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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창조’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 이끈다

조선, 스마트폰, TV, 반도체, 해수담수화 기

술 등 다수의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

점하고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치 제어용 초정밀 모터, 레이저 마커, 선

박 방향타,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의 기술력

까지 포함하여 총 133개의 한국 제품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삼성은 지난해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에 올랐으며 TV부

문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

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반도체 부분에

서도 세계 1위를 유지하면서 초일류 글로

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그룹은 우리나

라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5%를 차지하면

서 현재 국가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삼성의 

경영을 벤치마킹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하버드대학

교에서는 삼성의 경영을 배우기 위한 교과

목 채택이 늘고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높

아졌다. 이처럼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끝없이 변화

를 추구하는 혁신에 있었다. 일례로, 삼성

전자가 TV 등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굳힌 지

난 2006년, 이건희 회장은 “남의 것만 카



exCellent People&Company : Summer

HanmiGlobal               05HanmiGlobal               05 

피해서는 독자성이 생기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보고 새

로운 것을 찾아내도록 하는 ‘창조경영’을 지시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삼성을 비롯

한 국내 기업들이 최근 ‘창조경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박

근혜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가 경제적 화두가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살아남는 길 

박근혜 정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

겁다. 과연, ‘창조경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

한 창조경제의 의미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창의성을 경제

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

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

인 존 호킨스가 2001년에 펴낸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에서 작가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아

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시장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경영을 하지 않

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과거의 제품이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면 당장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몇 년 후에는 기업의 존

폐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연세대학교 권구혁 교수는 “토론토의 

한 대학에서 갑자기 쇠락에 빠지는 기업들의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실수가 반이고, 나머지 반

은 과거의 성공신화를 믿고 맹종하다가 결국 쇠퇴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과거의 성공신화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다시 말해 가격이든 서비스든 다

른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기업이 생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이며, 이 같은 차별화는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실제로, 세계 일류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

는 창조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창조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로 꼽힌다. 구글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만한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구글 스카이, 지메일, 구글 맵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중 사용

자들이 천체망원경 없이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주를 실시

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글 스카이’는 가장 극찬을 받고 있는 서

비스다. 이토록 구글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

었던 것은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초창기부터 

시행돼 온 ‘20%룰’은 모든 직원들이 업무 시간의 20%는 자신의 

업무 외에 각자가 좋아하는 일에 쓰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구글의 창의적 경쟁력을 낳는 핵심비결로 손

꼽히고 있다. 

창조경영은 기업이나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농

업혁명을 통해서도 창조경영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스라엘

은 물 부족 국가로서 국토의 60%이상이 불모지 땅이다. 하지만 이

스라엘은 인간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조건을 새롭게 창

조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존의 농법에서 탈피, 농업을 최첨단산업으

로 성장시켰다. 특히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강수량 문제를 생활용

수로 재활용해 물이 필요한 작물에 바로 물을 공급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불모지인 땅에서 농업을 최첨단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올해로 창립17주년을 맞이하는 한미글로벌은 지난 1996년 당시, 

개념조차 모호했던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

리)을 국내에 도입하여 초기 단계부터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주력했다. 그 이후 CM시장을 선도하면서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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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설계, 시공 등 업역을 뛰어넘어 고객의 입

장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 정

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내 8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해외 40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처럼 한미글로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M社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

탁회의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원탁회의란 과장 이하급, 부차장급, 

임원급 등 3개의 층으로 구분된 구성원들이 매월 모여 회사의 신

성장동력이나 업무혁신 방안 등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허심탄

회하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직장인의 천국’을 지향하

는 기업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며, 끊임없이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신 성장동력을 발굴함과 동시

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진출과 전략사업의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

화 등에 힘쓰고 있다. 

반면, 시장의 절대강자였지만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창조적 경

영을 외면하다 사라져버린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휩쓸었던 ‘노키아’다.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르는 선도 기업으로,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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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노키아 한 기업이 차지할 정도였으며 2010년까지 휴대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애플 아이폰이 출시될 당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스마트폰의 트

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만하던 노키아는 아이폰의 등

장으로 휴대폰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장악해 온 일반폰의 생산라인을 늘리는 실수

를 범했다. 2010년부터 일반폰 시장이 급감하면서 뒤늦게 스마트

폰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삼성과 애플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결국, 지난해 핀란드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올해 말까지 1만 명

의 직원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위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생존전략 ‘창조경영’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조

경제시대 기업문화 실태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문화를 100점이라고 할 때 귀사

의 기업문화점수는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평균 59.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직장인들

의 절반이상(61.8%)은 ‘상명하복의 경직된 의사소통체계’를 꼽았으

며 ‘개인보다 조직전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절반(45.3%)에 가까

웠다. 그리고 직장인 87.8%는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기업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하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기업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기업문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

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 제안제도’, ‘창의적인 시공간 활용’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 의료소모품 전문업체 비브라

운의 한국법인, 비브라운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김해동 사장은 16

년 연속으로 평균 30%이상의 성장을 일구어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행복경영과 직원교육, 문화 존중 등을 

성공비결로 뽑는 김해동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생일파티를 열어 직

접 축하한다”고 말한다. 행복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많

은 성과를 낸다는 직원중심의 경영은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기

업문화와 상반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카메라 시장의 선도자였던 

코닥이 무너진 것은 필름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없어지는 것을 임직원만 인정하지 않은 ‘나태함’이 진짜 원인이라

고 꼬집으며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원칙중심의 내실

경영을 확립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30년이 채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

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평균수명은 29

년, 여기에 비상장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평균수명은 11년으로 떨어

진다. 미국이나 일본,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더욱이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은 기업의 평균 수명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기업들을 살펴보면 침체기에 들어서기 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침체기가 오기 전에 침체기를 

알아차리는 CEO의 혜안과 끊임없는 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장수

의 비결이다. 특히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하고 능동적인 적응

력, 즉 리더의 ‘창의경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강점이나 경쟁우위 등을 가장 먼저 만드는 창조

경영이 핵심인 것.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자기 혁신의 노력이 없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은 물론 지속 가능한 상황도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

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꾸준히 창조하고 혁신하는 ‘창조경영’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는 것, 바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Social issue trends change frequently according to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and environment. One of hot conversation 
topic these days is creative economy. Government-to-Business has interests in this and tries hard to actualize it. Enterprise’s 
fate depends on this and is actually one of factors to double potential corporate growth. This article will look at practical 
examples and study the essence and the meaning of creative management and the efforts it requires at project sites.



Excellent  People ㅣ 名士 특강 I

한미글로벌은 매달 최고의 명사를 초청하여 구성원 대상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사특강 I 에서는 경영전략의 전문가이신 권구혁 교수에게 기업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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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만

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의 핵심 사업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

는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사람을 다루는 스킬 등이 부족하다면 기업은 그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핵심역량이 뛰어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균형을 이

루지 못한다면 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이카로스의 패러독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가 미로를 빠져 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은 날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추락해서 죽게 된 것도 날개 때

문이다. 이카로스 삶의 원인이 된 것과 동시에 죽음의 원인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카로스의 패러독스’라고 말한다. 

강의 _ 권구혁 교수

•現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제일경제연구소 연구원

•텍사스대학교 오스틴교대학원 경영학 박사

•저서 : 경영학 에센스(공저), 고객처럼 생각하라(역서), 

           전략경영과 경쟁우위(역서) 외 다수

 지속적 경쟁력과 

성장을 향한 출발점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쇠퇴 이유를 기업 경영에 있어 커다란 실수

가 있다고 본다. 토론토 맥길 대학 대니 밀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

면 기업이 갑자기 쇠락에 빠지는 원인으로 반은 실수 때문이고, 나

머지 반은 과거의 성공신화를 믿고 맹종하다 쇠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카로스의 패러독스다. 세상은 바뀌어가는

데 과거의 성공신화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

이다. 

우리는 20세기를 빛낸 경영자 중 한 명으로 헨리 포드를 꼽는다. 

