은 누가 제일 처음 

생각했을까? 그저 실을 

꼬았을뿐인데 참 예쁜 모양으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쓰임새를 갖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된다. 손과 

손끝에서 만들어져 모양새를 

갖춘 작품과 도구들, 창으로 

들어온 햇볕으로 가득한 

마크라메 공방을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2팀 박한용 사우와 

2017 미스코리아 

미스부산·울산대회-미스 

화승인 표고은 씨가 찾았다. 

손과 
마음으로   
매듭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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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안에 전시된 다양한 마크라메 소품들을 보며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던 박한용 

사우는 밋밋한 방을 멋지게 장식해줄 벽걸이를, 표고은 씨는 화분걸이를 선택했다. 

작업의 첫 단계는 내가 만들 작품에 사용될 실을 1.5배 길게 잘라내는 것. 혹시 잘못 

자를까 싶어 가위질도 서툴러진 두 초보 수강생에게 이선미 강사는 길이가 달라도 

매듭지으면 괜찮다고 자신감 있게 자르라고 격려해준다.   

2시간동안 매듭만 짓는 것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하던 것도 잠시, 어느새 공방 안은 

나직한 음악소리와 실이 손에 스치는 소리로 가득하다. 바구니에 뭉쳐있던 하얀 실

들이 래핑매듭, 스퀘어매듭, 하프스퀘어매듭 등을 거치면서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

를 갖춰나갔다. 기둥 줄과 엮는줄이 숫자 ‘4’를 그리며 묶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묶

인다. 곁눈질로 공방에 걸린 작품들을 보며 작업을 하던 박한용 사우가 침묵 끝에 입

을 열었다.   

“어떻게 묶어야 이런 모양이 나오나 싶었는데, 한두 가지 방법만 계속 반복하면 되니

까 할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만들어서 제 방 벽에 걸어놓으면 근

사할 것 같지 않나요? 하나하나 묶을 때마다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예쁜 모양이 

나타나는 재미에 시간가는 줄 모르겠어요.” 표고은 씨 역시 마크라메를 하고 있는 동안의 그 온전한 집

중이 주는 편안함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1/3즈음 진행했을까, 옆에서 매듭법을 가르쳐주던 이선미 강사가 지금부터는 배웠던 방법으로 자유롭

게 만들어보라고 한다. “마크라메에 정답은 없어요. 그저 손가는 대로 만들면 되죠. 두 분만의 마크라

메를 완성해보세요.” 

앓는 소리도 잠시, 누가 수강생이고 누가 공방장인지 모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두 초보 수강생은 마크라

메의 매력에 빠진 듯하다. 마무리 매듭을 자르는 가위질이 두 시간 전에 비해 거침없어졌다. 더 크고 복

잡한 것에 도전하고픈 아쉬운 바람을 남기며 두 개의 작품이 완성됐다.  

“마크라메 매력을 꼽자면 오래도록 쓸 수 있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튼튼한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죠. 손끝에서 조금씩 모양이 만들어지는 창작의 기쁨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이잖아요. 오래간만에 ‘손맛’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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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의 

양면을 연결하다

‘Do better’ 화승에는 두 개의 양면이 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천안 아산의 

중앙연구소 C&D센터가, 화승R&A, 화승소재는 경남 양산의 R&D 연구소가 각각의 

사업에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가까우면서도 먼, 아산과 양산. 

화승인더스트리 가공연구팀 장윤재 매니저와 화승소재 FL 재료연구팀 김도훈 

사원이 서로의 공간을 넘나들며 만난 이틀간을 펼쳐본다. 그 양면을 연결해 본다.

화학과 

자동차부품,

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심일욱 홍보팀 대리 + Photo 류병문화승을 연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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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편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 이번엔 양산 훈남 김도훈 사원의 아산 방문 차례

가 되었다. 여행가는 기분으로 출발했다며 즐거워하는 김도훈 사원은 장윤

재 매니저의 환영 속에 화승인더스트리 중앙연구소 C&D 센터에 도착했다. 

도착 후 깔끔하고 웅장한 연구소 분위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우

와’를 외치는 김도훈 사원에게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거라며 시

크한 척 안내하는 장윤재 매니저. 왠지 어깨가 으쓱하는 듯 보였다. 화승인

더스트리에서 생산된 필름에 스크래치 방지, 배리어 코팅 등 특수 기능성을 

부여하는 장윤재 매니저의 업무를 차분히 설명 듣던 김도훈 사원은 특히 테

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 연구원하면 테스트 아니겠는가. 주로 메

인 라인(Main Line)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김도훈 사원의 업무와는 달리 

장윤재 매니저는 연구소 자체 설비 또는 후가공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서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한다. 두 연구원은 한 목소리로 테스트는 곧 ‘부탁’이

라며 다른 부서 또는 업체의 협조 없이는 업무를 하기 힘든 자신들의 고충을 

함께 공유하고 쓰다듬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면을 띄는 이들의 만

남, 향후 이들의 공유와 고민을 통해 새로운 화승의 미래를 개발해낼 수 있

길 기대해본다. 
양산 편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푹푹 찌던 7월, 머나먼 아산에서 

장윤재 매니저가 양산에 소재한 화승 자동차부품과 고

무의 R&D 연구소를 찾았다. 김도훈 사원의 안내로 처

음 찾은 연구소는 역시 연구 시료가 다르다는 것을 확

연히 느낄 수 있는 블랙 톤이었다. 포장재 필름의 도포 

코팅을 통해 기능성 필름을 연구하는 장윤재 매니저와

는 다르게 자동차부품인 호스의 자동차별 특성과 내열

성, 스펙 등을 연구해 호스별 모델을 개발하는 김도훈 

사원의 업무. 조금은 생소한 고무라는 소재에 대한 이

해를 조금씩 하게 되면서 문득 생각한다. 같은 화승이

라는 이름 아래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공유로 연결의 힘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연구소에만 

그치지 않고 화승소재의 고무 생산 라인을 함께 돌아

본다. 포장재 필름 생산 현장만 돌아보던 장 매니저에게

는 생소한 현장. 하지만 화승의 원천기술인 고무를 가

장 가까이에서 보는 소감은 자못 남다르다. 2주 후 아

산 중앙연구소 C&D센터로 찾아가기로 기약하고, 아

쉬운 인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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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다시 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의 화승이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의 행동으로 여는 약속

면에 따라 그 면은 다르지만

화승의 면은 하나의 이름으로

그려갈 수 있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연결하고, 확장하고, 

다시 면으로 완성하는 시작이 다른 화승 -

화승사람이 남다른 이유입니다.

