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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연이은 대형사고에 

안전 빨간 불

지난	4월,	대한민국이	세월호	침몰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겼다.	올	초,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리조트	붕

괴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뒤따른	참사다.	3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이	대형

참사에	무방비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전에도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1970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등	수많은	참사를	겪었다.	

우리	사회에	이처럼	비극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예방시스템의	부실과	행정기

관의	관리감독	소홀,	관리운영상	안전의식과	안전관리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참사는	결국,	인재

(人災)라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분야는	사고	발생	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건설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산업계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경각심

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목포	아파트	주차장과	강남	한복판의	건

물이	무너진	데	이어	충남	아산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

이	통째로	기우는	등	건축물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

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발하

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

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요구했다.	정부는	안전을	최

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공자,	감리자	중심

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설계자는	물론	발주자까지	적

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건설업은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해	국민의	안녕을	도모함과	동시

에	생산	과정에서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산업	및	현장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비숙련인력	고용,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突貫)시공,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럴	해저드,	인색한	안

전	관련	투자,	부실한	안전대책	등이	사고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공사비	후려치기’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이	필

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주한	공사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무

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임금	근로자	투입,	

저가	자재	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무

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낮으면	사업주는	공사를	위해	

안전	기준을	낮추고	발주자는	이를	감안해	또	공사비를	낮게	책

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전문성과	책

임의식이	결여된	안전	담당자와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사현장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영국의	경우	민간시설은	가능하면	시장원리에	맡기지만	공공시

설은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함으로써	저가덤핑이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를	철저히	막는다.	이와는	달리	실적공사비

와	공사비	후려치기로	공공발주	때	품질보다	예산절감에만	집중

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

른다.	실례로,	지난해	3월	충남	금산군청이	총	112억	원에	발주했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신축	공사를	예산	절감의	이유로	법정경비를	

대폭	삭감했다가	건설업계의	항의로	인해	118억	원으로	해당	공사를	

재발주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소규모	지자체나	공공기

관	발주공사에서는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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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건설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안전관리자

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장비	사용	여부	등	산업재

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도가	일반화된	탓에	공기를	단축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6개월이나	1년	계약직인	경우가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지

연시킬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

까지는	1명,	800억	원	이상은	2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

고,	이후	공사금액이	700억	원	상승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를	추가

로	두어야	한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자격증을	보유한	건

설사	직원을	겸직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겸직	관리자들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게	관계자들

의	설명이다.		

건설업의	경우	순간	방심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1970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와우아파트	붕

괴사고를	비롯해	1994년	32명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사

고,	1995년	5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등	우리는	과

거의	참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꼴로	근로자

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도	우리	건설업의	현실이다.	건설경제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부정부패와	부실공사,	대형사고	

등을	이유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생산한	건축물(구조물)에	대한	품질과	안

전성에	대해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30.3%의	응답자만이	신

뢰한다고	밝혔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부실공사나	현장의	안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M, 통합관리로 품질·원가·안전 ‘일석삼조’	

대형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전	과정을	살피고	관리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품질관리,	

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수지만	발주

자가	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

물다.	설계업체나	시공업체	등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지식을	갖고	공사	전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

서는	발주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의	공사	주체들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공기지연이나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M은	사업주를	대신

해	건설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를	줄이고,	건축비와	일

정,	품질과	안전을	관리해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

록	해주는	선진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이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

리에	대한	일관성과	투명성	제공,	설계검토를	통한	설계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CM

의	적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CM은	우리나라에는	1996년	한미글로벌이	처음	도입하였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겪고	난	뒤	건설산업기

본법,	건설기술법,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그	적

용사례가	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CM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CM이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부

터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

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

의	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안전을	최우

선으로	하는	시스템	재정비와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나

감으로써	안전	순항하기를	기대해본다.	

The main causes for similar incidents such as SeongSu Bridge disaster(1994),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1995), is 
due to the insufficient prevention systems, lack of supervision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gency and absence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More than any other industries, Construction 
Industry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lives which may lead to disaster casualti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ccurring.To 
prevent expected problem and to minimize waste elements, CM is becoming a total solution provider to secure quality of 
building and safety.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93년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 국내 건설사고 사례



100일의 기적, 적기 =>기적 : 

작은 기적은 적기(쓰기)로부터 시작된다

23일 :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문자로 문안인사 보내기 시작

어머님도 문자를 배워 가족들과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됨

32일 : 아픈 조카와 가족 위해 눈물 흘리며 감사기도

염원덕분인지 조카가 의식을 회복했고, 그 날부터 “감사”라는 

두 글자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가 노트에 쓰이기 

시작함

51일 : 아들에게 잠언을 읽어주기 시작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작심삼일을 예상하며 3일만 참기

로 했지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며 아들과의 벽을 허물 수 있

는 계기가 되고 매일 잠언을 읽는 게 가족의 일상생활이 됨

64일 : 평생 금연 선포

감사노트를 쓰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금연을 하게 됨

68일 : 감사나눔신문 창간호 발간

85일 : 아내가 야채샐러드를 만들어 줌

나빠졌던 가족관계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임

98일 : ‘행복해요’라는 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됨

100일 : 아들에게 편지 보냄

변화와 미래

처음	얼마	동안은	5글자도	아닌	“감사”라는	두	글자로	글을	썼고	

시간이	갈수록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로	글을	쓰고	더	나아가	

실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100일을	채워나갔고	그	후	한달	동안	더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까지	꼬박꼬박	쓰고	있고,	습관	

매뉴얼	(좌	감사,	우	운동,	선	독서,	후	선행)을	작성하여	실천하

고	있다.	

감사를	통한	변화의	결과는	현재완료가	아닌	현재진행형이기	때

문에	습관	매뉴얼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거울

이다.	거울은	나를	비춰	주는	것으로	더럽게	보인다면	거울	안의	

있는	것을	닦는	것이	아니라	거울	밖의	나를	닦음으로써	거울	속

을	닦아야	한다.	자신이	변화를	멈춘다면	가족들의	변화도	멈출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감사나눔 동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많다고	한다.	어느	40대의	노총각은	생

신을	맞으신	어머니를	위해	25명의	지인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

내달라고	했고,	생일	아침에	25통이	넘는	축하문자를	선물하였다

고	한다.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하고	싶은	분에게	진심이	

담긴	감사일기나	낙엽과	메모장을	이용한	감사편지,	소복히	내린	

눈	위에	쓴	사랑한다는	표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짧지만	강

한	“아버지와	닮아가고	싶다”는	아들의	편지처럼	주변의	도구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정지환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을	생

각할	수	있었고	내	주변사람의	변화만	기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하며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하루하루	감사일기를	쓰면

서	내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감사나눔연구소의 감사운동, 

감사미소는 행복의 시작이다

•감 :	감사해요
•사 : 사랑해요
•미 : 미안해요
•소 : 소중해요

행복나눔 125 운동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1주	1선	착한	일하기

•1일	2독	좋은	책	읽기

•1일	5감	감사일기쓰기

감사운동을 알기 전의 정지환

정지환	소장(이하,	정	소장)은	386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에	대

학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

들이고,	월간지의	기자활동을	해오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정

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	4년간의	준비	끝에	한국의	입법전문지(선진정

치문화를	가진	미국의	경우	야구선수의	전년도	성적으로	몸값을	

측정하듯이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을	측정하여	유권자들이	선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지가	있다)	‘여의도통

신’	이라는	언론사를	만들었지만	6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문을	닫

게	된다.	그	기간	동안	건강은	악화되었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졌

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밤늦게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곤	했던	아빠는	마치	하숙생	

		같았어요”	[아들	정관호]

“시사지	기자	시절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무심한	남편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아내	이명희]

2년간의	감사나눔	운동	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을	때	참석했던	

가족들이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이야기이다.	이러했던	가족이	지

금은	매일	잠언을	읽고	그	날의	구절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

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하숙생	같다던	아버지에게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감사노트 쓰기

감사운동을	알고	난	후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먼저	자신들부터	실천해

보자는	생각으로	“감사노트”	쓰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감사노트를	쓰는데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

지만	유독,	책을	출판하고	기자생활을	했던	정	소장에게는	글쓰

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20년	가까이를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

고	부정적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긍정의	한	줄을	쓰는	게	오글거

려서	거부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100일을	써보고	만약	안	된다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으로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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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문희정 과장 / 경영지원팀   

  moonhj@hmglobal.com

‘Happiness is a matter of habit not only knowing the theory’
The topic of this speech was ‘Valuable items of men’ (cherish and storytelling item), the speaker shares his experience of 
changes to himself and his family and he insist the needs of activated related to appreciation campaign and spreading the 
appreciation campaign  

감사하는 
남자의 물건

감사운동의	필요성과	전파에	대해	감사나눔	연구소의	정지환	소장의	

‘감사하는	남자의	물건’이라는	강의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名士 특강 I

“행복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습관의	문제이다.”	

