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만드는

sungshin membership magazine
2018.spring vol.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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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만큼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그저 흐릿한 날, 안개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
지 않게 넘기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자세다.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

미세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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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 경조사
가급적 외출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철저한 위생관리

뭐니뭐니 해도 외출을 하지 않

노폐물 배출을 위해 하루 8잔

외출 후 샤워로 밖에서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고,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의 물을 섭취해주세요.

머리도 밤에 감아 노폐물이 모공에 쌓이지 않게 하세요.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외출 시 마스크 필수

사무실 책상에 공기정화식물을 하나씩 올려두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해 착용할 때는 KF 지수를 확인하세요. (KF80 이상)

우리 사무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보세요.

* KF80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0.04~1.0㎛ 크기의 입자를 80% 차단해주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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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Focus

낡음을
깨뜨려
도약의
씨앗을 꺼내라.
"미국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긍정주의 즉 '긍정교'
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다" 사회비평가 바버라 에런
라이크의 말이다. 긍정의 힘이 분명 일리가 있지
만,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현실과 미래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의 힘도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
면, 우리는 어떻게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
글. 인문경영연구소 전경일 소장

혁신이 탄생하는 핫스폿(Hot Spot)을 타격하라

물과 모래와 자갈을 섞으며 공사장으로 이동하듯 전용 버스에서 피자를 구우

기존의 사고와 관행을 뛰어넘으면 다른 방법이 보이고, 전혀 다른 영역이 찾

기업은 창업 이후 성장, 성숙, 재구축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놓여 있다. 또한

면서 고객의 집으로 배달 간다. 주문 받고 가는 길에 피자가 구워지는 것이다.

아진다. 석유 탐사도 그런 예에 속한다. 유정 사업은 오랫동안 ‘가치’에 대한

특정 사업은 성숙 이후 재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추락의 기로

이 방식은 레미콘 회사에서 빌려온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이다. 타 산업이 레

인식에서 크게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 인식의 변화는 마치 기업들이 본 사업

에 놓이게 된다. 《포춘》50대 기업의 95%가 정체를 경험하였고, 성장과 정체

미콘 회사의 서비스 방식을 변형해 쓰듯 레미콘 회사도 이와 같을 필요가 있

내부에서 신규 사업을 찾는 것처럼, 기존에 뚫어 놓은 유정에서 새로운 유정

를 반복하면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람의 몸이 크려면 성장통을 피

다. 혁신이 탄생하는 핫스폿(Hot Spot)을 타격할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

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비즈니스에서 ‘기존사업 대(對) 신사업’이란 틀에 박힌

할 수 없듯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런 기회야말로 혁신가들의 새로운 조망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임직

대척점을 무시하고 ‘내부에서 다시 찾는’ 내부 혁신을 이뤄낸 것.

기업은 항시 선택의 딜레마에 놓인다. 본업을 강화할 것인가, 신규 사업에 새

원들의 마인드가 바로 이것이다. 오래전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텍사스의 유정에서는 기존 업자가 직선으로 시추공을 박아 원유를 뽑아 올린

로운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에

는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Saper vedere)”고 했다. 새로운 것을 볼 때 기존

뒤 떠나면 그곳을 새로 인수한 다른 업체는 다시 사선(斜線)으로 탐침하며 직

따라 위로 치고 올라갈지, 추락될지 결정된다. 만약 기업이 인식의 덫에 갇혀

사업 영역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이뤄낸다는 의미다.

선식 탐침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미발견 원유를 찾아냈다. 기존 방식에서 벗
어나 새로운 틀로 폐유정을 바라보고 거기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기존 사업방식만 고수하거나, 이전 수익 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새로운 기회는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낡은 사고 타파는 새로운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준다

다. 단순히 직선으로 탐침하는 것보다 잠재된 기회와 만나는 면적이 확장된

혁신기업은 기존의 사업방식과 성공 모델을 분석해 획기적인 사고로 기존 시

현재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본업에 가장 치명적인 악조건은 역으로 새로운 사

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발상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석유 산업에서 가장 강

장을 무너뜨리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산업내지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

업 기회를 창출해 주곤 한다. 우리는 그것을 동일본철도회사(東日本鐵道會社,

력한 기술력은 풍부한 새 유정이 아니라, 오래된 유정에서 다시 석유를 뽑아

는다. 시장 내 강자는 항시 이런 전환적 가치 하에 출현한다. 이 점에서 탁월

JR Eas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사가 찾아낸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었을까?

내는 데에서 나왔다. 남들이 버린 잠재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성의 경영을 이루어 내는 많은 기업들은 이전 혁신에서 재혁신 요소를 찾아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운송회사 중 하나인 일본 동일본철도회사는 도쿄 북

천연가스에서도 이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셰일가스는 지하 2~4km에 퇴적

내고, 이를 통해 혁신의 질을 고양해 낸다. 어떤 경우라도 지속혁신만이 지속

쪽의 산을 관통하는 새로운 탄환열차 선로를 건설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업

된 암석인 셰일 층에 들어있는 천연가스다. 180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채굴

가능 기업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에 뛰어 들게 되었다. 음료수 사업이었다. 새로운 철로 건설은 많은 터널을 뚫

이 어렵고 경제성이 없어 주목을 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었다. 그러다 수평

여기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겠다. 한 레미콘 회사는 자신들의 레미콘 회사

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타니가와(Tanigawa) 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할

성 시추 기술이 개발되고 수압을 이용한 혁신적인 파쇄 기술이 등장하면서

의 고유 서비스 방식을 배워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시킨 피자회사로

때 난데없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철로와 물은 상극이다. 이 물 문제를

채산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파쇄 공법으로 기존에 버려두었던 천연가스를

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피자 회사 중에 “고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배수시설을 새롭게 설계해 문제를 풀고자 했다.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셰일가스 채굴에는 부수적으로 얻는 게 더 있

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배달 가는 길에서 피자를 굽는(Baking On the Way)”

하지만 건설현장의 작업자들 의견은 달랐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

다. 채굴시 셰일 층에 있는 타이트오일이라는 원유도 함께 채굴된 것이다. 기

것으로 유명한 줌 피자(Zume Pizza)가 있다. 이들은 레미콘 회사가 시멘트와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배수해 물을 버리는 대신에 그 물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

술 혁신이 ‘없던 시장’을 만들어 낸 셈이다.

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공사장에서는 작업자들이 그 물을 음료수처럼 마시
고 있었다. 그들은 생각 끝에 회사 측에 물을 그냥 흘려버리기 보다는 그것을

혁신은 기존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 찾아진다. 기업

받아서 고급 미네랄워터로 상품화시켜 파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재혁신의 조건은 보다 근본적 요인으로 구성원들이 지닌 혁신 마인드에서 나

‘오시미즈(Oshimuzu)’라는 상품명으로 그 물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온다. 때문에 직원들이야말로 혁신의 원동력인 것이다. 혁신의 원동력은 지

배경이다. 그 물은 단기간에 매우 유명해졌다. 그러자 동일본철도회사는 도

금까지 혁신해 낸 것을 다시 혁신해 내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기업 수명은

쿄와 일본 동부지방에 있는 모든 역 플랫폼에 오시미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포춘》 5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살아

와 있고, 지금이야말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광고는 고객들에게 오시미즈를 알리는 핵심 감정

남는 기업들의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을 또 다시 혁신시킨 데 있었다. 생존한

실천적 방안을 찾을 때가

을 부각시켰다. 그 물의 근원인 타니가와 산에 덮인 설빙의 무공해성이 강조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했다. 제대로 자라지 않으

아닐까? 봄은 겨우내 입은

되었고, 그 빙설의 산의 독특한 지층을 강조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몸에

면 성장통은 고통만을 야기한다. 하지만 제대로 아프면 훌쩍 커져있는 자신

외투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좋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면서 스며 나오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

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적 사고로 기존의 성공을 뛰어넘어 사

나가려는 의지에서부터

다. 광고는 대히트했다.

업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젖힐 결정적인 때이다. 창업 50년이 넘은 성신양회

시작된다. 바야흐로 혁신이

이제 동일본철도회사의 자회사가 된 이 회사는 병이나 20리터들이 용기로

는 결정적 도약을 꾀할 바로 그 지점에 와 있고, 지금이야말로 실천적 방안을

오시미즈를 가정에까지 배달하며, 제품 라인을 냉차, 온차, 커피뿐만 아니라

찾을 때가 아닐까? 봄은 겨우내 입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의

주스까지 포함해 확장시킬 정도로 성장했다.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전혀

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바야흐로 혁신이 벌어지는 봄이다. 혁신의 씨앗을 한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가 출현하는 순간을 포착해 사업의 다른 영토를 개척한

움큼 쥐고 대지를 향해 흩뿌릴 때이다.

창업 50년이 넘은
성신양회는 결정적 도약을
꾀할 바로 그 지점에

벌어지는 봄이다. 혁신의
씨앗을 한 움큼 쥐고
대지를 향해 흩뿌릴 때이다.

