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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동이 가득한 뮤지컬의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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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 <HYOSUNG>에 400호에 걸쳐 등장했던 임직원들의 사진을 한자리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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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경영방침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보 발간 400호를 축하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나갑시다
글 이상운 부회장

1980년 12월에 처음 발간된 우리회사 사보 <HYOSUNG>이

찬스를 잡거나 팀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협력수비로 위기에서

구글의 경우에도 금요일마다 ‘TGIF(Thanks God It’s

어느덧 발간 400호를 맞이했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찬스에서 골을 성공시키는 것이 기량의

Friday)’ 행사를 하는데 맥주를 마시며 직급이나 팀에

34년이란 긴 세월 동안 회사의 각종 소식과 성과, 경영진의

문제라면 그 찬스를 만드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 문제라고 할

관계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임직원들의 성공 스토리 등을 담아온 사보는

것입니다.

활동들을 통해 이들은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격의 없이

그 자체로 우리회사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보는 표지나 페이지 수, 칼럼 구성 등 여러 가지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직급이

우리회사도 소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높다고 해서 부하직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경영진과의 대화’를 열어 경영진이

있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효성 임직원들의 열정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자연히 아랫사람은 하고

직접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경영현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보 400호 발간을 모든 효성인들과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최근에는 임원들이 직접 회사의 경영방침과 일하는 자세를

함께 자축하며, 앞으로도 사보가 소통의 창구로서 좋은

마음껏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파하는 활동들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U 워크숍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하직원의 입장에서도 상사의 말에

통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무조건 “네”만 한다든가, 일이 잘 안 될 때 혼날 것이 두려워

있으며, 매주 1회 정시 퇴근하는 ‘Refresh Day’를 이용해

소통이 잘되려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변명하거나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문화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면서 격의 없는 소통의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조직 내에 ‘소통’을 활발히 하기

상사나 동료와 진행 상황을 잘 공유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현황을

혼자 고민하기보다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회사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통’ 게시판을 사내 포털 HOPE에 오픈했는데, 앞으로 이

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지향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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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시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글로벌 기업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통해 소통 문화 이뤄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합니다. 아울러 임직원들도 회사의 발전 방안을 자유롭게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바랍니다.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스킵레벨 미팅(Skip-level

10월은 내년도 경영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중요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Meeting)’이라고 해서 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매장

시기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경영방침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를 보면 승리의

직원들만 참석하는 미팅을 합니다. 매니저가 주는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많이 꼽히는 것이 팀의 조직력입니다.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 간에 오가는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를 통해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매장 운영을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알게 되면 정교한 패스로 결정적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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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1

진행}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자료} 커뮤니케이션팀

사보 <HYOSUNG>에 담긴
여러분의 기증품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효성 굿윌스토어 운영 안내
오는 10월 초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효성 굿윌스토어(굿윌스토어 효성 1호점)’가 오픈할

400번의 溫氣
그리고
더 큰 未來

예정이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을
수거·손질·상품화해 판매하는 매장이다. 임직원의 따뜻한 기증품이 장애인 및 사회적

효성 심벌마크는 HYOSUNG 그 자체입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원 속에 큰 나무 형상의 내부 마크가 들어 있지요.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 땅에 건강한 기업으로 굳게 뿌리내리고 튼튼한 기업경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효성의 창업이념이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사내에 설치된 기증함을 이용하거나 1644-9191로 전화해 택배 및 방문

담겨 있습니다. 사보 <HYOSUNG>도 이와 같습니다. 매달 발행되는 50쪽 남짓한 네모난 책 안에 효성의 최신 소식과

수거를 통한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기증을 원할 경우, 서울 소재 사업장은 5개 빌딩에

사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효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효성의 현재와 미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상시 비치된 기증함을, 지방 사업장은 정문 경비실 옆 등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장소에

창간 이후 34년, 여러분의 고마운 손길로 <HYOSUNG>이 어느덧 400호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좋은 것,

설치된 기증함을 이용하면 된다. 이름을 밝혀 기증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발전해야 할 것 모두 모아 앞으로 더 나은 <HYOSUNG>이 되겠습니다.

굿윌스토어, 효성의 이름을 내건 사회공헌사업에 효성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효성인의 고마운
손길 모아
더욱 발전해나가겠습니다.

[ 사내 기증함 이용 방법 ]

01

02

03

집 안 구석구석 잠자고 있는

기증용 비닐봉지에 물품을 넣고,

사내에 비치된 기증품 수거함을

물건을 정리한다.

기증품 인수증을 작성한다.

열어 물품을 넣는다.

문의 : 커뮤니케이션팀(02-707-7335 / 02-707-7065)
사내 기증함 설치 장소 : 공덕빌딩 1층, 지하 2층 / 반포빌딩 / 수서빌딩 / 청담빌딩 / 방배빌딩
효성 굿윌스토어 매장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4-1 유니온빌딩 1층(지하철 6호선 증산역 4번 출구에서 새절역 방향 80m)

06

통권 400호를 열며

진행} 편집실

1981~1988

34년의 역사
400번의 만남

제3의 언론으로 불린 사보 <曉星>
사보 <曉星>이 창간될 당시 사보는 ‘제3의 언론’으로 불리며 설득적 커
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가진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
리고 사보기자는 PR맨의 역할과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만물박사’

▲ 1983년 11월호

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曉星>은 내부 임직원의 공동체 의식 조
성을 위한 조직 기능과 대외 PR 기능을 강조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1980년에 창간한 사보 <HYOSUNG>이 2013년 지령 400호를 맞았다.

역할에 특히 충실했다. 이 시기 발행된 <曉星>은 초기엔 직접적인 기

대내외적인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 34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효성의 대표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업 PR의 성격이 강했으나 발행이 거듭될수록 임직원의 커뮤니케이션

자리매김한 <HYOSUNG>. 많은 이의 땀과 노력 그리고 효성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특히

<HYOSUNG>은 앞으로도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 지침서로까지 활용될 수 있는

1987년 노사관계 변화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 게재

생생한 지적 자산으로 언제나 동행할 것이다.

하기도 했다.

효성의 역사는 물론 임직원의 참여와 만남까지 켜켜이 담긴 사보 <HYOSUNG>의 기록을 살펴보자.

또한 문예잡지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유명 작가들의 글과 칼

▲ 1986년 1월호

럼 등으로 사우들이 사보 <曉星>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사우

1980

문예에 대한 효성 가족들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1988년 효성문학상 제
정과 더불어 문예 관련 콘텐츠를 활짝 꽃피워나갔다.

효성인의 대화를 위한 촉진제, 그룹 사보 <HYOSUNG>의 창간
그룹 사보 <HYOSUNG>(당시 제호 ‘曉星’)은 1980년 12월 창간되었
다. 효성 전 가족의 단결과 참여 의식을 강화하는 촉진제로서, 조직 간
의 소통을 통해 연대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취지 아래 힘

1989~1996

▲ 1988년 6월호

▶ 1988년 9월호

제2창간 선언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 PR 매체로 거듭나다

찬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제7호까지 발간된 동명의 타블로이드판 사

▲ 1980년 창간호

보 <曉星>이 전신으로 4×6배판형, 60쪽, 흑백 활판인쇄로 2만 6,000

1989년 그룹 사보 <曉星>은 제2창간을 선언했다. 동양나이론, 동양폴

부를 제작해 효성 전 임직원이 한 권씩 볼 수 있도록 했다.

리에스터, 동양염공 등 섬유계열의 사보 <토프론소식> 통합을 계기

1980년 창간 당시 국내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다.

로, 그룹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유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소

또한 명실상부한 그룹 사보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롭게 정리해 계

비 억제와 수입 규제 등으로 불황의 찬바람이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열사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일체감 조성에 앞장선다

했다. 고도성장을 추구하던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정도

는 취지에 충실했다.

로 경제불황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눈에 띄는 변화는 지면을 100쪽으로 대폭 증면하고 기획, 편집, 디자

경영으로 시련에 맞서고 있었다. 더욱이 국내 정치 상황도 한 치 앞을

인에 이르기까지 일대 쇄신을 단행한 점이다. 이 시기 발행된 사보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였다. 창간호에 실린 조석래 회장의 발간사엔

<曉星>은 타 기업들의 그룹 사보 발간 추세와 시대적 경향에 걸맞게

당시의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내보 성격에서 탈피해 사외보적 성격을 지닌 칼럼이 꾸준하게 나타

당시 효성 그룹 여러 계열사는 각기 자사의 형편과 특성에 맞는 사보

난 것이 특징이다.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시사 칼럼과 경

를 발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서로 간의 대화를 촉진할

제동향, 기술·연구개발, 제품 등의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PR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사보 <曉星>은 효성 그룹 여러 계

소개, 현장의 목소리, 사우문예 등 사우 참여 콘텐츠 또한 두드러지게

열사 중에서 효성물산이 위임받아 제작했는데, 홍보실 주관으로 20여

발달했다. 아울러 레저, 여행, 스포츠, 취미, 가족 참여 등 오락과 흥미

개 계열사 30여 명 주재기자가 함께 참여했다. 그룹 근로자들의 창의

요소를 만족시키는 칼럼이 대거 등장해 이전 사보보다 더욱 많은 볼거

▲ 1996년 10월호

와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유익한 정서적 생활을 영위

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반면 이전 사보에 비해 교양지로서의 성격

하는 직장으로 변모시키고, 그룹회사 직원들과도 횡적 연대감과 효성

은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사보 <曉星>이 그룹 내 임직원의 커뮤니케

그룹 일원이라는 소속감 및 일체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사보 <曉

이션 통로뿐만 아니라 사우 가족 및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

星>의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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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사우 설문조사, 의식조사, 계열사

▲ 1992년 1월호

수 있는 매체를 공유하지 못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룹 사보에 대한

도 그 역할을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 199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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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05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파워 제고의 한마당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사보 <HYOSUNG>이 쌓아 올린
400호의 역사와 변천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400호에 이어

1997년 사보 <曉星>은 외형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더욱 새롭고

500호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사보 <HYOSUNG>은

참신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컴

앞으로도 효성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증명하는 소통의

퓨터그래픽으로 표지를 디자인해 이전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을

상징으로 그 역할을 펼쳐나갈 것이다.

주었다. 또한 전체 페이지를 컬러 인쇄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배
가시켰다. 아울러 100쪽에 이르는 부피감을 줄이기 위해 보다
얇은 용지를 사용하고 중철 제본을 해 독자들이 쉽게 휴대해 읽
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曉星>은 다양한 기획을 통해 보다 새로운 느낌으로 독자들에

▲ 2008년 2월호

▲ 1997년 1월호

게 다가갔다. 그룹 경영 정보를 더욱 심도 있게 알리기 위해 최

2006~2013

고경영자와 임원들이 직접 전하는 생생한 경영 동향 코너와 사

대내외의 경영 이슈를 공유하며 사보의 가치 향상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코너를 신설, 명실상부한 커뮤니케이
션의 통로로 거듭났다. 아울러 효성인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

<HYOSUNG>은 점차 세련된 이미지를 강화하며 소통 체계를 구축했

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게재함으로써 사보가 그룹의 변화를 리

다. 임원들의 추천 도서, 계열사별 임직원 칭찬 릴레이, 멘토·멘티 인

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01년에는 직원 가족을 사보 표지 모

터뷰 등의 칼럼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보를 실천하고 있

델로 등장시켜 ‘사보를 집으로’라는 구호를 실천에 옮겼으며, 사
보의 소재도 국내에 국한되던 것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들의
▲ 2000년 5월호

사례 등을 다루며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성하기 시작해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최근에는 10여 쪽에 걸친 특집

▲ 2002년 9월호

을 기획·진행함으로써, 대외적인 경영 이슈를 사우들과 공유하고 있

특히 이 시기에는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웹진 발행 등으

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GWP(Great Work Place), 협력사와의 상

로 커뮤니케이션 지형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

생, 사회공헌활동 등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룸으로

보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써 사보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편집실에서 콘텐츠

끊임없는 모색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9월에는 회사

품질 제고에 힘쓴 결과, 사보 <HYOSUNG>은 2011년부터 3년간 대외

와 임직원, 가족 모두가 ‘운명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하

적으로 총 3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에 사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다. 효성 임직원의 든든한 받침대

디바이스의 등장에 따라 인쇄 사보를 온라인상에서 PDF로 볼 수 있도

인 효성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가감 없이 담은 ‘행복플러스’ 등으

1980. 12
사보 <曉星> 창간

▶ 2013년 8, 9월호

록 구현해 사보에 대한 접근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로 새롭게 구성한 섹션은 전 임직원은 물론 가족들과도 소통하
는 매개체로 사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2010년 11월호

다. 특히 2012년에는 이벤트를 통해 선발한 임직원 모델로 표지를 구

▲ 2002년 9월호

1997. 01
1989.

