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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열다미래를 여는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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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질서, 원칙과 관련이 많은 숫자입니다. 방위도 8개의 방향으로 나뉘고 태양계 행성도 8개이며,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도시의 

행정구역을 8로마마일, 80로마마일 등 8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원칙은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자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원칙을 기준으로 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죠. 기온과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8월. 원칙 준수를 통해 고취하는 안전 의식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8
SAFETY FIRST원칙 위에 바로 서는 

안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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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KCC 전문가에게 듣다

작은 위험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안전 인지에 관한 교훈을 전하는 한 이야기가 있다. 따뜻한 봄날, 

어미 오리는 새끼 오리 열 마리를 데리고 봄나들이를 나간다. 한참

을 가던 오리 가족은 격자 모양의 덮개(Steel Grating)가 있는 하

수도 맨홀을 만난다. 무심코 건너편으로 간 어미 오리가 뒤를 돌아

보니 새끼 오리 단 두 마리만 따라오고 있었다. 당황한 어미 오리

가 소리쳤지만 여덟 마리는 이미 맨홀에 빠져 깊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버렸다. 허둥대는 사이 남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또 빠지

고, 겨우 한 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미 오리가 위험을 보지 못한 것이 문

제의 원인이다. 맨홀 덮개의 구멍이 어미 오리에게는 위험 요소가 

아니지만 몸집이 작은 새끼 오리에게는 엄청난 위험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는 이처럼 

위험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면서 발생한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문인 구양수의 글 중에 禍患常積於忽微(화환상적어홀미)라는 글

귀가 있다. 사람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하찮

게 여겼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으로, 작은 위험을 소홀히 

여긴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의 원인을 보자. 남양주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14명의 근로자가 사

상했다. 지하 15m 작업 현장에 가스가 새고 있는 용접기 호스를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어느 화학공장에서 황산 누출

로 6명의 근로자가 사상한 사고는 정비 보수 작업 예정인 황산 탱

크에 황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방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듯 대형 사고도 대부분 기술적, 공학적 결함보다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여름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수시로 북상하는 장마와 태풍은 산업 현

장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 요소

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고온 다습한 환경은 작업자로 하여금 피로를 느끼게 하고 착

각을 유발해 기계기구 및 설비를 오조작하는 휴먼에러 사고의 발

생률을 높인다. 휴먼에러 사고를 방지하려면 작업자가 취급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작업하기 전, 기계를 

오조작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Fool Proof)와 기계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장치(Fail Safe)가 정상 가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누전이 발생해도 누전차단기가 감전을 방지하고, 승강

기나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가 과적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다. 

둘째, 누전이나 전력 과부하 등에 의한 감전, 화재 사고도 늘어난

다. 습도가 높아 누전될 가능성이 높고, 더운 현장에서 작업자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이다. 감전 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특징

을 보여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회로와 땅의 전압

을 동일하게 유지해 이상 전압의 발생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인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접지 실시’와 ‘누전차단기 설치’, ‘전

기기기 정비 시 전원 차단’의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

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건설 현장에서는 장마, 홍수 등에 의해 현장 붕괴 및 장비 사

고 위험이 높다.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 

전 지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반 굴착 면 경사의 기울기를 준수

하며 빗물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환

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나 미생물 번식 우려가 있는 정화조, 

화학물질 저장탱크, 폐수처리장 등의 공간에서 작업할 때 특히 주

의가 필요하다. 밀폐 공간 출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를 지니고 작

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 또 유해위

험작업 현장은 작업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사항, 복장 및 보호구, 

작업허가 등을 매뉴얼 또는 작업안전표준으로 반영해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물질 누출, 산소 결핍 등의 가상 상황 속에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 실패에서 오는 

인재(人災)다. 모든 작업에는 위험 요인이 숨어 있으며 안전관리

는 위험 요인이 사고로 연결되기 전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

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사고

를 예방하는 지름길, ‘작업 전 안전점검’을 습관화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은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는 작업자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산업 재해가 늘어난다. 작업자들이 안전 의식을 완벽히 갖춰야만 위험한 작업 환경을 

무사고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 365일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찾아 원인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이충호(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노력   

KCC의 공정안전관리(PSM)

KCC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고 위험을 제거하는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공정안전관리(PSM)다. KCC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떻게 공정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상의 공정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율적 안전 활동을 이끄는 공정안전관리 제도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1995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입된 후 1996년 1월부

터 시행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다.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 설비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

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

전보고서를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심사 확인을 받는다.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장의 자율안전

관리 정착이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위험성평가, 안전

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해·위험 물

질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KCC는 전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 

대상이다.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해 법령에

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위험성평가는 절

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비를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도 공정안전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KCC의 공정안전관리 활동

KCC는 1996년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현재 KCC 전 사업장

이 공정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 활동은 공

정안전보고서 및 산업안전법규에서 규정하는 세부 항목별 

요구 사항을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전 임직원이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잘 이해하고,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를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 작업자가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 사무실, 조정실 등에 비치해

두고 있다. 또한 공정 도면은 현장과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각 절차서 또는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대로 실천하고 

있다. 전 임직원은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해·위험 

설비는 유지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위험 요소가 없

도록 관리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현장 유지보수 작업 시 절차에 따라 발급

되며, 변경요소관리는 설비 변경 시 지침서 규정대로 이행하

고 있다. 자체감사는 매년 적정 감사인원을 구성해 각 부서

에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KCC는 사업장 모든 임직원이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잘 파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내용을 숙지해 이행하도

록 ‘안전보건 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목적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폭발, 누출,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현장에서 설

비의 위험 잠재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KCC는 무

재해 깃발 전달 활동(무재해 달성운동), 전문가 안전점검실시, 

관리자 조간점검실시, 직급별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캠페인, 

정기적인 안전워크숍 및 공정안전교육, 권역별 사업장 간 안

전환경회의 등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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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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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동 전 점검지침

 10. 변경요소 관리

 11. 자체감사

 12. 공정사고조사

2. 공정안전자료

3.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13. 비상조치 계획



경광등 설치로 보이지 않는 충돌을 예방하다
전주2공장 분체_EMC생산부 EMC생산과

간단한 기기만 설치해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 예가 전주2공장 EMC공장. 메모

리 반도체용 봉지재를 생산하는 곳인데 공장에서는 봉지재 자재 및 원료를 나르느라 매일 

30회 이상 지게차가 오간다. 문제는 출입문 바로 뒤 오른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작업자가 

지게차와 부딪힐 위험이 높다는 것. 이 때문에 많은 작업자가 문을 열고 공장을 드나들 때마

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는지, 지게차가 나와 있는지 주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불편 사항과 사고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로 출입문 위에 ‘지

게차 주의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 분체_EMC생산부 EMC생산과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

면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연결해 지게차를 실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경광등에 빨간색 불

이 켜지면서 소리가 울려 작업자들이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조심하게 했다. 이제는 작업자들

이 경광등을 먼저 확인한 후 안심하고 문을 여닫으며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가볍게 손을 대보는 것으로 대형사고를 막다
울산공장 수지생산부 차량수지생산과

울산공장 수지생산부 차량수지생산과는 자동차용 도료와 전착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생

산 설비 중 도료 탱크 내 투입한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분산 및 희석하는 기기를 교반

기(Agitator)라고 하는데, 교반기의 모터를 지탱해 다리 역할을 하는 풋 베어링이 마모되

면 기기가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그러면 원료 혼합이 원활히 되지 않아 제품에 불

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설비 내 오일 누출 혹은 회전부 과열로 인한 화재와 

교반기가 분리되는 설비 파손 등의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차량수지생산과는 교반기의 비정상 가동을 진단하고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 측

면 안전한 부위에 손바닥 모양의 ‘진동 확인 스티커’를 부착했다. 교반기에 이상이 생길 경

우 평상시와 다른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기기에 손을 대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

게 한 것이다. 

현재 울산공장에 있는 모든 교반기에 진동 확인 스티커를 부착해놓았다. 그리고 진동 확인 

스티커 부착 및 작업 전 기기 확인 활동을 전 부서원에게 전파한 결과, 교반기 파손으로 인

한 화재, 오일 누출 및 작업자 상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반기 이

상 유무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기기가 파손되기 전 신속하게 보수하므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위험 요소 제거해 

‘아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다 

작은 위험 요소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아차’ 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KCC인들은 

현장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 사고를 방지하는 일명 ‘아차 사고 방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차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현장을 일궈낸 KCC인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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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계단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제거하다
전주2공장 건축도료생산부 바닥재도료생산과

사고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전주2공장 건축도

료생산부 바닥재도료생산과는 건축도료공장의 사고 위험 요소를 발견해 개선하고 작업 능

률도 높였다. 

사진 속 작업은 우레탄 옥상 방수제 스포탄을 생산하는 것으로, 도료 색상을 맞추기 위해 

조색제를 투입하는 마감 공정이다. 이동 가능한 도료 탱크인 포터블 탱크에 남아 있는 조색

제를 고무로 긁어내 마감 탱크에 투입하는 ‘고무헤라 작업’을 할 때, 작업자들은 마감 탱크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을 해왔다. 탱크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작업화를 신고 올라서면 많

이 미끄럽지는 않지만, 원형 구조라서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낙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자들의 안정적인 작업을 돕기 위해 마감 탱크 옆

에 계단을 설치했다. 평평한 계단을 디딘 채 작업을 하니 떨어질 위험도 없고, 자세도 전보

다 편안해짐에 따라 작업 능률도 올라서 전 직원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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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선박·해양플랜트용 제품,
해양 산업의 근간이 되다

바다에서도 KCC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해수와의 마찰 저항을 낮춰 연료비를 절감해주는 방오도료부터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보온단열재까지. 선박과 해양플랜트 시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KCC의 기술력을 살펴보자.

