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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는 것을.

해외에서 부산으로 

직접 방문한 바이어

사업 비전, 개발 아이템,

오더 계획 등의 이슈로

첫 경험의 회의를 하면서

해외영업 사원의 보람도 느꼈다고.

첫 회식 날, 만취한 자신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준

같은 부서 직속 경우현 대리.

그의 차에 고스란히 남긴

토의 흔적에도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준 그의 따듯함을

늘 기억한다는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어제와 오늘의 화승.

사랑은 이어집니다.

사람으로 잘 이어졌던

화승의 오늘처럼.

화승엑스윌

호스시트사업2팀

송민석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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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ot Myself 2015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의 화승을 이어

오늘을 달리는

준비된 신입 송민석.

최종 면접 후 불합격 통보

나를 놓친 화승에 화가 났지만

추가 합격 통보로 더욱

화승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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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6

자랑스러운 화승인

어느새 2015년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품속

으로 파고 드는 찬바람을 맞으니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라는 생각도 잠시, 따스했

던 지난 계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준 겨울은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절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줍니다.

얼마 전, 2015년 한 해 이루고자 했던 버킷리스트를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결심한 

것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었으며, 반면에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것도 더러 있

었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반성으로 자문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스

스로를 다시 채찍질해 봅니다.

가끔은 해야 할 일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

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순간 중심을 잃으며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기도 합

니다. 저는 머릿속에 복잡한 그늘이 드리워질 때면 우선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노력합

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사안(事案)을 나열해놓고 순서를 정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은 떨치고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지요. 한 번 결

정한 일에는 열정을 쏟아부으며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듯 최선을 다한 일은 후

회도 남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과정만큼이나 훌륭할 것입니다.

화승가족 여러분,

올해의 지난 시간,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반추해보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준비해 보

십시오. 물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시간 낭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본인보다 타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삼

가야 할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 인생의 주인공인 자신을 위해 

정성을 쏟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높은 자존감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시길 바

랍니다.  

뜨거운 화승인의 마음으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 자랑스러운 화승인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현 승 훈 

和承가족에게 드리는 

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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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비워야지만 새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 마음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

말에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처신(處身), 말 한마디로 

천 냥, 만 냥의 빚을 갚을 

수 있는 화승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어제의 순간들이 오늘을 만들 듯

지금 이 순간들이 뜨거운 내일을 만든다.

어제가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시간들.  

오늘 우리를, 우리의 시간을, 공간을

이어가는 것, 이어주는 것, 이어받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음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오늘 우리,

지금 

여기를 잇다



Interview Writer 김병호 홍보팀 과장 + Photo 김병호10 11Column Writer 강신익

몸의 살림살이

강신익

서울대 치과대를 나와 인제대에서 

의학박사 취득. 치과의사로 일하다 

마흔 살에 영국에서 인문의학으로 

석사학위. 의학과 관련된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다. 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장을 거쳐 현재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몸의 

역사·몸의 문화’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 <몸의 역사> 등의 

책을 썼다.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기쁨

구로사 아끼라 감독이 만든 일본 영화중에 <이끼루; 

生きる>라는 것이 있다. 1952년 작품이니 당연히 

흑백이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 분위기도 대체로 어수선하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 온 와타나베 칸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말기 암 환자이며 남은 인생이 길어야 

1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버려진 땅을 공원으로 

개발해 달라는 민원을 온갖 핑계로 외면하던 

무사안일의 공무원에서 앞장서서 주민의 요구를 

관철하는 활동가로 변신한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예고된 죽음이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또는 ‘살리는’ 삶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살아‘남기’는 불리한 조건들을 요리조리 피해 살아온 

결과이지만 살아‘내기’는 삶의 조건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미래지향의 자세이다.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아‘남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영화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관객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 또한 죽음 

앞에서야 그런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비극적 설정을 

통해 관객은 자신도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은근한 압력을 받는다.  

이 영화는 사회적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세균, 바이러스, 전자파, 환경호르몬, 과로,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 악당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런 

악당들은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고 질병의 끝은 

죽음이다. 건강은 악당들로부터 지켜야 할 재산이고 

그것을 잃고 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어쩐지 영화 속 

주인공이 암 진단을 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잊고 문제를 피하려고만 했던 

와타나베의 살아남기 전략은 해로운 것만 피하면 

오래 산다는 몸 지키기 전략과 닮은꼴이다. 

소통을 통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몸

와타나베가 삶의 끝에서 얻은 깨달음은 우리 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순히 몸에 가해지는 생물-물리-

화학적 위해를 제거한다고 건강이 지켜지지는 

않는다. 몸은 언제나 안과 밖의 소통을 통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몸은 설계도에 따라 

제작된 기계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 환경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변해가는 적응 시스템이다. 내부 

환경에는 와타나베의 몸속에서 자라는 암세포와 

같은 생물학적인 것과 그가 말년에 느꼈던 

연애감정과 같은 심리적인 것이 있겠고, 외부 

환경으로는 영화의 배경인 전후 일본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이 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결론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허약하지 않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complete)’ 안녕한 상태(well-being)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질병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살아남기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을 지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더욱 불쌍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하다 보면 

건강과 나아가서는 인생 자체에 대한 철학적 사색에 

빠지게 된다. ‘완전한’ 안녕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상태가 있기는 한가? 살아남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물학과 의학을 공부한 철학자들의 대체로 

일치하는 답은, 우리 몸은 완벽하게 설계되고 제작된 

기계가 아닌 허점투성이인 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진화시켜 온 생리적 누더기라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가정과 기업과 국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하듯이, 

우리 몸도 불완전한 상태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간다. 나름의 규모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다. 완벽한 가정이나 국가가 있을 수 없듯이 

완벽한 상태의 몸이란 것도 없다. 건강은 지향해야 할 

이상일 수는 있으되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멀어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것이어야 

한다. 건강이 있거나 없는 것이면 생명도 그런 것이 

되고 인생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된다. 하지만 

되어감으로써의 건강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서 

삶을 영위하는 몸의 살림살이가 된다. 스스로의 ‘몸 

살림’과 수동적인 ‘살아남음’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오늘 나의 몸은 어제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몸은 안과 밖의 소통을 통해 생존하고 번성하는 생명,  

그러므로 건강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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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가 있어~!" 

로열패밀리만의 ‘고급진’ 

말투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콘서트의 세바스찬, 

임혁필. 현재 그는 극단을 

운영하며 샌드아티스트로 

맹활약 중이다. 한없이 쳐진 

눈매, 조금만 웃어도 

만개하는 치아 덕에 천생 

개그맨일 것 같은 그에게서 

어느새 진한 아티스트의 

향기가 느껴진다.

내 무대란 이런 것. “이게 나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기억에서도 희미해지는 법.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의 얼굴을 다시 본 건 

놀랍게도 방송의 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였다. 

“그동안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그런 관심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끝없이 듣다 보니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섰던 무대에서 

보이지 않았을 뿐, 전 계속 관객 앞에 

있었으니까요.”

웃음기를 거두고 샌드아트에 몰입하던 모습이 

생소했지만 그의 손끝에서 흩어지는 모래는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마주 보던 연인이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가, 그의 부드러운 손놀림 몇 번에 다시 입 

맞추는 연인이 되는 과정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늦은 신고식을 치렀지만 

사실, 그에게 ‘아티스트’라는 이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개그콘서트 이후 책도 쓰고 미술 

전시회까지 열었던 서양화 전공자에다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개그를 접목하며 코미디마저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트 연구자였던 것이다. 

방송에서 보여준 샌드아트 퍼포먼스는 인생을 

함축하는 메시지로, 그가 기획해 매주 공연하고 

있는 옴니버스 쇼의 후반부에 등장해 공연 

현장에서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는 ‘샌드아트와 개그는 닮은 점이 참 많다’고 

말했다. 즐겁고 고독해서다. 마냥 웃고 즐거울 것 

같은 개그에 고독이라. 어떤 의미일까.

“영화 한 편은 ‘감독의 예술’이라는 수식어 아래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의 힘으로 완성되고, 

뮤지컬도 ‘작가의 예술’이라 불리면서도 결국 많은 

가수와 연주자에 의해 공연되죠. 여기엔 각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비중이 있잖아요. 하지만 개그는 

그렇지 않아요.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구성부터 연기까지 모두 해내야 하죠. 

개그는 그야말로 ‘개그맨의 예술’인 셈입니다. 

샌드아트도 혼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표현해야 

하니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샌드 퍼포먼스가 겉돌지 않고 그의 쇼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한 

공연에서 다른 장르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지금의 섬세함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터. 스토리 전개에 깊은 고뇌가 

따랐음은 물론, 더 자연스러운 샌드 퍼포먼스를 

공연 연출가, 

그리고 개그맨.

임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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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백사장의 고운 흙부터 애완동물용 모래까지 

적합한 모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더구나 국내에는 샌드아티스트가 드물어 

독학으로 감각을 완성해내야만 했다. 

이렇게 모래를 만지다 보니 그의 머릿속에 문득 

인생의 의미가 스치더란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결국은 사라질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빛나는 삶을 살았건 

아니건, 언젠가 끝나는 여행처럼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도 또 다른 그림을 위해 

덧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샌드아트처럼 

새로운 그림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뻔하지 않아서 Fun한 펀타지 쇼

‘임혁feel 소극장’의 공연포스터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외친다.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

Dream come true. 꿈꾸는 자들의 꿈은 

이루어지니까. 합정동에 자리 잡은 

그의 공연장에서는 그만의 feel을 담은 공연, 

펀타지쇼(FunTasy Show)가 펼쳐진다. 

즐거운 환상이 가득해 ‘FunTasy’라 불리는 

이 공연은 2010년부터 연인, 가족, 노인, 아이할 것 

관객의 가슴에 살아남다

꿈을 좇는 희극인 임혁필. 무대 위에서 그는 

관객에게 ‘꿈’을 강조하지만, 그 자신도 가끔 

무대 아래 현실 속 임혁필과 마주하곤 한다. 

대학로 공연장을 운영하며 부담도 짊어져봤고, 

지금도 소극장을 운영하며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그를 

일으킨 건 관객이었다. ‘우리 공연은 안티가 없는 

공연’이라며 씩- 웃는 미소에서 끝없이 

그를 찾는 관객에 대한 믿음이 보인다.    

“공연 중에 핀 조명 하나만 제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명이 자꾸만 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 빛을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관객 사이에 제가 있고 그 빛은 또다시 

어딘가를 향하죠. 이 장면을 기억한 어느 관객이 

그러셨어요. 핀 조명은 ‘꿈’, 저는 ‘현실’인 것 

같다고. 현실은 꿈을 좇아가는데 그 꿈은 다시 

저 멀리 달아나기도 한다면서요. 말 한마디 없는 

공연을 이렇게 해석하신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죠. 관객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없이 다양한 관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마술쇼, 레이저쇼, 버블아트, 차력, 그림자쇼, 

샌드애니메이션 등 옴니버스 퍼포먼스의 즐거운 

볼거리에 매력적인 출연자들의 완벽한 구성이 

더해져 지루할 틈이 없다. 그는 감동보다는 웃음을 

가져가라고 외치지만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웃음 끝에 결국 감동을 받고야 만다. 

“펀타지 쇼는 꿈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마다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품으라고 응원하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꿈을 

잃었던 아버지들이 가족과 함께 본다면 

더 공감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누구나 즐겁게 

보실 수 있지만요(웃음).”

그림쟁이를 꿈꾸던 시절, 그 어렵다는 개그맨 

오디션에 한 번에 합격해 연예인이 되었다가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이제는 공연연출가 겸 

샌드아티스트로 사는 그의 삶이 그의 공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말 한마디 없는 넌버벌 퍼포먼스지만, 기획자이며 

제작자이자 주인공인 그의 진심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대사보다 큰 울림이 되어 객석까지 오롯이 

전달된다.   

임혁필에게 관객은 ‘위로’고, ‘전부’이며 

‘그를 일으키는 힘’이다. 강연을 나가서도 오히려 

힘을 얻고 온다.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경청하는 그들에게서 에너지가 

느껴진단다. 그는 그가 주는 꿈의 잠재적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다. 개그맨 정형돈, 

최효종 등 후배 개그맨에게 전한 꿈이 큰 열매로 

자라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청강생 중 

누군가와도 꿈으로 엮인 인연을 얘기할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관객의 가슴에 살아남는 법을 배운 공연연출가이자 

샌드아티스트인 임혁필. 그의 곁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글귀가 눈에 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보지 못하곤 한다.’ 