1983. 09

•제2창간 선언
•100쪽으로 증면
•섬유계열의 사보 통합해 계열 간 소통 강화
•유명 미술작가들의 작품으로 표지 구성

•재점검의 시기
•80쪽으로 증면, 사진식자 편집

2005. 04

2005.

2000.
•사우들의 인물사진으로 표지 구성

•사우 및 사우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로 표지 구성

•사보를 통한 아이엠체인징
(I am changing) 캠페인
시작
※‘아이엠체인징 캠페인’은?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강하던
효성 그룹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기 위한 활동

1996.

1988. 06

•일러스트로 표지 구성

사보 <曉星> 100호 발행
•효성문학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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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임직원 가정으로 발송 시작,
직원과 직원 가족 모두를
생각하는 펀(Fun) 경영

사보 <HYOSUNG>

2005. 06

•18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형, 내용 모두 참신하게 탈바꿈
•5 X 7 배판형, 전체 페이지 컬러 인쇄,
중철 제본
•컴퓨터그래픽으로 표지 구성

1982.
사보 <曉星> 창간 2주년
•더 나은 내실을 위한 고민
“그동안 우리 그룹 사보는 사훈의
이념 구현과 우리 그룹의 미래지향적
의미를 나타내고⋯(중략)
하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거두어지고
있는가. 전 종업원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후략)”

한눈에 쏙!

사보 <曉星> 200호 발행

•4 X 6 배판형, 60쪽, 흑백 활판인쇄, 2만 6,000부 제작
•자연 풍광 이미지로 표지 구성

2005. 03

사보 <曉星> 300호 발행

2010. 05

연.대.기.
2013. 04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2011.
•웹진과 블로그를
•경영 메시지를
기업 블로그
2013.
통합한
담은 캘리그라피와 •신입사원들의
‘마이프렌드(My Friend),
‘마이프렌드
패기 넘치는
컴퓨터그래픽으로
효성’ 개설
(My Friend),
모습으로
표지 구성
효성’ 재단장
표지 구성

•이상운 부회장
CEO 레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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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사보 <HYOSUNG>
400호 발행

숫자로 보는 효성 이야기

진행} 편집실

일러스트} 이은미

사보 <HYOSUNG>이 만난 명사 총

400호에 담긴 효성인 3만 명의 이야기

50여 명

사보 <HYOSUNG> 명사 인터뷰 코너에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명인들이 참여해 재미를
더해주었다. 명사 인터뷰 코너를 시작한 2010년
10월 이래로 이 칼럼에 참여한 명사는 총 50여 명에

사보 <HYOSUNG>이 400호를 맞았다.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양원더스 김성근 야구감독,

그동안 효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식을 전달해온 만큼 많은 효성인이 함께 축하해주었다.

산악인 엄홍길, 야구선수 양준혁, 발레리나 김주원,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사보에 관한 숫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여다본다.

<꾸뻬 씨의 행복여행> 저자 프랑수아 를로르,
한복 전문가 박술녀, 정신과 전문의·박사 이시형,
가수 인순이, 만화 <미생>의 작가 윤태호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사보 <HYOSUNG>의 총 누적 발행부수 약

420만 부

<HYOSUNG>은 1980년 12월 창간 당시 2만 6,000부를 발행했으며,

사보 <HYOSUNG> 400호의 총 두께

1983년 9월부터 1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행한 인쇄

2m

지금까지 발행된 사보를 1호부터 400호까지

부수는 무려 420만 부에 달한다. 현재 매월 평균 1만 부를 발행하고

한 권씩 쌓으면 그 높이가 농구선수의 키만큼

있지만, 최근에는 사보 콘텐츠를 블로그와 사내게시판을 통해 PDF로도

높다. 1권의 두께는 평균 5㎜, 400권을 쌓으면

배포하므로 실제 독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높이가 무려 2m에 달한다.

지금까지 사보 <HYOSUNG>에
출연한 효성인 수 총

3만여 명

사보 <HYOSUNG>은 효성인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 사보에 출연한 효성인은
월 평균 80명에 달한다. 총 400권의 효성
사보에 3만 명이 넘는 효성인이 참여한 셈이다.

가장 많은 임직원이 참여한 칼럼은

2012년 3월호
‘XIAT CAMPAIGN’
사보 <HYOSUNG>이 만난 사람들

효성웨이 생활화를 위해 진행한 칼럼
‘XIAT CAMPAIGN’. 2012년 3월호에는

2013년 1월호 통권 391호

2011년 10월호 통권 376호

고양원더스 김성근 야구감독

이시형 정신과 전문의·박사

“인간의 완성을 향한 노력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듭

“목표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지내라고 권하고 싶

요청에 따라 포토그래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장 내

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은데 이때 중요한 게 관계예요. 직장 동료를 가까운

높은 곳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성공하게 되어 있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웃처럼 여겨보세요. 책임과 신뢰로 관계를 맺는다

그 결과 26명이나 되는 팀원이 모두 한 칼럼에

가 나오고 자신의 잠재 능력이 발휘됩니다.”

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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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PU 창원공장 특수기설계팀원들을 인터뷰했는데,
모든 팀원이 하나의 사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팀원들의

담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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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메시지

진행} 편집실

김순탁┃

박정석┃

최인┃

기전PU 산업기계 담당 상무

기전PU Global영업 담당 상무

건설PU 기술본부 기술 담당 상무

사보 <HYOSUNG> 400호 발간을

사보는 회장님의 경영이념을 전달하고,

우선, <HYOSUNG> 400호를 진심으로

<HYOSUNG>의 40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34년의 세월이 흘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매개체이자, 직원들이

축하합니다. 사보는 회사의 얼굴이며 각종

효성인이 사보 <HYOSUNG>에게

장년으로 성장한 사보는 이제 우리 효성의

효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영 변화를

한마음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장이라고

우리회사처럼 여러 PG, PU로 구성돼 있을

소개하고, 우리의 일하는 자세를 일깨우며,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보를

경우 다른 사업부서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사우들 가정에까지 배달돼 임직원 가족

지켜보며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세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어보고 회사의 동정을 알 수 있는

있었습니다. CEO Letter, 공감 인터뷰,

사보를 통해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 다양한

월간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GWP, 효성 사원 소개, 아름다운 동행 등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EO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효성 가족이

사내외 다양한 이야기로 무엇 하나 나무랄 데

Letter를 보며 경영층의 조언을 접할 수

참여해 더욱 알차고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

없는 훌륭한 콘텐츠로 채워져 있지요.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소개하고

커뮤니케이션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HYOSUNG>이 400호를 넘어 회사와

공유하는 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보 <HYOSUNG>이 나날이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좋은 사보가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되길 기원합니다.

임원들의 축하 메시지

이정규┃

권기수┃

조도선┃

기전PU장

타이어보강재PU장

화학PG 용연공장장

<HYOSUNG>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최근 들어 소통은 사회 화두로

우리회사 사보는 효성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보 <HYOSUNG>의 400번째 발간을

자리잡았습니다. 회사 내 소통 역시 조직원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임직원 간

축하합니다. 그동안 사보는 직접 방문하거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접하기 어려운 사내 여러 PG, PU 소식을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임직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서로 꾸준한

우리회사는 소통을 통한 발전을 위해 많은

효성 가족 모든 선후배님들의 소중한 땀과 뜨거운

400번째 사보 발간이라니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발맞춰 임직원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사보는 1980년

열정으로 이루어낸 사보 <HYOSUNG>. 400호를

축하합니다. 사보는 사내외적으로 우리회사가 실시하는

만큼 내용, 구성, 사진 등 모두 첨단 시대에

또 단순한 회사 홍보를 넘어 우리가

창간 이후 지금까지 전 구성원에게 회사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단 없이 달려온 놀라운 발자취를

각종 행사, 자랑거리, 사우들 정보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맞게 크게 발전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효성인으로서의 마음을 공유하는 소통의

여러 노력과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와 구성원

원동력 삼아,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찬 한 걸음을

효성 가족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회사가 세계 속 효성을 지향하며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이의 수직적 소통, 구성원 사이 수평적

내디딥시다. 국내에서 사랑 받는 기업을 넘어 세계

제공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만큼 사보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다

효성 가족뿐만 아니라 협력사, 지역사회와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훌륭히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정말

효성인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켜주길 바랍니다.

폭 넓은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담겼으면

수행해왔습니다. 사보의 400호 발간을

기대되고 설렙니다. 세계시민으로 위상을 떨치는 위대한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지금과 같이 우리회사의 얼굴로

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에너지, 창조적인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이 되는

글로벌 기업, Global Excellence 효성, 파이팅!

굳건히 자리하길 바랍니다.

에너지를 가득 전달하는 사보

<HYOSUNG>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문기┃

조광제┃

전력PU 프로세스 및 솔루션 사업 담당 상무

전력PU 초고압변압기 제작 담당 상무

<HYOSUNG>이 되길 바랍니다.

김동수┃

오덕호┃

풍력사업단장

타이어보강재PU 부공장장

송원표┃

전영준┃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 신뢰

요즘의 사보를 보면 단순한 사내 소식이나

전력PU 차단기 및 전장 사업 총괄 전무

Neochem PU장

프로세스의 핵심 항목으로 다음 세 가지를

흥미 위주의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사보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400호까지 자리를 지켜온 사보 관계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회사 조직원은

지식·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층

그동안 우리 사보 <HYOSUNG>은 세련되고

여러분의 노고와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 성실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어서 앞으로가 더욱

풍성한 내용을 갖춘 훌륭한 사보로 꾸준히

PU로 나뉜 후 수평적 교류가 약하단

일하고자 하는가? 둘째, 우리의 가치를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역사 등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보 덕분에

달성할 역량이 조직원 모두에게 있는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닌

노력과 땀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아쉬움도 달래고 효성인이란 이름 아래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약속한 성과를

깊이 있는 내용을 더 많이 읽어볼 수 있으면

미래에는 우리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더욱 단결할 수 있게 돼 참 고맙게

내고 있는가? 앞으로도 차곡차곡 신뢰를

좋겠습니다.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대한 공간도 제공해 사보를 보다 폭 넓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사 전체 소통에

쌓아가며 더 발전하는 소통의 장

상생의 도구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겠습니다.

