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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
KCC는 소음 제로, 에너지 제로, 

유해 물질 제로 등 ‘제로 기술’을 통해 

‘앞으로 가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KCC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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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열다미래를	여는	KCC

1년과 하루의 공통점은 ‘12’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 하루 역시 오전과 오후로 12시간씩 나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12는 자연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순환을 상징합니다. 한 해를 달려 또 다른 새해를 앞둔 12월입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주변을 두루 점검해야겠습니다. 12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 ‘유종의 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무리

12
A SucceSSful 
concluSion



하루는 아침 해가 돋고 누리에 빛이 번지면서 시작한다. 해가 뉘

엿뉘엿 서쪽으로 기울면서 하루는 어딘가로 사라진다. 우리에게 

왔던 계절이 긴 그림자를 끌며 지나가고, 섣달그믐이 어둠에 삼

켜지며 365일로 이루어진 한 해도 끝난다. 섣달그믐 무렵 사람들

은 저마다 남다른 감회를 갖는다. 모든 끝이 아쉽고 허무하고 달

콤하고 멜랑콜리한 감정을 품게 하는 까닭이다. 

무릇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종

말을 향해 달려간다. 잉걸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시작한 연애

도 그 시작점에서 이미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끝을 향한다. 이렇듯 

모든 시작은 끝을 숙명으로 품는다. 여행의 끝, 연애의 끝, 사업의 

끝, 공부의 끝, 하루의 끝, 계절의 끝, 한 해의 끝. 어떤 끝은 풍요롭

고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고, 그래서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준다. 

이 모든 것, 즉 기대와 설렘을 갖고 시작한 것이 끝을 향해 치달을 

때 우리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거나 혹은 아쉬움과 허탈과 후회

에 빠지기도 한다. 만일 아쉬움과 후회가 크다면 그 이면에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있기 때문이리라. 

올해 1월, 나는 굳은 마음을 먹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그러나 나

갔던 날보다 쉰 날이 더 많았다. 올해 열 일을 제쳐두고 영어 공부를 

하자고 결심했으나 여러 일에 매인 탓에 영어 공부를 위한 시간을 

내는 일은 난망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많은 일이 시작과 함

께 덧없이 끝났다. 그러나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고 시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 시작이 순조롭지 않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 경험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인생에서는 실패의 경험도 중요한 자

산이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라고 말한다. 다만 더 잘 실패

하고, 그 실패에서 지혜를 길어내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어떤 

시작과 시도에서 실패를 맛보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

하는 것이다. 사실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실패도, 실패에 따

른 아쉬움이나 후회도 없겠지만 아무 결과도 만들지 못했을 게 분

명하다. 그때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잇대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 해의 끝에 저마다 결과라는 성적표를 받아든다. 당신의 올해는 

어땠는가? 그 결과를 남과 견주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한 

해의 끝이 곧 인생의 끝은 아니다. 한 해의 끝은 새해의 시작이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보낸 지난 시절을 되짚어보는 숙고의 시간이 반드

시 필요하다. 남들의 의견을 좇으려고 자기 자신이 되는 일에 소홀

하지는 않았는가? 올해 도모하고자 했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

고 빈둥거린 적이 많지 않았는가? 

새해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 지난 시간과 일에 대해 충분히 숙

고했다면,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을 반추하고 자기 성찰을 마쳤다

면, 과거는 과거의 것으로 덮자. 성공 강박에 들려 자신을 실험실

의 쥐처럼 저 아수라의 세계로 억지로 내몰지 말자. 욕심이라는 짐

을 벗어놓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며 살아가자. 지난해보다 조금

만 더 착한 사람이 되자. 홀로 타오르는 기쁨, 이 지구에 태어난 기

쁨을 오롯하게 누리자. 새로운 시간의 열림과 더불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순간에 이르렀다. 새해가 오면 누리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우리는 새로운 날과 함께 또 다른 시작과 그 가능성을 향해 가슴 

설레며 첫발을 내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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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KCC 마음으로 읽다

글/ 장석주(시인·<일요일의 인문학> 저자)

모든 끝은 
시작과 맞물린다



KCC Magazine•2016 December 08·09

아듀 2016미래를 여는 KCC

Q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각 해당 부문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찬주 차장 전년도와 비교해 전체 매출이 2%가량 늘었습니다. 모든 

부분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가 매출 신장으로 나타난 것 같습

니다. 이와 더불어 아쉬운 점도 눈에 띕니다. 품목별로 고루 매출이 

신장하는 균형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신규 거래선 개척을 더 많이 

이루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겠지요.

김동환 과장 매출 신장에 따라 생산 부서도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

니다. 특히 석고보드와 PVC의 경우,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

해 계획된 스케줄보다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했어요. 빡빡한 일정

으로 생산에 힘쓴 생산 부서뿐만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한 영업 

부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완준 과장 올해는 국내 사업장에서만 시행하던 품질혁신활동 

‘6시그마’를 7개의 해외 법인에서도 시행해 품질 문제를 해결하

고 현지인의 품질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건재, 실리

콘 부문의 매출 신장과 더불어 품질 향상으로 불만, 불량이 감소

되었으나 도료 부분에서는 매출 감소와 함께 품질 문제가 많이 

발생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차원 과장 연구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연구 개발 작

업의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수행 과제를 점검해 부

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진척이 늦은 과제는 재빨리 방향을 수정해 

진행했습니다. 반면 신규 연구 과제를 더욱 많이 발굴하지 못한 점

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개발 과제를 더욱 늘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에 나선 KCC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 생산, 영업, 품질 각 

부문의 담당자들이 모여 올 한 해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발전을 향한 변화와 도전의 자세를 

모색한 것이다. 2017년의 힘찬 행보를 다짐한 값진 자리, 이들이 펼치는 대담을 들어본다.

2017년을 준비하는 KCC인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다

도료생산관리팀

김동환 과장

영업관리부

이찬주 차장 품질경영부

최완준 과장

연구관리팀

강차원 과장

2016년 아쉬움을 돌아보다 



Q 발전적 방향 모색의 첫걸음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그 

계획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찬주 차장 결국 시장 중심의 영업이 정답이더라고요. 제품 위주

로 영업을 하면 고객을 보다 폭넓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건재와 

도료 등 제품마다 고루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영업 사원들이 한 품

목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강차원 과장 이찬주 차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연구 부서에서도 

시장 중심으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아닌 기능 위주의 신

규 과제를 도출하고, 개발 완료한 기술은 다양한 시장에 맞춰 유연

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실

패 사례에 대한 분석 활동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김동환 과장 생산 부서에서는 적시에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

장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필름 시장을 확대

하기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도료 생산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을 개선하는 노력도 쏟을 계획입니다.

최완준 과장 최고의 품질, 불량 제로화를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입

수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최적화해 집중해야지요. 이를 위해서는 거

래선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기술지원 부서, 영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적용하는 직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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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과장 고정관념을 깨는 자세를 지향해야 해요. ‘이런 방식으

로 하면 안 돼’, ‘이런 게 맞아’ 같은 틀에 박힌 생각은 발전을 방해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객도 제각각 요구 사항이 다

른 만큼 자신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Q ‘이것은 채워야 한다, 필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최완준 과장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서로 업무 노하우를 공유

하는 자세입니다. 노하우가 더해지면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사내 정보공유시스템

을 적극 활용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하길 바랍니다.

강차원 과장 간혹 자신의 연구 경험에만 의지한 채 옆을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연구원, 다른 프로젝트의 사례를 

넓게 보는 시각을 갖췄으면 합니다.

Q 2016년 사보의 키워드는 소통과 공유였습니다. 부문 간, 직원 간 공조가 잘 이뤄져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완준 과장 업무 도중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자세

가 절실합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

날 수 있거든요. 당장 비용을 아끼려고, 책임을 피하려고 묵혀두기

을 통해 부서 간 거래선에서 생기는 문제를 발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계기로 불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Q 무엇이든 ‘채움을 위한 비움’이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 나아가 KCC가 발전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찬주 차장 사실 영업 부서는 고객과 마주하는 외부 활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서 작성 업무와 잦은 회의, 중복된 

업무 때문에 외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절차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차원 과장 연구 부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과제를 수행

할 때마다 그에 따른 요구 자료가 많은데, 업무 속도를 내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 절차 입력 시스템

이 간소화되므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업관리
시장 중심 영업으로 
매출·수익 극대화

생산관리
원가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연구관리
융복합을 통한 
기술의 세계 일류화

품질경영
최고 품질, 불량 제로화를 위해 

프로세스 최적화

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이찬주 차장 업무 지시 과정에서도 소통이 원활했으면 합니다. 해

당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야지요. 서로 업

무 추진 배경을 공유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테

니까요. 