것이다. ‘보는 눈’으로 낡은 사고를 타파해 찾아낸 새로운 혁신의 순간이었다.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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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의

미래를 계획하다

단양공장 PM팀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성신양회가 먼 훗날에도 시멘트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포부가 대단하다.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단양공장 PM팀을 소개한다.
글. 양지예

사진. 전재천

(사진 위치대로)
홍성덕 차장, 최우호 대리
박동수 과장, 조길량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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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양공장 PM팀 첫 출범!
2018년에 들어서면서 성신양회 단양공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PM팀이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PM 팀은 Preventive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 Productive Maintenance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당사 시멘트 제품 생산을 위해 설치 사용 중인 제조설비의 운전 및 예방보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멘트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인데 장치는 무엇보다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단양공장에서는 생산, 기계, 전기 각 분야에서 따로 예방 보수를 진행했는데요. 부서별로 따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기계, 전기 각
분야의 시니어급 관리자가 한 팀이 돼 서로 의견을 나누며 더욱 포괄적으로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저희 PM팀이 신설된 것입니다.” 조길량 팀장은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지만
현장 PM업무를 비롯해 공정개선업무, 현장의식고취를 위한 TPM업무까지 공장의 전체적인 생산
활동에 관계되는 일은 모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anyang factory PM team

현재 PM팀은 생산, 기계, 전기 분야의 설비 예방보전 활동 및 신기술 동향 파악,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설비 고장이 발생한 후 고장부위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사후보전’뿐

일 년, 일 년 경험이

“이제 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워크는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나의

아니라, 설비의 노후화 및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상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쌓이다 보니

방책으로 커다란 전지에 한 해의 업무 캘린더를 만들어 업무 계획을 함께 짜고 서로 의논하며 체크하고

점검, 청소, 윤활을 하며 설비의 이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매일 또는 매주 청소, 점검,

다 함께 방안을 찾는 일이

있는데요. 단순한 것 같지만 업무 캘린더를 공유함으로써 2018년 PM팀의 계획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급유를 하며 이상 발생을 조기에 발견해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는 ‘자주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보수하는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사고를 예상해 정밀진단하고 또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주기를 파악해 계획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체 날짜를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시설 설비 등을 도입하고

보수를 하도록 타임베이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사고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홍성덕 차장은 설비의 올바른 운전과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보전업무를 수행해 설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생산, 품질, 원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PM팀 출범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강화하는 투자에 포함되잖아요.
만약 기업환경이 어려우면 투자는

서로 업무 파악도 할 수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팀워크도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조길량 팀장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팀원들이지만 이제 한 배를 탄 팀인 만큼 똘똘 뭉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고 당부했다.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완전히 융합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PM팀 내에서는 벌써 남자들만의 투박한 정이 느껴졌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해야 하는 투자는 관철시키려고

단양공장이 설립된 지도 벌써 50여 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 365일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 설

노력합니다.

비가 노후화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단양공장에 보수 관련 직원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전체 설비 엔진만 2천여 개가 넘는다고 하니 예방 보수해야 할 설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

각 분야의 베테랑이 모여 최고의 시너지를 내다

할만하다. PM팀 직원들은 시멘트 사업이 예전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

회사와 타 부서 직원들도 새로운 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대단하다. 최우호 대리는 3개월밖에 되지 않

약할 수 있도록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하고 획기적인 관리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 별다른 자랑거리나 업무 노하우가 없다고 겸손해하면서도 팀원들에 대한 자랑만은 대단했다.

“가동된 세월만큼 설비가 많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특히 돌가루에 의한 마모가 심해 설비 점검을

“저희 PM팀은 생산, 기계, 전기 각 파트의 베테랑들이 모인 팀입니다.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쌓인

제때 하지 않으면 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유지 보전하고

경험과 업무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험을 살려 각 파트의 애로사항을 미래지향적으로

있지만 돌발 상황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직원들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해요. 이렇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고 보니, PM팀은 정예멤버로만 구성된 알짜배기 팀이다. PM팀 업무를 총괄하는 조길량 팀장을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필두로, 기계 담당 정만수 차장, 전기 담당 홍성덕 차장, 생산 담당 최우호 대리, TPM 교육을 담당하는

있겠지요?” 박동수 과장은 PM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드는

박동수 과장 모두 성신양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한 베테랑들인 것이다.

것이지만, 더 나아가 직원들이 모두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며 미소 지었다.

“워낙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 트러블이 생기면 한눈에 문제점을 찾아낼 수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가이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각 분야 담당자가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생산, 기계, 전기 중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확정 짓기 애매한 생황이

기술적인 코치를 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보다 실력에서만큼은 최고인 팀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 때 엉뚱한 분야의 트러블로 오판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른 문제인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배려해 팀워크를 쌓아나간다면 최강의 PM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PM팀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함께 협업해 문제를 찾아낼 수 있기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독려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길량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만수 차장은 지금까지는 각자 자신의

팀장은 누구보다 팀원들 스스로가 PM팀이 출범한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분야에 대한 문제만 검토하고 책임졌다면 이제는 서로 좀 더 협조하고 협업하게 됨으로써 더욱 큰

있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의 성과보다 성신양회의 미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장을 위해 PM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제 막 첫 발을

물론 힘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너무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팀원들을 비롯해

내디딘 PM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현장 직원들이 융합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 분야의 베테랑들인
만큼 각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이 대단할 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도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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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신비나 워크숍 참여 소감

‘성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
성신비나 워크숍은 성공을 향한 성신양회만의 차별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더 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특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매 회마다 강력한 동기부여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다. 이번 2018년 성신비나 전체 워크숍은 성신비나, 성신네트워크,
주재원 포함 217명의 많은 인원이 모여 지난 2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sean Resort & Spa에서 진행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팀빌딩
액티비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정리. 편집실

Phạm Vân anh – Phòng kinh doanh (영업팀)
“ Tôi thấy rằng hoạt động workshop khá bổ ích với các hoạt động vui chơi, giải trì lành mạnh
và phù hợp với sức khỏe của toàn thể nhân viên công ty. Hi vọng rằng những lần sau, sẽ có
nhiều hoạt động giao lưu hơn nữa giữa các bộ phận để gắn kết mọi người lại với nhau, cùng
hỗ trợ nhau trong công việc và cuộc sống”.

안태욱 법인장

모든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오락, 놀이 활동이 있어서 워크숍이 더욱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Teambuilding Activity를 하면서 서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즐거워

다음에도 각 팀 직원들 간의 업무 및 생활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교류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법인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에서 직원들과 같이 축구도 하고 락까오(베트남식 제기차기)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성신비나의 원대한 VISION을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Xin cám ơn.

Thái Thị Ngọc Phượng – Phòng Quản lý Lại Yên (관리팀)
“Không khí trẻ trung, nhiệt tình, tràn đầy năng lượng. Mong rằng
lần sau, sẽ tổ chức thời gian dài hơn, có nhiều hoạt động hơn nữa
để truyền nhiệt huyết đến tất cả mọi người”.
젊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에는 회사 직원의 열정을 돋우기 위해
행사를 더 길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Trần Thị Hiền – Phòng nhân sự (인사팀)
“ Công ty có nhiều trạm ở các nơi khác nhau. Chính vì thế, việc tổ chức hoạt động chung
như buổi workshop ngày 24.02 có ý nghĩa thực sự. Nó giúp cho mọi người xích lại gần
nhau hơn. Điều đó là thực sự cần thiết để xây dựng văn hóa công ty chúng ta”.
서로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에 금번 2월 24일 워크숍 같은 전체 활동은 좋은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더욱 가까이 만들고, 우리 회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필요한 활동입니다.

Nguyễn Văn Hợp – Phòng Nguyên vật liệu Đông Anh (동아잉 원재료팀)
“ Chúng tôi đã chơi hết mình cùng nhau. Mặc dù rất mệt nhưng thực sự vui. Mong
rằng mọi người sẽ có nhiều cơ hội được chơi cùng nhau như thế nữa”

Đào Thu Huyền – Phòng kế toán (회계팀)
“ Buổi workshop đã gắn kết mọi người với nhau, mang
lại giá trị tinh thần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Tôi mong rằng
công ty sẽ có nhiều hoạt động chung hơn nữa, để nâng
cao tinh thần tập thể của cán bộ nhân viên.”