<HYOSUNG>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사보 400호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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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형┃

하승민┃

임형순┃

호치민지사 상무

필름PU 영업 담당 상무

중공업PG 창원공장관리본부 상무

사보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베트남법인

사보가 우리회사의 좀 더 활발한

사보는 우리 효성의 숨결이 담긴

직원들도 사보 <HYOSUNG>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론

발자취입니다. 효성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보에 해외

조사를 통해 평소 직원들이 바라는 내용을

회사 곳곳의 희망찬 이야기를 알차게 담고

사업장 소식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경영층에 알리고 경영층은 이에 대한

있지요. 회사, 임직원 그리고 관련된 많은

앞으로 더욱 글로벌화된 모습을 보았으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상하 소통이

사람들의 소통과 참여로 이뤄진 조화가

합니다. 다시 한 번 400호 발간을 축하하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HYOSUNG>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경영층이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사항이나

만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제시하는 방향, 더불어 젊은 층의 참신한

사보의 향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아이디어도 알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매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사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영돈┃

하용진┃

산업자재PG 울산공장 보전·생산지원 담당 상무

건설PU 주택사업부 분양영업 담당 상무

글로벌화된 사보! 지구촌 효성 가족의 소식을 접하며

어느덧 사보 <HYOSUNG>이 400호를 발간하게

효성인으로서의 자신감과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날이 갈수록 내용이

고맙습니다. 전 세계 효성 사업장이 하나로 거듭나도록,

충실해지고 임직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

앞으로도 충실한 소통의 통로 <HYOSUNG>이 되길

참 좋습니다. 사보에는 효성 가족 모두의 역사가 담겨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함은 물론, 효성인의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어야 그 본연의

또 다른 효성인, 사우 가족의 축하 인사

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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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성
임직원이 한 가족 한마음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나눔의 기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양상┃
룩셈부르크 강선 법인 상무
<HYOSUNG>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300호 특집이
발간된 2005년 6월에 우리회사는 어땠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만, 개인적인 일의
일부 밖에 떠오르지 않는군요. 너무 쉬 잊어버렸네요.
과거의 것들이 모여 지금 우리회사를 만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제대로 기록해 소중한 자료를

옥정희┃
전력PU 창원공장 전장제작팀 조립2반 문종배 사우의 아내
효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보가 집으로
배달되는 덕분에 늘 즐겨보고 있습니다. 효성의 소식을 알 수
있고, 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식 또한 넓힐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됩니다. 예전에 남편이 사보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남편의
모습을 사보를 통해 보니 감회가 새롭고 즐겁더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만드는 사보 관계자 여러분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00호 특집이 나올 2022년 2월에는
우리회사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대한 기업이 돼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 가서 또 뒤돌아볼 수 있게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오늘을 잘 기록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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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
최송희 대리
의 아버지
배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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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날아온 축하 카드

효성인들의 덕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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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무역PG 트랜스월드 국제물류3팀 대리 “사보 발행 34주년,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프랑크푸르트지사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HYOSUNG on the

강성실┃노틸러스효성 자동기서비스사업팀 과장 “효성의 번영과 행보를 함께해온 사보의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publication of this 400th issue of the magazine.

앞으로 4,000호, 40,000호까지, 계속해서 성장·발전해나갈 효성과 사보가 쭉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When I look at the pictures, they are always so
fresh and engaging, revealing so much about the

박경남┃테크니컬얀PU 기획관리팀 “사보 정말 재미있어요. 매 호를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great working spirit we all share here at

4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0회까지 무한도전! 특히 이윤정, 표희선 씨의 글은 정말 잘 읽히고

HYOSUNG.

완전 재미나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해요.”

“우리회사의 400번째 사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사보를 볼 때마다 모두의 얼굴이 정말 밝고

이예슬┃전력PU 창원공장 차단기생산관리팀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항상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환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모든 게 우리가 효성인이
라는 자부심 덕분이겠죠.”

김정섭┃PI추진단 대리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덕분에 효성의 소식을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환┃재무본부 재무회계팀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벌써 400호나 발행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소식 기대할게요!”

김옥순┃철강1PU 선재팀 “매월 점점 발전해가는 사보를 받아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400번째 만남, 유난히 설레네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사보 <HYOSUNG> 기대할게요. 축하합니다.”

Enoc Villarreal┃

Haluk Odaci┃

파나마지사

터키법인

성다혜┃타이어보강재PU 강선연구1팀 “400호 발행을 축하해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소중한 정보 부탁합니다.”

Congratulations to the HYOSUNG Corporation on the 400th

I just learned that you published 400th

issue of their magazine. I’m certain that we’ll continue to work

HYOSUNG magazine. I’d thus like to

hard on our win-win plan between HYOSUNG and its clients

congratulate you on this achievement. This

for success in every area we deal with. It is clear that

only could be achieved by you and your

HYOSUNG has made a great effort towards creating a better

team's hard work and talent. I hope your

world with care for the environment, overall city infrastructure

magazine performs even better in the future.

최광신┃효성기술원 분석센터 “벌써 400호가 되었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00호라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operations and generally favoring so many countries around

“우리회사가 400번째 사보를 발행하게 됐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의 400호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알찬 정보 기대할게요.”

the world. And a final congratulation for considering the public

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커뮤니케이션팀이

and working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앞

“400번째 사보 발행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전 세계

으로 더욱 더 멋있는 사보가 되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효성이 고객과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이승하┃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구미공장 인사팀 “400호 발행 축하합니다.”
김동욱┃전력PU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설계1팀 “400호 발행 축하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합니다.”

이병기┃타이어보강재PU 언양공장 생산기획팀 “매월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보가 400회나 되었다니,
정말 축하합니다. 800번째 사보 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순규┃중공업PG 창원공장관리본부 물류팀 “399회 중 16번이나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사보에 나왔는데⋯.

것입니다. 효성은 환경과 도시는 물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도

매월 사보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0호 아니 1,000호로 더욱 더

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행복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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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명사

진행} 편집실

효성이 만난 명사들의 말, 말, 말!

엄용훈
삼거리픽쳐스 대표

양준혁
SBS 야구해설위원

●

●

vol. 378

vol. 379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vol. 380

효성은 지금까지 400호의 사보를 만들면서 각계각층의 명사를 만나 꼭 메모해두고 싶은 주옥같은 조언을 많이 들었다.
때로는 엄한 직장 상사처럼 촌철살인의 말을 전하고 때로는 인자한 엄마처럼 따뜻한 얘기를 해주며 효성인의 마음을 쓰다듬어주었다.
그동안 명사들이 남긴 격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본다.

“언젠가 깊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을
고생했을까. 물이 나오기 전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많은 미래의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군침 도는 눈앞의 마시멜로를 의연히
참아내는 ‘만족지연’처럼 더 중요한 것이
뭔지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결심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실천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홍길
산악대장

금난새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미도
영화 번역가

지용호
폐타이어 조각가

윤태호
만화가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기자

●

●

●

●

●

●

vol. 368

vol. 369

vol. 370

vol. 381

vol. 382

vol. 383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겨내는 것, 그게
도전이지요.”

“때로는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남을 먼저,
팀을 먼저 생각해야만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가장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창의성은 변화에서 나오고, 변화는
도전에서 비롯되며, 도전은 선택 없이
불가능하고, 선택은 용기로부터
탄생합니다.”

최정원
뮤지컬 배우

이순재
배우

강병인
캘리그래퍼

●

●

●

vol. 371

vol. 372

vol. 373

“창의에 어떤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잘하는 걸
떠올리십시오. 그 장점을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 그게
창의적인 마인드의 출발점입니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

“제 작품 <미생>에서는 아주 악의적인 것
빼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입는 것을
이해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로운, 상생하는 최선의 수를
생각하는 걸 그리고 싶은 거죠.”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을 살짝 넘어가면
빛이 나요. 다르지 않으면 빛이 날 일이
없잖아요.”

김선영
뮤지컬 배우

손미나
여행작가

●

●

vol. 392

vol. 394

vol. 384
“도전과 열정이 가지는 공통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이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행에 옮기세요.
행복하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껍질을 깨려고 노력하고, 결국 자신을
창조적인 인간으로 탈바꿈하며 희열을
느껴보세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성공하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미래를 책임져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더 일찍, 더 많이, 더 오래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한 발짝씩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자신이 무언가에 빠져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그
안에 온몸을 맡기세요. 힘들기는커녕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김주원
발레리나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박술녀
한복연구가

정종철
개그맨

인순이
가수

●

●

●

●

vol. 375

vol. 377

vol. 395

●

vol. 374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욕망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가느다란 빛이
될 수 있는 꿈이 있었기에 쉬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어요.”

프랑수아 를로르
<꾸뻬 씨의 행복여행>
저자

vol. 398

●

vol. 399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나를
보여주기 위해 애써요. 현재에 충실하면서
만족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 결과물이
쌓이고, 노력한 만큼 실력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실패할 때, 절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좋아서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니!
다른 사람 탓하는 게 결국 내가 확신이
없어서란 생각이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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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남는 가치를 짓고, 그것을
세상과 나눈다는 점에서 제 삶의 보람을
찾곤 합니다.”

“일과 생활, 사람 사이에서 유쾌함을 잃지
않으려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함, 가면을 안 쓰는 거, 나 자신을 나
자신과 타인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자신의 삶을 일부러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은 쉽게 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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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1980 사우대담

글·진행}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사진} 김원태(Day40

Studio)

글·진행} 표희선(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송휘성(Day40

Studio)

누구에게는 일상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날이 되기도 한다. 효성에게는 1980년이 그렇다.
사보 <HYOSUNG>이 탄생한 연도이기 때문. 사보가 태어난 1980년을 기념하며 역시 이 해를 특별히 기억하는 효성 사우 두 명을 만나 그 의미를 다졌다.

1980년
입사자

조도선 화학PG 용연공장 총괄 공장장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성장한 30여 년

“효성은 늘 서로 힘을 북돋는 분위기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동료들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가족같이 지냈죠.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선배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1980년, 조도선 화학PG 용연공장 총괄 공장장은
동양나이론 안양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이 책임감으로 무장한 공장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효성에는

1980년생

최승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PU 경영지원본부 마케팅팀 대리

효성 입사만을 목표로 한
‘사보 창간둥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PU에서 근무하는 최승규 대리는 사보 <HYOSUNG>이
창간된 1980년에 태어난 ‘사보 창간둥이’다. 그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소속팀이 최초로 사보에 실리기도 했다.
“사보 창간 연도에 태어나고, 입사한 해에 제가 속한 팀이 사보에 처음으로
참여한 걸 보면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최승규 대리는 우연히 효성 입사만을 목표로 하는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며

그를 응원해주는 고마운 동료들이 늘 함께했다. 서로에게 근면을 배우며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입사로 이어졌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낸 지 어언 30여 년, 이제 그에게 효성은 단순한

“면접관들이 좋게 평가해주셔서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마음이 잘

‘일터’가 아닌 ‘마음의 고향’이자 ‘삶의 역사’다.

맞는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좋은 동료를 만나 일하는 것이 별일 아닌

“효성은 제 인생을 반추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키워드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예쁜 두 딸을 얻는 등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해 공학과

듯해도 주위를 보면 흔한 일은 아니더군요.”
시원시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 돋보이는 최승규 대리.
그에게 ‘소통’이란 무엇인지 물어보니 ‘이해와 배려’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소통의 시작과 끝은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에 갈등이 있을 때

조도선 공장장과 사보 <HYOSUNG>은 ‘1980년의 시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쉽게 대화가 풀리는 경우가

있다. 조도선 공장장이 입사하던 해에 <HYOSUNG>이 창간된 것.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효성 안에서 성장해왔기에 서로의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 때문일까.
이 둘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무척이나 닮아 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회의를 하거나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흐르지 않을 때는 항상 ‘내가 영업대표라면, 재무팀이라면’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하는 대상을 이해하려는 것만으로도
소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이끌다 보면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먼저

최승규 대리는 먼 훗날 자신의 장례식장에 1,000명 이상의 조문객이 오게 하는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진심이 통해 대화를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공장에

것이 목표다. 무심코 본 영화에서 돈도 명예도 없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들어설 때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곤

여긴 주인공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

하는데 처음엔 인사조차 어색해하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럼없이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작은 노력이 소통에 있어
큰 역할을 한 듯합니다.”
조도선 공장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길에 만난
용연공장 직원들은 그에게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 직원들과 함께
DH-2 Project 증설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소통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이 합을 이룬다면 생산 규모는 물론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공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친구, 직장동료, 협력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잃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는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웃음 지었다.
“저희 팀에서도 PU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HIS Advantage> 제작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읽게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커뮤니케이션팀도 이런 고민 속에 글자 하나, 콘텐츠 하나까지 정성 들여 사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효성 임직원이 염두에 두고 애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내 소통은 소식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효성 타임머신

글·진행} 편집실

사보를 장식한 효성인들
400권의 사보가 발간되는 동안 효성 가족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손순근 철강1PU장

신입사원이었던 누군가는 가정을 꾸려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고, 후배보다 선배가 많던 누군가는

1995년 2월호(당시 효성물산 철강기계사업부 근무)

이제 모든 팀원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십수년 전 사보에 등장했던 이들은 지금도

1995년 겨울, 작은딸이 병원에 갔다는 소식에 퇴근하자마자

회사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으로 달려갔던 손순근 과장은 이제 철강1PU를 책임지는
상무가 되었다. 1995년 2월 그가 과장이었던 시절, 사보에
기고한 육아일기에는 바쁜 회사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함명훈 노틸러스효성 영업2팀 부장
2001년 3월호(당시 정보통신PG 효성컴퓨터PU 근무)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딸아이의 응원이 가장 크게 자리하지

2001년 3월 사보 표지는 함명훈 부장이 딸(함지연

않았을까 싶다.