그는 1900년대 초 혁신적인 대량생산시스템을 창안하여 저렴한 

차를 공급해 1가구 1대의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킨 인물이

다. 당시 포드는 농업국가였던 가난한 미국인들의 저렴한 차에 대

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동종차종의 50% 가격의 ‘모델T’를 공

급하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이 전쟁특수를 누리

며 산업화되자 사람들은 1가구당 2대의 차를 소유하는 여유가 생

기게 된다. 그 당시 소비자는 다양성을 원했지만 검은 색 한가지 

모델만 공급하던 포드는 결국, 다양한 모델을 가진 GM에게 밀리

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생산성에 의한 낮은 가격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생산성 높이기에만 급급하여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경영자인 헨리 포드

조차 이카로스 패러독스에 빠진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혁신기업의 딜레마
1876년 그레헴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문자만 전달할 수 

있는 텔렉스라는 기술이 표준이었다. 텔렉스와 전화기술을 비교

하면 음성이 된다는 것 외에 전화가 가격도 비싸고 도달거리도 짧

고 네트워크도 없는 열악한 기술이었다. 전화의 소비자층은 미국 

최고 부유층으로, 출퇴근하는 하인이나 집사를 부르는 용도로 활

용되었다.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신뢰성도 

높아지며 전화기술이 텔렉스 기술을 대체했다. 하지만 그 동안 텔

렉스 기업의 마켓리더는 오직 기술적인 혁신에만 신경을 쓸 뿐 전

화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텔렉스 마켓의 리더는 고급 

텔렉스를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속도에만 혁신을 하였고, 어느새 1

등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Change & Innovation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모든걸 바꾸는 것이다. 모조리 싹 바꾼다

는 것은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데에

는 바꾸지 않고 존속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초일류 기업들은 모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안

에 문화가 정착되어 녹아있으면 그것은 카피할 수 없다. 회사가 가

지고 있는 무형의 것들 중에서 신뢰와 연결된 것들이 중요하다. 이

런 것들이 정착되면 그 기업은 무적이 된다. 이것이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할 그 무엇이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략에서는 시장환경이 바뀌

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략만 바꿔서는 절대 안 된

다. 전략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받쳐줘야 하고 조직이 제대

로 실행되려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사람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Sears 백화점의 

예를 보자. 처음에는 시카고에 조그만 소매상으로 시작해 19세기 

들어와 메일오더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1가구 1대 차량 

시대가 오자, Sears는 백화점사업에 진출, 324개까지 매장을 확장

하지만 매출이 확대되지 않자 확장을 멈추고 원인을 찾는다. 문제

는 바로 조직! 메일오더 조직으로 백화점 사업을 하자 물류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직구조를 바꿀 필요를 느낀 본사

는 사업부제를 도입했다. 지역별 사업부제는 최초의 조직구조혁신

이었다. 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이 문제였다는 사실

을 깨닫고 인사시스템까지 혁신을 하고 나서야 성과가 나타났다. 

이 모든 혁신이 완결되기까지는 12년이 걸렸다. 이론을 몰랐기 때

문이다. 

이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Structure followes strategy’

다. 조직구조와 시스템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다. 만약 전략

을 바꿨는데 기존의 조직이 새로운 전략을 서포트하지 못할 경우, 

그때 조직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언제 바꾸는가? 조

직개편을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조직을 

위해 사람들이 행동해주기를 바랄 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이것

이 매니지먼트의 정수다. 전략, 조직, 시스템이 막힘 없이 선 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혁신을 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절대 잊지 말아

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이지만, 

전략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

는 조직과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

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전사가 

함께 항상 공유하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다면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 

exCellent People&Company : Summer

HanmiGlobal               09

* 글 _손기호 대리 / 경영지원팀

  (khson@hmglobal.com)

In pursuance of continued company growth, innovation is essential, but is not everything. No matter how excellent a 
company’s core competence business strategy is, a lack of management capacity, money management skills, or people 
management skills, a company will be negatively affect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core capacity is excellent, when other 
factors do not balance, a company will have difficulties in growing. Let’s talk about corporate innovation, growth, and 
strategies. 



Excellent  People ㅣ 名士 특강 II

명사특강 II 에서는 행복경영의 창시자인 비브라운코리아 김해동 대표에게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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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_ 김해동 사장

•現 비브라운코리아 대표이사

•헬싱키 경제대 경영학 박사 

•저서 : 나의 꿈은 글로벌 CEO / 젊은 심장, 세계를 꿈꿔라

열정과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행복경영기 법

비브라운코리아(B. Braun Korea)는 174년 역사를 가진 독일계 의료소모품 기업 비브라운(B. Braun)의 한국법인이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펀 경영과 행복경영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기업문화를 가진 회사다. 

행복경영 도입 

1990년대 말 IMF 이후 의료시장도 힘든 상황을 면치 못했다. 사업 철수가 거론될 만큼 위기에 직면하면서 김해동 사장은 ‘펀 워킹(Fun 

Working)을 도입했다. 그 당시 경제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철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울했던 탓에 직원들 조차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왕 하는 거 신나게 일하자”

라고 다독였다. 그가 도입한 특이한 문화는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이후 ‘펀 워킹’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며 비브라운코리아는 단순한 

펀 워킹에 러닝시스템과 전략적 사고를 함유한 ‘행복경영’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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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통해 한참 성과를 낼 무렵인 2004년, 김해동 사장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으로 발령이 나면서 매출액 2조원, 임직원 11,000

명, 35개 법인이 있는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다. 부임을 하고 보니, 분

명 같은 제품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같은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매출이 다른 이유가 궁금했다고 한다. 그는 그

때부터 회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조직과 리더의 유형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조직에 대한 진단을 우선

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리더십, 사람, 학습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경영자들의 합의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 매니지먼트 스킬 등

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회사의 성과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해동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퍼시픽 위닝 매

커니즘을 만들고 조직을 진단하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했다. 

여기에는 크게 리더와 조직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

는 리더십은 각각의 자회사 사장의 특성을 분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타입은 약한 매니저, 즉 조직에 별 도움이 되지 못

하는 타입이다. 두 번째 돌쇠형 매니저는 전략에 대해 생각이나 개

념이 없이 일상업무만 바쁜 소방수형 타입 그리고 세 번째는 전가의 

보도형 매니저다. 다시 말해 한때 성공했던 전략을 전가의 보도(傳

家의 寶刀)처럼 모든 상황에 사용하는 매니저라는 의미다. 일반적으

로 CFO 출신은 경영을 회계학적으로 풀고 마케팅 출신의 리더는 시

장개발에 생명을 거는 것처럼 자기 분야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기 마

련이다. 회사마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데, 매니저 입장에서 자기

가 잘하는 것만 고집하기 마련이다. 네 번째는 안절부절 매니저다. 

이러한 부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 타입으로, 유행하

는 전략들을 자신의 기업과 맞지 않아도 모두 적용해봐야 직성이 풀

린다. 다섯 번째는 역량 있는 매니저다.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이런 리더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조직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약한 조직으로, 맨

날 지고 깨지는 조직이다. 약한 매니저와 좌절에 빠진 직원들이 시

간이 지나도, 전략을 바꿔도 경쟁에서 낙오된다. 2단계는 나태한 조

직이다. 평균의 매니저와 편안한 직원들이 막연한 자신감으로 평균

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말한다. 3단계는 평균조직으로 역

량 있는 매니저와 동기부여가 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업계 평균

성장률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일반적인 조직이다. 4단계는 강

한 조직으로 리더와 열정 넘치는 직원들이 비약적인 성과를 내는 조

직이다. 5단계는 위대한 조직으로 겸손한 리더와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들이 몰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성과를 내는 조직이다. 

직원 중심의 경영과 몰입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자회사들은 저마다 다른 조직과 리더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전략을 세우기로 결정

했다. 그것이 1단계로 시행한 직원중심의 경영이었다. 행복한 직원

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성과를 내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평범한 논리

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역량 있는 인재로 채워 그들의 전문

성을 강화시키고 조직은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했다. 그 방안으로 내부 경쟁조직을 만들었다. 충분한 학습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것이다. 이런 인재는 평소 부서장이 스

스로 시간을 할애해 찾아내야 한다. 업무의 40%는 외부에서 좋은 인

재를 찾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기자 2004년에 비

해 2009년, 매출은 22배, 평균성장률도 1.6%에서 19%로 급격히 신장

했다.

조직이 일반적인 단계에서 위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

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다. 기업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몰입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직원의 역량보다 약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어 동기

를 부여한다면 몰입할 수 있고 업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회

사는 개인이 몰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개인은 그 안

에서 본인의 행복을 위하여 몰입한다면 개인과 회사가 모두 행복하

고, 모두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회사의 존

재이유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바로 이것이 행복경영의 궁

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글 _이지희 사원 / 건설전략연구소

  (jeehee@hmglobal.com)

Kim Hae-dong is a president of B. Braun Korea. At 170 years old, it is the biggest European medical supply company. He 
was invited to May monthly speaker’s day and told us about his philosophy on happy management. Kim is pioneer of happy 
management in Korea and believes that the happiness of employees and the success of the company go together. He surely 
has his own technique to awaken employees’ passion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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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그의 대표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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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된 건축, 

  제주 아트빌라스
글_박은숙 기자 / 도서출판 디 / raku1115@gmail.com

자료제공_ 롯데제주리조트 (별기제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002년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

전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

계 지질공원,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까지 연이어 선정되며, 

제주도는 현재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섬 전체가 거대한 관광휴양지인 제주도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

표 건축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건축 거장의 건축물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국내외 건축가 5인의 작업으로 

지난해 3월 문을 연 ‘아트빌라스(Art Villas)’는 단순한 건축을 넘

어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또 하나의 풍경이 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리조트 ‘아

트빌라스(Art Villas)’는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참여

한다는 사실만으로 착공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프로

젝트다. 8만 3천여 제곱미터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

모의 별장형 빌라 73세대로 구성된 단지는, 크게 5개의 블록

과 커뮤니티 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블록은 5명의 건

축가가 제주의 대자연을 테마로 각 블록별 마스터플랜과 유

닛플랜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말부터 시

작된 프로젝트는 약 1년 반의 설계기간과 2년여의 공사기간

을 거쳐 지난해 3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
 E Jae-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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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최상부에 위치한 블록 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승효상(이로재 대표)이 디자인을 맡았다. 대지 북측의 한라산