우리 모두 잘 놀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은 모든 직원들을 가깝게 하는 뜻깊은 의미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직원들의 협동정신을 향상시킬 수

박성균 (기획팀)

있는 단체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신비나 직원 대부분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당일 일정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신”이란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의미를 깨닫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 워크숍이 기대됩니다.

we are one!

sungshin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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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result report

SungShin
VINA Workshop

2018 성신비나
워크숍 시행 설문 결과
1. 워크숍 시행 결과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오전9시~오후5시
장소 : Asean Resort&Spa
일시 : 217명 (참석율 71%)

2. 시행결과 만족도 조사
구분

문항

매우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1

워크숍 과정 만족도

70

92

34

0

199

2

팀빌딩 프로그램 만족도

56

98

43

1

199

3

회사업무에 도움여부

58

121

18

0

199

4

워크숍 시설에 대한 만족도

45

98

52

1

199

5

점심식사에 대한 만족도

51

78

57

4

199

*기타의견: 1박2일 일정 요청, 다양한 프로그램(게임, 노래자랑)추가

가. 워크숍 만족도

나. 팀빌딩 프로그램 만족도

17%
보통

22%

35%

28%

보통

매우만족

매우만족

49%

46%

만족

만족

다. 회사업무 도움여부

라. 워크숍 시설 만족도

9%
보통

29%
매우도움

49%

도움

12

매우만족

보통

61%

Spring-Change up

23%

26%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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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Story
Rolling Paper

조언을 할 만큼 결혼생활이 길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말해 줄 만한 사례도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면 기분 좋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을 한다면 건강한 결혼생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알콩달콩 잘사세요~ㅎㅎ
To. 본사 인사팀

본사 총무팀 신형호 사우

박명석 사우(4월28일 결혼)

싱글 탈출!
봄신랑·봄신부에게
쓰는 편지

항상 언니 마주칠 때마다 너무 밝은 얼굴로 인사를 잘
해주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성신 비타민 은순 언니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이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당 ! ^^

wedding
letter

싱글 탈
온다. 2018년
식도 많이 들려
소
혼
결
에게
한
복
그
에는 행
가 있을까? 들
따사로운 봄날
성신인들은 누
는
되
가
부
신
.
봄신랑·봄
도록 하자
혜도 전수해보
출을 선언하고
로서의 삶의 지
배
선
자
혼
기
축하 메시지와

그 어떤 장소적, 시간적 제약도 두 분한테는 1센티의 걸림돌도 되지 못한
듯싶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노총각 클럽 결속을 위한 멤버들의
많은 유혹까지도 이겨내시고 당당히 결혼에 골인하게 되신 우리 박 대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소 늦게 시작하신 만큼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서로서로 아끼며 사랑하시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결혼식은 약소하게~ 신혼여행은 럭셔리하게~)

본사 정보기획팀 김예주 사우

봄신부 은순 언니 입사 때부터 많은 도움 줘서 항상 고마워요
:-) 그리고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남부지사 김해영업소 김지연 사우

인사팀 조욱환 사우

3월의 예쁜 신부 은순 언니 결혼 축하해용 >ㅇ<
예쁜 아들 딸도 순풍순풍 낳으시고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명석아!
늦은 출발인듯하나 결코 늦지 않으며, 짧은 인연인듯하나 결코 짧지
않으니, 그대들의 아름다운 인연 속에 백 년 해로의
꽃길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그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귀여운 자녀들은 최대한 풍성하게.^^

본사 자금팀 오보람 사우

은순 씨 결혼 축하해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몰랐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
사소한 일상에 대한 행복을 느끼네요..
‘오손도손’이라는 단어가 일상에 대한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하네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세요..ㅎㅎ

인사팀 김성진 사우

고목나무에도 꽃은 핀다고 했나요?
박 대리님! 누구보다 길게 화려한 솔로 생활을 즐기셨으니
이제 형수님과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리. 편집실

경영기획팀 황성현 사우

본사 총무팀 황중식 사우

대리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당~~

대리님! 시치미를 떼시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ㅋㅋ
좋은 분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탄생이 부모님께 부여받은 삶이라면,
결혼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삶이겠지요.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이라면 당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짝이 된 낭군님과 서로 배려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과 삶을 만들어 가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단양공장 관리팀 박윤희 사우

본사 총무팀 박은수 사우

인사팀 권다은 사우

요즘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다혜!
좋은 일 앞두고 좋아하던 술도 끊고 점점 예뻐지고 있네 :)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랐지만,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

To. 시멘트영업본부 중앙영업소
최다혜 사우 (4월 28일 결혼)

본사 자금팀 이유정 사우

Spring-Change up

인생에 큰 터닝포인트를 앞둔 다혜야. 너무 축하해!
결혼생활 내내 사랑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하루하루
번져가는 나날들이 되길 바라! 이제는 인생 선배가
되셨으니 앞으로 많은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 :)

다혜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더욱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길!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도 손잡고 걷는 노년까지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길!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다시 한번 축하해^_^

중앙지사 의왕영업소 이순기 사우

시멘트영업본부 물류관리팀 김사랑 사우

다정한 연인처럼..
때로는 편안한 친구처럼..
고단한 삶의 여정에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라요~~♥

최: 최근에 다혜 씨 결혼얘기를 들었어요
다: 행이네~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
혜: 혜니처럼 잘생긴 아들 낳고 잘 살아요!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죠.
알고 하는 결혼, 후회라는 말이 붙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
혼자의 편안함에서 둘이란 불편함이, 너에 대해 다 안다는 생각에서
너 도대체 뭐니? 라는 의문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후회의 이유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나와 다를 바 없음을 알고
매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맘만 쭉~ 유지하신다면
행복은 찾지 않아도 옆에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고 말 안 하면 절대로 모르니
항상 대화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사랑해”, 아침 일찍 굿모닝 “쪽!쪽!”은 평생 갑니다ㅎㅎ

시멘트영업본부 기술영업팀 정흥주 사우

시멘트영업본부 물류관리팀 양진호 사우

단양공장 관리팀 노무Part 김승일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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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본사 총무팀 장은순 사우
(3월 10일 결혼)

Theme
Story
special
theme

CHANGE UP
;
C H A N G E (변화):
사물들이 달라지거나 과거와 같지 않게 되는 것.

당신의 퇴근길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매일 같은 건물을 지나 같은 길을 걸어 거의 일정한 시간에
집에 도착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낯설더라도. 아마 같은 퇴근길임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기분을 느끼고, 생각의 환기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일에 아주 조금의 변화만 주어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혹시 익숙함에 숨어 변화와 멀리하고 있었다면
오늘 퇴근길에서부터 다른 길을 걸어보는 걸로 변화를 시작해보자. 그 사소한 변화가 가져올 큰 결과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Theme
Story
Theme
Messenger

interview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독하디 독한 사람이라며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뜻. 그런 금연에
성공한 의지의 성신인들은 누가 있을까? 그들에게 큰 변화를 결심할 수 있게 했던 과정부터 노하우 그리고 금연이라는 변화
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자유로운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리. 편집실

신사업본부 한인호 상무(이하 한 상무)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회사 신사업이든 구사업(?)이든 돈 되는 것은 뭐든지
만들어내려고 제 손발을 고생시키고 있는 신사업본부 한인호 본부장입니다. (머리가

금연에

성공한

독~한
성신인들을
찾아서!

안 좋은 사람은 손발이 고생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관리팀 윤경석 차장(이하 윤 차장)
안녕하세요. 재차 금연에 도전하고 있는 신용관리팀 윤경석 차장입니다.
감사팀 서동명 과장(이하 서 과장)
4년째 금연ing. 감사팀 서동명 과장입니다.
단양공장 생산1팀 진상연 사우(이하 진 사우)
안녕하세요. 금연 7년차인 생산1팀 진상연입니다.

No Smoking

Spring-Change
Winter-Energy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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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한 상무

<성신사람들> 봄호 테마주제는 ‘CHANGE UP!’입니다. 금연이라는 큰 변화를 이룩한 성신인에게
잘 맞아떨어지는 주제인데요. 금연이라는 변화를 이루게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인 불혹(不惑)을 훌쩍 넘어 하늘의 뜻을 알아 순응하는 나이인 지천명

Q4.

물론 좋은 점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럴 땐 정말 10년 금연이 무색하게 담배를 꺼내 물고
싶을 때가 있다! 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한 상무

없었어요. 담배 끊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늦게 끊었는지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윤 차장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거나, 본인이 이룬 성취감에 고무되었을 때 아닐까요^^

서 과장

지금은 흡연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금연 초반에 술자리에서의 흡연 유혹은 정말 참기

(知天命)으로 가고 있는 어느 여름날에 나 스스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니, 나 자신과 약속하여 그 약속을 끝
까지 지킨 기억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하고 갖고 있던 담배를 휴지통에 버리고 지
금까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차장

예전에 둘째를 낳고 제 가족을 위해 약 6년가량 금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업 업무를 맡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접대의 기회가 많아져 자연스럽게 흡연의 길로 들어

힘들었어요. 금연 초반에는 술자리는 줄이고, 사탕이나 껌 기타 간식거리를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저
는 사탕을 많이 먹었는데, 주변에서 금연은 가고 당뇨가 오겠다고 했어요.