선박·해양플랜트 시장

<Market In KCC>는 KCC 제품을 가전, 자동차, 선박, 산업, 건축 등 시장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컨테이너용 도료

컨테이너용 도료는 해상 컨테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해준다. KCC의 Ecosil Superb 시리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약 85%까지 줄이는 친환경 컨테이너 도

료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화도료

화재 시 발포단열층을 형성해 열이 철골로 전달되는 것을 지

연시킴으로써 건물의 붕괴를 막고, 인명 대피 및 화재 진압 시

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도료다. 선급별 인증을 획득

해 품질 검증을 받았고, 기존 시장 제품보다 낮은 도막으로 적

용 가능하며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방오도료

선박 표면에 달라붙은 해양 생물은 선박 운항 시 해수와의 마

찰 저항을 늘려 운항 속도를 더디게 하고 그만큼 연료비도 더 

많이 들게 한다. 이를 방지하는 도료를 방오도료라 한다. KCC 

방오도료는 장기간 선체 표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뿐만 아

니라 친환경적이고 해수와의 마찰 저항을 낮춰 연료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거주구 바닥재 

KCC PVC 바닥재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 콘셉

트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시공이 간편하고 유

지·관리가 쉬워 경제적이다. 또한 친환경 국가 공인 인증인 

KC(Korea Certification) 마크와 아토피 안심 마크까지 획득해 

친환경성에서도 우수한 면모를 보인다.

선박·해양플랜트용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미네랄울, 세라크울 등 무기 보온단열재는 뛰어난 

보온단열, 흡음 효과와 높은 내열도를 갖추고 있다. 품종과 규

격도 다양해 용도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선박 및 해

양플랜트에도 보온단열재로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재로서도 널리 사용된다.

선박 탱크용 도료 

원유 및 화학제품 탱크용 도료는 화학약품, 연료유, 용제류 및 

기타 부식력이 있는 물질 등에 뛰어난 내성을 지녔으며 알칼

리, 염수에 대해서도 내성이 우수하다. KCC는 이 외에도 깨끗

한 물을 담는 청수 탱크용 도료와 배의 아래쪽 무게를 늘려 안

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형수를 담는 밸러스트 탱

크용 도료 등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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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테이너용 도료 Ecosil Superb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도료는 컨테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고 미려한 외관

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컨테이너 제조 산업에서도 휘발성 유기 화합

물 배출량 저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친환경 도료에 대

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CC의 친환경 수용성 컨테이너용 도료인 Ecosil Superb 시리즈는 유

성 도료와 비교해 물성의 저하가 없으면서도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을 약 85%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컨테이너의 부식을 방지하

는 기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미려한 외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면서도 

친환경적이어서 향후 컨테이너 산업의 친환경 조류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cosil Superb 시리즈 중 수용성 상도 도료인 WT3500은 타사의 제품과 달리 유·무기가 복합된 하이브리

드(Organic-Inorganic Hybrid) 타입의 수지를 사용해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는 유기와 무기를 아우르는 정밀 화

학 기업으로서 KCC만의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타사와 기술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다.

유기와 무기의 기술이 모두 적용된 Ecosil Superb 시리즈는 방청성을 가진 징크리치 프라이머, 에폭시 중도, 유무기복합 아

크릴 상도 등 세 가지 타입의 수용성 도료로 구분된다. 그리고 거래선의 요구에 따라 3coat 사양, 2coat 사양으로 나누어 고

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생체 용해성이 뛰어난 세라크울 New-Bio α 1200

건축용 자재와 마찬가지로 선박 및 해양 플랜트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화재 관련 규정이 있다. 선박용 방화재는 화

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내화 및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박용 방화재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무기질 단열재는 미네랄울과 세라크울이다. 두 제품 모두 내열성과 불연성이 높고 흡음 성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세라크울은 미네랄울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선박의 전체적인 무게를 줄인다는 강점 덕분에 조선 시장

에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KCC의 세라크울 New-Bio α 1200은 최고 사용 온도가 1,200℃에 이르고 친환경적이면서 생체 

용해성이 뛰어난 세라믹 파이버 제품이다. 생체 용해성 세라믹 파이버는 낮은 생체 분해 저항성

(Low-Bio-Persistence)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로 흡입하더라도 섬유가 용해되어 몸 밖으로 쉽

게 배출되는 인체에 안전한 친환경 제품이다. 생체 용해성 세라믹 파이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는 ‘EU 섬유 규제 위원회’의 반감기 기준에 만족해야 하며, 유럽 동물 실험 기준(Regulation(EC) 

No1272/2008) 및 독일 인체 용해성 시험 기준(TRGS 905)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

두 만족하는 세라크울 New-Bio α 1200은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열전도도를 가져 낮은 밀도에

서도 방화재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어 선박용 방화재로 널리 쓰인다.

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경제성과 친환경성 모두 갖춘 방오도료 EgisSeries

선박은 항상 물에 닿아 있으므로 선박 표면에 따개비 같은 해양생물이 달라붙어 서식한다. 그러나 이런 해양생물이 많이 

붙으면 해수와의 마찰력이 증가해 선박의 운항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도 많이 소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표면에 

도장하는 것이 방오도료다. 

KCC의 EgisPacific은 유기 주석계를 포함하지 않아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해양생물이 선체에 달라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장기간 선체 표면을 보호해주는 방오도료다. 표면이 매끄러워 마찰 저항이 적은 실릴계 방오도료이기 

때문에 연료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선박 시황이 악화됨에 따라 저속 운항 및 장기 정박과 관련한 도료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KCC가 개

발한 EgisPacific(P)와 EgisPacific(L)은 불규칙한 운항 조건에서도 우수한 방오 성능을 보이는 도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

히 EgisPacific(L)은 기존의 EgisPacific 시리즈 제품 대비 최대 정박기간 28일, 최저선속 8노트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기존과 동일한 방오성능을 제공한다.

한편 EgisArrow는 시간이 경과해도 초기의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함과 동시에 친수성 고분자가 적용되어 표면 저항을 추

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수성 물질이 도막 밖으로 빠져나가 균일한 친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 반해 EgisArrow는 친수성 반응기를 두 가지나 갖고 있어 장기간 운항해도 균일한 표면 친수성을 유지할 수 있

다. 이 덕분에 EgisArrow는 기존 실릴계 SPC 제품보다 5~6% 이상 추가적인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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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CC 목포영업소 도료영업과 손흥렬 대리, 호남감리팀 박재현 과장, 

헨릭 하마르베리 수석 감독, 웰레니우스 마린社 유정홍 도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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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tner꿈을 이루는 KCC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세계를 항해하다    

KCC의 선박도료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세계적 해운사 웰레니우스 

마린(Wallenius Marine AB) 역시 건조 중인 2척의 선체 전 부위에 KCC의 선박도료를 사용하는 등 KCC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쌓아가고 있다. KCC 제품과 함께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며 바다처럼 큰 꿈을 실현해나가는 웰레니우스 

마린의 헨릭 하마르베리(Henrik Hammarberg) 수석 감독을 만났다. 

웰레니우스 마린社 헨릭 하마르베리 수석 감독 높은 품질 속에서 단단한 신뢰를 확인하다 

스웨덴의 해운사 웰레니우스 마린의 헨릭 하마르베리 수석 감독

을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를 찾았다. 웰레니우스 마린은 선박의 디자인, 건조, 관리, 재건 및 

해양 관련 기술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한 

곳이다. 헨릭 수석 감독은 현재 해상운송 업체인 유코 카 캐리어스

(EUKOR Car Crarriers)의 7,400 Units 크기의 선박인 PCTC(Pure 

Car and Truck Carrier, 차량 운송선) 2척을 건조하는 일명 ‘유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의뢰한 유코는 스웨덴의 

웰레니우스 선주사가 40%, 노르웨이 윌헬름센(Wilhelmsen) 선사

가 40%, 현대·기아자동차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선주사다. 

이에 따라 유코의 신조선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웰레니우스 마린

이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현대삼호중공업 사이트 팀에 파견 나와 

건조를 책임진다. KCC는 이 프로젝트에서 선체 전 부위에 사용하

는 선박도료를 제공하는 주요 거래처로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KCC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갖춘 

다양한 제품의 선박도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C 제품을 믿

고 사용합니다. 또한 선박이 항해하는 도중에 돌발적으로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KCC는 넓은 영업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

어서 제품을 용이하게 구해 대처할 수 있지요.”

KCC는 최고의 브랜드이자 최상의 선택이라는 인식, 높은 품질에 

대한 신뢰는 오랜 파트너십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 

감동을 주는 선박도료 전문가 KCC

웰레니우스 마린은 선박 도장 공정 진행에 있어 KCC 선박감리팀 

과 선박도료영업팀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도장 작업에 관한 해

박한 전문 지식은 물론 특유의 친근함까지 갖춘 KCC 직원들이 언

제나 적극적으로 작업을 도와준다고. KCC의 도움은 작업에 탄력

을 더해 빛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한다. 

“KCC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

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리 전문가들이 도장 작업을 할 때 선박 

곳곳을 꼼꼼히 확인해주고 있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KCC는 팀워크가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매 순간 감동받습니다.” 

현재 선박도료의 세계적 트렌드는 친환경 요소가 강조된 제품이

다. 따라서 해양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방오 성능을 

지닌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 웰레니우스 마린은 

2005년부터 친환경 선박도료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환경에 

무해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회사의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다. 