면이 만든 시작 점

면에 따라 다른 면

part 02



직장 언어 탐구 생활

회사語의 고수

회사語 첫 번째, 겸손語 :  

도와달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대한민국 기업의 공통된 화두가 무엇일까요?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의 소통 도구는 

무엇입니까. ‘회사語’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語’, 

프랑스에서는 ‘프랑스語’, 미국에선 ‘미국語’ 즉, 영어를 

사용합니다. 회사 역시 하나의 나라, 즉 ‘회사國’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國’에서 필요한 언어가 바로 

‘회사語’입니다. 상사, 동료, 후배, 고객 등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결은 바로 ‘회사語’의 

사용 여부에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벼는 고개를 미리 숙여서 빨리 익는다”는 말에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는 후자, 즉 “벼는 

고개를 미리 숙여서 빨리 익는다”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는 그 순간이 싫어서, 귀찮아서, 어색해서 

조직에서 늘 그저 그런 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직에서는 아낌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험해보셨으니 조언해주십시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語 두 번째, 세심語 :  

별 거 아닌 것? 별과 같은 일! 

공장 바닥에 나사 한 개가 떨어져 있다. 아무렇게나 

뒹구는 이 나사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인가? 참고로 

나사의 원가는 20원이다.

① 20원이다. 원가가 20원이기 때문이다.

②  20원 미만이다. 바닥에 떨어져버린 나사 한 개는 

20원의 가치도 없다.

③ 정답 없음.

정답은 ③입니다. ‘잘 나가는 리더(혹은 사장)’와 ‘별 볼 일 

없는 구성원’의 생각 차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리더를 연구한 전문가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이 ③인 이유를 찾아보세요. 

“공장 바닥에 나사 한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뒹구는 

나사 한 개를 보는 관점이 바로 사장과 직원의 

차이입니다. 사장은 ‘나사 한 개가 빠진 채로 제품이 회사 

밖으로 나갔으니 8,000원(제품 가격)이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직원은 ‘나사 한 개에 20원이니 20원이 

손해다’라고만 생각하죠. 20원짜리 나사 한 개를 사장은 

8,000원으로 보고 직원은 20원짜리로 보는 겁니다”

20원짜리 나사를 20원으로만 보는(별거 아닌 것) 사람은 

평생 평범한 -냉정하게 말하면 곧 낙오할 - 직원으로 

살게 된다는 결론,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나사 한 개를 8,000원, 100,000원, 

아니 100,000,000원으로 보고(별과 같은 일) 또 그것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사語 세 번째, 공감語 :   

아프냐? 나도 아프다!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회사가 아프다고 할 때 

당신도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프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아프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 불황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것은 물론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에 대한 견제가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원화 강세로 인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말들이 바로 회사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 역시 같이 아프고, 춥고, 

외로워야 합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회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요? 전 괜찮은데요? 저는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살래요”라고 말한다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회사의 부활 

노력에 저 역시 마음을 굳게 하고 제 맡은 자리에서 

성과로서 기여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결국에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말 하나하나에도 가치를 담아 

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인 ‘회사語’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스스로도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범준

저서 <회사어로 말하라>,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하루 30분의 힘> 등.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ditor 김지혜 + Writer 김범준Column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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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에게 새로운 나침반이 생겼다. 미션, 핵심가치는 있지만 어떠한 행동을 

함께 할 것이란 액션은 없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1983년 화승인의 

행동강령이 있었다. 당시 선배들은 매일 출근 시 이 행동강령을 외워 낭독한 

뒤에야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같은 전설이 존재할 만큼 중요했던 

행동강령이 2017년 8월, 새롭게 태어났다. 화승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의 

체계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가 담긴 화승다움, 

행동약속 7Actions. 지금부터 레디 액션!

화승다움으로 함께 할

행동약속 7Actions

화승다움은 화승만의, 

화승다운 기업가치관 체계로

변화에 도전하며 일궈온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방향입니다.

어두운 길, 길을 잃으면 고갤 들어 하늘의 북두칠성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에겐 그 나침반과도 같은 방향이 바로 화승다움입니다. 

인화라는 경영이념으로 가치혁신, 서비스제공, 다시 찾는 화승,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미션으로 소통, 열정, 사회공헌, 

고객우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화승사람들.

그 화승사람들의 7가지 행동약속까지 - 

일과 삶에 있어 화승사람들의 방향은 화승다움으로 통합니다.

화승다움 체계도

경영이념
인화(人和)
인심이 화동하여 합함은 
인간 삶의 근본이다.

미션
• 지속적인 가치혁신
•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모든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는 화승
•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화승

핵심가치

소통•열정
사회공헌•고객우선

행동약속

7Actions

7 Actions

화승을 바꿀 
7가지 레디 액션!

행동약속 7Actions 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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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열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약속 

7Actions

화승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약속 7Actions가

화승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장장 2년에 걸쳐 모든 화승사람들의 참여로 

정립된 우리의 행동약속, 약속은 지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밝게 받아준다

1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를 한다

2

나는 지금 
‘화승다움’을 행동

으로 실천한다

7

명확히 지시하고 
신속히 실행한다

5

업무협조에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4

칭찬하고 
격려한다

3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을 응원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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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재테크의 
고수 

매달 월급을 받지만 생활비며 적금, 

보험료 등이 나가고 나면 월급은 

잠시 통장에 스치울 뿐. 

그렇다고 초저금리시대를 

살아가는 월급쟁이가 재테크로 

잭팟을 터뜨리는 건 꿈같은 일이다. 

내가 찍었다하면 수익률이 팍팍 

오르는 금손이라거나, 지갑에서 

돈끼리 짝짓기해서 번식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차곡차곡 

놓여있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승의 젊은 피, 1~2년 차 

사원들이 재테크의 고수에게 

‘재테크의 시작’에 대해 물었다. 

재테크의 고수 Writer 김혜진 + Photo 류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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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시작은 선택과 집중 

월급쟁이들의 재테크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람 

수만큼 존재하는 욕망들 중 내가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위해 나머지 부분을 

절약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매년 여행 경비로 따로 적금을 들 정도에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배분하는 건데도 가끔 이래도 되나 싶어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라는 허나영 매니저에게 이명로 

작가가 말한다. “내년의 여행을 위해 매일 5천 원 가량의 커피를 마시는 대신 매달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아껴서 

여행 경비 적금을 만들어 저축하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 나머지 부분을 절약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절약을 위해 모든 욕구의 싹을 자를 필요는 없다. 화려한 욕구를 위한 절약도 절약이다. 