양)과 함께 장식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었던
함지연 양은 아빠의 손을 잡고 미리 교정을 방문해
표지 촬영을 멋지게 진행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함지연 양은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 ‘학부모로서
지연이의 뒤에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새삼 느낀
표정이다.’라는 당시의 인터뷰 글이 현실로 이뤄진
지금, 함명훈 부장은 멋지게 성장한 딸을 보며
흐뭇해하지 않을까?

김대연 전력PU 창원공장 차단기제작1팀 총조립반 조장

박석화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울산공장장

1992년 11월호(당시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차단기부 GIS2반 근무)

1999년 3월호(당시 울산공장 의료사 생산부 근무)

김대연 조장은 입사 후 지금까지 편집실에 8번 이상 글을

1999년 3월 ‘이달의 효성인’은 획기적인 제조원가 절감과

보내왔고 사보와 회사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곤 한다.

손익개선을 이끈 박석화 과장이었다. 당시의 박 과장은 현재

특히 1992년 그가 전해준 사우들의 이야기는 읽는 내내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울산공장장을 맡고 있는 상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당시 ‘이달의 효성인’으로 선정된 것은 복합사원료를

가족의 암 수술을 앞둔 동료가 수술 시 수혈에 필요한 혈액

변경하자는 그의 아이디어와 철저한 표준작업과 규칙 지키기

부족으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김대연 조장과 팀원은 모두

운동에 한마음으로 동참한 방사3과의 노력이 빛을 발한

병원으로 앞다퉈 달려가 헌혈을 했다. 김대연 조장의

덕분이었다. 지금도 현장 문제점에 항상 귀 기울이고

모친상에는 발 벗고 나서 내 일처럼 도와준 동료들이 있었다.

작업자들과 직접 협의하며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

김대연 조장처럼 사보에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고 아낌없는

노력한다는 박석화 상무. 그의 열정이 울산공장을 살아 숨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는 효성 임직원이 있기에 지금의

쉬게 하고 있다.

400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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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숙 효성캐피탈 인사총무팀 과장
1999년 7월호(당시 지원본부 인사관리팀 근무)

1999년 7월, 무더운 여름을 알리는 사보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미인 한 명이 있다. 바로 지금의 신문숙 효성캐피탈
인사총무팀 과장이다. 기사에서는 당시 4사 합병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똑 부러지게 본인 업무를 하며 팀
분위기까지 책임지던 그녀를 칭찬하는 글과 그녀의 앳된
모습이 돋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그녀의 긍정
에너지는 팀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형섭 미국 타이어보강재법인 CFO 2002년 5월호(당시 재무본부 자금2팀 근무)
미국 타이어보강재법인의 재무책임자 정형섭 부장은 2002년 5월 표지를 통해 밝은 미소의 아내와
의젓한 아들, 애교 넘치는 딸을 소개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언제나 자상한 아버지로, 듬직한
남편으로 가정을 챙기는 그는 업무에서도 묵묵하고 꼼꼼하게 책임을 다한다. 미국법인의 살림살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회가 된다면 정형섭 부장의 가족을 다시 한 번 모셔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허남기 Neochem PU 영업팀 차장
2002년 9월호(당시 필름PU 근무)

이현호 스판덱스PU 해외영업팀 차장

2002년 ERP에서 필름PU로 자리를 옮긴

2000년 2월호(당시 2000년 신입사원)

허남기 사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진정 프로다운 효성인이 되겠다.”고 패기 넘치게 외쳤던

발신인은 추지석 당시 부회장. 낯선 팀에서

신입사원 이현호는 이제 후배와 선배를 아우르며 효성을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시점에 추지석

이끄는 차장으로 우뚝 서 있다. 스판덱스PU 해외영업팀에서

부회장은 “인생이란 평생을 두고 새로운

우리회사의 제품을 전 세계 곳곳에 알리는 것은 물론, 처음

것을 배우고 경험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구미공장을 견학하면서 느꼈던 효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배움은 바로 젊은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것이니 열심히 필름에 대해 배우라고
격려했다. 그때 그 격려에 힘입어 노력을
거듭한 허남기 사우는 현재 Neochem PU
영업팀 차장이 되었다. 그가 릴레이로 감사를
전했던 공명성 과장은 현재 Optical Film PU
영업 1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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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발자취

글·사진} 표희선(커뮤니케이션팀)

1999년 8월
TPM혁신운동

효성의 지난날을 마주하며

1999년 당시 용연공장은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혁신운동이 한창
이었다. ‘새바람운동’, ‘도약21운동’ 등 각 공장
에 맞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산설비 점검활동

사보 속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이가 많다. ‘그때 우린 이랬었지.’ 하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젊음을 반추하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온 회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한다. 사보에 담긴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와보았다. 과거와 현재가 마주치는 순간을 함께 감상해보자.

강화, 보전기능과 기술·인력 양성, 재해
와 고장 없는 설비시설 가동에
매진하던 때였다.

2000년 1월
<HYOSUNG> 표지

1991년 4월
제12회 진달래 축제

새내기를 수식어로 달고 다닌 것이 언제였는지

1991년 4월, 동양나이론 가족들은 안양공장

가물가물해진 차장들에게도 풋풋한 신입사원

운동장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절이 있었다. 2000년 첫 사보는 바로 이

그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축제에

신입사원들로 채워졌다. 이 중 홍일점 김지영 사원은

참여했던 가족의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었다.

인력개발원 리더육성팀 차장이 되어 효성 가족의

이제는 건물 외벽 색도 바뀌어 그때 그 모습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누군가의 선배와 후배로

그대로를 추억할 수는 없지만, 매년 봄

효성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신입사원 때

운동장을 채우는 진한 꽃향기만은

다짐했던 약속과 목표를 기억하고

여전하다.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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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편리하게 즐기는 방법

진행} 편집실

스마트 시대,
똑똑하게
사보 즐기는 방법
효성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효율을
돕기 위해 매달 발행하는 사보. 하지만 바삐 업무를
해나가다 보면 기사별로 꼼꼼히 챙겨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무슨

다운받아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 사보

효성 사보와 실시간 소식을 동시에

임직원 인트라넷 Hope

효성 블로그

우리집에는 사보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바로

소셜미디어가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만나보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내게시판을

효성도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통해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사내게시판

위해 블로그 마이프렌드 효성(http://

<와글와글>에는 사보 발행일에 맞춰 PDF 파일이

blog.hyosung.com)을 운영하고 있다.

업로드된다. 점심시간이나 나른한 오후에 잠시

기업 블로그의 장점은 사원들뿐만 아니라

사보를 보며 회사 내 어떤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소비자와의 소통도 꾀할 수 있다는 점.

있는지, 이달의 흥미로운 소식은 무엇인지

게다가 검색엔진을 통해 다양한 독자가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확인해보자.

유입될 수 있어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❶ 블로그 내 Webzine 효성타운 코너를 클릭하면

❷ 사보에서 미처 보지 못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만날 수

사보 PDF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있으니 놓치지 말 것.

걱정인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터치 몇 번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인트라넷,
블로그, 전자책 서점에서 사보 <HYOSUNG>을

필요한 건 손가락 터치뿐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텍스토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종이를 넘기며 책을
읽는 대신,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만을 이용해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텍스토어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 신문부터
만화, 잡지,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볼 수 있는데 효성 사보도 이곳에서 다운받아
구독할 수 있다. 지금부터 텍스토어를 통해
효성 사보를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귀찮다고 넘어가는 사우는 없길. 손안에서

❶ 사내 포털 HOPE(http://hope.hyosung.com)에 접속해 상단 중앙에 있는

❷ 게시판의 상단 항목 중 [사보 PDF] 게시 글을 클릭한다.

게시판을 클릭한 후, 와글와글 게시판을 확인한다.

❸ 게시 글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받는다.

❹ 다운로드 완료 후 내려받은 PDF 파일을 열면 이달의 사보를 바로 읽을 수 있다.

사보를 보는 재미에 푹 빠질지도 모르니!

❶ 먼저 앱스토어에서 ‘텍스토어’를 검색한 후 설치한다.
❷ 다운받은 텍스토어를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토어를 클릭한다.

❸ 텍스토어몰에서 왼쪽 상단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효성’을 검색한다.

❻ 텍스토어에서 지난 9월호

❼ 다음 페이지를 볼 때는 종이를 넘기듯 손가락을

또는 오른쪽 메뉴에서 카테고리 > 잡지 > 사보를 클릭해도 효성 사보를 찾을 수 있다.

사보를 구독하는 모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도 되고, 살짝 터치만 해도 된다.

❹ 여러 권을 볼 경우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한 권씩 볼 경우 ‘바로 구매’를 클릭해

화면을 터치하면 하단에 바가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엄지와 검지를 벌리고, 원래대로

결제하기를 진행한다(금액은 무료!).

나타나는데 이것을 드래그해서

되돌릴 때는 두 손가락을 오므리면 된다.

❺ 텍스토어 앱으로 돌아와 상단 메뉴 중 ‘내려받을 책’에서 구매한

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효성 사보를 다운받는다. 이제 ‘내려받은 책’에서 효성 사보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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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스토리

글}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사진} 한수정(Day40

Studio)

진행} 표희선(커뮤니케이션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야기와 그들의 가족까지 감싸 안는 모습 역시 보기 좋습니다.

사보 <HYOSUNG>의 여러 칼럼은 실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최근에는 효성캐피탈PU의 소식도 많이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은 우리가 책임진다

탄생한다. 기획, 원고 작성, 디자인, 교정 및 교열 등 보이지 않는

있는데, 보다 많은 참여로 사내의 소소한 이야기를 효성인과

정성이 합을 이룬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보 편집실은 회사의 경영지침이나 방향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업장 소식을

커다란 조직 내의 소식과 정보를 한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보 편집실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이들도

발굴하고 전파하는 사업부 사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고의 사보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열정’

필요하다. 사업부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며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활약하고 있는 사업부 사보 담당자 7명을 만나본다.

산업자재PG 홍보 담당자 김순열 사원은 신입사원이던 2012년에

“구미공장의 소식을 문맥에 맞게 작성해 발행일에 맞춰 제작하는

산업자재PG 홍보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사내 홍보의

과정에서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보에 실린 구미공장

중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라 업무 진행이 쉽지

뉴스를 잘 보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않았지만 ‘사내 홍보 업무를 정착시키겠다.’는 책임감으로 지방

구미공장 커뮤니케이터 김태호 주임은 사보 <HYOSUNG>의

공장의 담당자에게 무작정 전화를 돌리면서 업무를 익혀나갔다.

가장 오랜 동반자다. 베트남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

“신입사원 시절에 산업자재PG 소속 커뮤니케이터를 선정해

커뮤니케이터 워크숍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보와의 우정을

교육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고 경험이 많은

돈독히 해왔다. 한편 안양공장 커뮤니케이터 김종필 주임은 최근

분들을 모시고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업무에 대해 설명하려니

경영층과 사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한껏 힘을 내고

입술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무척

있다.

