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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골프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4가지 체험

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레이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

보게 하는 것, 기분 좋은 타감과 타구음, 합리적인 

기능에 마음이 끌리게 하는 것, 일관적인 퍼포먼

스가 항상 발휘되어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더욱 도전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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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언 호젤과 토에 추가 중량을 배치했다. 백페

이스의 리브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타구음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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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s Letter

지난해 겨울에 이어 올겨울도 제법 추울 것이라

는 기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한파에 눈발에, 거리마다 두꺼운 외투

로 몸을 감싸고 종종걸음 치는 모습이 본격적인 

겨울을 실감케 합니다. 

각별한 송구영신의 아쉬움과 기대를 느낄 겨를

도 없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

다. 호사가들은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각종 

덕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의 상징으

로까지 숭상되던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 덕분에, 

그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혔던 각종 

삿되고 잡스러운 것들이 모두 씻겨

갈 것이라며 서로 등을 토닥이고 희

망에 찬 눈웃음을 주고받습니다. 지

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등쌀’에 어

지간히 시달렸던 터라, 사람들은 대

호의 포효 한 번에 지긋지긋한 괴

질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는 판타

지를 꿈꾸는 모양입니다. 상처 입고 

참아왔던 그동안의 분노를 힘찬 포효에 실어 멀

리 쫓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간절하지 

않을까요? 뭇짐승을 떨게 만드는 호랑이의 포효

처럼 파사현정의 기운이 널리 퍼지기를 빕니다.

성적표만 놓고 보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

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선

전을 이어간 모양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

모는 굳건하고, 특히 조선업은 오랜 침체기에서 

탈출해 당당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6

개월 연속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하는 등 조선 

강국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으니 든든하기 그

지없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포효처럼

손홍락   
발행인·대표이사 

그동안 조선업과 동반 몰락의 길을 걷던 

해운업도 반등의 기세가 뚜렷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을 앞질렀습니다. 기

대를 뛰어넘은 각종 경제실적은 수출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우리

나라는 사상 최단 기간 1조 달러를 돌파한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내수에서도 

희망의 청신호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힘으로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외

국인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습니

다. 이처럼 올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는 여전합니다. ‘위드 코로

나’를 선언하고 일상 회복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폭

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부의 자신감

을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조정된 ‘사회적 거

리두기 강화’ 앞에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

습니다. 정부 당국에 바라는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2022

년 [월간 CEO&] 독자 여러분도 모두 힘찬 호랑이의 포

효처럼 속 시원한 반전의 한 해가 되기를 ‘강력히’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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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숨겨진 풍광을 담다_37

전남 화순 백아산에는 길이 66m의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이 구름다리가 있어 우리는 한결 수월하게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월간 CEO&]은 임인년 새해에도 백아산 구름다리처럼 CEO와 CEO를

연결하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021 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백아산의 구름다리> 최정삼 作(광주시 북구)

사진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나라 곳곳에 

감춰진 감동과 매력적인 장소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

47회 공모전의 수상작 100점은 때로는 눈부신 절경을, 전통의 문화를, 소박한 일상을 앵글

에 담은 소중한 기록의 결실이다. 엄선한 수상작을 본지가 연간으로 게재하는 이유다.

Photo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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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은 새롭고 변화의 주기도 짧다. 이런 특성이 디지털 혁신으로 나타난 결과가 4차 산업혁명이

다. 지금까지 변화란 선택의 문제이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

털 혁신이 요구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변화는 기업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관행과 습관을 이겨내고 기업이 혁신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답이 있다. 기업이 가진 유무형의 요소들을 디지털 기술과 통합해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

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추진하

는 것을 넘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리더십이 핵심 요소다.

스타벅스는 디지털 리더십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때 스타벅스는 내외부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자사의 핵심 가치인 커피의 생산, 공급, 제공(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고, 외부적으로는 저가 커피를 앞세운 다수의 경쟁업체가 등장하며 위기의식이 가중됐다. 이 시점에서 

스타벅스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물론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

기 위한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술의 조력이 있어 지금의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

MIT(SMR)와 딜로이트가 함께 전 세계 117개국 35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혁신에 적응하

기 위한 기업의 준비 정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리더십이 디지털 전환의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력

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 추진 시 전사 차원의 대규모 혁신보다는 경영진의 지원 하에 단

위 조직, 업무 기능 단위의 단계별 혁신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오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획오류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미래의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울 때 발생

한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가능하지만 어렵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가는 길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도전해야 할 일이다. 낙관적 사고와 현실적 사고를 

병행하되 먼 미래는 낙관적으로, 가까운 미래는 실용적 사고로 바라보는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디지털 전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열쇠  
‘디지털 리더십’

지용구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대표



Marketing Inside

20

#1 1982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이 투입된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한 시민 7명이 숨지

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상황은 존슨앤존슨을 점점 코너로 몰고 갔는데,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고 기업의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 하락했다. 당시 존슨앤존슨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버크

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했다. 우선 타이레놀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 급전을 보내 타이

레놀을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미국 전역에서 유통 중인 타이레놀 전량을 수거했고, 캡슐 생산

을 중단하고 위험성 없는 알약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이후 소비자들은 존슨앤존슨을 신뢰했고 타이레놀의 시

장점유율은 회복됐다.

#2 2008년 레스토랑 체인의 최강자인 맥도널드가 커피전문점 사업에 뛰어든 것은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위

기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과 진배없었다. 그들은 그해 가을부터 1만4000여 자사 매장에 맥카페라 불리는 커피

전문점을 열고 커피전문가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컨슈머리포트

의 시음 테스트에서 맥도널드 커피가 스타벅스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의 주가는 하락

했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맥도널드는 옥외광고에 ‘4달러짜리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문구로 스타벅스를 비아냥댔다. 이 어려운 상황에 CEO로 복귀한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커피의 권위자가 되

자”며 정체성 회복의 기치를 높였는데, 미국 전역의 7100개 매장의 문을 닫고 13만5000명의 바리스타를 대상

으로 엑설런스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래 시장을 위해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를 영입해 오늘날 스

타벅스의 확고한 역량을 만들어 놓았다.

존슨앤존슨과 스타벅스는 어떻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위기관리를 했을까? 전자는 1943년 고객과 종업원, 지역

사회, 주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천명한 네 문단짜리 ‘우리의 신조(Our Credo)’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위

기에 처했을 때 평소 신조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또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

키느냐’는 질문을 통해 위기경영의 테크닉을 구사했다. 스타벅스도 위기 상황에서 파트너(직원), 고객에 대한 

위치와 역할을 인지하고 명확한 방향 설정과 생존을 위한 체력보강에 주력했다. 이처럼 위기에 있어 정체성 회

복은 흔들리는 위기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포지셔닝과 경쟁력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2년, 기업은 정체성 회복의 ‘찐백신’을 맞으라. 

위기의 백신, 정체성을 회복하라

맹명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 <스타벅스의 미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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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두 차례 모두 전범국가였다. 그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소련과 미국·영국·프랑스에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도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1990년 동·서독 통일까지 이루면서 세계 최강의 경

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처럼 ‘독일식 교육과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독일의 강점이다. 세계 경제대전에서 독일의 지멘스와 SAP, 폭스바겐과 벤츠, BMW, 그리고 BASF와 바이엘 

등 글로벌 대기업은 항공모함이며, 히든 챔피언들은 쾌속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의 지적처럼 히든 챔피언은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 수준의 

강소기업이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1600여 개로 세계에서 55%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30개 수준

이다. 독일에서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4년이 끝나면 기능직업을 택할지 대학을 갈지 선택한다. 약 330개의 공

인된 직업교육에 48만여 개 기업이 직업교육생을 받아 키운다. 대학은 30% 정도가 선택하고 60~70%의 다수

가 공인된 직업교육을 선택한다. 하지만 한국은 고등교육 1위, 대졸 취업율 OECD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못 배운 게 한이었던 기성세대는 자식들을 억지로라도 대학에 보냈다. 과거에는 고졸 80%이상, 요즘은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2020년 신생아는 27만 명이었다. 현재 대학교 입학생수는 55만 명인데 앞으로 19년 후에는 

27만 명 모두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의 반 이상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졸자 65%가 ‘취포족’(취업을 포기한 족)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대졸자를 못 쫓아

가는 적정 일자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기준 대졸자수는 1512만 명인데 적정 일자리는 1080만 개

뿐이었다. 대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의 수준은 독일처럼 고졸 30% 이내다. 한국처럼 고졸 70~80%

는 대학을 나오면 실업자가 되거나 하향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가야 한다. 대졸 비정규직은 284만 명으로 문

재인 정부 4년여에 70여만 명이 늘었다.

취포족, 대졸 실업자, 비정규직 등 모두가 자영업자로 향하는 잠재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숙한 자

영업으로 가족의 재산을 말아먹고 OECD 최고 수준(43% 이상)으로 한국 노인 빈곤율을 높여왔던 ‘캥거루족’

이 되곤 했다. 한국 교육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취포족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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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64괘의 형성 과정을 숫자 배열로 표현하면 1-2-4-8-64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은 절대를 

뜻하고(무극), ‘2’는 음과 양의 상대적 운동을 의미한다(태극). ‘4’는 음양의 기운이 다시 각각의 음과 양으로 분

화하는 것을 말한다(사상). ‘8’은 사상이 또 다시 음과 양으로 분화되어 8가지 변화 패턴의 기본적 체계가 정립

되는 것을 뜻하며(팔괘), ‘64’는 8괘가 각각 다시 음양으로 짝지어져 8×8=64개의 변화 양상으로 성립하게 되

는 것을 나타낸다(64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자가 있음에 남자가 있고, 원인이 있으

면 결과가 있다. 이처럼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작동한다. 이 양단의 음양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대극의 원리로 존재한다. 대극의 원리란 플러스(+)의 양(陽)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

(陰)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플러스(+)가 강할 때 마이너스()로 상쇄시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중도(中道)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중용(中庸), 

사주명리학에서는 중화(中和)라고 한다. 무극의 상태에서 음양의 운동이 시작되면 세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원인이 되는 것을 인(因)이라고 하고 조건이 되는 것을 연(緣)이

라고 하는데,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독자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 주역의 대성괘 또한 

원인에 해당하는 체(體)와 조건이나 작용에 해당되는 용(用)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체가 되는 소성괘와 용이 되

는 소성괘 두 개가 만나야 대성괘를 이룬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은 원인, 조건과 마주한다. 주역을 활용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인연의 관계와 상황을 주역의 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괘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작괘

(作卦)라고도 한다. 점을 친다는 것은 결과를 알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작괘를 하는 행위는 결과에 집착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과정에 비추어서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64괘라는 거울을 통

해 본인이 처한 상황과 인연 관계를 비추어 보는 행위라고 비유할 수 있다. 주역은 한마디로 ‘인연의 법칙을 담

은 체계’인 셈이다. 

주역(周易)으로 읽는 경영_48

주역은 곧 인연(因緣)의 법칙이다

노해정 
휴먼네이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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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A, 앙골라에 코로나 치료 위한 고주파 온열기 기증

아디포랩스의 고주파 온

열 치료기 ‘리미션 1℃’가 

암 치료를 넘어 코로나

19 치료에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외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

고 있는 가운데, IVRA와 

아디포랩스가 아프리카 

앙골라에 리미션 1℃를 

무상 기증하며 국제 의료나눔의 첫발을 내디뎠다. IVRA(International Virus 

Research Alliance: 국제바이러스연구협력단)와 아디포랩스는 지난 11월 24일 

앙골라 주앙 로렌수(Joao Lourenco) 대통령을 대신하여 방한한 실비아 파울라 

발렌팀 루터쿠다(Silvia Paula Valentim Lutucuta) 보건부장관, 25일 에드가르 

가스파르 마르팅스(Edgar Gaspar Martins) 주한 앙골라 대사 등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미션 1℃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EBS,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화시스템 ICT 부문이 

EBS와 함께 메타버스 기

반의 공공교육 서비스 개

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화시스템은 EBS와 12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EBS 본사에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플랫폼 ‘EBS 

메타캠퍼스’ 구축 및 운영

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한화시스템은 ‘메타캠퍼스’로 명

명한 EBS의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가상의 공공교육 공간을 구축해 

초·중등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의 차세대 학습관리 시스템과 자사 AI 브랜드 하이큐브(HAIQV) 플랫폼을 메타캠

퍼스와 결합해 영어·수학·경제교육 등 교과 연계 학습, 환경 및 지구과학 실감형 

교육, 실험 경험 및 직업 체험 서비스, AI 학습활동 추천 및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 

기능 등을 개발한다. 

현대차그룹, CJ ENM-티빙과 차량용 OTT 콘텐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차그룹은 12월 6일 CJ 

ENM, 티빙과 ‘차량용 OTT 

콘텐츠 서비스 제휴 상호협

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

터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

에는 추교웅 현대차그룹 전

무, 임상엽 CJ ENM 경영지

원총괄, 이명한 티빙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업

무협약을 통해 영화·라이브 채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융복합 OTT 콘텐츠 서비

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경쟁

력 강화를 모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OTT 서비스 탑재를 위한 플랫폼 구축, 

OTT 콘텐츠 서비스 제공, 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관리 홍보 등 현대차그룹 커넥

티드 카만의 차별화된 OTT 콘텐츠 제공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니드캐릭터, 인도 현지법인 설립 완료

애니메이션 <크리켓팡> IP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유니드캐릭터가 지난 12월 

1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현지법인 유니드콘텐

츠(YOU NEED CONTENTS 

PRIVATE LIMITED) 설립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뽀로로>로 유명한 

아이코닉스 출신 송민수 대표가 

2017년에 창업한 유니드캐릭터는 

14억의 인구와 한 해에 무려 2700만 명이 태어나는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현지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을 소재로 한 창작 애니메이션인 <크리켓팡>을 기획했다. 