절약과 재테크는 뗄 수 없는 동반자이고 그 과정에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은 돈의 위력을 믿어라 

“얼마씩 몇 년을 모아야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혼자금도 모아야하는데, 유럽여행도 가고 싶어요.”, 

“퇴직 이후의 삶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재테크 새내기들의 ‘목돈 모으기’에 관한 궁금증에, 이 작가는 ‘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은 여윳돈이 없다는 핑계 대신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 우선은 모아보라고 당부한다. 모아본 경험, 작은 성취, 

성공의 감각이 큰 성취를 만든다. “1·3·5·10년짜리 적금을 들어 작은 성취와 새 도전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의 첫 단추는 우선 모으는 것이며, 재태크는 논리나 산수가 아닌 습관임을 기억하세요.”

병렬식 저축으로 여러 재무 목표를 동시에 공략하라 

스물아홉 고용훈 사우는 걱정이 많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전세자금, 내 집 마련, 아이를 낳으면 등록금, 노후준비까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다.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죠.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다음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을 모으고, 그다음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모으고. 하지만 

만약에 수능시험에서 국·영·수 세 과목을 보는데 1학년 때 국어를 

마스터하고, 2학년 때는 영어, 3학년에 수학을 공부하여 1년에 한 과목씩 

마스터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매주 세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재무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표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준비하고 조금씩 이뤄나가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야 

하나의 목표를 실패해도 다른 목표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재무목표를 순차적으로 달성하려 한다면 전 단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재테크에 투자할 시간이 적을수록 리스크도 적게 하라

재테크에 관한 방법론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절대불변의 재테크의 법칙이 

있다. 재테크는 곧 시간이라는 것. 재테크의 승패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알아서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를 두지 않는 한,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원이 고수익 고리스크의 재테크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대신 허나영 매니저와 고용훈 사우에게 애사심이 

높아지는 재테크 팁 하나를 전수해주었다. “화승의 주식을 조금씩이라도 

구매하고, 수익률 5%가 되면 자동 매매되도록 설정해놓으세요. 애사심이 

절로 높아지겠죠?” 

우리 인생은 길고,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큰 성취와 행복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를 공부하고, 다양한 방면의 

독서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망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신을 위한 재테크다. 

주택청약 

적금                            

보험료

비상용적금 

개인 생활비  50%

재테크 관심사 : 여행, 결혼자금

의뢰인 1

근속 2년차 허나영 매니저 

화승인더스트리 영업관리팀
의뢰인 2

근속 1년차 고용훈 사우 

화승네트웍스 일반무역팀

월급 지출 현황

50% 

정기예금  40%
비정기예금  10% 
부모님용돈  25%
개인 생활비  25%
재테크 관심사 : 전세자금

월급 지출 현황

 고수: 이명로 

• <월급쟁이 부자들>, <똑똑한 돈>, 

<경제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등의 저자 

• 푸르덴셜 생명 이그제큐티브 

라이프플래너  

•  ‘상승미소의 똑똑한 재테크’ 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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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다. 44년을 만화가로 살았고, 전 세대가 

열광했으며, 기복 없이 최고였다. 그런 그가 요즘 심취해있는 것은 화실 문하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이다. ‘식객’ 허영만이 직접 제철 재료로 만들어주는 점심식사 포함. 참 

욕심나는 복리후생이 아닐 수 없다. 

 만화가 허영만 

단단하되
고집스럽지 않은 

“선생님의 여러 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면은 어디인가요?”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도 한 번 파고들

면 끝까지 가는 탐구욕이라던가 40여 년을 한결같이 일정한 계획표대로 일해온 성실함 같은 종

류의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당연히 눈웃음이죠.” 눈

웃음이라니, 반세기에 걸쳐 매서운 시선과 치밀한 취재로 만들어 낸 선 굵은 이야기들을 쏟아낸 

‘대가’ 허영만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마음에 드는 면이 눈웃음일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 

무려 44년이다. 1974년 데뷔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작품을 연재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의 작

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날아라 슈퍼보드>의 저팔계, 사오정 같은 캐릭터들은 아예 고

유명사화되었고, <각시탈>과 <타짜>, <식객> 등은 계속해서 영화·드라마로 리메이크되며 세대

를 아우르는 작품이 되었다. 요즘 블로그에 연재 중인 <나의 밥투정>이라는 만화일기를 보던 중, 

한 독자가 남긴 댓글이 마음에 와닿았다. 

“선생님의 작품은 제 인생의 갈피마다 배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곳곳에 작품으로 

흔적을 남기는 만화가. 독자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면면의 人터뷰 3 Writer 김혜진 + Photo 이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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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만 ‘화백’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그 명칭이 싫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왜 화백이라고 하죠? 아직도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만화가가 화백보다 낮다고 생각

하는 건가요? 나는 만화가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만화가 허영만에 대해서 이제껏 쌓아온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겐 매우 실례되

는 일이다. 반세기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고, 그때마다 치열하게 공부했

다. 이제 연재만화는 그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

음엔 어떤 얘기를 그려볼까, 하고 고민하기 일쑤다. 결국 올해 또 새로운 연재를 시작

했다. 

“제가 직접 자본금 3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을 2주간의 시차를 두고 만화로 옮

깁니다. 개인 투자자 3명과 투자회사 2곳의 조언을 토대로 실제로 주식시장에 뛰어드

는 거죠.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이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만화가 허영만은 만화가가 소재를 준비하는 것을 ‘전쟁터의 총알’에 빗대어 말한다. 웹

툰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가 지망생들이 많아졌는데, 한두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데뷔

하는 것보다 총알을 두둑하게 장전하고 시작하라는 것이 만화가 허영만의 조언이다. 

물론 데뷔하고도 충전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게 되면 충전할 

일보다 방전될 일이 많다는 것. 소재가 

스쳐 지나갈 때 놓치지 않는 ‘정신무장’

도 필요하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그

의 충전은 대체로 여행이다. 

“요즘 저에게 최고의 여행은 침낭 들고 

떠나는 몽산포 해수욕장입니다. 16km

의 해변을 달밤에 걷다 보면 행복하다

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독자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달밤의 몽산포’를.”   