이번	강연은	감사하는	남자의	물건(자신의	애장품이자	스토리텔링의	도구)을	주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감사운동의	필요성과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의 _ 정지환 소장 (現 감사나눔 연구소)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저서 :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

           「잠언力 : 달라진 나를 위한 한 줄의 힘」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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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를	위해	우리는	간혹	마음을	리셋하며	초기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여

기	5가지	점검사항이	있다.	

❶	마음을	리셋했는가?	

❷	남의	입장이	되어	보았는가?	[仁],	

❸	양심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義]	

❹	남에게	무례하지	않은가?	[禮]		

❺	나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한가?	[智]

왜	마음을	다스리는	일(중용)이	중요한	것인가?	이는	자연의	이

치상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한	이	길을	떠날	수	있다면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마

음을	다스리며	욕심은	늘	깨어서	알아차리고	양심을	성찰함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양심에 정성을 다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를	횡

단하여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규칙임에	분명하

지만	우리는	차가	오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	무단횡단을	

하곤	한다.	아마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	무단횡단을	하기	전	우리는	조그마한	고민을	하

게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양심과	하게	되어	생기는	이

익(본질)을	비교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위험	부담에	비해	이익

(시간)이	클	경우	본질에	충실하게	된다.	이는	위험	부담이	작은	

2차선으로	구성된	동네	길에서는	무단횡단을	자주하는	반면에	

고속도로나	16차선과	같은	큰	길의	경우	무단횡단에	대해서	생각

조차	안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16차선이나	고속도로	건너편에	금

은보화가	있으며	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건너가지	않

으면	길을	지나가는	다른	누군가가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무단횡단을	하게	될

까?	여기서	누군가는	한다고	할	것이며,	누군가는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대답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도덕적	아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단횡단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율이	

되어버린	것일까?	혹시	집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면	

도덕불감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도덕적으로	가장	작은	행동인	무단횡단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해보았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아닌	금품수수나	분식회계	혹은	살인과	같은	

행동도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한	도덕적	양심에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강한	도덕적	양심은	반복적인	교육과	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CM사인	우리	사

는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금품수수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도덕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회

사라고	생각한다(물론,	CM사로서	정직은	최우선	사항이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구속력보다	우리	모두	각

자	자신의	양심에	정성을	다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

가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	

“내	양심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면	정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치(理)라는	것은	

‘진실한	감정’(情,	양심)을	어기지	않는	것이며	진실한	감정(양심)

을	얻지	못하고서	이치(理)를	얻는	경우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행할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

에게	행하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조용히	생각해보

자.	다른	사람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책망한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조용히	생각해보도록	하자.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헤

아려보면	이치가	밝아질	것이다.	–	대진(맹자자의소증	:	孟子字

義疏證)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구성

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

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행복경영	및	더	나은	사내	분위

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훈	

회장님	이하	많은	구성원	분들

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한미글로벌 화이팅!”

이번	명사특강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욕심과	양심에	대해서	다룬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

지	않는	참된	길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으며	나의	길에	대해

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은	특강이었다고	생각한다.

“양심, 4단을 확충하라 - 맹자” 
양심에는	우리가	팔다리의	사지를	가지고	있듯이	4가지	단서(4단)가	

있다고	한다.	측은지심은	사랑의	단서이며,	수오지심은	정의의	단서

이며	사양지심은	예절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지혜의	단서이다.	우리

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4가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

고	4단	중	어느	하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게	된다고	한다.	또

한	진실로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모님도	모실	수	없다고	하니	이	얼

마나	중요한	덕목이지	아니한가.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젊은	이들을	잃게	되었다.	왜	우리는	남의	

일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를	했는가?	이는	수오지심의	

양심을	욕심으로	채우기	위한	몇	명의	어른들로부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회로부터	당연히	법적인	

규제	이전에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마음을 리셋(reset)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익이	중요시

된다.	간혹	옳지	않은	행동도	이익이	동반된다면	이해	가능하며	이게	

성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문제는	이익을	위해	나의	잘못

된	행동이	당연시되며	도덕불감증이	생기는	것이다.

양심에 정성을 다하며 

인생의 중심을 잡자

윤홍식	홍익학당	대표의	‘양심에	정성을	다하며	인생의	중심을	잡자’는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양심이	살아아있는	인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名士 특강 II

강의 _ 윤홍식 대표 (現 홍익 학당)  

•저서 :  「양심이 답이다」 

            「5분 몰입의 기술」

            「논어 : 양심을 밝히는 길」 外 다수

* 글 차정욱 사원 / 인프라팀   

  jwcha@hmglobal.com

This speech deals with a human natures; greed and conscience.
This valuable speech explains the path that we may have to follow and the meaning of faithful path and allows us to have a 
time to think about my own path. 



<건축	기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그의	대표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건축 기행

항공	및	우주를	테마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체험형	박물관이	지난	4월	제주에	문을	열었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서광다원과	이웃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Jeju	Aerospace	Museum,	JAM)	이다.	

싱그러운	초록의	녹차	밭을	배경으로	들어선	박물관에는	하늘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한미글로벌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를	맡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일괄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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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을	위해	공군본부가	전국	16개	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합동	유치단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계약을	통해	공군은	전투기,	훈련기,	헬기,	수송기	등

의	항공기를	비롯한	항공기	탑재장치,	방공무기,	시뮬레이터	등	공군	

역사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

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며,	JDC는	부지	및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의	약	33만㎡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글_박은숙 기자 / 도서출판 디 / raku1115@gmail.com

건설사업관리_ 한미글로벌 



건축 기행

박물관은	크게	1층의	항공역사관,	2층의	천문/우주전시관	및	테

마관,	그리고	전망대와	야외전시장,	캠핑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1

층의	항공역사관에는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의	‘플

라이어호’가	실물	크기로	복원되어	있고,	6.25	전쟁	당시	투입되

었던	전투기를	포함한	근·현대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30미터	높

이의	에어홀에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JDC는	사업	초기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Smithsonian	

Institutio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설계와	관련하여	다양

한	자문과	협력을	받았는데,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의	전시	

콘텐츠	중	하나인	비행원리체험관(How	Things	Fly)을	도입하여	

40여	가지의	작동모형을	통해	누구나	쉽게	비행의	원리를	체험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에서는	천문학에	대한	동서양의	역사와	우주의	구조	및	생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화성	탐사로봇인	‘큐리어시티’와	우주정

거장	모듈,	나로호	등이	실제	크기로	제작,	전시되어	우주	탐험

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여러	우주기술을	체

험할	수	있다.	테마관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우주여행’을	모티브

로,	5D	써클비전,	돔영상관,	인터랙티브	월,	영상교육관,	3D	시뮬

레이터	등	입체영상과	실감나는	특수효과를	더한	5개의	가상현

실	체험시설로	형성되어	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건축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

로	진행되었다.	2010년	초에	시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	컨소시

엄의	안이	결정되었고,	설계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맡았다.	박물관은	프로그램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주를	탐험

하는	비행선의	역동성과	상징성을	건축	디자인에	담고자	하였으

며,	제주의	오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되고자	하였

다.	그래서	건축	마감재도	우주적	이미지와	제주의	지역성을	반

영하여	메탈	패널과	현무암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박물관은	시공	중이던	2012년에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VE	

경진대회의	공공	발주청	부문	건축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대회는	우수	VE(Value	Engineering)	사례를	공유함으

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되

었으며,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발한다.	박물관은	이	대회에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

라	성능향상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가치향상,	VE	방법론에	대한	개

선,	VE	역량강화	및	활성화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글로벌	컨소시엄은	설계	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그

리고	준공까지	프로젝트	전체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하며,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턴키	입찰안내서	작성,	설계

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토털	솔루션

(Total	Solition)을	제공하였다.	