KCC 역시 일찍이 친환경 도료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자연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 생산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두 회사는 같

은 철학을 공유해 한층 더 두터운 신뢰를 쌓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최고의 품질을 지닌 KCC 제품, 전문성과 능동적인 태도를 지닌 

KCC 동료들과 함께하면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KCC 로고를 보면 일단 안심이 되지요.”

KCC와 함께라면 선박을 건조하는 힘든 업무 속에서도 웃으며 일

할 수 있다는 헨릭 수석 감독. 오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응원해온 KCC와 웰레니우스 마린의 동반상생이 앞으로도 굳건

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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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우수 기술꿈을 이루는 KCC

인쇄성·내후성·점착력의 삼박자를 두루 갖추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옥외 광고는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비바람, 차가운 눈을 맞아도 변하지 않고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야 한다. 옥외 광고를 오랜 시간 변질 없이 선명하게 보존하려면 고품

질의 PVC 원단에 출력하는 것이 필수다. KCC는 그동안 PVC를 생산

해온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고품질의 옥외 광고용 그래픽 필름을 

출시했다. 

지난 20여 년간 데코 시트, 인테리어 필름을 생산해온 KCC는 PVC 배

합 및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신제품 개발에 

힘쓰던 KCC는 PVC로 생산 가능한 옥외 광고용 필름 시장을 발견했

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4월, 필름 표면에 광고물을 실사로 인쇄해 건

물이나 버스, 택시 등에 부착하는 점착 시트 ‘KCC 그래픽 필름’을 선보

였다. 수많은 실사 출력 업체를 방문해 광고용 필름의 품질 요소를 파

악하고 공급처 및 판매망을 확보한 후, 자체 개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래픽 필름을 개발해낸 것이다. 

옥외 광고용 그래픽 필름은 특히 인쇄성, 내후성, 점착력이 중요하다. 

인쇄성은 PVC 원단 품질에 좌우되는데, 원단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

지가 인쇄의 질을 결정한다. 인쇄가 잘된다는 것은 PVC 원단의 잉크 

침투력이 좋다는 의미인데 이는 PVC 배합에 따라 달라진다.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라미기술과가 그래픽 필름 개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

분 역시 PVC 원단 표면에 이물질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PVC 배합 비

율을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PVC 배합 과정에서부터 이물질을 제

거하는 등 PVC 원단에 생기는 이물질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KCC 그

래픽 필름은 어떤 출력 기기에 사용해도 우수한 품질의 결과물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나아가 불필요한 첨가제를 제거해 원가를 낮춤으로써 가

격 경쟁력까지 높다. 또한 PVC 원단에 UV Absorber와 같은 변색 방

지제를 첨가해 자외선, 강한 비바람과 같은 외부 환경에도 변질되지 않

고 품질이 보존되는 내후성이 뛰어나다.

이번에 출시한 KCC 그래픽 필름은 범용 소재인 MCM 11G/11H를 비롯

해 버스 광고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리무벌 타입의 MCM 31G, 야

구장 같은 곳의 펜스에 입힐 수 있는 MCO 21G, 투명 필름인 MCC 11G, 

차량 유리창에 적용 가능한 MCV 51G, 코팅 필름인 MCL 11G/11H 등 종

류가 다양하다. 앞으로 KCC는 그래픽 필름 전용 접착제 또한 개발할 

예정이다.

Q.  KCC 그래픽 필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KCC 그래픽 필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출력 기기에서 

우수한 인쇄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품 출시 전 자체 

테스트 결과 삼성, 앱손, HP 등의 다양한 잉크와 출력 기기

에서 호환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품질 인쇄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름 출력 후 건조가 빨

라 잉크가 잘 번지지 않으며, 필름 색상이 변질되거나 표

면이 수축할 가능성이 적어 옥외 광고용 필름으로 제격입

니다. 이번에 KCC 그래픽 필름과 함께 출시한 ‘코팅 필름’

은 투명성이 우수하고, 인쇄성이 높아서 광고물 본래의 이

미지를 잘 구현합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 내후성이 가장 

탁월한 제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앞으로 KCC 그래픽 필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지난 4월 범용 인쇄 원단과 차량 배너 광고용, 코팅용 필름 

제품을 우선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품군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친환경 인쇄가 가능한 라텍스 프린터, UV 프린터, 에코 솔

벤트 프린터 등의 출력 장비에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잉크 소재 또한 라텍스 잉크처럼 출력 기기에 맞게 진화하

고 있습니다. KCC 역시 출력 장비와 잉크 소재 변화에 따

른 고부가 가치 소재에 대한 맞춤형 그래픽 필름을 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원 인터뷰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라미기술과 황용현 과장

더 선명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옥외 광고용 KCC 그래픽 필름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 야구장 펜스, 건물의 외벽 광고에서도 KCC의 기술을 만날 수 있다. 

PVC를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4월 KCC가 옥외 광고용 그래픽 필름을 선보인 것이다. 

탁월한 인쇄성에 탄탄한 내후성까지 갖춘 옥외 광고용 KCC 그래픽 필름을 소개한다.

원단에 생기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PVC 배합 비율을 적용한 결과 

인쇄성과 내후성을 높인 옥외 광고용 그래픽 필름을 개발해냈다. 



맡은 자리의 주인꿈을 이루는 KCC

날카롭고 섬세한 눈으로 현장을 보다

세종공장 생산부는 선박 및 자동차, 전자·전기제품의 플라스

틱 보강재로 사용하는 유리 섬유를 생산하는 장섬유생산과와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주로 고층 빌딩에 많이 사용하는 커튼월

을 생산하는 커튼월생산과로 운영된다. 김응수 차장은 생산부

에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모든 생산 과정이 효율

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High Five’를 재해석해서 슬로건

으로 만들었습니다. High Productivity(높은 생산성), High Yield

(높은 수율), High Cost Saving(높은 원가 절감), High Worker 

Level(높은 작업자 레벨), High Quality(높은 품질). 작업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해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

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김응수 차장. 특히 설비 

운영 현황과 수율을 보여주는 모니터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

한다.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 나가기 위

해서다. 그중에서도 유리물을 약 2,000~4,000개의 노즐을 통

해 가느다란 실로 제작하는 ‘부싱’ 설비를 유심히 살핀다. 부싱 

설비는 용융유리상태, 공정조건, 운전방법 등에 따라 생산량 및 

수율의 변화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체 부싱 설비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에 늘 그의 시선이 닿아 있다. 그가 마주하는 ‘작

은 화면’은 사실 세종공장 전체의 축소판인 셈이다.

“모니터를 보면서 울고 웃습니다. 지금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를 도입해서 현장 곳곳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컨트롤

룸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곤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높은 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현장을 날카롭고 섬세한 시선으로 살피는 그의 열정 덕분일까. 

컨트롤룸의 모니터에는 각각의 부싱 설비가 높은 수율을 기록

하고 있었다.

팀워크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리

“맡은 자리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김응수 차장. 다 함께 힘을 모아야만 생산성 향상의 목

표에 다가갈 수 있고, 탄탄한 팀워크 속에서 진정한 시너지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세종공장 생산부 김응수 차장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법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세종공장 

생산부 김응수 차장은 공장을 살뜰히 살피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이끌며 맡은 자리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수율 향상 및 설비 고장 제로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설비 운영 현황과 생산 

수율 수치가 담긴 모니터에서 그가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다.

<맡은 자리의 주인>은 열정이 깃든 물건과 사연을 통해 맡은 자리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KCC 사우를 소개합니다.

김응수 차장은 맡은 자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4년 전,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생산량과 수율이 떨어지는 반의 반장과 함께 우리 

회사 사시(社是)를 떠올리며 단계별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먼저 면담을 통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요구 사항 등을 이야

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간단한 회식 및 족구 시합을 

하며 소속감도 높였지요. 그다음 반별 생산량 및 수율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현황판을 부착해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했

습니다. 그 결과 다른 반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스스로 열심

히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생산량과 수율 또한 향상되었

지요. 나아가 각자 맡은 설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도록 독려

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의 직원들이 점차 자신의 일과 설비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주인 의식을 가지며 업무에 임하더군요.”

직원들이 반복적인 생산 작업을 하면서 자칫 해이해질 것을 우

려한 김응수 차장은 개선 활동을 통해 서로 자극을 주고받도록 

이끈다. 실제로 팀워크 속에서 개선 활동을 펼친 선례를 남기

기도 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리실을 감는 와인더 설비

를 개선해 제품 무게를 증량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할 때, 기계

와 전기 분야 작업자가 함께 힘을 합해 결국 원가 절감이라는 

걸출한 성과를 달성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

통령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영결식에서 

헌사한 문구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비전을 세우고 자신 있게 행동하고 결정

하며, 직원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종공

장을 거쳐간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이어가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완벽한 수율과 설비 고장 제로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맡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걸음을 

내디딜 김응수 차장. 그의 섬세한 시선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응원한다. 

김응수 차장은 수율 향상과 설비 고장 제로를 위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니터 속 수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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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 향상 및 설비 고장 
ZERO를 향한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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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CC꿈을 이루는 KCC

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 KCC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제 주요 업무 중 하

나입니다. 주로 개발자, 건축가, 건축 견적

사 등을 만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KCC 제

품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고객들에게 높은 전문성을 지닌 

KCC 제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데에

는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CC 말레이시아와 함께한 10여 년 동안 

마케팅 업무를 시작으로 소매 영업, 공공

사업, 그리고 현재의 프로젝트영업까지 다

양한 일을 했는데, 이런 업무 경험은 각 분

야의 제품 지식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

적인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현지 영

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관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채워나가며 활발한 영업을 펼쳐갈 

것입니다.  

