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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신념을 품은 기술로, 한 편의 작품이 된 우리의 선박이 아름답습

니다.

현대중공업 가족에게 있어, 2017년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변화’

와 ‘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하는 한 해였습니다.

‘기술의 현대’라는 자부심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자

신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다시 한번 현대정신을 되

새기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뛰어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올해도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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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아산 정주영 창업자 흉상 제막식

“당신의 치열한

 삶을 되새겨 

 창업정신 

 이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열정’과 ‘끈기’의 표상, 

아산(峨山)을 그리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1월 28일 최길

선 회장과 권오갑 부회장, 강환구 사장, 

주영걸 사장, 공기영 사장 등 경영진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

장 등 주요 집행간부를 비롯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본관 로비에서 정주영 창업자의 흉상 제

막식을 가졌다. 

이 흉상은 정주영 창업자의 탄생 102주

년(11월 25일)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경

제 발전을 이끌고 사회 각계에 큰 족적

을 남긴 창업자를 기리고, 숭고한 기업

가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설치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정주영 창업자의 흉상을 제막하고, 

창업자의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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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은 가로 85cm, 세로 45cm, 높이 

85cm 크기에 청동 재질로 유형택 前 울

산대학교 미술대학장이 제작을 맡았다. 

흉상의 모습은 창업자가 인생의 완숙미

를 보이던 시절이자 우리의 기억과 가장 

가까운 70대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또, 복장은 현대중공업 현장을 둘러보실 

때 입던 작업복 차림이어서 친숙함을 주

며, 약간 좌측을 향한 자세는 창업자의 진

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흉상을 받치고 있는 좌대에는 ‘아산 정주

영 창업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창업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를 이

룩하신 큰 별이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

업 임직원은 아산의 높은 뜻을 기리고 고

귀한 창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라

는 문구가 새겨졌다. 

위기극복 돌파구, 창업자 정신에서 찾는다!

이날 최길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

주영 창업자는 세계 굴지의 회사들을 키

워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의 일터를 

만들어주었다”며, “창업자의 용기와 도

전정신, 긍정적인 자세를 이어 받아 우

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지부장도 “‘길이 없으면 찾아라,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라’라는 창업자의 

말씀처럼 오늘 흉상 제막식을 계기로 지

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흉상을 제작한 유형택 교수는 “정주영 

창업자의 흉상 제작은 인간적 한계를 극

복하고 우리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선 영

웅의 인격을 표현하는 작업이었다”며, “이

런 작업을 맡게 돼 큰 영광”이라고 소감

을 밝혔다.

유형택 교수는 지난 2003년 울산대학교

에 세워진 창업자의 흉상을 비롯해 이날 

제막한 흉상까지 총 6점의 창업자 흉상 

제작에 참여했다.

한편, 창업자 흉상 제막 이후 많은 임직

원들이 창업자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위기극복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최근 임원 인사에서 상무보로 신규 선

임된 현대중공업 박종운 기정은 “창업

자님의 흉상을 보는 순간 형용할 수 없

는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며, “창업자님

의 업적과 말씀들을 떠올리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

했다.

시련은 실패가 아닌 기회라 여기며, 생존

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산

의 도전정신이 우리의 마음 속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새롭게 

자리 잡은 창업자의 흉상이 안팎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에 든

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6

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이렇게 뛰었다

“유례없는 어려움 맞서 위기극복에 전력”
2017년은 조선·해양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수주 부진에 따른 일감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해였다. 

유례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현대중공업그룹 각 사는 한 해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내실을 다지며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쏟았다.

현대중공업

위기 넘어 새로운 도약 나서

올해 조선시장은 사상 최악의 수주 절벽을 겪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졌

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또 해양과 플랜트, 

엔진기계 역시 수주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분할로 제 2의 창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경영개선계획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재도약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각종 공사 수행, 안전한 일터 구현 등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냈다.
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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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로 새롭게 출발

올 한 해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사업

분할을 통해 새로운 출발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면한 위기 상황과 성장 정체 국면의 

돌파를 위해 올해 4월 1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

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의 4개사로 사업분할

을 실시했다.

사업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부채비율이 100% 미

만으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고, 이

를 바탕으로 조선·해양 분야 선도 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또 분할회사들은 고유의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사업 고도화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힘입어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는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협력 통해 성장 동력 발굴

현대중공업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 동력

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는 한국전력과 ‘해외 페트콕(Pet-coke/석

유정제 부산물)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발전 관련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페트콕을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CFBC(순환유동층) 보일러라는 특

수설비가 필요한데, 현대중공업은 자체 CFBC 보일러 설계, 제작 역량을 갖추

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페트콕 발전소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국

전력은 발전설비 운영과 해외 발전사업 개발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 

3사는 각 사의 장점을 결합해 해외 정유공장 인근에 CFBC 보일러를 건설, 

페트콕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해 정유공장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

이다.

또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

co), 산업투자공사인 두수르(Dussur)와 함께 ‘선박 및 육상용 엔진 사업 합작

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이번 MOU에 따라 엔진 합작

사를 설립하고 2019년까지 사우디 동부 라스 알 헤어(Ras Al-Khair) 지역의 

‘킹 살만(King Salman) 조선산업단지’에 엔진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엔진 합작사 설립을 통해 로열티, 기자재 판매, 기술지원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MOU는 현대중공업

▲ 현대건설기계 출범식

▲ 현대일렉트릭  출범식

▲ 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식

▲ 현대로보틱스 출범식

독립법인 출범 기념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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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이렇게 뛰었다

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힘센엔진’의 첫 라이선스 사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기

술력을 입증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풀 탠덤 공법’으로 컨-선 공기 단축

2017년 한 해 동안 현대중공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주요 공사들을 마무

리하고 의미 있는 기록들도 달성했다.

조선사업본부는 7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처음으로 ‘풀 탠덤(Full Tan-

dem) 공법’을 적용해 건조 공기를 크게 단축하고 자재 비용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수선본부는 7월 처음으로 건조하는 3천톤급 최신예 잠수함 ‘장보

고-Ⅲ 3번함’을 착공했으며, 이 잠수함 건조에 새로 개발한 선체 취부·용접 자

동화장비를 투입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나섰다.

해양사업부문은 올해 4월 아스타한스틴(Aasta Hansteen) 가스생산설비의 하

부설비를 출항시킨데 이어, 9월에는 상부설비를 출항시켰다. 또 버가딩(Ber-

gading) 가스플랫폼(2월), 바로니아(Baronia) 가스플랫폼(5월), 어돕투(Odup-

tu) 원유·가스생산시설 증설공사(6월) 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플랜트사업부문은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우수 시공사로 선정됐고, 8

월에는 발전용량 2천640MW 규모의 사우디 최대 발전소인 ‘제다사우스(Jed-

dah South) 화력발전소’의 신뢰성 운전을 마치고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공사

(SEC)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PAC)를 받았다.

엔진기계사업본부는 지난 2월 프로펠러 생산 누계 5천호기를 달성했는데, 

이는 지난 1985년 8월 첫 번째 프로펠러를 생산한지 31년 6개월 만의 기록이

었다. 

미래 대비한 기술개발에 공들여

현대중공업은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도 공을 들였다. 올해 3월

에는 환경규제 강화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LNG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LNG재기화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국내외 선

사 및 선급을 초청해 독자 개발한 LNG재기화시스템의 시연

회를 개최했다. 

이 시스템은 LNG-FSRU에 저장된 육상에 공급할 수 있도

록 LNG를 기체 상태로 바꾸는 설비로 기존에 비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크게 높였다. 또 9월에는 호주 최대 규모의 LNG 

연구 기관인 호주 LNG연구센터와 ‘LNG 분야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LNG액화시스템, 재기화시스템 등에 

대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이외에도 9월 울산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풀 탠덤 공법 적용 2896호선

현대중그룹 발전관련 신사업 MOU

사우디 최대 발전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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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메이션 인력양성 협약’ 을 맺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산학협력 협

약’을 체결했다.

앞서 7월에는 복잡한 첨단 시스템을 다양한 가상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서 설계 오류나 오작동 등을 미리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검증시

설(HILS센터)’을 종합연구동에 개소함으로써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품질 및 

안정성 향상과 설계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안전한 작업장 구현에도 노력

현대중공업은 올해 ‘안전 최우선’을 첫 번째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안전한 작업

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1월부터 사내 협력회사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을 의무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2월에 업계 최초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도입해 사우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같은 달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

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고기량자 우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총 240여명의 사상 최다 기능장 배출 기록을 세웠고, 10월에 열린 ‘제 44회 국

제기능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18회 연속 금메달 수

상 기록을 이어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금연클리닉 외에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시행하

고, 사내식당에서 맞춤형 기능식단을 제공하는 등 사우들의 건강관리에도 힘

을 쏟았다.

통합관제센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들

LNG재기화 실증설비

현대중공업 금연클리닉 선포식



10

소통과 화합으로 역량 모아

현대미포조선은 2017년 1월 10일 영국 BP사로부터 수주한 5만톤

급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새해 힘

찬 뱃고동을 울렸다. 

특히 올해는 신조사업 진출 20주년을 맞는 해로, 20년전 수리·

개조선 사업이 중국 등 동남아 후발국가의 거센 추격으로 경쟁력

이 떨어지고 있던 것과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이었다.

현대미포조선은 당시 위기 속에서 ‘신조선 사업으로의 전환’이라

는 도전을 택했고, 이후 10여년 만에 중소형 선박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올해 현대미포조선도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내부역량을 

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이렇게 뛰었다

“경쟁력 회복에 한마음으로 결집한 한 해”
2017년은 세계 여러 조선소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휴직,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한 해였다. 

하지만 미포인들에게 2017년은 ‘고난과 역경의 해’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결집하는 한편, 신선종 건조, 신기술 개발과 같은 도전으로 위기

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월 수주잔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일감을 확보하고자 ‘V1234 워크숍’을 개최했

다. ‘V1234’는 5만톤급 PC선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인도까지 기

간을 3개월 단축해 ‘12개월’로 줄이고, 도크 공기도 10일 단축

한 ‘34일’로 줄이자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다

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LNG 벙커링선 조감도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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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GREAT HMD’라는 비

전 아래, 2021년까지 매출 4조5천억원, 영업이익 10%를 달성하겠

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주력선종 경쟁력 지속 확대 △

전략선종 점유율 확대 △지속성장 역량강화 등 3가지 핵심전략

도 제시했다.

한편, 올해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로팩스(RO-

PAX)선, LNG벙커링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며 일감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지난 9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연료탱크에 ‘고망

간강’을 적용한 선박을 건조해 진수하는 등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은 시장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술개

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박 설계 검증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에는 

3차원 정보기술(3D)를 활용한 선박설계 운영시스템 개발을 시작

했다.

현장 직원들도 고품질 선박 건조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각자 기량 

향상에 매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치러진 기

능장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에서 현대미포조선 직원 52명이 합격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5월 15일부터는 이틀간 한우리회관 체육관에서 전 임직원들

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2017년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불황극복을 위한 전사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영석 사장 

주재로 실시된 설명회는 △경영현황 △경쟁력 강화방안 △질의응

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5월 19일에는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사 대토론회’

가 열려 전 직원이 일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

혜를 모았다. 

이같은 일련의 행사들은 현대미포조선 구성원들이 회사의 현 상

황과 글로벌 조선시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전통도 이어져 위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

이 되었다. 현대미포조선은 2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9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8월에는 임금협약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1997년부

터 2017년까지 ‘21년 연속 무분규’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원가절감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이고자 임직원들이 솔선수범

하는 모습도 관심을 모았다. 생산현장에서는 남는 자재를 한 군

데 모아 필요한 곳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잉여자재 자율반납대’

가 설치되었다. 

사무실에서도 서랍 속 안 쓰는 사무용품을 나눠 쓰기 위해 ‘사무

용품 공용함’이 설치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성원들의 각오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3분기까지 매출액 6

천985억원, 영업이익 651억원, 당기순이익 1천708억원을 달성하

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최악의 글로벌 조선·해운경기 속에서도 지난 10월까지 모두 

56척, 19억5천6백만 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해(HVS 포함) 연초 

목표를 약 20% 초과 달성했다.

비전 선포, 기술개발로 도약 준비

올해 현대미포조선은 장기불황으로 위축된 임직원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며, 희망찬 여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월 11일 한우리회관 체육관에서는 노사대표를 포함한 1천

200여명의 미포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VISION 2021 선포식’이 

열렸다. 

경영현황설명회

잉여자재 반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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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강재가 등의 재료비 인상으로 수

익성에 비상이 걸렸으나, 공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낭비 

제거를 통한 비용절감에 사활을 건 결과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

으로 예상된다. 

전 임직원이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하나로 똘똘 뭉치고, 

노사가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도 원동력이 됐다.

철저한 준비로 완벽 건조에 최선

올해 현대삼호중공업은 11월까지 34척을 인도했다. 올해 가장 심

혈을 기울인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인 바흐리

(BAHRI)사에서 수주한 VLCC와 캐나다 티케이(TEEKAY)사에

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이렇게 뛰었다

“수익성 창출, 친환경 선박 건조로 재도약”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주절벽으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유독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3분기까지 누계 매출 2조1천92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0% 감소한 실적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서 수주한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선 그리고 러시아 소브콤플로

트(SOVCOMFLOT)사의 11만4천 DWT급 원유운반선의 성공 건

조였다. 

착공 전 시공발표회를 통해 건조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생

산성 향상 방안을 설계와 생산이 함께 고민하며 완벽 건조에 최

선을 다했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심혈

아울러 일감부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적

인 아이디어와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노력이 이어

졌다. 

현대삼호중공업 LNG선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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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생산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체득 교육을 실시했다. 75차수에 걸쳐 총 

2천7백여명이 참석해 안전의식을 재무장하고 안전행동이 몸에 

배도록 힘썼다. 

또한, 생산기술직 전사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통

해 직장과 가정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웠고, 11월에는 

교육 효과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올 한 해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안전정책이 새롭게 바뀐 해로 기록

될 만하다. 12대 절대수칙 시행과 절대수칙 위반 시 제재가 크게 

강화된 것이 바뀐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미미했던 안전수칙 위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작업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제도 정비, 밀폐 공간 

안전작업 대책 마련, 매월 안전캠페인과 안전조회, 정기안전보건

교육, 영상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

과를 이뤘다.

메가블록 공법은 그 시작이었다. 1도크가 2척 건조체제로 축소 

전환되면서 생긴 자투리 공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 대형 메가 블

록을 선 제작해 공정을 앞당겼다. 

또 LPG선 탱크 블록을 도크 전 공정에서 100% 선행화해 제작함

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포스코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신

개념 이종 두께 후판인 ‘스텝 플레이트(Step Plate)’ 개발에 성공하

기도 했다. 

이 후판은 두께가 다른 이음매 부분에 용접이 불필요해 연간 20

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그룹

사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능력 입증

현대삼호중공업은 조선시황 불황으로 신조 문의가 얼어붙은 가운

데에서도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3월, 러시아 소브콤

플로트사에서 LNG연료 추진 유조선 4척을 수주한 것이 한 예다. 

LNG연료 추진 유조선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적용

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얼음이나 빙산에 대비한 내빙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번 수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연료 추진 유조선 시장에서 

뛰어난 선박 건조능력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티케이사에서 수주한 LNG선은 현대삼호중공

업 최초로 프로펠러를 직접 구동하는 ME-GI(MAN Electronic 

Gas-injection) 엔진, 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재액화하는 

ERS(Economical Reliquefaction System)가 장착돼 언론의 주

목을 받기도 했다.

안전이 경쟁력, 안전관리에 총력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현대삼호중공업은 안전

한 작업장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바흐라사에 인도한 VLCC 메가공법 교통 안전캠페인

스텝 플레이트(Step Plate)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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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보틱스

최첨단 터전 이전 
산업용 로봇 메이커
힘찬 출발!

현대로보틱스는 올해 대구공장 구축을 통해 늘어난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수주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신규 설비 투자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

하였으나, 중국의 11세대 LCD용 로봇 설비 투자 호조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CSOT와 GVO사로부터 3천만달러를 수주하였고, 12월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상되어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새롭게 둥지를 튼 대구 신공장은 공장 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 규모가 기존 4

천800대에서 8천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

로 안전 및 보안 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 구

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로보틱스는 주력 제품인 ‘산업용 로봇’의 조립, 도장, 배선 조립, 시운전, 포장

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컨베이어 장치와 조립용 로봇을 설치하고 무인 운반차

를 활용해 완성된 제품을 적재적소에 실어 나르는 등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클

린용 로봇’은 항온·항습 설비를 갖춘 최첨단 시설에서 제작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

고 있다.

신모델 개발 및 시스템 사업 확대로 ‘신(新)시장’ 개척

현대로보틱스는 올해 도장용 로봇과 진공로봇의 개발을 완료하여 신시장 개척 준비

를 마쳤다. 도장용 로봇은 국제 인증인 ICX 방폭 인증을 마쳐 페인트 유증기 등으로 

인한 폭발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작동이 원활해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의 적용이 기대된다. 

진공로봇은 OLED 생산 공정 중 진공 챔버 내에서 동작하는 로봇으로, 일반 대기 

상태에서 동작하는 로봇에 비해 진공 환경에서 동작하여 기밀성, 부품의 표면처리 

등 더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뒤따른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에서 OLED로 변화

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진공로봇 개발로 OLED 로봇 신시장

을 개척할 예정이다. 

로봇 시스템 사업의 확대도 예상된다. 로봇 단품 판매가 주력

이었던 기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 공정 전용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수주에도 성공했다. 