In April, an aviation and space-themed museum was opened in Jeju, which provides education and entertainment through its 
exhibition and experience programs. This museum is Jeju Aerospace Museum (JAM), neighboring Seogwang-Dawon at Andeok-
myeon, Seogwipo-si. With lush green tea field background, the museum is full of various exhibits and experience programs related 
to the aerospace. A construction management consortium, HanmiGlobal being a main CM company and Daelim Industrials 
consortium carried out design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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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항공역사관	:	항공기에	숨겨진	비밀	

1층	항공역사관	:	공군갤러리	 1층	항공역사관	:	How	Things	Fly

2층	천문우주관	:	미지의	우주세계	 2층	천문우주관	:	우주를	향한	도전,	우주탐험	

2층	천문우주관	:	폴라리스(5D	써클비젼)



잣나무 향기 가득한 힐링의 명소, 

‘아트인아일랜드’ 

강원도	평창	봉평면에	위치한	아트인아일랜드	캠핑장은	붓꽃섬이라	

불리는	약	7천	평	규모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이	섬에	들어서면	

가장자리에	흐르는	계곡수와	잣나무	향의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코끝을	찌른다.	11개동의	펜션과	100여개의	넓은	사이트를	갖춘	이

곳은	독특한	운영	방식과	다양한	체험으로	캠핑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캠핑장	가까이에	위치한	잣나무	숲은	‘아트	인	아일랜드’에서	손꼽

히는	힐링	명소다.	캠핑장을	운영하는	박정희	씨의	증조부	때부터	

조성되었다는	잣나무	숲은	삼림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잣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곳	캠핑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체험거리가	많다.	감자,	옥

수수,	고추,	호박	등을	수확해볼	수	있는	기회와	계절에	따라	다람쥐와	함

께	잣을	줍거나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채취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봄철이면	캠퍼들을	위해	계곡에	1급수에서만	사는	송어를	풀

어	놓아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찌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송어	잡이

는	1인당	1마리만	잡도록	제한이	되며,	이것이	아쉽다면	족대나	어항

을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추

억이	될	것이다.	

캠프의	아침은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산악	ATV	소리로	시끌

시끌하다.	해발	약	700m에	조성된	트레킹	코스는	초등학생이	포함

되어야	할	수	있다.	트레킹을	즐기며	잣나무	밑에서	잣도	줍고	그늘

에	세워둔	종자나무에서	표고버섯을	채취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산

악ATV는	약간의	연습을	거쳐야하는데,	고난도의	구간과	아찔한	절

벽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아이와	산악ATV를	계획한다면	반드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캠핑장을	둘러보다보면	통나무	펜션	앞에	아기자기한	조각들이	눈

에	들어온다.	캠핑장의	이름이	‘아트	인	아일랜드’인	이유다.	더불

어	이곳이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이	기증한		책으로	운영되는	회원	전

용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캠핑장	중간	2층짜리	목조건물은	아

이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공부방이	된다.	아트	인	아일랜드는	독특

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회	이상	방문	시	회원자격이	부여되

며(회원과	일반의	차이는	예약	우선권에	있다)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캠핑장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캠핑장을	돌보는	노동력	제공과	

같은	재능기부를	해야	한다.

캠핑장에는	100여개의	사이트가	있지만	예약은	50개를	넘지	않으

며	성수기에도	70개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다.	번잡스러움을	막고	

공간에	여유를	주기	위한	아트아일랜드의	배려라는	게	관계자의	설

명이다.	캠핑장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캠핑장은	2박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다른	캠핑장과	달리	이곳은	인원수에	따라	요금이	

발생하고	초등학생부터는	요금에	포함된다.	

캠핑의	즐거움에	주변	관광을	더하고	싶다면	이효석의	고장	봉평면

을	둘러보자.	달빛아래	소금을	뿌린	듯한	메밀밭의	풍경은	늦여름부

터	가을에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마을	그리고	

환상적인	동화마을을	연상시키는	허브마을은	아이들과의	여행을	더

욱	즐겁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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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여행>은	여행을	통한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꿈이 있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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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빠르고	편리한	것만	찾던	사람들은	여행	시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

이	대세다.	몸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국내	600곳이	넘는	캠핑장	중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떠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캠핑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캠핑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도	즐

길	수	있는	이색	캠핑장을	소개한다.	

자연의 품속으로 떠난 특별한 여행 
글_이종국 자유기고가

사진제공_아트인아일랜드 /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  / 부천야인시대캠핑장 

글_이종국 자유기고가

사진제공_아트인아일랜드 /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  / 부천야인시대캠핑장 

자연의 품속으로 떠난 특별한 여행 



HanmiGlobal 19

도심 속 작은 자연 ‘부천 야인시대 캠핑장’

과거	인기	TV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에	세워진	야인시대	캠핑장

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위치한	도심	속	캠핑장

이다.	도심	속의	높다란	빌딩들	사이에	낮게	드리워진	이곳	캠핑

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해	많

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캠핑장에는	야외행사장,	체육시설	외에도	이

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텐트와	화덕,	일체형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	캠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문화가	있

는	날을	기념해	5월과	6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야외행사장에서	애

니메이션을	상영하며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작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상단을	꾸려	물건을	팔아보는	장터는	가족이	함께	참여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캠핑장	이용객들은	인근의	김치테마파크와	한국만화박물관의	할인

혜택이	주어져	캠핑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접할	수	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캠핑장을	선택했다면	이번	주말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이든	빠른	디지털	세상	속에서	벗어나	별이	쏟

아지는	밤하늘	아래	사랑하는	가족,	연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

누다보면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삶의	여유를	찾는	동시에	당

신도	캠핑	마니아가	될	것이다.	

그림 같은 정원에서의 휴식,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원한다면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으

로	떠나보자.	서울에서	가까운	이곳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변

에	위치하고	있어	앞에는	북한강이	조용히	흐르며	뒤쪽으로는	산

이	둘러싸여	있어	차분하게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비밀의	정원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은	TV	인기	프로그램	

‘힐링캠프’의	단골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각종	인기	드라

마	촬영이	진행되기도	했다.	

큰새가	서식하는	정원의	뜻을	가진	봉서원은	캠퍼들의	환경을	고

려하는	캠핑장으로	유명하다.	넓은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한	잔디는	제초제	등의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유

기농	잔디이며,	주변	나무들	역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넓은	잔디에	파묻힌	정원과	아름드리	나무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스럽게	잘	가꾸어져	있다.	

그	뒤쪽으로는	캠핑을	할	수	있는	느티나무	마을,	단풍나무	마을,	

잣나무	마을,	두충나무	마을이	있으며,	자연	보호를	위해	30개	동

의	텐트만	예약이	가능하다.

	‘봉서원	더	시크릿	가든’의	또	다른	매력은	글램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캠핑을	계획	중이지만	비싼	장비와	경험이	없

어	캠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

다.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인	신조어,	글

램핑은	캠핑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

기는	캠핑을	의미한다.	고급의	텐트와	장비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이	곳의	장점이다.	

현재	이	곳에는	느티나무	사이트와	단풍나무	사이트,	잣나무	사

이트로	10동의	글램핑	체험상품이	진행되고	있다.	텐트와	시설이	

각기	다른	고급	브랜드로	꾸며져	있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캠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구매할	

장비를	미리	사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캠핑에서의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데,	글램핑에서는	음식의	

준비과정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고	캠핑의	본질을	즐길	수	있는	

반조리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시크릿가든	대표	건물	1층에는	

커피	하우스가	있으며	2층에는	캠핑용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

매하고	있다.	또한	전문	캠퍼가	상주하고	있어	용품과	캠핑에	대

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인	만큼	심신의	치유를	원한다면	이곳

에서의	캠프는	탁월한	선택이다.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	동료들

과	함께한	캠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When people travel, they tend to prefer comfortable and convenient accommodation such as pensions. The current trend 
is Camping - getting out of rut and becoming one with a nature. Camping allows us to heal our mind and body and 
make special memories with special person in nature even though our body may not be comfortable. These days, unique 
camping sites has become very popular as these places allow us to make special memories with family. The unique 
camping sites provides camping and various activities, anyone who tries to seek composure of life through the camping 
he/she will soon become camping mania 

꿈이 있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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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탐방>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화제의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문화탐방

과학에 감성을 입혀 예술로 만나는

트로이카 : 소리, 빛, 시간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展

A genius artist trio, TROIKA (Troika: Persistent Illusions) will be exhibited till 12th of October at Daelim Art Museum. In 
this exhibition, you can enjoy Troika’s masterpiece and new works crossing various areas including sculpture, drawings, 
installation art in one place for the very first time and the audience can appreciate the artificial techniques to awaken 
human emotions to experience the amazing moment.