헬렌 켈러의 말이다. 새롭게 열린 문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잃어버린 꿈을 꾸게 하는 

그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꿈을 꾸게 하는 임혁필은 관객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관객은 

‘위로’고, ‘전부’이며 ‘그를 일으키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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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세상! 
IT와 인간의 
행복한 동행에 대해

과거 21세기를 그린 영화나 문학작품은 오늘날을 

디스토피아로 묘사했다. 첨단과학이 인간의 행복을 

고취시키기보다는 인간을 기계부품처럼 획일화하여 

인간성을 상실시킨다는 것. 하지만 그 예견과 달리 21세기 

오늘날의 우리는 그다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IT기술의 발달은 개개인의 지위를 콘텐츠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전환시켰으며 원하는 개인은 

얼마든지 SNS를 통해 타인과 의견을 교류하며 그 안에서 

자아를 인정받으며 행복감을 느낀다. 

만약 IT기술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그때도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을 연결시키는 이른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세상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커넥팅랩>의 편집장을 만나 사물인터넷이 

변화시킬 미래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며, 오늘과 내일을 잇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커넥팅랩> 편집장 

편석준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카, 스마트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직역하자면 똑똑한 공장, 똑똑한 자동차, 똑똑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이

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센서와 통신시스템이 내장된 사

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 쓰레기통에는 쓰레

기가 얼마나 찼는지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가 부착돼 있

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 쓰레기 

수거 센터로 알려주도록 설계돼 있다. 쓰레기가 찬 쓰레기

통만 수거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사

물에 따라 센서의 종류도 온도 · 습도 · 가속도 등 다양

하다. 여러 기능이 복합된 센서를 한 사물에 장착시킬 수

도 있다. 

사물인터넷은 언제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가?

사물에 센서와 통신 모듈만 심으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스마트 전구, 스마트 티비 등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제품도 

있다. 하지만 기능 대비 가격이 비싸 이용하는 사람이 적

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표준화된다면 상품의 가격은 내

려갈 것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화 단체를 만들어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플랫폼이란 통

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운영체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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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다. 어떤 옷을 구입할 것인가부터 어떤 사람을 만

날 것인가까지 그 경중도 다양하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인간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료

를 빅데이터화할 것인지는 인간의 가치판단 영역이다.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선의를 갖고 있다는 

생각, 그 결과가 절대 정답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아

도,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빅데

이터에 근거해 우리 삶을 움켜쥐려는 서비스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

를 고민할 때 IT와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할 것이다. IT도 

결국 인문학에서 출발된 거니까. 

종이 사보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가?

존재할 이유이다. 디지털 문명이 제 아무리 발달할지라

도 인간은 ‘그 무엇’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느낄 때 

생기를 얻고 실존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사보도 마

찬가지이다. 많은 기업들이 종이 사보를 웹진으로 전환

했지만, 실제 손으로 만지는 감촉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

다. 보내주신 화승그룹 사보를 며칠 전 보았는데, 주제가 

명확하고 흥미로워 인상적이었다. 결국 콘텐츠의 힘인

데 DBT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DBT 독자가 되어 쭉 지켜보고 싶다. 

종이 사보와 웹진의 동행은 가능할까? 

각각 콘텐츠를 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종이 사

보에 어울리는 콘텐츠가 있을 테고 온라인상에 어울리는 

콘텐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상

에서 종이 사보를 그대로 볼 수 있게만 하고 있다. DBT

의 경우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젖은

잡지> 편집장 인터뷰 같은 경우는 취재 후일담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종이 

사보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맞게 

콘텐츠를 변화시킨다면 기업의 홍보 효과 및 이를 통한 

시너지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편석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휴대폰 오픈마켓 

착한텔레콤 이사로 근무 중이며, <커넥팅랩>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커넥팅랩>은 주요 IT기업의 실무자들의 참여하는 모바일 

전문 포럼으로 통신사, 포털, SNS, 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물인터넷>, <모바일트렌드 

2014>, <LTE 신세계>가 있으며 소설집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발간하기도 했다. 때가 되면 소설 공모전을 열어 

스스로 심사위원도 되고 싶단다.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IT와의 행복한 동행이 

가능할 것이다. IT도 결국 인문학에서 

출발된 거니까.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표준과 각종 애플리케

이션을 말한다. 향후 5년 정도가 흐르면 많이 발전된 모

습이지 않을까 싶다. 

사물인터넷이 일상화된 미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래도 우연은 줄어들 것이다. 모스크바 전차역에서 

전차 창문 밖 라라를 보고 황급히 내리려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던 지바고를 기억하는가. 영화 <닥터지바고>의 

엔딩과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 구비하고 있

는 스마트 약통이 심장 약 복용 시간을 알려줄 테니까. 이

처럼 개인의 행동 패턴은 빅데이터로 저장돼 각 장치들

은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안할 것이다. 오늘

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내일도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인

간의 삶 자체가 표준화되지 않을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연상된다. 빅데이터가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란 존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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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람 소리    사람 냄새
우사단의    숨을    잇다

언젠가 북적이던 때가 있었다. 골목골목 사람 소리 가득하고, 맞닿은 숨결이 따뜻했던 때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공간을 채우던 사람들은 하나둘 더 번쩍이는 곳으로 떠나갔다. 건물은 낡고 거리는 어지러워졌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던 곳에 다시 활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예술가들의 집합소

우사단 마을

시끌벅적한 이태원역에서 보광초등학교 쪽으로, 거기서 이슬람 

사원 쪽 언덕으로 오르다 보면 차분하면서도 은근한 활기를 띠는 

골목이 나온다. 우사단로10길이다. 이 길 끝에 도깨비시장이 있어 

한때는 사람 사는 맛이 가득했지만, 재개발 지구로 묶이면서 

정신없이 엉킨 전선만이 휑한 이 동네를 지킨 때도 있었다. 

그런데 치솟는 월세에 치인, 혹은 조용히 작업할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젊은 예술가들이 이 골목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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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사람과 주민이 한 데 모여 

자신이 준비한 물건을 사고파는, 

한적하던 동네가 왁자지껄한 사람 

소리로 가득 차는 날이다. 마을의 

예술가들도 이날만큼은 ‘들어와’ 

간판을 내걸고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하기도 한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숨을 

불어넣기 시작한 우사단 마을은 

이제 주민들과 우사단로를 

사랑하는 외부인의 에너지로 

그득하다. 그냥 지나친 눈길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멋과 즐거움이 

있는 곳. 우사단로10길의 

‘우사단 마을’은 오늘도 행복하다. 

멋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젊은 

예술가들은 이곳의 생활사, 지리, 건물의 생김새 등을 

아카이빙(파일 보관)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동네 소식을 

전하는 ‘월간 우사단’을 발행하고,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마을 일대에 

‘이태원 계단장’을 연다. 

옛 동네 주민들의 숨결을 머금은 듯, 

늙은 건물 벽돌과 해지고 바랜 천막은 

꾸깃꾸깃한 세월을 그대로 껴안고 

있었다. 골목 양옆으로 하나둘 둥지를 튼 

젊은 예술가들은 조금의 관심만으로도 

이 동네를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번쩍번쩍한 건물 숲 뒤에 

건물 하나, 전봇대 하나가 모두 

역사인 동네. 그들은 이 역사를 지키리라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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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넉넉한 품을 내어주다
밝은 불빛 아래 밀려드는 발걸음과 밀려나는 발걸음이 쉴 새 없이 교차한다. 골목골목 거리에는 갖가지 먹을거리들이 

김을 모락모락 뿜어내고, 포장마차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얇은 주머니이지만 허기를 달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게 시장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따뜻한 정을 잇고 있다. 

쇠락하는 전통시장의 성공사례

부평깡통야시장

1890년대 ‘사거리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자리 

잡은 곳.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갖가지 

캔 제품을 구해 내다 팔았고 현금 대신 깡통을 주고 물건을 

교환했다고 하여 ‘깡통시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신기하고 

독특한 물건들이 많아 ‘도깨비시장’이라고도 일컬어졌다.

1970~1980년대에는 워크맨, 양주, 화장품, 일본 전자제품 등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전국의 많은 유통업자들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깡통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어묵 유부보따리, 팥죽, 수수부꾸미 등을 

파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었다. 부산역과 부산국제선여객터미널과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도 좋았다. 그야말로 호황이었고 시장은 

오고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하지만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으로 상권은 날로 쇠퇴해 갔고 

관광의 중심마저 해운대와 광안리와 옮겨지면서 부평깡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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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활기를 되찾고자 2013년 부산시와 중구청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야시장을 열었다. 국내 첫 야시장의

탄생이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2구간 아케이드 110m 길에

이동식 매대 30개가 일제히 도열해 불을 밝히고 부산어묵,

씨앗호떡 등 먹을거리와 기념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통 오후 6시면 일제히 문을 닫거나, 늦게까지 열어도 오후

9~10시면 썰렁해지는 여타 재래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야시장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었다.

다문화가정이나, 지역 소외계층에 사업권을 주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가는 나눔의 경제를 실천하고자 한 것. 덕분에

부평깡통야시장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 세계 전통음식을 두루 맛 볼 수 있다. 물론 내홍도

있었다. 야시장을 위해 가게 앞 공간을 내준 기존 상인들과

외국인 상인들의 분쟁이 잇따랐기 때문.

하지만 부평깡통시장은 끊임없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에 계속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 국적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상인을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계약이 완료되는 점포에 대해

공식 공고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매대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란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부평깡통야시장의 불은 절대 꺼질 일이 없을

듯하다.  

저녁 6시가 되면 노란 불빛을 밝히는 

부평깡통야시장. 

이제 더 이상, 야시장의 불이 꺼질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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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심해지는 음식점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온 가게들이 있건만 그들의 점포 간판에는 화려한 LED 네온사인도, 

스타일리쉬한 디자인도 없었다. 다만 그곳에 지금까지 어제의 그 맛 그대로 있었을 뿐.

서울 종로  계림 마늘 닭볶음탕

에디터의 추천으로 맛보게 된 종로3가 인근 시장 

골목 ‘계림’의 닭볶음탕. 무려 60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는데, 맛에서 오는 

자부심일까. 생각보다 사장님께선 취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밥 때를 꽤 

지나서 갔음에도 손님들로 북적였고 많은 손님을 

치러야 하는 종업원 분들도 피곤해보였다. 탕을 

주문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온다. 익히는 

데 꽤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지만 주방에서 미리 

좀 끓여 나오는지 닭이 완벽히 익기 전 살짝 덜 

졸아진 국물 맛은 소주 한 잔 꺾기 딱 좋은 진한 

맛이었다. ‘마늘 닭볶음탕’ 아니랄까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늘이 한가득 담겨 나온다. 나중에 양치는 

꼭 해야겠구나 싶어 실소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닭을 먹으면 크게 마늘향은 느껴지지 않는다. 잘게 

후한 인심 

느껴지는 

시장 골목 안 

그 집

다져진 마늘답게 금방 매운향을 날려버리고 닭과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했다. 사실 요즘 나오는 

닭볶음탕 가게와 비교했을 땐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점포 경쟁이 심해진 만큼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달리하려는 신식 

닭볶음탕 가게에 비하면 세련된 맛은 떨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거짓 없이 기본을 잘 지킨 

닭볶음탕에 마늘이라는 후한 인심이 가득 

느껴지는 시장 골목 안 바로 그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함께 간 에디터의 말을 빌리자면 ‘먹을 땐 

생각보다 특별하진 않은 가게,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가고 싶은 가게, 그런 곳이 진짜 맛집이 

아닐까요?’ 

문의 02-2263-6658

서울 청파동  
포대포 돼지 소금구이 · 껍데기

서울역 후문에서 청파동 뒷길을 따라 남영역 

방면으로 걷다보면 5개의 테이블, 허름한 간판의 

작은 가게가 등장한다. ‘포’씨 성을 가진 사장님의 

대포집이라서 포대포. 근육질에 수염, 두건을 

둘러쓴 모습이 맛집계의 짐승남으로 불릴 법한 

포스지만, 말투나 행동에서 상냥함이 가득 

묻어나온다. 초벌로 고기를 굽는 모습은 영락없는 

고기집 사장님이지만, 취미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 

마냥 손님들에게 마술쇼를 선보이며 즐거워한다. 

특히 여성 손님들에게는 마법사로 칭송받을 

정도로 ‘극진한’ 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다. 

껍데기에 

찍어먹는 

진한 소스가 

일품

메뉴는 껍데기와 소금구이, 그리고 주류가 전부다. 

인원수대로 주문을 하면 숙성 양념 소스가 잘 배인 

고기와 겁데기가 초벌로 구워 나오는데, 고기를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태우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특히 찍어먹는 진한 소스의 맛이 일품. 