건설장비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후판 아크 용접 시스템을 개

발하고 수주하였으며, 자동 적재 시스템을 개발하여 CJ제일

제당 생산라인에 적용하였다. 특히 CJ제일제당에 납품된 시

스템은 기존 대비 작업 속도가 187% 향상되었으며 최근 

‘2017년도 사내 투자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도장용 로봇

▼ 스마트팩토리 내 자동화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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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국내 최대 
전기전자·전력인프라
전문기업으로 재탄생

현대로보틱스는 앞으로 시스템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독자 브랜드화 할 예정이

다. 로봇 기술이 부족한 기업에서도 쉽게 단위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솔루

션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사업 분야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국내 최대 전기전자 전문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전력인프라 

일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출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남으

로써 5월 좋은 성적으로 성공적인 상장을 마쳤다.

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 ‘표준양산형 제품 비중 확대’, ‘주력제품 프리미엄

화’, ‘ICT 에너지 솔루션사업 확대’, ‘글로벌 R&D경쟁력 강화’의 5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2021년 매출 5조, 영업이익 5천억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 전략들이 하나

씩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약 2천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자금은 유럽 불가리아 법인 인수, 변압기 및 중저압차단기 스마트공장 신설하는 데 활

용될 예정이다. 불가리아 법인은 변압기의 핵심부품이지만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탭 절환기(Tap changer)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향후 성장

이 기대되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의 전진 기지로 활용된다. 또, 울산과 수도권에 

각각 변압기와 중저압차단기 생산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건설해, 매년 약 5천억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사원 조직문화 캠프’를 진행했다. 전 임

직원이 30차수로 나뉘어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CEO 강연을 통해 경영 현황 및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우들의 친목을 다졌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아

글로벌 전력시장을 포함해 선박, 건설 등 인프라 관련 산업들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

만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월 영국 국영기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로부터 총 

500억원 규모의 변압기 독점 장기공급 계약에 성공하는 등 

기술력을 앞세워 주력제품에서 수주를 올리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시

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월 

태국전력청(EGAT)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500KV 초고압

차단기를 수주했고, 지난 10월에는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지사를 설립했다. 11월 현재까지 아세안 시장

에서만 700억원 이상의 누적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

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 독일 하노버메세 현대일렉트릭 전시관 전경 

▼ 고려아연 계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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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일렉트릭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 비중을 현 매출 2%

수준에서 2021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올 연말까지 선진 기술의 메

카인 스위스 취리히에 유럽연구소 신설하고 초고압,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특화

된 인재들을 영입해 독보적인 첨단 기술을 확보, 용인연구소에 품질신뢰성센터를 신설

하여 초고압제품에 대한 제품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을 위해 표준양산형 제품과 스마트 에너지 솔루

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표준형 중저압차단기 HG시리즈

는 전년 대비 매출이 약 36%나 증가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빌딩, 선박 등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인 ‘인티그릭(Integrict)’을 출시해, 지난 상반기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에 각각 

50MWh와 150MWh 규모의 산업용 ESS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통합스마트선박 솔루션’ 개발에 성공,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스

마트선박에 표준 사양으로 채택됨으로써, 양사는 스마트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

를 차지하게 됐다. 영국 로이드선급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주될 6천500대의 

선박 중 약 700척에 솔루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해당 솔루션은 척당 약 5천만

불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기계는 독립법인 출범 후 국내 굴삭기 월간 판매 1위를 수 차례 기록하며 시장 

선도기업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건설장비 업황 회복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3분기까지 생산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매출 누계 2조2천240억원을 기

록해 계획대비 120%를 달성했다.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 판매량도 30% 이상 늘렸

고, 중국시장에서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4% 큰 폭으로 늘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5월 독립경영 출범식을 통해 2023년 글로벌 매출 7조원, 글로벌 

톱 5에 진입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CNH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니굴삭기 판매 등 핵심 시장별 공략 강화, 원가 및 품질혁신, 기술기반의 토탈 

솔루션 역량 확대 등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로 매출 확대 노린다!

지난 10월에는 벨지움에 유럽지역 통합 신사옥을 완공하고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만여평 부지에 설립된 이번 

신사옥은 대형 부품 물류센터, 쇼룸, 교육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

고 있으며, 특히 부품 물류센터는 수용능력이 기존보다 두 배 이

상 늘어나 유럽지역의 부품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유럽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현대건설기계

판매 급신장
품질·원가 혁신
글로벌 기업 도약

조직문화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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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벌서비스 데이

10% 성장한 3천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지역 매출이 1분기 

892억원, 2분기 979억원으로 상승세이고,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2.2%

로 상향되는 등 대외환경도 우호적이어서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11월 26일 국내 최초, 최대 규모로 중고 건설장비 옥션도 실시했

다. 1천여명의 국내외 고객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충북 음성에 1.4만평 부지로 조성

된 옥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50여대의 중고장비가 판매됐다. 내년부터는 옥션 시행

횟수와 회당 판매대수를 점차 늘려, 과거 일본이 중고 자동차로 시작해 동남아 신차 

시장 공략에 나섰던 것처럼 중고 건설기계 판매를 통해 향후 신차 시장을 선점할 계획

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R&D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장비 원

격관리시스템인 HI-MATE 2.0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굴삭기 신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는 무인굴삭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올 11월, 3천788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성공했다. 현대건설기계

는 유상증자 대금에 내부자금을 더해 내년까지 3천792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현

대중공업으로부터 중국, 인도 건설장비 생산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2천802억원을 투자

하고 신뢰성평가센터를 건설, 글로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99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조선·해운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 신시

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 유지·보수와 생애주기 관리를 비롯해 개조에서 설계까지 아

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선박·해양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

았다.

지난 9월에는 유럽의 유명 선사 2곳과 선박 수백척에 대해 ‘선박 생애주기 종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국내외에서 3분기까지 3차례에 걸쳐 선주·선급 등을 초청해 ‘글로벌

서비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고객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이외에도 환경규제 강화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선박통합솔루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셀 두께의 절반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내는 ‘양산형 n-type 태양전지’를 개발하였으며, 미세 와이어

를 적용한 고출력 태양광 모듈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 및 해외(PCT) 특허를 출원

했다.

신 시장 개척
고객 확보 박차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현대글로벌서비스

벨지움 유럽지역 통합 신사옥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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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책임경영 강화로 위기 돌파!

현대중공업그룹 임원인사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장단 및 자회사 대표에 대한 세대교체 인사

를 단행하며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 14일 발표된 사장단 인사에서는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자문역으로 위촉되고, 권오갑 부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

서 현대중공업은 강환구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책임경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갑 부회장은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칭)의 대표이사

로 내정되었고,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의 주영걸 대표, 현대

건설기계 공기영 대표가 각각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현대중공업 정기선 전무는 지난해 말 분사한 현대글로벌서비

스의 대표이사 부사장에 내정되었으며, 現 안광헌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게 된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에는 현대건설기계 강철호 전

무가 부사장으로 승진, 내정되었고 현대 E&T의 새 대표에는 심

왕보 상무, 현대중공업MOS에는 정명림 전무가 각각 전무와 부

사장으로 승진, 내정되었다. 현대힘스 대표에는 현대중공업 오세

광 상무가 내정되었다. 이들은 각각 주총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

정이다.

이어 22일에는 후속 임원인사가 실시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현대

일렉트릭 김성락 전무, 현대건설기계 김대순 전무, 현대로보틱스 

윤중근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현대중공업 김명석 

상무 등 12명이 전무로, 안오민 상무보 등 27명이 상무로 승진했

다. 또한 현대중공업 류홍렬 부장 등 40명이 상무보로 신규 선임

됐는데, 여기에는 생산직 출신인 박종운 기정도 포함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임원인사로 신속히 조직을 재정비하여 

2017년 마무리와 함께 2018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준비에 총력

을 기울일 계획이다.

權五甲 부회장 

1951년生

한국외대 외국어

1978년 8월 입사

| 현대중공업지주(가칭) 대표이사

鄭基宣  부사장

1982년生

연세대 경제

스탠포드대 경영(석사)

2009년 1월 입사

|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周永傑  사장

1957년生

부산대 전기

1983년 1월 입사

|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대표이사

安光憲  부사장

1960년生

경희대 기계

홍익대 열유체(석사)

1989년 7월 입사

|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孔冀榮  사장

1962년生

부산대 경영

1987년 7월 입사

|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姜哲鎬  부사장

1969년生

서울대 동양사학

복단대 경영(석사)

2004년 7월 입사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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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明林  부사장 

1959년生

아주대 기계

1983년 8월 입사

尹重根

1960년生

연세대 금속공학

연세대 금속공학(석사)

케임브리지대 재료공학(박사)

1984년 2월 입사

| 현대중공업MOS 대표이사

| 현대로보틱스 

沈王輔  전무

1963년生

서울대 조선

1989년 1월 입사

金成樂  

1961년生

서울대 전기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박사)

1984년 1월 입사

| 현대E&T 대표이사

| 현대일렉트릭 

吳世光  상무

1966년生

충남대 기계

1993년 1월 입사

金大舜

1959년生

성균관대 기계

성균관대 기계(석사)

아헨공과대 기계(박사)

1991년 12월 입사

| 현대힘스 대표이사

| 현대건설기계 

전무 승진

부사장 승진

상무 승진

상무보 신규 선임

姜起龍

1968년生

부산대 조선공학

1992년 7월 입사

柳洪烈

1969년生

서울대 조선공학

울산대 자동차선박설계기술(석사)

1994년 9월 입사

朴相福

1967년生

부산대 조선

1992년 1월 입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具鎭會	 金明錫

	 宋志憲

현대미포조선 金元熙	 高榛英

	 許	 	浩

현대삼호중공업 殷熙錫

현대일렉트릭 李眞浩

현대중공업 安午旻	 朴光民	 余勇和	 姜在鎬		

	 金和鏞	 朴眞徹	 尹炳洛	宋源吉	

	 張光泌	 金圭悳	 金琮泰	金進漢

	 姜秉局

현대삼호중공업 申寅讚

현대일렉트릭 李正洙 	徐興錫

현대건설기계 梁京信 	金相雄

현대글로벌서비스 李仁鎬



20

현대중공업그룹 임원인사

李潤植

1966년生

연세대 기계공학

부산대 기계설계(석사)

1989년 1월 입사

邊正雨

1970년生

인하대 조선

1995년 12월 입사

金元鐸

1970년生 

부산대 법학

1994년 12월 입사

朴相魯

1968년生

부산대 법학

1995년 7월 입사

陳聖昊

1964년生

부산대 조선

1993년 1월 입사

愼二晟

1967년生 

연세대 금속

1994년 6월 입사

金弘培

1962년生

영남대 전기공학

울산대 전기공학(석사)

1987년 7월 입사

金明煥

1967년生 

영남대 기계

1993년 1월 입사

朴鍾云

1960년生

청주공고 정밀기계

1979년 2월 입사

崔 	 憲

1968년生

부산대 회계

1993년 1월 입사

鄭炳龍

1969년生 

경북대 법학

1995년 7월 입사

李哲憲

1969년生 

전남대 경제

1994년 7월 입사

李相赫

1972년生 

중앙대 경영

1996년 7월 입사

徐禎焄

1967년生

한양대 기계공학

울산대 경영(석사)

1993년 7월 입사

張赫晋

1972년生

중앙대 경제

1998년 1월 입사

禹泰朱

1968년生

충남대 선박해양

1999년 9월 입사

尹鍾欽

1967년生

조선대 조선

울산대 조선해양(석사)

1998년 1월 입사

林載德

1965년生

영남대 법학

1991년 1월 입사

현대미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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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임원 승진

| 현대오일뱅크 |

전   무 安昌熙 	 郭東晥 	 權起亨

상   무
金珉成 	 朴治雄 	 朴起徹
兪 東 	 朴虎燮 	廉龍華

상무보
趙彙埈 	 李勝鎬 	權琦五
金 	 	 雲 	 金 敬 逸

| 현대케미칼 |

상   무 蔣弼守
상무보 趙楠洙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상   무 李相具
상무보 河鎭洙

| 현대 OC I |

전   무 李正鉉

| 현대힘스 |

상무보 金炳澈

李一吾

1965년生

한국해양대 기관

목포해양대 재료(석사)

1993년 4월 입사

孫翊齊

1964년生

울산대 전기

1991년 10월 입사

朴好錫
1967년生

경북대 무역

1993년 12월 입사

李元泰
1965년生

영남대 기계

울산대 기계(석사)

1991년 1월 입사

金官重

1971년生

경북대 경영

1997년 12월 입사

李忠熙

1968년生

경북대 경영

1993년 1월 입사

朴晶煥
1967년生 

영남대 무역

1994년 2월 입사

韓在鎬
1967년生

인하대 중어중문

1993년 6월 입사

金 鍾浩  

1966년生

울산대 산업공학

1992년 1월 입사

朴相勳

1969년生

울산대 전자

1993년 12월 입사

金 鍾遺
1967년生

동아대 산업공학

1992년 2월 입사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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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7 위기 극복 ‘총력’ 올해를 빛낸 사우들

“최고를 향해 도전했던 우리들의 2017년”
2017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간절한 바람이 어우러져 우리는 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희망의 중심에는 역시나 자랑스런 우리 사우들이 있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2017년을 빛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사우들을 만나보자.  

지난 2월 현중공과대학설립 이래 최초로 전(全) 학기 4.5점 만점을 받은 졸업생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에 근무하는 이성구 사우(43세)로, 그

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힘든 조건 속에서 만점 졸업에 성공, 주경야독(晝耕夜讀)

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이성구 사우는 학위 수여식에서 만점 졸업생이자 수석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상까

지 수상하며 기쁨을 더했다. 그는 “회사 생활과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아내

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라며, “가장을 믿어 준 가족들에게 진

심으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난 2년간 현중공과대학에서 배움의 너비와 깊이를 늘려나간 이성구 사우는 최

근 ‘기술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

고 싶다는 목표가 이성구 사우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한 것이다. 성실함을 무기로 

늘 배움에 도전하는 그의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공과대 최초의 
‘만점’ 졸업생

올 한해 ‘기능장 2관왕’, 
도전은 계속된다!

현대미포조선 김지석(44세, 선행의장부), 김진선(45세, 선체가공부) 그리고 채수관 

사우(37세, 기계의장부)는 올 한 해에만 기능장 2개 부문에 합격하는 등 회사의 경

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동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10월에 발표된 제 61회 및 제 62회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검정시

험에서 용접, 배관 부문 모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바쁜 일상 속

에서 올해 기능장 자격증을 두 개나 취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업무 전문성

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있었다.

김지석 사우는 상반기 용접 기능장에 합격한 이후,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의 응원

에 힘입어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최다 기록인 기능장 4관왕을 넘어서겠다는 굳은 

각오로 2관왕에 올랐다.

배재팀에서 사외 자재관리를 맡고 있는 김진선 사우는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지

만 지식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더하고자 과감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또, 

채수관 사우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흥미가 생긴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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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LNG재기화시스템’ 
개발의 주역들

명실상부한 
‘품질 명장’의 탄생 

함으로써 업무적 사고와 가치관을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양한 도전으로 전문성을 키워 세계적인 명품선박을 건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는 이들의 각오에서 현대미포조선의 밝은 미래가 엿보인다.

현대중공업 남기일 수석연구원(49세, 선장설계부)과 이태영 선임연구원(39세, 선장

설계부), 양승욱 대리(35세, 박용기계기술부), 박재현 과장(33세, 기본설계2부), 김

진욱 과장(35세, 대형엔진조립3부), 고국 부장(46세, 조선기자재구매부) 등 6명은 

올해 초 신개념 LNG재기화시스템을 개발, LNG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쟁력

을 한층 높였다. 

이들이 개발한 ‘해수-글리콜 간접가열 LNG재기화시스템’은 응고점을 낮춘 글리콜 

혼합액을 열 매개체로 사용, 기존 바닷물이나 프로판 가스를 사용할 때보다 내구

성과 안전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비용도 척당 약 650만달러까지 절감 가

능하다.

현대중공업은 남기일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개발자 6명에게 역대 최고액의 우수성

과 즉시포상을 수여했으며, 이 시스템은 지난 달 6일 17만입방미터급 LNG-

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에 처음으로 탑재됐다.   

개발을 주도한 남기일 수석연구원은 “한 단계 진보한 재기화 시스템을 통해 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LNG-FSRU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효율 친환경 기술 개발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최진우 직장(51세)은 산업현장에서 개선활동 및 품질향

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국가품질명장 제도는 품질 경영활동에 헌신해온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우수한 기

술 인력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체가공 가열분야의 전문가인 최진우 직장은 사내 제안왕은 물론, 사내 품질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그 해 전국 품질 분임조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

했다.

또, 특허출원 3건, 기술지도 자문의원, 품질개선 및 공정개선 활동 30건 등 기술품

질역량과 회사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진우 직장은 “품질명장이라는 상이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최진우 직장처럼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숨은 인재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굴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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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가다 현대삼호중공업 내업정비과 정비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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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비 유지보수, 우리가 책임집니다!”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은 사람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비에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건조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우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여기 야드를 종횡무진하며 장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우들이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내업정비과 정비2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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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가다 현대삼호중공업 내업정비과 정비2팀

꼼꼼한 ‘진단’으로 안전사고 예방

내업정비과 정비2팀은 총 13명의 사우들이 돌발장비, 예방장비, 

계획장비 점검 등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으로 사우들이 곤란을 겪을 때면 ‘슈퍼맨’처럼 나타

나 적절한 제안과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사우들의 안전까지도 챙

겨준다.  