런던이	주목하는	천재	아티스트	트리오,	트로이카(TROIKA)의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展이	오는	10월	12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드로잉·설치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트로이카의	대표작과	신작을	최초로	한	자리에서	감

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인공적인	기술이	인간의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이카는	코니	프리어,	세바스찬	노엘,	에바	루키	3인으로	구성된	젊은	아

티스트	트리오이다.	이성적	사고에	시각적,	공간적	체험을	더하여	인간의	감성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트로이카는	다양

한	재료를	이용한	자신들만의	실험적인	제작	방식을	발전시켜	과학과	예술을	교차시키고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다.	공간적인	설치	작업이나	입

체,	평면	작품뿐	아니라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고민과	발상을	기록한	스케치	및	모델도	함께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트로이카의	실험적인	창작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장소 : 대림미술관   •기간 : 10월 12일까지  •문의 : 02-720-0667

트로이카 소개
트로이카(TROIKA)는	코니	프리어(Conny	Freyer,	1976년	독일	출생),	세바스찬	노엘(Sebastien	Noel,	1977년	프랑스	출생),	에바	

루키(Eva	Rucki,	1976년	독일	출생)	3인으로	결성된	아티스트	그룹이다.	사진,	엔지니어링,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갖춘	이들은	2003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함께	수학하며	만나	런던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계장치나	

전자기기	등의	인공적인	기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이들의	작업은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미술관,	테이트	브

리튼,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영구	소장되기도	했다.	

The Sum of All Possibilities
Painted wood, nylon, aluminium, motor
230 cm (H) x 150 cm (DIA) / 2014

Falling Light
LEDs, brass and aluminium, motors and controls, 
Swarovski Crystal lenses
205 x 150 x 70㎝ / 2014

The Weather Yesterday
Aluminium, acrylic, LEDs, custom electronics
224 cm (H) x 200 cm (W) x 10 ㎝
83 cm (W) x 30 cm (H) x 10 ㎝
70 cm (W) x 30 cm (H) x 10 ㎝ / 2012

Electroprobe Installation #5
Various electronic objects, speaker, acrylic,aluminium, 
electronic components
410 cm (DIA) x 170 cm (H) / 2014

Calculating the Universe
36,325 black and white dice
268 x 138 ㎝ / 2014

Small Bang, series 2, #16
Black ink on 

chromatography paper
58 cm x 68 cm / 2013

[주요 전시 작품 소개]

Falling Light ©
 Troika, 2014

The Sum
 of All Possibilities ©

 Troika, 2014

The W
eather Yesterday ©

 Troika, 2012
Electroprobe ©

 Troika, 2014

Calculating the Universe ©
 Troika, 2014

Sm
all Bang ©

 Troika, 2013



DMC는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서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서북권의 관문 상암지구에 

569,925㎡(약 17만2천 평)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클러스터(Cluster)사업이다.

상암DMC디지털큐브건물은 DMC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고층으로 계획되었던 서울 라이트타워(랜드마크)부지 

전면에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면의 뉴미디어웨이브(New Media Wave)코너부위에 수직으로 채도를 달리한 

수직 루버를 설치하여 미디어스트림(Media Stream)을 형상화하였다. 보행자 가로와 면한 스튜디오매스는 투명한 저층

부 유리매스와 중첩하여 지상에서 띄워진 매스로 계획하였고, 외부로 열린 오픈 미디어 스퀘어(Open Media Square)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워놓음으로써 사용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휴게, 문화행사, 집회가 가능하도록 디자

인되었다.  

한미글로벌은 CM과 감리분야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참여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호에서는 상암DMC디지털큐브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은 박경백 이사를 만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상암DMC디지털큐브현장은	6개사(한국경제,	조선일보,	한

국경제TV,	TV조선,	메가스터디,	미래에셋)의	콘소시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는	지상	23층,	지하	7층,	용도

는	업무시설이	60	%,	방송통신시설	32%,	근린생활시설	6%,	

문화	및	집회시설	2%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3층에서	8층

에는	방송시설(STUDIO)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계단계부터	시공	후	유

지관리단계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주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

였는지요?

29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무사고	현장	구현,	인근	타	현장과	

차별화되는	품질관리,	일정관리,	무엇보다도	도급공사비	증

액	억제에	역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

리면	입찰도서	대비	실시설계도서기준으로	공사비가	증액

되었지만	원가절감대안을	찾아	맞추었고,	토공사시	암(岩)지

층이	지질도상보다	조기	출현하여	암	물량이	증가되었으나,	

암	판별을	위한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공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

정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커튼월	공법이	스틱(Stick)이었으나,	수밀성과	기

밀성,	공기준수	측면에서	유니트(Unit)공법으로	변경하는	것

으로	시공사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발

주처	요구로	방송시설구간인	3층에서	8층까지의	설계변경	

작업과	마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설계변경을	처리한	결

과	시공사와	합의하에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

초	평	단가	420만원을	400만원으로	낮추는데	기여한	것입

니다.	이를	통해	준공단계	정산시점에서	발주처	PFV이사회	

과정이 힘들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

상암DMC(Digital Media City)의 랜드 마크 
상암DMC디지털큐브 신축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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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om-In>은	한미글로벌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Zoom In

글_박경백 이사/상암DMC디지털큐브/kppak@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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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MC이사회	최종	브리핑	보고에서	한미글로벌의	이미지

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공적인 CM의 밑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CM단장을	9년간	수행하면

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나만의	철학은	있습

니다.	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시절과	CM단장을	역임하면서	

느낀	건데,	‘현장(SITE)은	말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단장)는	솔선수범,	언행일치

를	기본	덕목으로	삼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만	지시하고	

행동하지	않는	상사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CM은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배웠고,	

지금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무엇보다도	중

요합니다.	특히	상암DMC디지털큐브	현장처럼	다수의	컨소

시엄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하

며,	마지막으로	CM은	Multi-Player가	되어야	하므로	다방

면으로	지식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1인	단장인	경

우에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CM단장으로서	다

수의	발주처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Q.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도	연건평	22,000평	지하7층,	지상23층의	건물이	

무사고(無事故)현장으로	마무리	되어	기쁩니다.	시공사와	

혼연일치가	되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또한	외관	

디자인도	설계	의도대로	구현하여,	발주처로부터	대단히	만

족스럽다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프로젝트가	중반을	접어들면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많아집

니다.	적은	인원으로	CM을	수행하는	데	있어	팀원의	화합

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이	우리	직원	외에	외주직원,	컨소

시엄	직원	등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외주사	직원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상암DMC디지털큐브현장을	함께한	우리	구성원	여

러분,	외주사	여러분	그리고	프로젝트	마감단계에	투입되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한	차홍철	부

장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HanmiGloabl participated in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CM, construction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Here, we meet the leader of Sangam DMC cube Digital project, Kyung 

Baek Park, and hear more about this project from him.

Q. Please tell us about the Sangam DMC Digital Cube?
Sangam DMC Digital Cube project is consist of a consortium of 6 companies (Korea Economic Daily, The Chosun Ilbo, Korea Economic 
TV, TV Chosun, Mega Study, Mirae Assest) The size of the building is 23 above ground floor and 7floors underground, the use of this 
building comprise of 60% of the business facilitie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32%, 6% Neighborhood Facilities, cultural 
and meeting facility consists of 2% and broadcasting studio is located from 3rd to 8th floor. HanmiGlobal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from design phase to Commissioning phase after the construction. 

Q. What efforts have you put for the client as you run the project?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29 months we have tried to approach toward accident-free construction site with differentiated 
quality, schedule and most importantly cost management. Specifically speaking, despite construction cost has increased from cost from 
initial design we have managed to reduce cost by conducting cost-saving alternatives. During earthworks, a layered rock emerged 
earlier than the geological map which increased the quantity of rock. Rock determining procedure would have caused problem 
regarding construction schedule. So we decided to proceed construction without any design change. Also original design for the 
exterior curtain wall was a stick system curtain wall but in terms of watertight integrity, confidentiality and construction schedule, we 
and construction contractor have agreed to change the system to a unit system. 

