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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영’이	시행	반년을	맞았습니다.	

행복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행복경영	길라잡이	

오기민	부장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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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나눔, 
그리고 행복 속으로

대담진행 _ 한진선 대리 / 경영지원팀 홍보그룹

한미글로벌은	경력자	중심의	전문가	집단으로,	다양한	경력과	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행복경영’은	이러한	한미글로벌의	조직문화운동으로,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

해	나아가도록	전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닌,	구성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는	공동의	비전을	세

우며	결과적으로는	전사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	‘행복경영’이	시행	6개월을	맞이했다.	그	동안	조직문화	TFT를	통해	‘행

복경영’의	방향과	실행에	대해	계속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나눔	공감하기의	

날>	행사가	조직별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체험교육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시행	반년을	맞이하여	구성원

들이	행복경영에	대해	가진	궁금증들을	행복경영	담당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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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해온 조직문화운동인 GWP와 행복경

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회사	창립	초기부터	우리는	구성원	중심의	문화를	추구했고,	관계

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정주의와	매너리즘,	개인	이기

주의라는	측면이	생겨났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행복경영이	

대두되었습니다.	GWP활동은	관계	중심의	운동으로,	구성원들에

게는	관계증진	측면만	강조되었지만,	행복경영은	이보다	훨씬	넓

은	범위의	조직문화운동입니다.	단지	조직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경영시스템,	조직문화,	독서경영,	사회공헌,	자기	성장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및	생활방식을	아우르는	것이죠.	조직문화는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생활	속

에	묻어나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	하나에	국한할	수가	없겠죠.

Q. 행복경영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일,	가족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개인이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가족이	화

목할	때	조직	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성과가	향상되면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개인	행복의	의미가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고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감사할	때	얻는	행복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

으로,	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행

복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감사’이

고,	‘감사’가	행복경영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에도	3가지	차원이	있는데,	1차원적인	감사는	“해주면	고맙겠는데”

➊
➋

➌
➍

➎

➊	행복경영	길라잡이	오기민	부장					➋	김정호	차장	

➌	김병천	사원					➍	이동명	사원					➎	남궁소영	사원	

* 감사나눔 공감하기의 날 

감사나눔 공감하기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행복경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한미글로벌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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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본적	감사이고,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결과적	감사,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라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3차원적인	감사까

지	구성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Q. 행복경영을 위한 구성원과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행복경영은	기본적으로	리더들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

요하죠.	비유하자면	CEO는	총체적인	지휘자의	역할,	최고경영자

는	조직문화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협동

자의	역할,	그리고	주관부서는	운영자,	조직문화	TFT는	파수꾼의	

역할로	각	부서의	실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위	조직장들은	시

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실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

습니다.	각	부서의	길라잡이는	실천	리더를	도와주는	촉진자	역할

을,	구성원들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

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Q. 행복경영의 목표에는 성과창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경영과 

감사나눔운동이 실질적으로 경영성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요

다른	경영학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성과에	대해	학술적으로	입증

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례로	포스코ICT가	감사나눔운동을	실천하

면서	경영성과가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과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한	단장님의	사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	단장님의	현장은	매일	회의를	진

행하는데,	회의에	앞서	감사나눔운동의	일환인	‘5감사	노트’의	내

용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

* 감사체험교육

감사체험교육은 감사를 습관화하고 

표현하며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참석한 교육으로, 일상 생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 쓰고 이를 동료들과 

나누는 활동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활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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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감사카드를	써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	동안	다소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는	더욱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잘	풀리면	프로젝트가	잘	되고	

고객이	만족하여	추가	사업이	진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생성됩니

다.	그리고	한미글로벌에	대한	외부의	인식도	좋아지게	되니	성과

는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Q. 감사체험교육은 구성원들이 말이나 글로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인 교육이나 모임이 또 있나요?

일단,	곧	조직별	행복경영의	실행을	전파할	담당자인	길라잡이	교

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체험교육에	이어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	중국과	필리핀	지역	등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감사나눔운동이 행복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감사나눔운동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되나요?

2014년	우리는	행복경영을	크게	5개의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이

에	따른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영역으로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	<감사	및	공헌활동	확산>,	<개인	성장	및	발

전지원>,	<벽	없는	조직구축>,	<일과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재

미·나눔·성장·소통·웰빙의	키워드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소

통을	위해서는	간담회를,	나눔을	위해서는	봉사처	옮겨	보기,	한	

팀이	같은	봉사처를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기를,	성장을	위

해서는	독서리더를	교육해서	독서경영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나눔은	이	모든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

할	것입니다.

Q. 행복경영은 현재 부서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경

영을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친환경사업팀이	좋은	사례입니다.	매일같이	회의를	하지만	조직

장이	들어가는	회의는	월요일	하루,	그것도	시작이나	말미에만	참

여합니다.	이때	조직장은	구성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만	코멘트를	합니다.	요일별	회의는	테마가	매일	달라	구성원들이	

업무	외에	다른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죠.	자기계발에	대한	부분

에서도	조직장이	관심을	갖고	구성원들	개인에	대해	고민하여	팀

내	구성원들의	역량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사업팀의	성

공	요인은	공유와	관심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행복경영 길라잡이로서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았으면,	이해해주었으면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경영진에서부터	사원까지	많은	구성원을	만나	이

야기를	듣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느라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

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5감사 쓰기’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조직장께서 제게 ‘5감사 쓰기’를 시작하자 함께 일하는 구성원

들이 다르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부족하고 못

하는 부분만 눈에 띄었는데, 5감사를 쓰면서 함께 일하는 구성원

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를 통해 감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anmiGlobal is an experienced staff-oriented expert group. Employees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careers continue 
to make a constant effort to form a unified organizational culture. ‘Happiness Management’, which is a HanmiGlobal 
organizational culture movement, is an enterprise activity for all employees to form a consensus and to make progress 
toward its goal. Since Happiness Management started a half year ago, the Happiness Management Director has answered 
many questions about the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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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성리학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것으로,	기본적

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	했던	학문이다.	성리학이	지향하는	

세계관으로	유학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환경은	자연과	함께	

하는,	세속에서	벗어난	고요한	곳이었다.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운	건축이	서원이다.

조선	말기	서원이	가졌던	병폐들로	인해	서원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초창기	서원을	건립한	유학자들

의	정신은	건강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본받을	요소들이	많이	있

다.	우리나라	성리학이	가진	중요한	점은	유학자들은	자기	자신

을	낮추고	검박하게	생활을	했다는	점이다.	유학자들이	지은	정

자는	몇	사람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지만,	문을	모두	열어젖히

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자연관으

로,	이는	인간과	자연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유기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멸망시키고	1392년	건국된	조선	왕조는	치국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한다.	통치자는	특정	시점에서	바뀌었지

만,	한	시대를	지배한	정신세계는	바로	바뀌지	못했다.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거의	100-150년이	걸렸고,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사회는	비로소	성리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성리학이	정착하면서	건축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

어난다.	성리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는	서원을	통해	조선시대의	건축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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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 

서원건축
강의 _ 이상해 교수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 대학원(건축사) 박사 

•미국 코넬대학 대학원(건축설계)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

•저서 : 「궁궐•유교건축」, 「서원」, 「경주양동마을」외 다수 안강독락당	전경	

한국건축사를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이상해	교수를	통해	

서원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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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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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정의 및 역사 
서원은	조선시대에	사림	세력,	즉	중앙	정계에	나가지	않고	향촌

에	은둔하며	유교	경서를	독서하던	선비	집단이	성리학을	이상으

로	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사립	고등교

육기관이다.	같은	교육기관이지만	향교와	서원이	가진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서원은	수양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에,	향교

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또한	성리학은	천인합일사상을	지향했는데	여기서	천(天)은	자

연의	근본적인	원리,	체계,	자연의	운행에서	볼	수	있는	질서,	법

칙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뜻하며,	이것이	인간과	별개가	아니라

는	것이다.	자연의	운행과	인간이	지향하는	정신세계가	어느	순

간	합치될	때	유가적	깨달음과	통하게	되며	이것이	공부의	중요

한	목표가	된다.	이를	추구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서원

이다.

조선시대	서원의	효시는	풍기군수	주세붕이	1543년에	세운	백운

동서원이다.	이후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심하

던	퇴계	이황이	1549년	풍기군수로	부임하며	백운동서원이야말

로	조선사회에	성리학을	정착시키는	교육기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도록	노력한다.	이것을	사액(賜額)이

라	하는데,	왕이	서원의	이름을	적은	현판과	운영을	위한	토지,	

노비,	책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백운동서원은	사액을	받아	소

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퇴계는	이후	서원	창설운동을	전개

하여	10개의	서원을	세우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서원은	전국에	약	2천	개에	달하는데,	서원에	

적을	두고	병역,	조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원이	붕당정치의	온상이	되면서	여러	병폐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역대	왕들은	노력을	하지만	효력을	

얻지	못하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몇	차례에	걸쳐	전국의	서

원을	훼철하고	47개	서원만을	남긴다.	이	당시	훼철되지	않았으

면서	지금까지	보존상태가	좋은	9개	서원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두	가지	기능을	주로	했다.	하나는	학문을	하

고	제자도	양성하는	강학(講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서원을	세

운	주체들의	스승의	신위(神位)를	사우에	모시고	제의를	행하는	

제향(祭享)	기능이다.	향교의	사우에는	공자,	공자의	4대	제자의	

신위	등이	모셔져	있지만	서원의	사우에는	서원을	세운	주체들의	

스승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에는	퇴계	이황

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옥산서원에는	회재	이언적의	신위가	모

셔져	있다.	서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위한	장수

(藏修)	학습이었다.	장수라는	것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

문에	힘쓰며	수양하는	것을	말한다.