과 남측의 바다를 잇는 수직적 통경축(通經軸)을 모티브로 하

여 최대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로 자연 지형에 순응하고자 설

계했으며, 각 공간에서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시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전망을 고려한 계획을 하였다. 마치 자

연의 경사지에 놓인 하나의 바위 같은 이미지 연출을 위해 제

주석과 노출콘크리트로 외부를 마감하고, 내부는 자연으로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장식적인 요소를 가급적 배재하였다.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대표)는 ‘건물이 아닌 풍경의 재창조’를 개념으

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루는 논과 밭, 해안선, 폭포 및 주

상절리 등의 요소들을 블록 B 건축의 패턴으로 차용하여 원

형과 곡선의 형태에 담아냈다. 빌라 내부에서도 자연을 충분

히 느낄 수 있도록 중정과 선큰가든, 테라스를 구성하였으며, 

전면유리를 사용해 내·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소통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블록 C는 우리나라 건축가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대표)가 제

주의 바람이 드나드는 집으로 계획했다. 지형의 연속성을 살

린 배치로 높이가 다른 두 마당을 통해 공간들을 연결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중정과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해와 달 

그리고 바람과 숲이 통하는 집을 만들었다.

제주의 오름을 형상화한 둥근 지붕으로 독특한 경관을 연출

하고 있는 블록 D는 일본 건축가 쿠마 켄고(Kengo Kuma 

and Associates 대표)의 작업이다. 나무나 돌, 흙 등의 자연

재료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공간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쿠마 

켄고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주의 돌을 곡면의 지붕에 사용

하여 제주 자연의 강하면서도 유연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디에이 그룹(DA Group)은 한라산의 경관과 우리나라의 조각

보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블록 E를 디자인했다. 입체감이 다

른 조각 천들을 리듬감 있게 이어붙인 조각보처럼 서로 다른 

볼륨들을 조합하여 지형과 조화를 이룬 건축을 계획하였으

며, 내부 공간도 심플하고 실용적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리조트 단지 초입에는 프런트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라운지,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로 구성된 커뮤니티 센터가 

관문처럼 자리하고 있다. 이는 블록 A를 계획한 승효상의 작

업으로, 최상부의 블록 A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계하여 단지 

전체가 하나의 조화로운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아트빌라스는 여러 건축가가 각자의 개성과 건축언

어, 그리고 제주의 자연에 대한 해석을 각 블록의 디자인에 

녹여내 흡사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에 다양한 재료로 구성한 

콜라주 작품을 보는 듯하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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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❹

❺

❻

❽❼

❶ 절제된 디자인으로 자연에 순응코자 한 블록 A (국내 건축가 승효상 작업)
❷ 건물이 아닌 풍경의 재창조를 개념으로 한 블록 B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작업)
❸ 제주의 바람이 드나드는 집으로 계획한 블록 C (국내 건축가 이종호 작업)
❹ 제주의 오름을 형상화한 블록 D (일본 건축가 쿠마 켄고 작업)
❺ 조각보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블록 E (디에이 그룹 작업)
❻ 아트빌라스 단지의 관문인 커뮤니티 센터
❼ 블록 C의 거실
❽ 블록 D의 침실

Selected as a Biosphere Reserve by UNESCO in 2002, designat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2007, given the title of 
Global Geopark in 2010, and recently designated as one of the new 7 Wonders of Nature, Jeju Island is becoming famous all 
over the world. For the past few years, many buildings designed by Korean and world class architects have been built on this 
magnificent vacation island. Art Villas, which opened in March last year, is a work of 5 Korean and international architects. This 
beauty of building goes beyond the architecture as it becomes harmonized with the scenic nature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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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여행>은 여행을 통해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16              2013 Summer

글_김덕례 / 자유기고가

 아라비아의 꿈 

 ‘사우디아라비아’

어릴 적 읽어 본 「아라비안나이트」의 기억으로 아라비아의 사막을 그려본다. 

지혜로운 여인 세헤라자드의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알라딘은 

모래 언덕 위에 커다란 성을 만들고 뜨거운 열기 속에 히잡을 두른 공주의 실루엣, 

그리고 용감한 신드바드 모험은 사막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역사와 전설들로 

샤리아르왕을 천일동안 잠 못 들게 했다. 



사우디의 위상을 상징하는 수도 리야드의 ‘알 파이샬리아’ 타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정원’이라는 뜻의 리야드는 사막의 거대한 오아시스 위로 세워진 

도시다. 오랜 아라비아의 역사와는 다르게 리야드는 도시 자체가 

3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중동의 사

막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인근의 카타르나 두바이처럼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쾌적한 도

시다. 이 도시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건물은 ‘알 파이샬리야 타

워’와 남성의 터번 모습을 연상하며 만든 ‘킹덤 센터’다. 킹덤 센터

의 스카이 브리짓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리야드의 거리는 네

모반듯한 바둑판을 연상시키며, 대조를 이루는 주변의 낮은 건물

들이 인상적이다. 

리야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박

물관이 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사우디 국립 박물관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일본계 캐나다

인 건축가 레이먼드 모리야마가 리야드 외곽의 붉은 사막에 영감

을 받아 박물관을 설계했다. 일킹 압둘 아지즈 역사 센터 안에 위

치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리야드에서 

가볼만한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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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라비아 반도는 미지의 세계이며 여행자들에게는 순수

한 경이와 로망이 감춰져 있는 곳이다. 아라비아 반도 중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다. 이제 낙타를 타고 오아시스를 찾는 모험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검은 보석 유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아라비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곳은 중동 중에서도 엄격한 코란의 

규율을 완고히 지키며 살고 있다. 엄격한 규율은 여행객이나 외국

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술이나 돼지고기를 입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성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남녀가 동

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잠시 머물며 이들의 종교를 존중

하고 문화를 존중한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금방 익숙해지고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운 보석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숨겨진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학업 등의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리야드를 여행한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붉은 사막’이 아닐까 한다. 사우디 사막은 리야드 중

북부 600km의 원거리에 있으나 이 붉은 사막은 리야드 근

교에도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이 많이 찾는다. 끝없이 펼쳐

진 붉은 색의 모래는 너무 고와서 옷에 문질러도 묻지 않으

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느끼는 부드러운 감촉은 기

분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사막입구에는 모터 싸이클

을 대여하는 곳이 있어 사막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릴을 맛

볼 수 있다. 

경제의 수도 항구도시 ‘제다’

모래와 사막뿐인 서쪽 홍해 연안에 세워진 기적의 땅 ‘제다’

는 ‘할머니’를 뜻하는데, 이브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이슬람교도

들이 순례기간에 순례를 위해 지나는 메카의 길목이라는 것

이다. 세계 곳곳의 이슬람 순례자들이 성지 메카와 메디나

를 방문하기 위해 들르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개발된 

지역이다. 

중동에는 모래사막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렇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까지 네 나라가 접해있는 바다, 홍해는 수중에서도 30여 미

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 홍해의 또 다

른 볼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솟는 물기둥 분수다. 바닷

물을 이용한 이 분수의 높이가 에펠탑 정도라고 하니 감탄

이 절로 나온다. 도시 곳곳의 세련된 건물과 함께 과거 제다

의 모습이 묘하게 어울려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분위기를 가장 가까

이서 보여주는 곳은 전통시장이 아닐까 한다. 제다의 전통

시장 수크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에서도 가장 아라비아다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제다의 구시가지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시장인 알 알라위 수크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동서 

사방으로 나있어 길을 잃기 쉽지만 전통시장의 묘미를 느끼

기 충분하다.

 

이슬람 교도만 허락한 메카

이슬람 시대 이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난한 유목민으로 

물이나 먹을 것을 찾아 곳곳을 전전하며 부족 단위로 살던 

곳이었다. 그 뒤 서쪽 홍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로가 생

기면서 이를 중심으로 부족 간의 잦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610년 경 무함마드는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이때 무함마드에게 내려지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 코란이다. 코란이 이들에게는 종교이자 법이며 정치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의 가르침대로 이슬람교도들은 돼지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되며,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한다. 일생의 한번은 순례를 떠나는 메카는 그들에

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지다. 메카는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

와 신에게 처음 기도를 드린 곳이자 무함마드가 태어나 신

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곳으로 이슬람력 12월 성지순례 

기간에는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이 메카로 모여든다. 메카는 

순례자들에게 평생의 의무이자 꿈이며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또 두 번째 성지 메디나는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

으로 자신의 믿음을 신께 다시 한 번 기도드리게 된다.

