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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열다미래를	여는	KCC

기본과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이다

‘10’은 십진법에 사용된 모든 숫자가 모여 계산의 기본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10은 예로부터 ‘기본’과 ‘완성’을 의미해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10(X)을 ‘완성의 수’로 여겼고, 중국에서 한자 십(十)은 음과 양, 동서와 남북의 방향이 합해진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품질, 뛰어난 완성도는 탄탄한 기본기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 디테일(Detail)을 더한다면 ‘완벽’의 경지에 

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정밀화학 기업으로서 끊임없이 완성도를 높이는 KCC의 힘은 탄탄한 기본기와 

디테일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10
The power of 

basic and deTail



디테일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문 닫는 소리나 엔진 소리, 주행할 때 들려오

는 바람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우리의 청각을 자극한다. 그런데 언

제부턴가 이러한 소리들이 귀에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소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

가 소음을 잡아내고 운전자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찾아 자동차 곳

곳에 적용한 것이다. 재규어는 자동차에 특수 음향 필터를 장착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중저음 테너 C키로 튜닝한 배기음을 들려

주고, BMW에서는 물리학자와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는 물론 

심리학자까지 포함된 팀이 자동차 엔진 소리를 연구한다. 현대자

동차의 ‘뉴 벨로스터’는 6가지의 엔진 소리 중 운전자가 듣고 싶은 

것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연비, 주행 성능, 승차감 같은 기술 

요소로 자동차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톱 클래스’는 완

벽한 성능에 미세하고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했을 때 완성된다. 

(Fact)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Data)를 찾아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디테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디테일이 제품의 기능이나 스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존이 인수한 인터넷 쇼핑몰 자포스(Zappos)의 상담원은 한 고객

으로부터 “입원 중인 어머니를 위해 신발을 샀는데, 어머니가 새 

신발을 못 신어보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 상담원은 

신발 값을 환불해주고 장례식에 근조화환과 카드까지 보냈는데, 

이 사실이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자가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포스에는 고객 응대 매뉴얼이 따로 없다. 자포스 상담원들은 ‘내

가 고객이라면 어떤 응대를 받아야 행복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을

까’를 고민하며 배려한다. 고객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

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디테일의 진정한 힘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작은 실수를 경계하라.

얼마 전 한 국내 여행업체가 여행 중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이번 

여행 즐거우셨나요?’라고 후기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소

비자가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해당 업체는 문자메시

지 자동 발송을 막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뒤였다. 

디테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의 

완성도는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느냐에 달렸다. 단, 실패와 실수는 

다르다. 실패는 새로운 도전을 실행하면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수는 단순히 무언가를 놓치거나 잘못 판단한 결과다.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반복한다.  

따라서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디테일이 약하다는 뜻이다. 과감

하게 도전하되 사소한 실수를 차단해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성과

를 일궈나가야 한다. 

이제는 디테일 싸움이다. 경쟁자보다 한발 더 빨리 성과를 내야 하

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신속성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디테일을 놓

치기 쉽다.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해내며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디테일을 높여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되면 사람들은 주로 기능과 디자

인에 집중한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이 독점적 우위를 유

지하는 것은 잠시뿐이다. 인기를 얻은 제품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

어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어버린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

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는 순간, 디테일이 강한 힘을 발휘한다. 비

슷한 스펙의 제품군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데는 차별

화된 디테일 요소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디테일은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때로 기

업 이미지까지 끌어올리기도 한다. 소비자가 미처 체감하지 못한 

미세한 차이까지 발견해내 남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디테일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는 관찰력과 이를 아울러 분석하는 통찰력,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역량이 더해진다면 누구나 디테일을 높여 남다른 차이를 만

들어낼 수 있다. 

첫째, 기본을 지켜라.

디테일은 기본이 탄탄하게 완성되었을 때에야 빛을 발한다. 화려

한 외관에 비해 성능이나 내구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

구에 불과하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성과를 창출하고 업무를 완

결하는 주도적 태도에서 남다른 디테일이 발휘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내는 열정을 더한다면 디테일을 찾아

내는 눈은 저절로 뜨이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업무를 맡든 관련된 지식이나 데이터가 사실인지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 있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일구고 싶다면 먼저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둘째, 사용자를 배려하는 아이디어를 더하라.

디테일이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면 먼저 사용자가 무엇

을 원하는지 꿰뚫어보는 집요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사실

기본을 지켜라 01

02

03

아이디어를 더하라

실수를 경계하라

때로는 아주 작은 요소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

던 요소가 문제를 일으켜 기업에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제품의 작은 차이가 고객 마

음을 사로잡아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 작지만 결정적인 힘, 이것이 바로 디테일

(Detail)이다.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만큼이나 힘이 강한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에 대

해 알아본다.

글/ 류랑도((주)더퍼포먼스 대표)

‘작은 차이’가 
 결과물의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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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KCC 전문가에게 듣다



*		이	밖에도	EMC,	보온단열재,	라미	필름	등	KCC의	다양한	제품이	곳곳에	사용되어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 액정보호필름에 점착제로 쓰이는 PSA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그	품질을	결정짓는	KCC	제품이	숨어있

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부가형	점착제	PSA(Pressure	Sensitive	

Adhesives).	액정보호필름	뒷면에는	필름이	액정에	잘	붙도록	점착제를	도포하는

데,	이때	어떤	점착제를	쓰느냐에	따라	필름의	종류와	등급이	다양하게	나뉜다.	

기존에는	액정보호필름	점착제로	아크릴이나	고무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퍼

지는	성질이	적어	부착할	때	기포가	발생하기	쉽고	붙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KCC가	개발한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부가형	점착제는	퍼짐	속도가	빠르고	탈착할	

때	점착제가	거의	남지	않아	스마트폰	액정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실리

콘의	결합력을	높이고	끈적임은	최소화해	스마트폰	액정보호에	안성맞춤인	점착제

를	개발해낸	것이다.	그뿐	아니라	KCC의	부가형	점착제는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TV 뒷면 백커버(Backcover)용 PCM 도료

TV	뒷면은	앞면에	비해	우리의	눈길이	많이	가진	않지만,	TV	품질에	있어	뒷면의	

품질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이	앞면만큼	중요한	뒷면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

는	KCC	제품이	PCM(Pre-Coated	Metal)	도료이다.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던	TV	뒷면을	강판으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KCC가	국내	주

요	가전사에	강판을	제공하는	POSCO와	함께	TV	백커버용	흑색강판	도료	개발에	

착수했다.

KCC는	도료가	강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소재와의	부착력을	높이는	동시에	도료	

도장	후	TV	백커버의	모형을	완성하는	가공	성형	단계에서	큰	압력을	가해도	표면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막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었다.	현재	국내	굴지	가전사	TV에	적용

되는	TV	백커버용	흑색강판	도료의	경우,	KCC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부드러운 물성, 높은 기능성의 화장품용 실리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화장품	속에도	KCC	제품이	들어간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실리콘.	

실리콘은	화장품	원료로	쓰여	화장품에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특유의	감촉을	더해준다.	이	

밖에도	실리콘은	보습력과	지속성,	발수성은	물론	끈적임	감소	효과까지	더한다.

KCC는	다양한	화장품용	실리콘	제품을	개발해	‘KCC	Beauty’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KCC	Beauty	제품으로는	휘발성	플루이드,	디메치콘	플루이드,	실리콘	에멀전,	페닐	오일,	

실리콘	유화제,	실리콘	왁스,	실리콘	파우더,	아크릴	레이트	실록산,	레진블렌드	등이	있으

며	그	외	색조	화장품에	우수한	안료	분산성과	발수력,	지속성을	더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1,	2위를	달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

한	대다수	화장품	회사에서	KCC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KCC는	앞으로	제품	다양화,	프리

미엄급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플라스틱 강화제로 쓰이는 촙 스트랜드

강철에	버금갈	만큼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도	KCC의	숨은	주역

이	있다.	촙	스트랜드는	유리	장섬유를	용도에	따라	3~12㎜	길이로	잘라	만든	제품으로,	보

기엔	아주	작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강도를	책임지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플라스틱	소재는	갈수록	더	가볍고	얇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플라스틱	자체에	요

구되는	강도	물성	또한	날로	높아져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고온에서	성형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성상	제품이	변색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KCC는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를	개발해	제품	변색	문제를	해결했다.	KCC가	

개발한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혼합되는	섭씨	300~350℃	이상	

고온에서도	유리	장섬유가	변색되지	않도록	특수	기능의	유기물	처리를	한	제품이다.	

KCC는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를	개발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고

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	플라스틱	보강재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가전 제품을 고급스럽게 완성하는 VCM 필름과 필름 접착제

고급스러운	색상과	패턴을	지닌	냉장고	외관에	숨겨진	KCC	제품은	VCM(Vinyl	Coated	

Metal)	필름이다.	다채로운	무늬의	메탈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강판	위에	붙이는	VCM	필

름은	입체적인	메탈	패턴	구현이	가능해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의	마감재로	사용된다.	이밖

에도	IT	기기와	TV는	물론	실내외장재,	유리	제품	등으로	제품	사용	영역을	확대하며	소비

자의	시각적	만족을	이끌고	있다.