떨었는데, 지금은 그때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업무에 많은

“사보 제작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보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내용과 디자인은 품질에 해당하고 발행일은 납기일라고 생각하면

중공업PG 창원공장 이예진 사원은 사내 홍보의 어려움과 보람에

되지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가끔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대해 누구보다 공감한다. 창원공장 소식지 <함께하는 우리>

하지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고 경영철학이 녹아나는 소식을

발간을 책임지고 있기에 현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귀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울이게 된다. <함께하는 우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공장의

토요타 커뮤니케이터이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현옥

다양한 이야기를 싣는 소식지다. 2012년 3월에 창간했으며 현재

대리는 인터뷰를 통해 사보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격주로 발행하고 있다.

업무를 진행하며 토요타 딜러 마케팅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할 때 조직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교환 및 다각도의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식지를 처음 발행했을 때는

“홍보 전문가가 아닌지라 토요타의 뉴스를 사내외에 알리는 일에

모르는 게 많아 고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움직여주는

됐어요. 400호를 맞은 <HYOSUNG>처럼 <함께하는 우리>도

커뮤니케이션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를 거듭할 때마다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는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효성의 다양한 사업부 담당자들과도

효성캐피탈PU 최성조 주임은 커뮤니케이터일 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조직문화활동(GWP)과 사내 소식지 <In Hyosung Capital>

포부도 내비쳤다.

제작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교류해 ‘사내 메신저’로

사보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그에

불린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따라 내용의 유익함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업무 외 고민을 들어주는 선배들이 그에게는 따뜻한 ‘멘토’와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사내 모든 임직원이 가능성과 열정을

다름없다. 그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자라난 자신감만큼 그의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더욱 빛날 것이다.

사보에 대한 애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HYOSUNG>은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

“<HYOSUNG>은 레이아웃이나 편집 구성, 활자, 표지 등 모든

빠르게 움직여 더 많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을

것에 임직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원의

약속한다.

사업부 사보 담당자와의 만남

▲ 최고의 사보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사업부 사보 담당자들. (왼쪽부터) 최성조 효성캐피탈PU 인사총무팀 주임, 송현옥 토요타 기획관리팀 대리, 이예진 창원공장 인사총무팀,
최원서 건설PU 전략기획팀 대리, 김순열 산업자재PG 기획관리팀, 김태호 구미공장 인사팀, 김종필 안양공장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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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맨 카툰

글·그림} 이정욱

여기가 바로
Great Work Place~!

이렇게 사보 편집실에서는
효성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하고⋯

일하는
파라다이스~!

직접 찾아가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안녕하세요~!
하이맨이에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은
사내 직원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효성과 함께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나, 참여하고
싶으신 칼럼이 있으면

회사와 임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사보!

CEO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던가⋯

매달 한 권의
사보를 만들기
위해 피 말리는
마감을⋯

이건
안 재밌나?
만화가는 왜
원고를 안 줘⋯

좋은 소식을
알린다던가⋯

자랑스러운
효성인상을
타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가족과 함께 봉사를
나오니 보람이 백만 배~!

34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한다던가⋯

어느덧 400호를 맞은 효성 사보!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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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사보 담당자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전화 or 메일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2

글} 허동규(커뮤니케이션팀)

진행}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사진} 김하인(ISM

PHOTOGRAPHY)

전주시 ‘효성 꿈나무 작은 도서관’ 오픈

아담하고 예쁜 도서관에는 개관식 첫날부터 많은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

아이가 찾아와 바뀐 모습을 구경하고 누워도 보며
새 도서관이 만들어진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주시 북쪽에 위치한 초포초등학교에 ‘효성 꿈나무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우리회사의 후원으로
재탄생한 이 도서관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책과 함께 밝게 웃는 아이들을 만나러 초포초등학교로 떠나보자.

9월 10일 전주시의 한 자그마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시내에서 차로 오래 달리지 않아 주변에 많던 아파트는
▲

게
새롭

사라지고 어느새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전교생이 60명

모여들었다.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휘날리고 정문에는 ‘효성
꿈나무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날은 바로 우리회사의 후원으로 리모델링한

장
한

단

정도밖에 안 되는 초포초등학교에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도
서관
에서

책을
보며
환한
웃음
을짓
는 초포
초등학교
아이들.

‘효성 꿈나무 작은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지식을 얻고 꿈을 키우는 공간

와중에도 현장을 방문해 수천 권의 책을 옮기고 정리했다.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활동으로 바쁜 도시 아이들과 달리

이렇게 만든 아담하고 예쁜 도서관에는 개관식 첫날부터

시골 아이들은 할 일이 마땅치 않다. 이런 아이들이 방과

많은 아이가 찾아와 바뀐 모습을 구경하고 누워도 보며

후 시간을 보내면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꿈을 키울

새 도서관이 만들어진 즐거움을 만끽했다. 도서관은 방과

수 있도록 1억여 원을 후원해 기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후에도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새 책도 구입했다.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는 쉼터가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더했다.

되도록 의자와 책상을 배치하고,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우리회사는 도서관 리모델링에 힘을 보탰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만들었다. 특히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에는 방윤혁

전주 지역 초등학생이 더욱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주공장장을 비롯해 전주공장 임직원 10여 명이 바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독서 다이어리 배포와 다독왕
선발 대회 등이 그것. 더불어 초포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파주에 있는 헤이리 도서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

▼

을
도서관
록 기존
▲ 효성은 초포초등학교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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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하고
델링
리모

책을

효성

은 물론 지역
아이들
관은
서
은도
무작
꿈나

주민들에게도 유
익한

‘효성 꿈나무 작은 도서관’이 초포초등학교 아이들과 지역
공간이
될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가 되길 기대한다.

것이
다.

.
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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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3

글} 주보빈(무역PG

기획관리팀)

사진·진행} 허동규(커뮤니케이션팀)

행복 Talk

글}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사진} 한수정(Day40

Studio)

협조} 기업문화팀

효성나눔봉사단 성민나누무리팀 봉사활동 현장–키자니아 체험

“아이들과 함께해 더욱 즐거웠어요”
9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성민나누무리팀과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아이들의 키자니아 체험이 진행됐다.
여름휴가 마지막 날임에도 효성나눔봉사단 일정에 참석한 주보빈 사원은 여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의 현장감 넘치는 후기를 통해 그날의 보람을 함께 느껴보자.

▲ 성민나누무리팀은 한 달여 만에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친구들을 다시 만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더위가 지나고 살며시 부는 바람에 기분까지 가벼워지는 가을! 9월 12일 한 달여 만에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을 만나다

효성나눔봉사단 성민나누무리팀과 성민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특히 이날은 아이들과

“인생은 행복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좀 더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대감이 더욱 컸다. 이날의 활동은 ‘키자니아’를
방문하는 것. 키자니아는 어린이들이 현실 세계의 직업을 체험하며 미리 어른이
되어보는 직업 체험형 테마파크다. 체험이 가능한 직업 수는 무려 90여 가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며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입장하자 아이들도 신이 났는지 한껏 들뜬

▲ 주보빈 무역PG 기획관리팀

표정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덩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효성 본사에 효성사우들이 모였다.

아이들과 나는 도넛을 만드는 요리사, 백화점 매니저, 소방관 등이 되어보고 햄버거와

선한 미소를 머금고 등장한 그가 행복의 비법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박경철 원장이 말하는 행복 찾기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존재하는 ‘긍정과

스낵 만들기, 신용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일부 체험은 보호자가 동행할

희망’이라는 바다를 유영하는 여정이었다.

수 없어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나의 이런 마음을 느꼈는지 오히려 즐겁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많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씩씩하게 체험하는 아이들이 참 고마웠다.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많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임에도 정을 나누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성민나누무리팀과 성민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즐거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효성나눔봉사단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느끼는 이 감사함과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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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성인 230여 명의 마음을 울
리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경

GWP 행복 Talk

철 원장. 2, 3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조직문화팀이 준비한

‘일터의 주인공은 ‘나’이며, GWP(Great

‘행복 Talk’ 강연에 참여한 효성

Work Place)는 ‘나’ 자신의 생각에서부

인들.

터 출발됨을 알리는 강연, ‘행복 Talk’는
기업문화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
호 신뢰를 쌓는 법, 소통하는 방법, 꿈을
설계해 성공시킨 사례, 고난을 극복한 사
례,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 삶과 조직을

2

변화시킨 사례를 주제로 매달 한 번씩
‘행복 Talk’ 강연을 열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임직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신

인생은 행복이라는

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을 초빙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스스로 하는 마음 치유’라는 주제로 강

것입니다. 세상을

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수 강
사들을 마포 이외의 지역과 지방 사업장

유영하는 과정에서

에도 초빙해 ‘행복 Talk’ 강연을 확대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

‘세계관’이지요.

행할 계획입니다.
3

4

(문의 : 이제복 기업문화팀 과장)

4 박경철 원장은 ‘행복 Talk’ 강연에 참석한 효성인들에게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한 자신의 저서 <자기혁명>을 선물했다.

니코스의 책 100여 권을 돌파한 ‘시골의사’

모습을 그려봤을 때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떠올린 다음

바탕으로 삶 속의 행복을 찾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전체를 향하게 하는 것이 나와 내가 속한 사회가 함께 행복할

그리스 시인이자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그 사람에게 바치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웅은 때때로 가장 친한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판과 우울이 아닌 긍정과 기쁨과

수 있는 비법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박경철 원장의

Kazantzakis)에 대한 열띤 예찬론이 펼쳐지고 있는

친구보다 소중합니다. 정말 현명하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희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볼

‘행복 Talk’가 마무리 될 무렵 강의장은 긍정의 기운으로

이곳은 효성 본사 강당. 기업문화팀이 준비한 강연회 ‘행복

하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오르는 듯했다. 이날 사우들이 마음속에 품은 행복이 삶과
일터에도 서서히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Talk’ 현장이다.
효성 사우 230여 명의 눈과 귀를 단숨에 끌어모은 첫 강의의

긍정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행복하다

권태가 수반되지 않는 행복을 느끼는 방법

주인공은 ‘시골의사’로 알려진 박경철 원장이다. 유머와

“그리스인들은 ‘인생은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미국 경제학자 새뮤얼슨은 ‘행복 = 소유 / 욕망’`이라는

진지함이 함께하는 이 강의장에서는 여느 대학교의 유명

말합니다. 가끔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공식을 주장한 바 있다. 소유가 일정하다면 욕망을 줄여야

Mini Interview

강좌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

‘불운’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행복해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을 줄이는 일이

박행순 전력PU STATCOM사업팀 부장

“니코스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불타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관점이 우리와는 무척 달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욕망의 크기가 월급

결국 작가에 대한 애정으로 2년 반에 걸쳐 그의 번역서와 원서

박 원장은 그리스 여행에서 만난 그리스인들을 통해

액수와 비례해 함께 커지는 경험을 회사생활을 통해 해왔기

100여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기적적인 독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때문이다. 박 원장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필연적 행복을

체험을 통해 가슴속에 불이 붙는 강렬한 느낌, ‘열정’을 알게 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자라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지식과 사상, 재능과 같이 새로운

마영규 노틸러스효성 경영정보팀 차장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면서 권태가 수반되지 않는 행복을

“박경철 원장님의 강연을 듣고 나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박경철 원장은 마흔일곱 나이에 흠모했던 작가, 니코스의

그는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해진다고 믿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세상을 행

나라인 그리스로 여행을 떠났다. 그의 가슴속에 ‘영웅’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된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일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고 창의적 잠재력의 소용돌이를

복하고 밝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리 잡은 니코스는 박 원장이 현실을 모두 잊고 떠날 수

이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일으켰으면 합니다. 동료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이상을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였다. 그는 ‘니코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인생은 행복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갖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긍정의 세계관을

아직도 영웅이 심장 속에 살아 있는 듯 설렌다고 한다.