김동환 과장 ‘공감이 곧 소통’이라고 하지요. 타 부서나 다른 업무

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가 협업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차원 과장 중앙연구소에서는 매주 포럼을 실시해 기술을 공유

하고 있습니다. 타 부문에서도 이러한 소통과 공유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Q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KCC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세를 말씀해주세요.

강차원 과장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해봤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열정과 패기 넘치는 자세

로 임한다면 KCC의 도전이라는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김동환 과장 제조업은 제조업답게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

과 생산이 곧 핵심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KCC의 모든 부서

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공유하는 자세 필요



‘KCC숲 소리 휴(休)’는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두께 6.0mm의 기능성 바닥재다. 실제로 소음

저감량 테스트 결과 일반 콘크리트 맨바닥 대비 33%의 경량충격음의 감소 효과를 발휘하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난감이 떨어지거나 가구 이동 시 발생하는 소리 등 생활소음

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CC가 자랑하는 흡음 기능은 천장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기질 섬유를 주원료로 만

들어 흡·차음성이 뛰어난 ‘마이텍스’와 ‘마이톤’이 있다. 특히 마이톤은 KCC가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미네랄울계 흡음 천장재로 순수 자연 광석으로 제조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흡

음성과 단열성이 뛰어나다. 

KCC의 창호 기술력이 복융합된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 역시 방음 기능을 자랑한다. 창호

의 유리 삽입부에 2중 격실과 최대 8중의 다중 격실을 적용한 이 제품은 방음은 물론 단열 

성능까지 향상시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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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들여다보기 미래를 여는 KCC

소음 

제로

KCC는 국내 최초로 주요 건축자재 5종에 대해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하며 아토피 걱정 없

는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해당 제품은 ‘KCC창호’, PVC경보행 바닥재 ‘KCC숲’, 친

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 DIY용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홈앤웰빙’, 친환경 불연

천장재 ‘석고텍스’ 등 5종이다. 

천연 바인더를 사용하는 ‘그라스울 네이처’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

드, 프레온 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유기 화합물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보온단열재다. 

‘숲으로홈앤웰빙’의 경우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고, 각종 균류에 의한 오염 발생을 최소화

하는 장점을 지닌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페인트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아토피 안심마

크를 획득한 것은 물론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Healthy Building 

Material)마크 최우수 등급,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

크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

유해 물질 

제로 

KCC ‘고단열 슬라이딩 창호’는 단창이지만 발코니 이중창 동등 이상의 단열, 기밀 성능을 

구현해 창호효율등급 1등급(열관류율 0.87W/m2K)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이런 성능 

구현이 가능하게 된 기술적인 배경은 고단열, 고기밀, 고차음성 구조에 있다. 

리모델링 전용 비철거형 PVC 창호 ‘와이드빌 플러스’는 기존 창틀을 유지하면서 신규 창

틀을 덧대는 방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창호를 보다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창

짝 부분에 공기층 격실을 여러 개 만들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단열 성능을 높였고, 외

부로부터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나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와이드빌 플러스로 

창호를 교체할 경우 냉·난방 에너지를 약 60% 절감할 수 있다. 

KCC는 복합기능성 유리 ‘e-MAX’를 비롯해 반사유리와 솔라유리 등 다양한 유리도 생산

하고 있다. e-MAX는 유리 한쪽 표면을 금속으로 여러 층 코팅해 태양열 차단 성능 및 단

열 성능을 가진 고성능 복합기능성 유리다. 솔라 컨트롤 기능으로 강렬한 태양 복사열을 

차단시켜 냉방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KCC 미네랄울은 고속 회전 원심 공법으로 제조해 섬유 굵기가 가늘면서 균일하고, 미세

한 공기층을 형성하며, 열에너지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온 단열재다. 건축용 보

온 단열재인 그라스울은 프레온 가스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

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자원 보존에 앞장서는 제품이다. 

에너지 

제로

 앞으로 가는 
 미래를 만들다
 KCC의 ‘제로 기술’

에너지를 생각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

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한다. 우리는 에너지

를 아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KCC는 최근 방영 중인 TV 기업 광고를 통해 ‘앞

으로 가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제로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가는 미래를 만들어갈 

제로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을 만나보자.



연말연시에 우리가 차분하

게 되돌아봐야 할 대상은 바

로 나 자신이다. 반복된 일상

을 살면서 잘못된 습관은 없

었는지, 올해가 가기 전 채워

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부

터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참고 서적/ <7일 만에 끝내는 자기계발

실천노트>(백기락, 라이온북스)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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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점검하다미래를 여는 KCC

•5개 이상 ☞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노력하는 타입. 당신은 이미 시간 관리 전문가!

•4개 이하 ☞  시간 관리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자. 

•2개 이하 ☞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시간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 원칙을 세우면 해야 할 일, 미뤄도 될 일, 위

임해야 할 일 등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다. 

•5개 이상 ☞  소통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소통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타입이다. 일의 

성과가 탁월하고 실수도 적어 신뢰를 얻는 편이다.

•4개 이하 ☞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자각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데는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상

대방을 이해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보자. 

•2개 이하 ☞ 자신이 모르는 사이 실수가 산적했을지도 모르니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자신이 이해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개 이상 ☞  팀원 및 조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타입이다. 설령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

지 못해도 좌절하지 말고 동료들을 격려하자. 

•4개 이하 ☞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 팀워크의 중요성을 두루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팀워크를 통해 나와 조직의 미래가 멋진 모습으로 펼쳐질 그날을 상상해보자.

•2개 이하 ☞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직은 내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정

리해본 뒤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성과를 향해 도전해보길 권한다.

•5개 이상 ☞  업무 전문성 향상에 적극적인 타입. 이대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거나 이미 전문가다.

•3개 이하 ☞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남들과 차별화된 직무 능력을 키

우려면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과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를 만들고,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은 나를 전문가로 성장시킨다. 

•2개 이하 ☞ 당장은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자칫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주어진 과제를 무턱

대고 수행하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자. 

■Check List Ⅰ. 나는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을까? 

① 평소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② 하루 시작 전 스케줄을 점검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③ 평소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사용한다.

④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운다.

⑤ 계획한 일은 미루지 않는 편이다. 

⑥ 계획한 일을 실행할 때 한 번에 한 개씩 집중해서 마친다. 

⑦ 계획한 활동의 실천 결과를 반드시 기록한다.

⑧ 시간 관리를 위해 관련 서적을 종종 읽는다.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Check List Ⅲ. 팀워크를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했을까? 

①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② 주어진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함께 세우려고 노력한다.

③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④ 목표 달성을 위해 팀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⑤ 팀원들과 서로의 장단점을 자주 이야기한다.

⑥ 서로 다른 능력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⑦ 팀원들과 ‘조직의 시너지’ 또는 ‘팀워크’를 주제로 대화하곤 한다. 

⑧ 목표 달성, 시너지, 팀워크 등과 관련된 책을 종종 찾아 읽는다.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Check List Ⅱ. 나의 소통 능력은?

①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② 한 가지 일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한다.

③ 평소 글을 쓰는 훈련을 많이 한다.

④ 내가 소통을 위해 노력해도 일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한다.

⑤ 내가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

⑥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말해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⑦ 나는 대화의 주체인 동시에 이해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⑧ 함께 대화하면 할수록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Check List Ⅳ. 나는 직무 능력을 잘 쌓았을까? 

①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② 일정한 커리어 철학이 있다. 

③ 내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신한다. 

④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경력상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⑥ 업무와 관련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⑦ 나의 이미지와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려고 노력한다.

⑧ 나의 능력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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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In KCC꿈을 이루는 KCC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 있는

KCC의 기술력

KCC는 종합 건축 자재부터 산업용 자재 및 도료, 실리콘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며 신뢰받는 정밀화학 기업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KCC의 앞선 

기술력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보자. 

방수재

방수재는 건축물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

준다. KCC의 대표적인 방수 도료는 모노탄1액형 방수

재와 스포탄KS1류 방수재, 스포탄KS 노출 방수재를 

들 수 있다.

유리

KCC 유리는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냉난방 

비용을 절약한다. 대표적인 고효율 로이 유리로는 

e-GLASS, e-MAX가 있으며, 내구 성능을 높인 신

제품 e-GLASS HD도 있다.

창호

KCC는 창호의 주요 3요소인 창틀과 

유리, 실란트를 국내 유일하게 함께 생

산하며 각각의 기술력을 합친 3-TOP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헤드램프용 도료

KCC의 자동차 헤드램프용 UV 하드코

팅 도료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

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AMECA) 5년 인

증을 획득했으며 장영실상도 수상했다.