VCM	필름을	강판	표면에	강력하게	부착해	소재와	필름을	한	제품처럼	일체화하기	위해서

는	VCM	강판용	접착제가	필요하다.	KCC의	VCM	강판용	접착제는	경쟁사의	일반	투명	접

착제와	달리	용도에	따라	투명,	혹은	유색	안료를	추가해	VCM	필름	표면에	색감을	다채롭

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부착성,	가공성,	열안정성,	작업성이	뛰어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PVC	필름층을	대신하는	맞춤형	접착제를	

개발해	LG전자,	삼성전자,	월풀	등	해외	가전	기업들에	납품함으로써	매출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완성품 속 
결정적 디테일 
  

숨은 KCC 
제품 찾기

완성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을 담당하는 KCC 제품들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완성품의 

품격을 높이는 숨은 KCC 제품들. 

좁은 면적, 내부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사용되어 잘 알지 못하던, 

완성품의 디테일을 높이는 

KCC 제품들을 소개한다.

kcc magazine•2016 october 08·09

KCC 들여다보기미래를 여는 KCC



과연 나는 디테일에 얼마나 민감할까. 맡은 자리의 주인으로서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익숙할 수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 

날카로운 시선이 무뎌졌을 수도 있다. 나의 디테일 감지력을 셀프 테스트로  

가늠해보자.

나의 디테일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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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점검하다미래를 여는 KCC

a

b

c

yes

NO

1mm 오차도 허용 않는 꼼꼼함

예리한 눈을 가진 당신. 관찰력이 뛰어나 이상 징

후를 예감하는 데도 익숙할 것이다. 업무를 처리

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감지되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 같은 예민함은 업무를 꼼꼼하고 완

벽하게 처리하는 힘이 된다. 다만 스스로 피곤함

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민감한 면면이 자신

만의 크나큰 장점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디테일

을 보는 습관은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다. 이러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안

정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type

a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중간 지점

섬세함과 대범함을 모두 갖추었다. 디테일을 살

펴야 할 순간과 멀리 바라봐야 할 순간을 빠르게 

파악해 적재적소에 관점을 반영한다. 여기에 섬

세함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업무를 ‘한 번

에 하나씩’ 해내는 습관을 들여보자. 디테일을 보

는 힘은 집중력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문서 검

토든, 현장 관리든, 회의든 지금 이 순간에 몰입

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려 하다 보면 업무를 

섬세하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type

큰 그림을 그리되 디테일에 둔감한 눈

세심하게 챙기는 일에 서투르지는 않은지 돌아보

자. 장대한 그림을 구상하는 데 익숙한 당신이지

만 섬세함은 조금 부족할지 모른다. 먼저 자신만

의 규칙을 세우는 일부터 연습해보자. 가령 물건

과 파일 위치를 정해놓고 사용 후 제자리에 두려 

노력한다거나, 현장을 효율적으로 점검하는 순서

를 철저히 지키는 것 등이 방법일 수 있다. 규칙

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디테일한 업무의 시작점

이다. 일정 기간을 두고 한두 가지 규칙을 세워 

일상화한 뒤 점차 그 규칙을 세분화하다 보면 어

느새 꼼꼼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c

s
Ta

R
T

주변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데 능하다.

물건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걸 즐긴다.

단기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데 

익숙하다. 

보고서 작성 시 

맞춤법에 민감하다.

가까운 지인 중 

멘토가 있다.

할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중간중간 

점검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처리하는 

편이다. 

동료 및 친구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있다.

복습과 점검을 

습관화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여러 번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마음에 드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일에서 

손을 놓지 않는다.

긴장감을 

즐기는 편이다.

대화 시 내용뿐 아니라

목소리와 표정까지 

살피는 편이다.

동료의 스케줄과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다.

회의나 토론에 

적극 참여한다.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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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n KCC꿈을 이루는 KCC

미래 산업의 좌표,
KCC 전기·전자 소재에서 찾다 

얼마 전 출시된 전자제품의 성능이 또 개선되어 금세 신제품이 출시되곤 한다. 이처럼 발전 

속도가 빠른 전기·전자 시장에서 전기·전자제품들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들 

안에 적용되는 소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TV, 컴퓨터, 냉장고 등 

전자기기 속에 숨어 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KCC의 전기·전자용 소재들을 만나보자.

전기·전자 시장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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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섬유

장섬유는 1,500℃ 이상의 고온에서 유리를 녹여 섬유처

럼 만든 필라멘트(Filament)를 표면처리한 10~23㎛ 굵

기의 제품이다. 복합소재로 부품 속에 적용되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의 기능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한다. LCD TV 및 모니터의 백 패널(Back 

Panel)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토목 건축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EMC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반도체를 구성하

는 주요 재료인 실리콘 칩, 와이어, 리드프레임을 외부

의 열, 수분,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 안

에 밀폐하는 봉지재다. 휴대폰, 냉장고, TV 등 일반 가

전제품과 산업용 장비,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쓰이는 대부분의 제품에 사용된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첨단 기술력이 반영된 전자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EMC의 수요

도 증가하는 추세다.

AM

세라믹에 금속을 접합하는 기술인 AM(Alumina Metalizing)은 세라믹과 금속을 

일체화해 전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KCC의 VI(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 튜브(Ceramic Tube)는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KOTRA가 주관한 

세계일류상품에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VI는 고압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절연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송·배전 시스템과 풍력 발전 시스

템, 전기자동차 충전소, 고속열차 등에 적용된다.

LEB

에폭시 수지 기반의 반도체용 접착제인 LEB(Liquid 

Epoxy Bond)는 반도체의 칩을 기판에 부착해 전기적

인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

기 내 반도체 부품인 D-RAM, NAND에 적용되며 접착

력이 높고 내열성과 내수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DAF

DAF(Die Attach Film)는 반도체의 칩을 보호하고 반도

체를 기판에 접착하는 필름 형태의 접착제다. 액상 접

착제와 마찬가지로 회로가 인쇄된 칩을 기판에 부착하

며 칩을 다단으로 적층하는 공정에 사용된다. 전자기

기 산업이 성장하면서 특히 USB, SD 같은 카드류 분야

에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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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금속과 세라믹으로 절연성을 높이는 AM

세라믹과 금속을 접합해 제조하는 AM(Alumina Metalizing) 제품은 메탈라이즈드 세라믹

(Metalized Ceramics)과 브레이즈드 세라믹(Brazed Ceramics)으로 나눈다. 메탈라이즈드 세

라믹은 알루미나 세라믹(AI₂O₃)의 표면에 금속을 코팅해 세라믹과 금속이 접합될 수 있게 하며 

전기·전자용 절연 부품의 핵심 소재로 활용한다. 브레이즈드 세라믹은 메탈라이징이 완료된 

세라믹과 금속을 진공 환경에서 특수 공구를 이용해 열처리(약 800℃)해서 접합한다. 

AM 제품은 전기가 통하는 금속과 전기를 막아주는 세라믹이 만나 소형화되어 가볍고 얇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밀성이 높아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오염물질 침투를 막아 어떠한 환경에서

도 부품을 보호한다. 즉, AM 제품은 금속과 세라믹이 일체화를 이뤄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AM 제품의 이러한 특성은 소형화, 다기능화, 복합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며 그 적용 분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03

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반도체를 보호하는 고부가가치 소재, EMC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반도체의 주요 구성 요소인 

실리콘 칩, 와이어(알루미늄, 구리, 금), 리드프레임(또는 기판)을 열, 

수분 등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봉지재다. 

오늘날 반도체 칩이 가혹한 사용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도로 발전한 EMC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는 용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구조를 띠

는데, EMC도 이러한 조건에 맞게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KCC는 1985년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보호 봉지재 EMC를 개발해 

상용화하며 메모리 반도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종류의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전자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용, 가전용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

차, 의료기기용, 모바일 기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EMC 수요가 대

폭 증가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안정적인 품질의 고성능 EMC가 요

구되는 지금, KCC는 국내 점유율을 향상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

하기 위해 첨단 EMC 기술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높은 신뢰성으로 다양한 고객을 보유한 LEB

LEB(Liquid Epoxy Bond)는 에폭시 수지 기반의 반도체용 접착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에폭시 접착제(Epoxy Adhesive)로 불린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메모리 반도체인 

D-RAM, NAND의 내부 기판에 칩을 접착하는 역할을 한다. 회로가 인쇄된 칩과 기판을 

부착해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LEB는 강한 접착

력이 필요하며 높은 열과 습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만 전자기기의 성능이 오

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KCC는 모바일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다. 수년 간 안정적으로 LEB 

제품을 공급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함으로써 경쟁력을 인정받

았다. 향후 KCC는 LEB 사업을 다양한 반도체 시장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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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CC 유기소재영업팀 홍준의 사원과 SK하이닉스 이영범 수석,

KCC 유기소재영업팀 김우균 차장. 