유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계관’이지요.

북돋우며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6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란, 이상화된 자신의

극렬한 투쟁과 분열 속에 살아갈지, 긍정의 세계관을

문득 일정 수준 이상의 욕망은 경제적 성취가 아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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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중해 듣고, 무겁게 되돌아보는 강연을
만났습니다. 열정과 자기혁명 그리고 친구인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회
사와 가정에서의 긍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필 전력PU Global영업4팀 대리
“불행과 불운은 마음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들
이 불운한 것이었다고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
껴졌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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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중

글} 표희선(커뮤니케이션팀)

사진} 김진섭(Day40

Studio)

협조} 인사관리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2대 중 1대의 타이어는 효성이 책임집니다. 또한 전 세계
스판덱스 시장의 30%는 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촉한 가을비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캠퍼스 리크루팅이 한창인

효성 100년을 향해 나아갈 미래의 효성인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았다. 이날 우리회사는 효성에 지원하려는

캠퍼스 리크루팅은 총 21개 학교에서 9월 한 달 동안 계속됐다.

학생들을 위한 일대일 상담부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효성에 대한

더 많은 학생을 만나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학교 수와

소개와 인사담당자가 직접 들려주는 채용설명회 시간을 마련했다.

참여하는 채용대사의 수도 늘렸다.
머지않아 맞게 될 창립 100주년의 역사를 당당히 쓰기 위해서는

캠퍼스 리크루팅 현장

특명! 효성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라!

효성은 어떤 회사일까요?

무엇보다 효성 가족들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필요하다.

설명회는 장형옥 부사장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캠퍼스 리크루팅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시작했다. 효성은 최종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와 중간재를 제조하는

효성을 책임질 일꾼을 직접 발굴하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B2B 기업이라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우리회사와 소중한 인연을 맺을 미래의 효성인, 새 식구가

우리 주변 곳곳에 효성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다.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2대 중 1대의 타이어는 효성이
매해 9월이면 효성은 미래의 ‘효성 가족’을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한 달 동안 곳곳의
캠퍼스를 방문해 우리회사와 같이 꿈을 키워나가고 싶은 학생들을 만나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

책임집니다. 또한 전 세계 스판덱스 시장의 30%는 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학생들은 장 부사장의 이야기에 놀라며, 효성이 해외매출에

백종헌 PP/DH PU PP영업팀

70% 이상 비중을 두고, 국내 포함 전 세계 70여 개 지역

“회사를 대표해 나간 만큼 후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

사업장에서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우리회사에만 있는 PG/PU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도

상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라도 더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각 사업부의 사업 내용에 대한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도 진행했다. 이어서 인사기획팀 이창근 팀장이 우리회사의

저는 현재 PP영업팀에서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인사제도, 신입사원 교육 내용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니면서 다양한 사람에게 효성 제품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죠. 그런 만

채용 전형에 대해 설명했다.

큼 고객과 시장에 밀착되어 있어 시장 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아이
템을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꼭 도전해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국내영업만이 갖고 있

사회인으로서의 첫발, 효성에서 시작했습니다

는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 현재 효성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앞으로 나와 학생들과 마주 섰다.

원연준 전력PU 엔지니어링2팀

“안녕하세요? 공업화학과 83학번 이한주입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학생에서 사회인이 된 지 어느덧 2년째입니다. 효성인이

찾아 후배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되어 리크루팅에 참여하니 색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산업자재PG 아라미드사업단 이한주 상무를 시작으로 동문 13명이

사실 대학생 시절 전공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전력 엔지니어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자기소개를 했다. 그 후 Q&A 시간에는 동문 선배들이 따뜻한

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대형 사고 또는 막대한 비용 손실이 생길 수 있어 항

시선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직무와

상 긴장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주입했던 이론과 공식을

회사 분위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려주며 활기찬 분위기를

실제로 접하니 스스로 그 원리를 찾게 되네요. 이런 과정이 이쪽 분야의 가장

이어나갔다. 강의실 밖에 마련된 스탠딩 테이블 상담 자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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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매력이자 재미입니다. 후배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같이 성장

선후배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동문 선배들이 미래 효성인들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조언한다면, 후배 여러분 자신이

취업 준비 고충을 공감하고 격려해주어 더욱 훈훈했다.

생각하는 장점을 제대로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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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나우 1

글·사진} 산업자재PG

기획관리팀

진행} 이윤정(커뮤니케이션팀

대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 담당자가 된 탄소재료사업단 김재환
신입사원은 처음이니만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탄소섬유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Mini Interview

탄소재료사업단 전시회 참가자의 귀뜸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리에 마친 이번 전시회 경험이 큰 힘이 되었다는 그는

한광석 탄소재료사업단장

“앞으로 참여할 다른 중국 전시회에서도 효성이 최고가 될 수

Q1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신입사원다운 패기

탄소재료 사업의 성공적인 상업화 이후 탄소재료사업단
의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넘치는 소감을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세계 Top Class의 품질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사

TANSOME은 ‘강력한 불길에서 태어난 경이로운 탄소섬유’라는

업구조를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부적으

뜻이며, 탄소섬유의 생산 공정 특성으로 손꼽히는

로는 우리회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복

‘탄화(Tanning)’와 ‘특별한 무언가(Something Special)’라는

합재료 전시회 참가와 선진 시장 방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Adding Value)를 창출한다는

TANSOME 브랜드 홍보와 시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올해 전북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에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건립하고
제품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미국·유럽에서 활발히 판로를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효성 탄소섬유 브랜드

개척 중이다. 탄소섬유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핵심적으로 쓰이

김재환 탄소재료사업단 영업팀 사원

는 소재이기에 여러 복합재료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Q2

신입사원으로서 전시회 담당자가 된 소감과 전시회 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다!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탄소섬유, 아시아 지역에 도전하다

“중국 유학 때 통역 아르바이트로 많은 전시회에 참가해보았지

‘China Composites Expo 2013’은 탄소재료사업단이 아시아

만, 담당자가 전시회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어서 부담이 컸습니

우리회사의 탄소재료 사업이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역에서 참가한 첫 번째 전시회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소재로

다. 부스 디자인 선정, 각종 판촉물 제작 준비부터 전시회 기간 내

산업자재PG 탄소재료사업단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China Composites Expo 2013’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손꼽히는 탄소섬유는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고객상담 진행까지 세세하고 정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경

탄소재료사업단이 ‘TANSOME(탠섬)’이라는 탄소섬유 브랜드를 가지고 참가한 세 번째 전시회로,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효성은 이번

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있을 탄소재료사업단의 다른 전시회도

전시회 참여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로서

활발히 펼칠 수 있었다. 동시에 여러 선진 탄소섬유 제조 업체의

첫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China Composites Expo 2013

GST(Global Safety Textiles), 섬유PG의 직물염색PU와 함께

제품과 업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500여 업체가 참가하고 1만 5,000여 명이 참관한 중국 최대

지난 6월에 열린 산업용 섬유 박람회 ‘Techtextil 2013’에도

세계 탄소섬유 시장은 도레이, 미쓰비시레이온 등 일본 기업이 반

참가해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으며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 그 후

이상을 점유한 상태라 후속 주자인 탄소재료사업단에게는 시장

약 3개월이 흐른 9월, 탄소재료사업단은 탄소섬유의 큰 시장 중

진입 문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 트렌드를 파악해 미래 수요에

Bob Cheng 대만 Agent

효성의 신성장동력 ‘TANSOME’, 아시아에서도 통하다

하나인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다.

대비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탄소재료사업단의 역량으로 차후

Q3

탄소재료사업단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사업단의

전 세계 주요 복합재료 메이커가 다수 참가한 전시회답게 수많은

많은 고객에게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섬유 제품 홍보를 통한 새로운 고객 발굴과 복합재료 시장의

소재에 대해 참관인들의 관심이 나뉘었으나 그 와중에도 주요

한광석 탄소재료사업단장은 전시회를 마치면서 “우리회사 브랜드

“효성이 TANSOME을 론칭해 고객들에게는 탄소섬유 시장의 또

트렌드 파악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China Composites

소재로 떠오르는 탄소섬유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시장

TANSOME의 홍보와 시장 확보를 위해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다른 선택권이 생기게 되었네요. 효성의 TANSOME은 골프채, 낚

Expo 2013’에 참가했다.

진입 단계부터 자체 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를 출시한 효성의

열리는 세계적인 복합재료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선진 시장을

싯대, 자전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올해 2월 ‘TANSOME(탠섬)’으로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역량에 힘입어 전시회 첫날부터 탄소재료사업단 부스에는 업계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활기찼던

강도에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품질을 바

‘JEC Europe 2013’에 처음 참가한 탄소재료사업단은 이후

관계자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덕분에 많은 잠재고객에게

전시회의 분위기처럼 우리 탄소재료사업단과 탄소섬유시장도

탕으로 고객에게 늘 만족을 제공하는 TANSOME이 되길 기대합

산업자재PG의 테크니컬얀PU, 인테리어PU, 아라미드사업단,

효성과 탄소재료사업단의 강점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지속성장하길 기대한다.

니다.”

규모의 전시회로 올해 19회를 맞은 국제적인 복합재료 전문 전시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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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느낀 효성 TANSOME에 대
한 소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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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나우 2

글} 이하영

사진} 김원태(Day40

Studio)

협조} 이예진(창원공장

인사총무팀)

오직 효성을 위한 삶

효성인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27년이 된 기전PU 생산기술팀

현재의 능력이

김의곤 반장. 그는 창원공장 사람들에게 ‘열정의 아이콘’으로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통한다. 1986년 말단 생산직 사원 시절부터 효성에 희망찬

사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며, 그러한 사실이 주위

자기계발을 멈추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서다. 물론 그 명성에 걸맞게

말아야 합니다.

김의곤 반장이 그간 쌓은 경력은 주목할 만하다. 현장 기술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선 사례 교육 매뉴얼>, <연속금형 및 일반금형
사용자 교육 매뉴얼>, <연속금형 및 빅스금형 조립 지침서> 등의
기술 관련 전문 서적을 편집·출판했다.

금상’을 받았다. ‘책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다. 지금은 금형 가공

적극 활용했다. 특히 초대형 전동기의 철심 두께 변화에 따른

제작과 제품의 최대 생산 등의 일을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한편

소음, 진동, 발열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50여 년 동안 해결하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 기술 축적에 열심이다. 이렇게

못해 발생한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힘이 되었다. 여러

바쁜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서적을 뒤지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결과

이런 그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올해 반가운

‘회전식 타발 금형’이라는 획기적인 장치를 고안해낸 것이다.

소식이 당도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이는 2010년에 특허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3년 경상남도 최고장인’에 선정되는 영광도

마지막으로 ‘신뢰’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 무기로

안았다.

선택했다. ‘두 번 일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정신 무장한
뒤 완벽한 품질과 공정을 추구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 효성웨이를 더하다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은 9월 2일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

효성에서 만난
‘산업명장’이
위해
‘내 인생의되기
황금기’
질주하는 효성인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은 효성웨이 덕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최고, 혁신, 책임, 신뢰를 일상에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은 효성웨이 덕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최고,
적용한 뒤 효성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거듭난
혁신, 책임, 신뢰를 일상에 적용한 뒤 효성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거듭난
것. 평소 업무 능력 향상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것. 평소 업무 능력 향상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효성웨이의 가치를 추구한
효성웨이의 가치를 추구한 게 그만의 노하우라고.
게 그만의 노하우라고. 그의 삶에 녹아든 효성웨이와 만나보자.
그의 삶에 녹아든 효성웨이와 만나보자.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만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어떤

여전히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

날보다도 환하게 빛났다.

오로지 한길만 걸어온 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국가에서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상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진격’을 매우 잘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요령을 피우기보다

받았어요. 훈장을 받고 나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았지요.

전문가로 인정받는 순간이 올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효성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한 층 더

기전PU 생산기술팀 김의곤 반장도 그런 사람이다. ‘인생은 곱셈의

커졌습니다.”