창업 초기인 2018년부터 인도 현지 전시회 참가, 인도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진

행하며 시장조사를 거친 결과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고, 이번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집단지성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자”

12월 3일 SK그룹에 따르

면 최 회장은 2일 최종현

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 

‘도쿄포럼 2021’ 개회사에

서 이같이 밝혔다. 도쿄포

럼은 최 회장과 SK그룹이 

인재 육성에 대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뜻을 기려 설립한 최종현학술원이 2019년부터 도쿄대와 함

께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자

격으로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팬데믹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학과 기술, 인간정신의 잠재력을 살펴봐야 한

다”며 “이 중에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결의”라고 설명했다. 덧

붙여 “탄소배출 넷제를 구현하는 공동의 의지와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

직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 CNS, 기업 맞춤형 메타버스 오피스 서비스 선보여

LG CNS가 메타버스 

전 문 기 업  오 비 스

(oVice)와 손잡고 기업 

맞춤형 메타버스 오피

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양사는 최근 비대면·대

면 근무가 혼재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

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

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LG CNS는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을 오비스 플랫

폼과 최적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메일 송수신, 사내 공지사항 열람, 일정 확인 

등 다양한 업무 기능이 메타버스에 그대로 구현된다. LG CNS는 30여 년간 금

융, 물류, 제조 등 각종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수행한 노하우를 활용한다. 이

를 토대로 산업별 고객 니즈에 맞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설계한다. 예를 들면 임

직원이 메타버스 사무실에 접속하면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부부, 서울대에 100억 원 기부

서울대학교가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과 부인 최기주 여사가 이

주용·최기주 문화관 리모델링 기금으로 100억 원을 쾌척해 감사패

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985년에 개관한 문화관의 재건

립을 추진 중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은 평생의 소신이자 대를 잇는 

가문의 뜻이었다. KCC정보통신 창립 50주년인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그는 다가오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총 600억 원의 사회적 기부를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0여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미래와 소프트웨어 

재단’과 (재)종하장학회를 설립해 사회적 기부와 IT 인재 양성, 벤처 

육성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기아-서울대, 국가 탄소중립 연구협력 위한 협약 체결

기아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서 기아 신동수 경영전략실

장,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서울대와 ‘온실

가스 모니터링 분야 연구 협

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온실가스 모니터

링은 국가 탄소중립 현황 분

석을 위한 핵심 연구 중 하나

로,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및 이행평가에서 중요한 지표

로 활용되고 있다. 기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 차량으로 사용될 첫 전용 전기

차 EV6 1대와 온실가스 도시 대기 측정소에 설치될 관측기 1기를 서울대에 지원한다. 특

히 기아 EV6는 주행 시 탄소 배출이 없어 온실가스 관측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대기 중 

실질적인 온실가스만 측정해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 협력사 경영안정 위해 2200억 원 긴급자금 수혈

삼성전자가 12월 5일 베

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비상 

생산 체제를 운영하며 어

려움을 극복 중인 120여 

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총 220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재까지 긴급

자금을 신청한 협력사는 

80여 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여 개사가 약 1000억 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30여 개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있는 하노이와 

호찌민 인근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역이나 공단이 통

째로 봉쇄되는 비상 상황이 지속됐다. 현지 지방 정부는 전 주민의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

을 제한하고 영업 활동도 통제했다. 생산과 수출을 위해 가동이 꼭 필요한 기업들은 격리 

생산체제를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 농식품 홍보 위한 한국 첫 세일즈 프로모션 개시

유럽연합(EU)이 농식품 홍보를 위한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12

월 16일부터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테마로 한 국내 첫 유통점 프로

모션을 개시했다. 유럽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온·오프라

인에서 EU 농식품의 소비자 구매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특장점

이 잘 반영된 육류와 유제품, 과일

과 채소는 물론 파스타, 시리얼, 오

일, 과자, 와인, 맥주, 증류주 등 다

양한 EU 농식품이 소개된다. 유럽

연합은 EU 농식품이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으

로 전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 

생산 기준과 품질 관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제

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신한카드, ‘디지털 금융 활성화’ 맞손

더존비즈온이 11월 26일 신한카드와 서

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DX)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ICT 대

표 기업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카드사 

간의 광범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

다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양사 모

두 데이터 융합을 통한 고객 효율성 강화

에 초점을 둔 데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

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어 다

양한 방면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업무 협약을 토대로 양사는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 향후 다양한 공동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의 기업 데이터를 신한카드의 금융 데이터와 연계, 분석해 기업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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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5회 HDI FORUM CEO 지혜산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일즈·수주전략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

펠리체컨벤션에서 ‘제2055회 CEO 지혜산책’을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일

즈·수주전략’을 주제로 김용기 쉬플리코리아 대표가 

열띤 강연을 펼쳤다. 수주 전문 컨설팅사 쉬플리코리

아 김용기 대표는 약 1000여 건의 컨설팅과 교육을 수

행해 누적 수주율 90.7%, 누적 수주액 39조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의 JP모건 컨퍼

런스의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삼성SDS의 디자인센

터, LG전자의 B2B 영업 프로세스 컨설팅 등 굵직굵

직한 프로젝트가 그의 주요 작품이다. 김 대표는 “영업

의 본질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안을 하는 것이며 비

대면 시대에 직면한 지금, 세일즈 전문성이 어느 때보

다 중요해졌다”고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성장을 추구

하는 기업에게 수익을 높이는 세일즈 방법과 CRM 활

용 방법을 소개했다. 비대면 영업환경에서 높아지는 

세일즈의 전문성에 대한 니즈를 채울 전략을 설명하

며 “비대면 영업에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고객

에게 접근하는 CRM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RM 솔루션은 세일즈 예측능력을 높

이고 조직관리, 연구개발, 공장 가동 등 모든 분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쳐 실제 매출이 증가한다”며 “국내에

서 CRM 솔루션이 정착하지 못한 원인은 단순히 숫자

와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소노벨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  

글 김재희  사진 인간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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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제인포럼 12월 조찬회

미래가치 결정하는 12가지 신기술

‘강남경제인포럼 12월 조찬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찬 세

미나에서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12가지 신기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대표

는 “현재 AI 기술은 자전거를 주행하는 복잡한 메커니

즘을 가르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간의 입체적인 

공예적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이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AI 기술의 현

재 수준이 얼마나 앞서있는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미래포럼 영국지부가 진단한 2040 보

고서를 인용해 환경오염으로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

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로봇과 인공지능이 변호

사, 의사, 경찰관, 교사부터 요리사, 조종사, 기자, 공무

원도 일자리를 잃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건강웰빙

이 최고의 일터가 될 것”이라고 기후 변화의 잠재적 

재난과 로봇의 노동인력 대체에 관해 피력했다.

박 대표는 드론,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하이퍼루

프, 에어택시, 자율주행차 등을 거론하며 “미래 사회를 

운용하는 기술은 AI 시스템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의료·제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며 현대의 

생활양식이 전체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덧붙

여 “인간 수명 연장이 당연한 수순이 되어 자연스럽게 

고령인구 케어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특히 운전자 없

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또는 드론인 자율주행차가 다

양한 범위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12월 10일 소노벨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  

글 김재희  사진 강남경제인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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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TV 신년특집제1화
“Science to Business with Dr. 
Langer” Host: 이병건박사

한국바이오협회미래성장부문장황주리 (BIOTV 바이오뉴스호스트) 

일시: 2022년 1월 12일 (수) 
오전 9시유튜브 BIOTV LIVE 

Dr. Robert S. Langer 이병건박사

“모더나창업자이자역사상가장많이인용되는과학자, 
그리고 1,400개이상의 특허소유자 ” 

HOST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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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마케팅최고경영자조찬회

<트렌드 코리아 2022> 
공동저자 전미영 연구위원 강연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하는 ‘제97회 마케

팅최고경영자조찬회’가 지난 12월 17일 송년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조찬회는 이남식 서울예대 총장

의 송년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

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이 연사로 나섰다. 교보문고,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 <트렌드 코리아 2022>의 공동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으로 활동 중인 전미영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다가오

는 2022년, 위드 코로나로 일상의 점진적 회복을 기대

하는 새해를 맞아 ‘2022 트렌드 코리아’를 주제로 정

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올해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해 소비

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2022년 비즈니스 시장을 예측

하는 등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트렌드 코리

아 2022>는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의 키워드

로 ‘TIGER OR CAT’을 선정했다. 지난 2년간의 코로

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세분화

된 ‘나노사회’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

국의 소비 성향과 그 시사점에 관해 전 연구위원은 나

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재감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등 총 10개의 키워드를 소개했

다. 이와 함께 ‘기업보다 진화의 속도가 더 빠른 소비

자들의 트렌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웅비하는 호랑이’ 또는 ‘주저앉는 고양이’라는 선택지

에 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1년 12월 17일 잠실 롯데호텔월드  

글 김재희  사진 한국마케팅협회

마누카꿀와 함께 '세계 5대꿀'에 손꼽히는 

시베리아 알타이꿀

시베리아 차가버섯, 알타이 꿀 전문몰 

힐러넷 헬스&푸드

https://smartstore.naver.com

/healernet

'세계 최고의 청정 숲' 알타이의 선물 시베리아꿀

혹한의 시베리아 영하 30도에서도 사는 야생꿀벌과 

엄청난 생명력을 품은 야생 허브 꽃의 걸작품

지구의 허파 알타이의 선물 시베리아꿀

골프, 등산 할 때는 스틱꿀!

집에서는 병꿀!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세요~

잡지광고.indd   1 2021-12-23   오전 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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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동반성장포럼

문화의 힘으로 코로나 팬데믹 극복한다

동반성장연구소가 지난 12월 16일 서울대 교수회관 컨

벤션홀에서 ‘제82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동반

성장포럼은 2013년 5월에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는 ‘Win COVID-19, With Culture’를 

주제로 하남문화재단 서강석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상가에

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 역시 적지 않

은 타격을 입었다. 각종 축제와 공연, 콘서트가 취소되

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택배, 배달 등으

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언택트 

공연이 점차 늘어나면서 문화예술계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다. 한 영상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전문가인 서강석 대표는 ‘문화백신’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소개하며, 문화의 힘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연, 축제, 전시, 문

화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도

입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면서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을 가까이하면 삶이 즐거워지

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서강석 대표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

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

화의 힘이다”라는 백범 김구의 명언을 인용하며 강연

을 마쳤다. 

2021년 12월 16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  

글 한동민  사진 동반성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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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x_korea @remaxkorea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해 보세요!

상가

재건축

공장 물류빌딩

해외
부동산

사무실
임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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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초입인 12월 10일, [월간 CEO&]

이 주관한 CEO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2021 비자트 힐링캠프’가 남이섬에서 진

행됐다. 2019년 가을 힐리언스 선마을 방

문으로 시작된 힐링캠프는 지난해에는 코

로나로 취소되었으나 올해에는 철저한 방

역 하에 예정대로 실시됐다.

이번 남이섬 힐링캠프에는 20여 명이 참

가를 신청했지만, 코로나 확진 등으로 8명

의 CEO들이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코스

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집합 후 남양주에 

있는 베이커리씨어터에서 모닝커피를 겻

들인 빵으로 조식을 해결하고 남이섬 입구 

닭갈비집에서 점심으로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물길 따라 남이섬에 입성했다. 입구에서 오

른쪽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도 장관이고, 

<겨울연가> 촬영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추억을 담기 

바빴다. 예전에는 일본 중년 여성들이 배용

준, 최지우의 촬영지에 많이 모였었다는 얘

기를 뒤로하고 은행나무길로 내달렸다. 은

행잎 일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공수해 온다

는 가이드의 얘기도 들으면서 화려하던 가

을날의 낙엽이 진 남이섬에서 아름다운 추

억을 만들었다. 이후 8명의 CEO들은 업무

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며 서로간의 인간적

인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CEO 중 한 명인 제일파

트너스 서영주 대표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

었고 [월간 CEO&]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은 격조와 함께 끝없는 힐링이 된다. 일상에

서 벗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글 한동민

[월간 CEO&] 주관, ‘2021 비자트 힐링캠프’

겨울의 초입,  
남이섬에서 쉼의 시간을 갖다 

When 2021년 12월 10일  Where 남이섬 

CEO& Event



40

‘G90’은 완전 변경 4세대 모델로,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플래그십 세단이다. 제네시스는 최고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G90을 개발했다. 최고급 세단에 걸맞은 품격 있는 실

내외 디자인은 물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고객에게 운전 부담을 덜어줄 첨단 주행 보조 기술과 이동 시간에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기술이 집약

된 G90을 통해 럭셔리 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G90에는 편안한 이동을 돕기 위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륜 조향,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등의 주행 사양이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승차부터 주행과 주차까지 새로운 자동화 경험을 선사하는 광각 카메라 기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글 김재희  사진 제네시스

GENESIS

G90

CEO& Item

RMX  VD  셔틀�웨이트�시스템 (특허�출원)
슬라이스, 훅�감소
드로, 페이드�구질�선택�가능한�셔틀�웨이트�장착

사상�최초, 아이언의�구조�혁명
현존�최고의�정확성이 

증명된�아이언(KIGOS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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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 T 알레그라’는 불가리와 MB&F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이다. 불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브리치오 부오나마사 스틸리아니와 

MB&F의 설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막시밀리앙 뷔세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직업적 존중에서 시작되어 단단한 우정으로 진화했고, 이

는 협업의 결과물인 플라잉 T 알레그라로 이어졌다. 브랜드의 기술과 노하우가 함축된 신선하고 여성스러운 합작품이자 철학적 융합의 산물인 

셈이다. 불가리와 MB&F는 각자의 개성을 지닌다. 로마에서 기원한 주얼러 불가리는 카보숑 컷 컬러 젬스톤에 대한 애정을 지니며, 이는 주얼

리 워치로까지 확장됐다. 각각 2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로 구성된 타임피스에는 투르말린, 차보라이트, 

다이아몬드, 루벨라이트, 자수정, 탄자나이트와 토파즈가 무브먼트를 감싸는 형태로 세팅됐다. 

글 김재희  사진 불가리

BVLGARI

FLYING T ALLEGRA

CEO&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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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루부탱은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속 여자 주인공의 화려한 패션으로 많이 애용됐다. 특히 구두에 가장 특

화되어 있는데, 크리스찬 루부탱의 시그니처인 빨간 밑창은 페미닌하면서 섹시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 크리스찬 루부탱은 2022년 

S/S 시즌을 맞아 화려하면서도 절제미를 갖춘 샤인 브라이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샤인 브라이트 컬렉션의 ‘골디나 레인(Goldina Rain)’은 우

아한 무드에 과감한 장식이 더해진 10cm 높이의 하이힐이다. 블랙 새틴 크레이프 소재를 사용한 골디나 레인 펌프스 힐은 앵클 스트랩 버클에 

이름처럼 비를 연상시키는 길게 늘어뜨린 형태의 실버 라인스톤 장식을 더했다. 여기에 추가된 다채로운 컬러의 라인스톤들은 화려함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한다. 

글 김재희  사진 크리스찬 루부탱

CHRISTIAN LOUBOUTIN

SHINE BRIGHT COLLECTION

CEO& Item

공간에 가치를 더하다.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Design connects people

DAWON & Company 

NH 투자증권

파라스파라 서울구글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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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에스테틱 브랜드 앤드에이치(and.h)가 7가지 그리너리 허브 원료를 함유한 ‘유스 테라피(Youth Theraphy)’ 라인 2종을 새롭게 출시

했다. 유스 테라피 라인은 ‘화이트 퍼밍 세럼’과 ‘리페어 콜라겐 크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 제품 모두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 화이트 퍼밍 세

럼은 미백과 피부탄력 케어를 위한 투명 광채 에센스로 쫀쫀한 제형이 특징이다.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수분감 넘치고 자연스러

운 윤광 피부를 연출하기 좋다. 리페어 콜라겐 크림은 피부탄력을 강화해주는 크림으로 얼굴선을 타이트하게 올려준다. 주름개선 기능성 원료

인 아데노신을 함유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앤드에이치는 국내 최고의 에스테틱 전문가 황금희 대표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접목, 에스테틱에 다녀온 느낌을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론칭한 코스메틱 브랜드다. 