만화가 허영만은 단단하다. 허나 그게 

다가 아니다. <허영만의 만화일기>를 

보다 보면 그의 ‘나이 듦’에 대한 고찰과 

언제 펜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 드러난다. 그가 내린 결론은 만화일

기 중 한 구절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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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그러나 무서운 잠

여름이니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호랑이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이야기에요. 옛날 옛

적, 샌디에이고의 한 고등학생이 잠을 자지 않는 기록을 세워보겠노라 선언했다고 해요. 스탠퍼

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 실험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기록했죠. 실험자는 잠을 자지 못하자 먼저 암

산능력을 잃어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도 할 수 없었고, 이후 피해망상이 심해져 주변에서 돕는 사

람들에게 왜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괴롭히느냐며 애원했다죠. 결국 그는 264시간만에 잠들었는

데, 무려 15시간이나 계속 잤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무섭냐고요? 그럼 좀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

어요. 1980년대 시카고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수면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암산능력 같은 

걸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관찰을 했더니 잠을 자지 못한 쥐의 몸에는 반점과 궤양이 생기기 시작

했고 몸이 곪아들어 갔다고 하네요. 털은 숭숭 빠지고 먹는 양과 상관없이 몸무게가 줄었대요. 결

국 쥐들은 2주일 뒤에 모두 죽고 말았는데, 부검해본 결과 몸의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고 합니다.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단지 못 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죠. 자, 어서 말씀해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잔 지 얼마나 됐나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요즘 잠을 얼마나 잤나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

닐 거예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을 테니까요.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병인 

불면증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어디든 몇 시든 환한 ‘빛공

해’에다, 열대야, 습기, 모기도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이죠. 여름이 되면 수면시간은 극도로 짧아

집니다.  

수면부족시간이 누적되면 ‘잠의 빚(Sleep Debt)’ 수치가 올라가요. 사람은 보통 깨어있는 시간 2

시간당 1시간의 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보다 적게 자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빚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그 빚은 절대 탕감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자서 갚아야 하는 빚이죠. 

여전히 비밀에 싸인 잠 

잠이란 건 정말 기묘한 활동이에요. 우리 삶의 1/3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잠이 우리의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요. 과학의 눈부신 발전도 잠의 비밀을 밝혀내지는 

못했죠. 잠을 잔다는 걸 떠올리면 무척 포근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만, 사실 사람도 ‘안전하

게’ 잠을 잔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잡아먹으려 하거나 잡아먹히

지 않으려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죠. 잠이 들면 주변을 경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몸을 내버려둬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를 하루 여덟 시간이나 유지해

야 하다니, 자연은 왜 ‘잠’이라는 것을 생명체에게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잠을 자야하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분명합니

다. 잠을 자지 않으면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

렸듯이 총기가 떨어지는 것 뿐 아니라 뇌의 충동조절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우울증이 생기거

평화로운 
전쟁터

Story Zip Editor 조병례 + Writer 박사 

잠,

무려 하루의 1/3이나 차지하지만 무시되곤 하는 잠. 

잠은 쓸모없는 짓으로 치부되곤 하죠. 그런데 정말 

쓸모없는 일일까요? 수면부족의 역습으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잠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활기 있는 삶과 생생한 컨디션은 

충분한 잠에서 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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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살충동이 생기기도 하죠. 집중력, 기억력도 무척 떨어지는데다 치매도 쉽게 와요. 수면장애가 오

래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등, 실제 병이 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아예 

잠을 못 자면 체중이 쑥쑥 줄어들겠지만 불규칙한 수면장애를 오래 겪으면 혈당조절이 어려워져서 더 

살이 찐다고 해요. 노화도 촉진되고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작용의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을 잘 자면 되죠. 물론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 수면제

와 같은 약물은 효과는 확실하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보통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권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해가 있는 낮에 운동하는 것,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는 것, 자기 직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책읽기, 음악듣기… 무엇보다 확실

한 것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일어나고, 수면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면 처음에는 괴로울지 몰라도 결국 제대로 된 수면 

사이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잠드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요. ASMR이라고 들어봤나요? ‘자율감각쾌락반응’의 약자인데요,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

하는 영상과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와 영상을 보다보면 기분 좋게 나른해지면서 잠이 와요. 노르웨이

의 슬로우TV는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풍경을 편집 없이 7시간이나 보여주었는데요, 단조롭고 변화 

없는 이 풍경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잠을 부르는 ASMR은 다양합니다. 모닥불 타는 것을 계속 보여주거나, 뜨개질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죠. 심박수를 측정해서 적당한 음악을 들려주는 앱도 있고

요.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들어가면 심심하면서도 평화로운 ASMR 

영상이 무려 21만개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ASMR이 수면장애의 획기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오히려 핸드폰 화면을 보는 것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잠을 잘 잤다는 증언도 쇄

도하는 만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체질마다 습관마다 맞는 방법이 

다 다르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죠. 방법의 서핑을 타다

가 날이 새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QR코드를 따라가면 ASMR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ASMR VIDEO

헤리포터 도서관

액체괴물

비누

박사 북칼럼니스트,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나의 빈칸책> 등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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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좌우하는 대화기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세계적 대기업 IBM이 지난 5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24년간 시행해오던 ‘재택근무 제도(Remote 

Work)’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로 얼굴 보고 일하자는 취지라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9,800평 부지에 방이 ‘하나’다. 세계 최대의 개방형 사무공간으로서 근무시간 동안 수많은 ‘면접’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면접,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동안 서로에게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서원 간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을 얻게 된 적이 있을 것이다. 면접은 바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글자를 통해서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열정과 감정을 발견하기 힘들다. 면접은 순수하게 아날로그적이기에 

디지털이 전해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사옥을 얻고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면서 회의하는 것. 면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면접은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인 셈이다.

면접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전달하기에 의사소통에서 가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언어적 요소는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하는 글자와 문구의 

메시지인 반면, 비언어적 요소는 표정과 몸짓까지 합쳐진 의사전달이다. 면접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의사전달 구성요소에서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차지한다. 나머지 93%는 표정, 

목소리 그리고 태도가 차지한다. 면접은 말로는 알 수 없던 나머지 93%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다린다. 입학 면접, 취업 면접, 회의, 

계약.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관문 중의 하나가 바로 면접(面接)이다. 면접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관계 속에서 기술을 익혀보자. 

지금은 면접 시대

의사전달의 집합체

           매러비안의 법칙

목소리 표정 태도 회의내용

38% 35%  20%  7%  

회사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부서의 이견을 조율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회의가 필수적이다. 간혹 

부서장이 회의를 개최해서 부서원들을 꾸짖고 비난하면서 괴롭히는 자리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회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도 종종 있다. 