전착도료

차체 강판의 방청성을 높이기 위해 전

착 도장을 한다. KCC의 고침투 박막형 

전착도료는 타 전착도료에 비해 적은 

사용량으로도 우수한 방청성을 갖는다.

리피니쉬 도료

리피니쉬 도료는 자동차 사고 부위 외

형 복원에 사용되며, 다른 도료와 마찬

가지로 도장하는 순서에 따라 하도, 중

도, 상도로 나뉜다.

분체도료

자동차 휠을 보호하는 자동차 휠용 분체도료는 가루 

형태의 도료로 미려한 외관을 책임진다. KCC의 아

크릴 분체도료는 차세대 알루미늄 휠용 분체도료로 

각광받고 있다.

DGU 접착제

DGU(Direct Glazing Urethane) 접착제는 차체와 자

동차 유리를 부착하는 데 사용된다. KCC의 DGU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외 자동차 회사로 공급

되고 있다. 

AM

세라믹에 금속을 접합하는 기술인 AM(Alumina 

Metalizing)은 세라믹과 금속을 일체화해 전기를 제

어하는 역할을 한다. KCC의 VI(Vacuum Interrupter)

용 세라믹 튜브(Ceramic Tube)는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한다.

DAF / PSA 

DAF(Die Attach Film)는 반도체의 칩을 보호

하고 반도체 기판에 접착하는 필름 형태의 접

착제다. 칩을 여러층 적층하는 공정에 사용되

며 USB, SD 같은 카드류 분야에 주로 적용된

다. PSA(Pressure Sensitive Adhesives, 감압 

점착제)는 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에 도포하

는 점착제로 박리 시 피착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뗄 수 있다.

보온 단열재

건축물에 적용되는 보온 단열재는 실

내 온도를 유지하여 실내 새는 에너지

를 잡아준다.  

실란트

실란트는 누수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데, 창호에서는 창의 접합부와 빈틈에 

사용된다. 창호 전용 실리콘 실란트 제

품인 SL1000은 주거용 창호 시공 시 

건축용 마감재로 접착력이 매우 우수

하다.

건축용 도료

건축용 도료는 마감 자재의 기능을 유

지하면서 미려한 외관을 확보한다. 

KCC 건축용 도료는 건축물의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며 다채로운 색상을 보

유하고 있다. 

자동차 유리

KAC의 자동차 유리는 주행 중 바람, 비, 먼지 등으

로부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외부 충격으로부

터 탑승자를 보호한다. 



라미필름

KCC 비센티(VICENTI)는 가구나 몰딩재

에 적용하는 표면 마감재로 뛰어난 색

상과 원목 무늬 또는 금속의 광택 등을 

자랑하며 주거 및 사무 공간의 분위기

를 좌우한다. 

LSR

LSR(Liquid Silicone Rubber, 액상 실리

콘 고무)는 무독성이라 안경 코받침, 유

아용품, 주방용품 등 피부나 음식과 접

촉되는 제품에 사용된다. 

바닥재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두께 6.0㎜의 바

닥재 ‘KCC숲소리 휴(休)’ 외에도 학교와 

백화점 등 보행이 빈번한 상업 시설에 

적합한 KCC 센스타일과 센스타일 트랜

디도 있다. 

석고보드

방화, 방수, 방균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KCC 석

고보드는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 상업용 

빌딩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칸막이 및 천장에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RTV

RTV(Room Temperature Vulcanization) 실리콘은 

내후성, 온도 안정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다. 전자제

품의 절연 재료, LED용 소재, 자동차, 비행기, 우주 

항공 분야까지 사용 범위가 넓다. 

LEB

반도체용 접착제인 LEB(Liquid Epoxy Bond)는 반

도체의 칩을 기판에 부착해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내 D-RAM, 

NAND에 적용되며 접착력이 높고 내열성이 강하다.

HTV

고온 경화형 실리콘 고무의 하나인 HTV(High 

Temperature Vulcanization)는 유기계 고무보다 내

열, 내한, 내약품, 난연 등 우수한 특성을 지닌다. 컴

퓨터 키보드를 보호하는 커버에도 사용되며, 그 외 

전자 산업, 자동차, 주방 생활용품, 의료용 등 폭넓게 

사용된다. 

내화도료

KCC 화이어마스크(FIREMASK)는 화재 시 도막이 

스스로 수십배 발포하여 세라믹 재질의 단열층을 만

듦으로써 철골 구조물에 열이 전도되는 것을 억제해 

철골 건축물의 붕괴를 지연시킨다.

장섬유

장섬유는 복합소재로 부품 속에 적용되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의 기능을 강화하

는 역할을 한다. LCD TV 및 모니터의 백 패널(Back 

Panel)뿐만 아니라 자동차, 토목 건축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PCM용 도료

PCM(Pre-Coated Metal)용 도료는 금속을 가공하기 

전 균일한 평판에 입히는 도료로, 도장된 강판은 세

탁기와 실외 공조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에 적용

된다.

가전용 공업도료 

각종 가전제품의 플라스틱과 주방기구 

등에 사용되며 매끄러운 외관, 다채로운 

색상 연출이 가능하다.

PRC

실리콘은 표면장력이 낮아 뭉치지 않고 

잘 이탈되는 특성이 있다. PRC(Paper 

Release Coating)는 이러한 특성을 활

용해 각종 스티커 라벨, 식품 포장 및 고

무 제품의 포장, 점착 테이프의 배면 처

리용으로 사용된다.

천장재

KCC 석고텍스는 가볍고 재단이 쉬우며 

친환경성, 불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천장

재다. HB마크와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

득했으며 사무실, 학교, 병원, 상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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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용 분체도료

분체도료는 가루 형태의 도료로 전자레

인지, 에어컨, 난방기구 등 금속 부속품

을 도장할 때 사용한다.

VCM 필름

다채로운 무늬의 메탈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강판 

위에 붙이는 필름으로 금속 가공 마감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다. 냉장고와 같은 생활 가전의 마감재로 

사용한다. 

실리콘 에멀전

실리콘 오일을 물에 분산한 실리콘 에

멀전(Emulsion)은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주로 헤

어 샴푸, 컨디셔너, 화장품 등 Personal 

Care 제품에 사용된다. 

EMC

EMC(Epoxy Molding Compound)는 반도체를 구성

하는 주요 재료를 외부의 열, 수분, 충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봉지재다. 휴대폰, 냉장고, TV 

등 일반 가전 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반도체에 EMC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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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 Report꿈을 이루는 KCC

내부 평가 강화로 세계 각국의 품질 인증 획득 

현재 KAC는 미국, 중국, 브라질,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8개

국과 유럽(EU)으로부터 품질의 탁월함을 인정받으며 저력을 보이

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여러 국가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에서 부여

하는 인증을 자국의 인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KAC 

제품을 사용하는 나라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품

질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여러 기관의 수많은 품질 테스트를 통

과한 제품이므로 믿고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다. 

자동차 유리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창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

을 방지해 생명을 구하는 안전 부품인 만큼 품질 인증을 받기 위

해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 또한 국가별로 법규 범

위가 달라서 테스트의 종류와 넘어야 할 기준도 많다. 

유리 강도 테스트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접합 유리 

부문에는 10kg의 사람 머리 모형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 자동

차 앞유리를 관통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살피는 머리 모형 테스트

가 있다. 머리 모형을 떨어뜨렸을 때 관통해서는 안 되고, 충격점을 

중심으로 원형의 균열을 보이면서 깨져야 한다. 깨짐의 모양까지 

정해져 있는 만큼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더불어 2,260g의 쇠구슬을 4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관통성 테스

트와 200g의 다트 모형 쇠를 접합 유리에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있으며, 두 테스트 모두 쇠구슬과 다트가 자동차 앞유리를 관통하

면 불합격이다. 다트 모형 테스트는 깨질 때 방사형 모양으로 깨져

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자동차 옆유리나 뒷유리에 많이 사용하는 강화 유리의 강도 평가에

는 내충격 테스트가 있다. 227g의 쇠구슬을 3.05m 높이에서 떨어

뜨려 강화 유리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밖

에도 5kg 샷백(Shot bag)을 2.44m 높이에서 떨어뜨려 유리 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앞의 물체를 봤

을 때 앞유리에 상이 두 개가 생기는지를 살피는 이중상 테스트를 

비롯해 앞유리에 물체의 모양이 일그러져 보이는 정도를 살피는 투

시변형 테스트, 자동차 유리에 가시광선이 70% 이상 투과돼야 인

증받을 수 있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 테스트 등이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15개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테스트지만 

KAC는 단 한 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각국이 제시한 판정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유럽인증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KAC는 경쟁

사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KAC만의 수많은 자체 평가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생산 시스템의 우수함까지 인정받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제품의 품질 인증은 물론이고 생산 시스템 

인증까지 요구한다. 이는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좋아야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품은 물론 만드는 방법까지 

신뢰할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KAC 또한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경영 시스

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등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인증까지 획득

하고 있다. 이처럼 제품과 생산 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각국의 인

증기관 및 대행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KAC를 방문하는데, 인증

단들은 ‘유리를 취급하는 공장이 이토록 깨끗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란다는 후문이다. 