글 이하나  사진 앤드에이치

and.h

YOUTH THERAPHY LINE
격무에 시달리는 CEO 건강,
메디푸드가 책임집니다!!
그린그래스는 단순히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축산식품이 아니라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메디푸드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그래스 바이오  |  본사(충주)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주덕농공길 53  지사(서울)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49 6F   구매문의 : 010-2462-8312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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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Issue 
금융계 다양한 뉴스와 최신 이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메리어트 본보이 더 클래식 신한카드 출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메리어트 본보이 더 클래식 신한카드’(Marriott 

Bonvoy The Classic Shinhan Card)를 출시했다. 이번 카드는 2021년 초에 

선보인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의 성공에 이은 것으로, 신한카드 

및 비자와 함께 두 번째로 출시하는 공동 브랜드 카드다. 차세대 신용카드라 불

리는 메리어트 본보이 더 클래식 신한카드는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신용카

드 상품으로, 전반적인 일상 속 소비를 통해 더 많은 라이프스타일 혜택과 더 큰 

포인트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젊

은 세대가 주축이 돼 여행 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카드 

론칭으로 고객들은 전 세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

게 됐다.

흥국생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서울 본사에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착수 보

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수행사는 한화시스템이며, 

2023년 4월 오픈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보험과 금융 환경의 디

지털 전환과 비대면 시대 고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보험업

무 전반을 개편하고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흥국생명은 노후화한 기간계 시스

템 개편 및 고도화 작업에 우선 착수한다. 이를 통해 상품개발, 보험 계약·심사 

등 보험 핵심 업무를 간편화하고 경영관리, 재무회계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화시스템의 보험 코어 솔루션 브랜드 ‘WINE(와

인)’을 활용해 흥국생명 고유의 트렌드 맞춤형 상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연말맞이 랜선 송년 이벤트 진행

푸르덴셜생명보험은 랜선 송년 이벤트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프로

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송년 이벤트는 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 만들기 키트를 

사전 제공하고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회

에 거쳐 약 150명의 임직원이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 

참여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벤트에 참여한 푸르덴셜생

명보험 직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입 직원이나 동료들

을 보지 못했는데, 집에서 문화생활을 하며 이렇게 볼 수 있어 반가웠다”는 긍정

적인 반응을 전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내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e스포츠, 새로운 도전과 목표 위한 2022 신규 로스터 발표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2년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팀의 성장과 장

기적인 발전을 위해 유망주 ‘카리스’ 김홍조와 ‘삼디’ 이재훈을 비롯해 베테랑 

정글러 ‘온플릭’ 김장겸을 신규 영입하며 ‘두두’ 이동주, ‘윌러’ 김정현, ‘뷔스

타’ 오효성 등 6인 로스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e스포츠는 이번 

2022 시즌 팀 리빌딩에 대해 ‘장기적으로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강

팀을 만들 원년으로서 새로운 도전의 한 해’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선수를 다년 

계약하며 성장 방향성에 대한 변모를 꾀했다. 올해로 창단 4년차를 맞은 한화

생명e스포츠는 한화생명의 라이프플러스 가치를 앞세워 지속적인 저변 투자

와 다양하고 참신한 마케팅을 통해 e스포츠의 주류 문화 정착을 위해 팀을 운

영 중이다. 

글 김재희

이상훈 시스원 대표                 

우보천리 40주년, 마곡 신사옥에서  
100년 역사의 초석 다진다

50 58
박영철 비오이엔엘 대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크린룸 설계·시공의 넘버원 지향한다

전은선 얼스랩 대표           

청정 해조류 성분으로
K-클린뷰티 대표주자로 나선다

62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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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스원 대표

우보천리 40주년,
마곡 신사옥에서  
100년 역사의 초석 다진다

IT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기업 시스원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마곡 신사옥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국내 IT 업계의 
문익점’ 이주용 회장의 차남 이상훈 대표는 ‘인재 육성’과 ‘고객 
중심 경영’, ‘상생 경영’이라는 경영철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100년을 바라보는 사람 냄새 나는 IT 기업. 
시스원 마곡 신사옥에서 만난 이상훈 대표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인간미, 열정과 자신감이 넘쳤다. 인터뷰 손홍락  글 임흥열  사진 권용구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아버지의 이름으로-종하

체육관 이야기>. 종하체육관은 1977년 고 이종하 선생의 기부로 울산 남

구 신정동에 건립된 이후 40여 년 동안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

과 함께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주용 KCC정보통신·시스원 회장과 이상현 

KCC정보통신·KCC모터스 부회장, 이상훈 시스원 대표가 출연한다. 이들은 이

종하 선생의 아들, 손자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종하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주용 회장은 대한

민국 IT 업계에 큰 획을 남겼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IBM 본사에 입사했고, 

1966년 귀국해 한국 IT 산업의 초석을 다졌다. 명실상부한 국내 소프트웨어 1

세대다. 심지어 혹자들은 그를 ‘국내 IT 업계의 문익점’이라고 부른다. 이 회장

은 1967년 국내 최초의 컴퓨터 ‘파콤222’를 들여와 컴퓨터 인력을 길러냈고, 

1975년 한국 최초의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이끌었다. 1981년에는 철도 승차

권을 온라인으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부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주용 회장의 차남인 이상훈 시스원 대표는 조부와 부친의 업적에 깊은 존경

심을 갖고, 그 역시 좋은 CEO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반영

하듯 시스원은 2019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고, 

2021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IT 서비

스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홍락 발행인의 휴먼 인터뷰

Cover Story

시스원 마곡 신사옥 1층에는 실제 공항과 동일한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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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원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국내 1세대 IT 서비스 기업입

니다.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스원은 국내 1세대 IT 기업인 한국전자계산(현 KCC정보통신)

의 기술지원부로 시작하여 1982년 국제경영기기(WBM)로 분사

했습니다. 시스원의 기초를 다진 것은 서버 네트워크 등의 IT 시

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에 참여하며 현재의 기술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은 IT 시스템 유지보수 외에도 IT 보안 솔루션 총판 사업, 클라우

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P 사업, 스토리지 VDI 솔루션 등의 IT 

인프라 제공 사업,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출

입통제 사업 등 IT 서비스의 전 분야를 커버하는 사업 영역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열화상 카메라 및 공기청정기 공급 등 IT 방역 시스템이나 

스마트팜, RPA 등 신규 IT 서비스 분야에도 진출 중입니다.

시스원은 2020년 상반기 마곡 R&D 센터에 입주하며 신사옥시대

를 여셨는데, 현재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

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회사의 대내외적인 큰 변화는 

2020년 5월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마곡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

다. 회사 매출의 성장에 따라 중견기업이 되면서 주력 사업인 20

억 원 이하 공공유지보수 사업에 2021년 4월부로 참여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죠. 이에 몇 년 전부터 20억 원 이상의 SI 사업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과 더불어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있

습니다. 클라우드, RPA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됨을 인지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이노그리드 등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회사와 제휴를 강화하고 공공 IT 고객에게 클라우드 

이전 설치와 구축 등을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

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체 시스템 통합관제 솔루션

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AiWACS(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솔루

션)의 고객이 보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파주시청, 태영

그룹, 사조시스템즈 등 민관을 아울러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울

러 PiONE(ITSM 솔루션)도 경기도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공급되

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비콘 기반의 IT 자산 위치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원

의 안정적인 사업 분야로 자리 잡은 출입통제 및 출입국 서비스의 

고도화도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생체인식, AI 및 IoT 기술이 접

목된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게이트 기술과 공용여객 운영 노하

우를 통해 스마트공항을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

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지문·홍체·얼굴 인증 등의 비대면 기술, 자연어 처리기술이 적용

된 챗봇 기술, 빅데이터·딥러닝·IoT 등이 적용된 AI 기술 등 그동

왼쪽부터 이주용 회장과 이상현 KCC정보통신 부회장, 이상훈 시스원 대표

안 출입국, 정부청사, NIPA,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에 

적용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다양한 생활을 좀 더 안전

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드밴스트 IT 서비스 비

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곡 신사옥시대를 여시면서 직원 복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기존 용산사옥에선 환경적인 여건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못

했던 복지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마곡 신사옥에는 남녀 각각

의 전용 휴게실과 헬스키퍼 및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용룸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여성 휴게실에는 수유실과 바닥 난방

이 가능한 휴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습

니다. 최대한 많은 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용 로비와 2층 공간

까지 활용해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만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북카페와 탁구장은 직원들의 건의와 자발적인 기

부, 참여로 탄생한 공간입니다. 직원을 위한 무상 카페는 장애인시

설인 애덕의 집 원생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를 넘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외에도 임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 콘도 제공, 결혼기념일 선물, 자격

증 수당 지급 등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 역시 유지하고 있으며, 계

속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호응이 있었던 복지제도는 2020년 

9월부터 시행한 패밀리데이입니다. 이를 통해 매월 2회(2주차/4

주차)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조기에 귀가함으로써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배려하고, 독신자인 경우에는 자기

계발 시간을 줌으로써 워라벨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스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요인과 IT 서비

스 기업으로서 시스원만의 강점, 차별점은 무엇이신지요?

일단 임직원들의 헌신과 단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스원은 아직까지는 기술직 중심의 도제 문화가 남아있어 직원 

간에 형제처럼, 사제처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느덧 

회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최근 입사한 젊은 세대 직원들로 인해 

자유로운 문화가 조성되고 있긴 하지만, 오랜 세월 시스원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내 일처럼 일하는 직원들 덕분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도 중요한 요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원은 기본적으로 IT 유지보수 및 서비

스가 사업의 근간입니다. 고객의 장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처

하고, 그에 앞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

는 등 엔지니어 역량이 기본이 되는 고객 중심 문화가 고객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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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

과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IT 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차곡차곡 쌓인 기술력과 구축 경험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죠. 시스원은 재벌그룹 계열사가 

아닌 토털 IT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DB 애플리케이션 등 전 분야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2022년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

닐까 싶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시스원도 이젠 어엿한 중견기업이고 2019년 ‘벤처 1000억 원 클

럽’에도 진입했습니다. 2019년 1040억 원, 2020년 1325억 원의 매

출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1650억 원 달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최초로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전 직원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

음이 뿌듯합니다. 2022년에도 좋은 성과로 이 특별 인센티브 제도

가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적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클

라우드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스원이 갖고 있는 강점인 출

입통제 시스템 기반의 응용사업 분야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

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IT 서비스 사업만이 

아닌 신사업(Beyond IT)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해가 될 것입니

다.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출입통제 솔루션과 관련된 건설 IT 솔루

션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시스원의 장기적인 비전은 IT 융합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독보적

인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기업이 되는 것이며, 중장기 로드맵은 

‘비전 2025’라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매출 3000억 원, 영업이

익 300억 원, 순이익 100억 원, 종업원 1인당 EVA 1억 원(300명 

기준)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래 신사업으로는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Cloud Everything 솔루션(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것)과 

Must Buy 솔루션인 IT 보안 사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자율 AI 

및 자동화(RPA, 스마트팜) 솔루션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분야들

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주이신 이주용 회장님

의 이니셜을 딴, 100억 원 규모의 ‘CY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CEO로서 대표님의 경영철학은 무엇이신지요?

내부적으로는 인재 육성, 외부적으로는 고객 중심 경영과 상생 경

영이 저의 경영철학입니다. 저는 첨단 IT 비즈니스도 결국은 사람

(인재)이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원은 10년 넘게 꾸

준히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대학교와 일학습병행제

를 통해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의 협약으로 직원들의 대학원(석사·박사) 진학을 지원하여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서울시

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병역특례로 입사한 직원

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하여 의무복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기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스원의 주력 사업은 IT 서비스 공급 및 시스

템 구축입니다. IBM, 오라클, 넷앱(NetApp), 포티넷(Fortinet), 맥

아피 등 세계 최고 솔루션 기업들의 총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IT 환경 구축과 운영에 있어 30년 넘

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의 관계 설정

은 고객에게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

는 경영 마인드가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하나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원을 일종의 소모재로 보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사를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업계에선 아주 드문 일입니다. 중견기업으로서 중소 협력

업체와의 상생 경영에도 힘쓰고 있으며, 메이크어위시재단이나 

애덕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후원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스원 마곡 신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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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스원은 사회공헌에도 많은 노력을 해오셨

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이지만 시스원은 설립 초기부터 상생 경영

이 경영방침 중 하나였습니다. 시스원 직원은 입사 1년차 이내에 

꼭 단체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때 저도 같이 복지시설에 가서 김장 

봉사나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원과 2013

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애덕의집에 매년 

봉사활동을 나가고 물품 지원 등 다양한 기부를 하고 있죠. 저 또

한 7년간 애덕의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시스원에

서는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직원 전용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5명 전원이 애덕의

집 원생들이고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

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환경을 위해 우리 사옥 안에서는 일

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직원 전원에게 텀블러를 나눠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이신지요?

마곡 사옥 건립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판교, 상

암 등 첨단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마다 신청했는데 매번 아깝게 고

배를 마셨어요. 2017년 마곡단지 분양 신청 시에도 반신반의했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지 선정이 됐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위치도 서울에서 서쪽 끝자락

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9호선과 공항철도선이 지나가는 

마곡나루역이 근처에 있고 LG그룹과 롯데, 코오롱 등 여러 대기

업들이 입주하면 상황이 호전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2018년 11

월에 착공해서 2020년 5월에 준공과 입주를 하며 용산시대를 마

감하고 새로운 마곡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밴드를 개설하여 직원

들에게 공사 상황이나 이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직원들의 

최소 이탈로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밴드를 통해 신사

옥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시설이나 배치를 공모하고 수렴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 특

성상 많은 외부 협력사들과의 협업 공간인 제안 전용룸이나 조달

입찰 전용 공간 확보, 엔지니어 세미나실(테스트룸), 엔지니어 테

스트베드를 위한 서버실, 내방객을 위한 접견실 설치에 대한 의견

을 적극 수용했으며, 양치 전용 공간 2개소와 탁구장 등 우리 회사

의 특성에 맞는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좌우명이나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있으시다면?