업무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직접 부딪쳐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 항상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

는 말입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일이 잘 풀리

더군요. 프로젝트영업팀에서 업무를 진행

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팀원들을 꾸

준히 격려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소침했

던 팀원들도 응원하고 기운을 북돋워주니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

려움을 극복해내 끝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니고 있는 긍정의 힘을 전

파해 팀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그것

이 팀 전체의 성과로 발현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나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언어, 문화, 종교, 관습 또한 다양

합니다.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갖가지 

전통 축제가 열리지요. 사자와 용춤, 그리

고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중국의 

새해맞이 축제(Chinese New Year), 빛의 

축제라고도 부르며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어우러지는 힌

두교의 디파발리(Deepavali) 축제, 가족 

및 이웃들과 푸짐한 음식을 나누며 라마

단 종료를 알리는 이슬람교의 하리 라야

하지(Hari Raya Aidilfitri) 축제 등 말레이

시아에서는 매월 각기 다른 국가의 축제

가 열립니다. 저는 가족과 모여 맛있는 음

식과 담소를 나누는 중국의 새해맞이 축

제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새해에 

날짜를 정해 친구들의 집을 한 곳씩 방문

하며 복을 상징하는 빨간색 봉투에 든 

“  직접 부딪쳐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모르는 법이죠”

KCC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영업팀 안토니 한(Anthony Han) 과장

KCC 말레이시아(KCM)는 1997년에 문을 연 KCC의 자회사다. 현지에 최적화한 도료를 생산·개발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 주변국에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도료 시장 확대와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해 마케팅과 

기술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건축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중 상업용, 주거용 건물의 내외부에 

적용되는 건축용 도료가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KCC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영업팀 안토니 한(Anthony Han) 과장을 소개한다.

세뱃돈(Hong Pau)을 받았던 추억이 있습

니다. 이렇듯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우러

져 축제를 즐기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삶을 풍

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몸소 느끼며 자랍니다.

평소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말레이시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

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편이라서 자연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합니다. 복

잡하고 바쁜 도시를 잠시 벗어나 하이킹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키나발루(Kinabalu) 산

이나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파란 

바다는 다양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좋은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

레이시아의 다양한 전통 춤을 관람하는 것

을 좋아합니다. 중국, 인도, 포르투갈 사람

들이 말레이시아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전

통 춤 또한 말레이시아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원주민인 오랑 아

슬리(Orang Asli)를 비롯해 사바(Sabah)와 

사라와크(Sarawak) 지역인의 춤 또한 각

기 다르지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 

아름답습니다.

*<Global KCC>는 세계 각국에서 맡은 자리의 주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현지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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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Team Talking꿈을 이루는 KCC

생산성은 올리고, 원가는 내리고

최적의 공정을 구축하라!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은 최적의 공정을 결정하는 제1요소다. KAC 공정개발부는 설비 

자동화, 부품 국산화, 작업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스마트한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는 자세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꾀하는 KAC 공정개발부를 

소개한다.

         공정개발부

Keyword 1.  + PLUS

유리 원판을 성형해 자동차 유리로 탄생시키는 KAC. 절단, 연마, 세척, 인쇄, 성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는 다양하다. 수많은 설비의 ‘안녕’을 사수하는 이들이 바로 공정개발

부다. 설비의 유지·보수·개선 작업을 담당하는데,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설비 관리에 필요한 각

종 유틸리티와 전력, 공기, 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요소가 이들의 손안에 있다.

개선 활동으로 생산성과 효율을 더하다

공정개발부는 기계설비를 보수하고 기계설비 관련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기계과, 전기 설비 및 전

력 공급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전기과, 공정 자동화 작업과 설비 신규 투자에 주력하는 

공정기술과가 함께 발맞춰 일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미션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최적의 공정을 

구축하는 것. 현재훈 차장은 양질의 제품을 주어진 시간에 다량 생산하는 임무를 위해 부서원이 

똘똘 뭉친다고 강조한다. 

“제 몫을 다하는 ‘설비다운 설비’를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설비 고장을 최소화하는 것에

서 나아가 설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효율성이 낮은 작업의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정확한 현상을 알아야 개

선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늘 깐깐한 검열의 연속입니다.”

공정개발부는 겹겹의 공정이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하는 생산 과정을 자주, 꼼꼼히 살피며 ‘설비가 

(왼쪽부터) 부국진 사원, 김존수 대리, 박윤호 대리, 김태완 과장, 김동현 대리, 현재훈 차장, 윤준호 대리, 김하늘 사원, 윤기찬 대리, 최원 대리, 윤광호 과장, 이진호 과장, 하창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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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AC 공정개발부 부서원들은 
자체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생산기술력을 높인다. 

02 공정개발부는 로봇을 통해 
자동차 뒷 유리 단선 검사를 

평가하는 공정자동화를 달성했다. 

03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견고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공정개발부 부서원들.

더 완벽해질 수 없을까?’ ‘작업성을 끌어올릴 수 없을까?’ 등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유리

의 이동 속도가 늦다고 판단되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사이클 타임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식이다. 여기에는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행력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정개발 과정 중에는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우리 집 설비

를 고치는 것처럼 임하라고 강조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

단한 후,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며 섬세하게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가와 에너지를 ‘다이어트’하다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동원되는 설비의 사양은 전부 제각각이다. 천차만별인 설비를 파악

하는 일과 이미 정해진 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공정개발부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설비 

재정비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동차 옆 유리 성형 설비는 꽤 오래전부터 외국 부품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수하는 데 시간도 오

래 걸리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기에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졌지요. 공정개발부는 이를 국산화

하기로 결정하고, 유리를 빠르고 쉽게 구부릴 수 있는 신공법을 활용한 설비를 개발했습니다. 제

조 단가가 낮으니 원가도 덩달아 절감할 수 있었지요.”

이 밖에도 세척된 유리를 건조하는 워싱 머신에 물기를 고압의 바람으로 제거하기 전에 스펀지로 

먼저 걷어내는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저압의 바람으로도 건조가 가능하게 되어 전력비와 소음을 동

시에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공정개발부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활동을 통해 숱한 ‘공정 자

동화’도 이뤄냈다.

“로봇이 작업을 대신하는 자동화 전에 표준화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생산성은 물론 안전성을 

현재훈 차장 

“진정한 리더십

이란 강압적인 

‘지시’보다 스스

로 실행하게끔 

기회를 열어주

는 ‘응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항

상 부서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잘 이

끌겠습니다. 묵묵히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부서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

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우리 부서의 성

장이라는 생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공정개발부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

으겠습니다.”

Mini Interview

고려해서 기술을 표준화하고, 설비의 레이아웃도 결정해야 하지요. 자동차 뒷유리에 열선을 그리

는데, 인쇄 시 끊어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단선 검사 평가를 일일이 사람이 해야 했어요. 이 작업

을 자동화하기로 결정한 후, 로봇이 센서를 통해 전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기까지의 과정을 표

준화하는 데 공을 들여 원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또한 중요한 이슈다. 유리를 성형하는 성형로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 고민이었던 것. 

윤광호 과장은 재활용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성형로에서 유리를 식히면서 버려지는 폐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모아서 난방을 하거나 제습기

의 수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압축공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폐열도 유리 세척수인 온수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제어룸에도 에어컨이 1년 내내 켜져 있었는데 겨울철 외부의 찬 공기를 불

어넣어 에어컨 전력비를 줄였고, 최근에는 온도 센서를 설치해 여름철 야간에도 찬공기를 불어넣

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를 적용해 전기 

요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열정은 곱하고 역량은 더하고

상황과 현장에 대처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공정개발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김태완 과장과 하창호 대리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열정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서원끼리 내부 사내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연구할 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유

롭게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고장 사례 같은 경우는 상세히 공유하지요. 

또 현장의 작업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업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

람이 함께 어우러져 생산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의 호흡도 중요하지

요. 생산부와 연구소에 꾸준히 다가가 자문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공정개발부에는 경험이 풍부한 부서원들이 포진해 있다. 부서원들이 현장에 몸담으며 얻은 경험

과 노하우는 큰 자산과 환상의 호흡으로 발현된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직급을 망라하고 역

량을 한데 모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한다. 이런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짜릿한 성공의 경험

을 누리기도 했다. 2년에 걸쳐 공장 1, 2차 증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업무량이 

늘어난 터라 휴일도 반납하면서 모두가 함께 몰두한 결과 증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직 차근차근 이뤄야 할 일이 많다. 공정개발부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KAC가 자동차 유리 시장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유리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전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 기능

성 유리 생산공정 자동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AC만의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발 더 

앞서나가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길 거부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는 길로 뛰어든 공정개발부. 또 한 번의 도

전에 나설 공정개발부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01

02 03

원가와 에너지를 ‘다이어트’하다원가와 에너지를 ‘다이어트’하다원가와 에너지를 ‘다이어트’하다

Keyword 2.  – MINUS

열정은 곱하고 역량은 더하고열정은 곱하고 역량은 더하고

Keyword 3.  × MULTIPLY



차이로 알아보는 KCC 제품
내화도료, 천장재, 보온단열재 등 KCC에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다. 또 같은 ‘내화도료’ 안에서도 성분, 기능, 용도에 따라 

제품의 수가 다양하다. 동일 제품군에서 구분이 어려웠던 제품 간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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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탐구 KCC꿈을 이루는 KCC

*PFP: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PFP(Passive Fire Protection)와 AFP(Active Fire 

Protection) 2가지가 있는데, 스프링클러나 소화기처

럼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AFP와 달리 PFP는 

도막 발포를 통해 구조물을 보호하는 내화 방법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견디는 온도에 따라 나누는 내화도료

건물의 화재 확산을 막는 건축용 내화도료

철골에 적용한 내화도료의 단열층이 건물 화재 발생 시 기존 두께의 수십 배 이상 

부풀어 불길과 열을 차단한다. 특수첨가제를 사용해 시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재 시 유해가스 발생이 적으며 1시간 및 2시간용 내화도료에는 아크릴수지를, 3시

간용에는 에폭시수지를 사용한다. KCC는 특수한 수지 및 내화 첨가제 기술 등을 기

반으로 경쟁력 있는 도료를 개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화구조를 인정

받았다. 제품명 : FIREMASK SQ1000 시리즈(1시간용), FIREMASK SQ2000 시리즈(2시간용), 

FIREMASK 3003(3시간용)

급가열 화재에 대비한 Onshore PFP*

육상플랜트, 정유공장,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내화도료다. 플랜트 화재는 유류 

물질이 타올라 사고 발생 직후 수분 내 온도가 1,100℃까지 급속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견디려면 강한 도막을 형성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화재열

이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 만든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및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한 

무기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낮은 도막 두께로도 우수한 내화 성능을 구현하는 경제

적인 도료다. 제품명 : FIREMASK 3500

폭발화재에 버티는 Offshore PFP*

해양플랜트에 사용하는 도료로 유류 화재 및 유류 폭발화재 등에 대비한 제품이다. 