배치 형식 및 입지	

서원의	배치형식을	살펴보면,	반드시	신위를	모시는	제향공간과	

경서를	통해	학습하는	강학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개의	

공간은	각각	담으로	둘러싸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향공

간은	서원	가장	뒤편에	사우가	중심이	되고,	강학공간은	강당과	

재사(동재,	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강당은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통해	토론하는	심포지엄의	공간이자	선생이	묵으면서	공부하는	

곳이고,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의	기숙사와	같은	곳이다.	

이외에	서원에는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식(遊息)	

공간을	두었다.	유식공간은	자연과	접하며	더	큰	나를	만드는	것,	

호연지기를	키우는	공간이었다.	서원	입구의	문루가	유식공간이

다.	옥산서원은	서원	앞의	계곡과	자옥산을	볼	수	있는	무변루를	

만들었고,	병산서원은	만대루를	세워	서원	앞으로	흐르는	강물과	

병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들어섰다.	

읍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산수	경치가	좋은	곳,	그리고	서원에	모

신	선현과	연고가	있는	곳에	세웠다.	연고지는	선현의	고향,	자란	

곳,	은거했던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유배지,	묘소가	있는	곳	등	

다양하다.	향교는	관립	교육기구이기	때문에	주요	건물들이	냠

향을	하여	배치되지만,	서원은	반드시	남향을	하지	않는다.	서원

은	산수,	경관이	좋은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경관을	바라보게	하

기	위해	다른	좌향을	하기도	했다.	성리학을	전파하며	향촌사회

의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여론을	공론화시키며,	동시에	그	자체로	

자연과	하나되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드러낸	서원은	많은	기록유

산을	남겼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소중한	유

산인	서원이	비록	조선	후기에

는	많은	병폐를	남겼지만	초창

기	서원의	숭고한	정신은	21세기

의	지금에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유산임이	분명하다.	

HanmiGlobal 09

* 글 _김창범 사원 / 해외영업팀

  (cbkim@hmglobal.com)

The Joseon Dynasty destroyed Goryeo a Buddhist country, in 1392, and then chose Confucianism as the state ideology. The 
ruler had changed instantly, but the ideology could not change right away. It took 100 to 150 years for Confucianism to 
settle i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tarting in 1592, Confucianism started to rule the whole Joseon society. As 
Confucianism settled in, there were big changes in architecture. Here, we look at how the architecture of Joseon Dynasty 
was affected by Confucianism, with the key example, Se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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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황성오	교수가	전하는	급성	심장사의	

대처방법과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名士 특강 II

강의 _ 황성오 교수

• 現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現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 사무총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1984)

• 의학박사(고려대), 응급의학전문의, 내과전문의, 순환기내과분과전문의

•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역임, Asian Society for Emergency Medicine 회장 역임

• 상훈 :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과학상(2005), 미국심장학회(AHA) 젊은 과학자상(2006)

급성 심장사, 내 손으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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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심장은	1분에	60-100회	정도,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	

7천	리터의	피를	뿜어낸다.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하면	심장은	

30억	번을	뛰고	2.1억	리터의	피를	뿜어낸다.	일생을	계산해보면	

25억	초	정도인데,	그	중	3초만	심장이	뛰지	않으면	바로	실신하

게	된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중단되면	바

로	기절하기	때문이다.	심장이	4-5분을	뛰지	않으면	생물학적	

죽음이	시작된다.	심장이	멈추면	온	몸에	피가	가지	않는데,	특히	

뇌	세포가	산소부족	상태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

은	뇌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심장이	멎은	후	의식을	오래	잃었

던	사람	중에는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여	식

물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갑자기	멈춘	심장을	즉시	다시	뛰

게	하면	곧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성심장사를	예방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는	응급의학과가	없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심장이	멎어	실려왔지만	거의	모든	환자가	치료받

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병원	밖	현장에서	바로	치료가	이루어져	생존율이	높다는	사례를	접하고,	심장내과	전공이

던	황성오	교수는	응급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1년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응급의학교실을		개설한다.	이후	

황	교수는	급성	심장사	환자에게	처음	목격한	사람이	적절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후유증	없이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교육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이처럼	심장이	멈추는	긴박한	순간에	대한	대처방법과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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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장사의 정의 
급성	심장사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생기고	나

서	한	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심장에	문제가	생

기면	사람은	한	시간	이내에	죽는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에도	한	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급성심장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심정지는	얼마나	발생할까?	미국은	연간	3-50만	

명이	급사로	길거리에서	죽는다.	2분마다	3명,	하루	960명이	사

망한다.	우리나라는	20분마다	1명,	하루에	77명,	연간	28,000명

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급성	심장사

로	죽고	있지만	급사에	대해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암

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

이	있지만	급성	심정지는	발생하면	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식

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보면	급성	심정지로	

10만	명당	44명이	사망을	하는데,	암	전체를	다	통틀어	142명	정

도가	죽는다.	단일	암	어떤	것보다	급성	심장사가	더	많다.	

급성	심정지는	어떤	사람에게	잘	일어날까?	급성	심근경색,	급사	

등은	여자보다	남자가	급사할	가능성이	2배나	높고,	나이가	많아

질수록	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50대부터는	급사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작년에	비해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27%,	미국은	30%,	초

등학교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스웨덴의	경우	55%에	이

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심폐소생술에	대

한	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	소생술이란,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	심정지를	확인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식을	

확인할	때는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어보고	환자가	움직임이

나	호흡이	있는지	10초	정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구조를	요청한다.	구조	요청을	할	때에도	방법이	있는데,	우선	주

변	사람	한	명을	지목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를	딱딱하고	평

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힌	후	목을	잡고	돌리고	가슴압박을	시작

한다.	가슴가운데를	최소	5cm	깊이로	분당	최소	100회,	1초에	두	

번	정도의	속도로	반복해서	누른다.	이때	압박하는	위치는	가슴	

사이와	양쪽	젖꼭지	사이가	교체되는	지점으로,	팔꿈치는	곧게	

펴고	자기	체중을	실어	고관절을	사용해	상하로	압박한다.	영아

는	4cm,	소아는	5cm	깊이로	눌러야	한다.	본인이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30번	누르고	인공호흡을	2번	하는데	인공호흡

을	잘	못	할	것	같으면	가슴	압박만	계속한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턱

뼈를	들고	이마를	뒤로	밀면	살짝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데	이	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턱을	들었던	손으로	입을	잡

고,	이마를	잡고	있던	손으로	코를	잡아	입을	벌리고	입을	대서	

“후~”	하고	1초에	걸쳐	숨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가슴이	충분히	

올라오는지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세게	불어넣으면	위쪽으

로	공기가	들어가서	배가	부풀어올라	환자가	트림을	하다	토할	

수도	있다.	자동제세동기가	올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

속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시	기계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진행

하면	된다.	

그렇다면	제세동이란	무엇일까?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이	떨리

며	수축하지	못해	피가	나가지	못하는	상태인	심실세동일	때,	자

동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이고	전기충격을	주게	되면	심장이	제세

동	되어	정상적으로	뛰게	된다.	제세동이란	부들부들	떨리는	세

동을	없앤다는	의미다.	이런	심실세동이	있는	사람이	심정지	환

자의	20%에	달한다.	이런	사람들은	제세동만	해주면	생존률이	

높다.	하지만	병원까지	와서	제세동을	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치

게	된다.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가능성이	7-10%씩	감

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심장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행히

도	생존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	개선	등으

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행위,	즉	과음,	흡연,	과로,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위험인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위험질환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병력이	있다면	병

원에서	반드시	사전	검진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가슴이	아

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고	무력감이	생기거나	가슴이	뛰면	무

조건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워	안전한	

직장,	가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하겠다.

* 글 _김유정 사원/ 친환경사업팀

  (kimyj@hmglobal.com)

Until the 1980s, there was no emergency medicine in Korea. As a result, significant numbers of patients went into cardiac 
arrest while on the way to the hospital, but most patients did not get any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other countries was higher because treatment was done on the spot. Sung Oh Hwang, professor of cardiology, heard this 
news and got interested in emergency medicine. He opened the first emergency medicine classes at the Wonju College 
of Medicine in Korea in 1991. Since then he has promoted the fact that patients with acute cardiac death can be revived 
without any after-effects by the initial witness performing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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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그의	대표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건축을 보다 

새로운 도시풍경,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
글_박은숙 기자 / 도서출판 디 / raku1115@gmail.com

자료제공_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 (Zaha Hadid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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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석유	부국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은	인구	950여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원유와	가스	등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

문에	오랜	세월	주변	열강들로부터	침입과	지배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

터	독립을	선언한	아제르바이잔은	정치적	혼돈의	시간을	거쳐,	지금은	오일머니를	이용한	안정

적인	경제	성장일로에	있다.	이러한	국가재건을	기념하고자	2012년	5월,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

(Zaha	Hadid	Architects)가	설계한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Heydar	Aliyev	Center)’가	수도	바쿠

(Baku)에	문을	열었다.