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계측 장비와 각종 공구 등을 이

용하여 장비의 고장 원인을 파악한다. 이 때 장비 운전수와 충분

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는 다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줄

이기 위함이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기는 

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또, 정비2팀은 장비의 사전 결함 예방을 목표로 1년 정비 계획을 

세워 하루에 2~3개의 장비를 검사하고 있다. 장비당 최대 2시간 

정도 이뤄지는 예방 정비는 팀원 2인이 1조가 되어 장비의 소음

이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당장 수리가 어렵거나 오랫동안 

방치할 시 고장이 날 염려가 있는 장비들은 현업 관리자와 일정

을 조율한 후 별도로 유지보수 한다.

장양운 팀장(50세)은 “최고 품질의 선박을 안전하게 건조하여 현

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해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 ‘소통 문화’

정비2팀은 아침 조회시간은 물론, 현장에 나가기 전과 모든 업무

가 끝난 이후에 사무실로 모여 그날의 일들을 정리하는 ‘소통 문

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철모 반장(47세)은 “팀 안에서도 전기조, 기계조로 나눠지는데 

서로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일을 진행하는

데 결코 완벽할 수 없다”며, “유지보수는 시간의 구애를 받다 보

니,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험과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팀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써 다양한 문제들을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비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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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대조립부에 있는 유압 2천200톤 프레스에 이

상이 생겼을 때 정비2팀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계는 워

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외국 전문 정비 수리공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장비 점검 및 수리에 할당된 시간은 고작 5일에 불과했기

에, 정비2팀에서 보수를 맡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시간 

내에 진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정비2팀은 사흘 반나

절 만에 완벽하게 정비를 마무리 지었다. 팀원들 모두가 서로를 

믿고 합심하여 얻은 값진 결과였다.

부단한 자기계발로 역량 향상 꾀한다!

한편, 정비2팀은 개개인 모두가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정철모 반장과 

박한영 반장은 용접 기능장을, 유영찬 조장은 에너지관리 기능

장 자격을, 배병남 반장(56세)은 전기 기능장을 취득했다. 

그 중에서도 정철모 반장은 올해 무려 5개의 자격증을 획득하

며 주변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 반장은 공유압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비보전기사는 1차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의 배움 의지는 주변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하다. 

기술 연마를 위해 실습장을 집처럼 드나들기도 하고, 교육을 받

기 위한 일념으로 수 백 킬로미터 거리도 걸음을 마다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성실함과 열정의 표상이 되고 있다. 

정철모 반장은 “우리 팀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실

력을 갈고 닦겠다”며,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이는 정철모 반장뿐

만 아니라 정비2팀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발로 야드를 뛰며, 장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비2팀! 앞으로도 장비를 새것처럼 만들어 일터에 활력을 

불러 넣어줄,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 내업정비과 정비2팀은 

 꼼꼼한 장비 진단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 ‘제 62회 기능장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한 왼쪽부터 정철호 반장, 

    유영찬 조장, 배병남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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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말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사업모델 차별화

디지털 운영기술(OT) 새롭게 도입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설립된 ICT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T)’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DT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을 만드는 ‘디지털 변혁’을 의미하는데, 현

대중공업그룹은 각 사별로 DT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18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해 품

질·안전 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정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장 내 설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가

동정보를 분석해 고장확률을 알려주는 등 예방 진단까지 할 수 

“현대중공업그룹, 희망의 ‘옷’ 입는다!”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정보화 시대가 지능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의 경계도 크게 허물어졌다.

미국 ICT기업인 구글(Google)은 자체 인공지능(AI)을 통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전통 제조회사보다 단연 앞서나가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구글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운전자 탑승 없이 일반 도로주행(자율주행 레벨 5)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GE사도 모든 생산라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포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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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디지털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OT)을 실현시킨다

는 계획이다.

디지털 운영기술은 각종 설비의 제어기술을 끊임없이 피드백함

으로써 무인공장이나 자율제품을 실현시키는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김태환 ICT혁신센터장은 “지금까지 각 생산현장에 IT(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썼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을 고도화하고 지능형 상품을 출시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21년까지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신제품 출시, 주력사업 강화 등을 통해 약 2조원의 

디지털 혁신효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기대

DT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차별화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12월 회사 설립과 함께 최신 ICT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오는 2019년까지 빅데이터, 딥 러닝

(Deep Learning) 등을 통해 운항선박과 육상 엔진발전시설에 대

한 ‘생애주기 관리(Product Life Cycle)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생애주기 관리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기획 단계부터 생산, 운용, 

유지보수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선주사에 판매되고 있다. 향후 주요 

부품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객사에 적시 교체시점을 알림으로

써 설비 운영효율을 높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최신 ICT를 적용한 경제운항지원시스템

을 개발, 지난 10월까지 이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을 총 13척 수주

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이 시스템에 다양한 무인기

술을 적용하여 선박의 자율운항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일렉트릭도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Asset Management 

Solution)’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전력설비에

서 예상되는 고장 등을 알려주는 예방 진단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내년부터 현대중공업 내 변전설비에서 본격적인 실증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hi,hhi’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 디지털 조선, DT 역량도 충분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조선소(Digital 

Shipyard)'를 구축하는 등 ICT를 활용해 조선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앞서 2011년에는 스마트십(Smart Ship)을 개발해, 선주사가 엔

진, 발전기 등 선박의 기관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부터 크레인 충돌방지지

스템을 현장에 적용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사우들에게 빅데이터

에 따른 안전선행지수(Safety Leading Indicator)를 알려주는 등 

현장 안전과 생산 공정관리를 크게 개선하는 스마트 기술을 잇

달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조선 야드에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WeDAS)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용접기의 이상 여부를 바로 알아내 조

치하고, 작업장별로 아크시간, 입열량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돼 보

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11월에는 KT사와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 환경(NB-IoT)

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Digital Enterprise)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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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아산나눔재단 신사옥 개관

아산의 기업가정신 꽃 피울 ‘새 거점’ 마련

정주영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아산나눔

재단이 지난 11월 1일(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신사옥 

개관식을 가졌다. 새롭게 마련한 거점을 기반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아산의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및 재단 

이사진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 이사장, 사

옥 신축 관계자 및 재단 사업 참여자 등 100여 명의 내외

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산나눔재단 신당동 신사옥은 지상 8층, 지하 3층의 

330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 공간은 사무공간 외에도 청

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곳으

로 사용된다. 

비영리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

는 강의실과 함께 비영리 분야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이벤트홀도 마련됐다.

개관식에서 이경숙 이사장은 “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센터 마루180과 더불어 신당동 신사옥이 영리와 비영리, 

기술·문화·사회 등 여러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관식 이튿날인 2일(목)에는 신사옥에서 ‘파트너십 온

(Partnership ON)’ 데모데이가 열렸다. ‘파트너십 온’은 아

산나눔재단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선발, ‘혁신리더’

로 지정해 ‘벤처기부’ 방식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프

로그램이다. 

이번 데모데이는 비영리 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

양한 협업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기관별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 교육, 컨

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돼 비영리 생태계 발전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 인재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아산나눔재단. 그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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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중고장비 옥션(Auction)

중고장비 판매 활성화로, 시장 점유율 확대!

현대건설기계가 11월 26일(일) 충북 음성에서 국내 첫 중

고 건설장비 경매행사인 ‘현대건설기계 옥션(Auction)’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홍콩, 대만, 파키스탄, 케냐, 칠레 

등 주요 신흥 8개국의 대형 딜러 100여명을 비롯해 총 1

천여명의 국내·외 고객들이 참여했으며, 현대건설기계와 

두산, 볼보 등 주요 메이커의 중고장비 150여대가 모두 

판매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옥션을 통해 중고 건설장비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신차 구매 선순환 구조의 플랫폼을 만

들어 국내·외에서 신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

획이다.

특히, 중고장비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베트남, 미얀마, 라

오스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의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이들을 현대건설기계의 잠재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기영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다양한 고품질 제품의 

옥션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중고장비 시장을 선점하

는 계기를 만들고 신차 시장의 점유율도 더욱 높여나가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건설기계는 옥션을 통해 국내 대리점들의 중

고장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 이를 신차 판매 증대로 연결

시켜 국내 시장 1위로의 도약을 꿈구고 있다.

이날 옥션에 참가한 응어 쑤안 뚜이(Ngo Xuan Thuy), 

베트남 뛰엔 꽝(Tuyen Quang)사 대표는 "장비의 상태가 

연식보다 굉장히 좋아서 놀랐다. 낙찰가도 충분히 매력적

이어서 이번에 많은 장비를 낙찰 받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8년부터 경매 횟수를 연 3회, 회당 판

매대수를 300여대로 대폭 늘리는 등 옥션 사업을 확대

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중고유통지원센터 설립과 국내 대

리점 대형화 등 영업 및 서비스망을 강화하고 사업체계를 

과감히 개편하면서 올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36%로 지

난해보다 10% 급성장했으며, 올해 명품장비 출시와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2023년까지 매출 7조원, 글로

벌 5위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32

아름다운 동행 현대중공업 가족의 뜨거웠던 이웃 사랑

어렵지만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2017년
얼어붙은 마음의 추위를 녹이는 건 순간의 열기가 아니라 꾸준한 온기다. 우리는 그 온기를 ‘진심’이라고도 부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도 진심을 가득 담은 나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득템’과 ‘나눔’의 일석이조 바자회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한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은 임직원들이 자

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비용과 지역 청소년에

게 전달할 장학금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

대미포조선,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E&T, 현대중공업MOS, 현대학원 등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사 임직원들이 기증

한 의류, 도서, 가전, 생활용품 등 1만 3천

여점의 물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특히 올해에는 울산현대축구단 김도훈 

감독과 선수들이 팬 사인회를 열고, 김창

완, 리처드 용재 오닐 등 현대예술관 공연

장을 찾았던 유명인들도 애장품을 기증

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자원봉

사자들의 열정 덕분에 갑작스레 찾아온 

‘깜짝 추위’에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현주 김인숙 회

장(울산 동구 화정동)은 “경기 불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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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

했다”며, “현대중공업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올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

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증품 판매전의 매출액은 6천900

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행사 비용을 제

외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준비와 청소년

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마음 한 뜻으로, ‘이웃 사랑’ 동참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가깝게 끌어

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혹독한 불경

기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

치며 이웃들과 함께 불황의 추위를 이겨

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설과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냈

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각각 1억4천5백

만원과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

품권, 과일, 쌀, 건어물 등을 울산 및 음

성 지역 소외계층과 어르신 등에게 선물

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초록우산 어

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와 ‘저소득층 가정 

장학금 및 긴급 생활 지원 협약식’을 갖고 

올 한해 9천만원 상당의 복지기금을 지원

하기로 했으며, 울산 장애인들의 봄 소풍 

행사인 ‘제26회 오뚜기 잔치’에 놀이시설 

자유이용권과 대형버스 20여대를 지원,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봄나들

이를 돕기도 했다. 

올해는 회사 차원의 나눔 활동은 물론 

직원들의 이웃사랑도 더욱 돋보였던 한 

해였다. 지난 9월 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이 

서로를 칭찬할 때마다 쌓이는 칭찬포인트 

성금 4천만원을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했으며, 칭찬포인트를 가장 많이 받

은 직원 20여명이 직접 일일 배달원으로 

변신, 동구 지역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에 생활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 입사한 현대중공업 신입사

원들도 첫 월급의 일부를 지역 복지단체

에 기부했으며, 40여명의 경력사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장애우들의 야외

활동을 돕고, 빨래와 청소 등 봉사활동

을 펼쳤다. 

현대중공업 직무연합서클 봉사단과 사단

법인 현주는 농번기인 봄·가을에 밀양 동

명마을을 찾아 일손을 보탰으며, 현대중

공업 현수회와 기능장회도 성금 전달 및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아

낌없이 온정을 베풀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이태영 부장, 남성

우 부장, 손근하 과장, 신민곤 과장 등 4

명은 회사로부터 받은 기술개발 포상금으

로 선물 세트를 마련해 동구 지역 노인 복

지관에 기증했으며, 현대중공업 선주감

독관의 부인이었던 바이올렛 우 씨(Violet 

Wu)는 형편이 어려운 울산지역 학생들에

게 전해달라며 고국인 대만에서 500만원 

상당의 겨울옷을 보내오기도 했다.  

행복을 전하는 ‘봉사 릴레이’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6월 세월호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

주기 위해 신항만 자원봉세센터에서 급

식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에

는 ‘목포 KBS 행복나눔 봉사대’와 함께 

영암지역 인근마을을 방문해 의료 봉사

와 급식 봉사, 도색 및 시설 수리 봉사 등

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임직원들이 모은 ‘천원의 

사랑나눔’ 기금 2천5백여만원으로 어린이

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을 펼쳤다. 

현대미포조선 봉사동호회인 초롱회와 총

무부 직원들은 지난 7월 울산 남구 장생

포 초등학교 앞 2곳에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인 ‘옐로카펫’을 설치했으며, 11월에

는 동구지역 초등학생 1천여명에게 안전

투명우산과 안전가방덮개 등이 들어있는 

‘교통안전 꾸러미’를 제공했다. 



34

든든한 파트너 대한제쇄공업

‘명품 체인’ 80년 외길

선박·해양설비 안전지킴이
대한제쇄공업은 약 43년 동안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선박 및 해양설비용 체인 제조 회사다. 

인천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100여명의 임직원이 장인 정신으로 ‘명품 체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선박용 체인 생산 외길, 조선업과 함께 성장

대한제쇄공업(대표:조현진)은 1938년 설립 이후 80년째 선박

용 체인(Anchor chain)과 해양설비용 체인(Offshore Moor-

ing Chain)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964년 주요 선급으로부터 선박용 체인 공장승인을 획

득했으며, 1985년에는 정부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

는 등 대한민국 조선산업과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가

고 있다.

1974년에 현대중공업과 첫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액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달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최고의 파트너임을 인정받

기도 했다.

철저한 공정 관리로 모회사 공기 단축 기여

대한제쇄공업에서 주로 생산하는 선박 및 해양설비용 체인은 

업계에서 ‘명품’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 가

장 큰 이유는 바로 발주사와의 실시간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

다는 점에 있다. 

대한제쇄공업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각 조선소 설계

부문과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급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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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으로 고객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및 공장혁신 활동을 통해 수주 등록, 생산 납품까지 전 공

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업무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한다.

대한제쇄공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선행률 제고와 함께 공기 단

축은 물론, 공수절감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기술과 노하우는 현대중공업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 

및 해외 여러 조선소와 해양설비업체 등에 대한제쇄공업의 제품이 공급되는 원동력

이 되고 있다.

완벽한 품질관리로 명품 브랜드 확고히

한편, 대한제쇄공업은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 및 기술 지도를 통해 ‘명품 체인’을 제

작하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박 및 해양설비용 체인은 거친 바다에서 조류, 바람 등에 맞서 최소 25년 이상의 기

간을 견뎌야 하기에 내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제쇄공업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제품의 강도, 내구성, 비파괴 등 철저한 

검사를 거쳐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현진 대표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

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

겠다”고 힘찬 각오를 전했다.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선박 및 해양설비용 체인 생산’이

라는 외길을 걸어온 대한제쇄공업. 이들이 만들어낸 체인에서는 오랜 전통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 선박용 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1. 봉강 절단

7. 사전 검사

6. 징 삽입

12. 배송

2. 가열

8. 열처리

5. 다듬기

11. 도장

3. 구부림

9. 인장 검사

4. 플래시 맞대기 용접

10. 최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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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1부 양경진 사우가 부서원들에게

‘금상첨화(錦上添花)보다 환난상휼(患難相恤)이 낫다’는 말이 있다. 즐거울 때 더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손길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양경진 사우(37세, 의장1부)는 어려운 상황 속 따스한 손길을 내어준 부서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사보편집실로 사연을 전해왔다. 

“동료들의 사랑과 온정에 

‘세상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37

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이어서 “의장1부 부서원들은 단순한 팀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료들의 사랑과 온정에 ‘세상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양경진 사

우. 덕분에 지난날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세상을 향해 

날갯짓을 준비 중이라 한다.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양 사우는 

이날 사랑스러운 둘째가 태어났다는 경사스러운 소식도 함께 전

달했다. 이에 모든 부서원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었다. 

담당중역인 유영호 전무(56세)는 “앞으로 양경진 사우에게 행복

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단 한 명도 불평불만 없이 좋은 

뜻에 손길을 내밀어준 부서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고맙다는 말로 가득 찬 하루, 의장1부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든든

한 동료애가 이어지길 바란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블로그 

‘hi,hhi’에서 만나보세요!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모금 활동’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7~8년 전, 양경진 사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나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으

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을 유지하였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양경진 사우는 부서 팀원들에게 누

가 되지 않도록 회사생활에 열과 성의를 다했다. 자신이 힘든 내

색을 표하면, 그것이 팀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고동락 해 온 이들이기에, 그의 

어두워진 표정과 눈빛에서 그의 사정을 단번에 알아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송유석 과장(36세, 의장1부)은 “누구보다 활동적인 사우였는데 

한숨이 잦아지고, 얼굴에는 근심이 짙어져서 걱정했었다”며, “양 

사우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 부서원은 양경진 사우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

금을 시작했다. 양 사우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모금 

활동은 조심스레 진행됐다. 여기에 또 한 번의 감동을 느낄 수 있

었다는 양경진 사원. 

그는 이번 사보를 통해 도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연신 미소를 내보였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가족!’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만을 가족으로 칭한다면 의장1부 

부서원들은 내심 서운해 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 사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협력’이 잘 되는 부서로 손꼽히기도 한다. 