비법을 묻고 싶었으나 몰려드는 주문에 인터뷰는 

실패하고 말았다. 굳이 소스 비법을 모른다 하여도 

포대포를 즐기기엔 충분하다. 호불호가 갈리는 

허름한 모습 탓에 깨끗한 가게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겐 ‘도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24년의 

세월 동안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맛과 행복을 

공유해온 포사장님 내외분. 이곳이 바뀌는 것은 

단골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문의 02-3272-9629

맛집 탐구 생활

그 가게,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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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현동  함안집 닭곱창

1958년 문을 연 함안집은 닭곱창 요리를 전문 

집으로 뒷세계(?)에선 꽤 높은 명성을 떨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뒷세계는(가게 막내아드님이 

전한 말로) 소위 블루칼라 업종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가게에 들어와 싼 값에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일용직(일명 

노가다) 좀 뛰어보신 분들이라면 욕쟁이 할머니의 

푸짐한 인심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랜 

세월 노동자들의 밥집 어머니가 되어 단호하고 

드센 말투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주인 할머니지만 

냄비 가득 가득 채워주는 그녀의 인심에 금세 

냄비 끓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진다. 허나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요리를 접하다보니 첫 번째 

취재 당시는 불조절 실패로 쓴맛을 보았고 두 

번째 취재를 하고 나서야 겨우 제 맛을 알 수 

부산 광복동  남마담집 고갈비

이제는 포장마차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갈비. 이 음식의 어원은 부산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1970년대 광복동의 작은 골목에 막걸리와 

함께 생선을 구워 파는 가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인근 자갈치 시장에서 값싸게 가져온 

생선을 구워 궁핍했던 대학생들이나 예술인에게 

팔았던 것. 두툼하고 짭쪼롬한 고등어 구이를 

먹으니 마치 갈비를 먹는 것 같다하여 당시 

손님들이 붙인 이름, 바로 고갈비다. 

“그들은 탁주를 ‘야구르트’라 불렀고, 깍두기는 

‘못잊어’, 얇은 무가 동동 뜨는 물김치는 

‘파인애플’, 물은 ‘개구리운동장, 오리방석’으로 

부르며 고갈비를 뜯었다. 주인에게 청할 때도 

“야구르트 하나”라고 해야 막걸리 한 주전자를 

가져다주었다. ‘고갈비 한 짝’이면 막걸리 두어 

됫박으로 저녁 끼니를 때우기 다반사였다. 값이 

싸기도 했지만 맛도 있었다.” <[주경업의 부산에 

살다] 광복로 뒷길, 고갈비 골목, 2015>

1974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남마담집은 

고갈비라는 애칭이 전국으로 퍼지는 낭만의 

역사를 함께한 실비집이다. 젊은 예술인의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예상 밖의 맛이 

일품

오랜 세월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킨 

역사의 향기이자 

낭만의 맛

있었다. 

닭 부속은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에 신선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함안집은 냉동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그날 직접 할머니가 엄선해온 

것들만 사용한다. 또한 비릿한 잡내 올라올까봐 

몇 번이고 깨끗이 씻어 손님들께 내어놓는데 

주방에 쌓여있는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준비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준비된 닭 

부속과 비밀의 함안집 소스를 화력 가득한 

가스불에 몇 분 졸이면 양념 자박하게 잘 밴 

닭곱창이 완성된다. 매워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닭곱창 속 일명 ‘기타’라고 

불리는 닭 창자의 쫄깃함이 특히 일품이다. 남은 

소스에 우동사리 또는 밥을 볶아먹으면 하루를 

완성하는 기분.  

문의 051-246-6076

아지트였던 것을 대놓고 티내는 듯, 당시 

대학생이었던 최원준 시인이 훗날 써놓은 고갈비 

예찬 시 한편이 남마담집의 분위기를 한껏 ‘업’ 

시켜준다. 40여년 가게를 지키고 있는 임애순 

사장님의 고갈비는 여느 고갈비집과 다를 바 

없다. 가게 밖 준비된 철판에 고등어를 통째 

반으로 쪼개고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고갈비가 완성된다. 

도톰한 생선살 한가득 떼어내 입에 넣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고등어향이 입 안을 평화롭게 

만든다. 고갈비가 뭐그리 특별한 맛이겠냐만 

남마담집의 고갈비는 오랜 세월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킨 역사의 향기이자, 낭만의 맛이 생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세월이 지나도 추억의 

맛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당신이, 행복이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싶다.  

문의 051-246-6076

30



32 33세계의 마음을 잇다

일본의 Yoshino Rubber Industries(이하 요시노)는 화승엑스윌과 2010년 컨베이어벨트 거래로 

시작한 이래 연 최대 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변함없이 사이좋은 기업으로 함께해 왔다. 

더욱 좋은 사이를 위해 2015년 11월, 변수강 대표를 비롯한 김재경 상무와 직원들이 요시노의 오사카 본사를 

방문해 Itoh 회장과 임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양사 협력과 2016년 사업 확대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했던 주요관리직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화승의 제품인 머렐 트래킹화를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서툰 한글과 일본어로 카드에 담아 보내왔다. 향후 양사 간 협력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자는 다짐, 그리고 세계와 나누는 화승엑스윌의 따뜻한 마음, 

그 두 마음이 더욱 좋은 사이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와 나누는 화승엑스윌의 마음-

좋은 마음이 
좋은 사이로 이어지다

Writer 김병호 홍보팀 과장 + Photo 류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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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에서 인스타그램까지

 는 
오늘도 진화한다

싸이월드의 추억

2015년 10월 1일 SK커뮤니케이션즈

가 미니홈피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했

다.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 형태를 조

금 바꿔 ‘싸이홈’으로의 새 출발을 꾀

한 것이지만 방명록, 일촌평, 쪽지보

관함을 폐쇄하면서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다모임, 아이러

브스쿨, 프리챌 등 다수의 커뮤니티가 

인기를 끌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

던 프리챌이 유료화를 시도했고, 이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로 대거 

이동하면서 미니홈피가 상승세를 타

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마음껏 

내보일 수 있는 미니홈피에 열광했고 

집중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 그 시

절의 모든 젊은이들이 미니홈피를 갖

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

니 말이다. 특히 ‘일촌’이라 불리는 인

맥관리 시스템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한국 정서에 딱 맞아 떨어졌다. 

‘일촌공개’로 올린 게시물은 반드시 

서로 일촌을 맺어야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친하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보

는 이로 하여금 나와 일촌을 맺고 싶

은 마음이 들도록 미니홈피를 꾸미는 

일도 절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싸이

월드의 가상화폐인 도토리로 배경음

악을 사고 개성 넘치는 스킨으로 대문

을 단장했다. 다이어리에는 마치 시인

이라도 된 듯 겉멋 잔뜩 든 글과 함께 

허세 가득한 포즈의 나로 사진첩을 채

우기도 했다. 너도나도 앞 다투어 하

는 이런 ‘감성놀이’에 유명인사라고 

예외는 아니었으며 그 흔적들은 아직

까지 이따금 세간에 회자되고는 한다.

TGIF의 등장

한 때 하루 방문자가 700만 명을 육박

할 정도로 번영의 길을 걷던 싸이월드

는 2000년 대 후반 조금씩 몰락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

서 이용자들이 이른바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라 불리는 미

국의 서비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싸이월

드와 직접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주인이 하나둘 떠난 

미니홈피는 이내 텅 비고 말았다. 새

로운 SNS로 옮겨간 이용자는 방명록 

대신 담벼락에 안부를 물었고 일촌이 

아닌 누군가를 팔로우했다. 전문가들

은 하나같이 예상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은다. 모바일 시장에 발 빠르게 대

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는 찾아가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폐쇄적 커

뮤니티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와 소

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피드백 

속도도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쉴 

새 없이 업데이트 되는 타임라인에 게

시물을 올리면 ‘좋아요’ 혹은 ‘리트윗’

으로 실시간 반응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이 ‘미친 속도’는 현 SNS의 순기

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

이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SNS에 호소해 공감을 많이 얻으면서 

이미 종결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하

는가 하면 유명인사가 섣부른 의견 표

출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되는 일도 비

일비재하다. 미디어로서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SNS가 뭐기에

다른 SNS로 ‘갈아타는 시간’ 주기 또

한 짧아졌다. 개인적인 곳이라 생각했

던 공간에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생기

면 바로 옮겨갔다. 그렇게 싸이월드에

서 넘어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

을 만들었던 이들은 카카오스토리를 

잠시 거쳐 인스타그램에 둥지를 틀었

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하고자하는 

말을 전하고, 해시태그로 원하는 게시

물만 걸러서 볼 수 있다는 매력에 열광

했다. 구구절절 사연을 써내려가야 했

던 기존의 SNS와는 달리 인스타그램

만의 간결함이 통한 것이다.

요즘의 스마트폰 유저라면 SNS 계정 

하나 쯤은 갖고 있을 테다. 그리고 그

곳에 열심히 흔적을 남기며 나에 관한 

데이터를 방출한다. 때로는 타인의 

삶을 화면으로 관음하기도 하고, 최

신의 것들을 습득하기도 한다. 이러

한 욕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SNS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미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

렸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시작으로 

TGIF, 인스타그램에 

이르기까지 SNS는 보다 

혁신적인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나를 

알리고 타인의 삶을 

살펴보려는 인간 심리가 

존재하는 한 SNS는 

타인과 나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SNS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

 Story Zip Writer 한수빈 + Cooperation 로제타 <페이스북이 뜨고 싸이월드가 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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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의 화승이 2005년의 화승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DBT의 오늘.

인화에서 Do Better Tomorrow(DBT)로, 

화승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기록되고, 남겨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의 이어짐.

그렇게 이어진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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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로 돌아가 사람을 만나고,

화승을 만나고, 미래를 만든다.

어제에서 오늘을,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봄.

그 이어짐으로 우리는 다시 만난다.

켜켜이 쌓인 기록 속에서

인화와 DBT가 만나고, 

사람과 화승사람이 만난다.

기억은 기록되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

Writer 김병호 그룹홍보팀 차장 + Photo 류병문Photo Essay



1983년부터 이어진

읽고 싶은 사보, 

간직하고 싶은 사보의 가치 -

사보는 사보(社報)이고, 또한 사보(社寶)다.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유연한 생각을 담고,

마음껏 생각을 요리하며

경영진의 믿음으로 이어온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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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눈높이로 생각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엮어

어제와 오늘의 화승이 이어진다.

그렇게 화승 책 DBT가 완성된다.

독자와의 소통 속에서

독자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얻는다.

세상과 화승을 잇고, 화승과 사람을 잇는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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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짐으로 완성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호흡하고, 공존한다.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잇는다는 것은

살아 : 있음의 또 다른 언어다.

오
늘
을 

잇
다

내
일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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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심일욱 그룹홍보팀 대리

open your life

지금은 화승 사보의 제작 일선에 있지만 

한 때는 화승 사보의 독자였던 적이 

있다. 당시 회사에서도 사보 제작이 

업무였던 내게 화승 사보는 유독 남다른 

존재였다. 직원들과 외부 독자들에게 

몰랐던 화승을 일방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화승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분방한 콘텐츠, 

일반 잡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퀼리티의 사진, 지겨울 수도 있는 사내 

소식들의 즐거운 변신 등 사보 

제작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어려워하는 기획들을 DBT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3년 인화라는 사보를 시작으로 

화승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아져 왔고, 

인화에 이어 이제 DBT가 화승과 화승 

사람을 잇고 있다. 회사 이야기를 멋지게 

꾸며 ‘나 잘했소’하는 것이 홍보의 

목표이자 사보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DBT는 자화자찬의 

이야기보다는 회사와 직원들 일상에 

조금이라도 깊숙이 녹아들려 노력했고, 

인화의 그 기나긴 시간을 이어왔다. 

덕분에 화승 사보는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외부 독자들에게는 화승의 

이야기를 보다 쉽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왔다.

업무를 하다보면 종종 들리는 국내 유명 

기업 사보들의 폐간소식은 어쩌면 

현시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당한 

사유들이라고 생각한다. 매체의 

발전으로 더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종이 사보에도 

거시적인 영향을 준다. 종이 사보를 

고집하던 DBT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알려주는 

셈이다. 한 호, 한 호를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고민들, 요즘 누가 

종이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구독 

신청은 보란 듯이 매회 기록을 갱신 

중이다.

화승이라는 이름을 가장 편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종이책.

화승 전 사보가 한편으로 질투의 

대상이자, 열렬한 갈망의 대상이었다면, 

화승 후 사보는 냉혹한 현실의 투쟁이자, 

소중한 당신과의 연결고리다.

화승 전 사보
화승 후 사보

“자화자찬이 목표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사보를 봐.” 

vs “사보 정기구독 신청합니다.”

화승그룹 사보, DBT

 [Do Better Tomorrow]



40권의 DBT가 만드는 

리듬과 
선율 

속으로

오래 계속되는 것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리듬과 선율이 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또 

도전하고 성취하며 그 반복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스스로의 

법칙을 터득하며 고유의 음색을 

띠게 되는 것. DBT 역시 

마찬가지다. DBT가 어떠한 

리듬과 선율을 반복하며 성장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돌아본다.