화재 발생 직후 높은 압력의 화염이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1,400℃까지 화재열이 오

르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해 내화인정시험 중 가장 혹독한 실험을 거쳤다. 해양 환경

에서의 내구성을 확보해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인증을 받았으며, 유기 

및 무기 물질 등의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높은 내화 성능을 구현해 글로벌 선급

사(LR, DNV.GL)로부터 형식승인(Type Approval) 인증을 획득 중이다. 

제품명 : FIREMASK 3200

사용 공간에 따라 나누는 천장재

고급 불연 흡음 천장재, 마이톤 

마이톤은 순수 자연 광석으로 제조하는 미네랄울계 제품으로 가볍고 단열성과 흡음성이 뛰어난 불연 천장

재다. 고급형 천장재로서 다양한 디자인과 최고의 기능성을 갖춰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축물은 물론 고

급 사무 빌딩, 병원, 호텔 등 명품 공간 연출에 적용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Bio Soluble 기술력을 확보했으

며 2016년 하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제품명 : 마이톤 MT440, 마이톤 MT420 등

시공 간편하고 흡음성 뛰어난 마이텍스

단열성과 불연성이 뛰어난 마이텍스는 KCC의 고급형 천장재 마이톤과 보급형 천장재 아미텍스의 중간 제

품으로, 흡음성이 우수한 무기질 섬유를 주원료로 판상으로 제조해 석고 시멘트 판에 비해 흡음력이 뛰어

나다. M-BAR용 특화제품으로 시공이 간편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학교와 학원, 도서관, 관

공서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품명 : 마이텍스 MT441

친환경 불연성 천장재, 석고텍스

석고텍스는 석고보드 원판을 이용한 석고계 천장재로 가볍고 재단이 쉬우며 친환경성, 불연성을 모두 만족

한다. 모서리 직각도 면취 및 제품 치수 정확도가 우수해 시공 시 이음매 및 외관이 미려하며 천장 평활도도 

우수하다. 주재료인 석고보드는 온도나 습도가 변해도 변형되지 않아 시공 후 뒤틀릴 염려가 없다. 사무실

과 학교, 병원, 상가, 공장, 지하주차장, 지하도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개발했다. 

제품명 : 석고텍스

성분과 단열 온도에 따라 나누는 보온단열재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그라스울 

규사 등 6종류의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해서 일정 형태로 만든 무기

질의 인조 광물 섬유단열재다. 부드러운 섬유를 섬세하게 집면해 단열 및 흡음성이 뛰어나며, 무기질 성분이

라 불에 타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최대 사용 온도는 350℃로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한다. 제품명 : 그라스울 네이처 매트, 그라스울 네이처 보드, 그라스울 네이처 로이 등

선박, 발전기를 보호하는 미네랄울

미네랄울은 회장석을 주원료로 하며 고속 회전 원심 공법(Spinning 공법)으로 만들어 섬유 굵기가 가늘고 균

일하다. 미세한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 열에너지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최대 사용 온도는 650℃이며, 

화력발전소 및 플랜트 내 배관과 기기, 선박 내 방화 및 내화 구조물 등에 적용한다. 

제품명 : 미네랄울 보드, 미네랄울 블랑켓, 미네랄울 하이울 등

제철소, 정유소,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세라크울

알루미나, 규사 등을 주원료로 하는 세라크울은 분말 상태의 원료를 전기로에서 액체 상태로 용융해 고속 

회전하는 스피너에서 섬유화하는 제품이다. 최대 사용 온도가 1,000~1,300℃인 초고온 내화 단열재로, 제

철·제강, 화학·정유, 발전소, 선박 시장에서 사용한다. Bio 세라크울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생분해성 능력

이 있어 인체에 안전하다. 선박 적용 시 선박의 무게까지 줄여주므로 조선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제품명 : 세라크울, 세라크울  New-Bio, 세라크울 New-Bio α 1200 등



코스트코 평택 디포 완공

실력과 안전으로 우뚝 서다

평평한 땅이 연못을 품었다. 경기도 평택(平澤)의 지명 뜻이다. 예부터 평택은 말굽 소리와 수레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무역 요충지다. 산업 단지로 급부상해 뚝딱뚝딱 도시화가 가속화된 현재, 평택항과 가까운 

코스트코(COSTCO) 평택 디포(Depot)가 KCC건설의 지휘 아래 완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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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현장 속으로꿈을 이루는 KCC

최고의 입지와 최적의 시공이 만든 물류센터

평택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수도권과 가까운 무

역·물류 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단지와 

함께 유동인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평택 디포는 세

계적인 유통기업 코스트코가 발주처로 KCC건설이 맡아 시공했다. KCC건설은 코스트코 

매장 중 광명점, 의정부점, 천안점, 공세점 총 네 곳을 시공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프로젝

트다.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 705개(2016년 6월 3일 기준)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중 부동

의 매출 1위는 우리나라의 양재점이다. 그만큼 코스트코는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

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라 할 수 있다.  

“코스트코 매장은 국내에 현재 12개가 있으며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 물류센터

는 인천과 부산에 한정적으로 위치해 각 매장에 보급하는 물품의 보관과 시설이 부족합니

다. 그러므로 12개 이상의 매장에 보급되는 모든 물품을 평택항을 활용해 국내에 반입하고 

보다 신속하게 유통하는 평택 디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트코 판매 실

적을 지원할 핵심적인 거점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KCC건설의 앞서가는 기술력

평택 디포의 건설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건축공사 10개월)까지로, 대지면적 

12만 3,969㎡, 연면적 4만 9,826㎡(1만 5,072평), 최고 높이 9.3m 규모다. 500대 이상 주차

가 가능하며 화물차 접안대(Dock) 수는 총 172개다. 평택 디포 구조의 큰 특징은 PEB(Pre-

Engineered Metal Building) 시스템의 철골 구조물 건축 공법을 적용한 것이다. 

“PEB 시스템은 미리 전체 구조를 계산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물량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포가 자리한 곳이 해안가인 만큼 그 특성상 강풍과 

폭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세계 디포를 건립해온 미국에서 PEB의 설계와 

시공을 총괄했으며, 평택 디포는 최대 적설량 68cm에서도 안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평택 디포에는 에너지 절약 기법으로 친환경을 실천하는 KCC건설의 신념이 잘 반영돼 있

다. 무려 650개에 달하는 천창(Sky Light)을 적용해 낮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문제 없을 정

도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 일반 창고 건축물의 조도가 300LUX 정도인 것에 반해 

평택 디포의 자연채광 조도는 700LUX 이상이다. 또한 외부 가로등에 LED를 적용했고 평택 

디포 내·외부 전등의 90% 이상을 중앙 감시실에서 한 번에 제어하므로 에너지 유지·관

리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온창고(Dry Depot)에는 복사난방판넬을 설치해 

동절기 실내온도를 2°C로 유지한다. 복사판넬은 복사열을 이용해 실내온도를 가열하는 방

식으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아 쾌적한 난방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육류, 어류, 수산류 등의 신선도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냉동창고

는 항상 0°C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천장과 바닥 그리고 사면에 철저한 단열

을 이용해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빛이 던져 준 수많은 영감들준

수많은 영감들준 수많은 영감들

빛이 던져 준 수많은 영감들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바닥에서 비롯한다. 신발을 벗는 순간의 

안도감, 맨발로 집 안을 누비는 자유로움 모두 바닥이 선사하는 

감성이다. KCC 바닥재가 주는 만족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숲 

소리 휴’는 층간소음 걱정도, 유해 물질 걱정도 내려두고 아이도 

어른도 마음껏 누빌 수 있다. 

글/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조성준 대리 사진/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조성준 대리

(왼쪽부터) 정용철 과장, 장석민 대리, 장광실 과장, 

김영일 과장, 김용선 부장, 최재원 과장, 염동훈 대리, 권민호 사원.

01 평택 디포의 큰 특징인 PEB 공법. 

02 친환경 기술인 천창(Sky Light)과 복사판넬. 

03 외부 가로등에 LED를 적용해 

유지 관리비를 절감했다. 