현재 자동차 유리는 연비 향상을 위해 점차 얇아지고 있다. 5mm

이던 자동차 앞유리의 두께가 최근에는 4.5mm까지 얇아졌다. 

KAC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4.5mm 두께의 유리를 생산하며 

인증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 유리의 두께는 얇아지는데, 강도 테스

트를 비롯한 인증 기준은 예전과 동일한 만큼 더 많은 연구를 필

요로 하는 자동차 유리 시장. 앞으로 KAC는 자동차 유리의 경량

화를 실현하며 동시에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역량을 집

중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가 인정한          자동차 유리
품질 경쟁력

자동차 유리는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KAC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10㎏의 사람 머리 모형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 자동차 앞유리를 관통하는지를 확인하는 머리 모형 테스트.

자동차 뒷유리에 전압을 20분간 공급한 뒤 최고 온도가 

70℃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뒷유리 열선 테스트.

북미 인증(KAC코드) 유럽 인증(ECE R43)중국 CCC 인증국내 인증(안전품질 표시)

DOT748



KCC Magazine•2016 December 22·23

KCC Issue Ⅰ꿈을 이루는 KCC

생산 제품도 생산 방식도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김천공장은 2012년 7월 ‘세라믹화이버’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미네랄울’, 2016년 4월 ‘미네랄울 천장재’를 생산해오고 있다. 과

거 전주공장과 언양공장에서 생산했던 이 제품들은 김천공장으로 

이전 생산되면서 체액에서 분해되는 ‘바이오’ 성능을 갖춤에 따라 

‘바이오 세라믹화이버’와 ‘바이오 미네랄울’로 거듭나게 되었다. 

중앙연구소에서는 내열 성능이 확보되면서 체액에서 분해 가능한 

무기섬유 조성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2003년과 2005년 그리

고 2010년 호흡기 독성시험으로 유명한 독일의 ITEM(Fraunhofer 

Institute of Toxicology and Experimental Medicine)에서 동물실험

을 거쳐 생분해성 인증을 취득, 바이오 무기섬유 조성 개발에 성공

했다. 또한 2002년부터 2013년에 걸쳐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김천공장은 이렇게 개

발한 신규 조성의 무기섬유 양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기술 및 품질 

우위를 실현했다. 

미네랄울 제조공법에 있어 김천공장은 코크스(Cokes)를 연료로 

용융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했다. 코크스 대신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로를 도입해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것. 이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용탕의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균일한 조성과 향상된 섬유품질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세계적

으로 소수의 회사에서만 도입한 방식이다. 또한 최고 수준의 섬유

화 및 집면설비 도입으로 섬유경을 낮추어 단열 성능을 더욱 향상

시켰고, 개량된Crimping(주름내기) 설비는 성장 추세인 미네랄울 

외단열 공법에서 요구하는 물성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내년 4월 그라스울 본격 생산 예고 

물류 최적지인 김천공장에 들어설 그라스울 생산라인은 연간 

30,000톤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내년 4월 생산을 목표로 현재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김천공장 그라스울 생산 라인에서

는 건축용 단열재인 매트와 보드류, 탱크, 덕트(Duct) 등에 사용되

는 롤 제품,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사용되는 패널용 제품, LNG 

선박용 제품까지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천공장은 문막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라스울보다 더욱더 향상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첨단 섬유 분사 제어 장치를 도입해 

집면 편차를 줄이고, 자동화 압축 포장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

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섬유를 시공하는 고객(시공자)의 

작업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그라스울에 폴리에틸렌(PE) 필름을 감

싸는 방식을 보다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로드맵에 따르면 건축

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단열재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수원공장에서 그라스울을 생산한 이래 30여 년간 

저 섬유경 생산기술 개발의 산물로 자리잡은 ‘그라스울 Low-E’는 

우수한 열전도율 특성을 가져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단열재다.

또한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바인더를 사용한 ‘그라스울 네이처’는 

불연 성능을 확보하면서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 

건축용 단열재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는 중앙연구소와 

공장간의 끊임없는 개발 협업의 결과, KCC 무기와 유기 복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무기단열재는 화재 안전성 면에서도 유기

단열재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 창고 등 신

축 시 간편한 시공을 위해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KCC의 ‘패널용 그라스울’ 제품

은 내화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단열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

김천공장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현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영업, 연구, 생산, 기술, 품질 분야 담당자들이 정기적

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개발 사항을 함께 공유

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제품개발로 이어 나간다. 이 같은 제품 

개발을 통해 KCC 무기섬유가 선박, 플랜트, 건축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무기단열재로 각광받는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천공장, 그라스울 생산 초읽기

무기섬유 종합 생산 메카로 거듭나다

우리나라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물류·유통의 최적지인 

김천공장은 내년 4월 그라스울 생산라인까지 완공되면 그간 전주, 언양, 문막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온 무기섬유를 일괄 생산하게 된다. 체내에서 분해되는 ‘바이오 세라믹화이버’와  ‘바이오 미네랄울’ 

그리고 천연 바인더를 적용한 ‘그라스울 네이처’ 생산은 물론,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시킨 최신 

설비까지 갖춘 김천공장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친환경 무기섬유 공장’의 면모를 갖췄다. 

글/ 김천공장장 김홍겸 이사

천연 바인더를 사용한 친환경 보온 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

2012년 준공된 김천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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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KCC 2017/18 CMF(Color, Material, Finishing) 트렌드 세미나’가 10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KCC 임직원을 포함한 고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선정한 테마를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발 앞선 KCC 디자인 트렌드
고객사를 사로잡다

CMF 트렌드 세미나

동반 성장을 꿈꾸는 CMF 세미나

KCC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CMF(Color, Material, Finishing) 트렌드 세미나는 주요 고객을 

초청해 글로벌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 행사의 목적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 

KCC의 기술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KCC 제품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거래선을 개척하고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효율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하며 ▲KCC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CMF 트렌드 세미나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기술 및 신제

품의 등장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어떤 흐름이 예측되는지, 실무자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고객에게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KCC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기존 고객사는 물론, 새로운 고객사에도 KCC에 대한 좋

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이후의 방문 세미나를 통해 더욱 직접적인 교류도 가능하게 하여 

영업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선행 영업의 역할도 한다. 이처럼 CMF세미나는 기업

의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 KCC는 이 같은 세미나를 통해 고객이 먼저 

KCC를 찾아 의뢰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한 디자인 트렌드 구축

CMF 트렌드 세미나는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개최할까? KCC는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관계사 공

동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매년 시행한다. 인터넷·

현장·문헌 조사와 인터뷰 등으로 진행하는 자료 수집은 글로벌 경제, 정치, 신기술, 신제품, 대중

문화, 여가 등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조사로 이뤄진다. 수집한 자료를 분류, 분석해 키워드를 도

출하고 핵심 가치를 파악한 뒤 건축, 인테리어, 자동차, 가전 등 CMF 분야의 디자인 트렌드를 구

축하고 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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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CMF 트렌드 메인 테마, ‘Redefinition’

‘KCC 2017/18 CMF 트렌드 세미나’에는 김영호 영업본부장, 건축도료연구 김진호 전무, 플라스

틱도료 김성은 상무, 디자인 맹희재 이사 등 KCC 임직원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사, 중공업 등 고

객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영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KCC는 컬러와 디자인의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 개발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래를 함께 열

어갈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KCC가 전망하는 2017/18 CMF 트렌드 발표를 시작으로 테마별 컬러 포인트와 KCC 

컬러 제품 및 신기술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7/18 CMF 트렌드 발표 

에서는 KCC가 제안하는 메인 테마와 서브 테마를 영상을 활용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메

인 테마는 ‘Redefinition(재정의)’으로 이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의 경계가 희미해지

고, 그 정의가 이전과 다르게 바뀌어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에 이타심으로 재정의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역

할’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KCC가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한 서브 테마는 ‘Next Frame(기준의 

시대는 지고 스펙트럼의 시대가 열렸다)’과 ‘Soulful Aura(맹목적 추종이 아닌 의식 있는 삶이 본질

이다)’ 그리고 ‘Symbiotic Wave(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이 미래를 만든다)’ 총 세 가지다. 