페르시아어	‘아자르(Adhar,	불)’와	아랍어	‘바이잔(Beyqan,	나라)’에서	유래한	국명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은	‘불의	나라’를	뜻한다.	고대부터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아	지표면에서	솟구

치는	불기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內海)

인	카스피	해(Caspian	Sea)가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조지아,	남쪽으로	이란,	서쪽으로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오랜	기간	전쟁과	영토분쟁으로	부침을	거듭

해	왔다.	지금도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	대한	분쟁이	해

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부국이자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로	상당한	경

제적	잠재력을	지닌	아제르바이잔은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

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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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는	아프셰론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페르시아어로	‘산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을	

의미하는	바쿠는	마르코	폴로가	‘이곳에는	먹을	물이	없고	사

람들은	연못에서	불을	긷는다.’고	적었던	곳이며,	석유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	한때	‘검은	도시(Black	City)’로	불린	적도	있

었다.	그러나	정부가	두바이와	같은	카스피	해	최고의	휴양도

시로	변모시키고자	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바쿠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다.	세계적	건축설계	회

사인	미국의	HOK가	설계한	‘불꽃타워(Flame	Tower)’가	2012

년	준공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꿨고,	우리나라	건축설

계	회사인	희림건축이	아제르바이잔	국기의	초승달	모양을	차

용해	디자인한	‘캠핀스키	크레센트	호텔(Kempinski	Crescent	

Hotel)’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CNN	방송은	바쿠에	‘하얀	도시(White	City)’라는	새	별

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며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건축물이	2012년	5월,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수장인	일함	알

리예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헤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을	

기리고자	건립한	문화센터이다.	헤이다르	알리예프는	1993년부

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을	이끌면서	친서방	정

책과	대외	개방	노선으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

시켜	국가재건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권력기구

에	대한	철저한	장악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비판도	받았지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발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부(國父)로	추앙받고	있다고	한다.	

	

2007년	진행된	현상설계를	통해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가	헤이

다르	알리예프	센터의	건축을	맡았는데,	그들은	단순한	건축물

이	아닌	연속적이며	유기적인	곡선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

경관을	제안했다.	건축물과	주변	광장과의	관습적인	구별을	모

호하게	만들고	건축물의	안과	밖,	그리고	바닥과	벽,	천장의	경

계를	지움으로써,	남녀노소는	물론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누

구에게나	열린	건축물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남북방향으로	길

게	형성된	대지는	원래	중간에	단차가	크게	나	있어	두	개로	분

리되어	있는	듯하였다.	이에	건축가는	레벨이	낮은	남쪽에	주

차장을	배치하고	그	상부를	조경으로	디자인하여	넓은	오픈	스

페이스를	확보하는	한편	북측에	위치한	건축물과도	단절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문화센터는	뮤지엄	및	갤러리로	이루어진	전시공간과	1,000석	

규모의	공연장,	회의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과	미팅룸,	그리고	도서관과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조각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부	

공간은	자하	하디드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동시대	가장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으로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

는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독

일	출신의	패트릭	슈마허(Patrik	Shumacher)가	보여주는	환상의	

호흡은	2014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을 보다 

Azerbaijan is an oil-rich country in Central Asia with a population of 9.5 million. It has been invaded and controlled by surrounding 
countries for many years because of its abundant energy resources and its important geopolitical position that connects Europe, the 
Middle East and Asia. Azerbaijan has been independe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since August, 1991. After a time of political 
chaos, Azerbaijan is now on a path to stable economic growth with oil money. To celebrate the nation’s reconstruction, Heydar 
Aliyev Center, designed by Zaha Hadid Architects, was opened in the capital city Baku in may 2012.

2014 New Year14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의 공사 중인 모습(좌)과 완공 후의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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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로비 및 복도. 마치 거대한 조각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❹ 연속적이며 유기적인 곡선들로 이루어진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새로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❺ 1,000석 규모의 공연장 내부. 바닥과 벽, 천장의 관습

적인 경계를 지운 공간으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건축적 

경험을 제공한다.

❶

❷

❹

❺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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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으로 떠나는 겨울 낭만 여행 

글_이종국 자유기고가

사진제공_순천시청

<꿈이	있는	여행>은	여행을	통한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꿈이 있는 여행 



물결처럼 넘실대는 갈대밭과 겨울 철새, 붉은 낙조의 장관이 함께하는 순천만의 겨울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갯벌로는 국내 최초 명승지로 지정된 이곳은 겨울철에 유독 관광객들이 몰리는 겨울 명소다.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과 함께 130여 종의 겨울 철새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데, 우거진 갈대와 갯벌이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잇감과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면서 많은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찾아오고 있다.

추위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 겨울, 겨울 낭만이 가득한 순천만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최대 생태관광지 순천만 

우리나라	갯벌로는	처음으로	습지	보존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

약에	등록된	해양	생태습지와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22㎢의	갈

대밭,	그	갈대밭을	가로지르는	탐방로와	물길에	비친	낙조는	순

천만의	자랑이다.	지난해	10월,	막을	내린	‘순천만	국제	정원	박

람회’는	전국에서	440만	명	이상이	찾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으며	

겨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방문객들이	순천만을	찾고	있다.	

순천시	해안	하구의	순천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한가운데	위치한	

항아리	모양의	작은	만(灣)이다.	육지에	깊숙이	인접해	있는	이

곳은	갈대밭과	갯벌,	섬에	바닷물이	수시로	드나들고	여러	종의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일컬어진다.	

국내	최대	생태관광지	순천만의	3대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는	

희귀	철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겨울	철새가	몰려오

는데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등의	희귀	조류는	물론	국

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말에서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가량	순

천만에	머물고	있으며,	해마다	그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	흑

두루미들은	넓은	갈대밭	위로	낮게	비행을	하다가	점점	더	높

이	하늘로	비상을	하는데,	하늘거리는	갈대밭	위를	날갯짓	하

며	비상하는	흑두루미	떼의	군무는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장

관이다.	이처럼	순천만에	희귀	철새들이	모여드는	것은	우거진	

갈대와	갯벌이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잇감과	안락한	서식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은	갯벌과	갈대	군락을	돌아보며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선과	생태탐조투어버스를	통

해	보다	가까이서	편리하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순천만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순천시와	전남	화순군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돼	순천만까지	이르는	갈대밭이다.	갈대	군락지

는	국내	최대	규모로,	겨울이면	갈대가	하늘을	향해	하얗게	꽃

을	피우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용산전망대를	

오를	것을	추천한다.	용이	승천하다	순천만이	너무나	아름다워

서	내려와	머문	곳이라	전해지는	용산은	용이	누워	있는	모습

을	하고	있다.	대대포구에서	무진교를	건너	갈대숲	탐방로를	따

라	길게	이어진	2.6㎞의	용산	산책로는	걷기에도	좋은	길이다.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순천만을	상징하는	‘S자’	수로가	눈길을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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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우리나라	10대	낙조	

중	하나로	알려진	S자	수로는	그야말로	절경을	이룬다.	해질	

무렵,	굽이도는	물줄기와	갈대	군락,	빨간색의	칠면초	군락,	

그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철새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근심이	일순간	사라지고	만다.	

순천만의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자연생태관도	둘러보자.	갯

벌의	생성과	진화과정,	순천만	갯벌의	특징을	알아보고,	농

게와	짱뚱어,	철새	등	순천만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순천만에서	700m정도의	방죽길

을	따라가다	보면	순천	문학관을	만날	수	있다.	순천	문학관

은	「무진기행」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김승옥과	동화작가	故	

정채봉의	생애와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흙벽

돌로	담벼락을	두르고	볏짚으로	지붕을	얹은	문학관은	작고	

소박하다.	정원형	초가	9동으로	구성된	이곳에는	작가들의	

각종	육필원고와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그들의	문학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순천	문학관은	도보	이

외에도	갈대열차를	이용하여	다녀올	수	있으니,	열차	시간

을	확인하여	이용하면	편리하다.	

남도 여행의 중심, 순천

순천은	남도	여행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천

만을	비롯해	낙안읍성	민속마을,	순천	드라마	세트장,	선암

사	등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여행	명소들이	많이	있다.	

순천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모든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으로,	순천만을	비롯해	국보	보문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

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먼저,	순천의	대표	명소	중	하나는	낙안읍성이다.	사적	제

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은	1.4㎞에	달하는	석성	안에	280

여	동의	초가집과	동헌,	객사,	내아	등	옛	관청이	원형	그대

로	보존돼	있다.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초가집	마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이곳은	골목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담장	너머	실제로	살아

꿈이 있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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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서	한가로이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	 갯벌에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순천만의	낙조	

낙안읍성의	수문장	교대의식 1970년대	서울	달동네의	모습이	200여	채로	꾸며져	있는	달동네	세트장의	모습



가는	주민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대장간이나	목공예	체

험장에서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또한	성곽	위를	한	바퀴	돌면

서	낙안읍성의	전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조선시대를	살

아가는	선조들의	멋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순천역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수십	

년	전	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세트장은	크게	순천	세트

장과	서울	달동네	세트장으로	나뉘는데,	드라마	제빵왕	김탁

구,	에덴의	동쪽,	빛과	그림자	등을	촬영한	곳으로도	유명하

다.	순천	세트장은	1960년대	순천	시내	뒷골목의	모습을	재

현해놓았으며,	언덕	위의	세트장은	1970년대	서울	달동네의	

모습을	200여	채의	건물로	꾸몄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벽에	걸린	현수막과	방앗간,	전파상과	같은	상점들을	통해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아련하게	떠올릴	수	있다.	

조계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선암사는	우리나라	천태종	중

심	사찰로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송광사와	함께	순천

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현재	수많은	승려들이	이곳에서	수도

하고	있으며,	유홍준	교수(전	문화재청장)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선암사를	꼽을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다.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승선교,	우리나라에

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해우소,	원통전의	모란꽃살문	

등이	선암사를	대표한다.	