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게 되어서(자세한 내용은 비밀입니다) 다시 금
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몇 개 월째 절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유혹에 몇 번 넘어간 적도 있지만, 담뱃값은

진 사우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입니다.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네요.
서 과장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신했었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크게 충격을 먹었어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정상보다 무려 4배나 높고, 혈압도 고혈압 전단계로 나왔거든요. 물론 담배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

Q5.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올해 또

한 상무

금주를 해볼까 합니다. 하하. 평생 금주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슬람교도들이 금식하듯이 일

한 번 변화를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반에 걸쳐 잘못된 습관이 불러온 결과이지만…. 그때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식습관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과음을 한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상태로 담배를 한대 피우면 오바이트

정 기간만이라도…(우리 성신양회 임직원들의 음주 절대량이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연 중입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언젠가는 끊

진짜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은 올해 회사 경영방침인 “변화와 도전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실천에 옮겼던 순간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결국 나로부터의 변화를 먼저 해야만 우리 팀과 우리 본부 나아가 회사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

진 사우

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한 달에 책 두 권 이상 읽기,
어머님·장모님 자주 찾아뵙고 문안드리기, 다른 부서원들과의 소통 더 잘하기(내가 먼저 출정보고서, 주요
정보 전달하기) 등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변화시키고 어떤 것에 도전하기

Q3. 금연에 성공한 후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위해 꿈꾸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한 상무

윤 차장

제일 좋은 점은 음…. 아내가 나와 결혼할 때보다, 애들 낳았을 때보다 더 기뻐해 주고 나를 칭찬해

그간 피곤을 이유로 모든 두뇌적인 활동을 접고 살았었는데요. 되살아난 체력을 바탕으로 하

주고 나를 더 사랑해준 점이고요^^, 용돈도 절약이 되어 책을 사서 보거나 다른 취미 생활에 보탬이 된 것입니

루 30분 책 보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달 2권 이상 독서하는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요즘

다.

헤르만 헤세 책을 다시 읽어 보았는데 젊었을 때보다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윤 차장

금연 후 좋은 점은 확실히 체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주말에 주로 배드민턴을 치는데 전엔 1게임 치

서 과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꾸준히 운동하고 싶어요.

진 사우

생산팀에 근무하며 ‘고생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생 없는 행복한 생산1팀을 만드는데

고 지쳐서 다음에 치고 싶은 게임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웬만하면 다음 게임도 바로 들
어갈 수 있네요.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 과장

운동을 하거나 걷고 달릴 때 헛기침이나 숨이 가쁘지 않고, 입이 개운한 것이 가장 좋아요. 금연 중

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자면 가끔 꿈을 꾸는데 그때 담배를 피우는 꿈을 자주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술자
리에서 담배를 못 참고 피웠나? 헷갈릴 때가 참 많았어요.
진 사우

금연 후 옷들의 주머니가 깨끗해졌고 가방 속도 깨끗해졌습니다. 셔츠 주머니에 한 가치 숨겨놓은

담배를 깜빡해 빨래를 돌려 옷이 난장판이 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연 후
주량이 약 소주 2잔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Winter-Energy up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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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tory
Theme
Enquete

변화가 사람을 만든다

‘ Changes Maketh Man .’

1_____당신은 변화를 자주 행하는 사람인가요?
1. 그렇다

성신인들의 생각을 엿보는 설문조사! 봄호 주제는 ‘변화’이다. (응답자 : 56명)

2. 아니다

44 % (25명)
55 % (31명)

2_____주기적으로 내가 꼭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28% (16명)
19 % (11명)
3. 내가 가진 물건이 곧 나다. 물품(휴대폰, 가방, 신발, 담배종류 등) 19 % (11명)
4. 익숙함을 없애자, 재배치(책상정리, 방 구조 등) 17 % (10명)
5. 기타 14 % (8명)
1. 새로운 곳에서 새로움을 찾다. 취미활동(동호회, 학원 등)

2.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하게! 외모(몸매, 헤어스타일, 옷 등)

3_____내게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직장생활 내 사소한 변화 수단은?

41% (23명)

1) 남들 일할 때 쉬는 즐거움~ 연차or반차

2) 일이 잘 풀리면 내 기분도 잘 풀리죠, 거래처의 원만한 협조
3) 날씨 좋을 땐 외근도 외출이지! 외근

7

4) 오늘 뭐 먹지? 매일매일 다른 점심메뉴
5) 기타

17% (10명)

% (4명)

23% (13명)

10% (6명)

4_____당신이 변화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39% (22명)
2)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12% (7명)
3) 남의 눈치를 봐서 5 % (3명)
1) 지금 이대로도 좋기 때문에

4) 마찰을 피하고 포기하는 게 쉽기 때문에

5) 기타

21% (12명)

21% (12명)

5_____변화를 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당신의 유형은?

37% (21명)
2)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실천 기회를 모색한다, 시장조사형 17% (10명)
3) 회사 내·외부 교육 참여 등 자기 계발에 힘쓴다, 자기계발형 21% (12명)
4) 행동에 앞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체크한다, 주도면밀형 23% (13명)
1) 독서, 취미 활동 등 시야를 넓힌다, 시야확보형

변화가 없는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반면, 적당한 변화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잔잔한 물에 괜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싫다고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지면 고인 물이 되고 만다. 변화를 통해 더욱 나다운 나를 만들자.
글. 편집실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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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up
23

Theme
Story
Theme
Method

우리 동네 길가에
매년 이맘 때쯤
피는 개나리.
인간 행동의 40%는 뇌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가령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지속적 행동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좋은 언어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내 몸에 배도록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
글. 편집실

참고도서. 로버트 케건, 「성공하는 직장인의 7가지 언어습관」, 와이즈북(2007)

나도 모르게
흥얼 거리고 있는
봄 노래.
언제부턴가
등한시 하게 되는
온수매트.
봄이 왔음을 알리는
다양한 신호들을
우린 이미 받았다.

C H A N G E
불평의 말에서 실행의 말로.
투덜대고 트집 잡고 빈정대고 푸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의 말을 좋아한다. 하지만 불평불만은 아
무런 상황도 바꾸지 못한다. 단지 찰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구이자 독(毒)일 뿐이다. 찰나의 희열을
위해 불평의 말에 지배당하면 더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만다. 불평의 말이 아닌 실행의 말로 변화하

는 태도를 기르는 연습을 하자.
공허한 칭찬의 말에서 관심의 말로.

동료에게 관심을 돌리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심의 말을 사용하도록 하자. 가령 누군가
에게 칭찬을 건넬 때는 틀에 박힌 칭찬이 아닌 구체적으로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만을 말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습관은 당신을 정직한 대인
관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비난의 말에서 책임의 말로.
대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책임부터 묻기에 급급하다. 그와 동시에 비난의 말은 여지없이 따라
나온다. 하지만 비난의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나오게 만든다. 비난의 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
도 없다. 대신 책임의 말을 사용해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자. 책임의 말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다.
규정의 말에서 합의의 말로.
규정의 말은 리더십이 아닌 강제적 명령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리더에게 대화의 목적은 소통이 아
니라 부하직원의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대화의 심리는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
고 있다. 이제는 합의의 말을 사용해보자. 분명 진정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합의의 말은 조직 변화의 원동력이다.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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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이겨낸 당신은
봄이라는 큰 선물을

spring
받을 자격이 있다.

outside story

언어습관을
바꾸면
내가 바뀐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Outside Story
Team Class

탕- 울창한 산새에 총성이 울려 퍼지자 주위가 금방 고요해진다. 레미컨영업본부 영업관리팀이 스
트레스와 춘곤증을 한방에 날려줄 클레이 사격 체험에 나섰다. 스릴 넘치는 사격의 매력에 흠뻑 빠
진 영업관리팀의 나들이를 함께 했다.
글. 류민정

사진. 전재천

짜릿하게
탕! 탕!
행복 에너지
장전

shooting

시작은 설레는 마음으로
탁 트인 하늘과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는 클레이 사격장 안. 커다란 총성과 고요함 가운데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에 괜스레 긴장감이 감돈다. 선수들이 연습 중인 사격장을 한참 지나가면서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업관리팀 5명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들은 “저렇게 날아가는 걸 맞추는 거네?”, “바람이
불어서 어렵지 않을까?”, “무서워요~” 등등 체험에 앞서 생소한 클레이 사격에 대해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노경호 팀장은 직급을 막론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팀원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저와 한길상
과장은 입사년도가 비슷하고, 유종훈 과장은 10년, 김진아 사원과 정윤환 사원은 1년 남짓 됐어요. 연차는
다 달라도 연령대가 젊은 편인 데다 사무적인 업무 특성상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대화가 많아 공감대
info 경기도종합사격장

형성이 쉬워서인지 다들 편안하게 지내요.” 노경호 팀장의 말에 정윤환 사원이 “저희 팀은 성신양회 전

안전하고 쾌적한 사격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화합이 잘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언하자 유종훈 과장은 “모두 팀장님

하에 사람과 레저 스포츠의 품격을 높이는

덕분이죠~ 제 말투는 원래 경직됐습니다.”라고 장난을 치며 걸어가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사격 문화의 중심지로서 도민의 여가선용 및

체험할 사격장으로 들어선 팀원들은 사격 전 간단한 교육을 받기 위해 나란히 앉았다. 아무래도 실제 총을

쾌적한 훈련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격의 메카’.

만지는 터라 안전에도 대비해야 하기에 단호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팀원들은 걸어올 때와는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했다. “클레이 사격은 ‘산탄’을 이용해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운동입니다.

____이용금액

23,000원(25발 기준)
____이용시간

공중에 뜬 표적을 쏘아 맞혀야 해서 타이밍과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야구를 생각하면 돼요. 방망이가 아닌
공을 보고 스윙을 하는 원리죠. 조준해서 정확하게 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느끼고 타이밍을 잡는

하계(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예요.”