디자인 핵심 키워드를 담은 2017/18 CMF 

첫 번째 테마 ‘Next Frame’은 ‘새로움에 대한 재정의’로 과거의 획일적 프레임을 깨고 개인의 선

택이 존중 받는 스펙트럼의 시대로 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KCC가 제안한 CMF

는 ▲고채도의 비비드 네온컬러 ▲촌스럽게 여겨졌던 비주류 컬러의 믹스매치 ▲빛을 내는 소재

와 화려한 패턴 등이다. 

두 번째 테마 ‘Soulful Aura’는 ‘럭셔리에 대한 재정의’로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는 휴식, 경험의 질

과 의식적인 삶의 태도를 담았다. 이 테마에서는 ▲다크 쉐이드의 신비로운 컬러 ▲빛바랜 듯한  

그레이 베이스의 내추럴 컬러 ▲지속 가능한 재활용·생분해 소재, 부드럽고 폭신한 표면감, 하이퀄

리티의 정교한 마감을 새로운 럭셔리로 제안했다. 

세 번째 테마 ‘Symbiotic Wave’는 ’책임감에 대한 재정의’로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지식을 자연·

인간·기계(A.I)의 공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정했다. 결국 미래를 선택하고 만드는 것은 현 세대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KCC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듯한 인공적인 컬러 ▲인간의 피부에서 영

감 받은 스킨톤의 컬러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소재 등을 CMF로 제안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2017/18 CMF 트렌드 발표에 고객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과 흥미로운 눈빛

을 보였다. 특히 설득력 있는 테마 선정과 팩트 전달에 집중한 멘트, 시선를 압도하는 LED 화면 

등이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아자동차 한지수 연구원은 “영상이 좋고 카

테고리 구분이 잘돼서 컬러와 디자인, 국내외 사회 이슈 등이 한 번에 정리된 느낌”이라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흡족해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인 기획과 진행 

2017/18 CMF 트렌드 발표 후에는 행사장 로비에서 KCC 제품 부스 관람과 제품 설명회가 열렸다. 

KCC가 생산하는 자동차 내·외장 도료, VCM(Vinyl Coated Metal : 가전용 외장필름), 플라스틱

도료, 공업용 도료, 소재 파트의 제품 전시와 설명회 등을 진행한 것. 고객들은 전시 제품을 직접 

들여다보고 만져보는 것은 물론, 파트별 담당자에게 제품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많은 관심

을 보였다. 그리고 전시 공간 앞에는 다과를 준비해놓았는데, 특히 세 가지 서브 테마와 컬러를 

맞춘 음식 배치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객의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는 CMF 트렌드 세미나는 올해도 긍정적인 반응

이 컸다. 이번에 처음 참석한 고객사 화웨이의 경우 KCC가 트렌드와 신소재 연구에 능동적이고,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미나 이후 화웨이의 디자이너 워크숍

에 초대된 KCC는 플라스틱도료 샘플 소개와 전시 기회를 갖기도 했다. 또 퍼시스 의자디자인팀 

정주경 연구원은 “제품 디자인과 공법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전시 부스가 좋았다”는 말과 함께 

“형식적인 세미나에서 벗어난 참신한 기획에 놀랐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트렌드를 정확히 읽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다. 단순히 아름다운 컬러를 제

시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CMF 트렌드 세미나. KCC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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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원주 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56.95㎞)

‘KCC건설시공’ 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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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현장 속으로꿈을 이루는 KCC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쾌속 교통망

2011년부터 이어진 위대한 여정의 끝. 제2영동고속도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된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

도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

기 위해 착수된 프로젝트다. 고속도로의 총길이는 장장 56.95㎞. 

경기도 광주 권역의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국도 대체 

우회 도로와 접속해 강원도 원주 권역의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KCC건설이 참여한 구간은 총 7개 공구 중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1공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에서 곤지암읍 장심리까지 연

장 7.6㎞ 구간이다. 3개소의 터널과 14개소의 교량 그리고 초월

IC와 광주JCT 2개의 출입 시설이 자리한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운전자들은 쾌속 교통망을 누리

게 되었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게 된 것. 

서울 상일 나들목을 출발해 원주까지 5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

다. 이재우 소장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은 핵심 교통망을 우리 손으

로 만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임했다. 
(왼쪽부터) 박두영 차장, 배강환 차장, 김영구 차장, 이도형 차장, 

권기덕 차장, 김태량 차장, 이재우 부장.

서울에서 원주까지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닿게 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지난 11월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쾌속 교통망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KCC건설은 1공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핵심 교통망으로 떠오른 제2영동고속도로의 시작점, 그 의미 깊은 현장을 찾았다.

제2영동고속도로 1공구 현장

서울-원주 
1시간 생활권이 열리다

“수도권-강원도 간 통행 거리가 기존 영동고속도로보다 15km 단

축되어 통행 시간이 최대 23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500억 원의 물류비 절감과 260억 원의 환경 개선 효과 등 직간

접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최단 거리를 이용한다면 평창스타디움까지 2시간 30분대에 도착 

가능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선수단과 관광객 

유입 시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빠르고 과감하게, 난제를 극복하다

무려 60개월에 걸쳐 진행한 공사. 건설 초기에 현장 인근에 자리

한 20여 개 공장의 용지 보상 작업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보상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예상보다 착

공이 늦어져 적기에 준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터널 굴착 작업에도 어려움이 들이닥쳤다. 충분한 사전 

검토 후 발파 작업을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단단한 경암이 아닌 

무른 풍암이었던 것. 터널 내 지지대 보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기에 좀처럼 공사 진행 속도가 나지 않았다. 

“복합적인 난제들로 초기 공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 

56.95km

15km 단축

23분 감소

수도권강원도



제2영동고속도로 1공구 현장은 기존의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했다. 게다가 한

국도로공사가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의 차로 폭을 3.6m로 요구하면서 공사 용지 폭이 당초 12.9m에서 

10.1m로 축소되었다.

대형 장비 전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소형 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 KCC건설은 고심 끝에 말뚝 기초 공

법을 변경했다. 당초 설계에 적용한 지름 508mm의 강관 파일을 시공하는 대신 축소된 공사 용지에서 시공 가능한 지

름 78mm의 마이크로 파일을 관입하는 등 소형 장비와 연결재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파일 공법을 적용한 것. 그리고 이

를 통해 인접 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대형 장비와 비교해 

소음과 진동을 줄여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작업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었다. 

제2영동고속도로 1공구 현장 

소형 장비 사용으로 안전성 높인 
‘마이크로 파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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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죠. 그 결과 공법과 순

서를 바꾸는 유연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을 양방향에서 진행하며 속도를 높였고, 터널 보강 

거푸집인 라이닝폼을 실은 트레일러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

도록 교량을 재빨리 완성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작업 차량이 이동하는 길목을 새롭게 뚫는 과감함도 발현했다. 기

존 고속도로의 보강 옹벽을 헐어 길을 낸 것이다. 작업 속도와 효

율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끝에 적기 준수라는 미션을 달

성할 수 있었다. 

공유와 소통으로 안전 기틀 세우다

“안전 관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문제

가 생기면 사진을 찍고 공유했습니다. 위험 요소나 불완전 요소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가시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지

요. 직원과 작업자들 한 명, 한 명이 안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을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보게끔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

전 문제에서만큼은 모두가 늘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소한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며 안전한 현장

을 사수했다. 보고 또한 철저히 했다. ‘보고는 일의 80%를 줄여준

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무쌍하게 발생하는 위험 현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공유와 소통으로 안전 기틀을 탄

탄히 세운 결과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랄까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공했기에 감격스

럽습니다. 시원하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보니 그간 숨 가쁘게 달려

온 직원들의 노고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

2영동고속도로를 통해 보다 편리한 운전 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적기 준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치밀한 ‘전략’을 펼치고 완벽한 

‘호흡’을 발휘한 제2영동고속도로 1공구 현장. 벽을 하나하나 넘으

며 비로소 맞이한 역사적인 현장 앞에 KCC건설이라는 이름이 빛

나고 있었다.

01 제2영동고속도로 시작 지점인 초월 IC 톨게이트. 02 연장 1,611m의 초월터널. 