사시사철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힐링을	선사하는	선암사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쉼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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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초가집과	옛	관청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낙안읍성의	전경 눈이	내린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겨울	풍경

무지개	모양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승선교의	겨울	풍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선암사의	해우소	

Suncheon Bay, is one of the world’s top five coastal wetlands and has the best scenery in the nation. Many tourists visit 
during the winter season because of the vast field of reeds and 130 species of winter migratory birds. The lush reeds 
provide the migratory birds abundant prey and comfortable habitats. For these reasons, they come every winter. It is 
recommended to make a special trip to Suncheon Bay this cold and sluggish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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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느끼다>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화제의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문화를 느끼다

자료제공_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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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마미아’오리지널로 즐기는 뮤지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맘마미아>가	한국	공연	최초로	

오리지널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2004년	1월	한국	초연	이후	

10여	년간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공연	역사상	최단기간	1200회	

공연,	15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기록을	세운	뮤지컬	<맘마미

아>가	한국	공연	10주년을	기념하여	런던	오리지널팀	내한	공

연을	갖게	된	것이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

곡	22곡을	엮은	쥬크박스	뮤지컬로,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

에서	탄생했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뮤지컬<맘마미아

>는	2001년	브로드웨이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46개	나

라	400개	주요	도시로	퍼져나가	54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

원했고,	지금도	평균	1700명	이상의	관객이	매일	밤	<맘마미아

>를	관람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품이다.	이번	공연의	주요	배역

은	도나	역할의	사라	포이저,	타나	역의	제럴딘	피츠제럴드	등	

오랫동안	<맘마미아>와	함께	한	웨스트엔드	배우들이	맡았다.	

수많은	공연으로	다져진	이들의	앙상블은	콘서트	공연을	방불

케	하며,	<Danging	Queen>	<I	have	a	dream>	<Thank	you	for	

the	music>	등	아바의	노래들을	원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즐

거움을	선사한다.	엄마와	딸의	가족애와	우정,	그리고	로맨틱

한	사랑을	그린	<맘마미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에너지	넘치

는	웨스트엔드의	배우들과	만나	더욱	리얼하게	펼쳐질	것이다.		

공연안내
•기간 : 2014년 3월 23일까지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 1544-1555

•자료제공 : 신시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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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맘마미아>는 어떤 작품? 

뮤지컬	<맘마마아>는	프로듀서	쥬디	크레이머(Judy Craymer)의	참신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팀	라이스(Tim Rice)	프로덕션

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던	쥬디	크레이머는	뮤지컬	<체스	Chess>를	제작하면서	전설적	그룹	ABBA의	멤버	베니	엔더슨(Benny 

Andersson)과	비욘	울바우스(Björn Ulvaeus)와	처음	인연을	맺는다.	1989년,	세계적	히트를	구가하고	있는	그들의	음악성에	

주목한	쥬디는	베니와	
비욘에게	ABBA의	노래

를	엮어	뮤지컬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1994년

	마침내	새로운	뮤지컬
	<맘마미아>의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	영국	극작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캐서린	존슨(Catherine Johnson)과	오페라와	연극에	풍부한	경험

이	있는	필리다	로이드(Phyllida Lloyd)연출,	쥬디	크레이머의	기획으로	각본,	연출,	기획	모두가	동갑내기	여성으로	구성된	독

특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팝	그룹	ABBA의	명성만큼이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21세기	뮤지컬

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뮤지컬	<맘마미아>가	오늘날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롱런	뮤지컬을	기다리고	

있던	때	웨버나	맥킨토시의	주류가	아닌	이른바	비주류에서	빚어낸	롱런	신화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뉴욕과	런던에서	

<캣츠>와	<미스	사이공>등의	작품이	하나	둘씩	막을	내리면서	이	뒤를	이을	신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99년	4월	6일	런

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	(Prince	Edward	Thea
tre)에서	초연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성공을	거두며	

런던	뮤지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오프닝	이후,	박스	오피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며	입석까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데일리메일은	“뮤지컬	<맘마미아>가	<오페라의	유령>과	<레미제라블>의	뒤를	잇는	최고의	히트작”으로	평가했다.	<맘마미아>의	

성공행진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더욱	불이	붙는다.	2001년	10월	<캣츠>가	막을	내린	뉴욕의	윈터가든	(Winter	Garden)극장에

서	공연중인	이	공연은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9.11	테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99%를	올리며	그	저력을	과시하였다.	

Culture

The original west end cast of the internationally-celebrated musical Mamma Mia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Mamma Mia has held over 1,200 shows in the shortest period in the history of musicals in Korea since its 2004 Korean 

premier, with over 1.5 million viewers. Here, the original Mamma Mia team’s performance is introduced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Mamma Mia in Korea. 



<Zooom-In>은	한미글로벌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Zoom In

도심 속 예술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탄생
글_양재건 전무 / 잠실 제2롯데월드 / jkyang@hmglobal.com

사진제공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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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4년여의 공사를 끝내고 지난해 11월 12일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한복판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을 만들자’는 미술인들의 염원을 담아 시작된 이번 사업은 21세기 현대 

미술의 국제교류공간으로서 미술과 사진, 영상, 디자인, 뉴미디어 아트 등의 전시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태어났다. 

한미글로벌은 설계 전 단계부터 CM과 감리, 시공, 유지단계까지 건설사업의 전 단계에 참여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은 양재건 전무를 만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

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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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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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	일상	속의	미

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	

런던의	테이트모던,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처럼	수도의	중심부

에	미술관을	가지게	된	것이죠.	특히	미술관이	들어선	장소가	

일제	강점기	식민시설이자	해방	이후에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등	

군사시설이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대의	흐름이	변화했

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미술관의	뒤편에는	종친부	건물과	유적들이	복원되어	있고,	주변

에	경복궁,	북촌	등	주요	전통	건축물들이	화랑가와	한데	어우러

져	예술적,	관광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

민들은	선진	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와	현

대	미술	수준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서

울관은	대표적	공간인	17m	천정고의	서울	박스를	비롯하여	8개

의	대형	전시실과	교육동,	영화관,	멀티프로젝트	홀,	디지털	북	

카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푸드	코트,	뮤지엄	샵,	사무동	등으

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과	함께	시설을	공유하고,	미술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홍순© 박홍순

© 박홍순
© 박홍순

© 박홍순

© 박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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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설계 컨셉트는 무엇인가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설계의	주요	컨셉트는	크게	세가지

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형의	미술관(Shapelessness)으로,	절제된	형태의	

건축	자체보다는	주변의	역사	도시적	맥락을	강조하여	도시	배

경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지요.	주변의	경복궁,	북촌,	종친부,	

기무사	등의	역사적	흔적과	어우러진	모습을	미술관의	정체성

으로	부각시키고,	근현대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했던	한국사에	또	

다른	역사의	한	층을	형성하며	고요한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했

습니다.	

두	번째는	군도형	미술관(Archipelagos)컨셉트입니다.	서울관은	

전시	단위로	나뉘어,	지상의	건축물을	7개의	육면체로	분할하

고	마당과	함께	군집을	이루는	미술관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건

물과	마당이	다도해의	섬처럼	빈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미술관

은	정면과	후면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정면이며	동시에	

후면이	되는	것이지요.	이로써	동네	주민과	방문자	모두를	위한	

공원이	미술관	깊숙이까지	만들어지며,	전시시설과	부대시설은	

대등하게	존재합니다.	즉,	미술관을	통해	부대시설로	가기도	하

지만	부대시설을	통해	미술관에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열린	미술관(Openness)컨셉트입니다.	미술관의	전면

부인	삼청동	길은	순수미술의	입구이고	북촌길과	율곡로는	일

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로	공연,	도서관	등으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길을	들어서면	미술관의	중심으로	쉽게	찾

아	들어올	수	있는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관람객이	전시	

공간을	선택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린	미술관은	다양한	예술을	포용하고	다양한	크기의	전시공

간과	방법을	가지죠.	전시장은	하나의	연속적	전시공간	또는	개

별적	전시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	최대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	세가지	컨셉트를	실현한	것이	‘마당’으로,	미술관의	

중심에	마당을	두어	누구나	편안히	눈치보지	않고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Q. CM단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2009년	12월	서울관	건립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설계자	선

정	전	단계인	2010년	5월부터	박재열	단장,	임종환	부장,	박영

욱	이사,	조장환	부장,	고동희	부장	등	설계	관리팀이	투입되어	

[미술관 부지의 변천 과정]

숙천제아도(1865년) 인수궁평면도(1908년)

* 출처 : 종친부 정밀실측조사보고서(종로구)  / 구기무사본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연구자료(문화체육관광부)

경성의학전문학교(1932) 착공전(2010년)

1931년 1936년 1976년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특별전 소개]
서울관의	비전과	앞으로의	향방을	예고하는	5개	주제의	특별전이	선보인다.	국내외	70여	명의	작가들이	소개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

울관	개관특별전은	한국미술의	중심이자	세계미술의	허브로	나아가고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마련한	<연결_전개>展,	현대미술

의	다양한	장르	간	소통과	융합의	플랫폼이	될	서울관의	미래를	상징하는	<알레프	프로젝트>,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역사적	맥락

에서	해석하고	제시하는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	展,	서울관	곳곳의	현장	맞춤형	대형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현장제작	설치	프로