하지만 매년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메카와 메디나로 모여

들어 기도하는 종교의식은 아쉽게도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비록 눈으로는 직접 장대한 종교의식을 

볼 수는 없지만 순수한 맘으로 그곳을 찾는 그들의 눈빛에

서 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위치한 ‘바위투성이 지역’이

라는 의미의 알 히즈르는 예전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을 지

Excellent  People ㅣ 꿈이 있는 여행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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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mage of the Arabian Desert comes from childhood memories of the book “The Arabian Nights”. Those seemingly 
endless stories told from the wise woman Scheherazade, Aladdin’s construction of the magical castle in the sand, the 
silhouette of the princess wearing a hijab, the adventures of the brave Sinbad, and the historical and legendary stories 
of King Sharryar kept me awake at night. Today for many travelers, the Arabian Peninsula is an unknown world, hidden 
in mystery and romance. 

배하던 아랍계 유목민 나바테아인의 유적지로, 옛 대상무역 

중심지 나바테아의 수도 페트라이다. ‘붉은 장미의 도시’라 

불리던 페트라는 커다란 암벽에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상수

도, 극장, 목욕탕 등을 갖춘 발달한 도시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의 장관은 무덤 군이다. 100개가 넘

는 무덤들은 커다란 붉은 바위를 깎아서 화려한 문을 만들고 

바위 속에 방을 조각해 놓은 신기한 무덤들로,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있다. 페트라의 도시는 나바테아인의 

높은 건축 수준을 보여주며 한 때 사막 한가운데 더없는 영

화를 누린 나라로서 그 아름다움과 장대함에 모두가 압도된

다. 기묘한 모양의 바위산과 뱀, 새를 조각해 놓은 우아한 신

전의 입구는 기원전에 생긴 도시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세련되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있을 오아시스에 대한 환상과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그들의 아련한 삶이 느껴져서일 것이

다. 모든 존재와 만남은 신의 뜻이라 받아들이는 그들의 인사 

‘인샬라’처럼 그들의 문화를 접하며 광활한 사막 여행에서 만

나는 인연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 신의 뜻일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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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경제의 수도 항구도시 ‘제다’        ❷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 메카  ❸ 메카와 더불어 사우디 2대 성지인 메디나 

❹ 제다의 전통시장 수크                     ❺ ‘붉은 장미의 도시’라 불리던 페트라 

❸

❹ ❺



Q.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우광호 상무(이하 우): 90년대 초반, 인터넷도 되지 않던 그 시절과 비교

하면 한국과의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족들과도 연락을 자유롭게 하고, 한국의 뉴스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Q.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으신 어려움이 있다면?

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친절

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

지만 이것이 겉으로 보여주는 의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우디 사람들은 쉽게 속내를 내보이지 않고 타 인종에 대해 약간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차장(이하 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은 

종교를 넘어 이들의 삶에 관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5번 

30분의 기도시간에는 모든 상점과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남녀는 한 테이블에 동석을 할 수도 없으며 같은 차에도 탑

승할 수도 없는 문화가 큰 충격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Q.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김: 제가 원래 술과 담배를 못하는 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점, 성

격적인 면 등 주변에서는 중동에 근무하기 위해 최적화 되었다고 

놀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보다 먼저 오셔서 고생하셨던 김태

웅 이사님 및 조진곤 부장님이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쉽게 

문화적 차이 극복하며 한국 CM의 위상 높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10,000km 떨어진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의 맹주국이다. 세계 제1의 산유국인 이 곳에 한미

글로벌 사우디 법인이 있으며, 개개인이 CM 전문가로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의 구성원이 상주해 있다. 언어도 환

경도 다른 머나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CM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광호 상무와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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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Peopleㅣ세계속의 한미글로벌

<세계속의 한미글로벌>은 한미글로벌의 해외 CM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디 ITCC 프로젝트

우광호 상무

사우디 법인의 법인장으로 현장관리 및 영업을 담

당하고 있다. 걸프전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

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3년 만에 다시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재현 차장

우광호 상무를 보좌하며 사우디 법인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두바이 법인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2011년 사우디 법인으로 발령받아 중동에

서만 5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중동전문가다. 



극복할 수 있었죠. 그 분들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나와 그

들의 차이는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마단 기간의 

금식이나 주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금인 것, 모든 업무에 시간 

개념이 없는 ‘인샬라’문화 등은 모두 ‘틀린’ 것으로 단정하고 불평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환경과 역사•종교적 배경에서 생겨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쉬어진다는 것이죠. 

Q. 사우디아라비아에서 CM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우: 한국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PM(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사업관리)보다 협소하게 보

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공단계의 사업관리’의 개념이 강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미글로벌을 PM 회

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시장에서

의 CM이나 PM은 이미 영국과 미국계 유명한 기업들이 진출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많은 실적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글로

벌은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독특한 점은 민간부분 사업에서는 PM

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발주가 있는 반면에 공공부문 사업에서

는 발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택공

사처럼 공공기관에서 만든 사기업의 경우만 PM 발주가 있습니다.

Q. 앞으로 중동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김: 과거 중동 CM/PM시장에서는 풍부한 산유국 발주처의 자금을 

바탕으로 유명 기업들이 좋은 조건에 쉽게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

지만 최근에는 실력 있는 신규 경쟁사들, 그 지역의 CM/PM 업체

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실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가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상황은 한미글로벌에게는 기회입니다.

우: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이곳 중동에서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특

유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최초 PM전문회사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한국 직원들에 대한 고

평가도 잠재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전망은 아주 밝다

고 볼 수 있습니다.

Q.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중동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김: 2008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8개 프로젝트를 수행하

였으며, 이 중 5개는 2013년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

표적인 현장은 한미글로벌 중동진출의 첫 사업이자 해외에

서 수주한 첫 번째 PM 현장인 ITCC (Information Technology 

& Communication Complex) 프로젝트입니다. 2008년 Infra-

structure 단계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성공적으로 Phase 1 용

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현재 Phase 1 연장 공사 및 Phase 2까지 

추가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단장 Jeffrey 

Reece, 김태웅 이사 및 조진곤 부장 등 총 12명의 한미 임직원

이 PM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인 리야드에서도 가장 큰 규

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슬람의 성지

인 메카에서 대규모로 개발중인 Jabal Omar Development 프로

젝트 (총 사업예산 US$ 3.2 Billion)의 LTA(Lenders’ Technical 

Advisory) 용역을 현재 6명의 외국 인력이 수행 중이며, 가장 최

근에 계약한 King Fahad Medical City 의 New Medical Centers 

프로젝트(사업예산 US$0.5 Billion) Project Management 용역도 

순조롭게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재 총 33

명의 구성원이 근무 중이며 14개 국적을 가진 임직원이 근무 중이

니 명실공히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중

동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한국 CM업계에서 중동에 진출하여 

외국 발주처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성공사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사우디 법인의 목표와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 선도적인 PM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보

유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013년은 사우디 법인이 목표한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터닝포인

트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목표 대비 신규 수주 200%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 여기에 있으니 한미글로벌 구성원 여러분이 정말 그립네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도 사우디 법인, 그리고 중동에서

의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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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10,000 km away from Korea as the crow flies; Saudi Arabia is a leading country in the Middle East. It is 20 times bigger 
in size but is mostly desert and its population is only half that of Korea. It is, however, the world’s number one oil country. 
HanmiGlobal has an entity here with two CM professional and multi-taskers, Woo Kwang-ho and Kim Jae-hyun. Let’s hear about 
their life and work in Saudi Arabia’s uniqu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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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Companyㅣ문화를 느끼다

<문화를 느끼다>에서는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예술의 조화를 이루는 

한솔뮤지엄을 소개합니다.

‘한솔뮤지엄’
느림과 쉼표의 전원형 미술관 

자연을 품은 힐링의 예술공간
국내 최대의 전원형 미술관인 한솔뮤지엄이 지난 5월 개관

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설계

로 만들어진 한솔뮤지엄은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는 건축가

의 성향이 그대로 담겨 있는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뮤지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건축물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합일을 이루는 건물을 디자인해온 안도 다다오의 특성이 이 

곳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 

뮤지엄의 첫 관문인 웰컴센터로부터 시작해 플라워가든, 워

터가든, 뮤지엄 본관, 스톤가든, 제임스터렐관으로 이어진 

길을 산책하듯 걷다 보면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예술이 자연

스럽게 다가온다. 입장객을 맞이하고 대규모 세미나를 개

최하는 웰컴센터를 지나면 80만본의 패랭이 꽃과 자작나

무 380그루가 어우러진 플라워가든이 눈 앞에 펼쳐진다. 

산등성이와 조화롭게 미국 조각가 마크 디 수베로의 ‘For 

Gerald Manley Hopkin’라는 1995년 작품이 관람자를 두 팔 

벌려 맞이한다. 드넓은 플라워가든에 이어 십자게이트를 통

과하면 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잔잔한 물의 정원인 워터가든

이 나타난다. 반복적인 형태를 통해 리듬과 균형감이 인상

적인 알렉산더 리버만 작가의 ‘Archway 1997’ 작품이 본관

을 마주하는 대문의 역할을 한다. 