회의는 단순히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괴롭히고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Writer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 Illustrator 김민지Real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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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자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 말을 끊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한 내용 중에서 A 부분과 B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접근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상대방 역시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것이다. 

3. 인식의 차이를 감안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그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서장인 나는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이것만 해서 나한테 보고해주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담당 부서원은 그러한 상황을 모르기에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어지는 대화는 뻔해진다. “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실무자는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고했는데, 부서장이 

바쁜 업무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 이때 부서장이 “그것 어떻게 

처리했나?”라고 물었을 때 실무자가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잖아요”라고 한다면 또 

이어지는 대화는 뻔해진다. “자네는 이제부터 보고서 출력해서 나한테 직접 와서 

보고해” 

인식의 차이를 감안하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부서장은 “이러저러한 배경이 있으니 

자네는 이 부분을 담당해주게”, 실무자는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해 이런 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없게 된다. 

내가 아는 만큼 상대방이 알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다른 말로 ‘배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업무 자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2. 중간요약을 자주 하자

대화가 길어지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다. 그럴 땐 메모를 해가면서 중간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안건마다 결론을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간요약 또는 소결론을 자주 

정리함으로써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메일·메신저·SNS 등 디지털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면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휴대폰 화면 속의 글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니라 해도 상대방의 목소리와 말투가 그대로 글자에 

묻어나온다. 음성지원기능이 저절로 되는 셈이다. 항상 같이 모여서 업무를 진행하는 같은 

부서 내의 부서원들끼리는 글자마저도 면접이 된다. 그렇기에 서로 얼굴을 알고 대화를 많이 

한 사이일수록 예의 있고 정중하게 메시지를 나누어야 한다.

디지털 대화도 면접이다

면접을 잘 하는 세 가지 Tip
부서장은 부서원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고, 부서원들은 부서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부서장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단순하게 몇 장의 서류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떤 업무들은 서류가 아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생산현장에서의 업무 역시 면접이 중요하다. 각 생산 단위부서의 조장·반장이 

품질 관련 주의사항과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서류상으로 전달하는 것보단,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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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은 바닥, 천장과 더불어 공간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포인트 하나로 

새로운 공간이 된 그 매력에 빠져보자. 

새로운 면, 
그 너머를 보다

Photo Space

테이크아웃 맥주의 시대 

캔 메이커 Can Maker

이제는 맥주도 포장해 집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빼

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캔. 매장에 들어서니 분위

기에 압도되어 한 번, 다양한 맥주 가짓수에 두 번 놀라고 만다. ‘캔 메이

커’에서는 40여 가지의 각양각색의 국산 수제맥주를 테이크아웃하면 매

장에서 먹는 것보다 2000원 저렴하다. 각 지역에서 만드는 국내 수제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으며, 주문 즉시 맥주를 따라 캔에 담아준

다. 캔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에는 맥주 이름이나 알코올 도수 같은 정보

를 표기하는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자체 제작하는 캔은 종류별로, 

시즌별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다양한 일러스트 라벨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라벨 디자인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벽을 장식하는 캔 무늬도 

바뀌니 입 뿐 아니라 눈으로 마시기 더없이 즐거운 곳이다. 

Writer 김수진, 김지혜 + Photo 류병문,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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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 수 없는 곳

HOTEL 수선화

이름은 호텔이지만 숙박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머

물 수 있다. 서울 빈티지 감성이 그대로 흘러가는 

을지로의 한 골목. 눈에 잘 띄지 않는 간판이 그

려진 허름한 건물 4층에 색다른 공간이 펼쳐진

다. 문을 열면 호텔 리셉션을 연상시키는 나무 카

운터가 손님을 반긴다. 차와 맥주, 와인 등을 파

는 카페이기 이전에 작업실인 이곳은 세 명의 디

자이너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kyynthegarten by 이경연(가방), π(파이) by 

원혜림(주얼리), BEATNIKA by 이나나(의상) 

등 세 브랜드의 작업실은 물론 낮에는 카페, 밤에

는 펍으로 변신하는 곳이다. 

자개가 박힌 상으로 막은 3칸의 작업실은 누구

나 볼 수 있게 훤히 뚫려 있다. 작업실 벽면의 동

양화, 옛 창틀, 어두운 벽면을 비추는 미러볼 등 

직접 제작하거나 재활용한 여러 인테리어 소품

은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호텔 수선화’ 공간

에 독특함을 더한다.  

영도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

깡깡이예술마을

‘제2의 감천마을을 꿈꾸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깡깡이예술마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최

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세워진 이곳에서는 선박 수리 전 배에 붙은 따개비나 녹슨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망치질

을 했다고 한다.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아 ‘깡깡이마을’로 불렸다고. 감천문화마을이 산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

면 이곳은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다. 영도 대평동에서 남포동 자갈치를 오가던 도선장(복원 작업 중), 미로처럼 얽

힌 골목 한복판에 신기루처럼 자리한 정원 그리고 마을을 거닐며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던 벽화. 이외에도 찬찬히 

걷다보면 요소요소 볼거리가 다양하다. 특히 노후한 건물 벽면에 색과 패턴을 입힌 벽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칙칙하고 어둡던 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

정되어,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꾸리기를 2년 여. 드디어 올 연말 완벽하게 선보일 

문화예술 마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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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솔탭하우스

뉴욕피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뉴욕에서 큰 호불호 없이 모두가 

엄지척하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피자다. 뉴욕식 피자는 간편하고 

깔끔함에 초점을 둔다. 시간에 쫒기는 이들을 위해 빠른 시간에 구워낼 수 

있도록 숙성 도우(Dough, 밀가루 반죽)를 얇게 펴고 길거리에서도 손에 

기름과 소스를 묻히지 않도록 간단하게 토핑을 해서 먹는 것이 특징. 

부산 광안리 솔탭하우스는 정통 뉴욕식 피자를 잘 재현해낸 곳이다. 

피자 도우는 숙성이 잘되어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부드럽다. 

소스와 치즈토핑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깔끔한 맛에 계속 

입맛이 당기는 묘한 풍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수제 

맥주들의 맛이 기가 막히며 부산 해운대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놀라운 풍경이 깔끔한 뉴욕식 피자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고향의 맛(?)을 잘 

표현한 가게라 그럴까, 솔탭하우스를 찾은 

외국인 손님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53 

 051-757-4278 

세상에는 정말 온갖 피자가 존재한다. 동그랗고 널찍하게 펴진 

밀가루 반죽 위에 지역별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갖가지 

소스와 재료를 올려 이를 화덕이나 오븐에 구워 내면 그 지역 

특유의 피자로 퓨전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인의 입맛을 다양한 형태로 사로잡은 피자의 힘. 우리는 

동그란 밀가루 반죽 면 위에 펼쳐진 피자 로드(Pizza Road)를 

떠나보았다.