젝트>(서도호,	장영혜중공업,	최우람),	서울관의	건립과정을	사진매체를	통해	다채롭게	담아낸	<미술관의	탄생>	展	(노순택,	백승우,	양

아치)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_전개 展

장      소 : 서울관 제 3, 4, 5전시실   

기      간 : 2014년 2월 28일 까지

참여작가 : 키시오 스가, 킴 존스, 마크 리, 타시타 딘, 아마르 칸와르, 

               양민하, 리밍웨이

알레프 프로젝트 展

장      소 : 서울관 제7전시실, 멀티프로젝트홀, 미디어랩, 작업실 1, 

                교육동 라운지, 중층 로비

기      간 : 2014년 3월 16일

참여작가 : 필립 비슬리, 척도 없는 네트워크, 에드윈 판 데르 헤이더 등 

              8팀 총 38명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展

장      소 : 서울관 제 1, 2전시실   

기      간 : 2014년 4월 27일 까지

참여작가 : 서용선, 장화진, 민정기, 김호득, 황인기, 김홍석, 오원배 등 

              50여 명

한진해운 박스프로젝트 : 
서도호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장      소 : 서울관 서울박스 

기      간 : 2014년 5월 11일 까지 

참여작가 : 서도호

현장제작설치 프로젝트 : 최우람 <오페르투스루눌라 움브라>

장소 : 서울관 제 5전시실 앞 

기간 : 2014년 11월 9일 까지

참여작가 : 최우람

미술관의 탄생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기록 展

장      소 : 서울관 제 8전시실 

기      간 : 2014년 7월 27일 까지

참      여작가 : 노순택, 양아치, 백승우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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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검토,	설계자	선정,	설계검토	및	설계	관리	업무를	수

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건축	심의,	문화재	발굴,	기존	건물	철거	

등이	함께	이루어졌지요.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힘든	시간도	겪었는

데,	안타깝게도	특히	많은	애를	쓴	박재열	단장은	건강이	악화

되어,	안재봉	단장이	후속	토목공사와	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시공단계에서	저와	임종환	부장,	김은주	사

원이	컨소시엄사인	삼우와	행림	직원들과	함께	CM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마감단계에서는	미술관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이현균	이사가	긴급히	투입되어	매주	미술관장과	CM

단,	설계자가	참석하는	설계회의를	통해	주요	자재	선정,	디자인	

현안사항	협의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현균	

이사는	미술관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준공	이후에도	개관

일까지	현장에	남아,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에	많은	역할을	담

당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대한민국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

립공사에	우리	회사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CM	및	책임감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하여	큰	자부

심을	느낍니다.	그	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

무를	잘	수행해준	모든	구성원들과	컨소시엄사의	여러분,	그리고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본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보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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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lease expla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projec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aims for an art museum for daily 
life. We now have an art museum in the middle of the capital like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in New York, the Tate Modern 
Museum in London, and the Musée d’Orsay in Paris. Behind the MMCA Seoul, the Jongchinbu remains have been restored. Moreover, 
traditional buildings such as the Gyeongbokgung and the Bukchon are in harmony with the art museum so that it is expected to 
provide both artistic and touristic attractiveness. MMCA Seoul will fulfill citizens’ desires for advanced culture experiences. It will also 

show the advanced culture of Korea and modern art of high standards to tourists.

Q. What is the design concept for MMCA Seoul?
There are three main design concepts for MMCA Seoul. The first concept is shapelessness. MMCA Seoul has an understated shape and 
tries to be a city background by emphasizing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city. The second concept is archipelago. The building and 
courtyard fill the empty spaces like islands in an archipelago. MMCA Seoul does not have a front or back side. Every building boundary 
can be the front and the back at the same time. Therefore, a park for residents and visitors is located deep inside of the museum and 
exhibition facilities, and additional facilities exist equally. The last concept is openness. When people are on the way, they can easily 
find the center of the museum and they can choose the exhibition space they want to go to. Open museums can embrace various arts 
and have various sizes of exhibition spaces and methods of display. These three concepts are realized in the courtyard. By locating the 
courtyard in the middle of the museum complex, patrons can easily enter and exit the museum.

Q. What role does the CM group play in this project?
Since the master plan of MMCA Seoul was announced in December, 2009, a design team including Jai Yeol Park, Jong Hwan Yim, 
Young Wook Park, Jang Hwan Cho, and Dong Hee Go reviewed the business plan, selected designers, reviewed and managed the 
design starting in May, 2010. During this process, we went through difficult times to get designers’ cooperation. When Jai Yeol Park, 
who put a lot of effort into this project, got sick, Jae Bong Ahn carried out the subsequent civil construction and constructor selection.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Jong Hwan Yim, Eun Ju Kim and I carried out CM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with the consortiums 
Samwoo and Haenglim. During the final phase, the importance of the museum interior was on the rise, so Hyeon Kyun Rhee was 
urgently put into this project. He carried out important tasks such as selecting the main construction materials and discussing design 
issues in weekly design conferences with the chief of the museum, the CM group and designers.

Q. Do you have anything to add? 
I am proud of doing CM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successfully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despite of all the difficulties in the 
world famous MMCA Seoul construction. I want to thank all my colleagues and the consortium people who have performed their 
duties so well without uttering any complaints in such a difficult situation, and the head office staff who have supported the site 
through this company magazine.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Seoul, which is located in the heart of Seoul, opened on November 12th 

last year after a four-year construction effort. With so many artists desiring to create a representative national gallery in the heart of Seoul, 

MMCA Seoul was built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It was also built as a space 

for displaying arts, photos, images, designs, new media arts, etc. HanmiGlobal participated in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CM,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Here, we meet the 

leader of MMCA Seoul project, Jae Kun Yang, and hear more about this project from him.

Urban Arts Spac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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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일찍이	빅데이터	관련분야의	신	산업화	가능성

에	주목하여	2010년	연구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약	2,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미국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국방부,	에너지

부,	지질조사국	등	기관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2

년	미국	전반에	걸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은	31조원	규모로	성장하

였으며,	2013년에는	3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artner	

2013).	빅데이터와	연관된	산업과	다른	산업으로의	영향	및	파장효

과는	앞으로	규모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

며,	건설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선취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업계의 빅데이터

최근	건설산업은	2D도면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기반

으로	한	3D도면,	나아가	4D,	5D	모델들을	생성해	내고	있다.	다양한	종류

의	센서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완공된	시설물들의	운영기간	중	정

기	점검	등의	작업에도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많은	프로세스가	페이퍼리스

(paperless)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건설정보가	디지털상태로	생성

되고,	저장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빅데이터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빅데이터와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가	서서히	

관찰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빅데이터(Big Data) 란?
* 속    도 :	빅데이터는	매우	짧은	시간에	데이터가	빠르게	이동하고	공유된다.

* 다 양 성 :	빅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느슨하게	구조화	되거나	또는	반대로	전혀	구조화	되지	않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

* 데이터 크기	:	빅데이터는	대략	최소한	테라바이트(Terabytes	=	1,000	Gigabytes)	단위의	데이터	량을	가진다.

* 복 잡 성	:	빅데이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리적	장소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활용한	손쉬운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이러한	기본	특성들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보다	향상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미국 건설산업의 
빅 데이터(Big Data) 동향

글_정형석 교수 (Dr. Hyung Seok Jeong)
Iowa State University Civil,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ssociate Professor

미국 건설산업의 
빅 데이터(Big Data) 동향

글_정형석 교수 (Dr. Hyung Seok Jeong)
Iowa State University Civil,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ssociate Professor

<Special Report>는 선진국의 건축설계의 접근과 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는 선진국의 건축설계의 접근과 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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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erest in “Big Data” has risen in many industries. In the US, utilization and potential applications of Big Data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rapidly growing. Here, we look into Big Data which will make significant impacts on whole 
industries, and Big Data trend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US in particular. 

다양해지는 건설산업의 빅테이터 프로그램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정보	제공	업체인	Reed	Construction	Data는	

빅데이터	분석업체와	손을	잡고,	최근	Cubu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주로	시공사)는	자신의	입찰	시방

서를	경쟁사들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경쟁사의	전략을	예측하고	

장단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	및	경쟁사들의	실

적을	기간별로	분석하여	고성장	또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

측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시공사들의	단기	혹은	장기	전

략	계획의	수립과	자원배분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Sage100	Contractor	and	Sage	200	Trade	Specialty	Software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시

공사의	실적	평가를	지원하고	목표	입찰가격,	수익성	예측,	악성	프

로젝트	유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Acumen	Cloud라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스케줄과	산업계에서	

얻어진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과	그	개선방향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점이

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의	

최신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향상된	분

석능력과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BIM이	주도하는	건설산업의	발전	경향에	따라	빅데이터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미국빌딩스마트협회(Building	Smart	Alliance)는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공개	표준(Open	

Standards)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BIM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인	

Autodesk,	Graphisoft,	Bentley	systems,	Trimble	등의	메이저	회사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들(Assetworks,	IBM,	TMA	등)은	매년	빌딩스마트협회가	주최

하는	공개	표준	호환성	테스트에	기꺼이	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들	공개	표준이	산업계에	정착되면	발주자,	설계자,	시

공자,	시설물	운영자	모두	자신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

기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빅데

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힘’이라고	여겨지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데이터는	5년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

으며,	그	결과	많은	산업에서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략적으

로	활용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빅데이

터는	바로	그	핵심에	놓여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만

간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크

게	각광받을	날도	머지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신규	성장산업이고	건설산업	적용을	위한	주

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준 안식휴가	

사회인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여	건설회사	회사원으로,	건설기술자로	

앞만	보고	달려	왔다.	그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먼저,	사보를	통

해	현재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	한미글로벌에	입사한지도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안식휴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본다.	안식휴가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비로소	내	인생을	뒤돌아	보게	되었다.	그	동안의	모든	과오를	

내려놓고,	모든	상념과	마음을	비우고	이제부터	길고	크게	그리고	멀

리	내다보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	마음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다.	