동계(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가의 말이 끝나자 군대에서 한 번씩 총을 잡아본 적 있는 남자 직원들은 “산탄이라서 괜찮겠네~”라며

*매주 월요일 오전 정비휴무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전일 정비휴무
*공휴일 휴무
____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격장길 142

내심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노경호 팀장이 “그런데도 못 쏘면 어떡하냐”며 농담을 던지자 다 같이
“그럴 수도 있다”며 불안한 듯 어색하게 웃음 지었다. 난생처음 총을 접하는 김진아 사원은 연신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라며 걱정스럽게 물었고 다들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____전화번호 031-352-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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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윤환 사원, 한길상 과장, 노경호 팀장, 유종훈 과장, 김진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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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사격의 매력
이제 직접 사격에 나설 시간. 각자 귀마개와 사격 조끼, 엽총, 실탄 25발이
지급됐다. 한 명씩 사격대 앞에 서기로 한 뒤 누군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며 제안하자 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렁차게 “가위, 바위, 보!”를
팀장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든든한 믿음이 서려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쳤다. 진 사람은 외마디 비명을, 이긴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순서는 정윤환 사원-김진아 사원-한길상 과장-노경호 팀장-유종훈 과장
순으로 결정됐다. 맨 처음 사격대에 선 정윤환 사원이 긴장한 듯 머뭇거리자

유쾌한 에너지로 꽉 찬

팀원들은 뒤에서 큰 박수를 보냈다.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하며 정윤환

영업관리팀. 이들에게

사원은 더욱 긴장한 듯 자꾸만 빠르게 총을 움직였다. 원반이 날아오도록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는

신호를 보낸 뒤 총구의 움직임이 늦어져 옆에서 도와주던 전문가가 포기한

파란 하늘과 초록빛이

듯 “늦었어요~”를 반복하자 다들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정윤환 사원은

완연한 자연을 향해 쏜

민망한 듯 “이거 은근 스트레스인데요?”라며 불평하자 김진아 사원은

총알처럼 짜릿하고 새로운

“이걸 하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어요!”라고 소리쳤고, 유종훈 과장 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명사수다~”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첫 타자의 부담 때문인지 정윤환 사원의
격발 수는 4발에 그쳤다.
두 번째 사수로 나선 김진아 사원은 총을 쥐자마자 “어, 이거 되게
무겁네요!”라며 총의 무게를 실감하며 격발을 시작했다. 조준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은 여자가 더욱 유리할 거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김진아 사원은
생각보다 쉽게 원반을 맞췄고 노경호 팀장은 “이야~ 진아야!”라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연속으로 격발에 성공하자 나머지 팀원들은 “엄청 잘하네?”라며
부러움 반 긴장 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팔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던
김진아 사원의 성적은 11발. 절반 가까이 맞춘 훌륭한 점수였다.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던 한길상 과장은 말도 없이 묵묵히 손에 총을
익혀갔다. 프로에 가까운 그의 모습에 팀원들도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다.
감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정확하게 원반을 맞추는 모습에 전문가는
“소질 있으시네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노경호 팀장이 “한 과장은
뭐든 잘해~”라는 칭찬에도 한길상 과장은 빙그레 미소만 지으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10발을 맞춘 한길상 과장 다음은
노경호 팀장 차례. 팀원들은 “팀장님 파이팅!” 하며 남다른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생각만큼 격발은 쉽지 않았다. 자꾸 빗나가는 총알에 전문가가
“분명히 느낌이 올 거예요.”라고 계속해서 독려했지만 노경호 팀장은 “아~
그 느낌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하며 쓴웃음을 짓다가 막판에서야 연속
격발에 성공해 6발로 마무리 지었다.
불안한지 계속해서 먼저 쏜 정윤환 사원과 김진아 사원에게 설명을 들었던
유종훈 과장은 “4발이라도 맞추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긴장한
탓일까. 너무 빠르게 총을 움직여 타이밍은 계속 어긋났고 결국 3발을
맞추며 격발을 마쳤다.

언제나 유쾌함 가득한 우리 팀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사격장에 피곤함을 달래주듯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팀원들은 입을 모아 “그래도 밖에 나오니
좋다”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노경호 팀장은 사무실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영업관리팀이 함께 할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영업관리팀은 레미컨영업본부에 소속되어 연간 목표나 계획을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지원해주고
운영하는 총괄적인 부서예요. 아무래도 외근이 적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야외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술을 먹는 회식 대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평소에 접하기 힘든 체험도 하고 이래저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직도 팔이 떨린다며 발랄하게 웃는 김진아 사원은 “의도치 않게 제가 1등이 되어서 민망하네요.(웃음) 처음에는 오락실에서 하는
표적 맞히기처럼 생각했는데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응원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겼어요!”라며
자신감 넘치는 1등 소감을 밝혔다.
처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느껴지던 한길상 과장은 “팀 안에서 1등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다”며
짧고 굵게 말을 마쳤다. 정윤환 사원은 “저는 사실 군대에서 총을 잘 쐈어요. 오늘도 잘할 줄 알고 스트레스를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네요.(웃음)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 기회가 온다면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라고 눈을 빛냈다. 노련함과 신입 사원의 패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두 사람의 소감이었다.
스스로 꼴찌라고 하면서도 내내 미소를 짓던 유종훈 과장은 팀원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전 군대에서도 총을 정말 못
쐈기 때문에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요.(웃음) 요즘 다들 체력도 떨어지고 팀원들이 웃을 일이 없었는데 원반이 터질 때마다 다 함께
웃고 손뼉 치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니 더욱 좋네요.”
영업관리팀에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상하관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걱정보다는 믿음을, 격식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위해주는
덕분이다. 업무와 일상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대화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이들이지만 노경호 팀장은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레미컨영업본부가 올해 해야 할 목표가 많아서 제가 팀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을 텐데 늘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사보를 통해 돈독해지는 기회까지 만들었으니 올 한해도 걱정 없이 목표했던 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 잘
챙기고 지금 하는 것처럼만 한다면 충분할 거예요.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든든한 믿음이 서려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쾌한 에너지로 꽉 찬
영업관리팀.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계절에는 파란 하늘과 초록빛이 완연한 자연을 향해 쏜 총알처럼 짜릿하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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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Story

Q1.
당신만의 봄날 추억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부장. 도담삼봉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은 ‘봄’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날씨인 5월의 어느 날, 그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데이트했던 장소입니다….

차장. 계룡산 동학사 벚꽃길, 부산 광안리 벚꽃길

나만의 연애사가 숨어 있는 곳~

협력사 사장. 창경궁

대학 초년생 시절, 창경궁에서의 추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는 봄이면 창경궁에 밤 벚꽃놀이가 펼쳐졌었지요.
동아리에서 만난 여학생과 설레는 첫 데이트!! 벚꽃과 어우러져 날리던 긴 생머리의 모습은 지금도 아련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후 그 친구는 직장 상사와 결혼을 했었는데.. 잘살고 있겠지요ㅠㅠ

과장. 파주 헤이리마을

첫째가 아주 어릴 때 날씨가 풀리는 시점에 봄나들이를 종종 가곤했어요~ 지금까지도 봄이 되면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봄나들이할 만한 장소를 찾는다면 헤이리마을을 추천합니다!

사원. 경주 벚꽃길

경주 겹벚꽃의 아름다움을 아시나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벚꽃길에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걸을 때가 가장 봄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리. 캠퍼스

계절의 여왕 봄에는 회사 야유회, 체육대회부터 가정 행사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렇게
싱그러운 계절에 누구나 품고 있는 따스운 봄날의 기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 세대가 제각각이니 품고
있는 추억들의 모습도 천차만별일 것이다. 우리 부장님의 봄날의 감성은 무엇인지, 요즘 사원·대리들이
생각하는 봄날은 무엇인지 성신인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편집실

대학 방송국 활동을 했었는데요. 매년 봄에는 가요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추억 돋네요.

대리. 청풍 벚꽃축제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가본 청풍 벚꽃축제. 인심 좋은 시골장터의 분위기와 걸을 때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벚꽃 잎들은 거의 영화 수준이었어요.

대리. 동구릉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리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아직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많을 듯한데요. 가족과 함
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김밥을 맛있게 먹었던 너무도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아직 어
리다면 더더욱 강추!

사원. 전주 완산공원

봄에 완산공원에 갔었는데, 정말 꽃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색색의 철쭉들과 겹벚꽃들이 만개해서 꽃동산으로 불릴 만큼 봄 내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spring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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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어린이대공원

조금 흔한 느낌이긴 해도 아이들과 봄꽃 구경하며 잔디밭에 누워 낮잠도 자고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도 구경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 없는 봄날에는 무조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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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pen Talk

Q3.
봄이면 학교에서는 소풍. 회사에서는 야유회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은 무엇인가요?

사원. 버스커버스커 - ‘벚꽃엔딩’

사원. 엄마표 김밥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맘때쯤에 들으면 더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아, 봄이 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는 곡.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맛있는 김밥 집에서 김밥을 사서 먹어봐도 엄마표 김밥을 따라잡을 순 없는 거 같아요.