SK하이닉스는 모바일과 컴퓨터 등 각종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 현재 세계 2위 반도체 메이커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

는 만큼 까다로운 개발 및 생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KCC의 LEB와 EMC는 나날이 발전

하는 반도체 기술 성능을 뒷받침하며 SK하이닉스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열쇠가 바로 EMC에 있었습니다. 애플 제품에 맞는 반도체 개발의 

성공 여부가 EMC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여러 소재 

메이커에게 제품 개발을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KCC가 불후의 명작 EMC(5900GSP)를 개발해냈습니다. 애플

의 까다로운 요구 수준을 만족한 기업은 KCC가 유일했고, 애플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 KCC의 EMC(5900GSP)가 아주 큰 역할을 했

습니다. EMC(5900GSP)는 현재도 SK하이닉스에서 가장 널리 사

용 중이며 일종의 마법 가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CC가 

일반적으로 건자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재 쪽으로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 기업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영범 수석은 변화 속도가 빠른 IT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반도체 

산업은 신속한 대응과 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 및 진입이 생명이며, 

이는 소재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두 회사의 무한한 성

장을 위해 KCC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력 제품인 범용 패키지의 소재 품질 안정화

를 바탕으로 동종 경쟁 업체를 뛰어넘을 기술과 품질을 확보해 두 

회사의 이익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사와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기술 교류

회를 통해 신소재 개발 전략을 더욱 상세히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소재는 아직까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KCC에서 저희

와 협력해 소재의 국산화에 앞장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당사에 도움을 주신 소재 개발, 제조, 영업 담당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영범 수석의 바람처럼 KCC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

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는 데 KCC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고정하는 구실을 한다.

“LEB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높은 접착력과 열, 습도를 견디는 

신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칩이 기판에서 떨어지면 반도체가 제 기

능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현재 HP나 인텔 같은 글로벌 고객에게 제

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만약 불량이라도 난다면 신뢰를 잃게 되겠

죠. SK하이닉스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에서 인정받은, 높은 

수준의 반도체 신뢰성 레벨을 만족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물속 등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는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이죠. 

특히 KCC의 LEB는 신뢰성과 접착력이 무척 좋아 꾸준히 사용하

고 있습니다.”  

한편 EMC는 반도체 소재를 열, 수분 및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 중 하나다. 휴대전화, 

냉장고, TV 등 일반 가전제품은 물론 산업용 장비, 자동차에 이르

기까지 반도체가 사용되는 대부분 제품에서 EMC를 찾아볼 수 있

다. 이영범 수석은 반도체 생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최종 단계에 적

용되는 KCC의 EMC 기능에 대해 덧붙였다.

“EMC는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보호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반도체

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CC의 LEB와 EMC가 

반도체의 내부, 외부 기능을 모두 책임지고 있네요.”

세계 1위 IT기업을 반하게 하다

이영범 수석은 4년 전 애플 사의 ‘아이폰 5’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일을 떠올렸다. 모바일 제품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애플 사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 

“글로벌 톱 기업이다 보니 품질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해요. 만족

하는 것을 넘어서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들고 가야 관심을 보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선별된 팀원들이 밤낮으로 몰두할 정도로 당시 

SK하이닉스에서 주력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세계 일류 반도체 제조사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력을 뒷받침하다 

SK하이닉스 PKG 개발팀 이영범 수석

반도체 핵심 소재 LEB & EMC

반도체는 IT 산업의 기반이자 핵심으로, IT 기기가 점점 스마트해지

고 모바일화되면서 더욱 고도화한 반도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모바일을 거쳐 컴퓨팅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개

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범 수석은 반도체 개발에서 

LEB(Liquid Epoxy Bond) 및 EMC(Epoxy Molding Compound) 

소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는 여러 소재의 집합체이며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제 기

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재를 제공하는 협력사의 도움이 절대적

으로 중요합니다. 반도체 개발 경쟁에서 핵심 포인트는 소재 기술

력이라고 할 정도로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SK하이닉스는 1980년대 후반 KCC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속

적으로 KCC의 LEB와 EMC를 사용하고 있다. LEB는 에폭시 수지 

기반의 반도체용 접착제로, 반도체 부품 내부에서 칩을 기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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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컬러와 뛰어난 내후성

창호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구획하기 위해 벽체 개구부에 설치하는 창과 

문을 총칭한다. 외벽 구조체로서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 환경을 쾌

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성이 밑바탕을 이루지만 최근에는 건물의 외적 미

관을 담당하는 역할 또한 창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창호는 대부분 표면에 라미 필름, 페인트 등으로 색상을 입혀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의 개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에 

따라 문양이나 컬러가 가미된 창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전주공장 PVC창호개발과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춰 ‘발코니 이중창 252’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창호의 백색 표면을 다

양한 색상으로 연출해 건축물의 벽체 도장 색상과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도록 한 제품으로 외적 미관을 추구한다. 표면에 줄무늬 텍스처를 형

성해 친환경적 감성과 고급 이미지를 부여했고 그린, 그레이, 다크 브라

운 3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구현했다. 기본 색상 외 고객 맞춤형 색상 구

현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이다. 

발코니 이중창 252 제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ASA(Acrylonitrile-

Styrene-Acrylate)수지를 적용한 것. 자외선에 노출되는 창호 표면의 변색

을 방지하고자 고유의 색을 유지하는 분자구조를 지닌 ASA수지를 적용했

다. 기본 원료인 PVC수지와 상용성이 우수한 ASA수지는 ‘2tone 공압출

(Co-Extrusion) 공정’ 과정을 거쳐 변색에 강한 고내후성 기능을 발현한다. 

주원료인 백색 PVC 컴파운드가 메인 압출기에서 압출되어 제품의 기본 모

양을 갖추면, ASA수지는 공압출기에서 용융(溶融)되어 금형 과정을 통해 

제품 표면에 0.5㎜ 두께의 컬러 코팅층을 만든다. 이처럼 전주공장 PVC창

호개발과는 일정 두께의 컬러층을 형성하고, 내후성이 우수한 수지를 사용

해 품질을 향상시켰다. 

2tone 공압출 공정을 통해 생산성 또한 끌어올렸다. 기존 컬러 창호는 

압출 생산 후 필름 래핑 및 도장의 2차 가공을 거쳐야 하지만, ASA수지 

공압출 공정 제품은 압출 공정 1회로 완성되어 작업성이 높아졌다.

발코니 이중창 252 제품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향상을 세심

하게 신경 쓴 면면이 녹아 있다. 일례로 백색 표면 대비 태양열 흡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추가로 공기 방출용 숨구멍을 적용했다. 제품의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축열로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등 제품 변형을 사전

에 방지하고자 고온의 공기 방출용 숨구멍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2장의 

로이유리(Low-e GLASS)를 사용한 기존 이중창과 달리 로이유리 1장만

으로도 뛰어난 단열성능을 확보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창호를 완성했

으며, 무독성 원료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더한 점도 눈에 띈다.

창호에 색(色)을 입히다 
‘발코니 이중창 252’ 개발

건물 전체의 첫인상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창호.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건물의 외적 미관을 강조하는 창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전주공장 PVC창호개발과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한 

‘발코니 이중창 252’ 제품을 개발해 창호 시장에서 또 다른 비상을 예고하고 있다.

Q.  ‘발코니 이중창 252’ 제품 공급 현황과 고객 
반응이 궁금합니다.  

제품 출시 이래 다양한 유통 시장과 특판 아파트 시장에

서 입지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건설의 사

하, 보령, 평택 아파트 시공 현장에 다크 브라운 계열의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타사 제품과 비교

해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 공

정의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 손으로 이뤄지기에 원가를 

절감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Q.  창호 시장 현황에 비추어볼 때, 향후 연구   
방향 및 개발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기존 라미 래핑 제품과 도장 제품에 

비해 손상이나 변색의 우려가 적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어날 전망입니다. 고풍압용인 ‘발코니 이중창 250’ 제품 또

한 외측에 컬러를 구현하고, ‘발코니 이중창 252’는 분할 

입면을 구현할 수 있는 분할형 제품을 개발해 어떤 현장에

서도 우리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라인업을 다양화할 예

정입니다. 더 나아가 표면 또한 단색에서 벗어나 펄이나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해 메탈릭 질감을 구현한, 한층 세련

된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인터뷰

전주공장 PVC창호개발과 
신석필 과장

‘발코니 이중창 252’의 색상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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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CC꿈을 이루는 KCC

상해영업소가 올해 3월 상하이 중심부인 푸둥 신구에 새로이 터를 잡았다. 