이제까지	주변의	모든	분들의	도움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

고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	동안	나는	감사와	배려보

다는	이기적인	경쟁의식이	강했다.	좀더	베풀어가며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항상	목말라	하고,	아쉬워하면서	살았다.	노력보다

는	항상	불안과	걱정으로	생활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순

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더욱	아쉽고	크게	반성이	된

다.	앞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	행복한	회사생활을	위하

여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로	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안식휴가	제도를	처음	맞이하면서	솔

직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52일간의	휴가계획은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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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임원은	5년,	직원은	10년	근속한	경우	2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혼자만의	걷기여행으로	특별한	안식휴가를	보낸	이동열	상무의	

안식휴가기를	소개합니다.	

안식휴가체험기 

느림, 비움, 침묵 
그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한 여행
글_이동열 상무 / CMD / leedr@hmglobal.com



여행과	책	읽기	그리고	진공관	앰프와	엘피판(LP)	음악	듣기로	욕

심을	부려	보았다.	걷기	여행은	국내	약	3주간,	해외는	집사람과	약	

1주간	일정으로	구상했다.	혼자만의	사색을	위하여	지리산과	북한

산	둘레길	그리고	산행을	포함하여	약	26일,	총	365㎞	걷기를	목표

로	세웠다.	

둘레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프랑스	저자	‘베르나르	올리

비에’가	쓴	3권의	책	「나는	걷는다」를	읽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

다.	독서광인	베르나르는	역사분야	탐독자로,	30년간의	기자생활을	

은퇴하고	60세에	4년간의	실크로드	여행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법

과	사회적	소수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재활하였다.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실크로드를	단	1km

도	빼먹지	않고	걸으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에	계획한	혼자	떠나는	도보	여행은	‘올리비에’의	실크로드	

1200㎞	거리와	걷기	1999일	일정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느림,	비움,	

침묵으로	혼자	걷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사보를	통해	소개하는	‘지리산	둘레길’은	총	거리	274㎞	전	코

스(제20구간)로,	완주하려면	16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지리산	권

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역사적	의미와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있

어	걷기여행을	통해	각	마을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

는	장거리	트레킹의	최적지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번	여행에

서	발가락과	무릎부상	그리고	태풍	등으로	인해	3번의	재시도가	있

은	후에야	13일	동안	전구간을	무사히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

리산	둘레길에	이은	북한산	둘레길은	총	거리	약	72㎞,	제21구간을	

6개	코스	6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난 도보 여행, 지리산 둘레길 
처음	시작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천/운봉	제1구간을	걸었다.	신형배

낭,	경등산화,	스틱	등	장비와	내용물의	무게가	약	15㎏정도로	장거

리를	걷는	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듯	했다.	KTX를	타고	오전	10시	

35분	남원역에	도착.	먼저,	칡냉면으로	배를	채우고	정오가	돼서야	

둘레길	시작점에서	걷기	여행을	시작했다.	콘크리트	포장	마을길을	

접어들어	경사지를	오르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시작이구나,	소

나무	숲길	한적한	길을	혼자	가려니	왠지	두려움이	생긴다.	

해발	약	600m	높이	정상에	올라서야	첫	여행자들을	만났다.	9월초,	

평일에	산행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특별한	사연	외에는	없겠

지?	혼자	조용히	걷기에는	최적의	일정이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길

과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탑,	내송마을,	덕산저수지	등의	풍경을	마

음에	담고	운봉읍	읍내	민박으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운봉/인월/장황마을	제2구간	코스를	선택한	둘째	날은	전날	무리를	

한	탓인지	배낭이	더욱	무겁고	발걸음이	느려졌다.	개천의	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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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용유담

중근마을 벽화 평화를 위한 기도문과 성심원 원내 전경



안식휴가체험기

와	초가을	들녘,	잡풀을	보며	힘을	내	약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니	비

가	내렸다.	황산대첩비	앞	비전마을	정자에서	비를	피하면서	듣던	

판소리	가락이	잠깐의	휴식을	더	없이	기분	좋게	만들었다.	황매암,	

삼신암	갈림길에서	내리막	삼신암을	향해	걸었다.	개천의	물내리는	

소리,	전경을	보며	혼자	한적한	걷기를	즐긴다.	장항마을에서	민박

한	집은	전형적인	시골주택으로,	할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신	저녁식

사는	푸짐한	시골	인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비가	지속되어	셋째	날은	서울에서,	넷째	날	다시	지리산으로	가고	

싶어	남원으로	떠났다.	남원역에서	버스로	약	1시간	달려	장항마을

에서	하차했다.	오후	3시에	출발하여	3구간	금계까지	가기에는	바

쁜	일정으로	서둘러	언덕을	올랐다.	20분	정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를	힘겹게	올라선	이후에	오르막	내리막을	번갈아	숲길이	이어진

다.	숲길을	지나	상황,	중황,	하황을	아우르는	중황리	마을	들길을	

걷는다.	흐린	날씨에	멀리	보이는	분지의	마을과	산	위에	걸친	구름

의	모습이	아름답다.	

비 마저도 행복한 걷기 여행

비	오는	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걷기	여행의	5일째	되는	날,	민

박으로	묵었던	창원마을을	산책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몇	백	

년	된	소나무군락	야산에	소나무의	뿌리를	자르고	오르막	방부목	

계단시설을	만든	관할관청의	후진정책이	자연유산을	해치는	졸작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혼자	걷기	여행은	계속

되었다.	의탄교를	건너면서	둘레길	이정표를	놓쳐도	꿋꿋하게	길을	

찾아가고,	무수히	떨어진	길가의	밤송이를	비상	간식으로	비축하기

도	하면서	비가	촉촉히	내리는	둘레길의	경치를	하나씩	마음에	담

았다.	투명하고	맑은	엄천	강물이	흐르는	물소리,	계곡을	끼고	바람

에	수시로	형태를	바꾸는	비구름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걸었다.	그

러는	동안	좌측	새끼	발가락	발톱에	이상이	생기면서	걷기	여행에	

무리가	왔지만	이	또한	경험이	아닌가?	비상용	신발로	갈아	신고	

서울로	철수!	비를	맞으며	젖은	신발로	하루	일정을	소화	하느라	좌

측	새끼발가락이	새까맣게	죽었지만	일주일	만에	걷는데	지장이	없

을	정도로	치료가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지리산으로	출발했다.	

다시	시작된	지리산	걷기	여행.	동강리에는	고개	숙인	벼이삭이	노

랗게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포장도로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	

방곡마을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보며	물에	젖은	낙엽냄새,	

가을벌레	소리를	들으며	오르막	숲길을	힘차게	걷는다.	인기척도	

없는	한적한	숲길을	걷는	묘미가	이런	것이구나!	신선한	공기,	약간

의	시원한	바람,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간간이	높은	구름이	떠돌며	나

를	흥분시킨다.	오르막의	산길이	계속되자	숨이	헉헉	턱에	닿는다.	

지리산	둘레길은	이처럼	능선과	재를	넘으면서	산을	올라야	한다.	

계곡을	따라	오르면서	만나는	시원한	물소리가	땀을	식혀주었다.		

안식휴가로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을	선택했지만	고비도	많았다.	

버디재,	신촌재,	먹점재와	해발	700m	정도의	형제봉	능선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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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마을 민박집의 정성스러운 밥상

등구재 넘어 무인판매대 ‘전통식혜 한잔 천원’



It has been 8 years since I started to work at HanmiGlobal. While I was on a sabbatical leave, I sat around thinking, looking back on 
my life during this precious opportunity. Emptying my mind and heart and looking further into the future, I sorted out my thoughts.  

하는	험한	산행	길에서는	탈진이	되어	한	발짝도	걷기	힘든	상태가	되기도	했다.	급

경사와	오르막	산길,	숨이	차고	힘들어	몇	번이고	서서	오른	길을	쳐다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여행을	시작한	지	열	하루째	되는	날은	‘참	좋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섬

진강	위로	피어	오르는	안개	사이로	백운산의	능선을	감상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며	느낀	생각이다.	둘레길	산행에서	잠시	벗어나	섬진강변길을	선택,	

화개장터를	거쳐	화엄사	부근까지	약	30㎞를	걷는	특별한	일정도	진행했다.	약	100

년을	전후하여	상투와	짚신을	신고	다니던	시절의	화개장터를	상상하며	장터를	둘러

보기도	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섬진강의	모습을	보며	걷는	동안	남쪽지방의	더위

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된 걷기 여행

무릎에	난	상처가	깊어지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	재도전한	열두	번째	날,	또	하

루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회사와	가족

들의	이해와	배려에	고마움을	느낀다.	여행	길에	만난	것은	아무리	작고	소홀해도	그

냥	지나칠	수	없다.	아침	이슬이	꽃잎에	살짝	내려	앉은	국화꽃과	구절초가	지친	발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반갑다며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와도	눈인사를	하며,	도로에	

떨어진	홍시의	꿀맛	같았던	달콤함도	소중하게	다가온다.	숨이	차서	‘어이쿠’소리가	

절로	나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인	것	같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소리,	새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계곡의	물소리가	혼자만의	여행을	더욱	풍요롭

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백운계곡에서	만난	멧돼지	한	마리에	일순간	뒷골이	싸늘

해졌던	순간까지도.	