In addition, regarding design changes and finish works of broadcasting section on the third floor to the 8th floor, we made a reduction 
of 5.3 billion won by adapting efficient design alteration. This contributed lowering the unit price to 4 million won from initial 
evaluation unit price of 4.2 million won. In result, at close off briefing meeting we were able to enhance HanmiGlobal image.  

Q. What is the foundation of a successful CM?
Experiences of site manager and CM director gave me the lesson ‘Be the one who leads by behavior not by words’. In particular, a 
leader must lead the way and be responsible for his word. A leader who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he says does not deserve to 
lead others. I have learned and felt that CM must play the role of coordinator. To do so,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communication.  
Especially like a consortium project Sangam DMC Digital Cube. CM directors have to be honest and be a multi player which requires 
knowledge of many aspects. You will acutely feel this when you work alone in the site. These aspects of CM helped me working with a 

large number of clients.

Q. What were the achievements of the project?
Above all, I am pleased to finish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gross floor area of 72,600m2, 7 basement floors, 23 ground floors, 

without any accident. Our client is very satisfied with exterior design which is well implemented as design intent. 

Q. I wonder if you would want the last word?
When the project runs toward the mid-point, control point increases. The unity of the team is the most important part as we perform 
CM service with fewer members. It is particularly more important to work as a one team when you work with consortium employees or 
outsourced staff. Taking care of other staff is recommended. 
In conclusion, I give my sincere thanks to the member of Sangam DMC construction site, outsourcing staffs and Sr. Director Hong Cheol 
Cha who was assigned at the closing stage of the project and made a commitment to make a successful project.  

Sangam DMC Digital Cube new construction, 
the landmark of Sangam DMC(Digital Media City) 
Kyoung Baek-Park, CMr at Sangam DMC Digital Cube, kppak@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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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시간	거리의	타이응웬성	핸드폰	공장

현장에	발령을	받아	도착한	것이	2013년	8월의	이야기다.	베트

남은	중국과	국경을	같이하며,	중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

름의	나라이다.	8월의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옥외	건설공사

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문

화를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은	현지	적응을	위해	더위와	싸우고,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월말

이	되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

는	생각이	구성원들에	입에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고객만족	경영방침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때	개그콘서트의	코너	한	부분에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

었지만	부지런한	시절의	습관을	담은	“우리의	몸이	지난	일을	

기억해요”라는	단막이	떠올랐다.	우리는	월말이	되면	사회공헌

활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잊고	지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구성원	모두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

감하게	되었다.	

사회공헌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까

지	나와서,	우리는	주6일	근무로	업무의	강도도	높은데,	외국인

인	우리가,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데,	베트남	말도	

통하지	않은데,	현지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여직원의	소개

로	타이응웬성	시내에서	비포장길로	50분	정도	들어가는	포이

우현	초등학교	분교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약	200명으로	우리나라	60년	중반의	생

활수준,	학교시설,	학생들의	의복에서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다.	아침미팅	시간에	우리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현황	사진을	보여주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설득하기	시작

했다.	

글_최형국 차장 / 하남유니온스퀘어 / hkchoi@hmglobal.com

“우리의 몸이 지난 일을 기억해요”
   (해외 사회공헌 보고서-베트남)

한미글로벌의 해외 사회 공헌을 통해 행복한 나눔의 활동을 

수행한 한미글로벌의 활약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글_최형국 차장/하남유니온스퀘어 / hkchoi@hmglobal.com

푸투안	초등학교	학생에게	희망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한미글로벌	구성원(함광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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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The story begins sometime in August 2013 when I arrived Thai Nuguyen mobile phone factory where approximately 1 hour 
away from Hanoi the capital of Vietnam. Vietnam lies next to the southern Chinese border. It is particularly hot and humid 
country as in August, the highest temperature goes up to 40 degrees throughout the day. The outdoor construction site 
workers tend to take a break between 11:00 a.m. and 2:00 p.m.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6개월의	근무기간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	그러던	중	인근

현장의	수주로	2014년	10월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공헌활

동을	실행하기로	하고	우리	회사	<따뜻한	동행>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봉사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물품전달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해외	봉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학교에서	원하는	지원항목을	중심으

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학교측에서는	도서와	체육물품(축구공,	줄

넘기,	배드민턴	등)을	원했다.	물품을	준비하여	뽀얀	먼지를	일으

키는	비포장길을	50분간	달려	학교에	도착했다.	

40도의	날씨지만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교무실에서	우리는	녹

차	한잔으로	목을	축이고선	베트남여직원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우리의	방문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달하고	학교시설을	돌아보았

다.	낡은	책상만	있을	뿐	비품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는	우리	일행

을	피해	있는	도마뱀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해충을	잡아먹는	도마뱀이	혐오	파충류가	아니고	고마운	동물이라

는	베트남어	통역직원의	이야기에	생활환경이	틀리고	문화가	다르

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성인용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한다.	그

래서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서	자전거를	타거나	키가	작아서	옆에

서	페달을	밟기	일쑤다.	그래도	운전실력은	대단하다.	신발은	

일년	내내	슬리퍼를	신는다.	대부분	옷이	한	벌이라	주머니나	손

이	많이	가는	곳은	찌든	때로	반질거리다	못해	빛이	난다.	

그래도	부자는	낫다.	날씨가	추워	지면	10명	중	한	명은	운동화

를	신고,	나름	교복도	장만하여	입는다.	학생은	우리	나이로	7

살부터	9월	신학기를	시작한다.	우리가	본	학생들은	우리나라

의	60년대	중반	시골학교의	학생들을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학생들을	보고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

인지	고민에	빠졌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전달하자	하는	의견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의미로	

도서나	체육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분했다.	결국	

도서나	체육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학교를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과	체육활동

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한미글로벌이	베트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선생님들께	전달했다.	

학생들에게는	한국도	전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고	전달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하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학교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우

리에게	호의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다.	“학교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명하고,	학생들과	언어는	달라도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운

동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라

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공헌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

었다.	

	

마지막	공헌활동시간에는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제는	제법	정이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구슬	치기	등을	같이하

자고	조르는	개구쟁이,	새침데기	여학생,	감당하기에	부담스러

운	큰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에게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총명한	눈동자의	아이들이	국제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

하길	기원하며	우리는	사회공헌을	마무리	했다.

한미글로벌	구성원과	푸투안	선생님,	학년대표	도서	및	학습교제	전달

소방안전훈련을	위해	보인	전교생
(꾸러기의	장난에	시선집중)

변진섭사원과	푸투안	초등학생간	구슬치기
(언어는	달라도	구슬의	생김새,	게임	법칙은	같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과	한미글로벌	구성원과	친선경기
(바닥은	울퉁불퉁	골망없는	골대)

천정의	선풍기와	도마뱀이	마중한	교실전경
(페인트	칠을	못해주고	온	아쉬움이	남는	곳)



올레길 : 첫째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은	올레	1코스와	

6~10코스까지	완주하고	이틀째	되는	날	한라산을	등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짰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제주	해안을	순환하는	버스를	

타고	마침내	1코스	시작하는	시흥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버스에서	내려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	가니	이내	1코스	시작을	알

리는	올레	표지구조물(간세)이	눈에	띤다.	큰	호흡을	한	후	발걸음

을	떼자마자	저	앞에	오늘	처음	맞닥뜨리는	말미오름이	당당하게	

서있다.	2월	초순의	제주도지만	바람이	몹시	불어	체감온도는	영

하인	것	같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내려오니	다시	오름이다.	명

칭이	알오름으로	나지막하여	정겹게	느껴지는데	내려오면서	올라

왔던	곳을	뒤돌아	보니	마치	영화	‘폭풍의	언덕’	배경과	비슷한	모

습이다.	

종달리	바닷길이	성산일출봉까지	길게	뻗어있다.	바다에는	우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길을	가던	중	어렴풋이	들리는	모차

르트	음악을	따라	마치	마법의	피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기다	보

니	어느덧	커피	향이	짙은	카페	안이다.	이	곳에서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이며	잠시	잠깐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드니	신선놀음이	따

로	없다.	

잠깐	동안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선다.	1코스	종점으로	가

는	길에	활짝	핀	유채꽃	밭이	아름답다.	다시	해안일주	버스를	타

고	제주	시내로	돌아와	친구와	흑돼지구이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날의	한라산	일정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다.	

친구야	고맙다.	