신라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은 총 9개 부드러운 곡선

의 스톤마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조각가 조지 시걸

의 ‘두 벤치 위에 커플’, 헨리무어의 ‘누워있는 인체’, 토니 

스미스의 ‘Willy’ 등의 조각품들이 곡선으로 이어지는 스톤

마운드의 산책길을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료제공_한솔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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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으로 느끼는 작품 전시 
한솔뮤지엄은 현대미술의 대표작부터 국보급 소장품까지 

방대한 예술품으로 고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관 기념전 ‘진실의 순간(A Moment of Truth)’전이 열리는 

뮤지엄 본관은 페이퍼갤러리와 청조갤러리로 구성된다. 페

이퍼갤러리는 종이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전시 및 유관 교

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종이의 탄생을 보여줌으

로써 종이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제지가 

주력사업인 한솔그룹의 정체성을 살린 소장품도 상당한데, 

고려 현종에서 선종에 걸쳐 간행된 <초조대장경>가운데 하

나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36_국보 제277호>를 포함 국

가 보물 중 전적류들도 만나볼 수 있다.

청조갤러리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작품들

과 종이를 매체로 하는 판화, 드로잉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김환기, 박수근, 이쾌대, 이중섭, 도상봉 등

의 작품과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백남준의 

Communication Tower 등 소장품 중에서 엄선한 100여 점

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미국 출신의 대지예술가이자 라이트 아트의 선구자인 

제임스 터렐의 이름을 딴 ‘제임스터렐관’도 대중의 관심의 

모으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 풍경을 

보는 것 같은 ‘호라이즌(Horizon)’과 실제 하늘과 인공의 빛

이 만나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빛을 작품에 끌어들인 대

표적인 작품 ‘스카이 스페이스(Sky Space)’ 등 4개의 작품

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전시관은 4가지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둔 세계 최초의 Public전시관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다. 

한솔뮤지엄의 관람거리는 2.3㎞, 뮤지엄 전체를 둘러보는 

시간은 2시간 가량 소요된다. 대자연 속에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한솔뮤지엄이 추구하는 ‘진정한 소통

을 위한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올 여름 한솔뮤지엄과의 

만남은 ‘빠름’에 지친 현대인들이 도시에서 한 걸음 벗어나 

‘느림’의 쉼표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술관 전경 

워터가든 

스톤가든 

웰컴센터제임스 터렐의 ‘Sky Space’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에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섰다.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송도 애니파크는 200석 규모의 디지

털 애니메이션 영화관과 전시실 등 각종 첨단 장비와 제작시설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송도 애

니파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박서영 단장을 만나, 프로젝트의 성공요인과 위기극복 방법 등 현장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

어보았다. 

송도 애니파크의 성공 요인은 ‘신뢰 형성’
 trust enhancement is the Success Factor of Songdo Ani-Park 

글_박서영 단장 / 송도 애니파크 건립현장 / sypark@hmglobal.com

Excellent Company ㅣ Zoom-In

<Zooom-In>은 한미글로벌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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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도 애니파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송도 애니파크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동

우 애니메이션에서 2008년 디지털 컨텐츠 기획과 제작 등 전

문적인 고부가가치 문화 컨텐츠 지식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복합영상미디어클

러스터의 일환으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발주처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CM단은 건설사

업에서 발주처의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

주처의 이익을 대변하여 발주처 자체 조직과 동일한 역할을 하

는 CM단의 존재이유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CM

단은 발주처의 신뢰를 통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설계사와 시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를 얻는 것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처음이었던 동우 애니메이션은 매우 조심

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CM단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투입되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야 했으므로 초

기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초기 설

계단계에서 프로젝트에 적합한 선정부터 설계단계의 아이디어 

제안 등 발주처의 의도가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공단계에서는 시공관리를 

수행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시공사는 엔지니어링 설계와 공장, 플랜트 건

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일반 고급 건축물에 대한 경험과 

실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CM단은 초기부터 시공계획 발

표, ITP(Inspection & Test Plan) 수립, 현장점검, 검측 활동계

획 등에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그 절차를 확정하고 

시행해 프로젝트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CM단은 시공사에게 CM단의 역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는

데, CM은 시공사를 적극 지원하며 시공사가 좋은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를 하나의 팀으로서 운

영할 수 있도록 파트너링 개념을 도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우리 현장 구성원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어려움을 토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발주처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춰드리

기 버겁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저 또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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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구성원을 독려했습

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매달 한 번씩 읽으며 

발주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

을까 고민합니다. ‘발주처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맞추기가 쉽

지는 않다. 하지만 발주처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CM으로서 그 요구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

라고 생각하면 최선의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의 기술적인 능력 또한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다’라고 설득했고 이를 통해 힘들어하던 구성원뿐만 아니라 

CM단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성 있는 우리 CM단의 업무 태도에 발주처 감독관도 

만족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CM단은 까다로운 발주처 덕분에 

기술력뿐 아니라 인문적인 소양 모두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현장의 구성원이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프로젝

트를 수행하더라도 프로의 근성으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Q.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 분들을 소개해주세요.

먼저 발주처 호랑이 감독관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시공사 

현장소장 출신의, 30여 년 경력을 갖추신 이 분은 시공에 대해

서는 CM단 보다 훨씬 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CM

단은 발주처 감독관을 기술 자문역으로 생각하고 그 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제를 찾는다는 긍정적

인 생각으로 여기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

년 9월, 현장에 합류한 황일영 차장은 우리 현장의 CS업무를 

책임지고 품질 지킴이가 되어 검측 등 품질활동으로 시공사의 

부족한 품질관리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준 인재입니다.

Q. 단장님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계사 선정부터 설계, 시공사 계약, 시

공, 유지관리 그리고 직발주 관리까지 건설사업 전과정의 CM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CM역량이 향상되어 건설산업에 관한 어

떠한 과제에도 나름대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Total Solution 

Provider’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CM은 발주처의 대리인이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특별한 위치에

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발주처의 대리인이라 함은 발주처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요. CM은 발주처 내부 조직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

니다. 또 우리회사는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고객만족평가를 지속

적으로 받고 우리의 생각과 시스템을 고객의 성공에 맞춰야 합

니다. 우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처에서 한미글로

벌이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는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리스크를 줄이

기 위해 CM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를 바라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열성을 갖고 헌신하는 것

만이 차별화된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M단은 발주처의 이익을 

대변하여 발주처 자체 조직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CM단의 

존재이유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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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lease tell us about the project.
In 2008, Songdo Ani-Park was devised from Dongwoo Animation, 
the biggest animation production in Korea in a bid to produce digital 
contents to invigorate a specialized high value added culture contents 
knowledge industry. It is located in the Songdo BIT(Bio Information 
Technology) zone as a part of the multi visual media cluster which 
promoted by the Inche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Q. What is the success factor of the project?
Gaining client’s trust. During the project, the CM team acts as a 
deputy or coordinator for the client. We must represent the client’s 
interest not only in words but also by actions. When the CM team 
gets the authority from the client based on the trust, leadership can 
also be secured; therefore, trust building is one of the biggest factors 
that can lead to a project’s success. 
Dongwoo Animation is the client for this project. It is their first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so we took a cautious approach. The CM 
team was involved from the initial phase through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s so we figured building a trusting relationship 
early was essential. Such efforts like selecting an appropriate design 
at the initial design phase or idea suggestions that reflect the 
client’s intention helped us gain confidence and eventually join the 
construction phase as well. Despite some of difficult moments, it all 
felt worthwhile when the client recognized  HanmiGlobal as a reason 
for their project’s success and selected us to work from the design 
phase forward.

Q. What were some of difficulties during the project 
    and how were they solved?
The contractor of the project was a company which specialized in 
engineering design, and factory or plant construction, but has less 
experience in luxury architecture. Therefore we, the CM team paid 
more attention to preparing a construction plan and to following the 
plan. ITP set up the site inspection and measurement activity plan 
with continuous discussions to secure all procedures and to complete 
them in good fusion. We tried to make the contractor get the role of 
the CM team by fully supporting and introducing a partnership to 
manage all client, designer and contractor issues as a team. 

Q. Are there any memorable episodes during the project?
One of our team members once told me he wanted to quit. He said 
the client’s demand is beyond his capacity. When the project initiated 
I felt the same so I knew exactly how he felt. I sat down and had a 
chat with him, telling him my thoughts. I read the book, “Effective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 by Dale Carnegie every month 

to learn how I can keep good relations with the client. Meeting all the 
Client’s demands was not so easy. However we needed to accept that 
they can expect much from us. It is our duty to find the best results. 
It can also give us a good opportunity to upgrade our capacity. He 
changed his mind after the talk, and after this all the team members 
became one mind. Our work as a team has also improved and the 
client expressed gratification for this. They were an exacting client but 
this made us improve technically and in many other ways. 

Q. Please introduce us who ha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First of all, we had a strict client supervisor. He has 30-years of 
experience and was once a construction manager for one of the 
leading domestic contractors. He has a much wider and deeper 
construction knowledge compared to the CM team. We thought of 
him as our technical advisor and tried to learn as much as we could 
thru his demands. I also want to introduce Hwang Il-young who 
has joined on September 2011. Hwang is responsible for the site’s 
CS & QMS. He is an excellent talent and did a great job with the 
contractor’s quality control.    