연속’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본인의 능력을 1에서 10, 20, 30으로

효성에 몸담은 뒤 가장 값진 결과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가

끌어올리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명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된 바탕에는 효성웨이가 자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이 0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아무리 곱셈을

김의곤 반장 스스로 “모두 효성웨이 덕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해도 0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능력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그렇다면 효성웨이의 최고, 혁신, 책임, 신뢰 4가지 가치를 일상에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계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어떻게 적용했을까? 업무 능력 향상과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효성인이 이 점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효성웨이를 자신의 삶에

기준으로 삼은 게 그의 방법이다. 우선 ‘최고’는 전문가가 되기

적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위한 동력으로 여겼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학사 학위를 따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도 효성웨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길

내친김에 ‘기계 가공 기능장’, ‘기계조립 산업기사’, ‘직업훈련

바라는 김의곤 반장. 그는 이제 또 다른 꿈인 ‘산업 명장’이 되기

교사 2급’,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숙련기술자’ 등의 자격증을

위해 질주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만의 행동력으로 목표를 이루는

취득했다. ‘혁신’은 도전을 습관화하는 기본 태도로 삼았다. 그래서

방법을 효성인에게도 알려줄 생각이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효성의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반드시

혁신경영과 성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 ‘Change Leader

완주하고 목표를 이뤄내고야 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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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공통 ››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

메가 트렌드와 소재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우상선 기술원장

노력(Self–helf)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Quality of Work를 실현하고

은 “인구 구조 변화, 환경/에너지 이슈 등 7대 메가 트렌드는 신사업 창출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사업 성공의 열쇠는 소재 혁신이 필수

하고 개선점을 찾는 동시에 산업자재PG가 작년부터 전사에서 가장 먼저

요소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GWP 구현을 위해 여러 활동을 시행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온 것처럼

바란다.”고 제언했다.

지속적으로 GWP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재PG

타이어보강재PU 본사 강선 부문,
‘2013년도 1차 강선 부문 워크숍’ 진행

구성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하반기 경영계획 달성과 GWP 구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결의했다.

‹‹ 섬유PG ››
효성 섬유소재 부문,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우리회사 섬유소재 부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산업계 근무자와

인테리어PU,
‘효성 스완컵 건축설계사무소 축구대회’ 개막식 진행

우리회사는 9월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방안

HR전문가 5,330명(산업계 근무자 5,030명, HR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상운 부회장은 조인식에서 “1,000만 서울

실시한 ‘2013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K-GWPI) 조사’ 제조업 섬유소

타이어보강재PU 본사 강선 부문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강화도 근

시민의 쉼터이자 위대한 자산인 한강이 세빛둥둥섬으로 더욱 돋보일 수 있

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외 고객 및 전문가의 답변

교에서 ‘2013년도 1차 강선 부문 워크숍’을 진행했다. 본사 강선영업팀, 강선

기를 기대하며, 이제 서울시와 힘을 합해 세빛둥둥섬이 빠른 시일에 정상화

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우리회사가 섬유소재 부문에 대해 긍정적

기술기획팀 팀장과 팀원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GWP를 기반으로 한 강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 평가를 받은 동시에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부문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먼저 타이어보강

이날 조인식은 서울시와 협의해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

이런 외부 고객과 전문가의 인정에 만족하지 않고 임직원과 회사의 노력을

재PU의 GWP Index를 공유하고 강선기술기획팀과 강선영업팀 간 GWP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빛둥둥섬은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시민들의 편

더해 내부 만족도도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아이디어 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GWP가 회사의 성과 창출을 위

안한 휴식과 레저 활동이 가능한 곳,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가 가

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합의를 이뤘다.

득한 곳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세빛둥둥섬의 정상화는 400명 이상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타이어보강재PU 본사 강선 부문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

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인근 상가와 관광 업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 산업자재PG ››

인테리어PU는 주요 고객인 대형 건축설계사무소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효

해 강선판매관리 양식을 개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야근팻말, 야근쿠폰 제도

산업자재PG, ‘PG 상반기 성과 및 GWP 현황 공유회’ 실시

성 스완컵 건축설계사무소 축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7

등을 시행해 매월 일정 횟수만 야근할 수 있게 하는 등 계획적인 업무 추진이

개의 대형 건축설계사무소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효성 안양공장에서 개막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외에도 팀 간,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월례

식을 가졌다. ‘효성 스완컵 건축설계사무소 축구대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GWP 분임토의 및 Can미팅 등 정기적인 모임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상선 기술원장, ‘제13회 기술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 펼쳐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선과 준결승, 결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테리

타이어보강재PU 울산공장, ‘제2회 선배 초청 강연’ 실시

어PU 임직원 및 가족뿐 아니라 고객사 직원과 가족들에게도 휴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테리어PU는 올해 1회
‘효성 스완컵 건축설계사무소 축구대회’를 치른 뒤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
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해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
정이다.

산업자재PG는 9월 2일 마포 본사 지하 강당에서 ‘PG 상반기 성과 및 GWP
현황 공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본사 임직원과 국내사업장 임원 및 공장장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주최하는 ‘제

참석한 가운데 PG기획관리팀은 산업자재PG의 상반기 경영 상황과 하반기

13회 기술혁신포럼’이 9월 25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열

전망을 발표하며 산업자재PG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했다.

렸다. 포럼 주제는 ‘미래 전망과 새로운 사업 기회’로 각 회사의 CEO, CTO와

이어 각 PU 및 사업단 영업팀이 하반기 영업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위기 상

타이어보강재PU 울산공장은 9월 13일 ‘제2회 선배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학계 교수,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모여 주제 관련 강연을

황을 극복해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선배 초청 강연은 회사의 전 임직원 강연을 통해 타이어보강재PU의 과거와

듣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KAIST 이광형 석좌교수와

조현상 전략본부 부사장 겸 산업자재PG장은 PG의 상반기 경영계획 달성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다. 지난 5월 안홍문 전 부사장을

STEPI 박병원 센터장은 ‘글로벌 트렌드 및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사

을 치하하는 동시에 “2013년 하반기 경영계획과 내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초청한 제1회 강연에 이어 이번에는 백원기 전 부사장을 초청했다. 백원기

업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고, 이어서 우상선 기술원장이 ‘미래

서는 PG 구성원 모두가 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전 부사장은 타이어보강재PU장, Technical Yarn PU장, 인테리어PU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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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공장, 전 사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 및 품질·안전교육’ 실시

역임했으며, 타어이코드의 Approval 과정, 기술 개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선배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구매나 고객 대응 업무에서 고객과의 신뢰가

‹‹ 화학PG ››
용연공장, ‘GWP 추진위원회 9월 간담회’ 실시

‹‹ 중공업PG ››

공장은 선배 초청 강연을 꾸준히 실시해 선후배 간 교류의 장은 물론 발전적

효성굿스프링스, 국내 최초
‘원심형 충전펌프 국산화 개발’에 성공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효성굿스프링스는 한수원㈜ 중앙연구원ㆍ두산중공업㈜과 협력해 국내 최초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타이어보강재PU 울산

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원심형 충전펌프 국산화 개발’에

Technical Yarn PU, ‘PU 비상경영 및
울산공장 품질혁신 100일 작전 선포식’ 시행

성공했다. 원심형 충전펌프는 원자로 냉각재(붕산수) 계통의 재순환 유량과
냉각재의 농도를 조절하는 설비로 1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
을 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기기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
는 펌프 중 운전 압력이 가장 높은 펌프로서 세계적으로 단 2개 업체만이 생
산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의 충전펌프는

Technical Yarn PU는 8월 30일 본사 201호 회의실, 울산과 가흥공장에서

언양공장은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언양공장 전 사원을 대상

용연공장은 9월 3일 17명의 GWP Agent가 참석한 가운데 ‘용연공장 GWP

외국 업체가 독점 공급해왔다.

으로 ‘경영현황 설명회 및 품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언양공장 공장

추진위원회 9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의

효성굿스프링스는 수입에 의존해오던 원심형 펌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원

장과 김인한 상무 외 2명이 강사로 나섰으며, 언양공장의 경영실적을 공유

용연공장 GWP 활동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9월부터 12월까지의 구체적 추

자력발전에 필요한 펌프의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원전 분야

함으로써 전 임직원에게 언양공장 임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는 시간

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연공장에서 3번째로 실시한 간담회였던

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원심형 펌프의 해외 수출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은 품질 마인드를 고취하고 각자의 작업 안

만큼 이전보다 더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반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용연공장 GWP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간담회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는 7명의 위원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PU 비상경영 및 울산공장 품질혁신 100일 작전 선포식’을 시행했다. 이번

기전PU, 해수담수펌프용 전동기 계약 체결

용연공장의 GWP 활동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언양공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진압 현장 토론회’ 개최

선포식은 현재 Technical Yarn PU의 경영현황과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진천공장, 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해 래프팅 실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전 조직원이 비상경
영 및 품질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PU의 실
적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실시했다. Technical Yarn PU 전체
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본사 3급 이상 직원 외에도 울산공장 3급 이상 관리
직 사원과 반장, 가흥공장의 주재원과 현장관리자가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팀별로 PU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 발표와 PU장과 공장장의 당부의
말 경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의문 낭독의 시간을 가졌다.
Technical Yarn PU는 이번 ‘PU 비상경영 및 울산공장 품질혁신 100일 작

기전PU는 8월 21일 박정석 상무가 일본 도리시마제작소와 얀부 3단계 PJT

전 선포식’을 통해 전 임직원이 PU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현 상황을 극복

의 해수담수펌프용 전동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 산업도시인

하기 위한 팀별 운영계획을 실행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100일을 만

언양공장은 9월 10일 울산시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화재 취약대상

얀부 지역의 다단증발식(MSF) 담수화 플랜트건설 프로젝트로, 하루 담수

들기로 다짐했다.

화재진압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양공장 황종일 전무와 울산광역시 중

패키징PU 진천공장은 GWP 활동의 일환으로 팀원 간 단합과 팀 간 커뮤니

생산량 55만t(121MIGD) 규모로 18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얀부와 인

부소방서장 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담당자들과 함께 화재 예방 및

케이션 활성화를 우선으로 실천하고자 8월 25일 충북 제천 인근 남한강에서

근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회사는 도리시마제작소를 통해 2011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래프팅을 시행했다.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년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라스알 카이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용 전동기를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

팀원들과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동료들과 함께한 래프팅은

수주한 데 이어 본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연속으로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 수

다. 언양공장은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

팀원 간 신뢰 구축,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좋은 기회였다.

주 기록을 세웠다. 이번 수주는 그간 꾸준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우리회사의 해수 담수화용 전동기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
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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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연구소,
‘제3회 Hyosung Young Scientist’s Day’ 개최

시 창원의 최고 근로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정진하겠

스컨설팅 한근태 교수가 ‘문제를 키우는 커뮤니케이션의 적들’, ‘커뮤니케이

다.”는 소감을 전했다.

션의 원리와 실전 전략’, ‘성과를 내는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법칙’, ‘한 몸처럼

‹‹ 언론 속의 효성 ››
‘한복과 아오자이’, 박 대통령 순방 중 효성 광고 화제

움직이는 조직들의 소통방식’의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 강의했으며, 참가자
들은 특강에 집중하며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의지를 다

‹‹ 정보통신PG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관리 전략 제시

졌다.