사무실에서 내려다보이는 황푸강의 기운찬 물줄기처럼 상해영업소 

직원들도 영업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시하는 

상해영업소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중국 경제 중심지에서 우뚝 선 

상해영업소

China 
SHANGHAI Branch

미래 도시 상하이 푸둥 신구에 위치한 상해영업소

푸둥 신구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부르는 상하이에서도 심장 격인 곳이다. 금융과 무역, 하이테크 산업에서 중국

의 첨단기지를 지향하며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인공지능 운영체계와 사랑에 빠진 한 남

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그녀(Her)>에서 푸둥 신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

다. 작품 속 배경은 가까운 미래의 로스앤젤레스라는 설정이지만 실제 촬영지는 바로 푸둥 신구였던 것. 다양한 

형태의 고층 빌딩들로 이루어진 스카이라인과 발달된 인프라는 영화 속 미래 도시를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그

만큼 푸둥 신구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물류가 발달한 도시답게 푸둥 신구를 끼고 흐르는 황푸강에는 물자를 가득 싣고 분주히 움직이는 배들이 줄을 

잇는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황푸강을 따라가다 보면 독특한 모양으로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내는 빌딩이 보

인다. 바로 KCC 상해영업소가 위치한 해항빌딩이다. 황푸강이 내려다보이는 해항빌딩은 KCC가 중국의 항공, 

물류, 선박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해항그룹과 합작해 신축한 사무 빌딩이다. 상해영업소는 3월 19일 기존 

상하이시 창닝구에서 이곳 푸둥 신구에 위치한 해항빌딩으로 이전했다. 빌딩은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8만 7,395㎡이다. 이 중 6층부터 11층까지가 KCC 소유 자산으로 11층에 상해영업소와 중국법인 영업

본부, 제품 전시실이 있다. 

지사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의 영업본부 역할

상해영업소는 1995년 설립됐다. 당시는 한국 컨테이너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시장 변화와 함께 해외 고

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고객의 요구를 해외 공업 도료 부문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해외 지사 형태로 처음 상해영업소가 들어섰다. 그러다 중국의 도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예측한 KCC가 곤산에 법인을 설립해 도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2002년 기존 상해지사 

조직을 흡수하고 중국 대륙의 영업 업무를 곤산법인이 맡게 되었다. 이후 공장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

면서 발생하는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2004년 10월 상하이로 사무실을 이전해 상해영업소로 조직을 개편

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처해나갔다. 그로부터 상해영업소는 줄곧 중국 화동 지역 고객들에게 도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80여 명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KCC 상해영업소가 위치한 해항빌딩. 

 Branch
China 
SHANGHAI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Interview

상해영업소에는 지사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해온 직원이 많다. 오랜 기간 

영업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다. 중방식영업부의 왕청 부

장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컨테이너 도료 판촉과 기술 지원을 맡아 잠재적 고객들에게 

KCC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존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한다.

“18년간 컨테이너, 선박, 산업용 도료 기술지원부서 등에서 쌓아온 업무 경험이 제품에 대한 

이해와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판촉 업무는 고객을 배려하는 정성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에 관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고객 개개인의 성향과 선택 기준, 

감정 상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세세히 살펴야 하죠. 그래야만 고

객에게 KCC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내가 필요하죠.” 

왕청 부장이 2014년 컨테이너 도료 판촉팀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총 8개 기업과 새로운 비

즈니스 관계를 맺어 KCC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회사의 지지와 고객의 신뢰 덕분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상당 부분 괄목

할 만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왕청 부장은 KCC 상해영업소가 올해 초 상하이 도심지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푸둥으로 

이전한 것도 영업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고객을 만나러 가는 평균 이동 시간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푸둥에는 중국과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 있죠. 푸둥은 더욱 많은 고객과 접촉이 가능하

며 이동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영업 및 판촉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상해영업소가 푸

둥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도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일 수 있죠.” 

왕청 부장은 오랜 기간 몸소 터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가르치면서 전문 직원들

을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사람이 곧 미래’라는 말이 있듯 유능한 직원들이 같은 목표

를 향해 똘똘 뭉쳐 있는 모습이 상해영업소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하다. 전 세계 유수 기업

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국 시장에서 KCC가 상해영업소를 새로운 터전으로 삼아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상해영업소 왕청(王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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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현지화 전략

최근 상해영업소는 중국 내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다방면에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상해영업소 직원들은 기

존 사업군을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하고 저변을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신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우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글로벌 기업 등 기존 고객사들과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돈독히 이

어나가면서 품질과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기업들에게 KCC가 오랜 경

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리며 신규 거래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중·대형 크레인, 휠로더, 굴삭기 등 건설 중장비 기계를 전문 생산하는 서주집단공정

기계유한공사(서공그룹)와 거래 관계를 맺고 KCC 제품을 공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KCC가 비(非)한국계 기업 중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국 현지 기업을 상대로 영업에 성공한 사례이기 때

문이다. 당시 서공그룹은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상해영업소는 곤산법인 기술

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했고,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장 상황에 주시하며 기민한 대응력 키워야

중국 경제 1번지 상하이는 모든 분야의 산업이 고루 발달한 곳이다. 특히 푸둥 신구는 상하이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권인 만큼 수많은 기업이 밀집해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형 시장이 인접해 있다는 것은 고객 접근성

이 좋고 영업력 확대를 위한 최적의 입지임을 뜻한다. 이에 상해영업소는 전체 도료 유형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면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 PCM, 자동차 등 기능성 도료 부문의 영업력 확대에 집

중하고 있다.

컨테이너 도료의 경우 시장 파고에 따라 매출 변동이 크다. 물동량이 많으면 컨테이너 산업도 활황 기류를 타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 도료 시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항상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

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 다면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정부의 주

도적인 환경 정책으로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하

이에서 컨테이너 도료 분야는 이미 법제화 단계에 이르러 2017년 4월 1일부터는 모두 수용성 도료를 적용해야 

한다.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모든 산업 분야로 환경 관련 규제가 확대 강화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상해영업소

는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면서 본사와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통해 KCC 중국 사업의 

한 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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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ssue꿈을 이루는 KCC

여주공장은 1988년 판유리 1호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꾸

준히 설비를 늘려 2015년 기준 1일 1,200톤을 인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생산 규모의 7호기를 포함해 현재 총 5개의 판유리 라인을 운

영하고 있다. 일반 건축용부터 자동차용, 산업·가전용 등 두께 

1.1~25㎜의 다양한 유리를 생산하는 한편 태양열 흡수가 높은 고

기능성 색유리 생산 라인, 고품질 자동차용 앞유리 생산 라인, 

여주공장

탄탄한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유리 시장을 선도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리를 생산하는 여주공장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유리 신제품 개발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단위 생산 공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 여주공장장 김익동 상무

건축용 유리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 용량을 극대화한 라

인 등 특화된 생산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2005년 가동을 시작한 

코팅유리 라인은 판유리 원판 표면에 수십~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다층 박막을 통해 유리에 다양한 색상을 부여해 건축물에 아름다

움을 더하며, 여름철 태양열선 차폐 및 단열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

너지를 절감하는 고기능성 코팅 유리를 생산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KCC 판유리

국내 판유리 시장은 중국,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

품의 유입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주공장은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연소 기술을 확보했으며, 1일 1,200톤

을 인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응하고자 여름

철 자동차 냉방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열선 흡수 성능을 극

대화한 솔라유리(Solar Glass)와 프라이버시(Privacy) 계열 유리

를 개발해 성능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고품

질 자동차 유리 양산 설비도 갖췄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과감한 투자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해온 여주공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전을 면

치 못해 생산량을 줄이는 여타 업체들과 달리 시장 요구에 한발 앞

서 대처하며 시대에 따른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KCC 코팅유리,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다

판유리에 나노미터 두께의 박막을 여러 층 코팅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코팅유리는 우수한 코팅막 디자인 능력과 높은 생산 기술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다. 여주공장은 끊임없는 혁신과 불굴의 노력

으로 코팅유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코팅유리 생산 라인에서는 유리의 단열 성능을 높여주는 로이유리 

(Low-e GLASS) 제품과 여름철 태양광선 차폐 및 겨울철 단열 성

능을 최대화한 복합기능성 로이유리 e-MAX 제품을 생산해 건축

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e-GLASS HD(Hard and Durable) 제품의 경우 

높은 성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내구성으로 취급이 수월해 코

팅유리 취급 전문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판유리 가공 업체에서도 사

용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로이유리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공정 혁신으로 수율 및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가동 

초기 연간 200만㎡의 생산 능력을 500만㎡로 약 2.5배 이상 높이는 

등 최고의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기술력에 

기반한 품질과 원판 유리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단열 성

능을 높인 로이유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2017년 

패시브 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 하우스** 보급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에너지 사용량을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코

팅유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여주공장은 세계 일

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인 1,000만㎡ 

생산능력의 2호기를 준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설 예정인 2호기는 더 다양한 재료로 더 많

은 코팅층을 적용할 수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단열 제품

과 대형 빌딩에 적용되는 고차폐 제품 등 고성능 고품질 제품을 생

산해 코팅유리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여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솔라유리와 프라이버시 유리, 코팅

유리 등은 자동차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

의 친환경 정책에 매우 부합하는 제품이다.