Q. What is the meaning of this project to you?
With this project, I took part in the whole phase from design, designer 
selection, contractor agreement, and maintenance to direct order 
management.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overall flow and have 
confidence now that I am a step closer to becoming a “Total Solution 
Provider” and offer advice on any kind of construction project. 

Q. lastly, would you like to leave any message?
The CM team is in a position of being a deputy and coordinator for 
the client. In my opinion, being a Deputy of the client means we 
should work like a lawyer who makes the client’s profit a priority. 
The CM team should be able to think and act likes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client. HanmiGlobal is a service company so we 
should continuously get ratings for the client satisfaction survey 
and focus on the client’s success. It is not easy but very necessary. 
Part of our growth and development as CM is being able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he client appreciates and values. 

Most clients choose to work with a CM firm to reduce the many risks 
associated with tough projects. We need to see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 and work with enthusiasm. That way we can be a firm 
capable of performing differentiated services clients value and are 
willing to pay for. 

The biggest animation center in Korea has been built in Songdo International city. This building, with 3 above ground levels and 15 underground 
levels, has a 200 seat-digital animation theater, high-tech equipment and facilities. It will surely become the foothold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s industry.  In this issue, Park Suh-young, the project CMr tells us the story behind the project: success factors and the solutions which 
helped overcome critical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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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인식 

최근 건축 설계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다. 기존의 평면설계(CAD) 방식을 3차

원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에너지 절감이 이뤄지는지 예측하기 위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2012년부터는 500억 이상 공공 프로젝트에서 BIM 적용이 의무화되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미글

로벌 또한 BIM을 서울대 입구역 마에스트로와 우리기업 남창동 교육시설 프로젝트에 도입하며 실행을 위한 방안에 매진하고 있다. 

건설전략연구소의 BIM 전문가 김성아 연구원에게서 BIM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Excellent Company ㅣ Special Report

이번 <Special Report>에서는 건축설계분야의 뜨거운 감자,

BIM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류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차원의 도면은 건물

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3차원으로 완성되는 건물을 2차원의 도면을 가

지고 지으려니 문제가 발생한다. 2차원의 평면, 단면, 입면 등 여

러 장의 도면으로 3차원 형태의 건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

아래 좌측 1개의 평면과 4개의 입면 그림 5개는 우측에 나와있

는 1개의 3차원 모델을 표현한 것이다. 2차원 그림으로 3차원 모

델을 머리 속에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

다.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한 물체를 

인지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을 표현한 설

계도면은 이보다 매우 복잡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2차원 설

계도면을 이해하고, 3차원 건물을 인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과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도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주

자는 2차원 도면을 통해 실제 건물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설계사, 시공사, 협력업체 등 프로젝트 참여자들간에도 

동일한 설계도면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3차

원 모델은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2차원 설계환경에서는 쉽

게 발견하지 못하는 평면, 단면, 입면 간의 도면 오류도 3차원 모

델링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

목 등 분야간 간섭검토도 3차원 모델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3차원 모델에 자재정보, 규격, 수량, 설치시기 등 건설 프

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저

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견적, 공정관리, 에너지 분석 등이 가

능한 기술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다. 2012년 

북미 기준으로 BIM 사용자는 71% 이며, 국내에서는 39% 정도

가 BIM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Source: McGraw-Hill 

Construction 2012 Smart Market Report) 국내에서는 2008년 공

공기관 발주사업에 BIM 적용이 시작되면서 건설산업 전체에 이

슈로 등장하였고 이후 공공부문 BIM 적용사업 발주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건설산업에 BIM이 올바로 정착하기 

위한 BIM의 정확한 개념과 접근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BIM은 사전 검토 도구이다. BIM 또는 3차원 모델은 가상의 공

간에 건물을 지어보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차원 도면을 통해서도 사전

검토가 가능하지만, 3차원 모델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상 시공과정에서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도면에 표기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공사 시작 전에 BIM 또는 3차

원 모델을 통해서 협력업체와 현장관리자 간에 명확한 작업지시

가 있다면 이러한 일은 방지할 수 있다. 

BIM은 협업이다

현재 국내 공공부분 BIM 지침서(조달청과 국토해양부)는 BIM의 

작업 절차, 업무 프로세스보다는 성과품(결과)에 관한 내용을 주

로 다루고 있다. 이는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품을 받아야 하는 공

공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BIM은 사전 검

토를 통해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 참여자간 협업으로 해결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BIM 프로세스에 관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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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을 통해서만 BIM 효과를 판단하려 하는 것은 BIM에 관한 

잘못된 접근이다. 

BIM,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 

BIM은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여러 BIM 소프트웨어들이 해

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BIM을 통해 원가관리, 공정관리 등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마다 지원하는 기능과 

수준이 서로 상이하며,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2차

원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매우 쉬운 일들도 3차원 모델에서

부터 생성하려면 어려운 점들도 존재한다. 3차원 환경에서는 부

재 하나만 바뀌어도, 평면, 입면, 단면이 바뀐다. 그에 따라 표시

해두었던 문자, 기호들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일정을 판단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BIM은 기획에서 유지관리단

계로 진행할수록 자료가 상세해져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설

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 작성되는 BIM의 수준이 달라서, 설계단

계에 작성된 BIM을 시공단계에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시공

단계에서 시공에 필요한 BIM을 다시 생성해야 한다. 동일한 건물

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의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인지해야 한다. 

BIM 적용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BIM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

* BIM 업무 프로세스

Excellent Company ㅣ Special Report

[간섭체크] [공종별 4D 시뮬레이션]

[2D 도면 오류 검토] [주요부재 물량 추출]

건축-구조/구조-MEP/건축-MEP/MEP간
부재 간섭검토를 통한 시공성 향상

Revit Model – 공정표 링크를 통한 4D 공정 
시뮬레이션 작성

도면간 연계성이 없는 2D의 특성상 발생하는 
설계오류를 모델링을 통해 검토하고 수정하여 
도면품질 향상

공종별 부재 재료정보의 속성정보 기입을 통한 
일람표로 추출

[건축/구조/MEP모델 구축]

[제출 2D 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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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s the hot topic in design these days. BIM is a 3D version of CAD design which began to take 
off in 2012 thru by predicting energy savings on a building’s thermal energy and carbon emission quantity reduction. BIM has been 
requested all public projects over 50 billion won service revenue and its use will be extended even more. HG is also seeking ways to 
apply BIM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estro, Namchang-Dong project. Let’s hear from Kim Sung-ah, researcher at HG CSRI 
(construction strategy research institute).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발주

자들은 BIM을 적용하면 견적, 공정관리 등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BIM 적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BIM은 목표와 분야에 따라 3차원 모델링 방식, 각종 데이터의 분류

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견적, 공정관리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BIM을 적용하려면 기존 2차원 도면을 통해서는 검토가 어려운 부

분,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BIM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IM은 2차

원 도면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2차원 도면도 포함하는 기술이

므로, 기존 방식으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무리하게 BIM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BIM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BIM은 적용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다루어야 하는 도구이다. 도구를 잘못 다루면 흉기가 될 수 있듯이, 

BIM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득(得)이 될 수도, 해(害)가 될 수도 있

다. 발주자는 BIM 적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작업지

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BIM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내 건설산업에 BIM이 바르게 정착되

길 바란다.

* 공종별 BIM 모델 구축 예시

[구조 BIM] [건축 BIM] [외피 BIM] [MEP BIM–위생배관/기계실]

[MEP BIM–공조덕트] [MEP BIM–가계배관] [외피냉난방배관] [MEP BIM–전등설비/전기실]

* 글_김성아 전임연구원/건설전략연구소

   (sakim@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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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5년 근속 임원과 10년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2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원경수 상무의 안식휴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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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아카스텔라 가는 길 포세바돈 가는 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글_원경수 상무 / 삼성전자 우면동 R&D Center / wonks@hmglobal.com

오랜 희망이었던 산티아고로 떠난 안식휴가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한 조각 그늘도 없이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던 메세나 고원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장시간 오르막길의 피레네 산맥에서, 걷고 걸으며 나는 나를 새로이 찾았다. 



정신 없이 돌아가는 마음과 머리가 복잡한 일상을 잠시 벗어

나 걷다 보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여행

이 끝나고 보름 넘게 발바닥에 남아있던 짜릿한 느낌도 사라

지고 표면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지

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었다. 떠올리면 따뜻한 그

곳에서의 기억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큰 자신감을 준다. 언젠가 

다시 그 길에 설 날을 기대하며 새롭게 다시 삶을 시작한다.

안식휴가의 첫날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로 떠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예행연습

이었다. 열흘 동안 200km를 걸으며 가방의 무게와 신발, 발

과 몸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었다. 더구나 올레길은 고기국수, 

성게미역국, 멍게비빔밥, 지리, 물회, 해삼과 전복 등 각종 해

산물과 매운탕 등 풍부한 먹거리에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곳곳에 있어 머리를 비우고 몸을 가볍게 하기 좋은 곳이었다. 올

레길이 끝나갈 무렵, 산티아고 여행의 예약을 확정지었다. 그

리고 열흘 후 집에서 몸을 추스르며 순례길의 최종 준비를 마

쳤다. 