01

02

03



통상적인 파일 기초 공사에서는 슬래브→보→기둥/벽체

→기초를 통해 바닥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슬래브

(Structual Slab)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

해안 평택항에 인접한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는 지반

이 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에 KCC건설은 취약한 지반 전체를 개량하고 바닥 하중

을 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SOG(Slab On Grade) 공법

을 적용했다. 건축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용

자와 시공자의 안목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KCC건설은 연약지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연약지반 처

리공법인 PBD(Plastic Board Drain) 공법을 적용해  

수직 배수재로 배수로를 형성했고, 6개월간 토사를 적치

하는 선행 재하 공법(Preloading)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

으로 지반이 바닥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해서 구조설계

상 공사비 절감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SOG 공법

을 적용했다.

특히 평택 디포는 슬래브 콘크리트 배합을 차별화했다. 

일반적인 KS기준에 적합한 시멘트를 사용하는 배합이 

아닌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시멘트를 사용하는 배합을 적용해 표면강도

를 높였고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표면박리나 핀홀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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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협력으로 극복한 현장

매장 오픈 시기와 직결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공사 기간은 비교적 짧다. 코스트코 평택 디

포 역시 공사 기간이 짧았던 것은 물론 계절상 가을비와 눈이 많이 오는 시기를 거쳐야 했

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직원들이 짧은 공사 기간 때문에 애타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지나가버린 공

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야간 회의와 작업은 물론 때로는 휴일에도 작업을 하며 약속한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게다가 발주처인 코스트코는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를 미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공사 방식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었습니다. 두 나라가 다른 공사 수행 방식을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애썼죠. 또 사소한 것이라도 일일이 메일로 주고 받으며 보다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공사의 공법, 공사 방식 등이 판이하게 다른 두 나라가 협심해 글로벌 물류

센터를 완성하기까지 KCC건설 직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미 다섯 번째 맡아 진행하

는 코스트코 공사 현장이지만 단시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 공사인만큼 철

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다.

“평택 디포 현장의 슬로건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입니다.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

도록 오류를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KCC건설 직원의 기본 자

세라고 할 수 있죠.”

코스트코 평택 디포 공사 현장 View Point
단단한 지반과 수려한 바닥의 만남

-연약지반 개량과 ASTM 콘크리트 배합 S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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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평택 디포 

신축공사 현장 

김용선 소장 

Q. 이번 현장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발주처와 약속한 정해진 기간을 맞추는 것이

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

을 쏟으면서 항시 안전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안 되었죠. 최상의 공사 품질과 안전 모두를 챙

기기 위한 직원들의 노하우가 빛을 발했습니다. 

앞으로 준공일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

간에도 안전하게 최상의 품질로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Q. 현장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공사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직원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어려웠던 현장인 만큼 직원들에게 

큰 경험이 되었을 것 같네요. 이번 현장이 향후 

다른 현장에서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힘써준 직

원들에게 고맙습니다.

Mini Interview

완공 준비 중인 코스트코 평택 디포 공사 현장.



“여보, 꿈결 같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From. 아내 이희진 씨

꿈에 그리던 장면처럼 푸른 잔디 위에

서 특별한 소풍을 즐길 수 있어서 굉장

히 행복했어. 날씨도 덥지 않고 선선해

서 기분 전환이 되었는걸. 오늘 이 풍

경처럼 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자. 

앞으로 더 건강하고, 지금처럼 오빠 같

고 친구 같은 남편으로 곁에 있어줘. 

여보, 고맙고 사랑해!

Thank you message

사랑의 도시락함께 나아가는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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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KCC>가 사우 가족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사보 이메일

(sabo@kccworld.co.kr)로 보내주세요.   

맛있는 도시락, 정겨운 우쿨렐레 선율, 함께 부르는 노래, 기분 좋게 스치는 시원한 바람. 이보다 더 낭만적인 여름 

풍경이 또 있을까. 중앙연구소 조색연구팀 박철민 과장이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자리를 마련했다. ‘가족 

합창단’이 한목소리로 내는 화음이 공원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경쾌한 선율이 흐르는 

여름날의 가족 피크닉

음악과 도시락으로 차린 행복 한 상

어느 주말, 한적한 공원에 <조개껍질 묶어> <You’re my sunshine>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진

다. 중앙연구소 조색연구팀 박철민 과장이 아내 이희진 씨와 아이들 소민(7세), 건우(4세)와 

함께 즐기는 피크닉 풍경이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박철민 과장과 영롱한 목소리로 노래

를 부르는 아이들, 박수 소리로 흥을 돋우는 아내까지 가족 모두 즐거운 선율을 만끽한다.

“지난해 목 디스크 수술 후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

고 있고, 아이들은 업어달라고 안 하기, 안아달라고 안 하기 등의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정

말 고마운데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더 멋진 아

빠, 남편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신청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건강 도시락을 챙겨주는데, 오늘은 제가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가족을 위해 푸짐한 도시락을 주문한 박철민 과장. 쌈밥, 초밥, 주먹밥, 샌드위치, 과일, 음료

수 등이 담긴 도시락을 선사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가족들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아내 이희진 씨는 “평소 집에서 잘 안 해먹는 음식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네요”라며 싱

긋 웃는다. 아이들은 한 입 먹을 때마다 연신 “맛있어요” “밖에 나와서 먹으니 더 좋아요”를 

외친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박철민 과장은 가정의 행복이 한없이 소중해진다. 

“수술 후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요. 집안이 행복하니까 업무 집중도도 저절로 높아졌어요. 조색연구팀 팀장님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해 활기차게 회사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7년,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움튼다. “아내가 그 흔한 학원에도 안 보내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요. 또 살림도 알뜰하게 잘합니다.” 박철민 과장의 말에 아내 또한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늘 행복을 준답니다. 나들이도 자주 가고,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믿음직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라며 애정을 한껏 드러낸다. 

“가족들에게 바라는 점은 하나예요.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옆도 여유롭게 둘러보며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철민 과장의 희망사항은 이미 이뤄진 듯하다. 노래 한 소절에도, 토끼풀 하나에도, 음식 

한 입에도 웃음꽃이 샘솟는 가족이니 말이다.

01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 채운 박
철민 과장의 도시락. 02 야외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
며 여름날의 소풍을 만끽하는 가족들. 

01

02

빛이 던져 준 수많은 영감들준

수많은 영감들준 수많은 영감들

빛이 던져 준 수많은 영감들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바닥에서 비롯한다. 신발을 벗는 순간의 

안도감, 맨발로 집 안을 누비는 자유로움 모두 바닥이 선사하는 

감성이다. KCC 바닥재가 주는 만족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숲 

소리 휴’는 층간소음 걱정도, 유해 물질 걱정도 내려두고 아이도 

어른도 마음껏 누빌 수 있다. 

글/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조성준 대리 사진/ 아산공장 공정개발부 조성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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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습관함께 나아가는 KCC

습관성 야근의 늪에서 벗어나라

불필요한 야근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대한상공

회의소와 맥킨지가 국내 기업 100개, 4만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

로 실시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기업 문화 실태 진단’ 결과에서

도 ‘습관화된 야근’을 가장 심각한 기업 문화로 꼽았다.

습관성 야근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같은 업무

를 두세 번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업무를 반복하는 것은 업

무 내용과 지시를 ‘나름대로’ 해석할 때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지

시를 받는 즉시 업무의 목적과 마감일을 정확히 파악해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가령 ‘보고서 작성’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PPT용인지 서면 보고용

인지, 언제까지 완성해야 하는 일인지 명확히 파악한 뒤 시작하는 

것이다. 또 업무 도중 약간의 의문이라도 들면 거리낌 없이 질문하

는 게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자.

멀티태스킹 대신 스위치태스킹을 하라

취업 포털 커리어는 올해 3월 직장인 64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멀티태스킹 실태’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개의 업

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을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에 88.2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몇 개의 업무를 한꺼

번에 처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3개’라고 답한 직장인

이 57.58%로 가장 많았다. 또 45.71%가 이 같은 다중 업무 처리가 

매우 빈번하다고 답했고, 31.43%가 다소 빈번하다고 응답했다. 대

부분의 직장인이 멀티태스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은 명백히 업무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사

실 우리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빠른 시간에 

서로 다른 일을 번갈아 하다 보니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

다. 하버드대학교의 핼러 웰 박사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일의 능률과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일의 경중을 따

져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은 없다>의 저자이자 경영컨설턴트인 데이비드 크렌

쇼는 이를 ‘스위치태스킹’이라고 정의했다. 하나의 일을 처리한 뒤 

그에 관련된 뇌의 스위치를 끄고 다음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단 

일의 순서를 정할 때 업무의 경중을 동료 및 상사와 미리 상의해

야 한다. 모든 일은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잦은 ‘불평불만’을 경계하라

직장 생활에서 불평불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업무

에, 사람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투덜거림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나는 

얼마나 자주 불평불만을 내뱉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

을 바꿔야 한다. 부정적 생각은 쉽고 강하게 전염되어 업무 분위기

를 침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투덜거리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불평하기 전 숨 고르는 연습을 

하자. 하버드대학교 뇌조직연구소 질 볼트 테일러 교수는 “부정적 

생각의 수명은 90초다”라고 주장한다. 불만을 품은 순간 발생하

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지다가 90초가 지나

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욱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불평불만

의 원인을 캐내 제거하는 것이다. 감정적 불만에 집중하기보다 불

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과 함

께 애사심도 절로 높일 수 있다.

2016년의 절반이 막 지난 이맘때는 하반기를 위해 업무 환경을 재

정비하기 좋은 시기다. 차분히 지난 업무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습

관을 탈탈 털어내 버리자.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 효율적인 업

무 습관으로 2016년 하반기를 알차게 완성하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

2016년도 어느새 절반 이상 지나갔다. 연초의 굳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 직장인은 남은 하반기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습관 돌아보기. 잘못 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대표적인 업무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음을 다잡고 업무를 

재정비하며, 버려야 할 업무 습관까지 함께 점검해보자. 