팀별로 ‘위기 극복 팀워크 강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문

화체육행사와 점심시간 배드민턴을 함께 하며 끈끈한 팀워크를 

다진다. 실제로 부서원들은 서로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

는지 알아챌 정도라고. 

양경진 사우의 감사 인사에, 유일병 부서장(49세)은 “부서원 그 

누구라도 이러한 사정이 생겼으면 똑같이 그랬을 것”이라며 호탕

◀ 양경진 사우의 부인은 유영호 전

무와 유일병 부서장에게 감사의 마음

을 편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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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가다 두바이

현대중공업그룹과 중동의 연결고리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 중 하나인 두바이는 산유국이지만 매

장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적인 국제 상업도시로 발돋움한 

두바이는 수많은 외국인이 모여드는 물류, 항공, 관광의 중심지

로 자리잡았다.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두바이는 중동과 다른 대륙

을 잇는 국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바이를 포함한 UAE 국가와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룹 조선 3사는 현재까지 

UAE국가 소재 선주사인 ENOC, ADNOC 등에 총 43척의 선박

과 해양플랜트 2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ADMA-

OPCO사의 나스르(NAS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도 경제 중심지로서 두바이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지난 1월 중동과 아프리카 22개국의 24개 딜러사를 초청해 ‘딜러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막 위에 세워진 현대 문명

두바이의 12월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선선

하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공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유지로 반나

절 혹은 하루를 머물며 관광하곤 한다. 

먼저 두바이의 상징인 ‘부르즈 할리파’는 두바이 신도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에 한번쯤 올라가 영

UAE의 경제적 거점, 

‘중동의 뉴욕’으로 우뚝!

두바이는 아라비아만 연안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무역의 중심지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UAE)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중계무역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나란인데,

현대중공업그룹과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두바이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현대중공업 가족’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소개하는 ‘세계를 가다’ 코너를 연재합니다. 

사보와 함께 즐거운 세계 여행을 떠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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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보내온 이야기

화 속 주인공처럼 시내를 내려다 본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이다. 

두바이는 1990년대 말부터 인공섬을 개발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으로 국가 부흥을 일으킨 대표적인 나라다. 

이 때 만들어진 인공섬 중 야자수 잎 모양으로 그 아름다움

을 뽐내는 섬이 ‘팜 쥬메이라’다. 대개 ‘중동’하면 사막만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이곳 해안가에서 즐기는 해수욕은 오래

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바이는 고운 모래사막이 특징이다. 두바이의 

사막을 자동차로 가로지르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바이의 사막 한 가운데에서 만나는 붉

은 석양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중동의 부(富)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대표적

인 나라. 우뚝 솟은 고층 건물과 화려한 밤

으로 기억되는 두바이의 색다른 모습을 현

대중공업 두바이지사 문순호 과장(35)에

게 들어보자.

두바이의 신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는 무엇이 있었나요?

유목생활을 했던 아랍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주로 밤에 활

동했습니다.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 두바

이의 밤은 화려합니다. 

모든 파티는 밤에 시작되고, 대부분의 상점도 새벽 1시까지 문을 엽

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새벽 3시까지도 문이 열려 있어 자정에 쇼핑

몰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밤에 활동하다 보니 두바이는 천문학이 발달했으며, 이

슬람 국가의 국기에는 별과 달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다른 신기한 광경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두바이의 부활절과 성탄절은 유럽 못지 않은 축

제 분위기입니다. 

11월부터 호텔, 쇼핑몰, 식당 등에 트리, 산타클로스 등 성탄절 장식

이 내걸려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답니다.

두바이에서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하거나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으셨

다면 말씀해주세요.

현세와 내세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무슬림들은 느린 삶을 추구합

니다. 죽어서도 죽는 것이 아니라 현생이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천천히 하는데요. 

‘빨리 빨리’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정서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 당혹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오는 것

은 기본이고 계약 등 중요한 일정도 변동이 잦아 처음에는 여간 불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바이의 먹거리와 특별한 장소를 추천해주세요.

두바이의 대표 음식은 대추야자입니다. 과거 아라비아 상인들의 비

상식량이었던 대추야자는 대추를 숙성시킨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맛있지만 속을 파 그 안에 견과류 등을 첨가해서 먹기도 하는 건강 

음식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

몰 후 처음 집어드는 음식이 대추 야자일 정도로 두바이에서는 사

랑받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계획도시인 두바이에는 높은 건물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곳은 아

무래도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입니다. 최근 부르즈 할리파 앞 음

악 분수가 국내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관광객이 많아졌어요. 

이 근처에 ‘Ab Del Wahab’ 이라는 레바논 식당이 있는데, 분수쇼를 

보면서 양고기를 먹을 수 있어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문명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노란 장막같은 사막이 펼쳐집니

다. 사파리, 캠핑 등 액티비티를 하며 사막의 황홀한 일몰과 쏟아질

듯한 별을 본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중동이라고 하여 건조한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비아 

해안선에 있는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즐거운 기억

이 될 겁니다. 

세계 최고급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인공섬 팜주메이라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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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1977·1987·1997·2007년 12월

세계 최고를 향한 노력으로 ‘보람의 일터’ 일궜다!
10~40년전 각 사의 사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회사와 사우들, 지역사회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이달에는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12월호 사보를 돌아본다.

2007년 12월 현대중공업 사보는 세계 500대 기업 선정을 비롯, 전 사업본부가 영업과 

생산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선사업본부는 당시 세계 최대급인 1만3천1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등 컨테

이너선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고, 특수선 부문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세계 3번

째로 7천600톤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했다.

해양사업본부는 세계 최초로 LPG선을 육상 건조했으며, 프랑스 토탈 사로부터 수주

한 악포(AKPO) FPSO를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융합설비를 제작해 관심을 모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나

로우주센터에 설치된 한국형 인공위성 발사대 및 설비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엔진기계사업본부도 중형엔진 생산누계 1천만 마력을 달성했고, 유조선용 카고오일펌

프, 대형엔진실린너라이너, 중형엔진용 크량크샤프트 등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등 기술현대의 위상을 빛냈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現 현대일렉트릭)도 ‘배전반’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동기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건설장비사업본부(現 현대건설기계)는 인도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유압기기공장을 

준공하는 등 해외 생산 및 영업거점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각종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현지에서 수주 성과를 거두는 등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

쳤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을 

파견했다. 충남 향우회, 산수보전회, 초롱회 등 45명으로 구성된 ‘태안 앞바다 피해 복

구 자원봉사단’은 이틀간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을 찾아 

기름 제거 작업에 동참했다.

이어서 현대삼호중공업도 충청 향우회를 비롯한 임직원 350여명을 충남 태안으로 파

견해, 복구 활동을 도왔다. 또 이달 현대삼호중공업 묵우회 회원들은 영암에 위치한 

복지시설 ‘사랑의 집’ 노인들을 한마음회관으로 초청해 목욕 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007.12

▲ 현대중공업 사보 2007년 12월호

▲ 현대미포조선 태안 피해 복구 자원봉사단

▲ 현대삼호중공업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방제지원 

    활동 전개



41

1997년 12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한해 동안 사보에 소개됐던 사내외 현장의 일들이 보

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선사업본부는 선박 기공 전 유사한 선박을 건조하면서 지적되었던 선주 요구사항을 정리

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회사는 사전에 선주의 의견을 청취, 적용하므

로 추가요구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져 무결점선박이 일반화 될 것을 기대했다.

이달 공무부에서는 고장제로 운동을 실시해 한해 월평균 1천631건에 이르던 장비고장이 

97년 5월 기준 711건으로 떨어지는 등, 67%의 감소로 연간 36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회사는 전사적인 잔반 줄이기 운동을 펼쳐 사우 1인당 배출 잔반을 

123그램에서 68그램으로 줄이는 등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달 현대미포조선은 캐나다 UPPER LAKE SHIPPING사의 미국 내 자회사인 MAR-

BULK SHIPPING사와 43,900DWT급 셀프 언로딩 벌크선(SELF-UNLOADING 

BULKER)에 대한 신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시간당 4천500톤의 화물을 본선 자

체장비로 하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두 개의 특수 엔진추진시스템이 장착되는 특

수 선박이었다.

현대미포조선은 과거 10여년간 UPPER LAKE SHIPPING사와 선박 수리 및 개조 등으

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일반 벌크선을 셀프 언로딩 벌크선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체결하기도 했다.

1987년 12월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아산 정주영 창업자의 훈시 전문이 실렸다. 창업자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

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어서 ‘일을 할 때는 경력과 학벌보다는 그 사

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임직원에게 권위의식을 버리고 성숙한 태도로 회사

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977년 현대중공업 사보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6억불 수출탑 수상 소식이 실렸다. 이는 전 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

를 갖고 피땀 흘려 얻은 값진 결과였다. 

이어서 이달에는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환경 질서를 지켜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

장서고 있는 자연봉사회가 소개됐다. 자연봉사회는 사내 동아리인 산악회와 낚시회 회원 

등 60여명의 사우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이들은 당시 울산시의 유일한 유원지였던 울

기등대의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 보호’ 표찰을 달고, 쓰레기 수거 운동을 펼쳤다.

1997.12

1987.12

1977.12

▲ 현대중공업 사보 1997년 12월호

▲ 현대중공업 사보 1987년 12월호

▲ 현대중공업 사보 197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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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식 울기등대 4D 영상체험관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한 ‘울기등대 4D 영상체험관’이 각종 4D 효과 및 구동

시스템 등을 교체하고 지난 10월 재개관 했다. 대왕암공원을 방문했다면 함께 관람해

야 할 곳으로 손꼽히는 등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해양교통시설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곳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등대에 4D 영상체험관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 

역동적이고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게 됐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는 전시관과 4D 영상체험관, 울산항 주요 항로를 직접 조

타해 볼 수 있는 선박조정체험관 그리고 바다와 등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2층에는 체험 의자와 장비들을 새로이 도입하여 28명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4D 영상체험관이 위치해있다.  

10여분 가량 상영하는 4D 영상(등대의 비밀)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 울기등대와 

대왕암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몰입도가 높아 아이들과 함께 영상

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만약 정해진 시간 외 단체나 가족 단위로 영상 관람을 원한다

면 3층 해양수산부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 각지의 등대(15개소)를 찾아 떠나는 ‘등대 스탬프 투어’를 추

진하고 있다. 울기등대 1층에도 ‘등대여권’이 비치돼 있어 등대를 방문한 관광객이 직접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4곳 이상의 도장을 받아 포항박물관으로 가져가면 방문한 등

대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 메달을 증정한다고 하니 등대를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이 이벤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인데, 울기등대를 찾은 관광객에

게 이미 3천여장의 등대여권이 발급되어 현재 남은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 생생한 

4D 입체 영상과 함께 등대 스탬프 투어를 즐기고 싶다면, 빠르게 울기등대를 찾아보길 

바란다.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쾌적하게 

새 단장한 영상관, 

‘스탬프 투어’는 덤

울기등대 4D 영상체험관

주소 울산시 동구 등대로 155(일산동) 

영상 상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시 정각, 

총 7회 상영 (점심시간 제외) / 무료

문의 052-251-2125 ※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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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 천문대

아름다운 별과 별자리,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천체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바

라볼 수 있는 어린이 천문대가 지난 6월 울주

군 범서읍에 개관했다. 

아이들이 우주 속에 숨은 과학 지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울산 어린이 천문대는 선바위 쪽으로 난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데 아담한 건물과 함께 뒷마당에 놓인 돔 관측소가 앞으로 펼쳐질 별 잔치에 대한 기

대감을 한껏 상승시킨다. 

돔이 열리고 이곳에서 가장 큰 천체 망원경이 모습을 드러내면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

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만 도화지 같던 밤하늘을 향해 망원경을 돌리자 보석 

같은 성단이 눈 앞에서 빛을 낸다.  

“낮에도 별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볼 수 있을까요?” 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어린이 친구들은 영특하게도 낮에도 별은 떠있지만 태양이 너무 밝아 볼 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태양. 밤을 낮처럼 밝히는 태양

의 존재가 별이라는 것을, 별은 낮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스럽

게 깨닫는다.

별을 안다는 것은 북극성, 카시오페아(Cassiopia)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조금씩 달

리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다. 그래서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진다. 

흥미와 재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린이 천문대에서 어느덧 천

문대원으로 성장해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만나보자. 

취재 이정은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 어린이 천문대

주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지1길 100

운영 시간 오후 3시 ~ 11시 (일요일, 월요일 휴무)

체험 프로그램 

정규교실 36만원, 3인가족 체험 6만원, 

일일 천문교실 4만원 등 

문의 052-212-0503

“별을 보는 

우리 아이, 

생각이 깊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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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모임 현대건설기계 농구동호회(HIBA)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코트를 누비며 서로를 격려하는 파이팅 소리, 

쉬지 않고 슈팅하며 흘리는 땀방울, 골을 넣은 손을 들어 

환호하는 모습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현대건설기계에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동료애를 키우고 있는 농구동호회 ‘HIBA’가 있다. 

현대건설기계 농구동호회(HIBA)

가입 문의: 노병철 과장(총무/010-7650-1318)

“열정만큼은 우리도 프로” 

현대건설기계 농구동호회 ‘HIBA(HI BASKETBALL)’ 회원들이 체육관

에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한 달에 세 번 정기 모임을 갖고, 

경기도 분당 회사 인근 체육관에 모여 연습을 한다.  

HIBA는 농구를 통해 개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

난 2015년 창설됐다. 창단 당시에는 건설장비 R&D센터를 주축으로 12

명의 회원에서 시작되었지만, 회원 수는 점차 늘어나 현재 활동하고 있

는 회원은 35명에 이른다. 

회원은 20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구

를 처음 접하는 초보부터 각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챔피언까지 

각양각색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최우광 차장(40세, 현대건설기계 설계부)은 평소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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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hi’에서 현대건설기계 

농구동호회를 만나보세요. 

들과 농구를 즐기다가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사내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코트를 가로지르는 선수들의 얼굴에서 굵은 땀방울이 쏟아진다. 프로 선수 못지 않은 뜨

거운 열정과 승부욕으로 매 경기를 임하고 있는 회원들은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할 수 

있다고 다부지게 말한다.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스포츠라는 것이다. 

‘팀워크’로 경기 호흡 척척  

현대건설기계 농구동호회는 개개인의 출중한 기량도 중시하지만 스크린, 패스, 박스아웃 

등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팀플레이를 우선으로 한다. 회원들은 경기에서 포인트 가드, 스

몰 포워드, 센터 등 각 포지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눈빛만 봐

도 통할 정도로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지난해 4월 HIBA에 가입한 이효상 사원(30세, 현대건설기계 자재구매부)은 울산대학교 

재학 시절 농구동아리 탑스(TOPS)에서 활동하여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고 한다. 그는 

전국 농구대회에도 17차례 참가했을 만큼 경험이 많은 편인데, 그에 걸맞은 실력까지 겸

비해 HIBA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17회 울산시장배 농구대회’

에 참여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 HIBA 내 최연장자인 현대건설기계 김대순 부사장(59세, R&D 본부장)은 동호회에서 

고문 역할을 맡아 후배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사장은 경기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물론, 점프 슈팅, 패턴 연습 등 선수들의 기초 체력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한다. 

동호회 회원들은 슛에서부터 드리블, 리바운드, 레이업 등 농구의 기본적인 기술을 바탕

으로 꾸준히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HIBA는 아직 사외 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없지만, 사

내 친선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난 2015년에는 ‘제27회 사내농구대회’에서 8강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 목표라는 HIBA의 회원들은 오늘도 기량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HIBA는 지난 9월 신입회원을 모집했지만 수시로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노병철 

과장(37세, 현대건설기계 설계부)은 “직장생활에서는 국한된 환경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 

하고만 소통을 하게 되는데, 동호회에서는 다른 부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친

분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한다. 이어서 “언제든지, 누구든 부담 없이 HIBA

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동료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HIBA의 문을 두드려 보자. HIBA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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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선암 호수 무지개 놀이터

울산 최대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

지난 9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선암호수공원 안에는 ‘무지개놀이터’

라는 예쁜 이름의 새로운 놀이 공간이 생겼다. 334m 길이의 레일

을 순환하는 미니기차를 비롯하여 아이들이 신나게 점프할 수 있

는 트램폴린과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놀이장까지 다양

한 놀이 시설을 갖췄다. 울산지역 최대 면적의 놀이터라고 하니 더

욱 반갑다.

공원에 들어서니 입구 바로 옆쪽으로 놀이터의 하이라이트인 무지개

기차를 탈 수 있는 ‘무지개역’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기가 많아 긴 줄

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놀이기구인데다가 놀이터를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기차 타고, 모래놀이 하는 

‘어린이들의 천국’
차가운 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계절이 왔다. 

하지만 추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자고 성화다. 

이렇게 보채는 아이들을 두고 쌀쌀한 날씨 탓만 하면서 이불 속에서만 뒹굴기에는 이 추운 겨울이 너무 길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한치한(以寒治寒)의 마음으로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무지개놀이터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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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기차는 일반형과 KTX형으로 나뉘어져 총 2대가 교대로 

운행하는데, 미리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해야 이용이 가능하

다. 단, 안전을 위해 키 120cm 이하의 어린이와 유아(36개월~7

세),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하며 임산부는 탑

승이 금지된다고 한다. 비록 장난감 기차이기는 하지만 기관사와 

역무원 복장을 한 직원들이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안전 관

리를 담당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

또 짚라인의 미니 버전 형태인 ‘하늘가르기’는 와이어에 온몸을 

매달려서 공중을 질주하는 놀이다. 스릴 넘치는 짜릿한 경험에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흥분과 설렘을 발산한다. 그 밖

에도 ‘점프놀이대’라는 이름이 붙은 세 개의 트램펄린, 모래의 촉

감을 손으로 익히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빠져 무언가를 만들

어내는 ‘모래놀이터’ 등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놀이터 가장 안쪽에는 탐스러운 도토리 모양으로 꾸며진 큼직한 

‘도토리 동산’이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잡아 끈다. 도토리 집에 들

어가 얼굴만 빼꼼 내밀고 포즈를 취하는 아이, 촘촘한 그물망으

로 엮은 스카이브릿지 사이를 마치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건너갔다

가 미끄럼틀을 타고 ‘슝’ 내려오는 아이의 행복한 표정들을 순간 포

착하려는 부모들의 카메라가 분주하다. ‘찰칵’ 경쾌한 셔터 소리가 

멋진 하모니를 이룬다.