Together Forever. ‘함께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 결혼

식장에서 이 문구를 보고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직장 역시 25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또 하나의 새

로운 가족과 동료를 얻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스원에 합

류한 게 2001년인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분들이 부장급,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와 동

년배이거나 저보다 연장자인 분들도 전체 임직원 350명 중 20%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 모두 20대나 30대에 입사해서 40대에 열

정을 불태웠고, 50대에도 현업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죠. 50

대 특히,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시스원을 단순히 직장이 아니

라 또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

이 하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가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가라.’ 시

스원은 이제 마흔의 중년이 되고 있어요. 저도 20년 넘게 근무했

고 저보다 근무 연수가 많은 직원들도 적지 않은 조직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100년을 바라보며 멀리 가야 하고, 외나무가 아닌 

푸른 숲이 되기 위해서는 신구의 조화와 팀워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CEO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주

변의 평판도 좋아야 한다. 유라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

희 회장은 이상훈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시스원 이상훈 대

표님과는 15년 가까이 교류를 해왔는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

는 외유내강의 훌륭한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

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언제나 시대를 한발 앞서 나가는 탁월한 안

목과 실행력을 보여주었고, 항상 직원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고민

하는 따뜻하고 인자한 경영인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보

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표지 인물에게 

Graf von Faber-Castell 만년필을 

선물합니다

그라폰 파버카스텔의 타미시오(TAMITIO) 나이트 블루는 황동 재질의 세로 홈이 각인된 메탈 

베이스에 여러 번 특수 저광도료를 덧칠해 유려한 디자인과 세련된 감성을 자랑합니다. [월간 

CEO&]의 표지를 장식한 CEO에게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인터뷰 중인 이상훈 대표와 본지 손홍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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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비오이엔엘 대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크린룸 설계·시공의 넘버원 지향한다

박영철 대표는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오이엔엘을 크린룸 설계·시공의 대표주자로  
성장시키고 있다. 2010년 회사 설립 이래 반도체·제약·화장품·식품 제조사와 병원 음압병실,  

수술실에 수많은 크린룸을 시공해 왔으며,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목표는 공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크린룸을 만드는 것이다. 글 임흥열  사진 권용구

비
오이엔엘은 2010년 설립 이래 공조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2010년 3월 비오크린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012

년 11월 ㈜비오크린으로 법인설립을 했고, 2021년 5월 ㈜비오이

엔엘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비오이엔엘은 크린룸 관련 공조, 냉

난방, 닥트, 패널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크

린룸은 반도체·제약·화장품·식품 제조사와 병원 음압병실, 수술

실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이며, 각 조건과 규격에 맞는 크린

룸을 설계·시공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약사를 기반으로 성

장했고, 제약사의 까다로운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시공 역시 완벽

하게 함으로써 KGMP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어 화장품 제조공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CGMP 기준에 맞는 

설계와 시공을 하고 인증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1년 일본 식품회사의 설계·시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외 공

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야 하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한 공장에는 우리 회사가 크린룸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

정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고객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습니다. 크린룸에 들어가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공조기, 에어샤워기, B.F.U, HEPA 필터 유닛 등입니다. 

이런 장비들을 통해 미세먼지를 잡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냉난

방을 동시에 구현하여 실내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내시설의 공기청정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음압병실 

및 수술실의 청정도가 더욱 중요해져 기술력을 한층 높이는 데 전

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식 드라이브스

루를 설계하고 있는데, 차량용 바이러스 검사실을 제작하여 병원

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바로 알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환자가 급격히 몰리는 병원

보다 접근성이 수월하고,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쉽

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오이엔엘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까다로운 

청결 기준을 충족시키는 크린룸을 설계·시공해 오셨습니다. 비

오이엔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요인과 공조기업으

로서 비오이엔엘만의 강점과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과거에는 크린룸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돼 있었습니

다. 전문적인 회사들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

금은 크린룸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비오

이엔엘은 크린룸이라는 개념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며 그에 맞

는 환경을 만들고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

는 크린룸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누가 

있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

니다.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철저하게 진행하

고 A/S를 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우리

의 강점입니다. 단순히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회

사, 내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일한 것이 고객사들에게 인정을 받은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린룸을 시공하는 회사들은 많아졌지

만, 비오이엔엘은 한 번의 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 지나도 꾸준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성실하게 고객사

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장의 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으로 고객사와 협업하는 설계·시공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공조 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몸소 겪으시며 수십 년간 몸담고 계

시는데, 이 분야의 미래는 어떠할지,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30년 가까이 공조, 냉동, 크린룸에 관한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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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크린룸이라는 시설도 더 발전되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중화된 공기청정기가 예전에는 생소하다 

못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도 

한 대씩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됐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그

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공장에는 필요에 의해 

크린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사무실, 

식당, 카페 등에도 크린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심화될

수록 공기정화는 더더욱 필수적이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크

린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공장에서

는 공기청정기로 이를 대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을 비롯해 

사람들이 있는 거의 모든 공간에 크린룸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키즈카페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지만, 

정작 냉난방만 할 뿐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밖

에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미세

먼지를 잡는 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오

이엔엘은 특화된 공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크

린룸 시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비오이엔엘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해외 비즈니스 전개 상황은 어떠신지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

니다. 해외 작업을 할 때도 자재 검수부터 시공 완료 후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자재는 좋은 걸 썼는지, 시공 마감은 

깨끗한지 등 수많은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가든 축적

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

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많이 인

정받고 있습니다. 비오이엔엘은 공조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남고 싶습니다.

CEO로서 대표님의 경영철학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회사와 사람들에게 도

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일처럼, 내 가정처럼 일하는 

회사로 만들어 단순히 일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

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

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크린룸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우리집

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집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

데”라고요.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회

사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크린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

게 말하며 바른 시공을 추천하는 회사이고 싶습니다. 20년, 30년

이 지나도 우리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는 회사를 만

들고 싶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있으시다면?

저의 소박한 좌우명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들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살다 보면 내가 걸어

왔던 길이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훗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고 봅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과거가 없이는 미래가 없듯 지나온 과거에 실수한 부분을 바로 잡

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도 변함이 없기 마련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

수를 디딤돌 삼아 더 발전하고 변화하여 미래에는 더 높은 기술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

엇인지요?

아무래도 일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과 같은 자세로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개

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끝낸 후 고객사에서 “고생했다, 정

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하며 인정해줄 때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

다. 크린룸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좋게 나와야 하기에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서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사에 만족을 주고 ‘함께’라는 말을 가슴에 되뇌며 최선을 다

하고, 단순히 내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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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선 얼스랩 대표

청정 해조류 성분으로  
K-클린뷰티 대표주자로 나선다

완도 청정해역의 해조류 성분을 함유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얼스랩 전은선 대표는 브랜드 파이콜로지(Phykology)를 
통해 K-클린뷰티의 효능과 더불어 2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우리 바다와 섬을 전하고자 한다. 글 김재희  사진 박상현

요
즘 자연주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대

표님이 론칭하신 브랜드인 파이콜리지에 대한 관

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주요 사업 영역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파이콜로지는 비건이면서 동시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킨케어 제품 중심으로 상품

이 구성되어 있고, 비건과 친환경이라는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점차 색조나 미용도구 등 인접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이콜리지 제품에 한국의 정서가 담

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섬, 완도에서 나는 재

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듭니다.

다시마와 미역귀 등 완도의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 원료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이콜로지는 원료사와의 협업을 통해 발효 미역귀 추출

물이라는 독자적 원료를 사용하여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

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산모의 몸 회복을 위

해 미역을 섭취하고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 먹는 등 해

조류의 영험함을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미역의 생명

력을 담은 미역귀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우수한 

성분이며, 이미 해외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브랜

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재배하는 성분, 그 성분과 정신을 담은 제품을 통해 

참다운 K-뷰티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파이콜리지의 워시오프팩이 주요 온라인 뷰티 채널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는데,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지요.

‘씨위드 버블 클레이 마스크’는 뷰티 스탠더드를 제시

하는 유명 매체에서 효과를 검증받고 SNS에서 입소문

을 타면서 공식몰에서 완판을 기록한 제품입니다. 풍부

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다시마와 천연 미역가루가 피

지, 모공, 각질을 자극 없이 한 번에 케어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씻어내는 팩으로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마와 미역은 

40종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돼 건조한 피부에 충분

한 수분을 공급해줘 촉촉한 마무리감이 좋습니다.

SNS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장려하고 제품 생산과

정에서 비건 원료만을 사용하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등

의 규범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파이콜리지의 어떤 가치

관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환경 문제, 동물 권익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일부 사람

들이나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가 함께 신경 쓰

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의식 수준에 올바른 선택지

를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지구와 동물에게 도움이 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친환경 코드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실

제로 친환경을 지향하다 보면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수

출 자체를 할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패키지 포장

에 대한 부수적인 제작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

러모로 주의하고 신경 쓸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브랜드 철학입니다.

패션 분야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재직해 오셨는데, 화

장품 회사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 버클리대학에 방문학자로 1년을 보내면서 미국

에 진출한 한국 브랜드들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재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이 

당당히 미국 대표 유통채널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

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란 말처럼, 좀 더 한국적인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두드

려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귀국 후 바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CEO로서 대표님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대기업의 경영진으로 있다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 사람의 소중함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인사가 만

사이고 인재를 알아보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신생 회사로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통과하며 회사가 존폐 위기를 넘나들 정도의 휘

청임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사되기로 한 계약이 없어지

기 일쑤였고 플랜 B가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긴급한 상

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기회로 

바꿔준 건 작은 인연들이었습니다. 안 지 얼마 안 된 거

래처가 갑자기 수출길의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제품을 

써본 고객이 홍보를 자처해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순간들 덕분에 새로운 전략을 짤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세계 유수 브랜드만 유통하는 해외 대형 리테일러에게

서 먼저 입점 제안이 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일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매

우 기뻤습니다. 당시 내부 사정상 입점을 진행하지는 않

았지만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깨달은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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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패션의 메카 압

구정동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탄생을 축

하하는 박수가 울려 퍼졌다. 품격을 갖춘 

맞춤복 ‘라인콜렉션’의 한만순 대표가 새

롭게 선보이는 남성복 전문 브랜드 ‘라인

옴므콜렉션’의 매장 오픈을 축하기 위해 

‘CEO& 비자트 아카데미(CBA)’ 13기 동

기들인 이영석 ERA코리아 회장, 이윤 성

지제강 회장, 이갑수 INR 대표, 조기동 동

해씨티테크 대표, 김효석 김효석아카데미 

대표, 김창규 채널맥 대표, 맹정헌 케이투

냉동 대표, 우순철 WMMC 대표, 김병주 

참약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만순 

대표는 “기존에는 품격과 전통에 중점을 

둔 디자인을 고수했지만, 오랫동안 트렌드

가 반영된 캐주얼한 콘셉트의 남성복 제작

을 구상해왔다”며 “마침내 선보이게 된 라

인옴므콜렉션은 요즘 남성 CEO들이 추

구하는 젊은 감각과 클래식한 멋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세련되게 

진열된 의상을 둘러본 후 디저트와 와인을 

나누며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속에 의미 있

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팬데믹으로 관

계가 움츠러든 시기, CBA로 형성된 친목

의 장을 통해 CEO들의 네트워킹은 쉼 없

이 이어지고 있다.   글 김재희  사진 석명용

라인옴므콜렉션 론칭 행사 및 CBA 13기 종강 파티

열정으로 달려온 2개월,  
축하의 자리로 유종의 미 거둬 

When 2021년 12월 1일  Where 라인옴므콜렉션  

라인옴므콜렉션 한만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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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헤아릴 수 없는 연구가 있었고 수많은 책이 출판됐다. 그런데 성공의 
원인은 뻔하면서도 모호하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한다. 그 열쇠는 우리 주변에 있다. 바로 ‘글씨’다.

필적으로 알아보는 리더의 성향 _1

혁신가 스티브 잡스,  
필적에 나타난 그의 비범성

글씨란 무엇인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글

씨에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담겨서 글씨를 보

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믿었다. 서양에

서는 글씨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 등 내면

을 알아내는 필적학이 발달했다. 필적학은 사

람이 글씨를 쓸 때 머리에서 손과 팔의 근육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선, 굴곡, 점 등을 만들기 때

문에 필적은 내면세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필적학자 프레이어

(William T. Preyer)는 필적을 ‘뇌의 흔적’이라고 했다. 공자, 주자, 

셰익스피어, 융, 다윈, 아인슈타인 등 세계적인 석학들도 필적과 

성격에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글씨 분석만큼 사람의 내면을 정확

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또 글씨 연습을 하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동양에서 ‘서예’는 

글씨 연습으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으로서 수천 년 동안 효

과가 입증됐다. 서양에서도 20세기 초반부터 프랑스 소르본대학 

등에서 글씨 연습이 알코올 중독 치료, 어린아이의 성향 교정 등에

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논문들도 글씨 

연습이 삶의 만족도나 집중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는 데 결론이 

일치한다. 글씨 연습을 하면 그 글씨가 의미하는 성향대로 내면이 

바뀐다. 예를 들어 가로선이 길다는 사실은 강한 인내심을 의미하

는데 가로선을 길게 쓰면 인내심이 강해진다. 실제로 놀라운 효과

를 보았다는 이들이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글씨체를 따라 써보

면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완고함과 집요함, 불안함이 혼재된 잡스의 필체

오늘은 첫 번째로 스티브 잡스(Steven Paul “Steve” Jobs, 1955~ 

2011)를 다룬다. 그는 애플의 창업자로서 IT 역

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마

저 바꿔 IT 영웅으로 불린다. 그가 췌장암으로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성명을 보면 그의 일생을 

알 수 있다.

“스티브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대담함, 마음먹은 것을 실행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

다. 그는 허름한 주차장에서 시작한 기업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

한 회사로 키워내며 미국의 창의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브

는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산업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예

지력이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떤 성향이 잡스를 만들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글씨 분석

을 해보자. 우선 ‘t’의 가로선이 매우 길다. 이는 부자뿐 아니라 모

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인내심을 의미한

다. 그는 매킨토시의 판매 부진으로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

났지만 10여 년 만에 복귀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냈다. 이름의 마지

막 획을 45도 정도 올리고 큰 글씨를 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열정, 낙관적 태도 등을 의미하고 큰 글씨는 자신감을 의미한

다. 그에게는 완벽주의, 비범한 재능, 열망, 악마성, 통제에 대한 집

착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맹렬한 열정에 있었다.

잡스의 서명을 보면 M의 마지막이 기초선보다 내려오는 것은 완

고함의 징표다. 그는 어릴 적 사고뭉치였고 오만한 독재자라는 평

가를 받을 만큼 독선적인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름 마지막 부

분의 ‘s’에서 밑부분이 열리고 고리를 이루는 것은 

집요함과 근면성을 의미한다. 또 필획의 마지막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디테일에 얼마

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아버지 폴 잡스로부터 캐

비닛이나 울타리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숨겨져 잘 

안 보이는 뒤쪽도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

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칩과 다

른 부품들을 부착하고 매킨토시 내부 깊숙한 곳에 

들어갈 인쇄 회로 기판을 철저히 검사했다. “단순

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말은 그가 지향하

는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다.