01 02

View 
         Point



*<global KCC>는 세계 각국에서 맡은 자리의 주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현지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KCC 일본 판매 거점 꿈꾸며
열정과 신뢰로 고객만족 실현 

KCC Japan 이토(Itoh) 차장

KCC Japan은 일본 현지 대리점을 통해 KCC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지원법인으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 대상의 영업 활동을 펼치며 고객만족을 공고히 쌓고 있다. 최고 품질의 KCC 

제품에 열정과 신뢰를 더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KCC 일본 판매 거점을 꿈꾸는 KCC 

Japan의 현재와 미래를 이토(Itoh) 차장을 통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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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CC꿈을 이루는 KCC

조금 호전된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

고 주택과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2020년

까지 20조엔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향후 5년에 걸쳐 도

쿄 23개 구역에 과거 평균을 웃도는 면적

의 오피스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CC Japan에서 이토 차장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요.  

1996년 금강 도쿄사무소에 입사해 초기에

는 마이톤, 그라스울 등과 같은 건자재 영

업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도료 

관련한 영업과 각종 기술제휴 협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저는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시합

니다. 품질은 기본이고, 가격과 납기 등 고

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주는 서

비스를 위해 노력하지요. 물론 고객의 신

뢰를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

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거래가 오

래 지속되는 걸 보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눈앞의 이익을 따져 판단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객을 응대하려고 노력합니다. 

KCC와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마이톤 영업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당시 대리점 영업 담당자와 건설 현장의 

제네콘(종합건설)부터 시공업자와 건축

주, 설계사무소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가 변경되면 규격을 수정하는 등 제

품 판매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요. 

건설 현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날이면 현

장으로 달려가 일손을 보태기도 했습니

다. 대형 빌딩의 경우 공사가 24시간 진행

되는 터라 제품이 한밤중에 반입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현장 사람들을 

도와 짐을 내리고 옮기면서 늦은 시간까

지 함께 했고요. 당시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오도메 시티센터, 롯폰

기 모리타워와 미드타운, 가스미가세키 

커먼게이트 등 도쿄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에 KCC 제품이 많이 사용됐다는 사

실에 늘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과 향후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일본은 2016년 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

다. KCC Japan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곱절의 노력을 기

울였지요. 품질, 납기 등을 고객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올림픽 수요가 본격화되는 만큼 건자재 매

출을 좀 더 올리고, 소재와 도료 판매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주택과 건축물을 개발, 

보급함에 있어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

열재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KCC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CC Japan의 궁극적인 목표는 KCC의 

일본 판매 거점으로서 직접적인 수출입

과 제품 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성장하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도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KCC Japan의 역할과 현지에서의 

제품 판매 현황이 궁금합니다. 

KCC Japan은 일본 현지 대리점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해외 일본계 기업 등에 

KCC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 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건자재 55.5%, 

소재 40.5%, 도료 4% 가량입니다. 건자재

는 그라스울의 판매율이 가장 높았고, 소

재의 경우 진공밸브용 세라믹 절연통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진공밸브용 세라믹 

절연통은 중전기업체에서 워낙 유명해 일

본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그라스울 또한 높은 점유율을 자랑

합니다.  

현재 일본의 건자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일본은 수년간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

서 신설 주택 착공과 건설 투자액이 감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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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2016 꿈을 이루는 KCC

KCC는 2016년 한 해도 힘차게 달렸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 

일류 기업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열정을 쏟았다. KCC의 땀방울과 희망으로 빚어낸 성과,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만나보자. 

친환경 석고텍스 

국내 최초 아토피 안심마크 획득

KCC의 친환경 불연천장재 석고텍스가 업계 최초로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했다. 석고텍스는 탈황석고를 주재료로 천장에 시공하

는 건축자재로서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각종 유기 화합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천장재임을 인증받아 환경

마크인 HB(Healthy Building Material)마크 최우수 등급인 클로

버 5개를 획득했으며 환경표지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바닥재 KCC숲 

201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16 한국산

업의 브랜드파워’ 조사에서 ‘KCC숲’이 가정용 바닥

재 부문 1위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KCC숲’은 우수

한 품질에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주거용 

바닥재로 숲이 지닌 평화로움과 쾌적함 등의 이미지

를 담은 브랜드다. 

자동차 헤드램프용 도료 

장영실상 수상

KCC의 ‘자동차 헤드램프용 UV 하드 코팅 도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여한 신기술 및 산업기술혁신상인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 

도료는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코팅해 

장기간 내구성을 유지함으로써 헤드램프 점등 시 또렷한 시야를 확

보할 수 있게 하는 특수 도료다. KCC는 이 도료 개발로 세계 최초로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AMECA)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중국 내 경쟁력 강화, 상해영업소 이전 및 분석실 확장 운영

KCC 중국 상해영업소가 기존 상해시 창닝구에서 상해의 중심지인 푸둥신구에 위치한 

해항 빌딩으로 이전했다. KCC는 푸둥 진출을 계기로 현재 두각을 나타내는 컨테이너, 

선박, PCM, 자동차 등 기능성 도료 부분의 영업력 강화는 물론, 향후 중국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자동차, 철도,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KCC는 중국 내 영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원료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곤산법인이 올해 초부터 공장 내에 분석실을 확장 운영하기 시작했다. 분석

실에서는 원료의 사양과 품질을 검토 및 분석하고, 원료 공급상의 다원화를 지원하는 

등 원료 현지화에 필요한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CC 바닥재, 실란트(실리콘), 수성도료, 유성도료

2016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달성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원한 ‘201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KCC가 바닥재, 실란트(실리콘), 

수성도료, 유성도료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KCC는 바닥재 7년, 실란트 5년, 수성도료와 유성도료 2년 연속 각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KCC는 사용 품질, 감성 품

질 등 품질 측면에서 소비자와 전문가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CC 홈씨씨인테리어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1등 브랜드 선정

홈씨씨인테리어가 한국브랜드경영협회(KBMA)가 주관한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인테리어 부문 1등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서울 강남·강서, 경

기 일산·판교·분당, 인천, 경남 창원,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 16곳

에 전시판매장을 출점한 홈씨씨인테리어는 언제 어디서든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

해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B2C(Business to Consumer) 마케팅을 강

화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업계 최초로 홈씨씨인테리어 인터넷 홈페이지(www.

homecc.co.kr)와 모바일 사이트 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쇼룸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접점을 증대하고 있다. 

KCC 이지스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

KCC 이지스가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6라운드 

전승을 비롯해 36승 18패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최종 우승을 차지했

다. 이미 세 차례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맛보며 농구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KCC 이지스. 2001년 팀 창단 이후 정규

리그 첫 우승을 거머쥔 KCC 이지스는 정규리그 왕좌에 오르며 농

구 명가의 자존심을 지켰다. 

2016년 KCC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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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습관함께 나아가는 KCC

사소한 만남을 ‘인연’으로 확장하는 방법

직장인에게는 현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소중한 인연은 앉아서 기다

리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는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회

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정하는 ‘사람 부자’ 김대식 교

수는 ‘4만 개의 전화번호를 3대의 휴대전화에 나누어 갖고 다니

며, 전화를 받고 메시지에 회신하는 데만 하루 3시간 넘게 드는 마

당발’로 유명하다. 김대식 교수가 이처럼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저서 <사람을 남기는 관

계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기’다. 워크숍이나 동호회 등 여러 사

람이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 늘 함께 다니는 그룹에만 있지 말고, 

평소 대화가 없었던 사람과 한 번이라도 눈을 맞추고 근황을 물어

보라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고 

대화를 청하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 그 이상이다. 

둘째는, 인간관계를 ‘Give and Take’라 생각하지 않기. 즉 경제적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말자는 뜻이다. 주고받는 대상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면 왠지 나만 준 것 같아 억울

하고 서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현명한 

조언을 많이 듣거나 작은 일에도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는 배려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신이 더 많은 정서적 자원을 받았다는 점을 잊

지 말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밥값이든 술값이든 기꺼이 먼저 

내는 습관을 들이자.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경청’을 꼽을 수 있다. 

경청이란 그냥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인생에 들이려는 

적극적인 의지다. 그래서 경청은 타인을 깊게 대하는 사람과 얕게 

대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경청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잠깐 스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인연으로 여기고 있구나’

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는 의지를 북돋우게 한다.

네트워킹 구축 노하우 3단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의 3단계를 기억하자. 

1단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

가 존 맥스웰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

영한다”고 했다. 나를 가꾸고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

같이 대한다는 얘기다. 

2단계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다. 항상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사

람을 대하길 바란다. 