  

가족 피크닉 장소로도 안성맞춤 

역시 아이들은 밖에서 신나게 뛰어 놀면서 커야 한다. 겨울이라 

날씨가 춥다고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고, 그렇다고 마땅히 갈만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든든한 무지개놀

이터가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무지개놀이터는 ‘무지개’라는 이름에 걸맞게 화장실도 선명한 7가

지 색으로 알록달록하다.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디자인한 샛노란 

자전거 모형의 음수대도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각각의 놀이

시설별로 명칭과 함께 주의사항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돼 있

어 편리하다.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첨벙첨벙 물놀이’에 얕은 인공 개울이 흘러 

시원한 물놀이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곳곳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나무 데크와 대형 파라솔이 설치돼 있어 가볍게 돗

자리와 도시락만 준비해오면 훌륭한 가족 피크닉 장소로 손색 

없어 보인다.

한편, 수변공원 둘레길을 따라 잘 조성되어 있는 습지탐방로와 

생태학습장, 인공암벽 등 선암호수공원의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

여 놀이터를 이용하면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지개놀이터에는 별도의 매점과 자동판매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수는 챙겨오는 것이 좋겠다. 신

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무지개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영롱

한 무지갯빛의 꿈을 꾸기를 소망한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선암호수공원 무지개놀이터

주소  울산시 남구 선암동 480-1

이용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무)

가격  무료 (단, 무지개기차 1회 이용료 1인당 1천원)



축제 속으로 전국의 겨울 축제

“반갑다 

 동(冬)장군~ 

 추울수록 

 활기 가득!”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되는 추운 겨울. 

자녀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혹은 따뜻한 방바닥에서 뒹굴고 싶은 마음에 

“아빠, 우리 어디 놀러 안가?”라는 말을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겨울은 ‘여행가기 어려운 계절’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수은주가 내려갈수록 더욱 열기가 넘치는 

겨울 축제 속으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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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장미원 빛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밤하늘

을 수놓는 화려한 별빛 향연이 

펼쳐진다. 

축제기간 마중의 거리, 환영의 

나무, 매직홀, 추억공작소, 춤추

는 빛의 성, 배웅의 거리 등 6개의 테마 공간에서는 300만 송이의 장미

가 빛과 함께 새롭게 꽃 피우게 된다.

특히 장미원 갈티못 내 울산 최초로 선보이는 4D형 파사드 무대에서 

선보일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쇼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

로 기대된다. 

축제기간에는 별빛카페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

공하고, 주말마다 아마추어 음악 동호인의 흥겨운 공연도 준비돼 있다. 

전기발전량에 따라 LED 불빛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는 ‘전기생

산 자전거’,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미니클럽 형태의 신나는 LED 댄

스플로어, 색다른 느낌의 LED 훌라후프 등도 즐길만한 체험코스다.

기간  ~ 2018년 1월 21일

장소  울산대공원 장미원 일원

문의  052-226-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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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차밭 빛축제

올해로 15회째인 보성차밭 

빛축제는 녹차밭의 겨울

밤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남도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색상의 전구로 연출한 차밭과 차밭 능선

을 따라 비탈면에 꾸며진 화려한 영상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또 한국차박물관 광장에는 디지털 차나무를 설치해 차밭, 건물, 

공원이 어우러지는 풍성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확장된 은

하수빛 터널, 실내정원 특수조명, 레이저 빛 연출 등으로 관람객

이 즐길 수 있는 빛 공간도 더욱 넓어진다고 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불꽃, 음악, 레이저 조명이 한데 어우러진 공

연, 실내정원에서의 판타지 공연 등도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기간  2017년 12월 15일 ~ 2018년 1월 14일

장소  전남 한국차문화공원 및 율포솔밭해수욕장 일원

문의  061-850-5211~4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아침고요수목원은 10만여

평의 대지에 5천여종이 넘

는 각종 식물이 어우러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12월에서 3월 사이 ‘오색별

빛정원전’이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에는 야외 정원 곳곳이 다채로운 조명과 빛으로 꾸며

진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600만 개 이상의 LED조명이 켜지고, 

수목원 전체가 오색빛으로 물든다. 

자연과 빛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새로운 빛의 

풍경인 ‘오색별빛정원전’은 인공적인 조명 속에서도 한국 자연의 

미(美)를 한껏 느낄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기간  2017년 12월 8일 ~ 3월 25일

장소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내 주요정원

문의  1544-6703

태백산 눈축제

겨울의 낭만과 진수를 만

끽하고 싶다면 눈과 얼음

의 왕국으로 변하는 태

백산 국립공원으로 떠나

보자. 

올해 ‘눈, 사랑 그리고 환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태백산 눈축제

에서는 대형 눈과 얼음 조각이 빚어낸 예술품, 새하얀 눈과 반짝

이는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 겨울밤을 선사한다.

더불어 전국 대학생 눈 조각 경연대회 전시작들과 얼음분수, 눈

터널, 눈 미끄럼틀 등이 광장을 가득 채워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옛 추억을 되살릴 앉은뱅이 썰매장과 스피드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대형 눈 미끄럼틀 등 신나는 체험행사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기간  2018년 1월 19일 ~ 2월 11일

장소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 365세이프타운 등 시내 일원

문의  033-550-2085

화천 산천어축제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

는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

년 1백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축제다.

축제기간 이곳에서는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등을 비

롯해 얼음썰매, 눈썰매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1만개가 넘게 마련된 얼음 구멍을 통해 강바닥에서 유영하

는 산천어를 직접 보며 낚시로 잡아,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한편, 화천읍 중앙로 거리에는 수 만개의 산천어 모양의 등(燈)이 

불을 밝히며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기간  2018년 1월 6일 ~ 1월 28일

장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일원

문의  1688-3005



50

맛있는 이야기 제철 맞은 ‘귤’

귤의 맛은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다. 시큼한 것, 달콤한 것, 새

콤달콤한 것, 눈이 저절로 찡그려질 만큼 시기만 한 것 등 맛

이 매우 다양하다. 또, 익은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 달

라지는데, 대한민국에서 접할 수 있는 귤의 종류는 10여가지에 

달한다고 하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기는 하지만 봄, 여름에 나오는 귤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품종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귤’을 소개한다.

한라봉

화산의 분화구처럼 생긴 불룩 튀어 나와 있는 꼭

지 부분이 마치 한라산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

여졌다. 청견이라는 품종과 온주밀감류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하다. 새콤달콤한 과즙과 상큼

한 향으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껍질이 오렌지보다 두꺼운 편

이지만 벗기기 쉬운 편으로, 당도는 13~14브릭스(Brix)를 자랑

한다.

레드향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으로 한라봉과 온주밀감

류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주황빛을 띄는 

다른 감귤과 달리 껍질에 붉은 빛이 돌아 레드향이라고 부른

다. 모양은 일반적인 귤의 모양이나 크기가 더 크고 살짝 납작

한데, 당도가 높고 껍질을 벗기기가 쉬워 최근 주목받는 품종

10여가지 종류에

‘맛’도 ‘영양’도 만점!

낙엽이 지고 날이 차가워져도 겨울이 반가운 이유 중 하나는 가을의 뜨거운 햇살에 잘 익은 귤을 맘껏 맛볼 수 있어서다. 

주황색 껍질을 살살 벗겨내 귤 알갱이를 입에 넣으면 과즙을 듬뿍 품은 탱글탱글한 속살이 톡톡 터지며 상큼한 향이 온 몸에 퍼진다. 

식탁 위에 귤 한 바구니를 소복하게 담아놓고, 오고가는 길에 한 개씩 집어 먹다보면 어느새 바구니는 비고 손은 노랗게 물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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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당도는 한라봉과 마찬가지로 13~14브릭스이고, 겨울에

서 봄까지 먹을 수 있다.

천혜향

일반 귤과 오렌지를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껍질

이 매끈하고 옆으로 둥근 모양이다. 이름의 뜻이 

‘향이 천 가지’ 혹은 ‘하늘에서 내린 향’인 만큼, 그 향이 상당히 

좋다. 신맛이 적으며 껍질이 매우 얇고 과육이 무척 부드럽다. 

당도는 13브릭스로, 봄이 제철이다.

황금향

한라봉과 천혜향을 섞어서 만든 품종이 바로 황

금향이다. 천혜향의 얇은 껍질과 한라봉의 둥근 

모양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단맛과 신맛의 정도가 두 품종의 

중간이고, 껍질 벗기기가 약간 어렵지만 통통한 알갱이의 부드

러운 맛과 특유의 향으로 인해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당도

는 12브릭스로, 제철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진지향

청견 오렌지와 흥진조생감귤을 교배하여 만든 

신품종으로 매끈한 껍질과 고운 외관을 자랑한

다. 모양은 귤과 흡사하지만 감귤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나고 당

도가 높다. 신맛과 단맛이 조화롭고, 특유의 오렌지 향이 나면

서 과즙이 매우 풍부하다.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고 3월 

말과 4월 초가 제철이다. 당도는 11~13브릭스다.

설봉향

이름이 다소 낯선 설봉향은 진지향의 햇가지에 

생긴 체세포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품종이다. 일

반 감귤보다 크기가 크고 껍질이 두껍다. 하지만 상큼하면서도 

무려 15~17 브릭스의 고당도를 자랑한다.

하귤

여름에 나는 귤이라 하여 하귤이라 불린다. 보

통 감귤류보다는 훨씬 크고 껍질이 두껍다. 여름

이 되면 노랗게 익는데, 시고 쌉싸름한 맛으로 자몽과도 비슷

한 맛이 난다. 생으로 먹기보다는 과즙을 내어 설탕이나 꿀을 

넣어 음료로 마시거나 청이나 에이드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4~5월에 수확하고 당도는 10브릭스다.

카라향

일본에서 교배해 육성한 신품종으로 국내에는 

2011년부터 출하되었다. 당도가 한라봉이나 레

드향 등 다른 만감류보다 높기로 유명하며, 4~5월에 맛볼 수 

있다. 진하고 묵직한 단맛은 먹고 나서도 목 끝에 남을 정도인

데, 당도는 13~18브릭스다.

정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포터 

•맛있는 귤 고르는 법

우선 껍질과 꼭지를 살펴보자. 꼭지가 녹색으로 단단히 붙어 있고 

껍질이 얇으면서 탄력이 있고 매끄러운 것이 좋다. 단단하고 무거울

수록 과즙이 많다. 너무 작으면 신맛이 강하고, 너무 크면 당도가 낮

을 수 있다.

•보관방법

연한 농도의 소금물에 1~2분 정도 헹구면 귤 껍질 표면에 남아있는 

농약이 제거되고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냉장

고에 넣을 경우 신맛이 날 수 있으니 실온에 보관한다. 종이나 신문

지로 낱개 포장해 보관하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귤’에 대한 모든 것 YES or NO 퀴즈

Q. 귤은 살이 안찌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A.   NO. 중간 사이즈 귤 한 개의 칼로리는 대략 80Kcal이다. 귤 4개

의 열량이 공기밥 한 그릇 열량보다 많다. 특히 혈당수치가 높은 

과일 중 하나로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 때문에 하루 권장량은 

귤 1~2개다.

Q. 귤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노래진다?

A.   YES. 귤에 함유된 색소 ‘카로틴’이 피하지방에 쌓이면서 얼굴과 

피부조직의 얇은 부위가 노랗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변색으로 귤을 끊으면 본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온다. 

Q. 달게 먹으려면 많이 주물러야 한다?

A.   YES. 딱딱하고 신 귤은 주무를수록 더 달다. 외부 자극에 방어하

기 위해 일종의 ‘방어물질’인 에틸렌을 분비하는 원리다. 에틸린으로 

귤의 당도는 20%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Q. 초록색 귤은 덜 익었다?

A.   NO. 귤이 가장 맛있을 때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을 띌 때다. 오히

려 노란 귤은 수확 후 강제 착색을 거친 상품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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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동부동 한해심 씨

남목 시장 인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한해심 씨(42)를 만나러 간다. 

빌라 이름도 보이지 않는 계단 끝 집이 서로가 인생의 버팀목인 세 식구의 유일한 보금자리다. 

선천적 안면 기형으로 고통 받는 딸아이,

‘아픈 손가락’

생후 10일 된 아기, 구순구개열 진단에 청천벽력

해심 씨는 스무 살에 울산과 인연을 맺은 부산댁이다. 전 남편은 

용접 기술자로 일년에 3개월 정도만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다. 넉

넉하지 않은 살림에 둘째 아이(민주/가명)가 태어나며 가정 불화

가 더욱 커졌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입술이 갈라지고, 입천장이 

없는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났다. 남편은 가정에 더욱 소홀해져 

육아는 전적으로 해심 씨의 몫이 되었다. 

면역력도 약한 둘째 아이는 호흡기, 기관지 등의 질병에 취약해 

생후 10일 만에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아기를 들쳐 안고 찾아

간 병원에서 해심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진찰을 하

던 의사는 옆에 있던 인턴에게 “잘 봐. 이 아이는 입천장이 아예 

없어”라고 말했다. 소중한 아이를 실험실의 관찰 대상처럼 말한 

의사의 태도에도 상처 받았지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아이의 입

천장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심 씨는 큰 충격을 받

았다.

수술을 위해 아산병원을 찾았지만,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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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계좌 새마을금고 6218-09-038083-9 (예금주 한해심)

수술이다. 

상악과 하악이 비대칭으로 자라고 있어 지금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양악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수술도 힘들어

지게 돼, 올 겨울방학에 아이의 수술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해심 

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안면 기형에 속해있던 구순구개열

이 2009년부터 장애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

게 됐다. 100% 치료가 가능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주일에 서너 번 식당 일을 해서 번 수입과 약간의 한부모 가정 

지원금으로는 딸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해

심 씨의 얼굴에 수심이 짙어진다.

딸아이뿐만 아니라 해심 씨도 시력 장애, 팔꿈치 염증, 척추 및 

골반 질환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어릴 적 날카로운 

물체에 왼쪽 눈이 찔려 시력 장애 6급인 해심 씨는 요즘 들어 오

른쪽 눈마저도 시력이 나빠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막막한 생계 때문에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일찍이 이혼

한 부모님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들을 돌봐줄 다른 가족도 

없다. 

하지만 해심 씨는 아이들만 괜찮다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며 떨

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가 아프고 힘든 건 괜찮아요. 아이들은 

제 삶의 원천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뎌야죠” 

날로 추워지는 날씨, 계단 끝 해심 씨네 집에 따스한 온정의 손길

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여름임에도 아이 머리에 보닛 모자를 씌웠다. 갓난이에게 씌운 

모자를 굳이 들춰보며, 괴물을 본 듯 깜짝 놀라던 세상 사람들의 

기껍지 않은 관심이 해심 씨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다. 

너무 작은 아이라서 살을 찌워야만 마취수술이 가능하다고 해, 

특수젖병으로 살을 찌워야만 했던 80일 된 아기는 3.5Kg에 지나

지 않았다. 2009년 6월 첫 수술을 시작으로 치료와 수술이 반복

돼 빚이 쌓여갔고, 결국 2013년 남편과 이혼했다. 하지만 벌이가 

마땅치 않았던 남편에게는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했다.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린 아이들

큰 아들 민호(가명, 13살)는 민주의 잦은 병원 생활로, 이혼 전 친

할아버지 댁에서 머무르곤 했다. 다행히 할아버지에게 사랑 받는 

법과 주는 법을 배워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아픈 동생을 아껴주

는 아이로 잘 자랐다.

민호는 벌써부터 엄마와 동생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굳은 다짐을 

한단다. 옷가지들은 죄다 얻어다 입히는데 싫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해심 씨의 말을 잘 따라주는 든든한 아들이다. 

민주(9살)는 잘 웃고 애교가 많아, 마냥 예쁜 귀염둥이 막내다. 

아이들 칭찬에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이들 세 식구에게 하루 생활비는 만원 남짓. 두 아이는 다른 친

구들이 다니는 미술이나 음악, 태권도 등의 학원을 다니지 못하

는 것은 물론, 학교 방과후 수업도 교재비나 재료비가 없는 것으

로 고른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도 현재 매매로 나와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집주인의 배려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고 있다. 그러

나 이마저도 힘들어 월세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심 씨는 치료를 받으며 아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딸에게 너

무나 미안해져, 마음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 깊은 민주는 오히려 그런 해심 씨를 위로하고 달래준

다. “엄마, 미안해 하지마.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고생

하는데” 엉엉 울음보를 터뜨리는 딸의 모습에 보는 이의 눈시울

까지 붉게 한다.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만 하는 큰 수술

이번 겨울에는 민지의 세 번째 수술이 예정돼 있다. 이 수술은 엉

덩이 뼈를 잘라내서 잇몸에 이식하고 갈라진 잇몸을 성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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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어떤 질병인가요?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에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겨 막히거나 혈류에 장애가 

생겨 심장 근육의 일부가 손상을 받아 괴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후송되기 

전 30%, 응급실 도착 직후 10% 정도의 확률로 사망할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심근경색 환자

들은 흔히 ‘가슴을 쥐어 짠다’, ‘가슴이 싸한 느낌이 든다’

라고 호소합니다. 대개 가슴의 정중앙이나 약간 좌측에

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전에 없던 흉통이 느껴집니다. 