기초선, 크기, 기울기 등에서 변화가 많아서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기도 

하다. ‘your’를 쓸 때 ‘y’, ‘o’, ‘u’가 떨어져 있고 리

듬이 있으며 중간 영역의 작은 변화가 보인다. 이는 

철학자 스피노자, 프로이트 등의 필체에서 발견되

는 특징으로 직관력을 의미한다. 그는 직관적으로 

디자인했고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이러

한 성향은 예술적인 성향으로 연결되어 서구의 이

성적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혁명’을 이루게 만들

었다. 잡스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 반문화

와 기술의 교차점에서 살았다.

‘T’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런 특징은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꾼다

는 징표다.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특강에서 “1960

년대를 휩쓸던 이상주의 바람은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 대부분

의 마음속에는 그 바람이 언제까지고 사라지지 않

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돈을 버는 게 목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가능

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 혹은 거기서 한 발자

국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는 1984년 센트럴

파크 공원 벤치에서 마케팅의 황제로 불리는 존 스

컬리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서 “설탕물이나 팔

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서구의 이성적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

나 혁명을 원했고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마법 도

구인 아이패드를 만들어냈다.

애플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은 웬만큼 돈을 만지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

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건 

정신 나간 짓이고 돈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과 인도 여행 때

는 일부러 풍족함을 멀리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했다. 가난한 젊은이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멋

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구본진         

국내 최초의 필적학자 / 글

씨 전문 컬렉터 / 서울대학

교 법학박사 / 법무법인 로

플렉스 대표변호사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살인범, 조직폭력배의 글

씨에서 특징을 발견하고 글

씨체와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독립운동가와 친

일파 친필 전문 컬렉터로

서 국내 최고의 글씨 컬렉

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필적학을 연구하여  

<필적은 말한다>(2009, 중

앙북스), <어린아이 한국인 

: 글씨에서 찾은 한국인의 

DNA>(2015, 김영사), <필

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2020, 샘앤파커스), <부자

의 글씨>(2021, 다산북스) 

등을 썼다.

스티브 잡스가 필획의 마지막을 흐트러

뜨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디테일에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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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의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메타버스’가 온 산업을 뒤덮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소매업계에서는 이미 다수의 브랜드가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나선 상황. 메타버스가 향후 월드와이드웹처럼 우리의 세계에 스며들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세계에 판돈을 크게 거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신 유통 트렌드 뒤집어 보기 _1

메타버스, 이유 있는 광풍일까?

필자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은 최근 메타버스로 유명세

를 타고 있는 ‘로블록스(Roblox)’다. 아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느 부모들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필자의 시선은 메

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는 호기심으로 바뀌어 요즘 게임 속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많다.

새롭지 않은 메타버스, 왜 지금?

아직 정의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메타버스’가 온 산업을 뒤

덮고 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 코로나 시국도 물리칠 것 

같은 기세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로,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라

이프로깅 등 여러 기술의 조합으로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가상현실도 증강현실도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메타버스와 세트로 회자되는 ‘아바타(Avatar)’ 역시 오래 전부터 

있던 용어다. 인도 신화와 힌두교에서 ‘화신’이란 의미를 지니는 

아바타라는 용어가 현재의 의미, 즉 가상 캐릭터와 연관되어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울티마(Ultima)’라는 게임에서부터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이다. 그러다 나의 화신인 아바타와 네

트워크가 접목되면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약속된 정의는 없지만,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아바타의 존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

폼’이 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이 새롭지도 않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왜 지금 산업계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을까. 메타버스 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팬데믹이다. 물론 네

트워크 망 기능 개선과 관련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된 배

경도 있지만, 장기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화상, 가상공간의 필요성을 부추겼고, 이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제 가상세계에서도 물리적 세계 못지않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는 점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니즈를 재빠르게 포착한 눈치 

빠른 기업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 붐에 올라타 ‘우리가 선두주자’

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메타버스를 

가벼운 트렌드로 보아 넘기기는 어렵다.

가장 적극적인 업계는 명품 브랜드들이다. 구찌의 

‘디오니소스 백’ 디지털 버전이 로블록스에서 4100

달러에 판매된 일화는 메타버스 붐의 상징이 됐고, 

랄프로렌은 제페토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디지

털 의류 컬렉션을 선보였다.

소비 트렌드를 가장 발빠르게 적용하는 소매업계 

움직임도 범상치 않다.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 기

업 알리바바(Alibaba)는 C2C 쇼핑몰인 타오바오 

모바일 앱에 몰입형 가상세계인 ‘타오바오 라이프

(Taobao Life)’를 론칭했다. 타오바오 이용자들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3D 세계를 즐기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상코인을 사용해 패션 아이

템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다. 

나이키, 가상 운동화 브랜드 인수

D2C(Direct to Consumer: 제조기업이 소비자와 직

접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사몰) 채널

을 오픈하며 과감하게 아마존과 결별한 글로벌 1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지난 12월 가상 운동화 브

랜드 RTFKT를 인수했다. 창업한 지 딱 1년 된 회

사다. 나이키는 RTFKT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가상 신발과 패션 아이템들을 NFT화 해서 판매하

는 동시에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

다. 나이키는 이에 앞서 로블록스와 협업해 가상세

계인 ‘나이키랜드’를 오픈한 바 있다.

디지털 전용 패션기업도 등장했다. 세계 최초의 디

지털 전용 패션하우스인 네덜란드 기업 더 패브리

칸트(The Fabricant)는 푸마(Puma)와 같은 브랜드

와 협력해 디지털 의류를 제작해 판매한다. 더 패브

리칸트가 제작한 디지털 꾸뛰르 드레스는 9500달

러에 팔리기도 했다.

Z세대에 최적화된 마케팅 수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전 세계인의 눈과 입

을 장악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가 사명을 메타

(Meta)로 바꾼 일은 악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언론과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이 천재적인 소

셜네트워크 창시자가 단순히 순간적인 위기를 모

면하기 위해 사명을 바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리 

쉽게 넘길 일은 아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그 수치를 논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추정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업계

에서는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10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메타버스가 디지

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구분 없이 누비며 성장한 

Z세대와 교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재 효과

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전통 브랜드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Z세대에게 다

가가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구찌의 디지털 가방이 우리나라 돈으로 

456만 원에 낙찰된 일화를 두고 “멜 수도, 만질 수

도 없는 가방을 그 큰 금액을 주고 사다니”라며 혀

를 끌끌 찬다면 당신은 아직 Z세대와 메타버스 세

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디지털 세상의 나와 현실세계의 내가 

동일 인물이다. 더 나아가 가상의 나는 물리적인 세

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로가 

되는 존재다.

지금으로서는 메타버스의 전망을 논하기 어렵다.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선거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메타버스가 향후 월드와이드웹처럼 우리

의 세계에 스며들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세계에 판돈을 크게 거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얼마나 적용해 갈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윤은영         

리테일 애널리스트

lazis@naver.com

유통 전문지 ‘리테일매거

진’에서 19년간 수석기자 

및 편집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

폼 빅케어(Big Care)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랄프 로렌은 제페토에 가상세계 전용 플랫폼을 론칭했다 나이키가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론칭한 가상세계 ‘나이키랜드’

디지털 패션기업 더 파브리칸트에서 제작한 드레스는 9500달

러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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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더욱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업 환경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ESG 경영이다. 시장이 ESG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ESG 핵심 가치를 전달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ESG 관련 법률 및 핵심 이슈를 알아본다.

혁신 경영을 위한 법률 정보 _1

2022년,  
ESG 경영의 모멘텀이 시작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 역시 기업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진퇴,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의 

전개, 원자재 사이클 등 수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쉽게 가

늠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대기업들조차 신년 사업계획을 수립하

지 못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조차 짜기 어렵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면서도 코

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앞뒤로부터의 압박에 봉착하

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과 강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강

하게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변화를 

예상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급부상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가운데 하나가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후 ESG 우수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주도

권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배경이다. 시장이 ESG 가치를 추

구하게 되면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ESG 핵심 가치를 전달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ESG 관련 법률 및 핵심 이슈

새해 ESG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들부터 정리해 보자. 1

월에는 말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CEO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

화하는 이 법률은 노무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광

범위하게 묻게 될 것이다. CEO는 전사적으로 내부 규정과 실행 

준수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 그 시행령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

다. 탄소 감축을 한층 강화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되

면서 올해부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강력하게 실행

해 나가야 한다. 이행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

정에서 일부 개별기업은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량

에 직면할 수도 있다.

3월 주총 시즌에는 국내외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급증할 것

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주총에서 주주 발의 안건 

형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관철됐듯이 환

경과 산업재해,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안건들이 우

리 주총에도 등장할 것이다. ESG 흐름을 반영한 기

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전략을 요구하는 투

자자들의 요구도 급증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관

련 이슈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임원들에 대해서

는 국내외 주주들의 견제와 비토가 이어질 것임은 

명백하다.

올해는 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의 10대 

핵심 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을, 그리고 미준수시에

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작년 12월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ESG(K-ESG)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해이기도 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 공통사항 

6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환경 속

에서 기업에 유용한 지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2022년은 이제 기업들이 각자 ESG 시대에 맞는 자

기만의 ESG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해다. 어떻게 

ESG 환경을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탄탄한 

기획력과 실행력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모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ESG 전략

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모든 기업이 호랑이가 될 필요는 없다

조직 구성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다면 CEO들이 먼저 배우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 ESG의 특성상 전체 부서가 참여하고 모든 

구성원이 실천해야 하지만, 기업에서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기업

에서 ESG 부서를 만들고 ESG 담당자를 임명한다

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일을 

리딩하는 게 CEO의 책임이다.

어떤 기업은 완벽한 ESG 전략을 위해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의 전략을 모방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그 규모에 지레 겁을 먹고 ESG 전략을 시작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ESG 전

문가로서 한 가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서 ESG 전략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될까봐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저명한 전문가들은 2022년 트렌

드 분석에서 기업이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SG에 

관한 한 모든 기업이 호랑이가 되는 것을 지향할 필

요는 없다. 고양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섣불

리 다가가고 만질 수 없는 호랑이보다는 반려묘가 

훨씬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랑받을 테니까. 

2022년은 이제 기업들이 각자 ESG 시대에 맞는 자기만의 ESG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해다. 어떻게 ESG 환경을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탄탄한 기획력과 실행력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모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ESG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김병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겸임교수



Wealth & Finance

72 CEO& January 2022  73

최근 국회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업재산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CEO 위한 기업재무 A to Z _36

가업재산의 상속세 부담,  
연부연납 특례제도 활용하자

최근 고객들을 상담하면 과거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증

가율이 상승하면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납세자 입장

에서는 유동성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일

반 상속재산)을 10년으로 늘렸다. 이 조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은 5년인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그대로 두고 상속

세 연부연납 기간만 10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하게 사업용 자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되면 사업 

유지의 곤란,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

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표1]과 같다.

연부연납 특례제도 통해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업자

산(가업주식 등)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가업상속 공제제도

를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전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을 충족하더

라도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

지 않고 일반상속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인다

고 하더라도 향후 상속 주식을 양도할 경우 추가 양

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억 원에 설립한 법인이 상속 발

생 당시 10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가업상속공제

(사업용 비율 100%)를 통해 상속세 전액을 공제 받

았다. 향후 상속인이 주식을 200억 원에 양도를 한

다면 양도차익은 [200억(양도가액)-100억(상속 당

시 상속가액)=100억]이 아니라 [200억-1억(피상속

인 설립 시 자본금)=199억]이 된다. 즉 당장 가업주

식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 받더라도 향후 주식 매각 

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을 일부 매각할 예정이거나 상

속감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이 

아니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연

부연납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

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연부연납 허가 

후 최대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최대 20년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나머지 상속세는 일반 

상속재산 기준에 맞게 연부연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자금 마련에 유의해야 한다. 연부연납 시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금액은 [표2]와 같으며, 연부

연납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 

선택 시 분할 납부할 각 회분의 세액이 1000만 원 

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 연

부연납 요건이 충족되어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

해진 경우라도 가업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

는 경우 등 연부연납 취소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연부연납 

시 사후관리 요건도 잘 지켜야 한다.

상속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서 가업

상속공제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포기하

더라도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보다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법인

에 유동자금이 충분하다면 상속주식을 법인에 양

도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증여 과세특례, 상속감자 

등 상속세 절세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현오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FO

hyuno.jang@samsung.com

구   분 내   용

연부연납 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나 납부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④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일 것

다만, 아래 1~4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봄

연부연납시 

제공하는  

납세담보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

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표1] 연부연납 요건

구   분 연부연납기간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금액

일반 재산
허가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선택

연부연납 대상금액

(연부연납 기간＋1)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에서

선택(총 10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에서 

선택(총 20년)

[표2] 연부연납 금액

※ 첫 회분 분납시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 연부연납 허가 총세액ⅹ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 납부 기한까지 일수ⅹ연부연납 가산율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2021.12.15. 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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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과 회사, 사회 어느 부분에서나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협력 관계에서  
잦은 소통의 오류, 부재 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지만 원활한 소통을 리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한 공감이 소통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분석과 직관의 조화 Design Thinking _32

페르소나, 공감의 간극을 줄인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

다. 바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삽입된 매우 유명한 팝송 ‘Over 

The Rainbow’다. 노래 도입부가 흘러나오면 무지개 너머, 도로시

와 친구들이 그려갈 모험과 희망이 그려질 것만 같다. 그러나 우리

의 상상이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로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는 별개로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도 한다. ‘무지개’라

는 단어가 모두에게 낭만적이고 희망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것은 편견이다. 누군가에게는 곧 이루어질 행복의 도화선일 수 있

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허망한 신기루일 

수도 있다.

언어의 한계

단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정 단

어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감정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한참 벗

어날 수도 있다.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언어지만, 언어의 사

용으로 인해 소통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한다. 소통이 개인의 차원

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라면 더욱 그렇다. 의도하든 그

렇지 않든 독자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소통의 오류로 인해 조직 

내 의사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품기획

이나 미래 전략을 협의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견해 차이는 종종 

마케팅의 김대리가 생각하는 타겟과 상품개발실의 오실장이 생

각하는 타깃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런데 더 치명적

인 것은 그러한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인지, 판단, 해석

을 타인이 완벽히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

과 소통하며 협업’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해석이나 느낌의 ‘간격

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페르소나

(Persona)다.