대리. 김가네 김밥
과장. 봄이왔어요 (동요)

어머니 김밥이 너무 맛없어서요…. (엄마 미안)

네. 동요 맞습니다. 전 요즘 아이 때문인지 동요밖에 안떠오르네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 동요야말로 순수
하게 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 아닌가요?
사원. 오므라이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오므라이스를 해주셨는데 식어도 맛있었어요. 짱짱!
부장. 김현철 - 봄이 와

요즘 봄 하면 벚꽃엔딩이지만 전 이 노래가 들려야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차장. 양은 도시락에 담긴 쌀밥

봄 소풍날, 노란색 양은 도시락에 담긴 쌀밥과 계란 프라이, 고추장 멸치볶음. 가난했던 시절 김밥 쌀 시간도, 여력도 없
던 농촌에서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이기에 소중했습니다. 쌀밥 먹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간~

차장. 배따라기 - ‘그댄 봄비를 좋아하시나요’

봄이 되면 아련한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 7080세대들은 공감할걸요?
대리. 쇠고기 비빔밥

음악다방이 유행하던 시절에 지인과 만나 함께 커피를 마시며 즐겨듣던 old pop입니다.

소풍에서 김밥 없는 소풍을 보낸 장본인입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김밥을 쌀 수가 없어서 항상 쇠고기 비빔밥을
싸주셨어요. 김밥을 싸온 친구들이 한 숟가락씩 달라고 해서 인기는 최고였죠.

사원. Daniele Vidal - 오 샹젤리제

과장. 김밥&유부초밥

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노래라 생각합니다.

김밥과 유부초밥이 진리! 이 두 메뉴를 빼놓고 도시락을 논할 수 있나요?ㅎㅎ

대리. 김동진 - 봄이 오면

대리. 한○ 도시락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시인 김동환의 ‘봄이 오면’에 가락을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
게 봄만 되면 흥얼거리게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봄에는 한○ 도시락이죠. 봄날 야외에서 먹는 한○ 도시락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특정 브랜드 홍보 아닙니다ㅎㅎ

대리. 자우림 - 봄날은 간다

사원. 유부초밥

봄 하면 다들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가 제일
좋습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도시락은 유부초밥이었어요. 짭조름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부초밥은 반에서도 인
기가 많았죠. 그땐 친구들끼리 정해서 각자 다른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먹기도 했었어요. 생각난 김에 올봄에는 모처럼
유부초밥 도시락과 함께 봄나들이 가야겠네요!

협력사 사장. patti page -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사원. 10cm -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가사입니다.)

대리. 치맥(치킨+맥주)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은 역시 김밥이 진리!!지만 날씨 좋은 봄에 한강변에서 먹는 치킨에 소ㅈ... 아니 맥주죠ㅋㅋㅋ
대리. 로이킴 - 봄봄봄

벚꽃엔딩에 맞설 봄 노래의 강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부장. 바비큐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고 먹었던 바비큐가 생각나네요. 땀 빼고 바비큐를 한입 착! 쏘주 한 잔 탁! ㅋ ㅑ~~
과장. 이문세 -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을노래 같지만 은근히 봄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전 이노래만 들으면 봄이 떠오른답니다.

과장. 김밥, 계란말이, 스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자신감 뿜뿜! 오늘밤 금수저는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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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nic lunch

봄! 하면 떠오르는 음악은?

music

Q2.

Outside Story
Love+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다

Love

+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성신양회. 별도의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해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손잡고 삶의 질 개선과 환경개선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글. 편집실

따뜻한
배식봉사
이야기

점심나누기
순회모금
이야기

지난 2월 25일, 성신양회는 서울꽃동네가 주최하는 노숙인 저녁 배식봉사에 참석했다. 시멘트영업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에서

제23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순회모금 단양지역 행사가 4월 9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단양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각급

온 이호구 부장도 함께 참여하는 등 많은 인원이 모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신인들은 일찌감치 집결해 준비를 마치고, 오후 5시에

기관·사회단체장 등 군민들이 나눔 행렬에 동참했고, 성신양회 역시 단양지역의 대표로서 빠지지 않았다. 단양지역 소외계층과

본격적인 배식을 시작했다.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연신 ‘맛있겠다’ ‘반찬이 절로 입맛을 돋우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등 설레는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행사에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낸 이날 행사에서 총 3,795만 1,270원이 모금됐다. 성신양회 참여자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반백년을 함께해 오면서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얼마나 집중해서 배식을 했는지 끝나고 나니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에 힘든 마음이 싹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단순히 보여주는 활동이 아닌, 근본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주로

사라졌어요.”라고 성신인은 소감을 전했다. 이날 약 300여 명에게 아낌없는 배식을 한 후, 남은 음식으로 봉사단원들도 늦은 식사를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성신양회는 우리 쌀 1,000포와 충북 단양의 특산품인 마늘을 구입해서 서울 종로구

together
했다. 달리 특별할 것도 없는 식단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꿀맛이었다고 전했다.

Spring-Change up

34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반백년을 함께해 오면서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단순히 보여주는 활동이 아닌, 근본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주로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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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Story
Art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이색 건축물
제주 ‘테쉬폰’

제주도 성이시돌목장에 가면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 테쉬폰(Cteshphon) 건물이 서 있다. 언뜻 보기엔 낡고 허름한 데다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흔히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촬영
스폿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 편집실

‘테쉬폰’은 곡선 형태의 텐트 모양과 같이 합판을 말아 지붕과 벽
체의 틀을 만들어 고정한 후 틀에 억새나 시멘트 등을 덧발라 만
든 건축물이다. 약 2,000년 전부터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 테쉬폰
(Cteshphon)이라는 곳에서부터 전해 내려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재건기에 도입한 건축 양식으로 임피제 신부가 최
초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이다. 당시에 200여 채를 지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붕괴되고 20여 채 정도만 겨우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
는 제주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
떠한 상태로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에서 테쉬폰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성이시돌목장이다.
이곳에 있는 테쉬폰은 1961년도에 처음 목장에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했다. 이후 조금 작은 크기로 제작해 돈사로도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했다. 또한,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농가의 숙
소나 막사로 쓰기 위해 건축한 것이 많다.
테쉬폰은 거센 태풍과 지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온전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구조에 있다. 건물의 하중을
고루 분산시키는 아치형으로 지어 곡선 형태의 텐트 모양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바람이 강한 제주에서 견디기에 매우 적합하다.
예전에는 보기에 낡고 허름해 보이는 탓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
았지만 지금은 사진 동호인들이나 일반 여행자들이 테쉬폰을 많이
찾는다. 사진 속에선 무척이나 근사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
이다. 날씨 좋은 날엔 어떻게 찍어도 멋진 사진이 탄생하는 덕에 누
구나 이곳에선 화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의 촬
영지로 쓰이기도 했는데, 테쉬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후작업해 캐나
다 설정으로 방영했다고 한다. 그만큼 테쉬폰이 이국적이고 독특한
장소임을 증명한다.
주소. 제주 제주시 한림읍 산록남로 53
입장료. 없음
주차. 무료 (건축물 옆쪽 공터에 주차)

cteshphon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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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Story
TIP&TIP

happiness
나의 사소한 배려로
더욱 행복한 분위기가 된다

아는 것이
상식!
경조사
매너

share

cheer

슬픔을 나누고 조의를 표하다

빠른 쾌유를응원합니다

결혼식장 예절

장례식장 예절

병문안 예절

인륜지대사라 불리는 결혼식은 신랑신부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

장례식만큼 예의가 중요한 자리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슬픔을 위로하는

병문안을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매너 있는 방문객과 그렇지 않은 방문

을 앞둔 약속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동시에 격식이 필요한 현장이다. 결

자리인 만큼 문상을 진행하는 절차와 그 외의 격식들을 미리 기억해두자.

객은 한 끗 차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병문안 예절.

혼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

깔끔하지만 튀지 않게! 하객 패션

어두운색 옷을 미리 준비하는 센스

면회시간 체크부터

여성 하객의 경우에는 올 화이트 의상은 피하는 것이 매너다. 결혼식에서 화이트 색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라 불렸던 만큼 예부터 초상집에 갈 때는 흰색 한복을 입

요즘 병원에서는 병문안 가능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미리 알아보지 않고 방문했

상은 신부를 상징하는 색이므로 결혼식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

었지만 요즘은 검은색 옷을 입는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이

다가 면회가 제한되어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해당 병원의 면회시간을 꼭 알아본

록 흰색 옷은 피하도록 하자. 남성 하객의 경우는 짙은 색 양복에 밝은 색 타이로 마

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급히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후 방문하도록 하자. 또한, 너무 늦은 시간이나 식사시간, 회진시간은 피하고, 방문

무리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청바지, 트레이닝복, 시스루 의

될 경우 검은색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센스 넘

전에 미리 환자 가족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는 것이 예의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는

상은 삼가는 것이 좋다.