흉통이 왼쪽 팔이나 턱까지 퍼질 때도 심근경색을 의심

해볼 수 있고, 흉통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 잦고 통증 때

문에 진땀이 나게 되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갑자기 숨이 가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단순히 숨

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의 호흡

찬바람 불면, 
뻐근한 가슴! 

심장이 보내는 SOS

최근 유명 배우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이어지며 처음 사인으

로 추정됐던 ‘급성 심근경색증’이 재조명되고 있다. 

요즘처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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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과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전형적인 가슴통증이 나타나

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져도 혈액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의 큰 변화가 없으면 증상

이 잘 나타나지 않아 평소 생활습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합니다.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동

시에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 합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심장 근육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혹, 관상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막(Fibrous Cap)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이러

한 섬유성막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 안쪽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게 되고, 이곳에 갑작스럽게 혈액이 뭉쳐서 관

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동

맥경화반의 불안정화나 혈역학적 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이 있다면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

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추가한다면 응급실 도착 즉시 거

의 심근경색증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심근경색증이 바로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검사를 동원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다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라도 초를 

다투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각 병원이 처한 환

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 혈전을 녹이는 약물(혈전용해제) 치료를 

우선하기도 하고 바로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느 치료 방법이든지 치료의 핵심은 가장 빠른 시간에 막혀 있

는 관상동맥을 다시 열어 주는 것입니다. 관상동맥은 완전히 막

힌 후 6시간 내, 적어도 12시간 내에 뚫어야만히 효과를 볼 수 있

습니다.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풍선이나 스텐트

라는 금속 그물망을 이용하여 혈관을 확장하는 ‘관상동맥확장성

형술’입니다. 과거에는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몇 개 

대학병원에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3시간 내에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을 받을 수 있는 병

원으로 후송할 수만 있다면 약물치료를 하는 것보다 후송을 하

는 것이 환자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시술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물로 관상동맥을 뚫는 방법으로는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정맥주사만 하면 돼 간

편하고, 지난 10여년 이상 심근경색증의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으

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효과적이면서 합병증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약

물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서울아산병원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① 겨울철 목도리나 모자, 장갑 등으로 체온 유지. 

② 1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③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이기에 금연은 필수.

④ 튀기거나 지방이 많은 육류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 섭취 늘리기.

⑤   가슴 통증이 생기면 곧장 응급실을 찾고, 당뇨병 환자인 경우 심혈

관질환 정기검사.



나를 만나는 시간 회복탄력성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 넘는 내면의 힘!

회복탄력성이란?

우리의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들 누구나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 그 자체에 달려 있지 

않고,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음으로서 예전보다 높은 성취와 자기발전을 이루어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어림도 없지. 

하지만 날마다 연습하면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어려운 역경들을 벌떡 들어 올리는 널 발견하게 될 꺼야 

- 공지영,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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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누구나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공

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시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 회복탄력성이 얼

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강한 회복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조절능력과 대

인관계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

적인 정서죠. 이를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조

절능력을 높인다는 뜻이며,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

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회복탄력

성을 높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01 관계 맺기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인간관계는 고난이나 시련이 

다가와도 함께 극복해가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직장뿐 아니라 동아리와 종교 활동으로 맺어진 인간관

계도 강한 결속력을 발휘해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찾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꼭 

거창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운동하기, 물 8컵 이상 마시기 등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거나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해 매일 되뇌며 실천해봅시다. 꾸준히 노력

하고, 도전한다면 어느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

니다.

03 경험에서 배우기

고난이 닥쳤을 때, 과거에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여정이 반복되기 마

련입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역경을 이겨 

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봅시다. 매일의 일기를 쓰면, 좋거나 나

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희망 가지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다가올 미

래는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흔쾌

히 받아들이고 다가올 미래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지는 악조건에 적응하기가 한결 쉽고 새롭게 도전하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05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

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비록 좌절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

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

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불행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도약과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

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특히 치열

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힘이 바로 회복탄

력성입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람

이 될 수 있고, 음치도 훈련을 통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회복탄력성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

습니다.  

글 서상숙 상담사(현대삼호중공업 마음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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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신형 상륙함 ‘노적봉함’ 진수

현대중공업은 11월 2일 특수선본부에서 강환구 사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

장, 김판규 해군참모차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의 신형 상륙함 4

번함인 ‘노적봉함’ 진수식을 가졌다.<사진> 

상륙작전이 주임무인 노적봉함은 4천900톤급으로 길이 127미터, 최대 속력

은 23노트(약 40km/h)이며, 상륙군 300여명을 태우고 고속상륙주정(LCM), 

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노적봉함은 평시에는 기지와 도서에 대한 병력, 장비 및 물자 수송 임무를 

수행하고 국지분쟁 시에는 신속대응 전력을 수송한다. 

현대중공업은 인수시험평가를 거쳐 오는 2018년 11월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

도할 예정이다. 

‘고출력 이중연료 힘센엔진’ 본격 생산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본부가 최근 고출력 이중연료 엔진인 ‘V타입 이중

연료 힘센엔진(모델명: H35DFV)’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엔진기계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엔진기술센터에서 1만440마력급 신형 엔

진에 대한 실증 심사<사진>를 성공적으로 마쳐, 영국 로이드(Lloyd), 노르웨이 

DNV-GL, 미국 ABS 등 8개 선급협회의 형식승인을 받았다. 

이중연료 엔진은 디젤연료와 천연가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일반 엔진보다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엔진이다. 

특히, 이 신형 엔진은 수직으로 한 개의 실린더를 배치하는 기존 타입과 달

리 실린더 2개를 V자 형태로 크랭크샤프트(동력축)에 연결해 동일 설치 면적

에서 출력량을 2배 가량 높일 수 있다.

KT와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개발

현대중공업이 KT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11월 20일 본관에서 CDO(Chief Digital Officer)인 김태환 전무

와 KT 김형욱 플랫폼 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와 ‘협(狹)대역 사물

인터넷(NB-IoT) 기반의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대역 사물인터넷은 LTE 등 이동통신망에서 좁은 대역을 이용해 10킬로미

터 이상의 광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신기술로, 현대중공업은 이미 이달 초 

KT와 함께 전용 협대역 사물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식 설비 및 장비의 실시간 위치 파악 

△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호선의 이동관리 등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요

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최대 ESS센터 가동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센터<사진>를 구축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상 2층, 연면적 1천180제곱미터(약 360평)인 현대중공업 ESS센터는 현대

일렉트릭이 공사를 수행했으며, 저장 용량은 현재까지 구축된 산업시설용 

ESS로는 세계 최대인 51.5메가와트시다. 

또 현대중공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전기는 물론, 가스, 압축공기 등 

에너지 전반을 통합적으로 분석·관리하는 FEMS(Factory Energy Manage-

ment System/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ESS와 FEMS가 본격 가동되면 현대중공업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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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 현대건설기계 

글로벌서비스 창립 1주년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되어 선박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

로 새롭게 출발한지 1주년을 맞았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11월 28일 부산 본사에서 안광헌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선박 유지•보수와 생애주기 관

리를 비롯해 개조에서 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선박•해양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지난 9월에는 유럽의 유명 선사 2곳과 선박 수백척에 대해 ‘선박 생애주기 

종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국내•외에서 3차례에 걸쳐 선

주•선급 등을 초청해 ‘글로벌서비스 데이’를 개최하며 고객들과 활발한 교

류를 펼치고 있다. 

‘2017 사내기능경진대회’ 개최

현대중공업과 분할회사들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술교육원에서 ‘2017

년 사내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용접과 도장, 선체설계CAD 등 6개 종목에 모두 160명의 사

우가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1위~3위 및 장려상(4위) 입상자 

총 6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 ‘제 62회 기능장 시험’에서 현대중공업 및 분할

회사 사우 154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지난해 60

회 시험보다도 26명이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상반기에 치러진 62회 시험 합격자 91명을 더하면 올해에만 총 245명이 합

격의 기쁨을 누렸다.

일렉트릭, 인도 하벨스와 중저압차단기 사업 협력

현대일렉트릭이 11월 13일 영빈관에서 주영걸 사장과 인도 하벨스(Havells)사 

라지브 고엘(Rajiv Goel)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벨스사와 ‘중저압차단기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하벨스사는 인도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및 조명기기 기업으로 인도 전역에 

43개 지사와 4천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이 브랜드 라벨링(Brand Labeling, 제품

을 타사 브랜드로 판매) 방식으로 중저압차단기를 하벨스사에 공급하면 하

벨스사는 이를 자사의 브랜드로 현지에 판매하게 된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하벨스사의 소형차단기(MCB)를 

공급받아 세계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울산대와 R&D 인력양성 협약

현대건설기계가 11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김대순 R&D본부장과 울산

대학교 양순용 건설기계 인력양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건설

기계 R&D 인력양성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는 울산대학교의 ‘차세대 건설기계 R&D 인

력양성센터’에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산학연

계 교육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산학 장학생과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해 유능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영

입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지능화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도 확대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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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LNG벙커링선 건조 돌입

현대미포조선이 11월 1일 선각1B공장에서 신(新)선종인 LNG벙커링선의 강재

절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이 배는 지난 2016년 11월 독일 버나드슐테(Bernhard Schulte)사로부터 수주

한 7천5백입방미터급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길이 117미터, 너비 20미터, 높이 

11.3미터 크기로 제작돼 2018년 9월 인도될 예정이다.

LNG벙커링선은 현대미포조선에서 처음으로 제작되는 선종으로, 현대미포

조선은 그동안 원활한 공사진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생산, 기획, 설계부문 등

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전환 인증 획득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품질(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규격 전

환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달 실시된 국제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LROA)의 품

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전환 심사에서 경영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ISO 9001과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 및 환경 경

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체계가 

규정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생산부지 20만평 추가 확보

현대미포조선이 물류 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본사 인근에 약 20만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1월 9일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부지 

일부와 남구 황성동 용연공장 등 총 66만490제곱미터(약 20만坪) 규모의 부

지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그동안 현대미포조선은 본사 부지가 협소해 장생포, 온산, 모화 등 분산된 

사외공장에 의존하며 과도한 물류비와 생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부지 추가 확보로 만성적인 안벽부족과 부지난을 해소하고, 블록 대형

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물류개선, 공장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감독 우수자 포상

현대미포조선이 11월 9일 사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관리

감독 면담점검 우수자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현대미포조선 및 협력사 관리감독자 690여명, 69개조를 대상

으로 지난 9월 중순부터 2주간 진행된 면담점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

에게 주어졌으며, 수상자는 △안전보건과제 수행능력평가 △안전보건 법규 

및 규정 등의 전문지식 이해도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도장2부 채선병 과장 외 5명, 선체조립부 방병주 차장 외 

6명, 의장2부 우만호 차장 외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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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고소차 휴대용 조작 판넬·워싱용 지그 개발

현대삼호중공업은 고소차 조작 판넬을 개선하고 도장 외판 워싱용 지그

를 개발했다.

그동안 고소차 조작자는 조작 판넬 위치로 인해 목이나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차 바스켓에 휴대용 조작 판넬을 추가

로 설치해 고소차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를 도왔다.

또, 워싱 건을 지지해주면서 방향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워싱용 지그를 

개발해 현장 안전 확보는 물론 품질향상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많은 고소차 작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휴대용 

조작 판넬과 워싱용 지그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전사 심폐소생술(CPR)경연대회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

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7일, 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부서별 예선을 통

해 선발된 총 18개 팀들이 블록 내 밀폐 공간, 선박 갑판 작업장, 결선작업 중 

감전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5분 정도의 상황극을 시연했다.

그 결과 의장1부가 대상, 건조3부가 최우수상, 도장1부와 도장2부가 우수상

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됐다.

한편,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영암소방서와 중앙병원, 사내 CRP 강

사 등의 전문가가 맡았다. 

기능장 시험 대거 합격

현대삼호중공업은 올 하반기에 치러진 ‘제 62회 기능장 자격 취득 시험’에서 

사우 17명이 대거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27명의 사우가 시험에 응시해 17명이 2차 실기시험의 

최종 관문을 뚫고 합격에 성공함으로써 63%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건민 조장(도장1부)은 회사 최초 가스기능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유기승 

조장(판넬조립부)은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에 이어 이번에 전기기능장 자격

까지 따내 4개의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함으로써 최다 기능장 보유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또, 김창곤 부장(선실생산부)은 사무기술직으로서 전기기능장을 취득해 눈

길을 끌었다.

174K LNG(S856)운반선 도크 공정 시작

현대삼호중공업은 11월 6일, 2도크에서 캐나다 TEEKAY사에서 수주한 17만

4천입방미터급 LNG선(S856)의 용골거치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조립 공정

에 들어갔다.

이 선박은 2015년 6월 수주한 멤브레인형 LNG선 2척 중 첫 호선으로 길

이 294미터, 폭 47.5미터, 깊이 26.4미터의 크기로 건조돼 2019년 1월 인도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하는 LNG선 중에서는 처음으로 프로펠러를 

직접 구동하는 ME-GI엔진, 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재액화하는 ERS가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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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어린이문화도서관 건립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 1%나눔재단이 11월 16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어린이문화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베트남 첫 어린이문화도서관인 이 시설은 올해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을 기념해 현대오일뱅크에서 3억4천만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아동도서 2천

여권을 비롯해 놀이방, 악기체험실, 미니영화관 등 여러 테마 공간을 갖췄다.

한편, 1%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저개발 국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

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썬남유치원과 티엔케초등학교를 재건축

했고, 내년 2월에는 네팔 버거워띠 중학교를 완공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고객만족도 1위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7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5년 연속으로 1위(종합병원 부문)를 차지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소비자 1만1천3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아

산병원은 △의료진 신뢰도 △진료의 질 △병원 신뢰도 △의료진의 환자에 대

한 높은 관심과 응대 △고객 편의시설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의 항목에서 다

른 병원들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그 동안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서비스 표준모델 AGS(Asan 

Global Standard) 구축 △통합 서비스 창구 개설 △원스톱 진료서비스 제공 △

첫 방문고객을 위한 병원 직원의 동행 서비스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진료

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정책을 펼쳐왔다.

의료 아이디어 축제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울산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본관 대강

당에서 의료 아이디어 축제인 ‘드림 쉐어 메디칼 해커톤(Dream Share Medical 

Hackathon)’을 개최했다.

메디칼 해커톤에서는 참가자들이 △빅데이터(Big Data) △융합의료(Connect-

ed Healthcare) △스마트병원(Smart Hospital)을 주제로 기획, 비즈니스 모델 창

출, 디자인 개발을 거쳐 시제품 등의 결과물까지 만들어냈다.

이 대회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IT,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전

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발표하고, 총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창조경

제혁신센터의 지원 혜택 기회를 제공했다.

| 현대오일뱅크 |

| 서울아산병원 |

| 울산대학교병원 |

계열사·병원·학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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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면역치료 경로 발견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 생명과학부 권병석•의예과 조홍래 교수팀이 기존

의 항암면역치료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

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울산대 연구팀은 암 면역력을 무력화시키는 공동자극분자인 ‘CD137 리간드’

의 신호를 차단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항암면역치료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발

견하고, 연구결과를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행하는 ‘캔서 리서치(Can-

cer Research)’ 11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CD137 리간드’ 신호를 활성화하면 암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는 제2형 대

식세포와 수지상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알아내, 류마티스 관절염, 

장염, 장기이식거부반응 등의 질환도 치료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아산체육관 준공 10주년

울산과학대학교(총장: 허정석) 아산체육관이 11월 15일에 준공 10주년을 맞

았다.

2007년 개관한 아산체육관은 국제 규격의 실내 아이스링크는 물론 생활체조

실, 당구강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에 적용되는 ‘앙

투카 코트’ 5면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만여명의 입장객이 아산체육

관을 이용했으며 등록 회원수만 2천500여명에 달하는 등 울산의 대표 스포

츠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는 전국에서 동계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내년 2월 프랑스 빙상종목(피

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훈련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7 올해의 브랜드상

씨마크호텔(대표이사: 남상무)이 11월 3일 한국광고학회가 주관하는 ‘2017 올

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천여명의 광고, 마케팅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한해 동안 탁월한 

마케팅 성과를 보인 브랜드를 선정해 수여한다. 씨마크호텔은 SNS를 비롯,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서비스 품질을 끊

임없이 관리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2015년 개관한 씨마크호텔은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

어(Richard Meier)가 설계했으며, 그 해 아·테 트랜스폼 어워드(Transform 

Awards Asia Pacific) 여행·레저부문에서 금상(베스트 비주얼 아이덴티티)을 

수상한 바 있다.

| 울산대학교 |

| 울산과학대학교 |

| 씨마크호텔 |



문화포커스 ‘스미스소니언 사진展' - 경이로운       혹은 흥미로운

일상 속 순간 포착한 콘테스트 수상작!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스미스소니

언의 사진 기획 전시(이하 스미스

소니언 사진展)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현대예술관 미술관

에서 진행된다.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은 미

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종합박

물관으로, 박물관과 더불어 미술

관·동물원·연구소 등 20여 개의 문화기관을 함께 갖추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다. 