혼자만의	여행이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그저	반갑기만	하다.	감나무가	지천인	

중태마을에서	만난	10여명의	둘레꾼들과	나누던	반가운	인사,	제주에서	온	중년	사

나이로부터	건네	받은	연고와	밴드로	무릎의	상처를	치료했던	일	그리고	여행	중	한	

아주머니가	건네준	배	한	조각의	시원함도	그저	반갑고	고마웠다.	여행을	통해	먼저	

베풀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장마다	들렸던	민박집의	후한	인심은	지리산	둘

레길	여행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게다가	각	민박집마다	음

식문화가	다양해	이번	여행을	통해	정겨운	시골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추

억이	되었다.	

마지막	날,	지리산	둘레길	출발점	이었던	주천면까지	4km를	남기고	호젓한	산길을	

오르면서	여행을	정리해보았다.	지리산	둘레길의	전구간을	걸었다는	기쁜	마음이	앞

서는	순간,	발가락은	저리고	몸은	여기저기	힘들었지만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이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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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지리산 전경

둘레길 백미 참나무 숲길,

동강마을 엄천강



<행복경영>에서는	‘감나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5감사	생활화	운동’에서	

구성원	투표로	선정된	11월	감사	공감	글을	소개합니다.	

행복경영

한미글로벌은	‘감사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	노트를	배부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사한	점	5가지를	쓰는

‘5감사	생활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	인트라넷인	HITs에는	5감사	내용을	공유하는	공간이	생겨	구성원들이	감사	내용을	공유하며	

감사를	생활화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매월	본사와	현장의	감사	공감	글을	

구성원의	투표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감사	공감	글을	소개한다.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한 한미인들의 

‘Thank you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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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지 대리 / 기획인사팀

어제	저녁	남편과	‘완전	소중한	사랑’	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화려한	캐스팅이나	스토리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소아암을	

이겨낸	주인공과	주변인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가슴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느낀	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1. 조미료	맛이	나지	않는,	잔잔하니	미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담백한	영화였습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2. 뜻하지	않게	배우들	무대	인사를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3. 상투적이긴	하나,	진심으로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 소아암	완치율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아암을	앓았던	친구들은 

   병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준	영화임에	감사합니다.

5.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제작비	10억	전액을	‘다음’에서	기부하여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출연진들과	스텝들도	대부분	재능	기부를	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보수만을	받고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착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눔의	또	다른	방식으로	영화도	보고,	기부도	하고	일거양득입니다.	

* 문민지 대리(우측) 부부의 행복한 모습 

HanmiGlobal distributed gratitude notes to all employees as a “Sharing Gratitude Movement” being conducted by 
HanmiGlobal, asking that all employees write five things they feel grateful for each day. On the HITs intranet site, a place for 
sharing the five things to be grateful for has been created. Encouraging employees to share, express, and be familiar with 
their own gratitude paves the way for strengthening community spirit. Moreover, there is a campaign that employees vote 
for head office and sites’ best gratitude writing, with the winner receiving an award. In this issue we introduce gratitude 
writings which were selected in November of last year.



권혁찬 대리 / SK커뮤니케이션즈 판교사옥 현장 

최인호 사원 / 중국서안 삼성반도체 공장 현장

1. 119	구급차를	불러야	했을	정도로	아프셨지만,	해외에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	

   내색하지	않으시고	제	안부를	더	걱정하시는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 ‘잘	자’라는	말로	하루를	정리해주고	‘잘	잤어?’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	여자친구,	감사합니다!

3. 현장까지	무사히	안전운전으로	데려다	준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4. 사무실	들어올	때	문	잡아준	관계사	직원분	감사합니다!

5. 감사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준	HITs	감사나눔	페이지에	감사합니다!

한미글로벌에	입사해	COP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많은	기쁨과	감사를	얻습니다.	

1. 제게	캠핑을	권해	주시고	캠핑의	장점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신	유동훈	차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장님	덕분에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운	

모닥불	타는	소리와	밤하늘	쏟아질	듯한	별들에게	위로	받으며	가족들과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추운	날씨,	침낭	속

에서	가족들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는	행복을	알게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방과	베란다에	쌓여	가는	캠핑장비와	영

수증을	보며	와이프가	한숨을	쉬곤	합니다.

2. Datascpae	COP에	초대해	주신	박상진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COP	리더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며	늘	죄송하고	경탄하며	

감격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열정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늘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	Datascape	COP도	지금처럼	

훌륭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어	더욱더	감사합니다.	

3. 사진동호회	리더를	맡고	계신	고지훈	과장님,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모임	공지	올리실	때마다	참석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4. 판교/성남	지역	COP에	함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신공법,	현장	특성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던	것도	

좋았고	한	달에	한번이나마	비슷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얼굴	뵐	수	있어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판교지역	Project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부분	새	일터로	떠나셨는데,	늘	건강하시고	밝고	좋은	기운만	주변에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선후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5. 풋살	동호회	신규	창설하고	1년간	열심히	이끌어	주신	조휘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로	하는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땀	흘리며	함께	운동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과장님께서	매월	적극적으로	동호회	

모임	공지하시고	준비하셨기에	1년간	활동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cEllENT People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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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찬 대리(우측에서 두번째)와 사진동호회 
회원들과의 즐거운 캠핑회식 

* 부모님과 함께 한 최인호 사원(맨 왼쪽)의 대학 졸업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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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3년 사계절 따뜻한동행의 특별한 이야기!

4월 5월 6월 7월

서울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협약식

도서산간 장애아동 초청 
서울문화체험

하나대투증권 
기부금협약식

글로벌지원사업 필리핀지원 
국제친선협회업무협약

2013년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한	해였다.	새로운	협력기관들과	함께	사계절	각기	다른	색과	이슈들로	활동했으며,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	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14년	따뜻한	동행이	나아갈	길을	살펴보도록	한다.	

2014년 따뜻한동행과 
‘함께 가기’를 꿈꾸며
글_김진희 팀장 / 따뜻한 동행 / jinhee@hmglobal.com

<따뜻한 동행>은 한미글로벌 구성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따뜻한 동행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100호 달성

2015년	100호	달성을	목표로	시작했던	‘소규모	사회복지지설	개

보수	지원사업’이	시작한지	3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3년간	서울·경기·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한	이번	사업은	많은	협력기관과	따뜻한	동행이	함께	했기	때

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소규모의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중에서	의미	있는	

시설이	많았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퇴소해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가정과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센터	사무실환경

개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모든	것은	함께한	협력기업들과	한미

글로벌	건설	전문	엔지니어들의	기술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사회적 협동조합 날개를 달다!

‘따뜻한동행’은	그	동안	장애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

한	사업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2012년	본격적인	준비기간

을	거쳐	드디어	2013년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사

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예술인단체로는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기도	했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	이상재	음악감독이	중심이	되

어	음악을	전공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	관현악

단이다.	단원	전원이	시각장애인인	만큼	100곡에	달하는	작품을	암

기하여	연주하며,	2011년에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카네기홀	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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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동행 찾아가는 음악회
(노원구민회관)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주)설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00호 기념식

산타클로스자선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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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개선을 주도하는 최고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설립	때부터	시설	개·보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해왔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사

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미자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환

경개선’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시니어	건축사사

무소	‘따뜻한동행’과	함께	진행되며,	앞으로	‘따뜻한동행’만의	특화모

델사업으로	직접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미약하나마	장애시설	개·보

수를	통해	따뜻한	동행이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	‘장애인	시설	개선

을	주도하는	최고의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니어	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설립된	시니어	건축사사

무소	‘따뜻한동행(주)’는	60세	이상의	시니어기술자들로	구성된	전

문가	집단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개선	CM	수행업무	및	장애인시

설에	대한	매뉴얼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십	년	간의	다

양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상급의	특화된	기술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시니어뿐만	아니라	장애인	리더	양성과	함께	특별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중심의	사회적	기업(협동조

합)설립을	2014년	새롭게	계획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컨텐츠	개발,	

노동시장	분석	등이	선행될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	한미글로벌	구

성원들은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대한다.	