올레길 : 둘째 날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6시	30분	성판악에	도착하

였다.	아직은	캄캄하여	해드	랜턴에	의지하여	올라가는데	어떤	사

람들은	랜턴도	없이	등반하고	있다.	초반에는	눈이	없는	돌길이라	

자칫	넘어져	다치기	쉬운데…	속밭	휴게소	도착	전부터	바닥에	눈

과	얼음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여	안전상	속밭	휴게소에서	잠깐	동

안	휴식을	취하며	아이젠을	착용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쉬지	않고	정상에	오르니	3시간도	걸리지	않

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내가	오늘	첫	번째로	백록담에	올

랐나	보다.	백록담을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운이	따른다고	하던

데	날씨도	맑고	어제	하루	종일	괴롭혔던	바람도	잔잔하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사히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6코스	시작점인	쇠소깍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특히	물

이	맑아	투명카약	타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안을	따라	걷는	길	내

내	왼편으로는	파도소리와	함께	탁	트인	바다풍경이	자리를	잡고	

내륙방향으로는	눈	덮인	한라산	정상이	아름다워	시선을	어디	둘

지	모르겠다.	6코스는	후반부에	서귀포	시내코스가	있어	다른	올

레	길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

올레길 : 셋째 날

7코스의	시작은	외돌개로	바다에	솟은	한	바위의	모습이	마치	바

닷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낙네와	비슷하여	

이에	얽힌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다.	숲길	끝은	해안으로	내려가는	

HanmiGlobal 31

한미글로벌은	임원은	5년,	직원은	10년	근속한	경우	2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안식휴가를	맞아	제주도	올레길	탐방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온	

조일현	상무의	생생한	여행후기를	소개합니다.	

안식휴가체험기 

제주 올레길에서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다 

글_조일현 상무 / CM사업본부 / choih@hmglobal.com

직장인이	2개월의	휴가를	갖는다는	것은	일을	그만두고	쉬지	않는	이

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천금	같은	안식휴가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계획과	조사를	하고	가족과	의견을	나눠	실행하

려	하였으나	계획	중	가장	비중이	있었던	가족여행은	사정상	반쪽	짜리	

여행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리스트상의	두번째였던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걷기여행으로	올레길을	선택하였다.	힘은	들었지만	이번	안식휴가	

기간	중	가장	성취감을	갖게	해준	여행으로	기억된다.	

2014 Summer30

가파도와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내려오면서	바라본	영화의	한장면	같은	알오름 화창한	날씨	덕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던	백록담



안식휴가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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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quite unusual to take two months vacation unless you take a work free peaceful life. To spend this sabbatical leave more 
worthily, I was supposed to prepare for a vacation plan and share all family member’s opinion in advance. But the family trip,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lan of all, turned out to be a spoiled trip. However, I chose the Ole road track walk for second 
plan on the list. The track was hard but this was the one trip I felt a sense of accomplishment during the sabbatical leave. 

오후에는	제주시에서	설계사무소를	하는	친구와	마라도를	가기로	

하였다.	배편	티켓	알아보러	모슬포항에	갔는데	풍랑이	심해	오후	

배편이	모두	취소되었다.	마라도와	가파도	탐방은	배편	취소로	불

가능하게	되었고	친구와	만나	푸짐한	점심을	하다	보니	오후	나절

에	해	떨어지기	전에	11코스를	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그

래서	일정을	하루	당겨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하여	이번	올레길	여정은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앞당겨	끝났다.	

공기를	하루	단축하였으나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었

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	번에는	이번에	가보지	못하였던	올레길	전	

코스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살면서	이	같은	호사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안식휴가기간	동안	

4일간	도상거리만	110㎞를	완주한	제주	올레길	여행을	비롯해	계

획했던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지면상	소개하지	못한	막내와	동유럽	여행도	행복했었고	혼자서	

극기훈련처럼	다녀왔던	산과	매일	걸었던	탄천은	나에게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지난	겨울	갑자기	돌아가신	아

버님의	빈자리를	달래기	위하여	어머님집을	리모델링	하느라	평생	

처음이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갑의	횡포(?)도	부려	보았다.	휴식이

라기	보다는	몸을	혹사하였다고	할까?	

그	덕분에	머리는	몹시	맑아졌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일정상	많

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많

이	남는다.	

아직	안식휴가를	못	가신	분들께	죄송스럽지만	다음	번	안식휴가

는	가족을	위하여	미리	가족과	함께	Wish	List를	작성할	생각이다.	

끝으로	안식휴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	드린다.	

길로	이어지는데	해안	바위길이	명확하지	않다.	험한	바위와	돌로	

이어진	길을	한참이나	걸어	해변의	좁은	길로	올라섰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방금	지나온	험한	길은	김수봉이라는	분이	

혼자서	해안의	돌과	바위를	정비하여	만든	수봉길이라	한다.	올레

길이	제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김수봉	씨	

같은	수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걸으며	강정마을을	지나자	곧	7코스의	종점이자	

8코스	시작인	월평마을로	들어왔다.	한동안	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걷다	예례생태공원에	도착하니	남탕과	여탕	표시가	눈에	들

어온다.	TV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노천탕이	흥미롭다.	

잠시	후에	만난	논짓물은	8코스에서	가장	걷기	좋은	코스인	것	같

다.	논짓물은	해안으로	흘러	나오는	용천수로,	예전에는	지대가	높

은	농지에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물이라	하여	논짓

물이라고	한다.	그러한	환경을	조경으로	잘	가꾸어	물과	숲이	어우

러진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다.	

어느덧	8코스	종반,	힘이	드는지도	모르고	걷다가	9코스	시작점인	

대평포구에	도착하였다.	시작하자	마자	좁은	오름길이다.	9코스는	

해안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코스	중	하나지만	일단	한번	들어서면	

종점인	화순항까지	중간에	나갈	수	없다.	코스	중에	만나는	안덕	

월라봉	동굴진지는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시대의	아픈	역사이

다.	마침내	화순항으로	향하는	큰길로	빠져	나와	길을	걷다가	깨끗

한	펜션이	눈에	띄어	들어가	짐을	풀고	잠깐	쉬었다.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데	발톱	6개	정도가	

피멍이	들고	물집도	여기	저기	잡혀	한걸음	떼는	것도	어려웠다.	

올레	지도상으로는	힘들기가	모두	‘상’으로	표시된	3개	코스를	10시

간	만에	완주하고	보니	발이	그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그	동안	꾸준

한	걷기로	단련하였던	체력이	이번	여행에서	보상받는	것	같다.	

올레길 : 마지막 날 

10코스	시작은	화순	해수욕장이다.	모래사장	끝에서	길은	산방산	둘레

길로	이어진다.	송악산	둘레길	끝에	이어지는	셋알오름이	있다.	이곳

에서	만나는	일제시대의	고사포	진지와	제주	4.3	유적지가	잠시	길을	

멈추게	한다.	4.3	유적지	추모비를	뒤로	하고	농로길에서	만나는	비행

기	격납고는	이곳이	일제시대의	알뜨르	비행장임을	말해	준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외돌개	 예례생태공원의	노천탕	해안	바위와	돌을	정비하여	개척한	수봉길 일제시대에	구축된	월라봉	동굴진지	

해군기지	건립으로	극한대립	흔적이	남아있는	강정마을 송악산	둘레길에	만난	한가로운	풍경중문해수욕장의	모래사장으로	이어진	길 올레길	여행의	끝에	친구와	함께



한미글로벌은	‘감사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전사적으로	‘5감사	생활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영규	상무의	감사	글을	소개합니다.	

행복경영

의	문제가	생기면	최장	1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급료의	50%를	지급하는	사내	복지제도는	재정적인	도

움이	되었고,	치료가	끝나면	회사에	빨리	복직하라고	하여	치

료	후의	가족	부양에	대한	걱정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치료	잘	

받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로	화환을	보내주신	회장님을	비롯

해	CMD와	인사팀의	많은	회사	동료들이	보내준	격려는	병마

와	싸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회사가	든

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암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장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전엔	발주처	감독들

과	컨소시엄사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암	

치료가	끝날	때쯤	발주처	감독으로부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복귀해서는	

그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감독들의	적잖은	배려와	컨소시엄

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일처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아마도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자기들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일상이	보다	부드러워졌고	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져	사무실	분위기가	전보다	좋아졌으니	암에게	감사할	일이죠.