이번 전시는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이 2003년부터 매년 진

행 중인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포토 콘테스트’의 역대 수상

작 100여 점으로 이루어진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라이프, 

세계보도사진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콘테스트는 매

년 100개국 이상, 수십만 명의 참가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한편, ‘스미스소니언 사진展’은 기존 스미스소니언 매거진 

포토 콘테스트의 7가지 카테고리(미국, 자연세계, 여행, 지

속 가능한 여행, 인물, 보정사진, 모바일)에서 벗어나 작품

들을 새롭게 재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형언할 수 없는’, ‘익

숙함을 벗어난’, ‘햇살처럼 빛나는’ 

총 3가지의 카테고리 속에 개성만

점 작품들을 적절히 배치해 감성

적인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경이로운 혹은 흥미로운’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이번 전시는 일상

에서 마주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작가의 시선

을 함께 공유하면서, 관람객들은 사진 속 감정, 생각, 기억

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다. 

올 연말, ‘스미스소니언 사진展’과 함께 잊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감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 관람정보 |

일시  2017. 11. 24(금) ~ 2018. 3. 4(일) 

       (입장마감 저녁 7시, 매주 월 휴관)

장소  현대예술관 미술관

티켓가격  성인 9천원 / 중고생 이하 7천원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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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문학가, 애니메이션 거장을 만나다’ 오케스트라 콘서트 

| 관람정보 |

일시  2017. 12. 24(일) 저녁 7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가격  1층석 6만6천원 / 2층석 4만4천원 

              (HHI 및 관계사 임직원 30~50%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공연구성 

THEME 1. 클래식,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하다

<상실의 시대>, <1Q84> 등의 베스트셀러를 낳은 작가 '무라카미 하

루키'. 1부는 그의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클래식 음악으로 문을 연

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술세계에 대한 해설과 소설 속 클래식 음

악들로 그만의 독창적인 문학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THEME 2.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반자, 히사이시 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등 아름답고 

감성적인 OST가 돋보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미야자

키 하야오의 동반자로 불리며 많은 작품을 함께 한 작곡가 '히사

이시 조'의 음악들 속에서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재현한다. 

 PROGRAM 

1부 : 무라카미 하루키와 클래식

from <댄스 댄스 댄스>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 서곡 

from <상실의 시대>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ⅱ. Andante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54 1악장 ⅰ. Allegro affettuoso

2부: 미아자키 하야오와 히사이시 조 

from <하울의 움직이는 성>

히사이시 조 : 인생의 회전목마 

히사이시 조 : 1920 에이지 오브 일루젼

from <모노노케 히메> 히사이시 조 : 아시타카의 전설

from <마녀배달부 키키> 히사이시 조 : 바다가 보이는 마을 + 여행  

from <천공의 성 라퓨타> 히사이시 조 : 이노센트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현대예술관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천재문학

가와 애니메이션 거장의 OST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

진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 몽환적인 감성을 지배하던 클래식 곡

들과 <모노노케 히메>, <마녀배달부 키키> 등 한국인이 사랑한 하

야오의 애니메이션 OST가 60인조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2014년 시즌 1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후 시즌 2로 찾아오는 

오케스트라 편은 실내악으로 구성된 시즌 1보다 규모를 확대하였

다. 또한 지휘자 안두현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히사이

시 조의 명곡들, 웅장한 클래식 곡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한층 진화된 사운드로 감동을 더할 이번 오케스트 콘서트에서 로

맨틱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보자.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조합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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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단 소식 사진으로 보는 명장면 7선

‘K리그 결산’, 

울산과 함께 한 

1년을 돌아보며

“안녕하세요, 초보감독 김도훈입니다”

K리그를 호령하던 ‘토종 폭격기’ 김도훈이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30년 만에 울산에 돌아왔다. 울산 

학성고 출신의 김도훈 감독은 “울산은 내 젊음을 불태운 곳이고, 고교 시절 청소년 대표에 뽑히며 처

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등 좋은 기억이 가득한 곳”이라며, 울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시즌 초반 갑작스런 ACL 진출, 해외 전지훈련 중 조기 귀국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

을 겪기도 했지만, 리그 상위 스플릿과 19년 만의 FA컵 결승 진출 등을 이끌며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처용전사를 울린 어느 여성 팬의 눈물 

지난 7월 8일 열린 전북과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전북의 공격수 김신욱

이 친정팀 울산을 상대로 경기의 쐐기를 박는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다. 

전광판의 숫자는 ‘0-4’로 변해버렸다. 

방송국 카메라는 세레모니를 펼치는 김신욱에 이어 울고 있는 어느 여성 

팬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믿을 수 없는 스코어 차이로, 무엇보다 울산

의 홈인 문수구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패배였다. 화면 속 여성의 흐느낌

에 울산 선수들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선수와 팬 모두 뜨거운 눈물을 삼킨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패배는 울산

의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FA컵 포함 10경기 무패 신기록 달성의 원동력

이 되었다. 

전주성 함락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모든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심장이 터져 나갈 만큼 뛰었던 경기로, 리그 

최강 전북이 ‘전주성’이라 불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처음으로 

패한 경기이기도 하다. 

울산은 장소를 바꾸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전북을 상대로 와신상

담(臥薪嘗膽)의 울분을 고스란히 되갚아주었다. 

결승골을 터뜨린 이종호는 파워풀한 세레모니로 전주성을 침묵하게 만

들었다. 또,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팬들의 눈물을 보고 무조건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hi,hhi’에서 울산현대축구단의 

2017 명장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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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최고의 듀오 ‘오르샤 & 이종호’

올 시즌 울산의 킬러 콘텐츠는 반박 불가 ‘호르샤’ 콤비다. ‘호르샤’는 스트라이커 

이종호와 왼쪽 공격수 오르샤를 합쳐 부르는 애칭이다. 과거 전남에서도 함께 

활약했던 두 선수는 울산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호르샤 Ver.2'를 선보이며, 팀

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이종호와 오르샤는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 종료 직전까지 상대진

영을 휘젓고 다니며 극적인 역전승과 극장골을 수 차례 만들어냈다. 두 선수는 

17골을 합작, 울산이 올 시즌 기록한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기도 했다.

“골대는 형아가 지켜줄게!”

울산의 수문장 김용대는 올해 데뷔 17년차의 베테랑이다. 일반 회사로 따

지면 ‘부장급’ 선수인 셈. 하지만 올해 K리그 올스타에 선발되는 등 전성

기 못지않은 믿음직한 플레이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았다. 

울산이 올해 ‘지지 않는 축구’라는 콘셉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김용대 

골키퍼의 역할이 크다. 경기장 안에서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카리스

마는 물론, 경기장 밖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후배 선수들의 정신적 지

주가 되어주고 있다. 

프로축구 사상 첫 500승 금자탑!

울산은 지난 7월 19일(수) 강원과의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원정 경기에

서 승리하며, 프로축구 출범 이래 최초의 500승 달성 구단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1984년 실업팀에서 프로팀으로 전환한 울산(당시 팀명: 현대)이 1천226경

기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즌 개막 전(前) 통산 488승으로 포항에 1승 뒤

진 2위로 출발했으나, ‘최초’의 이름은 축구 명가(名家) 울산의 몫이었다.

극강의 홈 경기력 “자신 있으면 문수로 와라”

울산의 달라진 점 가운데 팬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부분은 바로 홈 경기

력이다. 홈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선수들의 의지가 문수

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울산은 올해 문수구장에서 치러진 25번의 경기에서 14승 6무 5패(ACL예

선 및 FA컵 포함)를 기록했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무려 

113일간 홈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울산을 찾은 상대팀에게 울산의 공식 

승전가인 ‘잘 가세요’ 트라우마를 심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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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떡케이크의 핵심은 ‘앙금’

수업이 한창인 한마음회관 3층 강의실을 찾았다. 수강 첫 날에는 사용하는 기구들의 

명칭을 알아보고, 앙금과 천연 색소를 이용해 색을 배합하는 법을 배워본다. 

책상 위에는 형형색색의 앙금들이 있다. 앙금에 천연분말인 백련초, 비트, 딸기, 단호박, 

시금치, 쑥, 코코아, 치자가루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색깔을 낸 것이다.

예쁜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앙금이 중요하다. 앙금은 팥이나 완두콩을 삶

아 으깬 후에 가라앉은 녹말 성분에 당분을 넣고 졸여서 만든다.

시중에 판매 중인 앙금을 사용해도 되는데, ‘춘설앙금’은 되직해서 꽃을 파이핑(Piping/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어여쁜 선물”

케이크는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함께 하고 싶을 때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 

제과점의 케이크와 달리 떡케이크는 쌀로 만든다. 

크림 대신 앙금으로 예쁘게 꽃을 만들어,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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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주머니에 앙금을 넣고 짜서 꽃을 만드는 것)하면 꽃잎이 뚝뚝 

끊어지고, ‘백옥앙금’은 너무 묽어서 꽃잎이 흐늘거려서 망가지기 

쉽다.

이에 수업에서는 춘설앙금과 백옥앙금을 5:1의 비율로 섞어서 사

용한다. 앙금을 실리콘 주걱으로 많이 섞어주면 흰 색상을 띄게 

된다. 이 때 전지분유나 생크림을 섞으면 더 하얘진다. 

내 손에서 피어나는 황홀한 ‘장미’

책상에 5~6명이 앉은 수강생들의 모습은 화기애애하다. 받침대

에다 기둥을 짜고 모양팁을 이용해 앙금을 짜 꽃을 만들고, 또 

색을 섞어서도 만들어 본다. 금세 화사한 분홍장미가 완성된다. 

떡설기 위에 오를 앙금 플라워가 하나 둘 줄을 서기 시작했다. 꽃

이 완성되면 꽃기둥을 잘라내고 작은 컵설기 가장자리에 꽃을 올

린다. 

오영은 강사(34세)는 “꽃을 붙일 때는 살짝 떠서 옮긴다는 느낌으

로 작업해야 한다”며, “옮겨서 내려놓을 때 꽃이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수강생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어서 수강 초기에는 색 배합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색

상으로 조색할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연핑크, 핑크, 진핑크 

또는 연노랑, 노랑, 진노랑 등으로 색감을 조절하면 배색(配色)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꽃 붙이기가 끝나면, 이제는 잎을 붙일 차례다. 오영은 강사가 시

범을 보인 후 수강생들의 체험이 이어진다. 수강생들은 모양팁을 

이용해 꽃잎 밑에 싱싱한 이파리를 짜 넣는다. 금세 새순 돋듯 앙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장소 한마음회관 3층 강의실 1

시간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비용 수강료 9만원, 재료비 27만원 / 3개월

증맞은 이파리가 태어난다. 완성된 케이크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케이스에 넣으면 강의가 끝이 난다.

강윤정(30세, 현대일렉트릭 중저압차단기연구개발부) 사우는 “전

공이 디자인이다 보니 손으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강좌를 신

청했다”며, “앙금으로 예쁜 꽃송이를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날

아가는 것 같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수강생의 대부분 젊은 직장 여성인데, 두 딸들과 함께 수강 

중인 임영자(77세, 울산 동구 전하동) 씨가 눈에 띈다. 그녀는 “정

신을 집중해 파이핑을 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치매예방도 되는 

것 같다”며, “젊은 사람처럼 예쁘게 하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익혀 

나가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 모녀가 둘러 앉은 테이블에 

아름다운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난다.

찰흙을 만지듯 부수고 만들고 하다 보니 두 시간이 어떻게 흘러

가는지 모를 정도다. 손이 떨려 마음처럼 예쁜 꽃을 만들기는 어

렵지만,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떡케이

크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꽃처럼 환

하게 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특별한 선물로 떡케이크

를 만들어보길 권한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현중 가족 글마당

열정과 신뢰는 

정확한 측정으로부터

내 꿈은 ‘바다의 사나이’가 되는 것이었다. 포항해

양과학고등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지만, 1984년 

군 제대 후 한 일은 집안의 바쁜 농사일을 돕는 것

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

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현대중공업의 교육

생 모집 소식을 들었다.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이력서를 제

출하였고,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체력테스트, 면접

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렇게 농부의 삶을 뒤로 

하고 낯선 땅, 공업의 도시 울산으로 오게 되었다. 

사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공은 수산과였다. 전공

과는 무관하게 철과 선박을 다루는 제관과에 지원

했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두려움과 기대

감이 있었다.

나는 선박 건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조부에 

배치 받아 선배들의 혹독한 가르침을 받으며 현장

업무를 시작했다. 비전공자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다. 언젠가는 나도 실력 

있는 후배를 양성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정신 없이 일했고, 현재 기

술직 최고봉인 철목팀 반장 12년과 팀장 7년을 거

치며 철목 업무의 ‘베테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철목이란, 내업에서 조립된 70~100개의 블록 하나

하나를 높이, 길이, 폭 등 한 치의 오차 없이 위치

를 잡아줘 후공정의 용접사에게 인계해주는 직종

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와 생산의 완벽한 호흡을 

이끌어야 하고, 도면과 실제 현장의 오차를 5밀리

미터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 중간 중간 선주 및 선급의 까다

로운 검사를 통과하여 웅장하고 거대한 한 척의 

배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선박을 건조할 때 추와 실, 줄자 같은 아

날로그 장비를 사용했다. 그렇게 블록을 체크하다 

보니 기상 상황에 따라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곧 후공정의 손실로 이어졌다. 

다행히 2003년부터 오토레벨기, 데오드라이트,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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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측기(3D Total Station) 등 고도의 정밀도를 

지닌 전문계측장비를 도입해 정확한 측정의 가능

성이 열렸다. 

그러나 이들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유효기간 경과

로 선주, 선급에서 측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

키기도 했고, 검사가 거부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철목팀 팀장에 보임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측정 장비 관리 시스템 개선이

었다. 측정 장비를 파악하고 유효기간 정리, 조별 

책임자 선정, 미교정 현황, 측정기 사용 시 유의사

항 등을 하나씩 정리해나갔다.

2014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세미리그선

(Semi-rig: 블록 수 248개, 길이 122미터, 폭 77미

터, 높이 80미터)이 품질, 공정 준수를 위하여 울

산 공장으로 갑작스럽게 이관되었다. 

이 선박은 북해의 거친 환경, 일명 ‘황천’이라 불리

는 곳에서도 안정적인 석유 시추를 하기 위한 구

조물이기에 일반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스

펙이 요구되었다. 

이 까다로운 공정에서 철목팀은 정확하게 측정하

여 완벽하게 인계할 수 있었으며 선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었다. 측정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과 체

계적인 관리를 미리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외에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와 긴급상황에서 미

리 준비된 계측 시스템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에는 한국조선

공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 철목분과 현장 전문가 개발위원으로 위촉되었

다. 이곳에서 조선업 철목 과정 측정기 매뉴얼 교

육, 검교정 및 측정기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표

준을 정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할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다. 

해양인의 꿈을 접고 농부로 살 수도 있었던 내가 

운 좋게 현대중공업의 일원이 되어 언젠가는 후

배를 이끄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다짐한 지 32년

이 지났다. 

지금 나의 매뉴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공정

이 진행되고,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 

간혹 측정에서 사소한 오류•오차를 소홀히 여기

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열정은 정확한 측정에 있다. 또한 신뢰와 자기발

전도 정확한 측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언제나 이 점을 잊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행한다

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앞으로도 더 완벽한 선박건조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회사, 나아가 나라에 보탬이 되는 소

중한 인력이 되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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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가족 글마당

부모님 전 상서

김성백 기장 | 현대중공업 크랑크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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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던 숲 속이 온통 노랗고 붉게 물든 

가을의 한 귀퉁이에서 불현듯 스치고 지

나가는 생각이 저를 무릎 꿇게 합니다.

산과 들에 모든 것 말라버린 휑한 곳에

서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담기 위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판에 계시는 부모

님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

덧 사십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란 데로 온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넓게만 보이던 마당과 높게만 느껴지던 담벼락이 초라하게 다가오고, 이제 제 나이가 고

향 떠나올 때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자식들을 떠나 보내고, 새삼 부모님의 모습을 저에게

서 발견하게 됩니다.

낡고 허름한 옷으로 시작해 먼지 가득한 옷으로 하루를 마치며 대답 없는 자식들의 안녕

을 기원하던 우리 부모님. 돋보기를 끼고 이 글을 적으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늘 가슴에 품고 있던 이 마음이 꼭 힘들고 외로울 때만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부모님

은 힘들고 외로울 때면 조용히 응원하며 갈 길을 일러주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셨

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혼자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아침 저녁의 추위를 느낄 만큼 성큼 겨울을 향해가고 있습니

다. 사우 여러분도 늘 따뜻하게 미소를 가지시고 행복하시길 빌어 봅니다.

2017. 11. 6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김성백 올림



“과거와 현재의 삶이 공존하는 이바구길”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 김선종 기원

과거에는 내로라하는 손꼽히는 관광지에만 사람

들이 찾곤 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관광

명소를 만들다 보니, 광역시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곳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시간과 경비 

부담없이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 많

아졌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 내국인 외

국인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들이 드나드는 부산

의 관문 ‘부산역 광장’.

이곳을 나서면 시티투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로 북적이는데, 그 옆 한 켠에 흔치 않은 자태의 

자전거 몇 대와 조그마한 사무실 안에 아버지뻘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들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은 부산역 맞은편 초량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이바구길을 편안하게 전동 자전거로 태워주

시고, 그곳의 문화재 해설까지 하며 탐방도우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바구자전거센

터’다.

우연히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족

들과 함께 2대의 자전거에 나눠 타고 어르신의 안

내에 따라 길을 나섰다. 

그리고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의 숨은 명소들과 

그곳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옛 정을 느낄 수 있도

록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다.