면 위에 펼쳐진 
작은 세계,
‘피자로드’를 
탐험하다

서울 이재원 목동피자

젓가락으로 먹는 대한민국식 피자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국적인 분위기의 이태원 

경리단길. 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면이 태극 문양으로 장식된 

‘이재원 목동피자’가 있다. 피자의 종류는 네 가지. 메뉴 이름부터 평범치 

않다. 목동피자(불고기), 무궁화피자(김치, 베이컨), 태백산피자(청량고추, 

스파이시치킨), 아리랑피자(고구마)를 조각피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한 

조각씩 주문하면 한 판에 네 종류의 피자를 모두 맛볼 수도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식 피자’라는 정체성에 충실하고자 했음이 

느껴진다. 고급 한식당에서 볼 법한 무형문화재 10호 놋쇠방짜유기에 

피자를 담아내고, 직원들은 개량한복 유니폼을 입고, 포크와 나이프 대신 

놋쇠 젓가락이 세팅된다. 젓가락으로 먹기 좋게 사각형으로 잘라져 나온 

나온 토핑과 치즈가 넉넉하게 들어간 피자 맛 또한 촬영팀의 취향저격. 

특히 청양고추와 매콤한 치킨 위에 치즈가 듬뿍 들어간 태백산피자에는 

자꾸만 손이 간다. 대동강 페일에일까지 곁들이면 시카고피자나 뉴욕피자 

못지않은 ‘목동 피자’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21

 02-749-2815

맛을 탐하다 Writer 심일욱 홍보팀 대리, 김혜진 + Photo 류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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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서동 로씨

나폴리 피자

피자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간다. 곡식을 빻아 넓게 펴 구운 플랫 

브레드(Flat bread)로 시작한 피자는 오늘날 피자 하면 떠오르는 토마토 토핑을 

최초로 고안해낸 나폴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도우 위에 다양한 식재료로 

갖가지 맛을 낼 수 있었던 탓에 피자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다보니 최근 이탈리아 농무부는 정통 나폴리 피자를 보호하고 다른 

패스트푸드 피자와의 차별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밀가루, 물, 소금으로만 

반죽을 하고 장작 화덕에 구워야하며 들어가는 소스 및 재료에도 철저히 제한을 

두었다. 생각보다 간단해보이지만 보통 정성으로는 만들기 힘든 정통 나폴리식 

피자를 우리는 천안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맛볼 수 있었다. 로씨(ROSSI)의 

오너쉐프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전수받고 고향인 안서동에 가게를 차렸다고 

한다. 소박한 가게라고 소개하지만 맛은 절대 소박하지 않다. 대표 메뉴인 

로씨피자는 깔끔하고 고소한 도우 위에 방울토마토, 루콜라, 프로슈토, 그라나 

치즈로만 구성되어있는 극악의 심플함이지만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완벽함을 느낄 수 있다. 왜 피자하면 이탈리아인지 의심을 품는 

이라면 꼭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암1길 69-3 에이스빌

 041-567-3927
부산 서면 컨트리맨즈

시카고 피자

기존의 피자 레시피와는 다르다. 피자라기보다는 파이에 

가까운 두툼한 도우 위에 흘러내릴 만큼의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리고 그 위에 토마토소스를 올린 이색 피자, 바로 

시카고 피자다. 속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 깊은 팬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카고 피자는 시카고 딥 디시(Deep 

Dish) 피자라고도 불린다. 피자 두께가 상당하다 보니 지름 

6인치(또는 8인치)의 작은 사이즈 임에도 몇 조각 먹고 나면 

꽤 배가 부르다. 개인적으로 두꺼운 피자를 선호하지 않아 

걱정했지만 컨트리맨즈는 다른 가게와 달리 빵의 두께가 

얇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고소한 치즈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워낙 치즈양이 많다보니 그 속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약간 느끼한 듯 하지만 입에 넣고 나면 이내 

토마토소스의 새콤함이 입안에 퍼지고 씹을수록 쫀득해지는 

치즈 특유의 고소함이 계속 남는다. 질릴듯한 치즈의 향연에 

빠지고 싶다면 시카고 피자가 답인 듯하다. 컨트리맨즈는 

전문 피제리아라기보단 아메리칸 스타일의 레스토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덕분에 다양한 입맛을 요구하는 젊은 

손님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66 3층

 070-73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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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리움

故 현수명 회장님
40주기 추도식

나의 귀를 의심했다. 故 현수명 선대회장님의 40주기 추도식을 맞아 현승훈 

회장님의 인사 시작 무렵 갑자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부모님을 

영면한 순간의 울음이자, 40년 변함없는 그대로의 그리움이었다. 그는 소년처럼 

울었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평생 가슴에 묻은 그의 진심이 흘러내렸다.  

그 흐느낌은 참석한 모든 임원들의 가슴을 적셨다. 그렇게 40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리움의 시간이 뜨거운 햇살처럼 아찔했다.

영면의 현장 Writer 김병호 홍보팀 차장 + Photo 손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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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기 헌사   

낭독  화승R&A 백대현 대표이사

선대회장님께서 떠나신지 어느덧 

사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화승의 모체인 동양고무공업을 창업해,

대한민국 신발 산업에 한 획을 긋고,

고난기에 경제를 부흥한 故 윤당 현수명 회장님!

회장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셨기에,

그 빈 자리가 너무도 커,

마흔 번의 해를 넘긴 지금도, 

우리는 故 윤당 현수명 회장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화승은 사람이 제일이라는 회장님의 인화의 신념을 이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4만 여명의 임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며

아홉 개 나라에 진출해 총 41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글로벌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터키, 독일 등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세계 명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의 화승!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아디다스, 리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화승의 신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화승!

자동차부품과 신발ODM의 두 사업을 축으로

소재와 무역, 화학의 5가지 사업 분야로

연 매출 4조 5천억원의 쾌거를 이뤄온 화승의 오늘엔

현승훈 회장님을 필두로 현지호 부회장, 현석호 부회장의

사람 경영, 기술 경영, 글로벌 경영이 늘 함께 해왔습니다.