글/ 이태우(이태우 경영연구소 대표)



[기획 연재] 조직 행동 이론 ❷ 링겔만 효과

피자 두 판의 법칙 링겔만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선택적 지각 오류 억만장자 효과 여키스-도슨 법칙

혼자서 일할 때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팀에 소속되면 제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조직 전체로 봐도 

큰 손해다. 수치적으로 팀원 수만큼 팀의 전체 능력이 배가되어야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그 값을 정비례하게 만들지 않는다. 

글/ 정재학(<비즈니스를 위한 법칙상식> 저자)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업무 환경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정

교한 경영 지식과 이론이 필요합니다. 사보 <KCC>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조직의 체계를 튼튼히 

하는 조직 행동 이론 6가지를 매월 하나씩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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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조직함께 나아가는 KCC

1930년대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링겔만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참가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줄다리기

를 하도록 하고 그 힘을 측정한 것이다. 혼자서 줄을 당기도록 했

을 때 학생들은 한 명당 평균 63kg의 힘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명이 당길 때는 각각 55kg, 세 명일 경우는 53kg의 힘

만 썼다. 숫자를 늘려 여덟 명이 함께 줄을 당기도록 했을 때 참가

자 한 명당 각 31kg밖에 쓰지 않았다. 혼자서 줄을 당길 때에 비해 

힘을 절반도 쓰지 않은 것이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임승차

링겔만 교수는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수가 

늘수록 집단의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증명

했다. 이것이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다. 한 사람에게 모

든 책임과 권한을 줄 때와 달리 여러 명에게 분배해 일을 나누었

을 경우 대부분 전력투구하지 않는다. 무거운 피아노를 여러 사람

이 함께 옮길 때, 단체 과제를 할 때 참가자들은 익명성의 커튼 뒤

에 숨어버린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

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1+1=3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만 실제로 1+1=2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링겔만 교수의 연구 결

과다. 그런 조직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조직의 성과에 대한 

열매만 따 먹으려는 ‘무임승차(Free Ride)’가 생겨난다.

혼자서 일하면 그 성패가 모두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고 

성공의 영광과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 어깨에 지게 된다. 그

런데 추가적인 노동력이 투입되면 즉 집단으로 일하게 되면 성공

을 거두더라도 돌아오는 영광이 적을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 책임

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가 개인

의 나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팀이나 부서 단위의 활동이 많은 기업에서 링겔만 효과를 깨뜨리

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그 조직에 속한 개인의 익명

성을 없애 무임승차를 골라내는 일이다. 구성원 모두가 조직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의식을 가지면 업무의 성과는 놀랄 

만큼 높아진다.

개인의 책임감을 완성하는 주인 의식

미국의 친환경 식품 전문 브랜드 홀푸드(Wholefood)는 소규모 

자치 조직이라는 독특한 조직 구조로 유명하다. 회사 전체의 틀을 

유지하는 경영 방침은 있지만, 개별 조직 내 활동은 철저히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한다. 

매장 직원은 자신의 매장에서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가격을 얼마

로 책정할지 등을 본사의 일괄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

적으로 직원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다. 심지어 개별 매장에 새롭게 

충원한 인력의 급여도 그 매장의 담당자인 직원이 직접 결정한다. 

이처럼 본사의 통제된 시스템이 아닌 매장의 개별적인 영업 활동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철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홀푸드 직원

은 매장의 운영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영업하고 4주 단위로 이윤

을 계산해 그 결과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다. 실적이 떨어지면 보너

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본사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

로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집단지성의 힘을 설명하는 용어 중 ‘그룹 지니어스(Group 

Genius)’라는 것이 있다. 그룹 지니어스는 평범한 사람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만드는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다. 스티브 잡스가 아

이폰을 혼자서 만든 게 아니듯 조직의 성과물은 대부분 그룹 활동

을 통해 완성된다. 그룹 지니어스의 핵심은 개인마다 고유의 특성

과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개인의 잠

재적 능력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링겔만 효과는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조직이 반드시 피해야 할 현

상 중 하나다. 구성원 개인의 합보다 뛰어난 조직을 만들려면 다양

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익

명성을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협업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생

각지도 못했던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집단 속에서 작아지는 개인의 역량 
링겔만 효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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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인의 서재함께 나아가는 KCC

상대방의 장점을 찾으면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는 일생 동안 맺는 관계의 중

요성과 그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7인은 유년 시절의 친구, 대학 시절의 멘토,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사업 파트너, 평생지기, 배우자를 뜻한다. 이 중 갓 사회에 나온 내

가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은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내가 만나야 할 첫 번째 ‘중요한 1인’은 매일 함께 일하며 성장할 

직장 동료다. 좋은 동료를 만나 관계를 잘 유지해나가려면 나 자신

부터 좋은 태도를 갖춰야 한다. 저자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히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래부터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 중심적 성격이었던 나는 많은 친

구를 사귀어왔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는 것, 그것이 나의 비결

이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달랐다.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업무 중

심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어느새 사람들의 단점을 보는 나를 발

견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관계 맺기가 힘든지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이 책을 읽고 깨달았다. 이유는 내 안에 자리한 ‘자만심’

에 있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단점을 찾아내 비판하고, 모든 것을 

도움 없이 혼자 해내려는 마음에 협력할 줄도 몰랐다. 그러던 내가 

깨달은 것이다. 어떤 일이든 사람과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더 잘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동료와 원만하고 유쾌하게 지내면 업무 처리

가 더욱 순조로워진다는 것을.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의 장점에 집

중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비로소 내

가 찾던, 내가 만나야 할, 나를 도와주고 성장시켜줄 동료를 곁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적당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라 

두 번째 ‘중요한 1인’은 직장 상사다. 직장 상사에 관한 단락에는 ‘좋

은 상사가 좋은 스승보다 낫다’는 소제목이 붙어 있다. 여기서 강렬

하게 다가온 한마디는 “상사를 롤 모델로 삼으라”는 것이다. 저자

는 상사를 본받는 방법 중 하나로 ‘관찰과 모방’을 꼽았다. 평소 상

사의 기호와 습관을 유심히 관찰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그의 장

점을 찾아내고, 모방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직장 상사와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경우

가 많다. 직장 상사를 대할 때마다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함께 일하면서 부정적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런 에너지는 자신에

게 독이 될 뿐이다.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하 직원이 되어야 한다. 저자가 전하는 좋은 부하 직원의 

첫 번째 조건은 ‘적절한 거리 유지’에 있다. 

이 말에 크게 공감이 된 이유는 지금껏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

았던 사람 대부분이 예전에는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

다. 저자는 “모든 관계는 거리 두기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 직속 상관이라 해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

다. 여기서 ‘거리 두기’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는 범위의 사이

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편하고 자상한 상사라도 사람인지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존중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업무

적으로 친밀하면서도 존중하는 선을 지키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7명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떠올리며 책을 읽어 

내려갔다. 인생의 시기별로 만나야 할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아보고, 주변에서 7명의 사람을 한눈에 찾아내고 싶은 KCC인들

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관계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다

리웨이원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누구도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개인의 노력과 투지,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글/ 울산공장 도료특성분석팀 고재천 사원

상대에게 집중하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에 그와 

나밖에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

는 듯이 집중해보라.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의 생명줄

고재천 사원이 평가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는?

지식성

감성성

오락성

참신성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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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점에 이어 경북 지역에 오픈한 세 번째 전시판매장이다. 이

로써 인구 52만 명의 포항시, 경주시는 물론 인근 경북 지역 고객도 홈

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의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495㎡(150평) 규모의 포항점은 홈씨씨인테리어의 2016년 신규 인

테리어 디자인인 오가닉(Organic), 소프트(Soft), 트렌디(Trendy) 총 

세 가지 패키지를 실제 거주 공간처럼 재현한 모델하우스 형태로 구

성했다. 특히 거실, 주방, 욕실, 아이 방 등 8개 공간을 각각의 패키지

로 나란히 재현해 놓아 24개의 공간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재, 창호, 문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의 견본을 자세

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고객이 홈씨씨인테리어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해보도록 했다. 

쇼룸에 전시한 빌트인 등 가전제품도 현장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며, 

조명, 블라인드, 욕실 부자재 등 인테리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도 갖

추고 있다. 

매장에는 인테리어 전문가인 인테리어 플래너(IP)가 상근하므로 방문 

고객 누구나 현장에서 인테리어 상담과 견적, 계약까지 원스톱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사 성지현 주재기자

뉴스 돋보기

홈씨씨인테리어 포항점
문의전화 054-275-7602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홈페이지 www.homecc.co.kr

여주공장,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지난 7월 8일 여주공장은 가남읍 본두2리와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

을 체결했다. 마을회관에서 가진 협약식은 여주시 원경희 시장, 본두2

리 김주식 이장, 이재원 여주공장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의원 등 수

많은 관계자 및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잔치와 같은 흥겨운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홈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 ‘포항점’ 오픈

홈씨씨인테리어가 열여섯 번째 전시판매장인 포항점을 신규 오픈했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위치한 홈씨씨인테리어 포항점은 대구달서점,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여주공장은 본두2리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여주공장 박시영 주재기자

울산공장, 1사1교 행사 참석 

지난 7월 12일 울산공장은 자매결연학교인 효정중학교에서 전문직업

인들의 진로 및 인성 특강을 실시했다. 경찰관,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

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KCC 울산공장에서는 

물류관리부 이보미 대리, 관리부 권기환 사원이 참여해 현장감이 살

아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줬다. 