생소한 역사 속 건물들과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피난민 시절의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로

만 듣던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삶이 가슴에 스

며드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동행한 자녀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삶

이 공존하는 이곳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제 2도시

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역사이기에 또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반환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에는 부산역과 부

산항 일대의 멋진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포인

트도 마련되어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의 색다

른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박물관의 자료들이나 TV를 비롯한 매

스컴 자료 등은 수도 없이 보고 들어왔지만, 산복

도로 골목길 구비구비를 전동 자전거를 타고 편

안하게 다닌 덕분이었는지 이바구길 속에서 함께 

한 곳들은 갇힌 공간에서 보았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여운을 남겼다.

어쩌면 연륜이 묻어나는 해설가가 없었다면 맹숭

맹숭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한 템포 여유

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부

산 도심 속 구수한 해설과 함께하는 이바구길 탐

방을 떠나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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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제주도 여행기”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으로 사내외적

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 일수

록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달 전 과감히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아 장소

를 고르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한번

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에 가보고 싶

은 생각이 들어 그곳으로 결정했다.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흑돼지

의 맛과 아름다운 경관을 경험할 생

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맑은 물빛이 예쁜 ‘김녕해수욕

장’이었다.

마치 외국에 온 듯 투명하고 깨끗한 물빛은 평소 

보던 바닷가와는 다른 느낌으로 매우 인상적이었

다. 해질 무렵 노을과 현무암 해변, 푸른색 물빛이 

이루어내는 조화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저녁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흑돼지 오겹살을 맛

보았다. 

흔히 먹는 삼겹살과 달리 뱃살부위 

껍질을 제거하지 않아 더욱 두툼하고 

담백하다고 알려진 흑돼지는 10여년

전 먹었던 그 맛 그대로 입맛을 만족

시키기에 충분했다. 

제주도 소주인 한라산과 함께 하니 

그 맛이 배가되어 제주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처음 간 곳은 서귀포에 위

치한 ‘카멜리아힐’이었다. 

동양에서 가장 큰 동백수목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치유의 숲’으로 불리기도 한다. 곳

곳을 산책하며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

며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제주도 여행의 백미인 ‘우도’다. 

흐린 날에는 배가 뜨지 않아 우도 여행이 불가능

한 날이 많다고 하나, 나는 운 좋게 맑은 날씨 속

에 우도를 여행할 수 있었다. 스쿠터를 빌려 우도 

곳곳을 여행하고 먹거리를 찾아 즐겼다. 

땅콩 아이스크림, 한라산 볶음밥 등 유명한 음식

을 먹었는데, 맛보다는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먹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선선한 바람과 푸른 바다, 다양한 먹거리가 즐비한 

우도야 말로 제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셋째 날은 아침 비행기라 관광은 하지 못하고 일어

나서 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느껴본 여유

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 들었다. 

멀리 외국도 아닌 가까운 제주도, 그것도 2박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작은 행복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의 내 인생도 빛나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

라본다.

박태민 사원 |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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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마지막 변화구’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 나 석 사원 

주말 아침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다 

2012년에 개봉한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를 다시 한 번 감상

했다. 처음과는 달리 영화의 전반적

인 내용을 알고 있어 재미가 덜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전엔 눈치 

채지 못했던 숨은 의미를 찾으며 쏠

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 거스 로벨은 야구 

방망이에 공이 맞는 소리만으로도 

좋은 투수와 타자를 알아보는 능력

을 가진 남자다. 한 때 전설의 메이저리그 스카

우트로 이름을 날렸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이젠 구단에서조차도 그의 능력을 의심

한다.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슬슬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그는 뛰어난 고교선수를 뽑기 

위해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스카우팅 여행을 

떠나게 된다. 

한편,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거스

의 딸 미키는 회사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와 동행을 결정 하면서 영화는 중반부로 

넘어간다.

드라마적 요소가 짙은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조

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전개 특성상 

야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야구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구라도 이 영화를 즐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색하지 않게, 스포츠와 함께 우리네 인생을 엮

어내고 있어 많은 감동과 인생의 교훈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를 소재로 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의 진행 과정이 아니다. 바로 ‘인물들의 삶’이

다. 만약 그들의 삶을 진하게 그려내지 못하고 경

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시청자들에게 공감

을 사지 못하고 설득력을 얻지 못

하는 영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튀는 캐릭터를 설

정하거나 극단적인 사건을 배치하

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장르

적인 성취에 대한 욕심과 교훈과 감

동에 대한 강요가 없을뿐더러 그저 

자연스럽게 마음끼리 부딪히도록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 누구나 공

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딸.

서로 함께한 시간이 적어 오해만 깊어진 이들이 

벌어진 틈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시선

으로 바라보게 된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들

을 보여준 뒤 우리의 삶과 비교하여 공감을 이끌

어 내기에 영화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

험을 여러번 하게 만든다. 미워할 구석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영화가 끝나면 뭉클해진 가슴에 나도 

모르게 손을 얹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잔잔한 감동 속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

는 ‘내 인생의 마지

막 변화구’. 

나는 이 따뜻한 영

화를 현대중공업

그룹 사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75



현중 가족 글마당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

스의 말처럼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를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집단 속에서 수많은 이들과 공생관계를 이

루며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문득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이 생겼지만, 

무릎을 딱 칠만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때의 나는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모든 결과물이 

‘나’와 관련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나 자신

이 제일 잘 해야 하고, 또 내가 잘하면 나로 인해 

우리 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여겨 누구보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살다보니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걱정

과 또 다른 고민이 뒤섞이기도 했다. 

세상을 향해 열심히 뛰었건만 업무나 자식 그리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나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었다. 내 가치관이 

무너져 마음에 갈등과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전에는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세상의 무게

를 짊어지는 것처럼 몇 배는 힘들었고, 자책도 잦

았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잘해내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여겼다. 이로 인해 내 자

신을 더 옭아매는 강박관념에서 살아왔던 점도 있

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세상은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서는 무거

운 짐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내가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드린 후에는 세상을 다

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

해 질문을 한다면 이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에 대해 고민하

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원하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진리임

을 깨달으며 몇 자 적어본다.

도정록 직장 |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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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 한바탕 내리고,

목젖을 달구는 폭염이 마주한다

지나간 이 여름 지나오니

오늘 밤 외로이 망망대해 해상에

휘영청 달이 자꾸 커져 보이니

추석이 다가오는가 보다

저어기가 북녘인가

북두칠성 나침반 삼아

오늘도 어둠 속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늘 끝 저이기

내 고향을 바라본다

뱃전을 찰랑거리는

옅은 파도의 물결을

적막한 배전에 걸터앉아

고요만이 밤하늘을 비추자니

이따금씩 바다 수면으로 밤공기를 마시려고

고개를 내밀라 한다

바다 한가운데

이역만리 해상에서 둥근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본다

천만리 머나먼 고국의 하늘 아래

홀로 남겨둔 혼기 꽉 찬 여식을 둔 아비로서

오늘따라 아비의 맘으로 다가가 본다

부디 시집가더라도 지아비 잘 섬기고,

시 부모님 잘 섬기고 가화만사성이란다

둥근달이 흠뻑 대양을 비추자니

오늘 이 바다 한가운데서

저어기 먼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야

운무 떼 지어가는 길에

나의 애절한 사연을

먼 고국의 하늘 아래 딸에게

전해나 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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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들의 추천 도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루 벌어 살아도 

괜찮아
(오가와 사야카 著)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에이 거짓

말!’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틀에 갇힌 생각을 하면서 살

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은 불안과 초조가 지배하는 

성과주의 사회에 완벽하게 갇혀 있

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면 풍요롭게 살 수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탄자니

아 도시민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도 우리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

며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알게 됐습

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

며 마음에 여유를 갖고, 조급함을 내

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우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

랍니다.

김희정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한낮의 우울 
(앤드류 솔로몬 著)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이

미 현대인에게는 익숙한 병명이지만, 

실제로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

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친구로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

을까 고민하던 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감정, 심리, 마음의 변화를 잘 

묘사한 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

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

무나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을 나약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

울증도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에 걸린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

마 공감했으면 합니다. 

민형철 연구원 

현대중공업 생산공정연구팀 

익숙한 혁신 
(김태일 著)

이 책은 철공소에 비견될 수 있는 조

그만 업체에 말단사원으로 입사하여 

글로벌기업의 CEO로 성장한 사람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근성’, ‘정직‘, 성실’ 등을 바탕으

로 기업의 대표가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투영해 왔던 인생철학과 

삶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 합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리더

가 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조직에는 책임감 있는 리더

십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성

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줍니다. 

안전과 품질 향상, 노사문제의 원만

한 해결 등 여러 에피소드가 소개되

어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우들에게 추

천하고픈 책입니다.

신광용 기장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운영부 

축적의 길
(이정동 著)

이 책은 한국 산업발전의 문제를 진

단해 큰 반향을 일으킨 『축적의 시

간』의 대표 저자인 서울대 이정동 교

수가 쓴 경제경영서입니다.

한국 산업이 처한 위기의 본질을 ‘개

념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한 문

장으로 진단한 것이 『축적의 시간』이

었다면, 이 책은 ‘개념설계 역량을 확

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적 시행착

오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여 추격

하는 단계에서 체화된 사고방식과 

관행이 시행착오의 축적을 통해 세

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정의하

고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개념설계 역

량의 확보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지

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축적의 전략

을 5가지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규만 차장

현대미포조선 공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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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한뼘 

예술은 한줌
(데이비드 실즈&케일럽 파월 著)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사람이 말

다툼을 벌입니다. 그것도 무려 3박 4

일간 말이다. 그 다툼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내 생각에 당신은 

완전히 틀렸어(I think you're totally 

wrong(2015)’입니다. 

비지니스 서적이나 자기계발 서적이 

대세였던 당시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한 번역가가 

정성을 들여 인생과 예술에 대한 담

담한 이야기를 풀이했습니다.

원제를 보면 두 사람의 감정이 드러

나는 말다툼같은 논쟁이지만, 실제로

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가는 과정

입니다.

한가지 더 흥미거리를 찾자면, 이 책

을 번역한 번역가가 우리 회사 사우

라는 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겨울 

따뜻한 인생과 예술 이야기를 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김두희 부장

현대로보틱스 경영기획팀 

OPTION B
(셰릴 샌드버그, 애덤 그랜트 著)

이 책은 비즈니스계 리더이자 페이

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

버그의 진솔한 경험과 와튼스쿨 심

리 학교수이자 애덤 그랜트의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역경에 맞서고 회

복탄력성을 구축하는 법을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상실과 역경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를 고통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만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삶인 ‘옵션 A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지만, 상실과 역경으로 인해 맞

닥뜨리는 차선의 삶, 즉 ‘옵션 B의 

삶’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고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개인과 공동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옵션 B의 상황에 맞닥뜨리더

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대리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著)

이 책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한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동료, 나아

가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메

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안에는 완벽

하지 못한 부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따스하게 바

라보는 자비로운 시선도 함께 있음

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 마치 엄마가 내 아이를 지켜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본성을 깨우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다 나

의 내면의 소리를 잊고 사는 현대인

들, 서운한 감정이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좌절의 

경험 후 용기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 

진정한 나를 깨닫고 싶어하는 모두

에게 겨울밤 따뜻한 등불같은 길잡

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박성호 기원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김신회 著)

이 책은 보노보노라는 만화의 지혜

를 빌려 작가 자신이 겪은 현실의 어

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고 위로 받는 

에세이입니다. 

특히 지금껏 들었던 뻔한 조언, 위로

와는 다른 시선으로 쓰여있어 누구

나 공감하기에  좋습니다. 

보노보노의 이야기는 타인, 심지어 

자신에게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거짓되고 꾸며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편해져 버린 우리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임

을 인정하게 되는거죠. 남보다는 서

툴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들에게 이 책의 제목처럼 “너도 보노

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라며 위

로해 주는건 어떨까요? 

문태준 사원

현대 E&T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사보를 통해 소개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생활법률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

| 질문 ① | 

포항 북부에서 발생한 강도 5.4의 지진으로 인하여 김 대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갔으며,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일단 주변 대피소에서 숙식을 해

결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진에도 멀쩡한 튼튼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다만 아직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전셋집에 들어 있던 고가의 TV나 집기들에 대해 집주인

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김 대리는 전세(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① |

임차건물이 기울어지고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김 대

리는 즉시 전세(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에게는 임차건물에 

있는 집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상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제623조)를 규정하면

서,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차임감액청

구권(제627조 제1항)을, 일부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해지청구권

(제627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

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김대리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대인에게 

지진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건축이나 관리 상 잘못을 한 부분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

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 ② |

정 과장은 미용실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에서 컷트만 요청했는데 탈모방지 두

피케어, 비타민 클리닉도 제공했다면서 추가요금을 청구해 당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7년 

개정된 법률규정에 따르면, 미용실에서 이러한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답변 ② |

미용실, 여관, 목욕탕, 세탁소를 규제하는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2017년 11월 16일자

로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4 제3호 사목). 이를 위반하

는 미용실에 최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 과장은 미용실에서 최종지불가격을 확인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

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미용실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44-

202-2847)나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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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 풀이

쉬어가는 페이지

미

트

호

티

하 기

이 코 마 린

트 랜 스 포 메 이 션

퀘 센

어 프 레 딕 스

졸 혼 리

놀 즘 중 국

혈 족 화

뇨 공 유 경 제

가로 1번의 정답을 7월 19일까지 이메

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

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받는사람

news@hhi.co.kr

정   답

회사명

부 서

이 름

문자 메시지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➒

➑

①

②

③

④

⑥

⑤

⑦

⑧

⑨

퀴즈 당첨자

지난호 정답

가로 9번의 정답을 12월 15일까지 이메

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

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받는사람

news@hhi.co.kr

정   답

회사명

부 서

이 름

문자 메시지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재석 현대중공업 해양시운전부

             울산 뷔페권(2인)

강정일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조배범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최우희 현대미포조선 의장2부  

후생시설 이용권(1만원)

신광용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운영부

김두희 현대로보틱스 경영기획팀

민형철 현대중공업 생산공정연구팀

이동국 현대중공업 선실생산2부

노종하 현대중공업 의장5부

조경미 현대중공업 기술경영부

최미진 현대미포조선 청운선박 

박광열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김승겸 현대중공업 조선생산지원부

김운관 현대중공업 NASR AP공사부

 상품권 (2만원)

성현웅 현대중공업MOS 보전부

문화효 현대중공업 특수선기본설계부

박수억 현대중공업 판넬조립부

송태운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김영수 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박원현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설계부

최승덕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이은빈 현대미포조선 신현산업  

 식사권(5만원)

이동우 현대중공업 해양품질경영부

김혜은 현대중공업 선각기술부

김윤재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목포

뷔페권(2인)

안  혁 현대삼호중공업 건조1부

케이크 교환권(1매)

박기원 현대삼호중공업 의장1부

이하영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사내매점 간식교환권(1만원)

김다솜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

강도원 현대삼호중공업 법무팀

최창준 현대삼호중공업 종합설계부

김서아 (주)삼호산업

신재삼 현대삼호중공업 건조3부

신안천일염

진경준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김현재 현대삼호중공업 기계시운전부

          기프트 카드(2만원)

이   현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신은식 현대삼호중공업 선실생산부 

가로 열쇠

➊   일본의 소설가로 ‘상실의 시대’, ‘IQ84’ 등의 베스트셀러 쓴 작가. 

OOOO 하루키. (p.65 참고)

➋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 막히거나 혈류

에 장애가 생겨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을 받아 괴사하는 질병. 

(P.54 참고)

➌   현대로보틱스의 대구 신공장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는 OOO OOO로 구축됐다. (p.14 참고) 

➍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음성에서 중고 건설장비를 OO으로 판매했

다. 경매를 뜻하는 이 단어? (p.31 참고)

➎   올 시즌 울산현대축구단이 기록한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 

이종호와 오르샤 선수를 합쳐 부르는 애칭. (p.67 참고)

➏   현대일렉트릭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공장, 빌딩 등의 에너지 사용

을 효율화하는 솔루션 OOOO을 출시했다. (p.16 참고)

➐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물품을 판매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비용과 장학금을 마련하는 행

사. 사랑의 OOO 판매전. (p.32 참고)

➑   아라비안만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UAE의 상업도시. 신도심의 

중심에는 초고층 건물 ‘버즈 칼리파’가 서 있는 나라. (p.38 참고)

➒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 

    (p.56 참고)

세로 열쇠

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

②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

③   겉껍질만 벗겨 낸 쌀의 빛깔과 같이 매우 엷은 노란색.

④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⑤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

관이 증명함.

⑥   좋은 사람의 결점을 의미하는 비유.

⑦   머리 전체, 또는 코 안의 높은 곳을 울려 내는 높은 소리.

⑧   울산현대축구단을 상징하는 동물.

⑨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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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각은 반사된 태양빛을 통해 사물을 봅니다. 빛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 변화

에 주목하여 빛의 찰나를 기록한 화가가 클로드 모네입니다. 

자연의 불연속성과 순간성을 화폭에 담기 위해 모네는 1980년부터 집 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초더미 연작을 그리기 시

작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건초더미의 모습, 색, 그림자를 기민하게 담아내고자 모네는 시력이 손상될 만큼 오랫동안 빛

을 직접 바라보며 작업했다고 합니다. 모네를 인상주의의 대가로 성장시켜준 것이 바로 언뜻 평범해 보이는 건초더미 연작이었

던 것이죠.

늘 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사우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이라 생각해 무심코 스쳐 지나간 것들은 없는지 

주변을 잘 돌아보고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명화

클로드 모네(1840~1926), 건초더미(Haystacks, 1891)

공감 마당

‘현대중공업 가족 12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12월 15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yhlee7@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임직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