여주공장은 코팅유리 부문에서 고성능 건축용 제품, 자동차용, 산

업용 코팅유리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며 미래 시장을 선도하

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유리 부문 역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제조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

론 자동차 유리 트렌드에 맞춘 고품질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해나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설비와 세

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 끊임없이 혁신하는 KCC 여주공

장.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업계 선두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더욱더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소프트 로이유리와 하드 로이유리의 장점을 결합한 e-GLASS HD. 

여주공장 전경.

*패시브 하우스 첨단 단열공법을 통해 난방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건축물. 기존 건축물 대비 67%의 에너지 손실을 절감한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의 단열 성능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사용한 100%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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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Report꿈을 이루는 KCC

 KAC는 품질, 기술, 납입 전 부문에 걸쳐 ‘5 Star’ 등급을 획득했다.

KAC, 최고의 협력사로 인정받다

현대·기아차는 부품 협력사의 품질 향상 인식을 높이고 품질 우수

기업을 평가하고자 2002년 ‘Quality 5 Star 제도’를 도입했다. 협

력사를 품질, 기술, 납입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구매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력사 입장에서는 경쟁

사보다 더 좋은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본 제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5 Star’를 획득하면 

고객사로부터 ‘가장 우수한 협력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셈이다. 

평가는 품질, 기술, 납입 3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일회성 평가가 

아닌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 5 Star’는 품질경

영시스템 평가와 실적 평가로 나뉘는데,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해 연간 품질 실적평가 점수와 합산한 뒤 그해 말 결

과를 발표한다. ‘납입 5 Star’는 납기 준수율 등의 실적 점수를 집

계해 매년 연말에 등급을 발표하며, ‘기술 5 Star’는 매 1회 심사를 

거쳐 연말에 등급을 발표한다. 

KAC는 2006년 납입 부문과 기술 부문에서 5 Star 등급을 획득하

고, 2008년에는 ‘품질 5 Star’까지 획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

고 있다. 기술 부문은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자동차 안전유리연

구소를 설립해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2006년 ‘기술 5 Star’ 운영 

초기부터 5 Star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고, 3개 부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품질 부문 5 Star 인증은 2008년에 획득하여 전 부문 

5 Star 인증을 달성하였다. 

현재 품질, 기술, 납입 3개 부문 모두 ‘5 Star’를 획득한 협력사는 

현대·기아차 협력사 300여 개 가운데 KAC를 포함해 10여 개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 ‘Quality 5 Star 제도’는 그만큼 절차가 까

다로운 인증 제도로, ‘5 Star’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곧 최고의 품질

과 기술, 생산 능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차별화한 기술과 품질로 고객사를 만족시키다

‘5 Star’ 인증과 획득 점수는 기업 홍보 효과뿐 아니라, 현대·기아

차의 신차 부품 공급업체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기아차

는 품질, 기술, 납입 부문 ‘5 Star’ 점수를 바탕으로 품질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품 공

급업체를 선정한다. 

KAC는 2008년 이후 3개 부문에서 ‘5 Star’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5 Star’ 등급은 단기간에 일부 직원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KAC가 2001년 공장 설립부터 생산 공정 및 각종 검사

기기의 자동화, 주요 공정에 Fool Proof 장치 적용 등 제품 불량 

차단 활동, 관리 전산화 및 자동화 시스템 등 선행적인 공정과 품질 

및 물류 관리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온 결과다. 

‘Quality 5 Star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등급이 박탈된다는 것이다. ‘품질 5 Star’는 리콜 등의 

중요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기초질서를 위반한 경우 등급이 박탈된다. ‘납입 5 Star’는 협력사 

귀책에 의해 자동차 조립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등급이 박탈

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항이 많다 보니 ‘5 Star’ 등급은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더해 협력사 간 경쟁으로 

고객사의 평가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KAC는 최고 등급을 획득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정 및 검사 

자동화를 통한 차별화된 품질 수준으로 ‘고객 불만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앞선 기술로 고객 만족을 실

현하고 Quality 5 Star 전 부문에서 ‘5 Star’ 등급을 유지하고자 최

선을 다할 것이다. 

현대·기아차 Quality 5 Star 등급의 
자동차 유리

현대·기아자동차 ‘Quality 5 Star 제도’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품질보증서’로 통하며 주목받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글로벌 톱 5’ 수준에 오르면서 품질보증제의 공신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KAC는 품질, 기술, 납입 등 전 부문에서 ‘5 Star’ 등급을 취득, 유지하며 최고의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는 협력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세계적 품질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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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현장 속으로꿈을 이루는 KCC

NEW STAY 1호 현장, 의미 깊은 행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부담은 증가

하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NEW 

STAY’다.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했지만, NEW STAY는 특정 조건 

없이 입주가 가능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

으며,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거 형태는 도

시형 생활주택으로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

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산층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대한 정책

에 KCC건설이 함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도시형 생활

주택의 시공사로 이름을 당당히 올린 것이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

주택은 대지면적 3,690㎡(약 1,116평), 연면적 2만 114㎡(약 6,085평), 

2개 동 지하 2층~지상 20층, 총 293가구로 구성되는 원룸형 주택

이다.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이며,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각각 설치되고 욕실 과 

부엌,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련된다. 2017

년 7월 준공 예정이며, 현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할 경우 

‘NEW STAY 1호 준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주목을 한 몸

에 받고 있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메트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과 가까워 젊은 2~3인 가구가 많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

근 여의도와 강남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구로 G밸리(서울디지털

(왼쪽부터) 김영선 대리, 이현 사원, 전지훈 과장, 최영준 대리, 

조영욱 차장, 신교용 차장, 임환규 사원, 이창훈 대리, 최수영 대리.

KCC건설이 주거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NEW STAY(뉴 스테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다. 2017년 NEW STAY 1호 

준공을 목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KCC건설을 조명한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산층 주거 안정을 실현하다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장에서는 거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중

산층의 주거 혁신을 선도했다는 좋은 선례로 남길 바라는 마음으

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골조공사, 습식공사, 내장목공사, 전기 및 설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내부 내장목공사와 습식공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절기 전 완벽하게 마무리해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를 예

방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능동적 자세로 완성하는 ‘책임공사’

책임공사의 밑바탕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직원

들의 힘이 자리한다. 이미 짜인 판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좀 더 효율적인 판으로 바꿔가며 책임공사를 이끄는 것

이다.  

“입주민이 최장 8년간 임차할 수 있지만, 수시로 입주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8년 뒤 현재와 다른 형태의 주거 공간이 트렌드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에는 기

둥과 슬라브(Slab, 바닥)로 하중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

습니다. 아파트 내 콘크리트 벽체를 대신해 경량 칸막이로 계획 시

공함으로써 새로운 주거 형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공기 준수, 품질 확보, 무사고 현장을 이끄는 원천은 바로 중요 포

인트에 집중하는 자세다.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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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조영욱 소장. 직원들이 공정, 품질, 원가, 안전, 환경 등  

5가지 포인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이끌고 있다. 

“한 가지만 어긋나도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집중해야 할 이슈를 정확히 인지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예

정된 공정을 잘 마치고, 재시공과 오시공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품질의 중요 포인트는 ‘가구 간 소음 차

단 및 결로 현상 방지’입니다. 층간 소음과 결로 현상으로 발생하

는 곰팡이 등 입주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지요. 안전의 중요 포인트는 ‘고층부와 옥상의 안전 관리’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18층까지 진행되었는데, 고층과 최상층 옥상 구

조물의 작업 난도를 고려해 철저한 안전 관리로 추락 및 낙하사고

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 포인트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현장 운영 또한 돋보인

다. 현장 인근에 아파트가 위치해 소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골조(철근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는 알루미늄 폼의 드롭

다운 시스템을 적용했다. 보통 거푸집 해체 시 알루미늄 슬라브 폼

을 천장에서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드롭다운 시스템은 빔 위에 알루미늄 패널을 얹는 방식으

로 거푸집을 만들고, 거푸집은 빔을 일정 높이까지 하강시켜 그 위

에 거푸집을 거치한 후 해체하기 때문에 거푸집이 직접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 소음과 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 

조영욱 소장 

Q.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가장 궁

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 ‘고객 만족과 무사고 현장 달성’입니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은 NEW STAY 1호 준공 현장으로 언론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의 품질 관리로 고객 만족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철

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업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도출

하고 예방하는 한편, 자율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외부 전문기관과 위험 요소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소통하면서 능동적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현장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부탁합니다.