이보미 대리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라, Live your life’라는 주제로 

해외 배낭여행 및 인턴십 활동 등 20대에 겪은 다양한 경험과 KCC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고, 권기

환 사원은 ‘목표와 과정’이라는 주제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능동적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

사를 주최한 효정중학교 관계자는 “KCC 울산공장 강사들의 강의를 

학생들이 매우 만족해했다. 학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인성 함

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인 진로 및 인성 특

강에 계속해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공장 박우진 주재기자

여주공장·울산공장·중앙연구소 
친선 축구 경기 개최 

지난 7월 17일 여주 연양동에 위치한 회사 체육 시설에서 여주공장, 울

산공장, 중앙연구소 등 3개 사업장의 축구 동호회원들이 모여 친선 축

구 경기를 가졌다. 이번 친선 축구 경기는 임직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고 공정한 스포츠맨십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KCC 정상영 명예회장과 정몽익 사장, 신동헌 생산본

부장 그리고 각 공장의 공장장이 참석해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에 참

여한 임직원들은 “모이기 어려운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

여 스포츠를 통해 동료애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심신의 피로

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여주공장 관리부 임성수 과장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016 참가

PersonalCare영업팀은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2016(In-Cosmetics Korea 2016)’에 참

가했다.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는 한국 유일의 퍼스널케어용 원료 관련 독점 전

시회로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적 원자

재 공급사이자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로 유명한 ‘크로다’와 미국 ‘다우

케미컬’, 독일 ‘바커’ 등 화장품용 원료, 프레그런스, 랩 장비, 테스팅 및 

규제 솔루션과 관련한 219개 업체가 참가하고 6,000여 명의 국내외 화

장품 제조업체 관계자가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PersonalCare영

업팀은 신규 개발한 엘라스토머 블렌드 에멀젼, 레진 블렌드, 아르간오

일 에멀젼 등 퍼스널케어용 실리콘 샘플 29종과 세범 컨트롤 미스트 

포 맨, 포어 커버 무스 파운데이션 등 응용화장품 제형 19종을 전시·소

개했다. 글로벌 전시회는 짧은 기간 내에 해외 고객에게 KCC의 제품

을 직접 판촉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KCC는 앞

으로도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등 세계적 화장품 원료 전시회에 지속 

참여할 예정이다. 

PersonalCare영업팀 박지휘 과장

여주공장, 환경보전 우수기업 표창 수상 
지난 6월 20일 여주공장은 ‘제2회 경기환경안전포럼’에서 환경보전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안전 분야 모범 사업장에 대한 우수

기업 표창 시상식이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여주공장을 비롯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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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여주공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환경안

정 모범 사업장임을 인정받았다.

여주공장 안전환경팀 이재열 사원

KCC건설, 속초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KCC건설은 ㈜엘앤에스디벨롭먼트에서 발주한 속초 조양동 공동주

택 신축공사를 수주해 지난 5월 31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비

는 1,335억 원이고 공사 기간은 48개월이다.

이번 공사는 연면적 약 12만 5,454㎡(3만 7,950평)에 지하 3층~지상 29

층 규모로 아파트 847세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 소

비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25평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속초시는 노후주택 이전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실수요 및 광역 교통망 

개선에 따른 광역 수요(세컨드하우스, 투자 등)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기존 공급 부족으로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분양권 시세 

상승 및 매물 감소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어서 광

역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KCC건설 개발부 윤재준 대리

KCC건설,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주 
KCC건설은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익형 민간투

자사업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컨소시엄 

중 회원사)로 지정되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최초 사업 제안이 이루

어진 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

었으며, 올해 안에 착공해 2020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민간 제안 고속도로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803억 원(당

사 분 758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48개월이다. 총 연장 18.15km이며 

주요 시설물로는 JCT 3개소, IC 4개소, 영업소 5개소 및 휴게소를 건

설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가간

선도로망 기능을 보완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의 교통량 분담 및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 토목영업부 정동훈 사원

KCC건설,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수주 
KCC건설은 지난 7월 12일 LH공사에서 발주한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총 공사비 326억 원 중 당사 분은 163억 원(50%)

이며, 삼호(25%), 한라산업개발(2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일원에 연

장 720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사가 마무리

되면 상일IC 일대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어 미사지구 입주민뿐만 아니

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KCC건설 업무부 문정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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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KCC> 8월호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 속 초성을 단어로 완성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성 퀴즈

•지난 호 정답

01. 자기 주도 혁신

02. 분석연구센터

03. 무기 보온단열재

04. 내열도료

05. 외단열 저밀도 미네랄울

06. 홈씨씨인테리어

07. 선박용 도료

08. 피자 두 판의 법칙

•지난 호 정답자

기획조정실장 이대익 부사장

안성공장 관리부 안나영 사원

KCC건설 위례KCC웰츠타워 공무과 이윤정 대리

KCC건설 사우디쥬베일폴리실리콘프로젝트 사업관리과 송영욱 대리

국내 사업장 주재 기자

본사 성지현 대리 공장 김천 최찬│대죽 송아름│문막 장효식│세종 홍슬기│아산 강해리│안성 강민중│여주 박시영 대리│여주-자원개발 김인규 대리│여천 봉병주 대리│울산 

박우진│전주1 권대균 대리│전주2 이호승 대리│전주3 강의민 영업소 경기북부 심철용 대리│광주 지광민│당진 최혜진│대구 조진식│대전 임주현│목포 손흥렬 대리│부산 

권효진│서울 박인호 대리│성남 김성녀 대리│수원 박예진│순천 허경미│울산 권혁민│원주 최승혁│인천 박찬혁 대리│전주 강정규 대리│창원 허웅기│천안 김상하│청주 

원혜실│포항 김충구 계열사 KCC건설 이동현│KAC 이순규│금강레저 윤두한

해외 사업장 주재 기자 

KCC BASILDON (영국) 김형욱│KCT (터키) Suna Ozgen│KCK (중국 곤산) 김애경│KCB (중국 북경) Tian Juan│KCG (중국 광주) YuanRuikai│KCV (베트남) Duong Kim Ngoc 

Son│KCM (말레이시아) Kenneth Lee│KCS (싱가포르) Lu Zhenhui│KCI (인도) A.Saravanan│KCID (인도네시아) 박상혁│KCC Europe (독일) 김다인│KCC UAE (아랍에미리트) 

손주원│KCC JAPAN (일본) 라윤미

Story& 

<삼국지>에 등장하는 오나라 장수 여몽이 눈에 띄

게 학문과 식견이 높아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자 여몽은 “사별삼일(士別三

日)이면 괄목상대(刮目相對)라 하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이는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보

면 학식이 크게 늘어 눈을 비비고 봐야 한다’는 뜻으

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의미의 ‘괄목상대

(刮目相對)’는 ‘괄목(刮目)’으로도 줄여 쓴다.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처럼 좋은 뜻으로 눈에 

띄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괄(刮)’은 혀(舌. 설)가 입안을 휘젓듯 칼(刂. 도)로 

긁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깎을 괄’, ‘비빌 괄’이

라 한다. ‘목(目)’은 눈을 뜻하니, 괄목(刮目)은 눈을 

비빈다는 의미다.

이달의 한자

괄목(刮目) 
전에 비해 놀랄 만큼 성장해 있다

ㄱ, ㄴ, ㄷ 초성 퀴즈의 정답을 8월 22일까지 사보 이메일(sabo@kccworld.co.kr)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금 3만 원을 드립니다. KCC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명화 마주 보기

부인과 아들들을 일본에 두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한 이중섭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앞장선 아버지의 춤추는 듯한 몸짓, 

붉은 꽃을 등에 얹고 느릿느릿 달구지를 끄는 소, 달구지 위에서 편안하게 

여정을 즐기는 엄마와 두 아들. 함께 여행을 떠나듯 먼 길을 향하는 

가족의 소소한 모습은 우리 마음속 가족애까지 따듯하게 자극한다. 

길 위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가족애

가족의 단란한 한때를 그리다, 이중섭

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1954년, 종이에 유채, 29.5×64.5cm, 개인 소장품)길 떠나는 가족- 이중섭(1954년, 종이에 유채, 29.5×64.5cm, 개인 소장품)

01   KCC는 1996년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KCC 전 사업장이 ㄱㅈㅇㅈㄱ

ㄹ를 시행하고 있다. 09p

02  KCC인들은 현장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 사고를 방지하는 일명 ‘ㅇ

ㅊ ㅅㄱ 방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10p

03   KCC ㅂㅇㄷㄹ는 장기간 선체 표면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친

환경적이고 해수와의 마찰 저항을 낮춰 연료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12p

04   KCC는 그동안 PVC를 생산해온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고품질의 ㅇㅇ  

ㄱㄱㅇ ㄱㄹㅍ ㅍㄹ을 출시했다. 19p

05  KAC ㄱㅈㄱㅂㅂ는 설비자동화, 부품 국산화, 작업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스

마트한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 25p

06  ㅁㅇㅌ은 순수 자연 광석으로 제조하는 미네랄울계 제품으로 가볍고 단열성

과 흡음성이 뛰어난 불연 천장재다. 29p

07  알루미나, 규사 등을 주원료로 하는 ㅅㄹㅋㅇ은 분말 상태의 원료를 전기로

에서 액체 상태로 용융해 고속 회전하는 스피너에서 섬유화하는 제품이다. 

29p

08  개인의 수가 늘수록 집단의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ㄹ

ㄱㅁ ㅎㄱ라 한다.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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