故 윤당 현수명 회장님의 정신을 이어, 그 마음을 담아

화승은 앞으로도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더욱 잘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신발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임직원을 가족같이 대하시며,

늘 귀감이 되어주셨던 故 윤당 현수명 회장님!

당신이 일구어 놓은 화승의 터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룹 화승의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가겠습니다.

세계 속에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화승으로 키워가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도 늘 변함없는 따뜻함으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길 빕니다.

故 윤당 현수명 회장님의 영전 앞에,

화승의 모든 임직원의 뜻을 모아

마음 속 깊은 곳, 추모의 정을 담아,

진심을 다해 명복을 비옵니다.

화현동산 산책을 시작으로 고인 약력소개, 헌사에 이어 

헌화와 분향으로 이어진 추도식은 현승훈 회장의 

진심을 담은 인사로 끝을 맺었다. 

당신이 일구어 놓은 화승의 터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룹 화승의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가겠습니다.

세계 속에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화승으로 키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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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  현승훈 회장

오늘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네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마저 떠나셨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았지만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이렇게 화승이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운 이곳에

내 부모님을 모시고 ‘화현동산’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등불이셨던 아버지 

故 현수명 선대 회장님과 

사랑하는 어머니 故 남금봉 여사님을 그리는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은 작은 동산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화초와 수목을 심겠다는 의지로 

스무해 남짓 공을 들여 조성한 延州 玄氏 가문의 

선영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후대로이어지기를 

기원하는 효심의 텃밭이기도 합니다.

화현동산에는 더불어 미륵부처님과 

이 시대의 聖者 성철 큰스님의 좌상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큰스님과의 인연과 가르침,

대대로 불교를 믿으면 자손이 융성하고, 

번영을 누린다는 큰스님의 수기를 받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정으로 화승을 열고,

가족과 이웃, 직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절약을 실천하며,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의 미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화승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대 회장님의 정신을, 바람을, 

뜻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작고하신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대현 사장이 앞서 말했듯이

현지호, 현석호 부회장과 함께

선대 회장님의 창업 정신을 함께 이어

더욱 자랑스런 화승과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함께 한

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함께 화현동산을 거닐며, 선대 회장님의 정신을

모두 함께 새길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도식에 이어 부산시립박물관 방문이 이어졌다. 1978년 개관한 

부산시립박물관에는 故 현수명 선대회장님의 유물 69점이 기증되어 있는 곳으로 

예술문화와 부산을 사랑하는 선대회장님의 마음이 그대로 간직된 곳이다. 당시 

선대회장님의 유물 기증이 안 되면 개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기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목록에 있는 소장품을 고스란히 기증해 개관이 가능했다는 이 

곳 부산시립박물관을 들어서면 부산박물관 최초 기증자관에 선대회장님의 

기증품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화승 임원들이 모두 함께 선대 회장님의 깊은 

뜻을 새기며, 거니는 동안 현승훈 회장의 머리 속엔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갈 아버님의 뜻과 정신, 그 면면에 화승의 

내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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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대한전선을 3년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업

계에 화제가 되었던 영업의 달인, 최고의 B2B 마케터, 이인찬 

부사장이 화승R&A 글로벌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여

름이 끝나가는 8월, 그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화승엑스윌 박동호 

대표가 그를 모셔왔다. 화승엑스윌, 화승네트웍스 임직원들에

게 그만의 글로벌 영업의 비밀 병기를 꺼내 보여 달라고. 화승 

사옥인 부산 연산동 장천빌딩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인찬 부

사장 영업 특강은 두 회사 전 임직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입

증했다. 

‘변화의 시작, 자기반성으로부터’라는 타이틀로 B2B 비즈니스 

사례 분석으로 포문을 연 강의는 영업에 대한 내부 고객 시각을 

바꾸는 것에서 작은 개선이 시작됨을 알렸다. 삼성전자, 듀폰, 

웅진, 효성, 대한전선에서 오직 글로벌 영업의 한 길을 걸어오

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온 그는 해외 영업팀이 단순한 해외 견

적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준비된 영업, 리드하는 영업으로의 

다각적인 변화가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B2B 영업의 전략-Mindset’이라는 타이틀로 이어진 특강은 영

혼 없는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고객과 경쟁사, 시장 환경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장이 녹아든 전략이 필요하다는 메시

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실제 사례

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과 업무에 임하는 의식을 변화시켜 

보자 △외부고객과 영업조직, 사내 조직 간에 늘 정보의 매끄러

운 소통을 이어가자 등 뾰족한 정리를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쳤

다. 이인찬 부사장의 특강은 화승엑스윌, 화승네트웍스의 글로

벌 영업을 되돌아보고, 채워야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글로벌 영업의 달인, 이인찬 부사장 

그의 비밀 영업 노트를 꺼내들다

news
화승에 이런 일이

화승인더스트리

Cool한 봉사활동을 즐기다 화승인더스트리, 환희애육원과 야유회 개최

지난 7월 28일 화승인더스트리는 자매결연 보육시설인 환희애육원과 함께 아산소재 충무풀장으로 야유회를 갔다. 화승인더스트리 임직원 및 환희애육원

생 등 총 38명이 함께한 이번 야유회는 무더운 더위를 잠시 날려버리고 신나게 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참가 인원들은 함께 물장구

를 치고 임직원이 준비한 도시락과 과일,  간식 등을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함께한 화승인더스트리 직원은 오랜 기간 자매결연으로 함께해온 

환희애육원과 정말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화승네트웍스

서울•부산 소통의 연결고리로 단합할 것 화승네트웍스,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성료

지난 7월 6일, 화승네트웍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부산 장천빌딩 4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행사를 실시했다. 화승네트웍스 변수강 대표이사는 불경기 

속에서도 항상 회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고, 특히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근무 중인 화승네트웍스 직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열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소통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화승네트웍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승네트웍스 부산 소재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15년, 10년 장기근속자 포상 및 모범사원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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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7년 9월 29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2017년 화승 사보 <DBT>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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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봤던 ‘선’의의 거짓말은?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김유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김정화 전북 군산시 금동안길

서공주 창원 진해구 동진로

조석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조하람 부산 사하구 다산로

표상률

봉사단체에서 일일주점을 하는데 친구에

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며 꼬셔서 

쿠폰을 판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주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

도 참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태한

어릴 적 손가락을 다쳐 군대를 가지 못했습

니다. 연애시절,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는 아내 말에 엉겁결 하사관 출신이라 

둘러댄 게 두고두고 약점으로 잡히고 있습

니다.