DBT 얼굴

화승인의 자부심

매력발산

따뜻한 위로

뜻밖의 선물

DBT Melody Editor 기시윤



매호 색다른 표정의  DBT 얼굴 

Track 1. Track 2.

Track 3.

지친 일상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 

뜻밖의 선물 이 주는 반가움

표지는 DBT의 얼굴이자 DBT를 기다려왔을 독자에게 건네는 감사의 인사와도 같다. 까닭에 표지에 기울이는 DBT의 정성은 유독 

각별할 수밖에. 때로는 테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독자들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자 했으며, 때로는 재치를 담아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려 힘써왔다. 이는 매호 하나하나마다가 오래 품고 싶은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하나의 키워드로 사보 전체를 개괄하는 방식은 DBT의 가장 큰 특징. 

아무런 관련성 없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큰 의미를 도출하곤 

하는데, 이와 같은 통찰과 새로운 시선은 지친 일상을 위로한다. 주변에 

흔한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만이 지닌 가치를 환기하는 것 또한 

DBT의 방식. 덕분에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DBT를 보다보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다. 가끔 

자그마한 부록을 준비해 독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자 했다. 부록의 종류도 다양하다 별책에서부터 

전자파차단 스티커, 이태리타올까지. 2011년 여름호 

시詩시詩한 일상에서는 사우들의 시가 담긴 별책시집을 

준비해 화승인들의 특별한 감수성을 담아냈으며, 2011년 

가을호 어떤 자유에서는 여행가이드북을 동봉해 국내 

여행 정보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 2008년 봄호 /  

Power of Imagination

은박 거울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매일 

보는 ‘나’이지만, 자신 안에 

거대하게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상상력을 일깨우라는 은유. 

+ 2008년 겨울호 / 넌 또 다른 나

‘5m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라는 

점자가 오돌도돌 새겨져 있는데 

커버스토리에는 ‘눈이 조금 아플 

뿐인 당신에게 오늘만큼은 당신의 

눈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점자의 뜻이 쓰여 있다. 따뜻한 

배려가 담긴 문구와 가로등 불빛 

아래 예쁘게 쌓이는 눈은 추위로 

얼어버렸던 마음을 포근히 감싸는 

느낌이다. 

+ 2009년 봄호 / Unplugged Life

‘꾸밈’ 없는 자연주의 삶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환기한 호. 초록 

잎사귀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실려 

올 것만 같은데, 사보 전체를 작은 

잎사귀 모양으로 뚫어 그 느낌을 

더욱 배가시켰다. 햇살 좋은 봄날, 

당시 사보를 읽은 독자들은 

분명 자연이 주는 선물인 봄향기를 

만끽했었으리라.  

+ 2011년 여름호 / 시詩시詩한 일상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의 일상도 한편의 

시詩처럼 반짝 빛난다는 진리를 

깨운다. 김춘수의 詩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구절처럼 말이다. 

+ 2012년 봄호 / 가족:입니까

때로는 그 누구의 누구라는 

타이틀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가족은 인생을 움직이는 키워드. 

인터넷 연재소설 <잘 가요 엄마>를 

막 완결한 소설가 김주영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말했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의 

어머니는 딸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다. 

+ 2014년 가을호 / 괜찮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괜찮지 않은 순간들. 하지만 애써 

괜찮은 척 넘겨야 할 때가 많은데, 

화승인이 추천하는 ‘힘들 때 위로가 

문장과 음악들’이 담겨있다. DBT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위안은 다른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의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는 사실이 아닐까. 

+ 2012년 여름 / 나를 살리는 중독 

부록: 전자파차단 스티커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중독’을 

비틀어 살펴본 호. 치명적이지만 

나를 살리는 힘이 바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좋은 

중독일지라도 그 적정선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전자파 스티커를 부록으로 

준비했다. 

+ 2012년 가을 / 때문에 

부록: 이태리타올

세상의 수많은 그 ‘때’문에 

후회하거나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메시지. 때를 놓쳐 상처입은 분들을 

위한 때밀이 수건을 준비했다. 

상처로 남은 때는 그 순간 시원하게 

밀어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밀어낸 

그 자리에 새로운 때가 생겨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 2010년 여름호 /  

Human Library

사보의 실린 인터뷰이의 삶을 

바탕으로 가상의 책 표지를 만들어 

구성했다. 이는 저마다가 체험한 

사랑과 이별, 기쁨과 고통이 그 어떤 

책의 무게보다 값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당신을 위해 한 

권의 책의 자리는 비워두었다’는 

커버스토리는 인생이라는 책을 

어떠한 사건과 의미로 채워야 할지 

생각하게끔 한다. 

+ 2012년 겨울호 / 말하는 대로

표지를 왼쪽으로 밀면 ‘너만 

아니라면 정말 좋겠어’, ‘너만 

아니라면 해낼 수 있어’라는 말이 

‘너라면 정말 좋겠어’, ‘너라면 해낼 

수 있어’라는 말로 바뀐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이 가진 힘을 

보여주기 위해 ‘라임’을 맞춰낸 

편집실의 노고에 박수를.

+ 2015년 여름호 / 떠나다

표지 전체를 실제 여권처럼 

만들었다. 여권만 보아도 ‘여행 

본능’으로 가슴 뛰는 독자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자, DBT가 

독자들의 다양한 여행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

매호 색다른 표정으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DBT. 

독자를 위해 준비한 

뜻밖의 선물에서 DBT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다.



DBT에 등장하는 화승인들은 하나같이 끼와 개성이 넘친다. 카메라 앞에서 자유분방한 모습을 거리낌 없이 방출하는 사우들. 이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화승의 선남선녀를 발굴하기 위해 항상 곤두세워있는 주재기자들의 ‘촉’, ‘무도멤버’들도 감탄할 참신한 아이템, 

일단 하기로 하였으면 망가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를 소화하려는 화승인들이 열정이 세 박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겨울호 / 화승 얼짱 콘테스트 

‘가장 아름다운 화승인을 가려주세요. 

아름다움은 감추기보다 드러날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 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된 ‘화승 얼짱 콘테스트’. 총 96명의 

사우가 콘테스트에 참가했으며, 독자들에 

의해 킹카, 퀸카로 선정된 두 명의 사우는 

2007년 봄호에 나란히 실렸다.

DBT의 존재 이유는 바로 화승이다. 화승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기록하고 담아내는 것, 화승의 지난날을 반추하며 화승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 또한 DBT의 역할이다. DBT가 구성원의 희망과 비전을 공유해 화합과 성장의 도모해야 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화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는 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 2010년 가을호 / 이웃집 CEO

‘CEO의 가슴 속엔,’이라 적힌 표지 

양복 자켓을 펼치면 현승훈 회장의 

고교 시절 찍은 증명사진이 나온다. 

고교 시절 현승훈 회장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 꿈이 희망을 

일구어 오늘의 CEO를 만들고 

내일의 또 다른 희망을 

품습니다’라는 문구가 사뭇 깊다.

+ 2013년 여름호 / 화승의 史생활

1953년 고무신을 시작으로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 강업, 제지, 건설, 

관광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군을 

확보한 화승그룹의 역사. 그 60년의 

찬란한 순간들을 훑고 있다. 과거의 

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 2013년 겨울호 / 화승 사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화승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풀어낸 호. 

화승 사람의 본색을 고무줄처럼 

유연한 사람, 스펀지처럼 흡수가 

빠른 사람, 빌라 엠(스파클링 

와인)처럼 편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화승 

사람만의 매력과도 같단다. 

+ 2014년 여름호 /  

아주 고무적인 일

세상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너와 

나를 적절히 조절해주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완충 작용 역할 

하는 고무. 화승이 유연한 

고무로 고무적인 오늘을 만든 

듯이, 화승인 또한 유연한 

생각으로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며 독려하고 있다.

+ 2014년 가을호 /  

화승 그, 이상

신발을 만들던 회사가 고무소재 

자동차 부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 포장용 필름을 만들던 

회사가 태양 전지 EVA 시트로 

더 큰 미래를 연 것은 똑같은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에서 

비롯된 것과 같다. 이상(異常)한 

생각으로, 지금 그 이상(以上)을 

넘자며 화승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DBT는 존재 이유는 바로 화승, 

화승인들의 매력이 발산되는 장소이자 

화승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2007년 여름호 / 화승 닥터클리닉

탈모 진행 중인 사우를 위해 마련한 자기극복 

프로젝트. 한 달 간의 체험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고, 독자들에게 두피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스스럼없이 콤플렉스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화승인. 이처럼 

DBT는 진중하고도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사우참여를 이끌어내곤 한다.

+2008년 여름호 / 영화에서 길을 묻다 

영화 속 장면을 재연했던 연중 기획. 실제 

영화 촬영장소와 똑같은 곳을 찾고, 비슷한 

소품을 준비해 영화장면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배우들과 닮은꼴 

사우를 찾는 것은 주재기자들의 몫. 일단 

사우들은 멍석이 깔리면, 실제 배우들처럼 

신들린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끼를 

발산했다.

+2012년 가을호 / 화승의 브랜드를 입히다 

얼핏 보면 전문 모델 같지만, 자세히 보면 

화승그룹 사우들이다. 화승인들의 매력을 

포착해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DBT. 

사우들은 DBT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 받고, 독자들은 화승인의 비쥬얼에 

감탄한다.

화승인의  매력발산 장 화승인의 자부심 고취

Track 4. Trac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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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만든 것은 
한권의 책에 깃든
화승의 진심

화사 사보를 만들다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아한 기획일지도 모른다. 왜 굳이 만들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일까.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말이다. 사보 역시 

화승의 역사를 잇는 이야기책이고, 함께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그 

역사를 이어주기에. 화승사보 DBT에 있어 그 무수한 추억 속에 오롯이 

떠오르는 세 사람. 디자이너 어진아, 지금은 홍보전문가가 된 에디터 

김연희, 그리고 지금도 화승 사보의 진실된 사진을 뷰파인더에 

담아주고 있는 류병문, 세 사람을 만났다. 아니 우린 만나야했다.

화승 사보를 

만들었고,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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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사보에 새겨진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게….

생각에 생각을 더해 

좋은 책 하나 

만들고자 그렇게 

갈고 닦았던 뇌, 

그 고뇌의 순간들을 

찬미하며….

기획이 되는 디자이너 

 

화승 사보 10년 중 6년을 함께한 그대, 지금 

프리랜서 디자이너 어진아! 화승 사보의 기

틀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대입니다. 디자인에만 능한 그대가 아니었

죠. 기획은 물론 라이팅마저 서슴지 않았죠. 

우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호 그 사보

의 색깔을 고민했죠. 그리고 매호를 정확하

게 말해주는 슬로건 하나를 만들어냈었죠. 

우체통이 표지 컷이었던 어느 해 김연희 팀

장과 그 무거운 우체통을 짊어 매고 서울 곳

곳을 누비며 표지 촬영을 했었더랬죠. 결국 

그 컷을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연

주의 요리사 임지호를 인터뷰할 때 선생님께

서 직접 사적인 공간까지 데려가 그림을 보

여주시고, 철사로 허리띠를 만들어 주셨던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계열사 주

재기자들과 늦도록 술을 마시며, 좋은 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던 그 밤들. 표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무수한 고민을 거듭한 그대에

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해 좋은 책 하나 만들고자 그렇게 갈고 닦

았던 뇌, 그 고뇌의 순간들을 찬미하며….

삶을 열정으로 무장한 

 

토끼띠 동갑인 연희 팀장! 너에게 한 번도 말

을 놓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말을 놓는

다. 화승 사보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모 그

룹 홍보실에서 사보를 만들더니 지금은 농

림부 홍보전문관이 되어 있더라. 기나긴 남

미 여행을 주저 없이 떠날 정도로 스스로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던 너. 시시각각의 삶, 

일에 대한 열정으로 톡톡 튀었었지. 영화 포

스터를 사내보 표지로 연중 기획해 ‘추적자’

로 표지 촬영을 하던 날, 넌 깁스를 해야 하

는 팔을 무작정 이끌고 왔었지. 촬영은 밤늦

게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

를 받았지. 지금까지도 비가 오는 날이면 저

릿하다는 너. 배우 오달수   를 만나 배우의 

뒤안길의 외로움을 알았고, 술 · 담배를 못

하는 가수 박상민을 만나 너 안의 편견에 부

끄러워졌다고 했지. 소설가 장정일을 인터

뷰한 뒤 몇 번의 막걸리를 함께 마셨고, 지금

은 소설가로도 등단을 했다는 네가 참 놀라

워. 15년의 사회생활, 그 속에서도 가장 빛

나는 순간이 화승 사보를 만들던 때라고 해

줘서 고맙다. 세종시에 가면 맛있는 점심 함

께하자.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게 감사

하며, 여전히 화승 사보에 새겨진 김연희라

는 이름을 잊지 않을게. 너 또한 화승 사람이

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길.