A.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신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의 차이가 명품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 직원들의 관심이 필

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까지 공기 준수, 품질 확보, 무사고 현장을 이끌어준 모든 직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Mini Interview

건축물 기초의 지지력은 안정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다. 건축물의 기초는 연약한 지반을 지나 

연암 및 경암층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의 규모와 지반 상태에 따라 그에 적합한 기초 

지지 형태가 결정된다. 특히 파일(pile) 공법은 지지층이 깊게 형성된 경우에 주로 적용하는데, 건

축물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기둥을 통해 기초에 전달되고 기초에 전달된 하중은 파일을 통해 

지지층에 전달된다. 

KCC건설은 연약 지반의 기초 보강과 원가 절감을 위해 Smart pile을 적용해 건축물의 기초 강성 

증대와 변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Smart pile은 천공 후 굴 착공 하부에 남아 있는 잔류토 슬라임

과 파일 지지층의 이완에 따른 지지력 감소를 개선하고자 개발되었으며,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에도 Smart pile 공법을 적용했다. 파일 하부에 봉 형태의 철강 제품인 강관을 부착한 

뒤 파일을 뚫어놓은 굴에 넣어 못을 박듯 위에서 두드려 지반에 파일을 심는 공법이다. 파일 최하

단의 슬라임을 관통해 심기 때문에 파일 하부의 지지력이 기존 pHC(prestressed High-

strength Concrete) pile 공법보다 3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시공 수량을 줄일 수 

있어 공기 단축은 물론 원가 절감에도 탁월하다.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 
파일 하부의 지지력을 극대화하는 Smart Pile 공법

View Point

01 KCC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조감도. 02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 이슈를 확인하는 KCC건설 직원들.

01 02

NEW STAY 1호 준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

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대림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 직원들

의 철저하고 꼼꼼한 업무 자세가 현장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바로 이곳이 KCC건설 역사에 의미 있는 획을 그을 현장

이 되리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Smart pile 공법.

시멘트밀크 경화 후 파일 하부의 지지력

[pHC pile] [Smart pile]

지지력 극대화

시멘트
밀크

슬라임

이완영역 이완영역

슬라임

시멘트
밀크



김희옥 사외이사께서는 오랜 기간 법조계와 공직

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사회로 법

이 모든 공사생활의 기본 규준인데, 그렇다면 법은 무엇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40여 년간 부장검사, 대검

찰청 검사, 검사장,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

학교 총장,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규범이 지배하는 공직

에서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혁신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두 달 반 정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법을 해

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에서 일해왔죠. 

저는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해야 합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

면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에는 법규범뿐 아니라 종교규범, 도덕

규범, 관습규범 같은 사회규범도 있습니다. 법규범과 다른 사회규

범의 구분점은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법규범이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것이죠. 

만약 법에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법은 도

덕규범 가운데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 아래 모든 공사생활과 경제활동, 

문화활동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제질서 

원칙은 헌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기업활동 같은 경제활동은 법의 원칙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규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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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경제영역에서 경제활동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

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개인

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 및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

다. 다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경제상의 자유 및 창의를 존중하고, 분업에 의해 생산

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가격체제의 수요-공급 관계에 따라 분배합

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

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혼합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의 자

유, 사적 이익의 추구가 그 기본입니다. 

다만, 경제주체의 활동을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의 실패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재와 기본재의 공급을 개인의 경

제활동에만 맡겨두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에 경제 관련 규제 및 조정은 시장과 국가 간의 

이러한 원리를 확인해 규정한 것입니다.

KCC는 발명과 창의활동을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

권 등 지식재산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기업의 지

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

한 첨예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

로 자리 잡은 지적 창작활동을 국가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

산기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

로 법규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강력한 규제법안의 시행으로 법과 원칙에 관심이 고조된 지금, 기업 역시  

준법정신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다. KAC 김희옥 사외이사를 만나 법과 원칙이 지닌 기본 가치 및 김영란법 

시행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법규범 안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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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김희옥 사외이사.

함께 나아가는 KCC



KCC Magazine•2016 October 34·35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100만 원 이하 금

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

록 한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처

벌받게 되나요?

누구든 법에 규정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벌 또

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이

러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므로 민

간 회사의 직원들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접대

문화 등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우

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전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회 분위기를 근본적인 의식에서부터 공

정하고 정의롭게 고양하고 개선할 수 없습니다. 민생 위축에 대한 

우려는 차근차근 개선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깨끗한 사회

를 만드는 것은 비단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후손

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기

반을 닦아두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 결단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스스로 투명한 사회

를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발

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

요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 자유 및 창의 존중이 기본인 시장경제를 바탕으

로 합니다.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보장하므로 창의적인 경제활동에는 아

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을 제외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우리 모두 경제활동 보호와 

조정에 관한 법규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에 나

설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ㆍ면제 직무

■ 채용ㆍ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ㆍ탈락 직무

■ 각종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 직무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ㆍ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관련 직무

■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 등 관련 직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많은 법률을 통해 

저작자와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

이 뜨겁습니다. 법의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

인 접대문화 등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

본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교육 종사자, 언론 종사자 등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청탁

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

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

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및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로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각급 학교

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골자입니다. 부정

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

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됩니다. 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바, 직무 관련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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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KCC>가 사우 가족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드립니다. 

참가 신청은 사보 이메일

(sabo@kccworld.co.kr)로 보내주세요.   가족 사랑을 아로새긴 행복한 식탁

아산공장 상재기술과 주광희 대리에게 주말은 더없이 소중하다. 

집은 대전에, 회사는 아산에 있어 주말에야 여유롭게 가족과 시간

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중에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주말

에만 세 식구가 모이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아이와 마음껏 놀아주고 맛

있는 도시락까지 선물하려고요. 아내와 아이가 좋아하겠죠?” 

세 식구의 사진으로 꾸민 현관에서부터 화목함이 묻어나는 러브 

하우스. 주광희 대리가 도시락을 건네자 아내 노연정 씨가 활짝 웃

는다. 

“미리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도시락을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평소에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챙겨줘

요. 임신했을 때 남편이 도시락과 아이스크림 등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사다 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생후 7개월이 된 윤찬이도 오늘을 기다렸는지 생글생글 웃는다. 

똑 닮은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 식구는 ‘사슴 가족’으로 통한

다. 서로 ‘사슴’, 혹은 ‘밤비’라는 애칭으로 부를 만큼 사랑이 한껏 

묻어나는 가족. 한창 육아의 기쁨을 누리는 부부는 잘 자라주는 윤

찬이가 그저 고맙다.  

“윤찬이가 잘 웃고 순해서 육아 일손을 덜어주고 있어요. 수면 교

육도 잘 따라주고 이유식도 잘 먹고요. 벌써부터 효도하는 착한 아

들이에요.”

갈비와 닭고기, 오리고기와 각종 반찬이 푸짐하게 담긴 도시락을 

개봉하자 “제가 다 좋아하는 반찬들이에요”라며 아내 노연정 씨

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반찬 하나를 집어 서로의 숟가락에 

올려주는 다정한 모습에 어느새 집 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돈다. 

주광희 대리가 능숙한 손길로 윤찬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에

서도 행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참 든든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내 편’이 있다는 게 이

토록 벅찬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순도순 식사하는 평범한 시

간이 참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어주는 것. 마주하는 눈빛

에서, 소담스러운 밥상 앞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세 사람. 이들의 

가족 앨범에 또 어떤 행복이 아로새겨질지 궁금하다.

01 편안하고 오붓하게 푸짐한 도시락을 즐긴 주광희 대리 부부. 
02 서로 반찬을 입에 넣어줄 때마다 부부의 입가에 미소가 퍼진다. 
03 아들 윤찬이와 놀아주며 육아의 기쁨을 나눈 주광희 대리.

“또 하나의 예쁜 추억을 만든 시간이었어!”

From. 아내 노연정 씨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서슴없이 달려와줘서 

늘 고마워. 도시락으로 특별한 추억까지 더해주니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 당신이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더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

도록 노력할게. 앞으로 윤찬이가 크면 셋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면

서 즐거운 추억을 쌓자. 여보, 사랑해!

Thank you message

03

어느 주말, 세 식구의 평범하던 점심 밥상이 특별하게 차려졌다. 아산공장 상재기술과 주광희 대리의 가정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깃든 도시락이 배달된 것이다. 아내와 아들에게 선물한 특별 도시락으로 가족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진 집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선물하는 

꿀맛 같은 주말

편안하고 오붓하게 푸짐한 도시락을 즐긴 주광희 대리 부부. 

01 02

03



[기획 연재] 조직 행동 이론 ❹ 선택적 지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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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듣고 싶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 가치관 등 기존 인지체계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선택적 지각 오류’라고 한다. 