3단계는 ‘긴 안목으로 귀한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노력하자’

는 것이다. 사람과 책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세월이 가면 갈수

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

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많이 생

기고 좋은 일도 자주 일어난다. 그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천

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세상을 사는 데 혼자는 

어렵다. 자신과 함께 걸어갈 수많은 동반자를 만나야 한다. 같이 가

면 멀리 갈 뿐만 아니라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 이것이 관계의 본

질이다.

연말이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런데 한동안 잊고 지낸 사람들에겐 왠지 망설여진다. 

반갑기는커녕 서로 어색함만 느낄 수 있어서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반성과 후회란…. 새해가 오기 전 나의 

인맥을 점검하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보자. 

글/ 이태우(이태우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인맥 관리도 
기술이 필요하다

KCC인의 인맥관리를 돕는다

‘명함관리’ 시스템

사내 인트라넷의 ‘명함관리’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나의 인맥이 다른 동료

에게 꼭 필요한 인맥이 될 수도 있다. 업무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 외부 사람

의 명함 정보(이름, 연락처, 소속 등)를 명함관리 시스템에 등록해놓으면 

KCC인 누구든지 회사명, 이름만으로 사외 관계자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KCC인도 함께 알 수 있으므로 기존 인맥으로 또 다

른 인맥을 맺기에 제격이다.

*��접속�방법�:�그룹웨어(금란지교)�-�사내정보�-�커뮤니티�-�명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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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조직함께 나아가는 KCC

?

? ?

?

? ?

외부 자극과 동기부여의 상관관계

1908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동물학자인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슨

은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미로처럼 통로가 얽힌 상자

에 생쥐를 가두고 전기 충격 강도를 세 단계로 달리해서 어떤 환경

에서 가장 빨리 출구를 찾는지 알아본 것이다. 전기 충격을 약하게 

했을 때 생쥐들의 미로 찾기 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기 충

격을 주기 전과 다름없이 천천히 상자 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중

간 단계로 올리자 생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주 빠

른 속도로 미로를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전기 충격 강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자 생쥐들의 움직임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느려졌으

며, 미로의 규칙을 찾아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과도한 

자극이 공포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

뜨린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여키스와 도슨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흥분과 동물

들의 수행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외부 자극의 강도에 따라 

수행 능력이 처음에는 향상되지만 강도가 높아질수록 능력은 다시 

떨어진다는 점이다. 즉 뒤집어진 ‘U자(∩)’ 형태의 관계가 성립된다

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키스-도슨 법칙’이다. 

여키스-도슨 법칙을 기업의 조직 관리에 응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듀크대 교수인 댄 애리얼리다. 그는 “지나치

게 강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동기부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주장

했다. 적당한 자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

는 쪽으로 반응하지만, 과도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능력

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칭찬과 격려도 중요한 보상

기업이 조직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이 바로 인센티브일 것이다. 댄 애리얼리 교수는 반도체 회사인 인

텔의 이스라엘 공장에서 직원들을 세 그룹을 나누고 동기부여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한 그룹에는 현금, 다른 그룹에는 피자, 또 

다른 그룹에는 칭찬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한 것. 처음에는 피자로 

보상한 그룹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 그다음이 현금과 칭찬 순이었

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가 생겼다. 물질적인 보상보다 칭

찬을 통한 보상을 받는 그룹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보상이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방법 면에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질

적인 보상과 함께 정서적인 동기부여를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다. 금전적 보상과 함께 일의 의미나 자부심을 찾아주거나 칭찬

과 격려를 통한 자극을 함께 준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원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뜻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

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잊

어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구성원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준다면 

조직의 성과 역시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외부 자극의 강도와 성과는 항상 비례할까? 

‘여키스-도슨 법칙’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글/ 정재학(<비즈니스를 위한 법칙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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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히 하는 조직 행동 이론 

6가지를 매월 하나씩 연재합니다.

일 잘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비밀 
‘여키스-도슨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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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인의 서재함께 나아가는 KCC

인재를 키우고 
성과를 올리는 

리더의 조건

정동일 <사람을 남겨라>

누구나 리더가 된다. 어느 

집단에서든 경력과 능력

을 쌓다 보면 타인을 이끄

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다. 

CEO부터 부서장에 이르기

까지 무수한 리더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다. 업무 

역량이 탁월한 사람도 리더의 입장이 

되면 난관에 부딪히거나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남겨라>는 좋은 리더란 

무엇이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글/ 문막공장 생산부 문한수 주임

세상을 바꿀 만큼 원대한 비전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결국 사람이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람을 남겨라>의 생명줄

문한수 주임이 평가한 <사람을 남겨라>는?

지식성

감성성

오락성

참신성

실용성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저자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십이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나 잭 웰치를 잊으라고 말한다. 리더십에는 

그 사람만의 경험과 철학, 성격 등이 녹아 있어 성공한 CEO를 모

방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지

극히 평범한 곳에 존재하며, 늘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리더란 무엇일까? 저자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리

더’가 좋은 리더라고 말한다. 개인의 카리스마나 물질적 보상만으

로 조직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

여해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리더만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리더는 주인공이 아니다. 늘 솔선수범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직

원을 대하며 신뢰를 쌓고, 그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좋은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사람에 집

중하라고 조언한다. 강압적 권력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직원들에

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리

더가 직원 개개인과 교감을 나누고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는 동시

에 상사로서 책임을 다할 때, 직원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한다. 그런 과정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저자가 만난 어느 상무는 자신이 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신

입 때 모신 부장님 덕분이라고 했다. 업무가 익숙지 않아 허둥대는 

그를 거래처로 데리고 나간 부장은 사람들에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니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친구에게 연락하라”고 말했

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최고의 전문가

가 되어보자는 생각으로 노력해 마침내 임원이 될 수 있었다. 

좋은 리더가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리더에게는 조직에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비

전이 없거나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면 조직은 실패를 겪을 가능성

이 높다. 이상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직원들은 단순히 돈벌

이나 직업 때문이 아니라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다. 리더는 직원들

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전을 만들 때는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고, 가급적 쉬운 언어로 만들어 무한 반복해

야 한다는 조언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제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인재 중심의 시대라고 한다. 모든 회사

가 인재를 키워내는 일에 사활을 걸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좋은 리더만이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리더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인의 업무 역량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도 아

니다. 리더가 되는 일은 어렵지만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은 누구에

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풍부한 사례와 설

명을 통해 그 사실을 배웠다. 리더라는 위치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처럼 불편한 사람이라면, 좋은 리더가 되길 꿈꾼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란다.



부문으로 올해는 KAC를 비롯한 S-Oil, 한전KDN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AC는 ▲현대·기아차, GM Global 등 거래

처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지속적인 소비

자 편의 및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점에서 성과

를 인정받았다. KAC는 향후에도 한발 앞선 기술 개발과 변함없는 품

질관리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KAC 이순규 주재기자

안성공장-안성시청-주민 
상생발전업무협약 체결 

11월 8일 안성시청에서 문병원 안성공장장, 황은성 안성시장, 화학공단

반대대책위원회 홍성현·이관호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CC와 안성시청, 주민 간의 ‘상생발전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화학공단반대대책위원회는 안성 제4산업단지 내 첨단산업단

지가 화학산업단지로 변경된 것에 반대하며 제4산업단지 내 화학공

장 입주를 반대해왔다. 상업생산 초기 생산안정화의 전력을 다하고 

있던 안성공장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사1촌 협약 체

결, 연말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전달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 

상생과 협력이라는 결과를 이뤄냈고 이를 협약식을 통해 안성시 전체

에 공표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과 다양한 교류 및 대민 공헌 활동 등

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안성공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성공장 관리부 장익두 대리

KCC의 기부로 세우는 이 중등학교는 잔지바르 타운 인근에 위치한 

4년제 학교로 미디어센터를 포함해 약 2,512㎡ 규모이며 내년 1월 초 

준공식과 더불어 입학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 성지현 주재기자

 
KAC,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6’ 
글로벌경영시스템 부문 대상 수상 

10월 19일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SRMQ)이 개최한 ‘사회적책임경영

품질 컨벤션 2016’에서 글로벌경영시스템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은 ▲사회적 책임경

영의 구현, 경영품질의 혁신, 지속가능성 추구,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혁신 등의 가치에 부합하고 ▲새로운 경영 문화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창의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발굴, 기획재정부 장

관의 승인을 얻어 표창하고 있다. 