페르소나의 의미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

다 벗었다 하는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다. 확성기가 

없었던 시절에 배우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로 잘 전달

되도록 고깔을 부착한 가면을 써야 했고, 그 가면에 

인물의 감정이 표현된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사람의 인격(Person)이나 성격(Personality)의 어원

이기도 한 페르소나는 심리학 용어로는 스위스 학

자 칼 융이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을 좋은 이

미지로 보이고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의무 

등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절제하거나 감추

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의 자기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만들어진 자아가 페르소나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컨셉일 수도 있다. 회사를 방문

한 경험이 있다면 디자인실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컨셉 보드(Concept Board), 흔히 테마 맵(Fashion 

Theme Map)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

다. 패션 기업에서는 매 시즌 본격적인 디자인 개발

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콘셉트 설정을 한다. 디자

이너의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사진

이나 그림, 컬러 칩이나 원단 조각 등 구체적인 형

태와 물질, 텍스트에 의해 가시화된다. 완성된 테마

맵은 디자인이나 기획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생

산팀 등 거의 전 부서에 공유된다. 감성적이고 상징

적인 표현이 많은 패션 기업에서 특히 더 중요시되

는 작업이다.

디자인씽킹에 있어서 페르소나는 다름 아닌 공감

의 대상자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활

동을 통해 알게 된 특성을 함축적으로 지닌, ‘있을 

수도 있고, 있을 법한 사람’이다.  특정 상황에서 우

리의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이

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만드는 가상의 인물인 셈이

다. 제대로 된 페르소나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은 앞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에 

대한 진정한 공감, 그것을 위한 태도(Attitude)와 구

체적인 활동(Performance), 정리(Review)와 해석

(Interpretation)이다.

디자인씽킹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공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감을 위

한 수단이기도 하다. 내가 누구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준이 되므로 누구를 위한 문제

해결인지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크게 ‘문

제 정의’와 ‘문제 해결’ 두 부분으로도 나뉠 수 있는 

디자인씽킹에 있어서 페르소나 설정은 문제 정의 

단계에서 문제 해결 단계로 바르게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

는데도 무언가 잘되지 않고 있거나, 외부와의 특별

한 컬래버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보다 먼저 

페르소나를 ‘굳이’ 만들어보라 권하고 싶다. 기대보

다 더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도 있다. 

송지후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대

학 교수 / 송지후에듀디자

인랩 대표 / 디자인학박사, 

교육학박사수료, 평생교육

사/맞춤형 인하우스 기업교

육 전문 / 한국산업인력공

단, 서울산업진흥원, 한국

섬유패션연합회, 롯데백화

점 자문 / 前 코오롱인더스

트리FnC, LF, 제일모직, 

이랜드 등 기업교육 총괄 다

수 / 前 외환카드, 삼성서울

병원, 교통안전공단, 유한

킴벌리 등 디자인프로젝트 

다수 / 前 연세대학교 생활

과학대학 겸임교수 / 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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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X)이 빠르

게 확산되고 있으며, 5G 서비스 및 AI 적용의 보편화로 디지털 전

환은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상공

회의소는 최근 지속성장 리포트를 통해 혁신의 유형에 따른 해외 

주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제품·서비스 혁신의 경우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의 서비스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빅데

이터와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됐

다. 프로세스 혁신 유형에서는 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역

량이 부족한 전통 기업의 경우 첨단 기술 기업과의 협업이나 인수

합병도 디지털 전환 추진의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혁신 

유형에서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제공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선도

유형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서비스 혁신의 대표적

인 사례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순수 전기

차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행·화상·센서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고 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판매량 면에서는 기존의 내연

기관 업체들에 뒤지고 있지만, AI와 센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을 대거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자사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보험서비

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직접 차량 판매와 함께 자체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 인

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테슬라 2022년 초 자율주행 구독 서비

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

반으로 로보택시 분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

장한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미국의 리바노

바(LivaNova)는 간질 환자의 자기관리와 진

단·치료를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입

시(Epsy)’를 선보였다. 입시는 간질이나 뇌전

증(Epilepsy)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서비

스로, 증세가 비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 간질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의

사, 연구자 등도 입시의 데이터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량적으

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더욱 효과적인 치료와 진단, 연구개발 활

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마이크론, 생산량 증대 및 공정효율 개선 실현

프로세스 혁신 유형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비용과 시간을 비약적

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가전부품 제조사 롤드(Rold)는 수요처 확

대 및 요구사항 고도화에 대응한 스마트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품

질과 생산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롤드는 생산장비 경보 통합 집

계, 생산장비 모니터링 및 디지털 대시보드 도입, 센서 기반 성과

목표 측정, 생산비용 모델링, 적층가공 활용 등으로 장비의 가동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업무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자사의 

스마트제조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플랫폼을 타사에 공급하는 방

식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은 사물인터넷(IoT), AI, 데이터 분

석,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생산량 증대 및 공정효

율 개선을 실현했다. 마이크론은 2015년부터 

전 세계 공장의 스마트화를 진행했는데, 초기

에는 공정 시각화 및 데이터 투명성에 집중하

고 2017년부터는 IoT와 AI를 활용한 공정 실

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파악을 실시했다. 

이러한 스마트화의 성과로 2019년 싱가포르 

공장, 2020년 대만 공장이 등대 공장으로 선정

됐고, 품질 문제 해결 시간 50% 단축, 장비가

동 중단 34% 감소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시세이도, 버추얼 메이크업 앱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케팅 혁신 유형에서는 다수의 기업들이 고객

의 맞춤형 수요 대응을 위한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경험 제공,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있다. 화장품기업 시세이도는 AI 기술

을 이용해 개발한 버추얼 메이크업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컬러를 제안하는 디

지털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

인·모바일이나 매장에서 고객이 실시한 피부진

단이나 가상 메이크업 이력이 DB에 축적되고, 

축적된 고객의 이력 데이터가 구매 데이터나 

R&D 데이터 등과 연계되어 맞춤형 분석 및 상

품 제안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각 고객

에게 최적의 뷰티 카운슬링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각 고객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케아는 2017년 9월 AR 기반의 가구 공간배치 서비스 ‘이

케아 플레이스(IKEA Place)’를 출시했다. 소비자는 이케아 플레

이스를 통해 다양한 이케아 제품들을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로 배

치해볼 수 있는데, 이케아는 2020년 3D 및 시각비전 전문기업 지

오매지컬 랩스(Geomagical Labs)를 인수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니리스(Nyris)에 투자하는 등 이케아 플레이스 애플리케이션의 

지능형 솔루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은 비대면화·지

능화·친환경 이슈와 산업 고도화 등 산업별 트렌드 및 구조 여건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핵심 기술인 

AI·데이터 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도 디지털 전환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 발의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테슬라는 여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순수 전기차와 완전 자

율주행 상용화를 최전선에서 선도하고 있다

시세이도는 AI 기반의 버추얼 메이크업 앱을 통해 

고객에게 맞는 컬러를 제안하는 디지털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전환 특성과  
시사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5G 서비스 및 AI 적용의 보편화 등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필수과제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속성장 리포트를 통해 혁신의 
유형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들을 살펴봤다. 글 한동민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Tren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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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2022년  
손실 회복의 방법으로 많은 기업이 산업 혁신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기업의 산업 혁신 인식과 전망을 조사·모색했다. 글 김재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 혁신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Focus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

부의 대응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전체의 약 

10% 초반 수준인 반면 낮은 기업의 비중은 약 15~20%

였다.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12.7%(중앙정부), 

10.8%(지방정부)인데 반해 ‘불만족한다’고 답한 기업 비

중은 14.7%(중앙정부), 21.1%(지방정부)로 나타나 대체

로 기업들은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

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별 조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다. ‘지방자

치단체 중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는 지역

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서울과 경기

가 각각 40.6%, 21.0%를 차지해 기업이 수도권 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밖에 부산

(9.9%), 인천(6.5%), 세종(5.4%)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전문 인력 확보와 기업의 장기 전략 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 육

성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복 학

습과 암기식 교육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 시스템에

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 중심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교육이 먼저 창의적이고 혁

신적인 인재 육성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기업의 근로자 교육

훈련 확대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

며,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유연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 전략과 인재 활용을 위한 민관 및 기업 간 파트너

십 강화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관련 

시장 및 산업의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과 글로

벌 기업과의 경쟁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기업

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인식 현황에서 국내 기업 중 50.7%가 4차 산업혁명

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국내 기업 중 76% 이상이 4차 

산업혁명이 소속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기업이 제조 기업보다 산업 내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응 수준에서는 제조 기업과 서비스 기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제조 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이 있었고, 서비

스 기업은 신사업 및 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있었다. 국내 기업 중 반 이상

이 자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가운데, 특히 중

소기업의 관련 기술 활용도가 낮았다.

서비스 기업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활용 비중이 높고, 제조 기업은 스마트 팩

토리와 빅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정도가 충

분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주로 연구개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관련 기술을 중점

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술 활용으로 인한 성과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책 확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경제의 산업 혁신 필요성 확대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전반

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서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기대하는 효과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

는데, 제조 기업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서비스 기업은 기업 운영 효율성 확대 

효과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기술 및 관련 인재 확

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와 더불어 투자자

금 확보 또한 시급히 보완·강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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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가 출연한 광고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

는 2000만이 넘으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

다. 이전 가상 캐릭터와 다르게 ‘디지털 휴

먼’은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약하

며 실제 사람들과도 사진이나 동영상 촬

영을 하고 마치 현재 활동하는 연예인처

럼 소통도 한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란 이

렇듯 디지털 휴먼이 SNS 인플루언서처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는 사진이나 영

상을 업로드하고 소통하는 가상의 인플루

언서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상의 인물이 

개발되어 가상과 실제의 공간을 넘나들며 

하나의 직업을 차지해버린 것.

최홍규 EBS 연구위원은 “가상 캐릭터보

다 디지털 휴먼이라는 용어가 확산한 이

유는 바로 이러한 캐릭터의 정체성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명, 

출생연도, 성격, 취미가 이미 정해져 사람

들에게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인물의 프로

필과 SNS 내용을 참고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한다”며 “만약 뻔한 가상의 캐릭터이

고 소통 내용을 개발사가 모두 통제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 휴먼이 화제

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로 효율성을 꼽았

다. 사람보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

어 디지털 휴먼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입장

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또 가상의 존

재이기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릴 일도 없고 

사생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광고주 입장

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

면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플랫폼 시장

의 규모는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2억2000만 달러, 2027년에는 

3억7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된다. 최 연구위원은 “인플루언

서 마케팅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많

은 인플루언서가 활동해야 하고 광고주는 

더욱 효율적으로 상품의 마케팅이 이뤄지

길 바라는 상황에서, 디지털 휴먼은 마케팅 

플랫폼 시장을 채우는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에는 디지털 휴먼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과 분리된 마케

터가 아니라 플랫폼과 함께 개발되는 기술 

상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

다는 믿음이 계속된다면 디지털 휴먼도 텍

스트,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콘텐츠로 전

락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인간의 정체성

을 구현했다 해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 개발, 폐기처분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내비쳤다. 

TV 광고에 등장하여 여느 CF 배우와 마찬가지로 연기를 하고 춤을 추는 그녀의 이름은 
‘로지(Rozy)’. 로지는 2021년 7월 방영된 광고를 시작으로 이제 각종 CF 나오고 다양한 
마케팅 사업자와 협업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디지털 휴먼’이 됐다. 글 김재희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 캐릭터 넘어선  
‘디지털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

Enterprise

‘2021 리딩 그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는 LG소셜캠퍼스에 지원한 10개의 사회

적경제 기업이 참여해 6개월간의 액셀러

레이팅 성과를 공유하고 임팩트 투자사의 

심사를 통해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확장

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LG소셜캠퍼스는 매해 친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경제 

기업을 LG소셜펠로우로 선발해 약 6개월

간 성장 가속화를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속가능성 진단, 서비스 디자인, 

유통·마케팅, 임팩트 투·혼합 금융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또 각 기업에 기본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 및 인

건비 등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21년

까지 선정된 160개 LG소셜펠로우 기업에 

총 108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 기업들은 

13만17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환

경적 성과를 이뤘고 기업 생존율도 95.6%

에 달했다.

LG소셜펠로우 11기로 선정된 기업은 △

정보통신 기술 분야(ICT)의 식스티헤르

츠, 딜리버리랩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의 

리하베스트, 비욘드넥스트 △친환경 플라

스틱 소재 개발 및 분리배출 연구 분야의 

리그넘, 초록별, 에코펄프, 오이스터에이

블 △비건 화장품 제조 분야의 루나써클, 

오셰르다.

특히 올해는 초기기업을 뜻하는 비즈-스

타팅기업과 성장기업을 뜻하는 비즈-점

핑기업으로 나눠 각 기업에 맞는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비

즈-스타팅기업과 비즈-점핑기업은 외부 

투자 유치 및 경연대회 수상, 연 매출액 수

준, 기술력 인증,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 언

론보도 현황이라는 5가지 기준의 충족 여

부에 따라 구분됐다.

이번 LG소셜펠로우 11기 기업은 임팩트 

투자사로부터 총 95억5000만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평균 매출액이 238% 증

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출원을 비롯한 

임팩트 기업 인증 및 사업협력(MOU) 등

이 46건, 신규 고용 창출 59명,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장관상 및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도 20건에 달했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

된 대학생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프로젝

트인 소밈스쿨 학생 일부가 참여해 친환경 

분야 기업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리딩 

그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직후에는 소

밈스쿨 졸업식도 진행했다. 소밈스쿨 졸업

식에는 이번 1기로 선정된 대학생 32명이 

참석해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멘토링 및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LG소셜캠퍼스는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

래를 만들어 가는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함

께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친환경 분

야의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LG소셜펠로우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LG화학과 LG전자는 2011년부

터 LG소셜캠퍼스를 운영하며 친환경 가

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사무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LG전자와 LG화학이 조성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인 
LG소셜캠퍼스가 지난달 10일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를  
알리는 ‘2021 리딩 그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글 이하나  사진 LG그룹

LG소셜캠퍼스 
‘2021 리딩 그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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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 마찰을 최소화한 거품 세정제가 인기다.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피부결의 손상을 막고 탄

력을 유지해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적기 때문이다.

SNS에서 ‘꿀광 미스트’로 화제가 된 ‘허니 블링 미

스트’를 생산한 코스메틱 브랜드 AZH가 거품 제형

의 ‘스파클링 버블 클렌저’를 출시했다. 스파클링 버

블 클렌저는 젤 타입의 내용물이 산소와 만나면서 

오밀조밀한 거품으로 변해 피부의 노폐물을 빼냄과 

동시에 각질을 정리해준다. 계면활성제 대신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인 코코넛 추출물을 사용하여 민감

한 피부 타입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피부를 

맑게 하는 수선화 추출물과 보습력을 높이는 노니

열매 추출물을 더해 피부결 관리에 도움을 준다. 또 

쌀겨 추출물과 백암 온천수를 함유하여 세안 후에

도 당김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사용법으로는 내용물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0~15초 정도 기다린 후 미세하게 올라

오는 거품을 천천히 롤링하며 마사지한다. 그런 다

음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내고 보습제를 바르면 

된다. 세안을 마치고 나면 제품에 함유된 자몽껍질 

오일의 은은한 향이 퍼지며 산뜻하고 상큼한 기분

을 느낄 수 있다. 