제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만족스러웠고,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에	늘	쫓

기는	거	같아	사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생각들	중에서	진정으로	중요

한	것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면

서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애플社	스티브	잡스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황	자체에	빠져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한발	물러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형제	친척,	친구,	회사	동료들이	보여준	위로와	

격려를	통해	내	주변에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애정	어린	관심

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복과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항상	배고팠던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고	뭔가	보태지	않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이만하면	넉넉하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암을	경험하면서	삶을	대하는	인식도	조금씩	바뀌면서	예전보다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졌으니	암에게	감사할	일이죠(그렇다고	다

시	암이	재발하기를	바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이런	감사한	일들이	평소에는	없었는데	아프

니까	추가로	생긴	것일까요?	전에도	있었지만	제	눈에	안	보였

던	것이죠.	어리석게도	암이라는	큰	병을	얻고서야	뒤늦게	보

인	것입니다.	후회스런	일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으

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에	감사할	일이	무궁	무진하다,	그리

고	감사하는	맘을	가지면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꽃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

니라	내	맘이	즐거워지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뭐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아직은	감사를	생활화하는데	많이	부족합

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니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만

큼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anmi Global hands out a gratitude note to every member as a part of “Thank Sharing Movement” and all the members 
are writing down five things to thank that we can feel grateful in our everyday life. On the HITs intranet site, there is a page 
to share “Thank List” so we can share each other’s thank list. This can b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community spirit by 
making people to express and share their grateful feeling. Also, we have an award selected by vote of the members as a 
campaign every month. 

“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글_최영규 상무/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날 건립사업 CM+CS

choiyk@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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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8일.	의사로부터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암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	속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에게	왜	이런	일

이….’	라는	원망과	분노,	얼마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	부양에	대한	걱정	등으로	머리가	복잡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건강도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

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관리에	소홀

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살았는데	막상	내가	병이	들어	일정기

간	업무를	떠나게	되니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동안	오히려	

제	영혼이	이전보다	조금은	맑아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

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제	영혼이	맑아질	수	있었던	것은	암으로	

인해	감사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암에	걸렸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술	5일	전까지	약	한달	동안	

혼자	가슴앓이를	했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생각해서	담담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줘	제가	절망이란	길에서	희망이란	길로	턴할	수	있게	해주

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소원했던	부부	간의	애정도	다

시	새로워졌고	자식들도	전보다	자신의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전보다	돈독해지고	서로를	아끼

는	맘이	늘었으니	암에게	감사할	일이죠.

더불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형제	친척들과	시간

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었고,	암	앞에서	그간에	

쌓인	오해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형제	친척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오해의	벽을	허물었으니	암에게	감사한	일이죠.

회사는	저의	암	치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건강상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한 한미인들의 

    ‘Thank you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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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

고	있다.	또한	매월	본사와	현장의	감사	공감	글을	구성원의	투표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청운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농학교에	<따뜻한동행>이	출동했다.	청각장애아동	일일	아나운서	교실	프로그램

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TV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소식을	전달하면	하단의	작은	원	안에는	수화통역사가	수화를	

하고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아동이	메인	아나운서가	되어	수화로	뉴스를	진행하고,	비장애인	

아나운서가	작은	원	안에서	뉴스를	읽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아나운서	일일교실을	서울농학교	학생들이	무척	기다렸다는	후문이다.	학생들은	점심식사가	끝나고	열심히	양치를	

한	후	얌전히	앉아	아나운서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아나운서는	뉴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MC도	하고,	라디오도	진행

하고,	내레이션도	하는	등	무려	10가지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와	밝은	표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모두	스마일을	지어보기도	했다.	

‘따뜻한동행’과 함께 하는 

행복 뉴스
글_박바름 팀장 / 따뜻한 동행 / brpark@hmglobal.com

<따뜻한동행>은	한미글로벌이	설립한	복지법인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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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해 교육시간

이제	본격적인	뉴스	진행시간.	한국수화방송	이은영	아나운서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수화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아이들이	수화로	뉴

스를	진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수화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수화는	어순이	영어와	비슷해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다.	

수화아나운서 교육시간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연습하는	동안	차례로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또	진짜	아나운서같이	자켓에	명찰도	달아보았다.	긴장되고	

서툰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게	뉴스를	진행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이 진지하게 뉴스를 진행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연습하는	동안	차례로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또	진짜	아나운서같이	자켓에	명찰도	달아보았다.	긴장되고	

서툰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게	뉴스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아이들은	언제	또	올	건지,	다음주에	또	하는지	물어보았다.	노래로만	부르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가	현실이	되어	너무	재미있고,	직접	뉴스를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다고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아동들이	성장하여	아나운서,	문화재해설사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On the 28th of April, Walk Together went to Seoul National School for the Deaf located in Cheongun-dong to run a one day 
announcer class program. You can easily recall the scene where an announcer delivers the news and you see the translation 
in sign language at the bottom of the screen inside a little circle. This time deaf student delivers the news in sign language 
as a main announcer and an announcer without disabilities translates the news inside the littl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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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책갈피 

한미글로벌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독서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독서 토론회를 통해 조직장, 임원의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The book discussion session which was carried out occasionally is now on every month from this year. It is not only an 
example of communal reading to all members but also helps to improve their capacity. Let’s get inside to the book discussion 
session fill with a full of passion.

Bias).	세	번째	악당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머리	속에서	상반

되는	생각들이	맴돌고	고민이	거듭되면서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현상

인	단기	감정(Short-term	Emotion).	마지막	네	번째	악당은	당장	눈	앞

에	있는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대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예측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인	자기	과신

(Over-Confidence)이다.	이	4대	악당은	의사	결정의	각	단계마다	작용

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첫

머리	글자를	따서	WRAP으로	정리될	수	있다.	Widen	your	option!(선

택안의	수를	늘려라),	Reality-test	your	assumption!(각	선택안에	대

해	검증	과정을	거쳐라),	Attain	distance	before	deciding!(심리적	거

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갈등과	단기감정을	극복하라),	Prepare	to	be	

wrong!(과도한	확신보다는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라)

공동체적인 독서의 정수 ‘독서 토론회’

김정호	상무의	발제	이후에	해외영업팀의	이욱원	전무의	진행으로	

독서토론을	시작하였다.	토론	주제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4대	악

당에	의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던	사례를	나누어	보고	4대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론들	중에서	회사	또는	부서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30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모두	빠짐없이	발언을	하고	실제적인	사례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일부	발언을	잠시	들어보자.

안종현 상무(리스크 관리실) : 리스크관리	업무와	연관	지어서	과거

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면	4대	악당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수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양자택일로만	생각하고	수주	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는	확증편향을	가지곤	합니다.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위	임원의	생각에	반하

는	다른	견해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욱원 전무(해외영업팀) : ‘예비적	사후	가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몇	

년	전에	실시한	‘회사가	망하는	시나리오	워크숍’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2016년	7월,	20년	동안	CM업계의	선

두를	달려	오던	한미글로벌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여

했을	모든	원인을	생각해	보라’라는	부제를	달고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면	더	다양하고	심각한	내용들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

붙이고	하면서	점점	책의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번	독서토론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잘못된	성향을	돌아보

고	회사,	부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	때마다	WRAP을	기억하며	더	나

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책의	내용을	접목하여	

앞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전보다는	더	나은	결정을	할	조직

장/임원들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독서경영을 선도하는  

‘조직장/임원 독서 토론회’

그	동안	간헐적으로	시행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는	조직장/임원	독서	토론회!	구성원들에게	공동

체적인	독서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장/임원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매달	이른	아침시간을	깨우는	뜨거운	열

정으로	가득	찬	독서	토론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4월 토론 도서 

「자신 있게 결정하라 (칩 히스, 댄 히스 공저)」

조직장,	임원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다.	조직장,	임원

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해당	부서

와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탁월한	선택으로	인하여	순풍에	돛을	

단	듯	앞서나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

가	바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조직장,	임원	독서	토론의	책

으로는	『‘자신	있게	결정하라(칩	히스,	댄	히스	공저)』가	선정됐다.	칩	히스,	

댄	히스	형제가	공동	집필한	책	중에서	‘스틱(Stick)’이라는	도서는	2007

년	비즈니스	3대	필독서로	불리며	28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스위치(switch)’,	‘자신	있게	결정하라(Decisive)’	등의	책을	통

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을 위한 준비 시간 - 핵심 내용 발제

(김정호 상무 : 해외지원팀)

조직장/임원	독서	토론회는	책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발제로부터	시

작된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의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고,	회사

나	개인에게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지난	4월	29일에	시행된	<4월	독서	토론회>에서는	해외지원팀의	김

정호	상무께서	발제를	담당하였다.	「자신	있게	결정하라」	책에	따르

면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4대	악당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악당은	선택의	범위나	사고의	틀을	양자택일

의	상황으로	너무	좁게	정의하는	범위	한정	성향(Narrow	Framing).	