자신만의 기준에 의존해 정보를 수집하는 선택적 지각 오류는 인간관계에 

편견을 유발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글/ 정재학(<비즈니스를 위한 법칙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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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한 경영 지식과 이론이 필요합니다. 사보 <KCC>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조직의 체계를 튼

튼히 하는 조직 행동 이론 6가지를 매월 하나씩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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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지각 오류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과 다트머스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축구 경기 시청 실험이다.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두 대학 간 축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느 쪽이 반칙을 많이 했는지 알아보라는 과제를 냈다. 두 학교의 

반칙 횟수는 같았지만 학생들은 상대 팀의 반칙을 더 많이 발견했

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주관적인 판단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느 회사의 

전년도 실적이 부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각 부

문의 관리자가 모여 데이터를 분석하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

안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각 부서의 입장에서 나온다.

똑같이 보고 정반대로 판단하다

선택적 지각 오류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부서 간 편견을 갖게 해 소통에 장벽이 생기게 하고 생

산성도 떨어지게 한다. 이런 상황이 심화하면 경쟁사보다 회사 내 

다른 부서를 더 경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선택적 지각 오

류가 심해질수록 조직 내 소통은 줄어들게 되고, 소통의 부재가 오

래될수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타 부서를 불신하는 분

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부서 간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높아진다. 

회사와 조직의 규모가 거대해져 한때 ‘공룡’으로 묘사되기도 했던 

GE는 조직 내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을 확대해 위기

를 극복했다. 

당시 GE의 CEO였던 잭 웰치(Jack Welch)는 조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계층이

나 분야, 지역에 제한 없이 특정 업무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이 회

사 외부에 모여 업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할 아이디어를 교

환하는 제도다. 마을 회의처럼 자유롭고 거침없는 분위기에서 토

론하는 형식인 타운 미팅을 통해 부서 간 편견과 장벽을 없애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듣고 싶은 말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택적 지각 오류

?

? ?

?

? ?

의사결정에서 공간과 소속의 벽을 허문 GE는 부서 이기주의나 개

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적 지각 오류에서 벗어나 회사의 문제를 

더욱 정확히 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도 이룰 수 있었다. 잭 웰치는 “타운 미

팅은 조직과 세대의 벽을 허무는 도구이자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이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해 

GE식 타운 미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라

사람들의 선택적 지각 오류는 ‘후광효과’나 ‘스테레오타입

(Stereotype)’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후광효과는 어떤 대

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

면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을 거라고 지레짐작해 그 사람을 판단하

는 것이다.

스테레오타입은 후광효과와 반대로 어떤 집단의 대표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집단에 속한 개인까지 부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은 교육 수준이 낮다’거나 ‘여성은 

소극적이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집단에 속한 개인을 판단한다. 평

균 수치는 어떨지 몰라도 개발도상국 국민 중에도 똑똑하고 위대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매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도 많다. 

일부분 혹은 전체의 특성으로 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선

택적 지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지각 오류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

람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듣는 객관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온라인상에 소통 창구를 구축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는 방법 등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수는 없다. 가끔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

야 하고 듣고 싶지 않는 것도 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진정한 소통

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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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협업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나 성과를 창출할 때 특정인의 영웅적인 역할

을 기대한다. 최근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인류의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

는데, 우리는 이러한 영화 속 영웅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곤 한

다. 하지만 <이노베이터>에 등장하는 디지털 혁신가들은 혼자서만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과 협업한다. 창의적

인 천재가 혁신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뛰어난 엔지니어가 개

념을 구체적인 장치로 구현해낸다. 저자는 “모든 창조와 혁신은 

한 명의 위대한 혁신가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탄

생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많은 기업을 상대로 경

쟁한다. 기업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고객 만족과 기업 이윤 극대화

라는 목표는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기업의 목표를 잘 이해한, 열정적인 사람들

이 모여 협업해야만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천재들의 디지털 혁신에서 
발견한 협업의 중요성

월터 아이작슨 <이노베이터>

<이노베이터>는 184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디지털 역사를 되짚어보며 디지털 혁신을 이끈 혁신가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천재라 부르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성공 노하우가 있다. 바로 협업이다. 디지털 혁신은 

특별한 한 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아닌, 많은 팀원과 협업으로 이뤄졌다. 혁신을 이룬 천재들의 

일대기 속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글/ 경기북부영업소 3TOP과 곽정현 사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성은 협업 과정에서 발휘된다는 점

이다. 혁신은 고독한 천재의 머리에서 전구가 반짝 켜지는 순

간보다 팀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노베이터>의 생명줄

곽정현 사원이 평가한 <이노베이터>는?

지식성

감성성

오락성

참신성

실용성

사람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리더십

<사람을 남겨라> 저자 정동일, 북스톤 

카리스마로 무장한 리더가 조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구성원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몰입하게 해주는 

리더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의 모든 성과는 결국 ‘사람’이 이뤄내는 것. 

<사람을 남겨라>에서는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고, 키우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오늘날 리더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성장’과 ‘육성’이다. 리더십은 스타일이 아니

라, 리더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추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자 능력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달성하게 하는 데 있다. 리더는 자신만의 렌즈로 현실을 재해석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조직에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수행 시 직원들이 부족한 부

분을 채울 수 있도록 훌륭한 비서 노릇을 해야 한다.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과제와 목표를 설정해주

고, 이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발전시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직원을 

성장시키는 리더는 그들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추천자 

이정대 중앙연구소장

KCC인이 추천하는 책갈등을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하라 

혁신을 향한 협업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부딪쳐 융화하고 발전해야만 다수가 납

득하고 만족할 만한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

에는 다양한 견해와 그 속에서 파생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문과 예술도 마찬가지다. 전혀 다른 경향과 학파가 팽팽하게 대

립할 때 비로소 철학과 사상, 예술이 꽃피곤 했다. 예를 들어 동양 

사상에서 맹자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여겼고, 순자

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바라봤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관이 

있었기에 춘추전국시대에 철학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 극사실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

여주려 했고, 팝 아트는 비유와 풍자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문화를 

미술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이처럼 혁신에는 다양한 

견해와 그 속에서 파생된 갈등이 필요하다. 

KCC의 발전과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려면 구성원 간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작은 것

부터 협업해 다양한 견해를 모은다면 성과를 쌓아올리며 큰 변화

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사람을 남겨라> 독서를 희망하는 사우에게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사보 이메일(sabo@kccworld.co.kr)로 신청해주세요.(감상문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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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씨씨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부문에서 브랜드 보조 인지도, 선호도, 사

용 경험, 품질 만족도, 향후 사용 의향, 신뢰도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여러 경쟁 업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소비자가 가장 선

호하고 신뢰하는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KCC가 론칭한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로 고객 니즈

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분석해 3가지 패키지 인테리어 콘셉트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투명한 견적 제공은 물론 상담, 시공, A/S까지 원스

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과 판교, 분당, 경남 창원,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전국의 주요 지역 16곳에 전시판매장을 출점해 언

제 어디서든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B2C(Business to Consumer)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전시판매장은 오가닉, 소프트, 트렌디 등 세 가지 인테리어 스타일을 제

공하며 각 스타일마다 안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집 안 모든 공간을 실

제처럼 모델 하우스 형식으로 꾸며놓아 완성된 모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구비한 것은 물론, 인테리어 전

문가인 인테리어플래너가 상주해 상담부터 견적까지 관리하는데, 이러

한 강점이 이번 1위 선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홈씨씨인테리어는 8월 22일 업계 최초로 홈씨씨인테리어 인터넷 홈페

이지와 모바일 사이트 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쇼룸을 선보이

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시판매장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의 ‘VR 쇼룸’

을 통해 전시판매장을 마치 현장에서 둘러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와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국 전시판매장 등 홈씨씨인테리

어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로 1등 브랜드의 위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본사 성지현 주재기자

청탁금지법 관련 전사적 설명회 개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회가 준법지원팀 주관으로 열

렸다. 이번 설명회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전 임

홈씨씨인테리어, 2016 1등 브랜드 선정
KCC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인테리어가 한국브랜드경영협회

(KBMA)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인테리어 부문 1등 브랜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한국리서치의 소비자 직접 조

사를 통해 대한민국 소비자의 브랜드 관련 인식과 신뢰도를 부문별, 업

종별로 파악하고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을 조사 및 지수화하는 평가 제도다.

직원이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 수행 중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KCC 설명회는 전 사업장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해 임원 및 부서장, 팀

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CC건설은 자체적으로 9월 8일부터 이틀간 

본사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7개 지역에서 현장 소장 및 책

임자를 대상자로 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부정청탁 금지 관련 규정, 금

품 수수 금지 관련 규정,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다뤘다. 또한 구체적

인 법률 규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가상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제공해 임직원의 이해를 도왔다. 설

명회를 마친 후에는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법 행위를 한 임직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

사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에 준법지원팀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내 

프로세스 관리 프로그램(옛 BPA시스템) 내 ‘준법프로그램 질의/신고

서’를 통해 사전 문의 후 업무에 임할 것을 권했다. 준법지원팀은 이번 

설명회 내용을 교육 자료로 제작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으며,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법지원팀 김동건 대리

 
대죽공장, 서산시 에코도리(Eco-道理)상 수상 

9월 8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9월 시정발전 유공시민상’ 시상식과 함께 

2016년 ‘에코도리상’ 시상식이 열렸다. 에코도리(Eco-道理)란 ‘환경

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이다. 