스스로의 원칙을 가진 크리에이터 

 

프로페셔널에 대한 정의를 이미지로 내린

다면 전 실장님의 사진을 꼽겠습니다. 실장

님! 함께한 지도 벌써 4년의 시간이 훌쩍 지

났습니다. 어진아 팀장, 김연희 팀장과 함

께 피사체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선 실장님은 

마냥 신입사원 같았습니다. 늘 “이런 표정

으로, 이런 포즈를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포토그래퍼가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셨

죠. 아 모델들이, 인터뷰이들이, 화승 임직

원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실장님의 한

마디에 폭소를 금치 못했죠. 몇 해 전 해방

촌을 소재로 한 포토에세이를 촬영하느라 

밤늦도록 해방촌을 샅샅이 뒤졌었죠. 덕분

에 해방촌의 다른 촬영이 있으면 바로! 장소

김연희 

시시각각 삶, 일에 대한 

열정으로 톡톡 튀던 에디터

류병문 

오늘 삼각대를 이용해 자신을 

뷰파인더에 담아낸 포토그래퍼 

를 헌팅할 수 있는 신공을 발휘한다는 실장

님. 특히나 화승과의 작업은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실장님이기에 제가 더 고맙고, 겸손해집니

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광고 찍듯이 콘티를 

만들고, 다시 찍으며 서브를 메인으로 만들

어가는 작업을 함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산 속에서의 비박을 즐기며, 스킨스쿠버로 

스스로를 단련시킨다는 생활 속의 크리에

이터! 언젠가는 실장님을 뷰파인더에 담겠

다던 저의 바람을 오늘에서야 이룰 수 있었

습니다. 오늘 사진에서처럼 늘 그렇게 고마

운 파트너로 함께해 주실거죠?

어진아 

화승 사보 6년을 함께했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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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 각사 주재기자 기획 편집회의

좀 더 알찬 사보 「DBT」는 
우리의 손으로… 

⁎일시⁎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사회⁎김병호 차장(화승그룹 홍보팀)           ⁎정리⁎기시윤 팀장(하이미디어P&I 기획출판팀)

⁎참석자⁎�심일욱 대리(화승그룹 홍보팀), 임상호 대리(화승소재 개발영업1팀), 이재훈 사우(화승T&C 관리팀), 

박규안 대리(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황지회 사우(화승R&A 기획팀), 김연식 매니저 

(화승인더스트리), 박지현 대리(화승엑스윌), 노은주 팀장(하이미디어P&I 미술팀)

지난 10월 12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화승그룹 인근 커피숍 Angel-in-us

에서 각사 주재기자 회의가 열렸다. 가을호 「훔쳐보다」에 대한 리뷰 및 겨울호 「잇다」에 

대한 기획회의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사보 창간 첫돌기념 주재기자 좌담회를 재현해

봤다.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이나 바뀌었을 세월, ‘돐’이 ‘돌’로 바뀌는 등 한글 맞춤법도 

참 많이 변화됐다.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보에 대한 주재기자들의 열정. 오늘

의 「DBT」는 어제의 「인화」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화승

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을 다짐해본다. 

<편집실> 

▼사회 : DBT가 탄생한 지 어느

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매호 참신한 

기획과 사우들의 높은 참여로 사내 

안팎 많은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이

는 각사 주재기자 여러분들이 보여주

신 열의와 협조 덕분입니다. 바쁜 일

과 중 DBT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

어주시고, 또 사내 소식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

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DBT의 10

년, 아니 100년을 이어갈 원동력일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DBT 탄생 10주년을 계기삼아 여러

분의 활동 계획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재훈 : 주재기자를 맡은 뒤 

두 번의 계절이 바뀌고 두 권의 사보

가 발행되었습니다. 두 권의 사보에 

등장하는 T&C 기사를 볼 때마다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책장 첫 번째 줄에는 두 권의 DBT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이 책장이 알

차고 좋은 내용이 가득한 사보, 화승

그룹만의 냄새가 나는 사보로 가득

될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규안 : 매호 진일보하는 사

보를 볼 때마다 주재기자 일원으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섭외를 핑계 

삼아 직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한걸음 더 가까워진 우

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묘한 쾌

감도 얻죠. 사보촬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시는 화승네트웍스 사우 여

러분들에게도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읽고 싶은 DBT, 

기다려지는 DBT를 만들기 위해 열

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황지회 : 어느덧 DBT 10주년

을 맞이하였습니다. 저 또한 화승인

이 된 지 10년째라 DBT가 10년 지기 

친구처럼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DBT 

한 권, 한 권마다에는 화승인의 열정

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기울이는 주재기자들 

덕분일 것입니다. 다른 주재기자분

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저 또

한 멋진 DBT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연식 : 처음 주재기자를 하

게 되었을 때는 부담감이 조금 있었

지만 3년 동안 주재기자 활동을 하면

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나 

제가 섭외한 분들이 사보촬영을 통

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

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

둔 DBT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

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더 

좋은 DBT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박지현 : 갓 입사했을 때 DBT

를 받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탄하

며 읽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제가 섭외한 직원들이 사보에 출연하

고 그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재기자 활동을 통해 직원

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좋은 사

람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

다. 10년 동안 한결 같이 달려온 모습

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다

른 사보와 차별화되는 재미있고 따뜻

한 내용을 담은 사보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DBT가 아닌 화승인 모두의 

‘Do better tomorrow’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어제의 「인화」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화승을 담아내는 DBT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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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내가 결혼 전에는 없었던 무좀이 생겼다며 내 탓을 한다. 세탁

기에 양말을 함께 넣고 돌려서 무좀이 옮았단다. 그게 꼭 내 무좀균이란 증거도 없는데 억

울하다.  ‘다이소’에 들렀다 ‘굳은살 제거기’라는 처음 보는 물건을 샀다. 아내가 내 발뒤꿈

치의 굳은살을 보고 이것도 다 무좀 때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였다. 어떻게 생겼느냐

고? 밥주걱 같은 몸통에 병따개 머리, 거기다 면도날을 붙여놓았다고 보면 되겠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써봤는데 아주 좋다. 오래된 굳은살이 감자 껍질처럼 사각사각 벗겨질 땐 

가벼운 희열까지 느껴졌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딱딱하고 숨통 막히는 구두 탓이

다. 말랑말랑한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땐 내 예쁜 발도 그러지 않았다.

화승 사보는 몇 년 전 동료의 책상 위에 있는 걸 꺼내 보고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

히 표지가 맘에 들어 몇 번이나 SNS에 올린 적도 있다. 올해 여름과 가을호 표지는 대박이

었다. 여름호 ‘떠나:다’에서는 ‘화승 공화국’에서 발행한 A4 크기의 빅 사이즈 여권을 처음 

만났다. ‘기간 만료일은 뼈를 묻을 때까지’라는 대목에선 두 손을 들었다. 가을호 【훔쳐】보

다 편은 내 스타일이었다. 표지의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어머나 세상에!”라고 고개를 돌릴 

광경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아는 사보들은 딱딱하기가 다들 대리석 같았다. 

어떻게 사보가 이렇게 말랑말랑할 수가 있을까? 사보 속에 답이 있었다. 화승의 근본은 신

발. 고무로 세계를 놀라게 해서, 세상을 ‘고무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들어 있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허용해주는 기업 문화가 부러웠다. ‘모텔 특집’ 등 파격적인 주제를 

과감히 다루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다(창살 감옥 모텔은 어디인지 살짝 알려주시라). 사

보에 나오는 직원들은 다 모델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너무 딱딱해지고 재미 없어진

다. 나이가 들며 사람들의 생각에도 굳은살이 생기는 모양이다. 다른 생각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디지털 세상을 가져온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앨런 튜링은 남들과 생각이 너무 

다른 외톨이였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고 몇 번이나 외치고 실행한다. 그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동료이자 잠

깐의 약혼자로 나오는 조안은 “평범한 건 재미없잖아”라고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을 한다.  

경직의 반대 개념인 ‘고무적’이라는 단어를 화승 사보에서 보고 무척 좋았다. 10주년을 맞

은 DBT가 계속해서 세상을 고무적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내 생각의 굳은살도 

사각사각 베어주기를….  

생각의 굳은살 
사각사각 베어주기를
박종호 부산일보 라이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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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지금도.

화승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에게.

화승 사보엔 늘 화승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 서울로 올라와 주기도 했고, 촬영을 마치곤 부랴부랴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야근을 하는 직원도 적지 않았다. 가끔 계열사에 업무 차 갔다가 사보 촬영을 함께했던 직원을 만나면 마치 오래 전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어찌나 반갑던지. DBT와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화승에 큰 빛이 되어줄 화승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멀리 미국에서 온 손 과장도, 

여전히 양산의 생산현장에서 이제는 총괄하는 리더가 된 김태현 주임도, 장천빌딩의 김 팀장도, 이제는 달라진 직급만큼이나 고마운 세월의 

나이테를 함께 어루만졌다.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다.

2006년 봄호 표지

화승R&A 통합구매팀 김성태 부장

DBT 두 번째에 함께했던 화승R&A 통합구매팀 김성태 부장은 중국법인을 거쳐 현재 

경남 양산 본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당시 친구로 함께 했던 당시 홍창영 과장은 

화승을 떠나 현재 중국,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

2005년 창간호(겨울호) 우리부서 마스코트

화승T&C SL생산팀 김태현 주임

화승T&C 웨더스트립생산팀 3년차였던 김태현 

주임을 처음 만난 건 사보 창간을 준비하던 그때였다. 

화승R&A와 화승T&C의 부서 마스코트를 취재하러 

갔던 날, 그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고된 

현장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배려를 잊지 않는 

그의 면모는 10년을 넘게 이어왔고, 이제는 주임이란 

직책을 맡게 되었다. 높이 오를수록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혜로 무장한 그는 10년 전 그 해맑은 

미소를 다시 보여주며 황급히 후배들 챙기러 떠났다.

동안에 동안을 더하다.

생산에 품격을 더하다.

보고싶다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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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가을호 월드컵 패밀리

화승R&A 프로세스혁신팀 장기헌 과장

계장이었던 그는 과장이 되어 있었다. 

화승T&C 생산관리팀이었던 그는 

화승R&A 프로세스 혁신팀으로 혁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울산 초락당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이 즐거웠던 

그날을 회상하며, 함께했던 손영기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만나자마자 

한 가족이 되어버렸던 두 가족은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가족에 가족을 더하다.

2007년 가을호 월드컵 패밀리

화승엑스윌 미주지역 영업담당(HSNA) 손영기 과장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영기 과장이 업무차 한국, 그것도 연산동 장천빌딩에 왔다. 

기획을 하고 화승엑스윌 주재기자 박지현 대리에게 연락하자 하이톤으로 외친다. 

“내일, 이곳으로 손 과장 와요!”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그를 만날 수 있는 인연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났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는 그 먼 미국에서 화승을 

알리며, 화승을 팔고 있었다. 그 역시 묻는다. 장기헌 계장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가족에 가족을 더하다.계장과 사원이

각각 과장이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얼굴 보기 힘든 사이지만

8년 전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은 그들 가슴에 남아

서로를 응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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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가을호 그들만의 

저녁식사 - 화승 유부남들의 

1박 2일 해병대 체험

화승T&C 생산관리팀 김종원 주임

역시 한우물을 우직하게 파고 있는 

김종원 주임 역시 해병대 체험 3인방 

중 하나다. 품질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각과 기술로 화승T&C의 

생산 현장을 아우르는 그 역시 

얼떨결에 해병대 체험을 가게 된다. 

김정식 팀장, 이동규 대리와 웃으면서 

만나 김밥말이, 레펠 훈련까지, 설마 

했던 훈련을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처럼 끝내고, 저녁 소주 

한잔으로 마음을 열었던 그때 이런 

기회를 줘 고마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들을 다시 해병대 체험으로 

소환해야하지 않을까?

생활에 우직함을 더하다.

2009년 가을호 그들만의 저녁식사 - 화승 유부남들의 1박 2일 해병대 체험

화승그룹 회장실 김정식 팀장

㈜화승 총무팀 과장이었던 그. 이제는 그룹의 회장실 팀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늘 다른 

접근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생각을 습관으로 갖고 있는 그는 당시 그들만의 저녁식사라는 

사보 기획에도 아이디어를 냈다. 이왕 하는 김에 빡세게 가자! ‘피하지 못할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서슬 퍼런 해병대전략캠프! 이곳에서 세 명의 유부남들은 고된 

훈련을 마치고 저녁 소주 한잔하면서 재미있는 게임에, 때론 진지한 인생을 함께 나누며 형과 

동생이 되었다. 진지하게 나에게 물어본다. 다시 그를, 그들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야 하나.