‹‹ 독립법인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데이터

더클래스효성, ‘9월 Journey 패키지’ 실시

시스템즈(Hitachi Data Systems)가 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은 ‘9월 Journey 패키지’를

근 영국 지역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보였다. 가을의 정취를 한껏 고취시켜줄 9월의 다양한 혜택은 메르세데

중공업연구소는 9월 10일 안양 APTC Lab Ⅲ에서 산학장학생 초청행사인

실시한 빅데이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스-벤츠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꿈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기간 동안 현지 신문에 게재된 우리회사 광고

‘제3회 Hyosung Young Scientist’s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21

해 “빅데이터 분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Journey 패키지’는 ▲ B-Class 및 C-Class 전 출고 고객에게 대명 설악

가 화제가 됐다. 양과 내용, 시기 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를 형성

명의 산학장학생과 박승룡 연구소장을 포함한 총 33명의 중공업연구소 임

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프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

델피노 리조트 패키지(호텔 패밀리룸 1박 + 2인 조식뷔페, 선착순 100분)를

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입국한 9월 7일부터 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효성 중공업연구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정하고 ▲ 9월 The New E-Class 및 CLS-Class(E200, E300 EL,

빈 방문을 마치고 출국한 11일까지 총 5일간 베트남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에

산학장학생들을 초청해 회사에 대한 소개, 선배 사원과의 대화, 산학장학생

“실제 이를 도입한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체계적인 기술

CLS 전 차종, AMG 제외) 구매 고객에게는 대명 소노펠리체 패키지(실버스

광고를 게재했으며, 이와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베트남 내 한국 정부 관계

간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회사와의 유대관계

이 지원돼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

위트 객실 + 2인 조식, 선착순 100분)를 증정하며 ▲ S-Class 고객에게는

자와 기업인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를 강화할 수 있었다. 산학장학생들은 효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번 조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효과 극대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세

통합 서비스 패키지(정기 점검, 소모품 교환 및 일반 수리) 이용 기한을 5년

광고 내용도 화제가 되었다. 박 대통령 이름 중 ‘근(槿)’자가 한국의 국화인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준비된 인재가 되어 효성에 입사할 것을 다짐했다.

웠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 ▲전략적 스토

으로 연장해줌으로써 많은 고객에게 호응을 얻었다.

무궁화를 뜻하는 것을 감안해 환영 광고에 무궁화와 베트남 국화인 연꽃을

리지 구축 계획 수립 ▲빠른 데이터 처리 ▲고성능 시스템 구비 등이다.

더불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The A-Class 신차가 출시됨에 따

나란히 배치했다. 또 9월 10일과 11일에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과 베

기술지원본부 김영태 본부장은 “이번 조사로 빅데이터 분석이 단순히 트렌

라 전시장에서 The A-Class 신차를 시승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테마로 한 환송 광고를 실었다. 박 대통령이 8

드로 회자되는 용어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

더클래스효성과 행사 내용, 무이자 할부 등의 프리미엄 세일즈 프로모션에

일 하노이의 경남 하노이랜드마크에서 열린 ‘한복·아오자이 패션쇼’에 한

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시간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원하는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을 입고 무대 위에 등장한 직후 이와 같은 광고가 게재돼 현지인들에게 박

한광수 조장, ‘창원시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 수상

수요와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 간에 아직은 어느 정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광고는 환영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광고와 함께 미리 제작돼 광고를 게재할 매체에 미리 전달되었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

노틸러스효성, 임원·팀장 특강 실시

은 국내 매체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한광수 조장(생산지원팀 전기보전반)이 9월 26일 ‘2013 기업사랑 시민축제’
기념식에서 ‘창원시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창원시에서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최고 근로인 수상자 중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
는 상이다. 한광수 조장은 1977년 효성 입사 후 창원공장의 전기 관련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기능장 등 13개 자격증을 취
득하고 창원기능대학 전기공학 학사를 받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왔
다. 창원시는 이외에도 한광수 조장의 500여 시간에 달하는 자원봉사활동

노틸러스효성은 9월 10일 본사 16층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임원, 팀장과 리더

과 거주지 동대표로서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감 활동 등에 앞장선 점을 높이

급 임직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을 살리는 리더들의 커뮤니케이션’

평가해 ‘창원시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을 수여했다. 한광수 조장은 “명품도

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이번 강연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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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뉴스

발달장애아동, 효성과 함께 ‘음악의 날개’ 달고 비상

탬이 되고자 기획됐다. 이번 나눔은 매칭 그랜트 제도를 통해 모인 성금으로

고 구미공장이 후원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후원은 ‘구미공장 임직

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명절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이 행복

준비되었다. 조현준 전략본부장(사장)은 “임직원의 정성으로 마련한 기금으

원의 급여 나누기’로 모은 성금과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금액으로 마

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련했으며, ‘비전 콘서트’에 참여한 어르신 80여 명과 지역 소외 계층에게 후

창원공장의 ‘명절을 장애인과 함께’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전했다. 우리회사는 2006년부터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의 저소득층을 위해

원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의미 깊은 사업으

지속적으로 ‘사랑의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포구청은 이 쌀을 각 동사무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간 지역주민과 동고동락하며 가족복지사업, 지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와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을 통해 독거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미공장은 매월

계층 500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1·3·5주 수요일 ‘밑반찬 조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구미공장,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

광혜원공장, ‘제21회 직장·주민화합 체육대회’ 지원

울산공장, ‘산학협동 장학금 수여식’ 시행

우리회사가 후원한 발달장애아동 오케스트라 밀알첼로앙상블 ‘날개’가 9월
13일 저녁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세라믹팔레스홀에서 감동적인 1주년 기념 공
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우리회사의 후원 약속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총
28명의 발달장애아동을 선발해 밀알첼로앙상블을 결성한 뒤 매주 2회씩 꾸
준히 첼로 교육을 실시한 지 1년 만에 연 기념공연이다. 공연을 준비하고 감
독해온 오새란 지휘자는 “학생들이 지난 1년간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했고,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교육을 받아왔다.”며 “학생들이 오늘

울산공장은 9월 16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 노선영, 여승욱

공연을 계기로 음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성장

학생에게 산학협동 장학금을 수여했다. 노선영, 여승욱 학생은 각각 전공인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공장은 9월 5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한 기업체

광혜원공장은 9월 8일 광혜원면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열린 ‘제21회

생명화학공학과 전기전자공학 학습에 매진해 미래의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

조현상 전략본부 부사장 겸 산업자재PG장은 “효성은 장애아동들이 음악 교

대표, 전통시장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인동시장과 ‘1사 1전통시장 자

직장·주민화합 체육대회’에 참여해 경품 자전거 10대를 지원하며 지역 주

포부를 밝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육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재활 기능을 강화하며, 악기

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구미시는 기업체의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및 상생협

민들과의 화합에 힘썼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광혜원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

울산공장은 경제 여건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울산대학교 학생을 미래 지

연주를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밀알첼로앙상블을

력 실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1사 1전통시

여하고 있는 직장인, 지역 주민,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광혜원

역사회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매년 산학협동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효성은 장애아동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장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각종 시상 때 상품

공장도 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고 함께 참여해 굉장히 뜻깊었다.

예술교육과 지원활동을 지속해 희망을 주고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으로 수여하는 상품권을 대형마트 상품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변경했다.

안양사업장, 호계근린공원 정화활동 실시
창원공장, 장애인과 함께 추석 명절 보내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구미공장,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비전 콘서트’ 후원
마포구 이웃을 위해 ‘한가위 쌀 나눔’ 실시

안양사업장은 8월 28일 약 1시간에 걸쳐 안양사업장 근교 지역인 호계근린
창원공장은 9월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남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명

공원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달의 정화활동은 안양공장, 효성기술원, 중공

구미공장은 9월 26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한 2013년 찾아가는 문

절을 장애인과 함께’ 사업을 후원했다. 창원공장은 임직원이 ‘1인 1구좌 운동’

업연구소, 효성인력개발원 임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안양사업장

9월 16일 추석을 앞두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지

화활동 ‘비전 콘서트’에 참여해 후원 물품인 보온병 200개를 전달했다. ‘비

으로 모금한 성금과 회사가 같은 금액만큼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로 모은

정문에서 방축로를 거쳐 호계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을 청소하는 활동이었

원하기 위해 ‘사랑의 쌀’ 500포대를 마포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마포

전 콘서트’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사랑 나눔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성금으로 제수용품을 마련했으며, 이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창원시 장애인

다. 안양사업장은 매월 1회 실시하는 사업장 주변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

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구미음악협회가 주관하

30가구와 거창군 장애인 20가구에 전달했다. 창원공장은 이웃과 더불어 사

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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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문화 공감

글·사진} 편집실

글} 표희선(커뮤니케이션팀)

뜨거운 감동이 가득한 뮤지컬의 세계로
“사보 <HYOSUNG>을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쌀쌀한 공기에 마음까지 스산해지는 가을,
효성인의 마음을 뜨거운 감동으로 채워줄 뮤지컬 두 편을 만나보자.

뮤지컬 <빨래>

일시 2013년 10월 4일 ~ 11월 10일

빨간 단풍이 드는 가을의

장소 대구봉산문화회관 대공연장(가온홀)
문의 www.powerenter.com, 053-762-0000

문턱에서 사보 <HYOSUNG>이 400호

tठܳېࡈٺ೧u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980년에 탄생한 사보
<H Y O S U N G>이 34년에 걸쳐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해온 것은 효성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뮤지컬 <빨래>가 10월 4일부터 대구의 관객과 만난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는 퍽퍽한 서울살

가능했습니다.
늘 효성인과 함께한 사보 <HYOSUNG>은 효성의 역사와 임직원의 참여가 담긴

이로 하루하루가 고된 인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서점 아르바이트생인 강원도 시골 아가씨 나영이와 몽골 노동자 솔롱고,

기록물이자 향후 경영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생생한 지적 자산입니다. 기꺼이 시간을

외상 손님밖에 없는 구멍가게 아저씨, 억척스럽게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여기사 등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주

내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반가이 취재에 응해주신 효성인과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는 것은 바로 ‘빨래’.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듯 빨래를 통해 소시민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기도 하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도와주신 덕에 매달 마감의 압박과 취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 질책, 응원 속에 새로운 사보를 만들 수

옷을 널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한다. 비누거품이 가득한 빨래를 힘주어 문지르다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잠시나마 잊히

있었습니다. 또한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마음을 합쳤기에 어려움을 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사보 <HYOSUNG>은 앞으로도 그룹 및 대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회사 역사와

기도 한다.

임직원의 참여가 담겨 있는 기록물이자 향후 경영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는 생생한 지적 자산으로서 동행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이 부르는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어색한 사람들 틈에도

34년 동안 쌓아온 역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성장을 위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효성인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정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곳, 동시에 애틋한 사랑이 샘솟는 곳. 옥상 위 빨랫줄에 가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득 널린 옷가지에 그날의 시름을 다 묻어놓는 그곳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 뮤지컬 <빨래>를 놓치지 말자.

사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은 모습이 되도록 늘 고민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메신저 역할도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보의 큰 에너지인 효성인의 지속적인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며 사보를 아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일시 2013년 9월 27일 ~ 11월 17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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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www.notredamedeparis.co.kr, 02-541-3184

음악이 단연 돋보이는 뮤지컬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4년 만에 관객을 찾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다. 이 공연
은 이방인이었던 집시 여인을 사랑한 꼽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빅토르 위고(Victor Hugo)의 동명 작품
이 원작이다. 시종일관 흐르는 감미로운 선율은 이 작품만의 고유한 향기를 선사한다. 특히 시인 그랭구아르의 ‘대성당의
시대’부터 집시 여인이 노래하는 ‘아베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 하나 놓칠 게 없다.
오랜만에 관객을 찾은 만큼 캐스팅 또한 화려하다. 4년 전 콰지모도 역으로 신인상을 거머쥔 윤형렬과 아이돌 못지않은 인
기와 티켓파워를 갖고 있는 미친 가창력의 소유자 홍광호가 주인공 콰지모도 역을 맡았다. 에스메랄다 역에는 윤공주와 바
다가 캐스팅되었고, 정동하와 전동석이 시인 그랭구아르 역에 캐스팅된 가운데 마이클 리(Michael K. Lee)가 추가로 합
류하며 초호화 캐스팅의 화룡점정을 이뤘다.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천상의 목소리와 몸짓이 기대된다면 지금 당장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예매를 서두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