50일, 1,120km의 길, 시속 5km의 발걸음, 12kg의 가방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순례길

은 카톨릭의 성인 야고보(스페인식 이름은 산티아고)의 무덤

이 있는 스페인의 도시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로 가는 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오랜 사랑을 받

은 길은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생장피드포르라는 작은 마을

에서 시작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로 이

어지는 약 800km의 여정으로, 내가 계획한 길이기도 하다. 

순례길은 하루 25km 걷는 것을 목표로, 해가 지면 알베르게

(순례자 전용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바게트와 쨈, 우유 정도의 

아침을 먹고 출발하는 단조로운 여정이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알베르게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창출된다. 

순례길을 걷는 동안 30번 이상 경험하였는데, 어느 하나 같은 

곳이 없으면서 자유롭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잡혀 있어 부족한 

듯 하지만 여행객에게는 최고의 휴식처였다. 여행 내내 12kg

의 가방을 메고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처음 열흘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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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차, 오스피탈푸엔테

카요르 알베르게의 숙소에서  무시아 피네스테레 가는 길의 독일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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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도고소알베르게

땅끝 마을 피네스테레

돈테도고소

폰페르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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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편안해지자 그제서야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

어오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그림처럼 아름다워 마치 고흐의 

그림 속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

결같이 밝고 활기찬 특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긴 여정 

동안 전세계에서 온 순례객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말이 통하지 않아 바디랭귀지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다른 사

람의 통역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며칠을 함께 걷다 헤어

지고 다시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만남은 언제나 반갑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느껴졌다. 순례길 

위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에너지에 싸여 모두 순수하게 우정

을 나눌 수 있었다. 똑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 나름

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

치 발이 표정을 가진 듯 각자가 가진 철학이 느껴져 만남은 

모두 즐거웠다. 

생장에서 출발, 카요야를 지나 피레네를 넘었다. 피레네 산맥

만 넘으면 순례길 70%는 지나는 거라는 말이 있다. 발 밑으

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에 날씨마저 좋아 생각보다 수월하

게 피레네 산맥을 넘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에 지쳐 우는 사

람들도 많다는데 하늘이 도운 것만 같다. 그리고 찾은 메세나 

고원. 혹자는 아무 것도 없어 버스를 타고 지나가라 조언한다

지만 이번 여정에서 가장 좋았던 곳을 묻는다면 나는 메세나 

고원이라 답할 것이다. 나를 가장 진하게 만날 수 있었던 곳

HanmiGlobal has a sabbatical leave program which offers employees 2-months paid vacation after junior members with 5-year 
continuous service, senior members with 10-year continuous service. In this article, we will share one employee’s experience and 
introduce HG’s special culture. Mr. Won Kyung-soo, CMr of Woomyeon-dong R&D Center, will tell us about his long trip to Santiago, 
Chile during his sabbatical leave. 



이기 때문이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지난 날이 참 많이 

생각났다.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기에 나만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었

다. 어떤 이는 엉엉 크게 울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울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의 감정은 수시로 찾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앞에 남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고민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

여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드디어 목적지인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에 예정한 33일보다 사흘이나 먼저 도

착했다. 성당을 둘러보고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증명서도 받았다. 남은 시간 동

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남은 사흘도 걷기로 결정하고 땅끝마을

이라 불리는 피네스테레, 무시아까지 120km를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

고를 끝으로 하거나 땅끝마을의 피니스테레를 가더라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

지만 나는 이 길도 참 좋았다. 무시아의 바다를 보자 이제 걸음을 멈추고 돌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가는 아주 평온함이 넘치며 코발트 빛이 고왔

다. 땅끝마을의 포인트 등대는 마을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는 코스였다. 바다를 

따라 걸어 올라가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옷

가지를 태우는 사람도 보였다. 이 곳이 마지막 자리라는, 그래서 그간에 자신

과 같이 한 옷가지며 신발을 태운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가족과 삶이 있는 이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행을 다녀와서 보름이 지나니 잘 때 발바닥에서 전기

가 오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다. 순례길의 긴 걸음이 만든 수많은 발걸음이 발

바닥에 오래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 전기 느낌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다시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여

행 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조금 기억을 살리고 아무 것도 없던 벌판

을 생각하며 여행길에 만났던 수많은 이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리

고 남은 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기회가 되면 다시 그 

길에 서 있고 싶다.

여행이란, 돌아올 곳이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여행에서 돌아와 문지방을 

넘어야 비로소 여행이 완성된다. 돌

아올 곳이 없는 여행은 여행이라 할 

수 없다. 하물며 돌아와, 이렇게 회

사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여행의 마무리다. 두 달간의 완벽한 

여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준 회사와 회장님 이하 여러 구성

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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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레네산맥에서

피네스테레

HanmiGlobal has a sabbatical leave program which offers employees 2-months paid vacation after junior members with 5-year 
continuous service, senior members with 10-year continuous service. In this article, we will share one employee’s experience and 
introduce HG’s special culture. Mr. Won Kyung-soo, CMr of Woomyeon-dong R&D Center, will tell us about his long trip to Santiago, 
Chile during his sabbatical leave. 

* 25일차, 오세브레이로에서 원경수 상무  



한미글로벌에는 독서, 등산, 마라톤,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동

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기개

발은 물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고 기업에 대한 긍지를 높인

다. 매년 창립기념일에 진행되는 골프동호회의 골프대회는 회

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행사다. 이

번 호에서는 행복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골프동호회의 소

식을 전한다. 

촉촉한 비와 옅은 운무가 정취 있던 창립기념일, 한미글로벌 

골프동호회(회장 김근배 전무) 구성원들은 충북 충주의 킹스데

일CC에 모였다. 매년 창립기념일에 개최되는 골프대회에 참석

하기 위해서다. 상쾌한 공기에 탁 트인 골프장에서 만나는 구

성원들의 얼굴은 더욱더 반갑고 정겨워 대회 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더구나 이번 대회는 지금은 퇴사했지

만 한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OB들과 협력사인 터너앤타운잰드

코리아 임직원들, 그리고 한미글로벌과 한식구가 된 에코시안

의 구성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더욱더 뜻 깊었던 자리가 되었다.  

친목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흥미로운 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

었던 것이 이번 골프대회의 관전 포인트였다. 가장 뛰어난 성

적을 기록한 참여자에게는 챔피온 상, 우승에 버금가는 성적을 

기록한 참여자에게는 우수상, 그린 위를 멋지게 수놓은 연예인

구성원들간의 교감 나누는 

창립기념일 골프대회 

Excellent Companyㅣ행복경영 

<행복경영>은 한미글로벌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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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멋쟁이에게 주어지는 꽃미남 상, 성적보다 빛나는 배려심이 

멋진 매너상 등 재미있는 상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17개 팀 68명이 참석, 오전 8시부터 라운딩은 시작됐다. 이른 

장마의 시작일인만큼 필드는 마치 우리가 통째로 빌린 것처럼 

한산하여 더욱 기분이 들떴다.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며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며 경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5시간 여의 

라운딩이 끝났다.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일상에서 다시 활

기차게 시작할 기운을 얻은 듯 몸도 마음도 가뿐해졌다. 

라운딩 후에는 킹스데일 내 클럽하우스에 모여 그날의 소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챔피온 상

에 김근배 전무님이, 우수상은 OB 멤버인 조윤성 대표님이 수

상했다. 이름부터 관심이 집중된 꽃미남 상에는 에코시안의 박

민수 이사님이 선정되어 지난 해 김근배 전무님의 꽃미남 타이

틀을 이어받았다. 이어 매너 상에는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의 

임채진 차장님이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즐거운 시상식이 

끝나고 이어진 식사시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

었으며 맛있는 식사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리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정겨운 얼굴들이 함께 어우러

졌던 하루, 야외에서 활동을 함께 하며 동료간의 따뜻한 교감

을 나누었고 이런 든든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회사에 대

한 자부심도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하

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창립기념 골

프대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지기를 소망해본다. 

* 글_박지호 대리/해외사업팀 

   (parkjh@hmglobal.com)

To mark the 2013 anniversary of HG’s foundation, HG’s golf club played a round. It was a day to exchange greetings and bring members 

together while competing on the course. HG’s foundation day Golf Outing is now an annual event with the club. Here is more news. 



HanmiGlobal ㅣ따뜻한 동행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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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ree consecutive years each May, Walk Together, HG’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s invited disabled children from the islands 
or mountain regions to Seoul for a city trip. This event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culturally alienated low-income disabled children to 
experience new culture, food, fun, and to receive rehabilitation treatment services. This year, the event was co-hosted by the Korea Tourist 
Service Inc., SK Innovation, and HG from May 1st to May 3rd.

매년 5월이 되면 <따뜻한 동행>에서는 도서산간의 장애 아동

들을 초청하여 서울나들이를 진행한다. 올해 세 번째로 마련

된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관광공사와 

SK이노베이션이 공동주최하여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

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도서산간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아동

과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와 놀이, 음식, 재활치

료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

었다.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울산 우리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온 의연

이는 아쉬움을 가득 담아 말했다.  즐거웠던 2박 3일이 눈 깜

짝할 새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한 여행이었

으니 더욱 재미있었던 것 같다. 밝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 

모두의 마음까지 밝아졌던 2박 3일이었다. 