다름에 옳음을 더하다.

2009년 가을호 그들만의 저녁식사 - 화승 유부남들의 

1박 2일 해병대 체험

화승엑스윌 기술개발팀 이동규 대리

얼굴만 봐도 개구짐이 좔좔 흐르는 이동규 대리는 화승엑스윌의 소재 

개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원이다. 17년 차 한 우물을 파고 있는 

그는 2009년 당시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해병대 체험에서 김정식 

팀장의 한 차원 높은 개구짐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하룻밤을 잊지 

못한다. 어디선가 뿅망치를 준비해 와서는 게임을 하는데 진짜 그냥 

머리를 꽝하고 내려치던 김정식 팀장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그는 여전히 

더 좋은 소재를, 더 좋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추억에 추억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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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화승 사람이라는 하나됨이 있기에 행복한 화승 사람들.

화승과 사람을, 화승 사람과 화승 사람을 잇는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화승을 잇는 사이의 과학 -

화승의 사이의 과학은 사람 좋은 화승으로

더욱 진화된다.

화승 사람과  

화승 사람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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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뭐 별건가.

화승 가족이 함께 웃으면,
그게 복지지.

400명의 화승 가족들이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을 가득 메웠다. 

드디어 호비가 나타났다. 몇 날 밤을 보내면 만날 수 있다고 했던 

그 호비다. 엄마, 아빠들에겐 그저 캐릭터에 불과했지만 

아이들에겐 친구, 그 이상의 호비.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한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토요일 밤, 공연이 있는 저녁으로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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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워킹맘, 워킹대디!

한 달 전부터였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화승그룹의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했던 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는 것보단 즐거운 공연 한 

편을 보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만의 시

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란 합의에 도

달했다. 부산, 경남 직원들에게 호비의 놀이극장

이라는 어린이 뮤지컬 단체관람의 신청을 받으면

서 뜨거운 참여율에 우선 놀랐다. 이미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예약했던 가족들도 있었고, 호비를 너

무나 좋아해 몇 번이나 따로 연락이 왔던 가족도 

있었다. 

함께 웃으면, 함께 즐거우면 그것이 복지!

드디어 그날이 왔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지정되

기 때문에 공연 두 시간 전부터 좋은 좌석을 차지

하기 위해 매표소에 도착한 가족은 물론, 주말이

라 차가 막혀 부랴부랴 뛰어와 숨 돌릴 틈도 없이 

극장으로 뛰어 들어간 가족까지, 가족들이 객석

을 메우자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호비가 나타났

다. 수수께끼 놀이터에 세균 대마왕이 나타나 황

사먼지와 세균을 흩뿌렸고, 놀이터를 찾기 위한 

호비와 친구들의 수수께끼 풀이가 시작된다. 이

것저것 요것저것 오물오물 꿀꺽! 양손으로 쓱싹

쓱싹, 치카치카 푸카푸카, 쑥쑥 자란다! 손 잘 씻

고, 골고루 먹고, 치카치카 양치질을 잘하면 감기

벌레, 충치벌레가 싹 사라진다는 수수께끼! 용감

한 호비가 세균 대마왕을 물리치고 다시 수수께끼 

놀이터를 찾았다. 객석을 메운 직원들을 바라본

다. 업무에, 회식에 늘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던 그

들이 아이와 나란히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공연

을 함께하는 모습에 뭉클해졌다. 400명의 가족

들이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 거창한 복지보단 

이런 생활 속의 복지, 체감하는 복지가 더 와 닿지 

않은가. 돌아가는 그들의 손엔 아이의 손이 더욱 

꽉 잡혀져 있다. 오늘 저녁 따듯한 국물이 있는 식

사를 함께해야 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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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친구가 되는 이름
화승이라는 그 값진 이름

다시 돌아왔다. 시즌 2인 마냥. 작년 한국을 제대로 누비고 갔던 베트남화승비나, 

중국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의 모범사원들에 이어 이번엔 주요 한 자리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그래서 더욱 큰 세계를 보고, 듣고, 느껴야 하는 23명의 그들이 부산을 찾았다. 

그들이 배운 것이 화승의 자산이 되고, 그들의 역량이 되는 3박 4일의 여정. 그들을 만난 

순간, 우리는 친구였고, 화승이라는 이름 하나로 똑같은 화승 사람이었다.

重新归来了。自去年和承越南公司与中国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的模

范职员们到韩国见习之后，这次又迎接了23名占据重要岗位的和承核心成

员们的到来，为了能够开阔视野、增加见识，他们来到了釜山。他们所学

到的知识将成为和承的财富，这是为他们充填能量的四天三夜旅程。在见

到他们的瞬间我们成为了朋友，我们是拥有“和承”这相同名字的和承人。

Những năm trước Nhân viên gương mẫu Hwasueng vina và 
Changchung Trung Quốc đã đến tham quan Hàn Quốc,và lần 
này là lần thứ 2 họ trở lại. Nhân viên gương mẫu lần này là 
những người quản lí quan trọng của công ty hwasueng vina và 
Changchun Trung Quốc .23 người quan trọng này đã đến thăm 
busan 3 ngày 4 đêm để tham quan học hỏi những kinh nghiệm và 
khám phá 1 thế giới rộng lớn mới.

相遇便成为朋友的那个名字
“和承”那饱含价值的名字

Trở lại điểm tham quan.
Được gặp lại gọi tên là bạn.
Xứng đáng với tên gọi hwasu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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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의 화승, 혁신의 리더들이

한수, 배우러왔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기다린 듯 어쩌면 날씨는 또 그렇게 좋은건지. 파란 

하늘 아래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때마침 서울에서 

내려 온 교육회사 웩싸이 김응석 선생도 함께, 수속을 밟고 나오는 

그들을 맞아 연산동그룹사옥 장천빌딩으로 향했다. 회장실 김영덕 

이사의 인사와 함께 르까프 운동화 증정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 

베트남에서 르까프신발 개발이 진행되는 터라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다.

양산에 소재한 화승R&A로 이동. 그곳엔 화승비나 대표이사를 지낸 

화승R&A 백대현 대표이사가 남다른 감격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인사와 정성 가득한 점심, 그리고 현장에 가득한 혁신의 

손길이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을 쉬지 않고 배우게 하고 있었다.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떠난 창녕, 넥센타이어 공장 입구에서 

박우상 인사총무팀장이 혁신 리더들을 맞이했다. 2012년 경남 

창녕에 15만평 부지의 공장을 가동한 넥센타이어는 신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날은 포르쉐와 현대기아차의 견학도 함께 

진행되었다. 흡사 미래도시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자동화된 

시스템에 생산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등 1시간 여 동안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이었다. 돌아오는 길, 김응석 

선생과의 랩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코멘트를 함께 했다. 

깨끗하고, 예쁜 한국에 감동을 받았고,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생산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머나먼 베트남, 중국에서 혁신의 

리더로 화승을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상상하던 그 다음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실제로 그들은 글로벌 신발 전문가들이다. 그만큼 잔뼈가 굵고, 

화승이 아끼는 인재들이다. 긴 하루의 여정이 끝날 무렵, 한국에 

일정이 있어 베트남에서 날아온 이계영 대표이사와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한국, 그것도 부산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진심으로 뜨거운 

악수를 나눴다. 함께한 하루가 그들에겐 임팩트와 컴팩트를 동시에 

주는 길고도 짧은 하루였으리.

越南 '"I和承"C创新的引领者们来学习了！

就像在特意等待着他们的到来似的，就连天气也好的不得了。

湛蓝的天空下，我们在釜山金海国际空港等待着他们。恰巧

WEXI培训公司的金应锡老师也同他们一起办理好入境手续出

来，我们一同向位于莲山洞的集团总部-长川大厦出发了。提前

一天到达的长川制靴（大连）有限公司（以下缩略为长川制

靴）的三个人也一起迎接了他们。集团会长室的金永德理事接

待了大家，并赠予他们Lecap运动鞋做来访纪念。自2016年起

Lecap运动鞋的开发转在越南公司进行，这也成了非常有意义

的礼物。之后向位于梁山市的和承R&A会社出发，曾经在越南

和承公司担任过代表理事，现任和承R&A会社代表理事的白大

铉社长怀揣特殊的情感等待着他们的到访。亲切的问候与充满

真心实意的午餐，以及在工作现场四处洋溢的创新氛围，让他

们目不暇接，不停地聆听、交流、学习领悟着。

亲切的送别后，一队人又向位于昌宁的NEXEN轮胎工厂出

Những người quản lí quan trọng của 
hwasueng VN và Changchun Trung Quốc đến 
học hỏi kinh nghiệm mới ở hàn quốc.

Dưới bầu trời xanh của sân bay kimhe cùng thời tiết đẹp 
như đang cố tình chờ đợi những người quản lý quan trọng 
đang đến. Đúng lúc thầy giáo kim từ trên soeul xuống để 
đón chào nhân viên gương mẫu và cùng đi tới tòa nhà 
Changchun.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công ty hwaseung. 
Nhân viên gương mẩu của changchun trung quốc đến 
busan sớm 1 ngày đễ tiếp đón nhân viên gương mẫu 
hwaseung vina. Mr kim đại diện phòng chủ tịch tập đoàn đã 
đón chào và tặng giày lecaf cho đoàn nhân viên gương 
mẫu. Thương hiệu lecaf năm 2016 mới bắt đầu sản xuất mẫu 
ở Việt Nam nên món quà đó rất ý nghĩa. Từ đó đã di chuyễn 
đến công ty Hwasueng R&A ở khu vực yangsan,trong đó 
có ông tỗng giám đốc Mr Beak lúc trước ông đã làm tổng 
giám đốc Hwaseung vina nên ông rất vui mừng gặp lại nhân 
viên gương mẫu. Với lời chào hỏi ấm áp và buổi cơm trưa 
ngon miệng. Và trong hiện trường thấy được nhiều đổi mới 

发。于2012年在庆南昌宁设立并投产的占地15万坪（约49.5万

平方米）的NEXEN轮胎工厂作为一个新工厂充满了自信。

行政人事部朴佑尚部长站在会社入口处迎接他们的来访。这一

天他们也有机会参观了保时捷和现代起亚汽车。酷似未来城市

的工厂一样，以自动化系统充分考虑高生产性的生产流程的先

进工厂，成为一行人参观大约一个小时的充满创新的现场。返

回的途中，与金应锡老师一起做总结，听了每个人的评价，大

家被非常干净整洁、美丽的韩国所打动，并对现代化、自动化

的生产流程感到非常的震撼。可以超前想象，也期待这些从遥

远的越南和中国来访的创新引领者们将带领和承前进的景象。

而实际上他们就是全球化制鞋的专业人士，他们羽翼丰满，是

和承集团非常爱惜的人才！漫长的一天旅程结束时分，与到韩

国出差的和承越南公司李启英社长一起共进了晚餐，在韩国，

且在釜山重逢的他们满怀真情的握手，对于他们见习者来说，

这是一次充满冲击和震慑而且说长还短的一天。

nên họ tập trung học hỏi. Sau khi kết thúc buổi chào đón ấm 
áp và thân mật ,chúng tôi đã đến công ty sản xuất bánh xe 
hơi NEXEN tại Changnyoeng.Từ năm 2012 công ty NEXEN 
đã thành lập và mỡ rộng diện tích 49,587 đễ xây dựng nhà 
máy mới. Ông Park giám đốc tổng vụ công ty NEXEN đã ra 
tận cửa để chào đón họ. ngày đó công ty NEXEN có đoàn 
khách hàng Porsche và huyndai Kia tham quan. Nhà máy 
NEXEN rất hiện đại hóa do có hệ thống sản xuất tự đông 
nên rất hiệu quả cho sản xuất. Trong vòng 1 tiếng tham quan 
xưởng chúng tôi đã học hỏi được những công nghệ hiện 
đại. 
Trên nước Hàn Quốc sạch ,đẹp.đường quay trở lại thầy 
Kim họp lại với các anh chị trên xe hỏi rằng cảm thấy ngày 
hôm nay như thế nào, nhừng người nhân viên gương mẫu 
trả lời rằng rất là bất ngờ về hiện đại hóa và đất. Không 
quản đường xa đến từ hwasueng VN và changchun Trung 
Quốc,tôi nghĩ đây là cơ hội tốt đễ hai bên có sự liên kết tốt 
hơn ở tương lai. Trong thực tế họ là những chuyên gia về 
các loại giày ở toàn cầu và đầy đủ kinh nghiệm. nên được 
công ty hwasueng rất quý mến họ. Kết thúc 1 ngày dài với 
lịch trình tham quan
Ông Tổng giám đốc Hwaseung vina Mr Lee Gie Yeong đã 
bay từ Việt Nam sang Hàn Quốc đễ ăn tối cùng nhân viên 
gương mẫu ở busan.ông tổng và nhân viên gương mẫu 
gặp lại tại busan rất vui mừng.Họ nghĩ rằng trong thời gian 
ngắn ngày hôm nay rất bất ngờ khi được học hỏi được 
nhiề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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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 몇 분 만에 친구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화승사람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를 휘휘 돌아 천년의 역사가 숨 쉬는 

경주까지 한국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2015 

부산국제신발박람회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3박 4일의 

여정을 모두 함께한 그들. 그 어디에 있든 화승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친구가 된다. 베트남화승비나, 중국장천제화, 

심지어 중국에서 온 두 직원은 통료라는, 대련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를 이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난 복 받은 화승 사람인지도 

모른다.