	

장애 대학생 봉사단,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사람을	반하게	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	구체

적인	요소로는	첫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기술!	둘째,	겸손!	셋째,	

긍정의	힘!	넷째,	굴하지	않는	초심!	마지막으로	나눔과	베풂을	실

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뜻한동행은	새해에는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대상자를	중심으로	장애	대학생	봉사단을	구축하고자	한

다.	도움을	받기보다	감사의	마음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풂으

로써	진정한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도약하기	위함

이다.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1년,	3년,	10년	후의	미래는	

더욱	창대하리라	기대해본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라는	광고	멘트가	생각난다.	이	사회는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같

이	살아가는	사회’이다.	따뜻한동행은	이렇듯	2014년에도	많은	단

체,	기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고자	

한다.	잘하면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부족하면	힘내라고	응원해

주며,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동행이	함께,	그리고	같이	가고	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2014년, 장애인 리더양성과 장애인시설 개선을 주도하는 

최고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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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으로 가는 길

이번 호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우문규 책임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2013년 한미글로벌의 서비스 수준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미글로벌	111

개	프로젝트에	관계된	199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미글로벌이	제

공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모델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대표모델인	KS-SQI(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를	활용했다.	조사방식은	전문	

면접원의	일대일	개별면접	설문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

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이메일,	우편	및	팩스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2013년	하반기에	조사된	

한미글로벌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87.4점(100점	만점)으로,	2012년

과	2013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국표준협회가	

동일한	모델로	올해	국내	71개	서비스	업종의	품질	수준을	조사하

여	발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점수가	높은	업종은	83.3점의	

호텔이었는데,	한미글로벌은	이보다도	4.1점	높게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호텔서비스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정확한	

비교	대상이	없는	현실에서	한미글로벌의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결

과는	의미가	있는	우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객들의	타인에	대한	추천의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NPS(Net	

Promoter	Score,	순고객추천지수)점수는	56.5점으로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상승하였다.	이렇듯	고객들이	평가한	지난

한미글로벌의 서비스, 

고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글_우문규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경영센터 책임연구원

한미글로벌은	반기에	한	번씩	서비스	품질지수	KS-SQI와	순고객추천지수	NPS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3년	한미글로벌의	서비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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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반기	한미글로벌의	서비스품질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

호하며,	그	결과의	추세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어	매우	긍정

적이다.	이러한	높은	서비스	품질	수준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들도	존재한다.	위에

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객층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일부	고객그룹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그룹사	고객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2.6점,	책임

형CM	고객의	지수는	4.5점	하락하였다.	고객들은	직원들의	친절하

고	예의	바른	응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지만	이러한	

친절성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서,	보다	적극

적이고	자발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이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관

리	기업으로,	분류하자면	B	to	B	컨설팅	업체이다.	동종업계,	크게

는	건설업계에서도	서비스	품질지수	및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고

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의	조사

는	표준협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이고	높은	수준의	결과에	놀라

기도	했다.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절대적인	품질	기준을	가지고	평가

하기보다는	기대했던	서비스와	경험한	서비스와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부는	서비스의	결과보다	서비스	

과정상의	감성적인	부분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Total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는	한미글로벌로서는	고객의	기대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하

여	제공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HanmiGlobal has conducted KS-SQI (Korean Standard – Service Quality Index) and NPS (Net Promoter Score) surveys every 
half year. Here, you can see evaluation results for HanmiGlobal service in 2013 and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us to learn.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란?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대표모델(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한국서비스품질지수)로, SERVQUAL(PZB) 모델을 기반으로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

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및 기업의 서비스품질 수준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해왔으며2013년 기준 7개 공공행정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총 71개 업종, 294개 기업(관)의 고객 84,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표준협회(KSA, Korean Standard Association)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2012 2013	상반기

프로젝트 평균 

응답자 기준

(%)

72.7

전체 호텔

83.3

한미글로벌 

87.2

52.5 50.9

55.2

54.2 55.1
56.5

2013 하반기

NPS 추이 분석분야별 KS-SQI 지수 



2 전 구성원 대상 감사체험교육 실시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11월 한 달 총 10회에 걸쳐 전 구성원 대상으로 감사체험교육

을 실시하였다. 감사체험교육은 감사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일

들에 대해 매일 일기처럼 써서 감사를 습관화하고 가족, 회사동료, 고객 등 내 주위

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긍정심리를 형성하고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전사운동이다. 교육은 감사나눔에 대한 이해 교육과 ‘소중

한 사람에게 전하는 100가지 감사 쓰고 나누기 활동’, ‘감사를 습관화 하기 위한 다

짐’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같은 전사적 운동을 통해 구성원들은 감사의 진정한 의

미를 깨달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5 6

<Inside	News>는	한미글로벌의	주요행사	및	수상소식	등의	

뉴스를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INSID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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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Day 사이클 특허 취득  

지난해 10월 25일, 한미글로벌은 2일에 한 개 층씩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방법, 

즉 2Day 사이클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한미글로벌 전략적 지적재산권으로, 수평

적 구간을 분할하여 수직적으로 거푸집과 철근 양중부터 콘크리트 타설 및 강도 측정까지 

2일에 1개 층의 골조를 올리는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로, 한미글로벌이 국내에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공법이다. 이 특허를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골조공사의 공기를 대폭 단축

할 수 있어 공기가 촉박한 도심지공사나 보다 빠른 입주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적합하다. 

‘건설의 길을 묻다’ 도서 발간

김종훈 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지난해 11월 

12일 장기불황에 빠진 건설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35명의 

전문가에게 건설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간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27명의 전문가가 집단지성을 활

용하여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건설업계·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 13인의 토론 내용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한국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전략 수립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대만서 번역 출간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의 경영에세이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가 대만 출판그룹 평

화국제출판사를 통해 대만 및 홍콩 시장에 진출했다. 대만에서는 온라인서점 보커라이

(BO KE LAI)에서 판매 중이며, 중국에서도 타오바오닷컴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10년 11월, 국내에 출간돼 지금까지 4만 5천부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인세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기부되어 

장애인 지원사업에 사용됐으며, 이번 대만과 홍콩 판권 수출에서 생기는 인세 수익금 전

액도 ‘따뜻한동행’에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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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글로벌, 경남 건축대상제 <금상> 수상 

한미글로벌이 건축한 경남 남해군 ‘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하우스’가 

지난해 10월 30일 경남 건축대상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하우스는 건축가 조민석 씨가 설계했으며 한미글로벌이 책

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으로 건축했다. 이 클럽하우스는 연면적 1만 

4437㎡, 지하 1~지상 2층으로 건축됐다. ‘열 십(十)’자 모양 노출 콘크리

트 방식의 클럽하우스는 옥외 로비를 중심으로 사우나동과 식당동이 분

리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하나의 지붕 밑으로 이어져 있어 외관

상 한 건축물로 보여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경남 건축대

상제에는 총 28개 건축물이 출품됐으며, 2011년 이후 도내 준공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도지사 상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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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회장, ‘2013 대한민국 세종 나눔봉사대상’ 수상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3 대한민

국 세종 나눔봉사대상’에서 <대상>과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국제연합

봉사단이 주관하고 국회상임위원회, KBS 등이 후원하는 ‘세종 나눔봉사대상’은 나

눔봉사 분야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해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면

서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종훈 회장은 1996년 한미글로벌 설립 이후 17년간 임직원들과 함께 매월 한차례 

이상 총 200여 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건설사

업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100여 개 이상의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을 설립하고 장애인 및 

사회소외계층 지원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의 저변을 

확대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12기 개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주최하고 건설사업관리(CM) 선도기업 한미글로벌이 

주관하는 ‘제12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교육과정(NCLA)’이 개설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1월 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6주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

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건설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글

로벌 리더를 조기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40여 명의 

건설산업 실무 전문가, 교수, CEO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건설분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

한다. 더불어 최우수/우수 수료생에게는 해외 현장견학의 기회를, 우수 수료

생들에게는 취업 시 추천서 발부 등의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4 하남 유니온스퀘어 수주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11월 1일 하남 유니온스퀘어 프로젝트의 Pre-con CM

용역에 이어 CM형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1조원이 투입되는 하남 유니온스

퀘어는 연면적 436,297㎡ (131,980평)에 이르는 대형 복합판매시설로, 7,000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 직·간접으로 2조 6천억 원의 경제유

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

도권 관광사업을 선도할 랜드마크적인 복합쇼핑몰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관

광객이 연간 1,000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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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미	구성원들에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	포부를	현실화하기	위한	CEO의	당부	글을	게재합니다.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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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김		종		훈	

2014, Change and Action!
친애하는	한미글로벌과	관계회사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성원	여러분과	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3년을	휩쓸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시장에도	많은	수의	건설	기업들이	도산했거나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해외에서의	무리한	수주로	인해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는	

기업들도	속출했습니다.	2014년	국내·외	경제	전망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흥국들의	

금융불안,	EU	경제의	회복	지연,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공공분야의	건설	발주	물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

올해	우리	회사의	경영	슬로건	‘Change	and	Action!’은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강한	실행력을	갖춤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과	실행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경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개입니다.

우선,	국내	시장의	경우	CM과	감리의	통합을	포함하여,	건설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큰	폭의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의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인프라,	발전,	개발,	친환경,	책임형	CM	등	전략사업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동남아	등	기존	거점	시장의	확대	노력과	함께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구현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상의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미션에	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차별화된	역량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기르고,	안정

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인	현장단장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노력들이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경영을	

통하여	고객별	맞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한발	앞서서	고객의	마음을	읽는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	지향	마인드로	무장하여	고객	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경영체질 강화입니다.

새해에는	조직	내에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함양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구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조직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동하는	조직문화’의	창달과	조직	활력	증진을	

위한	‘행복경영의	확산’입니다.	특히,	감사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조직	내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행복경영의	지향점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단위	조직	별로	행복경영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014년	말띠	해를	맞이하여	회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구성원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통하여	말처럼	강인한	체력과	체질을	갖추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우리의	DNA까지도	바꾼다는	각오로,	제	2창업에	버금가는	‘ZERO	BASE’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굴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➎

포토에세이 
이번호에서는	하나된	한미글로벌	구성원체육대회의	모습과

2014년	한미글로벌	시무식을	소개합니다.

❶	최고의	한미글로벌!	하나되는	한미글로벌!

❷	나는	한미글로벌의	우사인	볼트다!

❸	자!	왼발,	오른발!	웃샤!	웃샤!

❹	우리는	하나다!	합심하여	화이팅!

❺	한미글로벌	구성원들의	한마음	한뜻을	기원하며

➊

➓

➒➑

➋ ➍➌

❻	아!	시원하다!	서로를	아껴주는	한미글로벌!

❼	경영진과	임원	승진자	기념촬영

❽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신년사

❾	신임	이상호	사장	취임사

❿	한미글로벌	구성원을	격려하는	김종훈	회장님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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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과	번창이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