‘2013년 함께 하는 여행’에는 충주 성심농아재활원, 울산 우

리꿈나무 어린이집, 전북 완주의 푸른학교 세 곳의 59명 아

이들이 참여했다. 인솔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100여 명으로 

꽤 규모 있는 여행이었다. 여행의 테마는 ‘직업체험과 탐방’, 

‘친구와 함께하는 서울체험여행’, ‘민주주의 현장 속으로’ 총 

3가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한 필자는 첫날,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많이 설랬다. 강당에 모인 아이

들이 밝게 웃는 얼굴을 본 순간, 그간의 걱정은 말끔히 사라

졌다. 먼 거리를 오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아이들의 얼굴

은 한없이 행복한 표정이었다. 지적, 자폐성, 지체, 청각, 언

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여행에 들뜬 모습은 영락없

는 개구쟁이들이어서 그들의 밝은 모습에 기운이 번쩍 났다. 

이번 여행을 함께 한 친구들은 전북 완주 푸른학교의 15명 

친구들이었다. 춥고 비가 오던 스산한 날씨는 여행의 시작을 

알기라도 하듯 맑고 따뜻하게 개었다. 푸른학교의 여행 테마

는 ‘민주주의의 현장 속으로’ 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현

장인 전쟁기념관, 국회의사당, 역사박물관을 돌아보는 일정

으로 진행됐다. 물론 단순히 돌아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다. 

이번 테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의 답

을 찾아 각 조별로 점수를 획득하는 미션이 있었다. 미션에

는 상품도 걸려있어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놀라울 정도

였다. 코스별로 주어진 문제의 답을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에 

먼저 올리는 팀이 점수를 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공정

하고 정확하게 미션이 진행되어 즐거웠다. 

미션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사진도 찍으며 낯선 분위기도 

풀고 서울여행의 기분을 만끽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동

심으로 돌아간 듯 인솔 선생님들도 밝게 웃으며 함께 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서울에 처음 와서 너무 좋

다고, 여행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신이 난다고, 인솔하는 

분과 친해져 잠도 같이 자고 싶다며 떨어지기 싫다고, 재잘

재잘 이야기했다. 해맑은 그들의 모습에 내 마음이 다 맑아

진 기분이다. 

이틀간의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날, 아이들은 직접 자신들이 

활동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활동한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

을 보니 얼마나 여행이 즐거웠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예쁜 꿈을 키워 멋

지게 자라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생겨났다. 몸의 장

애가 아이들의 꿈에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참가한 

아이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은 5월의 3일, 아

이들의 마음 속 추억만큼이나 소중한 기억을 안고 내년 5월

의 만남을 기다린다. 

* 글_김두리 간사/따뜻한 동행

   (drkim@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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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NAVER 데이터센터 각(閣) 장경각 프로젝트, 

세계 최초 LEED 최고등급 취득

한미글로벌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컨설팅을 진행한 춘천 NAVER 데이터센터 

각(閣)이 최고 등급인 Datacenter LEED Platinum을 세계 최초로 취득하였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미국 정부 녹색건축위원회(USGBC)가 

검증하는 제도다. 춘천 NAVER 데이터센터 각(閣)은 최고 등급을 취득한 것 외

에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더 큰 의미가 있다.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지난 5월 22일, (사)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이성우, 김종훈, 정수현, 김현)은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컨벤션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강연회를 개

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을 비롯, 허

명수 GS건설 사장,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성우 전 국민대 총장 등 민•

관•학계를 아우르는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해 건설산업 혁신과 국내 

건설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논의했다. 기념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와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의 ‘해외건설 진출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강연

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3일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가 서울 대치동 포

스코센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후루사카 슈조 교토대 건축과 교수와 세계적 시장분석기구인 

BMI의 마리나 페트로레카 본부장의 발표가 있었다. 

창립 17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6월 17일, 서울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구성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7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과 중국 천진 삼성전자 통합

공장이 단체로 공로상을 받았으며 공로상, 모범상, 안전관리 우수구성원상, 품질관리 우수구성

원상, 고객만족 우수구성원상 등의 개인 포상과 5년, 10년, 15년 장기근속자 94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이어 김종훈 회장의 창립기념사와 김창래 해외사업총괄사장의 건배제의가 진행되었으

며 다과회가 마련되어 구성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HanmiGlobal ㅣINSIDE NEWS 

<Inside News>는 한미글로벌의 주요행사 및 수상소식 등의 

뉴스를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일본 시미즈 건설과 MOU 체결

한미글로벌은 일본 

시미즈 건설과 글

로벌 시장 공동개

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5

월 16일 체결했다. 

향후 두 회사는 한

국과 일본에서 함

께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해외 건설

시장에서도 공동으

로 마케팅을 전개

하게 된다. 

이로써 한미글로벌

의 선진 건설관리 

기법과 시미즈 선진 건축기술이 만나 해외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글로벌은 2011년 미국의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택

(OTAK)’을 인수하고 건설사업비 관리에 특화된 영국의 터너앤타운젠드사와 합

작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시미즈 건설은 1804년 설립

된 일본 1위의 건설사로, 건축, 토목, 부동산 개발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

며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프로젝트를 수행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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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비즈니스 호텔 선매각

한미글로벌은 지난 5월 20일 ‘한국 투자사모 비즈니스 호텔 부동산 투자신탁’과 

서울 중구의 을지로 비즈니스 호텔의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선도매매란, 아

직 짓고 있는 호텔을 투자자에게 미리 매각하는 것으로, 한미글로벌은 계약금

과 사업진행비를 미리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

자는 주요 입지에 위치한 호텔을 선점할 수 있다. 선도매매는 522억 원에 체결

되었으며 을지로 비즈니스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224실 규모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구분 대상

단체

포상 

공로상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단장: 정일균 이사)

중국천진삼성전자통합공장 (단장: 김기곤 부장)

안전관리우수현장상 아산그린센터폐수비상집수조 (단장: 권세형 이사)

품질관리우수현장상 삼성전자 부품연구소 (단장: 이항복 상무)

고객만족우수현장상 KDI 본사이전  (단장: 송병두 이사)

개인

포상 

공로상

백기철 부장 (종각역 개선공사 감리용역)

송경호 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 2차 사옥)

조진곤 부장 (사우디 ITCC 프로젝트)

모범상

안방엽 차장 (신논현역 마에스트로 신축공사)

이상령 차장 (쿠웨이트 유정감시 구축사업)

장사범 차장 (CS&QMS팀)

조원규 부장 (수주영업팀)

이지희 사원 (건설전략연구소)

차승현 사원 (친환경사업팀)

Walid Salem  (리비아 20,000 Housing Project)

안전관리우수구성원상 권순학 부장 (역삼동 오피스텔)

품질관리우수구성원상 정희석 부장 (한국감정원 대구사옥 신축공사)

고객만족우수구성원상 유용환 이사 (South Cape Owner Club 조성공사)

<창립기념일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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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세이>는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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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17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미글로벌이 일구어낸 성과는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CM(건설사업관리)을 국내건설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

김시켰고, 매출액은 자회사 포함 2200억 원에 달하는 어엿한 중견 상장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윤리

경영을 추진하며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었고,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

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WP(좋은 일터 만들기)에서 행복경영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 활동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 여타 기업들의 본보기로 널리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미글로벌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는 훨씬 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경영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금융 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건설산업에는 깊은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

한 진전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 경제의 반짝 회복세는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의 부산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일뿐더러, 환율 전쟁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떤 형태의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인 것입니다.

위협과 기회가 혼재된 상황에서,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새

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믿으며, 구성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열심히 하기보다 ‘Different Way, Best Way, Smart 

          Way’에 의해 성과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성원 모두가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으로 굳게 무장함으로써,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겠습니다. 

세번째,  전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하나가 될 때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미글로벌의 CEO로서 단 하나의 바람을 들라고 한다면 ‘고(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강한 조직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변화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구가하는, 위대하고 존경 받는 기업을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

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의 바람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김  종  훈 

원대한 꿈과 
비전 향해 비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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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2분기에는 한미글로벌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전사 운길산 산행>과 6월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모습과 생생한 현장을 담아봅니다. 

* 4월 전사 운길산 산행

❶ 출발하기 전 몸을 풀고 있는 한미글로벌 구성원들 

❷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여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❸ 밝게 웃음짓는 김창래 사장님, 권오경 전무님, 
   하영신 이사님  

❹ 환한 미소의 김경남 상무님 

❺ 산행 중간 지점에서 기념 컷, 찰칵! 

❻ 산행히 마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한미글로벌 구성원들 

➊

➑

➐

➒

➍

➋

➓

➌

* 6월 창립기념일

❼ 10년 근속의 박영욱 이사님  

❽ 5년 근속의 정익교 부장님 

❾ 기념식 후 다과회가 열려 서로의 결속을 다졌다.

❿ 한미글로벌의 발전을 다짐하며 건배! 

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