화기애애 프로젝트에 당선되었던 통료의 박춘선 계장을 비롯해 

화승비나 1공장장, 2공장장, 각부서의 리더들을 모두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의 벤치마킹 투어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영광이다.

Chỉ vài phút tôi dường như đã tìm thấy bản 
thân mình khi được ở cùng với những người 
bạn của Hwasueng.

Chúng tôi đã đi quanh đảo heunde dongbek để tham 
quan, thưỡng thức những lễ hội lịch sử và cảm nhận 
bầu không khí của hàn quốc qua hơi thở và tham quan 
triển lãm giày quốc tế busan năm 2015,không quản bận 
rộn của cuộc sống chúng tôi đã ở busan 3 ngày 4 đêm.
Tôi và những người quản lí quan trọng của công ty 
Hwasung vina và Changchun Trung Quốc ở đây là 
những người bạn.Dù tôi có làm việc ở Trung Quốc hay 
Việt Nam thì tình bạn của chúng tôi vẫn không phai mờ. 
Tôi đã rất hạnh phúc khi được gặp những người bạn 
Hwasueng. Và tôi nghĩ rằng mình thật có phúc nên mới 
được gặp họ ở busan.

Trong chuyến thăm lại hàn quốc lần này tôi rất vinh dự 
và hạnh phúc khi được gặp ông giám đốc  xưởng 1, 2 
và giám đốc các bộ phận của công ty hwaseung vina 
và gặp được Ms park đươc bầu chọn chương trình vui 
cười tươi của công ty mẹ

相遇的短短几分钟，变成了朋友的我们
所以我们是一样的和承人

他们参观了海云台冬柏岛APEC国际会议中心，又去感受了饱

含千年历史气息的庆州。也有机会参加了2015年釜山国际制

鞋博览会，大家一起度过了短暂而紧张的四天三夜。无论是在

身在何处，只要是一样的和承人就会成为朋友。他们是来自越

南的和承、中国大连的长川制靴，甚至离大连也遥远的位于

通辽工作的朋友们。可以在釜山遇见这些朋友的我，应该也算

是非常有福气的和承人了。

在和气爱爱项目活动中当选的通辽工厂朴春仙系长、越南和

承一工厂厂长、二工厂厂长、以及各部门的管理者们能一同来

韩国见习，能与他们同时相遇、并和他们一起完成这次见习之

旅的我感到非常的荣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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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는 자가 곧 승리할지니
직급별 처세술

본디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라 했고, 승리는 곧 생존을 의미한다. ‘그들만의 리그’라 

불릴지언정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는 회사 생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자신 없는 미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직급별 필살 생존 비책.

일단 일을 잘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대단한 능력을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대신 

기억력만큼은 동기 중 최고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업무 

실력은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일 터. 사수가 전수해 준 

업무 스킬만 바로바로 흡수해도 충분히 예쁨을 받을 수 

있다. 몇 번이고 같은 질문과 실수를 되풀이하는 후배에게 

매번 웃으며 가르칠 만큼 사수는 한가하지 않다. ‘한 번 

가르쳐 준 건 잘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입은 닫고 눈과 귀는 활짝 열어라. 옆자리에 

대리님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날엔 언젠가 

좋아한다고 했던 간식거리를 사다가 살짝 내밀어 보자. 

사소한 실수 한두 번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저절로 생길 테니까. 이 밖에 부장님이 이름을 채 부르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엉덩이, 저렴하되 

맛있고 조용한 회식 장소를 섭외할 수 있는 정보력 정도는 

갖추고 있다면 품고 싶은 막내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 뒤치다꺼리하랴, 까다로운 상사 

입맛 맞추랴 위아래로 긴장의 틈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대리다. 이럴 때일수록 다년간 다져온 눈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보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되, 상사들 눈에 건방져 보이지 않도록 

적정선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후배를 가르치거나 

혼낼 때는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 

좋다. 직급이 대리라 하더라도 분명 누군가의 후배일 터, 

자칫 상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 많아진 업무량과 인수인계로 

인해 바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 업무 능력을 쌓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일이 손에 익기 

때문에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지론을 명심하고 자기 발전에 게을리 하지 말자.

기억력만이 살 길

신입사원

업그레이드된 눈치 기술

대리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

반창고

누군가 종이나 칼에 손을 베었을 때, 새 

구두를 신고 외근에서 돌아온 여자 선임이 

발뒤꿈치가 까였을 때 등 갖고 있으면 

의외로 유용하다.

칸이 넉넉한 스케줄러

본인의 업무 스케줄은 물론 

팀원들 스케줄까지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선배들 생일 체크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쿠폰 지갑

팀원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의 

쿠폰은 언제나 지니고 있는 게 좋다.

간단한 주전부리

적절한 타이밍에 건네는 간식은 팀 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대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

반짇고리

비상약, 반창고는 누구든 갖고 

있을 수 있으나, 반짇고리는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이 많다. 

잘하면 ‘역시 대리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템.

심리학 서적

위아래로 스트레스 받을 때 

유용하다. (tip. 길벗 <사무실의 

멍청이들>)

아이디어 노트

고민하는 후배에게 슬쩍 팁을 줄 

수도 있고, 덤으로 잘난 체도 할 수 

있다.

구취 제거제, 껌, 사탕

외근 나가는 상사에게 슬쩍 챙겨드려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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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인을 위한 ‘까임방지’ 쿠폰

오늘도 ‘완생’을 향해 고군분투 중인 화승 사람들을 위해 

DBT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회식자리에서 

팀장님한테 한 말실수로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계시나요? 

혹은 업무 실수로 언제 팀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이 쿠폰을 상사님께 살짝 내밀어 

보세요. 피로회복제 혹은 달달한 카페라떼 한 잔과 함께라면 

효과는 더욱 크겠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것을. 부디 상사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DBT가 기원합니다.   

상사와 후배들의 딱 중간에 위치한 자리인 만큼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가 관건이다. 후배에게 자신이 사원이나 

대리일 때는 어땠는지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미래가 

불안한 이들에게 이미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으니 말이다. 또한 업무적인 고충을 수렴해 윗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과장의 몫이다. 후임에게는 기댈 수 있는 

선임이, 선임에게는 지혜로운 후임이 되어야 한다. 외부 인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래처와 쌓는 신뢰도가,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곧 인사 평가나 커리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 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신경 

써야 할 때다. 성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아랫사람은 물론 

윗사람을 대할 때 행동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우선 팀장은 팀원들이 살아야 존재할 수 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팀이 인정받는다면 

회사에서의 지위는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또한 사원, 

대리, 과장 시절 자신이 팀장에게 품었던 불만 사항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무턱대고 소리만 지른다고 싫어하지는 

않았는지, 업무능력이 없어 부하 직원들이 뒤처리를 

도맡아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그것만 염두에 두어도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느 자리든 위로 

올라갈수록 외로운 법이다. 팀원들과 적정거리의 선을 

유지해 권위를 지키도록 하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과장

설득력 있는 리더십

팀장

과장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

알람시계

전날 거래처와 진한 회식을 했더라도 지각은 절대 

금물이다.

라이터와 담배

비흡연자라도 준비해두면 다 쓸 때가 

있다.

명함 정리 파일

간단한 메모와 함께 

정리해두면 소중한 자산이 

된다.

가족사진, 연인 사진

간혹 견디기 힘들 때 도움이 

된다. 둘 다 싫다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도 상관없다.

팀장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

두툼한 지갑

슬프지만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

만년필

사인할 일이 

많아질수록 좋은 펜을 쓰는 것이 

좋다.

이어폰

화가 날 땐 음악으로 심신을 

다스릴 것.

피로회복제

무기력한 팀장은 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

유효기한 : 2016. 2. 28

주의사항 : 잘못 쓰면 더 까여요~

꾸지람 금지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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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생에는 감자랑 같이 볶이거나 칼국수 국물 내는 데 일조하나 했건만. 실험 대상이 됐다. 

물에 엉덩이 담그고 앉아 싹 틔우게 생겼네.

오호라, 빨리 자라기 대결인가 본데. 그런데 뭐? 나한텐 욕하고 얘한텐 칭찬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양파인데. 뜻대로 안 될걸~

#2.

하... 이 사람들 이러다 

나보다 빨리 죽겠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서야 어떻게 산다니. 

온갖 분풀이를 다 

듣고 있자니 내가 다 

문드러지는 기분이야... 

칭찬받는 양파는 뭐하나?

#3.

헐, 대박. 클래식이 웬 말이니. 진짜 웃긴다. 

아~ 오기 생겨. 오기 생겨!!!

#4.

나 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쟤는 아직 기미도 안 보이고.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욕먹은 양파가 더 잘 큰다는 걸 

보여주겠어!!! 

뿅! 여러분은 지금 욕먹은 양파의 급성장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오호호~ 

#5.

비록 배불리 먹은 욕 때문에 몸은 문드러져 가지만... 

난 죽지 않으리라. 시간 되면 클래식 틀어줘, 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줘, 안일하게 사는 쟤보다 더 굳세다는 

것을 보여줄 테다. 봤냐, 이 사람들아~ 욕 좀 먹어도 

살아남겠다는 오기와! 앞서가겠다는 의지로! 난 

살아남았다. 심지어 엄청나게 쑥쑥 자랐다고. 으하하~

# Editor's Note

어려서부터 많이 해온 실험이었습니다. 최대한 같은 

조건에 두고 칭찬받는 양파는 욕을 듣지 못하게, 

욕먹는 양파는 조금의 칭찬도, 클래식 음악 소리도 

듣지 못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했는데. 주말이 

지난 어느 월요일, 욕먹는 양파의 싹이 빼꼼히 

고개를 내민 게 아니겠어요... 이걸 어쩌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양파가 때때로 

분통 터져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물론 욕먹으면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쑥쑥 자라는(잘하는!) 걸 보여주자고. 칭찬받는 양파는 

느리지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칭찬이 양파를 곱게 만든 거겠죠. 우리 칭찬을 

생활화하되 욕먹어도 기죽지 않는 직장인이 됩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초딩이 시절, 자연 

시간이며 방학이면 

징하게도 실험했던 

양파 키우기. 금이야 

옥이야 칭찬해준 

양파는 쑥쑥 자라고, 

욕하고 내버려뒀던 

양파는 금세 죽기 

마련이었는데…….

칭찬받는 양파가 

잘 자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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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걸음.
누군가에겐 
돋움.

걷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다. 하지만 혼자 걷는 

순간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들도 있다. 

백혈병 소아암을 앓다, 이제는 

완치의 길을 함께 걸으며  

희망을 돋우는 아이들. 

햇살 좋은 9월,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 아이들과  

부산, 경남 화승 신입사원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아이의 입은 벌써 

침으로 고이고,

빠른 손놀림으로 

기다림은 줄어든다.

받는 아이보다 주는 데 

더 들뜬 화승 아이들.

보람이란 그렇듯 

맞잡은 손 마냥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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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순간.

화승 사람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져

희망의 풍선을 불다.

소중한 마음이 모여 치료와 치유의 기회를 만들고,

더불어 일어서는 방법을 일깨우다.

희망의 풍선을 날리다. 완치의 희망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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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걸음걸음.

고즈넉한 나무는 

말이 없고,

아이와의 대화가 

햇살처럼 쏟아지는데 

아이 옆을 

지키는 엄마는 

속으로 속삭인다.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아이를 만나고

아이의 이름을 알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걷고,

아이의 아픔을 마주한 

그 짧은 시간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아프지 말고,

또 아프지 말기를, 

그리하여 다시 만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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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꿈틀 주황빛 소풍 소동

화승 꿈틀 프로젝트 
가을 소풍

10월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화승그룹 사회공헌 봉사단 화승 꿈틀 프로젝트팀의 가을 소풍이 진행됐다. 

범어사 인근 한 가든 음식점에서 펼쳐진 무한 체력의 소년 · 소녀들과 일부 노쇠한 처녀 총각(?)들이 함께한 

전쟁 같던 소풍의 결말은 모두가 행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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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약속된 소풍 장소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꿈틀이들. 함께 모인 건 

2015년 화승 꿈틀 프로젝트 2기뿐만이 

아니었다. 작년 한 해 동안 화승그룹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부산 신애재활원 

꿈틀이와 봉사자 1기도 함께 참석한 

이번 소풍은 약 25명이 함께 모인 나름 

대규모 나들이였다. 