시상 부문은 사회적 책임, 경영품질, 최고경영자, 글로벌까지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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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팀, 
‘ALB Korea Law Awards 2016’ 수상

11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ALB Korea Law Awards 2016’

에서 준법지원팀이 ‘제조업 분야 올해 최고의 팀(Manufacturing 

In-House Team of the Year)’과 ‘한국 최고의 팀(Korea In-House Team 

of the Year)’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준법지원팀은 2016년 3월 KCC 준법프로그램 시행과 동시에 분쟁 발생 

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UN Global Compact, 한국사내변호사

회, Fair Player Club)을 통해 KCC 정책 시행 및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를 진행했다. 이번 수상은 준법프로그램 도입 초기의 이 같은 노력이 국

내외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상을 통해 KCC가 

글로벌 초일류 화학기업으로서 국내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법지원팀 김동건 대리

‘제1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감사패 수상 

11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중 ‘제1회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KCC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KCC는 올해 6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복지시설 ‘베다니동

산’에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KCC 제품과 현금, 시공 지원 등의 

기부 활동을 펼치는 등 국가 정책인 그린리모델링의 홍보 및 활성화

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녹색건축한마당은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주관해 그린리모델링 등의 녹색건축을 홍보하는 행사로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표창은 올해 처음 실시했다.

총무팀 곽동훈 과장

 
아프리카 탄자니아 100번째 학교 건립에 동참
친환경 건자재 기부·인력 지원 
KCC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에 약 6,2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무상 지원했다. SBS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글

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희망TV ‘아프리카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탄자니아에 건립하는 100번째 학교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기부

한 것이다. KCC는 잔지바르 지역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천장재 ‘마이톤’, 흡음재 ‘그라스울 네이처 흡음보드’, 건물 내부

와 외부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숲으로’, PVC 바닥재 ‘KCC숲’ 등을 현

지로 조달했다. 건축 자재뿐 아니라 시공 및 감리 전문 인력도 보내 현

지 인력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공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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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당시에도 비닐하우스 재정비에 

함께 나서는 등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 힘을 보태고 

있다.

대죽공장 송아름 주재기자

인천영업소 김성훈 사원, 
제54주년 소방의 날 표창장 수상 

11월 9일 제54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인천서부소방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인천영업소) 시설관리 담당자인 

김성훈 사원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매장과 인천물류센터의 소방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이

전에도 화재 안전 예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홈씨씨인

테리어 인천점은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매장을 만드는 데 최선

을 다할 것이다.

인천영업소 박찬혁 주재기자

울산공장,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 

11월 9일 울산 동부소방서에서 진행된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서 울산공장이 소방 행정 발전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기업체 안전 담당

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울산공장에서는 안전환경부 차승렬 부장과 

최명동 대리가 참석했다. 

울산공장은 매월 화재 진압 소방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작업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일일 안전 순찰을 실시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

을 진행했고, 주변 회사의 화재 진압 훈련을 응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

을 펼쳐 소방 업무 유공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한 울산공장은 끊임없는 안전 활동을 통

해 KCC를 대표하는 안전 우수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공장 박우진 주재기자

전주공장, 전라북도 탄소포인트 기금사업 
사랑 나눔 행복한 주거 만들기 실시

11월 17일 전주공장 인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사랑 나눔 행복한 주거 만들기’ 개선사업 대상 주택에서 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완주구청, 전북자원봉사센터, KCC 

전주공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입주 행사를 가졌다. 

전주공장은 사업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도청, 완주군청, 전북자원봉

사센터와 함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불우 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사랑 나눔 행복한 

주거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감을 갖고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공장 안전환경부 조재현 차장

세계지식포럼 사내 전달 교육 실시 
11월 11일 제17회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주요 내용

에 대한 사내전달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전달 교육은 KCC 본사와 서울영업소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

으로 진행됐으며 회계 이웅노 이사, 상품_시설재구매 김태수 이사, 

마케팅 표해연 이사, 전략기획 이재욱 이사 총 4명의 임원이 교육을 

담당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경제 전망 ▲인공 지능과 사물인터

넷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의 도래 ▲미래 기술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

세 등이었다.

매년 개최되어 금년으로 제17회를 맞은 세계지식포럼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글로벌 기업 CEO, 정치인, 석학, 

경제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올해 포럼의 주제는 ‘대혁신의 길

(Aiming for Great Instauration)’로 이미 우리 생활에 도입된 다양한 

기술과 머지않은 미래에 접하게 될 신기술들에 대한 전망이 주를 이

뤘다. 

이번 전달 교육은 세계 최대 지식 축제의 장인 세계지식포럼의 주요 

내용을 임직원이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 흐

름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대죽공장, 1사1촌 명예이장 위촉패 수여 
11월 4일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명예이장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위촉

된 명예이장은 총 8명으로  대죽공장은 1사1촌 마을인 어송3리의 추천

으로 위촉패를 받았다.  

2009년 어송3리와 1사1촌을 맺고 관계를 꾸준히 이어온 대죽공장은 

혹한기 난방유 지원, 팔봉산 감자축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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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 <KCC> 12월호를 꼼꼼히 읽었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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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퀴즈

•지난 호 정답

01. 창틀, 유리, 실란트

02. 홈씨씨인테리어 전시판매장

03. 강교용 도료

     04. 플라스틱 도료사업부

     05. 안성공장

     06. 스위첸

07. 억만장자 효과

08. 목적

•지난 호 정답자

가평공장 원료공정개발팀 백종순 사원

KCC건설 설계부 한창훈 사원

울산영업소 관리부 김성미 사원

Metal 공업_PCM 기술지원 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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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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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襟)’은 옷(의·衣)에 다른 것을 금(禁)하도록 두껍

고 깨끗하게 한 부분, 즉 옷깃을 뜻하는 글자다. 

‘금할 금(禁)’은 숲(림·林)이 보여도(시·示)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옷깃 금’은 

옷깃이 가리는 지점인 가슴을 가리키다가 다시 마

음까지 뜻하게 되었다. 한편 ‘도(度)’는 원래 양팔을 

벌린 길이를 일컫다가 ‘(길이를) 재다’, ‘헤아리다’란 

뜻을 갖게 됐다. 

금도(襟度)는 ‘옷깃 금(襟)’과 ‘법도 도(度)’가 만나 

이뤄진 낱말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이란 

뜻이다. 풀어쓰면 ‘넓은 마음’으로, ‘금도를 베풀다’ 

등으로 쓸 수 있다.

이달의 한자

금도(襟度) 
다른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

ㄱ, ㄴ, ㄷ 초성 퀴즈의 정답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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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슬레니차는 러시아의 봄맞이 전통 축제다. 1년 중 7개월 이상을 겨울 속에서 살아가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봄은 계절 그 이상의 기쁨이다. 러시아 화가 보리스 쿠스토디에프는 동화 

같은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축제의 설렘을 표현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12월을 보내자.

희망찬 새해를 위한 즐거운 마무리

설렘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 보리스 쿠스토디에프

마슬레니차(Maslenitsa) - 보리스 쿠스토디에프(1919년, 71x98㎝, Oil on Canvas, 이삭 브로드스키 미술관)

01   KCC는 최근 방영 중인 TV 기업 광고를 통해 ‘앞으로 가는 미래’를 위한 새로

운 기준을 제시했다. ‘ㅈㄹ ㄱㅅ’이 바로 그것이다. 12p

02  자동차 휠을 보호하는 자동차 휠용 ㅂㅊㄷㄹ는 가루 형태의 도료로 미려한 

외관을 책임진다. 17p

03   자동차 유리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창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해 

생명을 구하는 안전 부품인 만큼 ㅍㅈ ㅇㅈ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

를 통과해야 한다. 21p

04   우리나라 중심에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물류·유통

의 최적지인 김천공장은 내년 4월 ㄱㄹㅅㅇ 생산라인까지 완공되면 그간 전

주, 언양, 문막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온 무기섬유를 일괄 생산하게 된다. 22p

05  KCC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CMF(Color, Material, Finishing) ㅌㄹ

ㄷ ㅅㅁㄴ는 주요 고객을 초청해 글로벌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25p

06  지난 11월 경기도 ㄱㅈ와 강원도 ㅇㅈ를 잇는 쾌속 교통망 제2영동고속도로

가 개통되었다. KCC건설은 1공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힘을 보탰다. 29p

07  KCC Japan은 일본 현지 대리점을 통해 KCC 제품을 판매하는 ㅍㅁㅈㅇㅂㅇ으

로 일반 소비자와 기업 대상의 영업 활동을 펼치며 고객만족을 공고히 쌓고 

있다. 32p

08  금전적 보상과 함께 일의 의미나 자부심을 찾아주거나 칭찬과 ㄱㄹ를 통한 

자극을 함께 준다면 장기적으로 조직원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는 의미다.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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