저자극 산소 거품 세안제

AZH ‘스파클링 버블 클렌저’

겨울철 건강한 피부 컨디션은 클렌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도 건너뛸 수 없는 얼굴 세정, 그래서 올바른 데일리 클렌징 케어가 더욱 중요하다.  

추위로 인해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강한 자극은 금물. 부드럽게 모공 속  
켜켜이 쌓인 노폐물을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글 김재희  사진 인터오리진아이엔씨

야마하골프

Make Waves
일본 하마마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마하골프는 악기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금속 가공 기술과 섬
유 강화 플라스틱 등 재료 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골프용품을 선보이고 있
다. 야마하골프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4가지 체험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플레이 자체에 몰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 기분 좋은 타감과 타구음, 그리
고 합리적인 기능에 마음이 끌리게 하는 것, 일관적인 퍼포먼스가 항상 발휘되어 자신감과 확신
을 갖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더욱 도전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다. 글 임흥열  사진 오리엔트골프 

CEO&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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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브랜드 야마하, 
골프용품으로 새 역사 열다 

야마하골프는 남성용 클럽 ‘리믹스

(RMX)’와 ‘인프레스 UD+2’, 여성용 클

럽 ‘페미나(FEMINA)’와 ‘씨즈(C’s)’, ‘인

프레스 UD+2 레이디’ 등을 제조·판매하

는 일본 골프용품 브랜드다. 일본 시즈오

카현 하마마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

쓰라기 골프클럽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골

프장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일본 여자 

프로골프(JLPGA) 투어인 ‘야마하 레이디

스 오픈’(총 상금 1억 엔)이 개최된다. 역대 

대회에서 황아름(2009년), 안선주(2014, 

2018년), 이지희(2016년), 이민영(2017년) 

등 한국 선수들이 우승한 바 있다.

야마하골프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4가

지 체험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레이 자체에 몰두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 기분 

좋은 타감과 타구음, 그리고 합리적인 기

능에 마음이 끌리게 하는 것, 일관적인 퍼

포먼스가 항상 발휘되어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더욱 도전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다.

야마하 풍금 제조소가 브랜드의 시초 

야마하 브랜드의 상표는 창업자인 야마

하 도라쿠스(1851~1916)의 성에서 유래

한 것이다. 원래 시계와 의료기기 수리공

이던 야마하 도라쿠스는 1887년 시즈오카

현 하마마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망가진 

오르간 수리를 의뢰받았다. 당시 오르간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본 그는 오르간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

해보기로 결심

했다. 결국 야

마하 도라쿠스

는 1889년에 

합자회사 ‘야

마하 풍금 제

조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 후 1897년 

10월 자본금 10만 엔으로 ‘일본 악기 제조 

주식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으로 취임

했다. 그리고 1987년 10월 사명을 지금의 

‘야마하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야마하 주식회사의 전신인 일본 악기 제조 

주식회사의 설립 이듬해인 1898년 소리굽

쇠를 활용한 심벌이 만들어졌다. 소리굽쇠

를 봉황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당시 

최고급 오르간에 부착됐다. 여기에는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창업자의 

생각이 담겼다. 소리굽쇠는 1711년 트럼

펫 연주자 존 쇼어(John Shore)가 발명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도구

로 악기의 음정을 조율하는 데 사용된다. 

악기로부터 시작된 야마하 브랜드의 정체

성이 소리굽쇠 마크에서 그대로 느껴진다.

1982년 세계 최초  

카본 헤드 드라이버 개발

야마하가 스포츠로 영역을 확장한 계기는 

1953년 미국과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당시 사장 가와카미 겐이치(1912~2002) 

때문이었다. 그는 서양인들이 여가를 즐기

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자신이 좋아

하는 스포츠를 즐기며 여가를 보내는 모습

은 무척 여유롭고 인상적이었다. 그때부터 

가와카미 겐이치 사장의 목표는 음악을 통

해서든 스포츠를 통해서든 ‘풍요로운 여

가 시간을 만드는 것’이 됐다. 그는 악기 생

산을 통해 축적된 금속 가공 기술과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 재료 개발에 관한 노하

우를 바탕으로 양궁과 스키 장비, 그리고 

테니스 라켓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1982년, 야마하는 세계 최초의 카

본 콤퍼짓 헤드 장착 드라이버인 ‘이그잼

플러(Exampler)’를 탄생시켰다.

야마하는 골프클럽 제작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만큼 특허기술도 다수 보유하고 있

다. 우선 인프레스 UD+2의 핵심 기술인 

팁웨이트 테크놀러지(2016년, KRB10-

2174579)는 샤프트 팁에 무게추를 장착해 

임팩트 때 중심을 벗어나더라도 볼의 초속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비거

리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우드형 골

프클럽 헤드(2019년, KRB10-2174579) 

기술은 드라이버 헤드에 적용된 기술로 샤

프트를 중심으로 뒤쪽 면적의 수치를 크게 

해 관성모멘트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최대치로 만들었다.

부스트링(2020년, KRA10-2020-

0122997) 기술은 드라이버 헤드 내부의 

페이스면 가장자리를 따라 리브(Rib)를 배

치함으로써 임팩트 때 페이스 뒤틀림을 

방지해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최근 출시

한 VD59 드라이버는 슬라이드형 웨이트

(특허출원 중)를 통해 무게중심의 동심원

상 어떠한 곳에 웨이트를 위치시키더라도 

MOI(관성모멘트)가 변하지 않고 탄도 조

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포지션에

서도 룰 한계의 직진성을 해치지 않고 똑

바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야마하골

프만의 테크놀로지다.

철저한 고객 위주의 
한국 판매 정책

① 국내 골프 마케팅의 선구자 

     오리엔트골프

야마하 클럽의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

골프는 한국에서 독자적인 마케팅과 광고

를 진행하면서 야마하 브랜드의 국내 입지

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 금호(현 금호건설)는 1991년 4월부

터 야마하 골프클럽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러자 야마하골프 

일본 본사는 1995년 3월 기존 총판 가운

데 견실한 업체에 독점 수입·판매권을 주

기로 결정한다. 그 총판 가운데 하나가 오

리엔트골프였다. 오리엔트골프의 파격적

인 ‘최초 마케팅’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은 

흔한 옥외 골프용품 광고, 골프 대리점에

서 편하게 신제품을 쳐볼 수 있는 시타 클

럽 배치, 가격 정찰제, 일반인 광고모델 채

용, 첨단 로봇을 활용한 용품 광고, 무료 렌

탈 서비스 등을 모두 오리엔트골프에서 처

음으로 시도했고 지금은 대중적인 골프 마

케팅으로 자리 잡았다.

② 대리점과 상생 도모한  

     위탁 포스 시스템 구축 

2008년 대리점 위탁 포스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의 자금과 재고에 관한 부담을 낮

추며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것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일화가 됐다. 포스 시스템은 대

리점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이

는 오리엔트골프가 야마하 제품을 공급하

지만 매출로 잡히지 않고 대리점은 매입으

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결제할 책임

이 없다. 소비자에게 판매 후 대금을 지불

하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

다. 대리점은 자금 부담이 없고 재고도 공

급자인 오리엔트골프 소유이기 때문에 매

입자로서 재고 때문에 골머리 앓을 일이 

없어졌다. 영세 규모의 소매점에게 이것은 

구세주와 같은 거래 제도였다. 그 후 많은 

경쟁사가 이 제도를 모방하려 했지만 포스 

시스템에 필요한 기계 투입에만 어마어마

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을 정도다. 이것은 대리점과 상생하겠

다는 큰 철학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였다.

③ 무료 렌탈 서비스,  

     ‘리믹스 원정대’로 발전

오리엔트골프는 체험 마케팅을 처음으로 

시도한 업체다. 2002년에 1000여 개의 시

타 클럽을 전국 대리점에 풀고 체험 행사

를 시작하자 업계와 골퍼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 당시 오리엔트골프가 ‘골프채, 

절대 그냥 사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경쟁사들

은 두려움까지 느꼈다. 반면 국내 골퍼는 

야마하 창업자 야마하 도라쿠스

야마하 초기의 오르간 조립 공장 악기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금속 가공 기술과 섬유 강화 플라

스틱 등 재료 개발에 관한 노하우가 야마하의 강점이다

프리미엄 시타 프로그램 ‘리믹스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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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장비를 마음대로 시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그 얼마나 파격적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어 오리엔트골프가 2010

년부터 선보인 무료 렌탈 서비스 역시 무

척 파격적인 행보였다. 당시 골프업계는 

렌탈 제도의 불모지였다. 고가의 골프채를 

2주간 대여한다는 것은 아무나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리엔트골프

는 전국 400여 개의 모든 대리점에 스펙별

로 대여 제품을 공급했다. 금액으로 따지

면 억대가 넘는 물량을 제공했다. 이때부

터 다른 브랜드도 이것을 참고해 적극적으

로 시타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오리엔트골프의 렌탈 서비스는 20일간 리

믹스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시타해볼 수 있

는 ‘리믹스 원정대’로 이어졌다. 영화 <반

지의 제왕> 속 반지 원정대를 연상케 하는 

리믹스 원정대는 탐욕과 욕망의 상징인 절

대 반지가 아닌 자신에게 잘 맞는 절대 드

라이버를 찾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리미엄 시타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

은 아주 간단하다. 상태가 아주 좋은 리믹

스 클럽(대부분 새 클럽이다)을 직접 받아 

20일간 체험해보면 구매를 고려할 정도로 

그 기술력과 성능에 감탄할 것이라는 자

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리믹스 원정대는 

2020년에만 1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리믹

스 드라이버와 7번 아이언을 집에서 편하

게 받아 시타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골프 마니아들은 놓치지 않았다. 오리엔트

골프는 2021년 기존 드라이버와 7번 아이

언에 더해 우드(3번, 5번)와 유틸리티(4번, 

5번)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타 제품 라인

업을 확대했다.

④ 품질 보증 판매

오리엔트골프의 마케팅은 신선하고 파격

적이다. 2021년 2월 1일부터 골프업계 최

초로 야마하골프의 모든 클럽에 관한 품질 

보증 판매에 들어갔다. 야마하 클럽을 판

매하는 모든 대리점에서 2019년 이후 출

시한 클럽을 구매한 고객은 프리미엄 품질 

보증서를 받는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클럽을 구매한 대리점으로 3주 이내에 방

문해 영수증과 품질 보증서를 제시하면 가

능하다. 단순 변심까지도 교환과 환불을 

보장한다.

이갑종 오리엔트골프 회장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한 품질 보증 판매의 

핵심은 ‘고객 감동’이다. 이 회장은 “무엇

보다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늘 불

안하다. 일단 써보고 맞지 않으면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지

만 진짜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품질 보증 판

매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번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통해 130년의 역사

와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명품 클럽을 직

접 사용해볼 수 있다는 건 골퍼로서 큰 행

운이 아닐 수 없다.

⑤ 매스티지 클럽 선언

오리엔트골프가 2021년 ‘매스티지 클럽

(Masstige Club)’이란 다소 생소한 단어를 

들고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매스티지는 대중(Mass)과 명품

(Prestige Product)을 조합한 신조어로, 원

래 명품의 대중화 현상을 의미한다. 오리

엔트골프가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매스티

지 클럽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는 단지 제

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 처분을 목적으로 

저가 정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

에 구매해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오리엔트골프는 모든 골퍼에게 명품을 경

험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중화를 위해 소

비자의 불안 요소를 하나씩 없앴고, 거기

에 더해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낮췄다. 야

마하골프의 리믹스와 여성 클럽(씨즈, 페

미나)의 가격을 대폭 낮추며 가격의 대중

화를 선언했다. 이것은 수입 브랜드 전 제

품을 망라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

러한 명품의 대중화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 골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열어줬다.

⑥ 각종 브랜드 대상 수상

세계적인 시상식인 ‘브랜드로레이 레전더

리 어워드 2021’에서 야마하골프가 ‘월드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

다. 이 상은 그동안 코카콜라, IBM, FIFA,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기업/단체), 빌 

게이츠, 마윈, 제프 베이조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이상 기업인), 그리고 타이

거 우즈, 톰 크루즈, 아델, 올리비아 뉴튼 

존, 해리슨 포드, 넬슨 만델라, 힐러리 클린

턴, 보리스 총리 등이 수상한 명예로운 상

이다. 뿐만 아니라 오리엔트골프는 여성가

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가 후원한 ‘제23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

품 대상 시상식’ 여성 골프채 부문에서 4

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2021 한국 브랜드 

리더 대상’에서 골프용품 도소매 부문 최

고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 최고 MOI 끝판왕

2022년형 리믹스  
VD59 드라이버 & VD40 아이언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0월 2022년형 리

믹스(RMX) VD를 정식 출시했다. VD는 

벡터 디렉션(Vector Direction)의 약자로 

방향성과 직진 안정성을 추구한 이번 제

품의 모든 라인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VD 

라인은 방향성과 안정성에 특화된 VD59 

드라이버와 VD40 아이언으로 구성됐다. 

VD 뒤에 붙은 숫자 ‘59’와 ‘40’은 각각 미

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

회(R&A)가 제한하고 있는 MOI(관성모

멘트) 5900g·㎠와 아이언 현존 최고 수치

인 4000g·㎠를 뜻하는 숫자다. 특히 VD59 

드라이버는 리믹스 220(2020년형)이 보

유하던 MOI 최대 수치 5760g·㎠를 넘어 

5820g·㎠를 기록하며 현존 클럽 중 최고

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VD 모델은 클럽 헤드에 관성모멘트

가 변하지 않는 슬라이드형 웨이트를 탑

재했다. 업계 최대의 MOI를 보유한 야마

하골프이기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테크놀

로지다. 모든 골퍼에게 ‘스퀘어 임팩트’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낸 모델이

다. 오리엔트골프 측은 MOI의 ‘끝판왕’인 

이번 VD 라인업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용

어를 만들어냈다. 방향을 통제하고 조정

한다는 의미로 ‘D 이퀄라이저(Direction 

Equaliz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D 이퀄

라이저는 ‘방향 조종자’라는 뜻으로 클럽 

페이스의 어느 부분에 볼이 맞아도 매우 

일정하고 균등하게 방향을 유지하며 날아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는 리믹스 VD의 광고는 물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마케팅 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존 최대 MOI 5820, VD59 드라이버

웨이트가 움직이면 공이 맞는 페이스 부위

에 따라 MOI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리믹스 220 드라이버 역시 정상적

인 포지션으로 탄도 조정을 하면 MOI가 

5760g·㎠이지만, 드로 포지션에서는 MOI

가 5200g·㎠로 떨어지고 페이드 포지션에

서는 6200g·㎠로 MOI가 늘면서 규정 위

반이 됐다. 이번 VD59 드라이버는 슬라이

드형 웨이트(특허출원 중)를 통해 무게중

심의 동심원상 어떠한 곳에 웨이트를 위치

시키더라도 MOI가 변하지 않고 탄도 조

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포지션에

서도 룰 한계의 직진성을 해치지 않고 정

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야마하골

프만의 테크놀로지다.