주황빛 꿈틀 유니폼을 착용 후 사전에 

선정된 자신의 팀으로 이동하는 

꿈틀이들. 시작 전부터 레크레이션 

승리를 향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레크레이션 승리를 향한 

우리는 

꿈틀꿈틀 일심동체

3개 팀으로 나눠진 꿈틀이들은 풍선 

터트리기, 스피드 퀴즈, 일심동체, 

복불복, 단체 줄넘기 등 소싯적부터 

단련된 소풍 필수 게임을 치열한 

투쟁본능으로 맞이했다. 

진행자가 어떤 특정 단어를 말하면 

게임에 참가한 꿈틀이가 동시에 

똑같은 포즈를 취해야한다는 다소 

고난도의 일심동체 게임에도 팀 평균 

10개 이상을 맞추는 무시무시한 

조직력을 구사한 꿈틀이들. 

선생님 파이팅, 우리팀 이겨라 등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 격렬한 

응원으로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지난 1년 덕분이리라. 

오늘 소풍에서 담은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서로의 가슴에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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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경쟁 속에서도 교육(?)이 꽃 

피었다. 누가 이분들 바리스타 교육 

안한다고 할까봐 바리스타 강지석 

선생님의 적절한 배합으로 탄생된 

복불복 게임, ‘아메리카노와 

까나리카노 맞추기’는 마치 바리스타 

꿈틀이들의 역량평가처럼 진행됐다. 

내년에는 까나리카노 자격증 취득을 

교육에 추가해야 할 듯하다.

치열한 접전이 끝나고 거행된 

시상식에선 1등팀부터 꼴찌팀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상품이 모두 똑같았으니까. 불꽃같은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기력이 소진된 

꿈틀이들은 준비된 회식자리에서 

다양한 오리 요리를 남김없이 

해치웠다. 3일은 굶은 짐승마냥 

(오리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꿈틀이들의 열띤 웃음 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도는 듯 했다. 행복이 이처럼 

오래 남는 건 1년 가까이 꿈틀이 안에서 

오늘의 웃음소리가 

저마다의 가슴에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소풍에서 담은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 꿈틀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2015 화승 꿈틀 프로젝트 

BEHIND COMICS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화승그룹 직원 봉사자와 청소년이 1:1로 매칭 되어 1년 간 바리스타/요리/가구DIY/만화디자인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화승 꿈틀 프로젝트에도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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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이 꼽는 가장 공정한 영화상

화승그룹, 

제24회 부일영화상 후원

새로운 글로벌 드림의 문을 두드리다

화승멕시코, 

멕시코 주정부 초청행사 성료

지난 10월 2일, 화승그룹이 후원하고 부산일보가 주최하는 제

24회 부일영화상이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영화인들이 꼽는 가장 공정한 영화상이라고도 불리는 부일영

화상. 2015년 최우수작품상에는 <무뢰한>이 선정됐다. 남우

주연상에 <암살> 이정재, 여우주연상에 <무뢰한> 전도연, 최

우수감독상에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 등 총 15개 부문에 걸

친 수상자 및 작품이 발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화

승그룹 배태균 화승네트웍스 사장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

했다. 

한편 부일영화상은 지난 1973년 16회 시상식 이후 중단되었

으나, 부산광역시와 부산일보, 그리고 향토기업 화승그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맥을 이어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에 제17회 행사를 재개했다.  

지난 11월 13일 화승멕시코(HSAM) 현장에서 코아우일라 주지

사, 라모스 아리즈페 시장, 코아우일라 경제부장관, 빔사 공단 

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멕시코 주정부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끝

났다. 올해 설립된 화승멕시코는 미주지역 진출의 시너지를 더

할 거점으로 내년 기아자동차를 시작으로 FCA(피아트크라이

슬러), GM까지 거래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매출 

및 생산력 증대에 따른 공장 증설의 계획을 세웠으며 현지 고

용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지역 경제 발전

은 물론 상생을 실천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김형진 미주해

외법인 총괄법인장의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함께한 화승R&A 

백대현 대표이사는  “멕시코 진출이 화승이 전 세계에 생산거

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고객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했다.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화승멕시코 미

래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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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그려진 새로운 미래

화승비나, 

‘A20+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2015년도 화승그룹 임원 화요 특강 성료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한 교육 첫 도입, 

성공적 평가

지난 10월 16일 화승비나는 혁신목표 달성과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A20+ 프로젝트(Achievement of 2020 Vision)’ 1기 

발대식을 가졌다. 16개 팀이 16개의 프로젝트 테마를 등록했

으며, 화승비나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프로젝트의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증가하는 케파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혁신적인 시스템과 프로세

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화승비나 이계영 대

표이사는 기업의 발전은 프로젝트의 개발과 성공에 달려 있으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이 가

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식적인 프로젝트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단순히 문제 현상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2015년도 화승그룹 임원 화요 특강이 성

공적인 평가로 마무리 됐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원 조찬 

강연은 첫 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최신 경제트렌드 동향 

파악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박사의 관찰을 통

한 소비자 니즈(Needs)파악, 유영만 교수의 브리꼴레르 인

재상 탐구, 류량도 교수의 성공적인 성과조직관리 순으로 진

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임원들은 변동이 심한 시대 상황 속에 각계각

층의 전문가들이 뽑아낸 전략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

이었다며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화승그룹 회장실 교육팀은 올해 마지막 교육은 12월 18일 화

승그룹 연말 송년행사에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에도 임직

원들을 위한 더욱 발전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제공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화승소재

적극적인 인재양성에 힘쓰다

화승소재-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MOU체결

지난 11월 6일 화승소재는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와 일학습병행제 지원 및 유기적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교류협약식

을 체결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제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 공동연구과제의 개발 / 직무능력향상 교육

제공 / 재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상호협조 / 

졸업생들의 취업연계 협조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화승인더스트리

사랑의 완성은 헌혈

화승인더스트리, 사랑의 헌혈 실시

지난 10월 21일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사

랑의 헌혈하기’가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

에서 이루어졌다. 환희애육원, 정애원 등 지

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화승인더

스트리는 ‘사랑의 헌혈하기’ 행사를 2013년

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도 43명이 헌혈

에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의 꾸준한 참여가 

이어졌다.

내가 바로 족구왕

친선 족구경기 개최

지난 10월 21일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에

서 족구경기가 개최됐다. 중앙연구소 설립

으로 한 식구가 된 화학연구팀 직원들과 기

존 직원들과의 융화를 위해 계획된 이 행사

는 모든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경기 결과를 떠나 서로

를 더욱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공장 안전, 이상 무!

화승인더스트리, 산재예방 안전 

결의대회 실시

지난 10월 19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산재

예방 안전 결의대회가 화승인더스트리 아산

공장에서 실시되었다. 노사가 모두 참여한 

이 안전 결의대회는 산재 예방으로 통해 안

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수칙을 각인하기 

위해 계획됐다. 행사는 노사 공동으로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안전 구호를 외치는 등

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화승비나

Adidas Supplier Summit에서 

Speed상 수상

지난 11월, 중국 상해 하얏트호텔에서 개최

된 2015 adidas Supplier Summit에서 현

석호 부회장이 4년 연속 Speed 상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화승비나는 납기와 민첩성의 두 분야에 있

어 최고의 평가를 이끌어내며 4년 연속 수상

이라는 기염을 토했으며, 아디다스 그룹 최

고의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화승그룹

워킹맘 · 워킹대디의 활력을 키우자!

화승그룹, 부산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MOU 체결

지난 10월 27일, 화승그룹과 연제구 건강가

정지원센터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과 관련한 MOU 체결

식을 화승그룹 부산 본사 사옥에서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공

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화승그

룹 박동호 전무이사, 연제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윤미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화승R&A

국가경제발전에 함께하는 화승그룹

화승R&A 박노성 부장 장관 표창 수상

지난 11월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에

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5

년 동반 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화승R&A 박

노성 부장이 장관표창상을 수상했다. 박노

성 부장은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FTA 동반성장 

특별유공분야에 개인상을 수상하면서, 개인

의 명예는 물론 화승R&A 명예에도 큰 기여

를 했다. 

HWASEUNG

NEWS
화승에 이런 일이

얼굴만큼이나 예쁜 마음씨들의 모임

화승R&A, 화승소재, 여직원회 여울회 

정기 봉사활동 진행

지난 11월 7일, 부산 동래구청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화승R&A, 화승소재 여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여울회’가 함께했다. 민간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여울회 회원 20여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약 40여 명이 모여 동래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

게 무료 급식 봉사를 펼쳤다. 2015년 여울회 회장, 영업1팀 윤

주희 대리는 지난 5월에 열린 자원봉사페스티벌에 참가한 이

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과 매월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5일에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자원봉사자와 

함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여울회는 1,300포기의 김

치를 담가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104
COMMUNICATOR

DBT총괄 화승그룹홍보팀 

김병호 차장

화승그룹홍보팀 심일욱 대리

화승R&A 황지회 (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 

(개발영업1팀 대리)

화승T&C, 화승공조 이재훈 

(관리팀 사원)

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화승엑스윌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대리)

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매니저)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과장 

중국 HST  김성우 과장



106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2015년 화승그룹 사보 <DBT> 가을호 독자엽서 당첨자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정여주(전남 강진군 

중앙로)  최영숙(부산시 

서구 동대로)  

이소원(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로)  전행숙(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권성미(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정창재(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아름(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윤석홍(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김민정(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정현숙(충남 온산시 

대화로)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이현정(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남로) 고준선(충북 제천시 

칠성로) 표상률(경남 김해시 월산로) 김수운(대전시 

중구 태평로) 

지금 당신이 훔쳐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정창재

지하철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져있는 분의 

어깨 너머로 내용을 훔쳐보다가 그 내용이 

좋아 무슨책이냐 물었더니 화승 사보라고 

하네요. 덕분에 이렇게 엽서 보내봅니다! 

└re: 적절한 도둑질입니다!

김아름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를 훔

쳐보고 싶어요. 10년 전, 수능 성적 미달로 

입학하지 못했던 대학교에 들어가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대학생활 맘껏 즐겨보고 싶

어요.

└re: 충분히 공감되는 상상범죄네요.

윤석홍

연애시절 주고 받았던 연애편지. 지금의 

아내에게 보냈던 연애편지를 분명 아내가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떤 내

용으로 보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기억이 안나네요. 

└re: 아마 다시 보면 손발이 오그라든다에 한 표 던

집니다. 

김민정

저는 부모님의 성적표를 훔쳐보고 싶어요. 

서로 본인을 닮았다면 매일 공부는 1등 했

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누굴 닮아서 이

렇게 공부를 못했던 건지 꼭 밝혀내고 싶어

요.

└re: 이미 불 태우셨다에 한 표 던집니다.

정현숙

결혼하고 일하느라 미뤘던 임신. 10년 만

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되어

가는데, 힘들게 만든 소중한 아이인 만큼 

얼굴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re: 분명 엄마를 쏙 빼닮아 미스(터)코리아가 될 

겁니다. 

송재하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가 한글을 배운다는 말

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종이에 무엇인가 쓰

시다가 제가 보면 얼른 조그마한 손가방에 

집어넣으시더군요. 어머니의 열정이 담긴 

손가방안을 훔쳐보고 싶습니다.

└re: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어머니체’를 꼭 훔쳐

보시길 빌겠습니다.

이현정

연일 뉴스 헤드라인으로 거론되는 정치계 

공방전. 이제는 정말 지치고 지겹네요. 정

치인들의 속마음을 훤히 훔쳐보고 진정으

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 이현정을 국회로!

고준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 이야

기만 꺼내면 말을 돌리는 여자친구. 도대

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자친구 속마

음을 훔쳐보고 싶네요.

└re: 개인적인 조언입니다만, 격하게 밀어붙이셨

으면 합니다. (From 성공한 1인)

표상률

함께 일하는 김 대리 다이어리를 훔쳐보고 

싶습니다. 다이어리 속에 수많은 아이디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 기발한 아

이디어가 쏙쏙 나옵니다.

└re: ‘수정사항’만 빼곡한 제 다이어리도 울고 갑니다.

김수운

화승그룹 홍보팀에 보내온 독자들의 엽서 

내용을 훔쳐보고 싶고요, 어떤 엽서를 뽑

으시는지 담당 기자의 사적인 마음도 꼭 훔

쳐보고 싶네요.

└re: 엽서 글씨를 보니 남성이신 것 같아 공개 안하

고 싶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독자엽서코너에 ‘실릴

만한 사연’을 쓰신 분들을 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