치는 사람이라면 사무실에 검은색 재킷 하나쯤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것은 민폐일 수 있으니 최소의 인원이 조용히 다녀오고, 오래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 직후나 심각한 병인 경우에는 본인을 만나기보다는 가족을 만나 마음
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 왔습니다~ 시간관념

알아두면 간단한 분향과 헌화 그리고 위문

결혼식에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년가약의 시작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외로 조문 순서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가장 먼저 방명록 서명부터 한 후,

너무 늦게 도착해 축하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식사만 하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넉

불교식 장례라면 분향을 하고 기독교나 천주교 장례라면 헌화를 한다. 향을 마치

문병 선물은 조심스럽게

넉하게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직접 얼굴을 보고 축하의 뜻을 전하자. 단체 사진으

고 난 뒤에는 영정사진에 두 번, 상주에게 한 번 절을 한다. 헌화의 경우에는 절 대

문병 선물로 무난하게 꽃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입원해 있는 지인이나

로 참석 도장을 남기는 센스를 발휘해도 좋다. 예식 당일에 정신이 없어서 누가 방문

신 잠시 묵념을 한다. 그 후 상주에게 간단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조용히 자리를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중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꽃은 그다

하고 누구와 인사를 나눴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신랑신부는 당신의 방문 흔적에

빠져나오면 된다. 위문 시 고인이나 상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분향소에서

지 좋은 선물이 아닐 수 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환자가 어떤 음식

고마운 마음을 표할 것이다.

는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섭취가 가능한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입원 중에 병원에서 식사가 전부 제
공되고 환자에 따라 먹는 음식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장기간 입원
하는 경우라면 책이나 가벼운 게임 등의 선물이 좋다.

W

축하하는 마음을 한껏 담아, 축의금

식사와 음주에도 예절을 갖춰서

축하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축의금은 청첩장을

보통은 분향 후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소에서 식사나 가벼운 음주를 한다. 음주나

전해준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담아 준비하면 된다.

식사는 과하지 않게 하고, 특히 음주를 할 때는 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어

그리고 축의금은 홀수로 준비하는 것이 예의다. 홀수는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를

떤 사람은 ‘장례식장은 떠들썩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장례식장 분위기를

담은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끔 축의금을 내고 밥만 먹거나 결혼식이 다 끝나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기도 전에 피로연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성신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비즈니스의 기술. 이번 호 주
제는 ‘비즈니스 경조사 매너’
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결
혼식, 돌잔치, 장례식, 병문
안 등 경조사에 참석할 일이
많다. 꼭 챙겨야할 직장 생활
중 하나인 경조사가 익숙하
지 않아 예절에 맞지 않게 행
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너
무 당연해서 소홀할 수 있었

하고는 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하자.

wedding

funeral

hospit al

던 에티켓, 지금 만나보자.
글. 편집실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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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하고 바삭하게 두부달래전

Healing Food

냉이와 함께 봄나물 3대장에 손꼽히는 달래는 톡 쏘는 매운맛이 봄철에
떨어진 입맛을 살려주고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춘곤증과 빈혈에도
좋다. 봄 향기 물씬 풍기는 달래를 으깬 두부에 듬뿍 다져 넣어 전을
만들어 먹어 보는 것은 어떨까?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본격적인 봄맞이를 앞두고 향긋한 봄나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봄이면 자주 볼 수 있는 봄나물은 각각의 특유
의 향과 맛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있는 일석이조의 담백한 전이 탄생할 것이다.
*달래 효능

글. 편집실

달래에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달래에 포함된 비타민C는 빈혈, 동맥경화, 노화 방지 및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입안에
가득
퍼지는

봄 내음,
봄나물

Ingredients

두부 1/3모, 손질한 달래 1줌, 부침가루 1/2컵, 간장 1/2큰술,

Spring vegetables

소금·설탕 약간
Recipe
1. 두부를 곱게 으깬다.
2. 으깬 두부에 손질한 달래를 넣어준다.
3. 볼에 으깬 두부, 손질한 달래, 부침 재료
(부침가루, 간장, 소금·설탕 약간)를 넣은 뒤 골고루 섞어준다.
4.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지름 10cm 크기로 반죽을 부친다.

두
부
달
래

냉

전

이
오
일
파

냉이로 된장찌개, 무침 말고 특별하게! 냉이 오일파스타

스

냉이로 할 수 있는 요리로 매번 무침이나 된장국을 시도했었다면 올해는

타

조금 특별하게 파스타를 도전해보자. 언뜻 서양 요리와 나물이 어울리지

동

부드럽고 고소한 도토리묵과 씹을수록 달달한 봄동, 아삭한 오이와 향긋한 깻잎이

도

매콤새콤 맛깔난 양념을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다른 요리와 달리 지지고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문 레스토랑에서 우리

볶고 하는 과정이 없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만들어놓으면 너무 맛있어서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가 유행이다. 루콜라처럼 냉이도 파스타에

자꾸만 손이 가는 봄동도토리묵무침. 신선한 봄배추 향과 함께 산뜻한 봄기운을

잘 어울리는 재료인 것이다. 딱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계절식 파스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냉이오일파스타를 추천한다.

봄

새콤달콤한 향이 예술! 봄동도토리묵무침

토
리
묵
무

*봄동 효능

침

봄동에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고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미용에 좋다.

*냉이 효능
비타민이 풍부해서 춘곤증을 몰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겨울을 이겨낸 모든
뿌리식물은 봄에 먹는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좋기 때문에 뿌리까지 먹는
것이 좋다.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Ingredients
Ingredients

도토리묵 1모(300g), 봄동 1/2포기(200g), 깻잎 10장, 오이 1개

파스타면 2인분(70g), 양파 1/8개, 통마늘 3개, 냉이 1줌,

홍고추 1개, 양파 1/4개

올리브유 3숟가락, 후추 약간, 연두순 1숟가락

양념재료

Recipe

간장 4큰술, 고춧가루 2.5큰술, 참기름 1.5큰술, 다진 마늘1큰술,

1. 냉이를 미지근한 물에 3분간 담갔다 헹궈 불순물을 제거한다.

올리고당 2작은술, 설탕 2작은술, 통깨 1작은술

2. 파스타면을 삶는다. (파스타의 농도 조절을 위해 면수를 약간 남긴다.)

Recipe

3. 통마늘 3개와 양파 1/8개를 채 썰어 올리브유 세 숟가락과 함께 볶는다.

1. 도토리묵은 반으로 잘라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썬다.

4. 3번 과정에 냉이와 연두순 1숟가락을 넣고 볶는다.

2. 봄동은 잎을 모아 잡아 밑동을 잘라내고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다. 체에 밭쳐 물기를 빼고

5. 면수 1/4종이컵(50ml)을 넣는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6. 삶은 파스타면과 후추 약간을 뿌려 비벼주며 볶는다.

3. 오이는 위아래를 약간씩 잘라내고 길게 반으로 가르고 어슷 썬다. 양파는 곱게 채 썰고,
홍고추는 어슷 썬다. 깻잎은 십자 모양으로 4등분 한다.
4. 볼에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올리고당, 설탕, 통깨를 넣고 섞어 양념을 준비한다.
5. 볼에 봄동, 오이, 깻잎, 양파, 홍고추, 양념 2/3분량을 넣고 가볍게 버무린다.
(※너무 오래 버무리면 숨이 죽고 풋내가 날 수 있으니 주의)
채소가 고루 버무려지면 도토리묵과 남은 양념을 넣고 가볍게 버무리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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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Time

영화, 맛집, 카페 등 도돌이표 데이트는 그만! 이제는 핫한 시장으로 나설 때다. 냄새 나고 지저분한
곳이라는 편견은 NO! 요즘 시장은 깨끗할 뿐 아니라 트렌디한 맛집도 많아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각
광받고 있다. 소소한 재미가 가득한 시장, 기왕이면 성신양회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시장으로 떠나
보자.

글로벌 명품시장
서문시장
info

글. 편집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6길 45
전화. 053-256-6341
주차. 서문주차빌딩 이용

요즘 뜨는
시장으로
가즈아!

대구의 2대 장터 중 하나인 서문시장. 조선시대에 대구장이라고 불리면서 발전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 주말·평일 구분 없이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상인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주거래 품목은 주단, 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원단 시장이다. 그밖에도 한복, 액세서리, 청과, 건어물,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서문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야시장. 국내 최대

단양의 아홉 번째 명소
단양 구경시장

단양 구경시장은 18세기 말에 조성된 유서 깊은 시장이다. ‘구경’이란 명칭은 단양
팔경에 하나를 더한다는 의미로 단양을 대표하는 아홉 번째 명소를 뜻한다. 그

야시장으로 대구 여행코스 필수 장소가 되었다. ‘먹부림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80개의 포장마차와 식품 코너, 상품 코너가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또한,

이름만큼 구경시장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식·양식·분식·퓨전·각종 세계요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info

단양은 석회암지대로 일찍이 시멘트 산업이 발달해 그런 특성이 곧 특산물과도
관련이 있다. 단양의 특산물인 육쪽마늘은 석회암지대의 황토밭에서 자라 맛과
향이 독특하고 맵다. 그리고 다른 마늘보다 단단해서 저장이 쉽다. 그래서 단양에는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5길 31

야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 먹거리가 끝이 아니다. 날이면 날마다

전화. 043-422-1706

버스킹 공연을 자주 볼 수 있고, 치맥페스티벌,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크고 작은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축제도 열린다. 낮이든 밤이든 구분 없이 먹을 것과 볼 것이 많은 대구 최고의 명물

마늘을 내세운 음식점이 많다. 마늘빵, 마늘순대, 마늘떡갈비, 마늘닭강정까지. 또한,

서문시장으로 떠나자.