이연정

이른 나이에 시작된 남자친구의 탈모! 대

머리와 곱슬머리 남편은 절대 만나지 않으

리라 생각했거늘, 그래도 어쩌겠어요. 너

는 내 운명인데. “자기는 대머리돼도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아”라며 선의의 거짓말로 

내 자신과 그를 위로했답니다.

김영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취업 준

비를 했어요. 지방 은행의 한 지점에 최종면

접까지 갔지만 1명만 뽑는다는 걸 알고, 친

구에게 난 은행이 별로라는 거짓말을 했지

요. 결국 은행원이 되어 출근하는 친구를 

축하하며, 포기하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대신 시집을 갔답니다.) 

이승하

대학 새내기 시절 <선데이 서울>에 여자 

이름으로 펜팔을 신청해 외로운 군인들의 

수많은 러브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병장과 지속적으로 펜팔을 이어갔는

데 이분이 휴가 때 하숙집으로 갑자기 들이

닥쳤고, 같은 하숙생이었던 친구가 고향 

갔다고 둘러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

다. 당시 병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합니다.

서라영

“나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거든? 

2~3통씩 한꺼번에 러브레터 받은 적 많았

어! 호호호”

유민경

어머니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를 다니

시는데요, 운동을 시작하신 후 부쩍 거울

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평소

보다 날씬해 보인다고 말씀 드렸더니 정말 

기분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날씬해질 우리 엄마! 건강

하세요!

홍경석

지독한 가난으로 중학교조차 가지 못한 베

이비부머 중년입니다. 군 전역 후 첫 직장

에 입사하는데 불합격이 두려워 차마 ‘국

졸’이라곤 못쓰겠더군요. 결국 거짓으로 

‘고졸’로 이력서를 써내고 합격했지만, 이

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은 덕분에 전국 최연

소 영업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동원

직장에서 후배 직원들을 위해 때때로 거짓

말을 합니다. “박 대리, 서류 정리 참 잘했

네.”, “김 주임 오늘 멋진 넥타이를 하고 왔

구먼.”

김성우

지난 만우절, 아내에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습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김성우(서울 성북구 장위로) 김영자(대구 서구 서대구로) 

도태한(경남 사천시 구암두문로) 서라영(전남 순천시 서면 입석길) 

안동원(인천 부평구 길주로) 유민경(경기 남양주시 미금로) 

이승하(서울 구로구 오류로) 이연정(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표상률(경남 김해시 월산로) 홍경석(대전 서구 문정로) 

화승비나

신발ODM, 글로벌 소통라인을 만들다 화승비나,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 SUMMIT 열려

지난 8월 18~19일, 화승비나는 3사(HSV-베트남/HWD-중국/HWI-인도네시아) QIP/ME/생산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3사는 1박 2일간 각 회사의 모범 사

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현장 생산라인을 점검하면서 각 사별 장단점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앞으로 각 사별 개선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은 월 단위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간 2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약속했다. 

임원 인사 발령 

[ 신규 ]

HWI

김문권 상무이사

HWI 생산 담당

HS VINA

김상훈 이사부장

HS VINA 계획영업

[ 전보 및 겸직 ]

㈜화승R&A

백대현 사장

㈜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HST, HSB, HSAA, HSI AUTO, HSTR 겸직)

→ ㈜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HST, HSB, HSC, HSAA, HSI AUTO, HSTR 겸직)

이인찬 부사장

㈜화승R&A Global 

영업총괄본부장

→ ㈜화승R&A Global 영업총괄부사장 / CMO

김승희 상무이사

㈜화승R&A Global HMG & 중국영업 본부장

중국영업담당임원, 중국R&D센터 총괄임원

→ ㈜화승R&A 중국영업본부장, 중국R&D센터 

총괄임원

김형진 상무이사

㈜화승R&A Global 미주 & 유럽영업 본부장

HSAH 법인장, 미국R&D센타 총괄임원

→ ㈜화승R&A 미주영업본부장

HSAH 법인장, 미국R&D센타 총괄임원

정호도 이사

㈜화승R&A Global 경영기획 본부장

→ ㈜화승R&A Global 경영관리 본부장

김명후 이사

㈜화승R&A 영업담당임원

→ ㈜화승R&A 한국영업본부장

HST

권태곤 이사

중국해외법인 총괄법인장(HST, HSB)

→ 중국해외법인 총괄법인장(HST, HSB, HSC)

HSB

박수길 이사부장

HST, HSB, HSR 관리담당 임원

→ HST, HSB, HSR, HSC 관리담당 임원

박노성 부장

HSB 부법인장, HSC PM

→ HSC 법인장

㈜화승T&C

오세운 이사부장

㈜화승T&C 관리담당 임원

→ ㈜화승R&A Global 전략기획본부 기획담당 임원

COMMUNICATOR

DBT총괄 홍보팀 김병호 차장

                홍보팀 심일욱 대리

화승R&A 황지회 (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 (개발영업1팀 대리)

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화승네트웍스 김빈규 (기획총무팀 대리)

화승엑스윌 박유림 (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송재광 (총무팀 매니저)

미국 HSAH  박강찬 차장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중국 HST  김성우 과장

news



독 자  엽 서

•독자엽서 당첨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독자엽서 보내주신 분 중 5분을 추첨해 여행잡지 월간 <여행스케치>를 3개월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독자엽서 의견이 당첨되신 10분께는 온누리 상품권을 소정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성명 나이

전화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 홍보팀 사보 담당자 앞

4 7 5 4 0

받는 사람

2015.12.3~2017.12.2

제66740-40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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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의 면을 

채우다

2017  AUTUM 화승ⅠVol.48 가을호

 면 面



•  내 인생 최고의 ‘면(麵, 국수)’은 

무엇이었나요? <DBT>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한, 나만의 재미있고도 뛰어난 

‘면’을 자랑해본다면?
•주   소 :

•성   명 :

신규         변경        수취거절        (      체크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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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재 신발ODM 종합무역자동차부품

사람과 기술을 잇는 글로벌 - 화승

진심을 담은 경영과 끊임없는 혁신 기술을 통해
사람과 기술을 이어온 글로벌 그룹, 화승 -
당신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 뒤에는
언제나 화승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승은 분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세계의 화승으로 한번 더 크게 도약합니다.

화승의 기술은 늘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로맞춘다

서
로

든
다

당신이 
믿고 쓰는 그 제품 속에는

언제나 화승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