에코도리상은 서산 지역에 있는 기업 가운데 폐기물 재활용 우수 사

업장 2개소(1,000톤 미만 사업장 1개, 1,000톤 이상 사업장 1개)를 선정

해 시상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명우 대죽공장 관

리이사가 참석해 이완섭 서산시장으로부터 상장을 받았다.

대죽공장은 1,000톤 미만 사업장 중 재활용률을 높인 재활용 우수 사

업장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2014년 30%였던 폐기물 

재활용률을 2015년 58%로 높였는데, 1년 사이 폐기물 재활용률을 약 

28%포인트 끌어올린 노력에 대한 결과였다. 

대죽공장은 폐기물과 폐수를 줄이고자 안전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직

원이 힘을 합쳐 다양한 폐기물, 폐수 공정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 등 최

선을 다하고 있다.

대죽공장 송아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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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영업소, 지역 외벽 재도색 사회공헌 활동 실시

9월 10일 성남영업소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3동 일대에 있는 낙후된 주차장과 놀이터의 외벽을 재도색

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성남시청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았으며, 성남영업소 직원 총 21명이 참여했다. 

주차장과 놀이터의 환경 색채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취약 

지역 및 주민 편의시설물을 개선해 성남시민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KCC를 홍보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회공헌 활

동에 참여한 직원들이 직접 KCC 제품을 사용하면서 KCC에 대한 자

부심과 소속감을 높인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성남영업소 김성녀 주재기자

 

‘KCC 컬러뱅크 2017’ 출시 
KCC가 ‘KCC 컬러뱅크(Color Bank) 2017’을 선보였다. ‘KCC 컬러뱅

크 2017’은 KCC 페인트의 다채로운 컬러 중에서도 건축, 문화,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색상을 엄선해 모은 컬러 가

이드북으로, 지난해 900여 가지에서 100여 개가 늘어난 총 1,084가

지 컬러를 담았다.

1995년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KCC 컬러뱅크’는 

최근 5년간의 컬러 데이터를 모은 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축 

시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컬러 위주로 제작했다. 

이 가이드북은 소비자가 직접 색상을 고르는 DIY용 페인트 시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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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건축 현장에 페인트를 납품하는 대리점까지 KCC 페인트

를 사용하는 모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KCC는 ‘KCC 컬러뱅크 2017’ 2만 부를 9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전국 

KCC 영업소 및 페인트 대리점과 홈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 홈씨

씨인테리어 파트너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해 영업 일선에서 본격 활용

하게 할 계획이다.

‘KCC 컬러뱅크 2017’은 컬러의 명도, 채도 차이를 균등하게 배치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쳤을 때 색상별로 비교하기 편리하다. 이처럼 체

계적인 색상 배열 덕분에 일반 소비자의 선택은 물론, 전문가의 배색

까지 편의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1,084가지 색상을 5개 카테고리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는데,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단계별로 구성한 ‘Gray Scale’ 계열, 사용 빈도

가 높은 색상으로 엄선한 ‘Off White’ 계열, 중간 색조 컬러들이 조화

롭고 풍부하게 그러데이션되어 건축 환경 색채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Core Spectrum’ 계열, 높은 채도의 선명한 컬러들로 생동

감이 넘치는 ‘Accents’ 계열 등이다.

‘Seoul Color’ 계열에는 서울시 품질인증을 획득한 서울시 대표 지정 

컬러 10가지를 수록해 ‘서울색’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서울색 

10가지는 한강은백색, 삼베연미색, 은행노란색, 꽃담황토색, 단청빨

간색, 서울하늘색, 남산초록색, 돌담회색, 고궁갈색, 기와진회색이다.

‘KCC 컬러뱅크 2017’은 색상 유지력이 우수한 KCC의 특수도료를 적

용해 반광택으로 제작되었으며, ‘칼라모아’의 조색 편의를 위해 색상

마다 베이스를 표기해놓았다. ‘칼라모아’는 전국 KCC 페인트 대리점

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기와 측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정

확하게 조색하는 KCC의 건축도료 자동 조색 시스템이다.

KCC는 최신 컬러 트렌드 및 산업 전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컬러 마

케팅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과 전문가가 컬러를 선택하

는 데 큰 도움을 줄 ‘KCC 컬러뱅크 2017’을 통해 KCC는 친환경 페인

트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컬러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데도 지

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본사 성지현 주재기자

 

중앙연구소, 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 실시 

9월 2일 중앙연구소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험실 출입 시 적정 

안전보호구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안전관

리자인 정근호 사원이 선창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좋아!”를 외치면 

모든 직원이 “좋아! 좋아! 좋아!”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전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재해

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중앙연구소는 정기적인 안

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실험 문화를 정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며 성장해나갈 것이다.

중앙연구소 서무부 강현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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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KCC> 10월호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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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퀴즈

•지난 호 정답

01. 모노머

02. 세라믹

03. 프라임 서페이서

04. 분체도료

05. 우븐 로빙

06. 곤산법인

07. 석고보드

08. 차음접합유리

09. 피그말리온 효과

10. 업사이클링 건축

•지난 호 정답자

여주공장 관리부 구지영 사원

전주공장 분체기술팀 문병수 과장

KCC건설 구매부 김완희 과장

KCC건설 울산블루마시티복합시설 서형욱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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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산공장) Wang li ping│KCK (중국 상해영업소) Liang qian│KCB (중국 북경공장) Li juan│KCB (중국 북경영업소) 

Tian juan│KCG (중국 광주공장) Yuan rui kai│KCG (중국 광주영업소) 한은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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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을 굴(屈)’은 나가려고(出·출) 몸(尸·시)을 구부

린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다. ‘손가락 지(指)’는 손

(手·수)으로 맛(旨·지)을 볼 때 쓰는 것을 가리킨

다. 이 두 글자를 합쳐 문자 그대로 풀면, 손가락을 

구부린다는 뜻이다. 하나, 둘 세기 위해 손가락을 

굽히면 많고 많은 대상 중에서 뛰어난 것을 손가락 

안에 꼽게 된다. 

굴지(屈指)는 많은 것 중에 특별히 뛰어난 것을 손

가락으로 꼽을 수 있게 가려낸 것을 뜻하는 말이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 ‘국내 굴지의 스타’ 등 주로 신

문이나 뉴스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나 인물을 소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달의 한자

굴지(屈指) 
여럿, 가운데에서 손가락을 

꼽아 셀 만큼 뛰어남

ㄱ, ㄴ, ㄷ 초성 퀴즈의 정답을 10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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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책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빵을 먹듯이 계속 공부하도록 

스스로에게 지시한다.”(1880년 7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中) 가난해서 평생 7~8년간 

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지만, 고흐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세계와 문물을  접했다. 고흐는 

책을 담은 다양한 정물화 작품을 통해 책에 대한 동경과 애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선선한 가을, 책장을 넘기며 내 안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해보자.

뜨거운 예술혼을 불러일으킨 독서의 힘

책에서 영감을 얻다, 빈센트 반 고흐

프랑스 소설책들과 장미가 든 유리병이 한데 어우러진 잔잔한 삶(The Parisian Novels) 

빈센트 반 고흐(1887년, 캔버스에 유채, 53 X 73.2cm, 개인 소장품)

01   KCC가 개발한 스마트폰 액정보호용 ㅂㄱㅎ ㅈㅊㅈ는 퍼짐 속도가 빠르고 

탈착할 때 점착제가 거의 남지 않아 스마트폰 액정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08p

02  ㅊ ㅅㅌㄹㄷ는 유리 장섬유를 용도에 따라 3~12㎜ 길이로 잘라 만든 제품으

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강도를 책임지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09p

03   ㅅㄹㅁ과 금속을 접합해 제조하는 AM 제품은 메탈라이즈드 세라믹(Metalized 

Ceramics)과 브레이즈드 세라믹(Brazed Ceramics)으로 나눈다. 14p

04   EMC는 ㅂㄷㅊ 소재를 열, 수분 및 외부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

봉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 중 하나다. 17p

05  전주공장 PVC창호개발과는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한 ‘ㅂㅋㄴ ㅇㅈㅊ 252’ 

제품을 개발했다. 18p

06 e-GLASS HD는 소프트 ㄹㅇㅇㄹ와 하드 로이유리의 장점을 결합하였다. 25p

07  KCC건설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ㄴ ㅅㅌㅇ’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8p

08  9월 28일부터 시행된 ‘ㅂㅈㅊㅌ ㅁ ㄱㅍㄷ ㅅㅅㅇ ㄱㅈㅇ ㄱㅎ ㅂㄹ’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등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34p

09  자신만의 기준에 의존해 정보를 수집하는 ㅅㅌㅈ ㅈㄱ ㅇㄹ는 인간관계에 

편견을 유발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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