구경시장에는 마늘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주렁주렁 매달린 마늘단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양 마늘은 6월 중하순쯤에 수확해 11월 초만 되어도 구경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방문하도록 하자. 연휴나 명절에 가면 전통시장 매니저와
해설사가 시장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니 기대해 봐도 좋다.

삶의 흔적이자 생활의 터전
안동구시장

구경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상시 운영되지만 매월 끝자리가 1일과 6일로 끝나는 날에
5일장이 들어선다. 5일장 날에 맞춰 간다면 더욱 풍성한 구경시장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nfo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184-4
전화. 054-858-9002
주차. 공영주차장 이용

안동구시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동 최초의 전통시장으로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하나같이 풍족하다. 또 인근의 주요 명승지와 다양한
유교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역사연구와 유교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농산품, 한우를 비롯한 육가공품, 제수용품과
각종 수산물이 가득하고, 다양한 의류 제품과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떡과 건강을 지켜주는 구수한 보리밥, 간식거리인 튀김, 구이, 김밥 등 다양한
스낵 식품들이 판매 되고 있다.
안동구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40여 년 역사 ‘찜닭골목’이다. 지난
1970년대 초반 시장 내에 생닭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닭전’에서 시작된
찜닭골목은 안동역과 시장이 인접해 있다는 특성과 각종 방송을 통해
안동찜닭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찜닭은 튀김 통닭에 식상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것이라고. 특히 40여 개의 점포별로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
까닭에 한번 방문한 관광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져 전체 시장 매출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pring-Change up
Winter-Energ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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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로 성공하는 시대다. 하지만 섣불리 도전하기도 힘든 것이 재테크 분야다.
어렵고 복잡한 재테크에 자신 없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초간단 앱테크.

축하합니다

글. 편집실

2018.1.16

단양공장 생산2팀 제품Part

2018.1.20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전기Part

너도?
나도!
앱테크

돈 버는 만보기, 캐시워크

2018.3.3

본사 기술팀

박영기 사우 자녀 돌

김두환 사우 본인 결혼

2018.3.10

본사 총무팀

장은순 사우 본인 결혼

김훈기 사우 득남

2018.1.27

단양공장 생산1팀

장기운 사우 자녀 돌

2018.3.10

前단양공장 전기과

김영균님 자녀 결혼

2018.2.3

단양공장 생산1팀

송병호 사우 자녀 결혼

2018.3.15

단양공장 생산1팀

문재윤 사우 득남

2018.2.4

前단양공장 관리팀

김광희님 자녀 결혼

2018.3.15

단양공장 관리팀 수송Part

송태환 사우 득녀

2018.2.10

前단양공장 생산1팀

김갑수님 자녀 결혼

2018.3.17

단양공장 생산2팀

최수철 사우 자녀 결혼

2018.2.12

동부지사 춘천영업소

최정연 사우 득녀

2018.3.18

파주공장 영업팀

이해원 사우 자녀 돌

2018.2.18

단양공장 생산1팀

우제승 사우 득녀

2018.3.31

前단양공장 생산1팀

김동칠님 자녀 결혼

2018.2.24

단양공장 생산2팀

김종성 사우 자녀 돌

2018.4.14

前단양공장 제품팀

장학봉님 자녀 결혼

2018.2.24

前의왕공장

김인달님 자녀 결혼

2018.4.28

시멘트영업본부 중앙영업소

최다혜 사우 본인 결혼

2018.2.25

前단양공장 관리부

최재천님 자녀 결혼

2018.4.28

본사 인사팀

박명석 사우 본인 결혼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음 수는 얼마나 될까?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00보 내외를

app
tech

명복을 빕니다

걷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차피 매일 걷게 되는 걸음인데,
설치만 하면 돈을 벌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걸은만큼 캐시가 쌓이고 그
캐시로 다양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내가 하루에
걷는 걸음 수와 소모된 칼로리, 하루 중 걷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효자 앱인 셈이다.

글로벌 천만 유저의 잠금 화면, 허니스크린
당신의 휴대폰 잠금 화면이 아직 기본배경이라면

2018.1.9

성신VINA

2018.1.13

前단양공장 관리팀 수송Part

2018.1.26

권봉규 사우 모친상

2018.3.6

단양공장 생산2팀

김성용 사우 빙부상

김상우님 모친상

2018.3.19

단양공장 관리팀 수송Part

조인희 사우 빙모상

용인공장 품질관리실

서민환 사우 조모상

2018.3.20

본사 환경기후팀

장태혁 사우 부친상

2018.2.13

용인공장 품질관리실

박영신 사우 부친상

2018.3.24

단양공장 생산2팀

김덕영 사우 빙모상

2018.2.18

前이사

김명환님 모친상

2018.3.27

前이사

2018.2.25

前상무

김영수님 배우자상

2018.3.29

본사 기술영업팀

홍만기 사우 빙부상

2018.3.1

前상무

조대식님 모친상

2018.3.31

단양공장 품질관리팀

이준호 사우 조모상

2018.3.3

단양공장 품질관리팀

김명환님 빙모상

이승진 사우 부친상

지금 즉시 허니스크린을 설치해보자. 이미 천만 유저의 잠금
화면으로 자리매김한 허니스크린은 돈 버는 애플리케이션의
대표주자다. 잠금 화면을 풀 때마다 캐시가 적립되고, 적립된

본사 기술팀
박영기 사우 자녀 돌

캐시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캐시를 2만 원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뉴스, 생활 정보, 패션 트렌드까지 다양하고 알찬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중앙영업소
최다혜 사우
본인 결혼

터치하면 즐거움이 쌓인다, 터치다운
터치다운은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한

파주공장 영업팀 이해원 사우 자녀 돌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하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앱에 교통카드를 등록해두면 지하철 승차
태그를 하면 열차 도착 정보가 뜨고, 하차 태그를 하면

단양공장 생산1팀
문재윤 사우 득남

해당 역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준다. 또한,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핫한 뉴스, 꿀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르면 포인트가 쌓이는 시스템이다. 타
앱과는 달리 쌓인 포인트를 별도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도
1,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등록해둔 계좌로 매일 자동이체가
된다는 편리함까지 갖춰 앱테크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카드 서비스는 현재 공항철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곧 다른 지하철에서도 서비스될 예정)

Spring-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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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총무팀
장은순 사우 본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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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01

경영계획보고회

spring

02

팀장 역량 향상 교육

03

베트남-한국 현대 미술 교류전

지난 1월 11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본관에서 2018

지난 1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충주에 위치한 하카

지난 2월 6일부터 5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 짱띠엔 전

년 경영계획보고회가 열렸다. 2017년 종합포상 및

리더십 학교에서 2018년 팀장 역량 향상 과정이 진

시장에서 2018, 베트남-한국 현대 미술 교류전 "The

마일리지 시상을 시작으로 2018년 경영계획보고

행되었다. 올해 경영방침인 “변화와 도전을 통한 지

beautiful moment of Asia”이 진행되었다. 하노이 문

가 이어졌다. 이날 김태현 사장은 한 단계 도약하기

속적 발전”에 필요한 역동적인 팀장의 리더십 강화

화체육국이 개최하고 대한민국 FUN:fun 미술협회

위한 도전 의지와 혁신(새로운 방식)의 중요성을 강

를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과정이 실시되었으며, 협력

와 하노이 미술협회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작품을 통

조했고, 2018년 경영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그

적 팀워크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실내 조정 체험 시간

해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등에 대해 교류하고 소개

이후의 로드맵을 구상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과, 럭비 체험 등이 진행되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 후원한 성

(2018년 1월 11일)

(2018년 1월 19일 ~ 20일)

신F&B는 행사 기획부터 진행까지 많은 기여를 하였
다. 행사장에는 성신양회 김상규 부사장 및 성신F&B
최병준 법인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었다.
(2018년 2월 6일 ~ 10일)

04

혁신활성화교육

05

06

주주총회

1분기 경영실적보고회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18년도 혁신활성화 교육

제52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23일 본사 지하 강

2018년 1분기 경영실적보고회가 지난 4월 9일 지하

이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총 5차례에 걸

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제52기 재무제표

강당에서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김

쳐 진행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능직과 일반

를 포함한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총회

태현 사장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팀원 성과 창출을

직 모두 시행하였으며, 직군별로 교육 내용을 차별

의장을 맡은 김영찬 부회장은 혁신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 불황을 기회로 삼는 비즈니

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혁신 마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경쟁

스 마인드를 함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목표 달성

인드 함양과 조직활성화를 통해 “변화와 도전을 통

력을 높여 다시 매출과 수익의 증대까지 이어지는 선

을 위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 집중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 지속적 발전”의 구심점으로써의 역량을 키우고,

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2018년 4월 9일)

직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8년 3월 23일)

(2018년 2월 ~ 2018년 3월)

문의 : 천마마일리지 담당 한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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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570-4103 E-Mail gshan99@ssc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