두	번째	악당은	기존의	생각,	신념,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보

만을	선별하고,	거기에	의존하려는	관행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조직장/임원 독서 토론회는?

매달	넷째	주	화요일	아침에	모든	조직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분기별로는	현장의	임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2014년	

1월에는	‘문화가	성과다(제임스	헤스켓)』,	2월에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사이먼	사이넥)』,	3월에는	『탱고	경영(형원준)』,	4

월에는	『자신	있게	결정하라(칩	히스,댄	히스)』의	책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미글로벌의	리더로서	공동체적	독서를	솔선

수범하는,	독서	캠페인의	큰	모범을	보이는	시간이다.

*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도표

의사 결정 단계 

1.	선택	혹은	의사결정	직면	

3.	선택	의사	결정	

2.	선택안/대안의	분석	

4.	선택/의사결정	된	내용의	실행/고수	

극복해야 할 악당 

범위한정	성향(Narrow	Farming)

단기	감정(Short-term	Emotion)

확증	성향(Confirmation	Bias)

자기	과신(Over-Confidence)

극복방법

Widen yoy option! 선택안의	갯수를	늘려라!

Attain distance before deciding!
심리적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갈등과	단기감정을	극복하라!

Reality-test your assumption!
각	선택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라!

Pepare to be wrong!
과도한	확신보다는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라!

글_문치웅 과장 / 기획인사팀 / cumoon@hm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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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동행, 문화나눔 행사로 

장애인 초청 ‘봄봄봄콘서트’ 개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문화나눔 행사로 장애인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봄봄봄 콘서트’를 개최했다. 

봄봄봄 콘서트는 둘러봄, 나눠봄, 즐겨봄의 주제로 기획된 행사로, 이번 콘서

트에서는 국내 첫 사회적 협동조합 1호이며, 세계 최초이자 단 하나뿐인 시각

장애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또한, 뮤지컬 배우인 이혜경, 성

악가 바리톤 곽상훈, 클래식기타

리스트 정욱이 게스트로 출연해 

대중적인 클래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따뜻한동행 김종훈 이사장은 

“이번 봄봄봄 콘서트가 나눔문

화 확산을 위한 작은 기회가 되

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따

뜻한동행에서는 나눔이라는 테

마가 우리 일상에서 친숙하고 

재미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다

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

4 5

2 3

<Inside	News>는	한미글로벌의	주요행사	및	수상소식	등의	

뉴스를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INSID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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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 개발 CM 수주

한미글로벌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

트 CM용역을 수주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

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5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2013년 9월 홍콩 

란딩그룹이 1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JDC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람정제주개

발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 사업이다. 홍콩란딩그

룹은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서광리 일원 부지면적 2,518,000㎡에 테마파크, 호

텔, 빌라, 상업시설 등 총 1,140,000㎡의 복합 리조트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미글로벌㈜은 지난 4월 개관된 신화역사공원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였고 이번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제주신화역사

공원 전체사업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따뜻한동행,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전달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지난 4월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장애를 가진 젊은 인재 9명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장애인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직장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

인에게 욕구에 맞는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적인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 보조기구 지

원사업은 현재까지 약 3억 원의 지원을 통해 총 17명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였다. 

따뜻한동행은 앞으로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많은 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한미글로벌, 2014년 검단산 춘계산행

<2014년 춘계산행>이 김종훈 회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9일 하남시 검단산에서 개최되었다. 춘계산

행은 한미글로벌의 행복경영의 일환으로 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산행은 산곡 초등학교를 출발하여 정상을 거쳐 아랫배알미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산행을 마친 후 식사 겸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동남아 

여행권 등의 시상이 마련되어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다. 

에코시안 은종환 대표, 

<산업환경지식서비스 컨퍼런스> ‘공로상’ 수상

에코시안 은종환 대표이사가 [사]한국환경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산업

환경 지식서비스 컨퍼런스>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에코시안이 

2001년 12월 창사 이래 대한민국 산업계의 환경경영 정착에 힘써오면서 중소

제조업체와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에코시안은 “이번 수상을 에코시안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서의 간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Expert Group’ 이라는 비전을 달

성하기 위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컨설팅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글로벌 임원

‘Change & Action Workshop’ 실시 

한미글로벌은 지난 4월 10일 용인 퓨처 리더십센터에서 임원·부서장의 변

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회사의 위기를 인식

하고 행동지향적인 조직으로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위기의

식 공유, 영업·운영의 혁신, 실천리더십과 조직문화, 각 부서별전략과 각오 

발표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전 임직원들이 다양한 토의를 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훈 회장은 “HG Way 재정립을 통하여 한미글로벌

만의 독특한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재구축 그리고 조직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앞으로 회사를 해외지향적 조직과 영업지향적 운영체계로 바꾸고, 

행복경영의 바탕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고성과 조직으로 변모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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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사랑은 6월에 갓 피어난

붉고 붉은 장미 같아라.

아 내 사랑은 가락에 맞추어

감미롭게 울리는 선율 같아라.

귀여운 아가씨, 그처럼 아리따운 그대에게

난 깊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오.

그대 항상 사랑하리라, 내 사랑아,

온 세상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온 세상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내 사랑아,

바위가 햇빛에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대 항상 사랑하리라, 내 사랑아,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그러니 잘 있어 다오, 하나뿐인 내 사랑아,

잠시 동안만 잘 있어 다오!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내 사랑아,

그 길이 천리만리 된다고 해도. 

붉고 붉은 장미 (A Red, Red Rose )

-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1759 ~1796)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의 시인이자 서정시인(작사가)이다. 스코틀랜드 국민 시인으로서 존경받았으나, 
만년에는 술을 많이 하여 건강을 해치고, 경영하던 농장까지 잃게 되어 불우하게 지냈다. 18세기 말기 
시풍의 개척자이며, 영국 방언 시인의 제 1인자이기도 하다. 

‘오 나의 사랑은 붉은 붉은 장미’는 일종의 민요풍의 노래로서 이별을 노래한 것이지만, 이별가라고는 
하기에는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다. 이 시에서는 이별을 끝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한 과정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사랑이 결정된다는 신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위험사회’로 부터 

‘안전사회’로 
  가는 길

<경영에세이>는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경영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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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김		종		훈	

세월호	참사는	‘한국호의	침몰’이라고	할	만큼	우리	나라의	시스템	에러	현상을	표출	시킨	중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온	압축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	잘	살게	되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병리	현상과	사회적	인프라의	불완전성은	시스템	에러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후진성

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리더십,	법,	제도와	관행,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부패와	부정의	만연,	품격,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의식구조,	

교육,	법치주의	문화,	안전의식	등에	있어	우리가	일류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정적인	면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	고착된	시스템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

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개조와	국민개조,	아울러	제2	건국	수준의	개혁의	대장정을	50년	또는	100년	계획으로	추진해

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5년	6월말	삼풍사고	10주기를	맞이하여	삼풍사고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함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

최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	개회사를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고(502명	사망,	937명	부상)가	난지	10년밖에	안되었건만	정부,	언론,	건설업계	모두	삼풍사고에	대한	관심은	이

미	사라졌고	벌써	남의	일이	되어버린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세미나	결론은	“삼풍사고는	아직도	우리	곁에	존재하며	또	

다른	삼풍사고가	기다리고	있다”였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근인(近因)은	금전	만능주의만	있었고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	기업집단이	상식	밖의	실수와	터무니없는	

행동의	결과	발생한	엄청난	인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인이나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	엄중함을	너무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프로페셔널리즘	상실	현상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를	벗어나는데	있어	세월호	사고가	고귀한	희생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정

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안전	시스템과	안전문화가	정책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는	부패척결	운동,	도덕성	회복	운동을	국민	개조	차원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은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산업의	‘Leading	Company’로서	건설안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

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운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Safety	First’정신은	인본주의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는	현장	운영

뿐	아니라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