VD59 드라이버의 MOI 5820g·㎠는 룰 한

계에 육박하는 수치로 볼이 날아가는 동

안 심하게 흔들리거나 휘어지지 않는다. 

VD59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골퍼에

게 압도적인 직진 안정성을 제공한다. 사

용 후기를 남긴 어느 골퍼의 “정타가 곧 

장타”라는 말처럼 정타를 만들어내는 능

력이 뛰어난 드라이버다. VD59 드라이버

의 MOI 수치는 스포츠산업기술센터(KI-

GOS)에서 로봇을 이용해 진행한 클럽 성

능 비교 테스트에서도 그 우수성이 충분히 

검증됐다. 다른 메이저 용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신제품 드라이버와 비교할 때 적게

는 약 400g·㎠에서 크게는 약 1000g·㎠까

지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는 

볼이 클럽 헤드 중앙에 맞든 힐이나 토에 

맞든 거리 손실이 거의 없고 좌우 편차도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중심을 맞힐 때와 

중심에서 힐과 토 부분으로 2cm씩 벗어나

게 볼을 맞힐 때의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

이었다. VD59 드라이버가 평균 3m 정도 

좌우 편차가 발생한 반면 타사 드라이버는 

무려 15m의 편차를 보였다.

VD59 드라이버는 페이스 에어리어와 면

적을 줄여 경량화를 실현했다. 경량화를 

통해 페이스의 에너지 잔류량이 줄면서 더

욱 효율적으로 공에 에너지가 전달된다. 

VD59

‘브랜드로레이 레전더리 어워드’에서 ‘월드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된 야마하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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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든다”

  이갑종 오리엔트골프 회장

야마하골프 국내 공식 에이

전시인 오리엔트골프의 이갑

종 회장은 직원들에게 늘 “남

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

라”면서 “남이 가보지 않은 길

이나 가기를 꺼리는 길을 가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회장은 예나 지금

이나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만 

하려는 직원의 태도를 지적하

며 일단 부딪혀볼 것을 강조한

다. 그는 “요즘 기업에서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홍보

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 디

지털 마케팅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활동이다. 이

는 결코 정답이나 공식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미로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다. 그러니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좋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오리엔트골프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

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남이 

걷지 않은 길을 무던히도 걸어왔다. 지금

은 흔한 옥외 골프용품 광고, 골프 대리점

에서 편하게 신제품을 쳐볼 수 있는 시타 

클럽 배치, 가격 정찰제, 일반인 광고모

델 채용, 첨단 로봇을 통한 용품 광고, 무

료 렌탈 서비스 등을 모두 오리엔트골프

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고 지금은 대중적인 

골프 마케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DNA는 시대 흐름

에 맞춰 그 모습 역시 점점 진화하고 있

다. 요즘 오리엔트골프는 새로 유입되는 

젊은 골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디지

털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각종 SNS 

콘텐츠를 생산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 반응은 뜨겁다. 우

선 젊은 감각의 컬러와 디자인을 활용해 

여성 클럽 브랜드(씨즈, 페미나, UD+2 

레이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 

야마하골프 공식 인스타그램의 대표 콘텐

츠다. 또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인 ‘리믹

스 원정대’의 후기를 활용해 김상수, 김

중화 등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웹툰 형

태로 리믹스(RMX) 공식 인스

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고 있

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

명 유튜버와 파워 블로거를 통

해 야마하 클럽의 사용 후기나 

리믹스 원정대 체험 후기, 야

마하오픈 프로암 참가 후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

에 올리며 기존 시리어스 골퍼

나 MZ세대의 ‘골린이’(골프 초

보자를 의미하는 신조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골프 시장에 MZ세대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그들이 

애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중

요한 홍보 수단이 됐다. 아날

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정

보 전파 속도를 비교하면 자전거와 비행

기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그만큼 디지

털 플랫폼에 친숙한 젊은 골퍼의 눈을 사

로잡아야만 빨리 회자하고 그것이 매출

로 연결된다. 이갑종 회장은 “일단 많이 

보여야 한다.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

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

서 “아날로그 시대든 디지털 시대든 제품

의 광고나 홍보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

다. 키 메시지나 특정 이미지를 반복해서 

자주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

다. 따라서 요즘처럼 속도가 중요한 시대

에 디지털 마케팅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

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SPOT INTERVIEW 기존 리믹스에 적용된 부스트링 기술은 똑

같이 적용했다. 부스트링은 헤드 크라운과 

솔 앞부분에 걸쳐 페이스를 동그랗게 감싸

고 있는 링이 클럽 후방으로 분산되는 에너

지를 차단해 더 강력한 힘을 볼에 전달하

는 야마하골프의 특허기술이다. 한편 제품

명에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VD 드라이버

는 투어 플레이어가 요구하는 비거리와 안

정성, 형상을 구현한 제품이다. VD 제품을 

접한 프로 선수들은 모두 ‘야마하 역사상 

최고의 클럽’이라고 입을 모아 극찬했다.

메타 MOI 4000,  

미스샷 킬러 VD40 아이언

필드에서 아주 지루할 정도로 미스하지 

않는 아이언 VD40이 탄생했다. 아이언의 

MOI가 4000g·㎠이면 타 브랜드 드라이

버 수준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엄청난 수치

다. 한마디로 ‘끝내주게 쉬운 클럽’이다. 야

마하골프 본사의 클럽 개발자는 “세상에

서 가장 쉬운 아이언을 만들고 싶었다”면

서 “정말 철저하게 미스를 배제하는 차세

대 아이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이언의 생김새도 아주 독특하고 그 잔상

이 잊히지 않을 정도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이만큼 파격

적이고 독특한 모양을 가진 아이언 클럽이 

만들어진 적 있었을까 싶다. 아직 어떠한 아

이언도 이뤄내지 못한 4000g·㎠라는 MOI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언 호젤과 토에 추가 중

량을 배치했다. 이것은 먹잇감을 포착한 후 

초원을 질주하는 상위 포식자의 근육질 뒷

다리를 연상케 하는 모양으로 구현했다. 명

칭은 ‘더블넥(Double Neck)’이다.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로 탄생한 독창적인 외형이지

만 어드레스 시에는 정통적인 외형이 된다. 

독특한 모양의 차세대 아이언을 거부감 없

이 많은 골퍼가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부분이다. 호젤 부분에 튀어나온 모양

은 어드레스에 들어서면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백페이스의 리브(rib)에 의해 만들어지

는 기분 좋은 타구음은 덤이다.

VD40 역시 클럽 성능 비교 테스트를 통

해 볼이 클럽 페이스의 어디에 맞더라도 

비거리 손실이 없고 미스 샷 빈도도 현저

히 줄어든다는 것이 입증됐다. 7번 아이언

으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 중심부에 맞았

을 때 VD40 아이언은 평균 142m의 거리

가 찍혔고, 힐과 토 쪽으로 2cm씩 빗맞아

도 비거리의 손실은 크지 않았다. 반면 다

른 브랜드는 중심을 벗어나자 거리 손해

를 많이 본 것으로 측정됐다. 세컨드 샷에

서 한 클럽 차이(7~8m)는 타수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 야마하골프 본사에서 직접 

진행한 MOI 테스트에서 VD40 아이언

은 4000g·㎠라는 현존하는 아이언 중 최

대 수치를 나타냈다. 타 브랜드 아이언과 

500~1000g·㎠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 이

는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수치다.

VD40 아이언의 디자인과 색상은 마치 외

계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듯하다. 처음 클

럽 디자인을 확인한 오리엔트골프 관계자

는 바로 외계인을 떠올렸다. 관계자는 “아

주 오묘한 디자인과 문양을 가진 클럽”이

라며 “이런 디자인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마치 은하계 어딘가에

서 살다가 넘어온 외계 생명체가 전수해준 

디자인과 기술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VD40은 상식을 뒤집은 형상으로 상식을 

뒤집은 MOI를 실현하며 아이언의 새 시

대를 개척했다.

한편 하이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VD 

아이언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직접 핀을 노

릴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을 담은 고기능 아

이언이다. 통상적으로 헤드가 작으면 어렵

다는 개념을 뒤엎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

다. 날렵하고 작은 헤드를 가졌지만 조작

성이 뛰어나다. 다운블로 스윙에 적합한 

무게중심으로 설계했고, 채가 잘 빠져 나

오는 성능이 향상된 하이 바운스(7번 아이

언: 4º)가 특징이다. 악조건 속에서 발생

하는 스핀양 감소를 억제하는 스코어 라인

(깊이 1.5배로 재설계)이 인상적이다. VD 

투어 모델 아이언은 연철 단조의 아름다운 

외형과 타감이 인상적이다. 백페이스의 두

께 배치를 최적으로 해 발군의 타감을 실

현했다. 연철 단조를 12% 부드럽게 하는 

야키나마시(풀림/담금질) 제조법으로 손맛

을 높였다. 투어 프로에 맞춰 관용성도 겸

비한 야마하골프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V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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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지난 12월 8일, 세

계적인 MICE 기업 노드스타 트래블 그

룹이 주최한 ‘M&C 아시아 스텔라 어워드 

2021’에서 한국 베스트 미팅 호텔 부문에 

선정되며 아시아 태평양 MICE 시장을 선

도하는 호텔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개인 미팅부터 대규모 기업 

연회 및 MICE 행사 등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호텔 2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센터룸은 총 

10개로, 1시간 단위로도 공간 대여가 가능

해 비즈니스 맨들의 소규모 미팅부터 대규

모 행사의 브레이크아웃 룸 등 다양한 활

용성으로 수요가 높다. 또 프로젝터 사용 

및 스크린 HDMI 연결 등 편리한 미팅 진

행을 위한 장비들도 사용 가능해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간 사이즈의 미팅이 가능한 산

수룸 및 남산룸과 대형 사이즈의 미팅이 가

능한 그랜드 볼룸과 그랜드 살롱에서는 안

전하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미팅’도 진

행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미팅이란 기업 

컨퍼런스, 세미나, 국제회의 등 기존의 대

면 행사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행

사를 결합한 새로운 행사 모델이다. 하이브

리드 미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서도 직접적인 정보 전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면 행사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온 뉴노멀 시대

에 어울리는 행사 모델로 적합하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경험 가능한 하이

브리드 미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

침 아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 행

사를 진행하면서 호텔의 IT 기술을 통해 

행사장 밖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온라인으

로 연결하여 행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안전하게 방역된 연회장을 비롯해 위생적

인 미팅을 위한 아크릴 가림막, HD 웹캠, 

음향 콘솔,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 각종 비

디오 컨퍼런스 장비들을 고객 취향과 필

요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호텔의 전문 AV 

테크니션이 상시 대기해 고객이 미팅을 진

행하는 동안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매끄럽게 미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연회장·미팅룸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도  
최고의 환경 제공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며, 소규모 비지니스 미팅룸부터 최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회장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보유하고 있다.  
글 이하나  사진 그랜드 하얏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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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예술적 엔지니어링의 걸작 
MC20

이탈리아 장인정신과 우수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담은 
마세라티 ‘MC20’가 베일을 벗었다. ‘대담해질 시간(Time to be 
audacious)’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보인 MC20는 마세라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다. ‘슈퍼카’로 불리는 MC12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 개발한 엔진과 첨단 기술을 장착해 마세라티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마세라티가 구현해낸 퓨어 스포츠와 우아함의 
매력적인 앙상블, MC20을 확인해보자. 글 김재희  사진 마세라티 

Mase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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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반면, 탄소섬유가 보이는 하단부는 공기역학 플로어를 시작

으로 날카로운 모서리와 가장자리에 보다 공격적인 디자인이 적

용되어 스타일보다 기능을 우선한다. MC20는 이와 같이 극단적

인 2가지 요소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프런트 그

릴은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감각을 살린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10.25인치 스크린 2개가 하나

는 운전석에, 나머지 하나는 센터페시아에 운전자를 향해 약간 기

울어져 놓여 있으며, 내부의 모든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미니멀하

다. 센터터널은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없이 매우 심플하다. 센터터

널에는 오직 주행 모드 셀렉터와 2개의 기어 버튼, 파워 윈도우 컨

트롤, 인포테인먼트 볼륨 컨트롤,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의 스마트

폰 패드만 있다. 다른 모든 컨트롤 버튼은 스티어링 휠에 위치하며, 

엔진 스타트 버튼은 왼쪽에, 런치 컨트롤 버튼은 오른쪽에 있다.

모든 요소들은 기능이 우선적이지만, 인테리어는 엔지니어링과 

퍼포먼스를 패션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 카본 파이버로 스타일링

했다.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의 마감은 맞춤 패브릭 같은 느낌을 표

현하기 위해 매트하게 처리했다. 매우 콤팩트한 프런트 서스펜션

은 세미 버추얼 스티어링 더블 위시 본과 2개의 하부 링크, 1개의 

상부 링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동일한 세미 버추얼 레이아

웃은 리어 서스펜션에도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구성은 현재 자동

차 업계에서 흔치 않다. 세미 버추얼 서스펜션의 사용은 코너링 시 

타이어의 콘택트 패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높은 횡 방향 가속도

를 보장하고, 속도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직관

적인 핸들링을 가능하게 한다.

운전자 맞춤 주행 모드와 MIA 편의 기능 

MC20은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을 녹인 5가지

의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내부의 센터 콘솔에 마련된 셀렉터를 

통해 WET, GT, SPORT, CORSA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의 모드는 초록색(WET), 파란색(GT), 빨간색(SPORT), 노란색

(CORSA), 주황색(ESC OFF)으로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

록 구성했다. 주행 모드는 셀렉터를 돌려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

다. 기본 설정 모드는 GT이며, SPORT(오른쪽) 또는 WET(왼쪽)

으로의 변경은 셀렉터를 해당 방향으로 돌리면 0.5초 만에 전환

할 수 있다. CORSA 모드는 셀렉터를 2초간 누르고 있으면 변환

되며, 더 길게 5초간 누르면 ESC OFF가 된다. 안전을 위해 누르

는 시간이 길수록 해당 모드로의 전환이 운전자 실수가 아닌 의도적 

선택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GT 모드는 기본 주행 모드로, 시동을 걸

면 활성화되며 일상 주행에 적합하다. WET 모드는 가속 또는 코

너링 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노면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의 제어력을 제공한다. SPORT 모드는 마른 노면에서 최

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트랙 주행에 이상적이다. CORSA 모드는 

가장 극한의 경험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트랙션 컨트롤은 훨씬 

덜 활성화되고 안정성 제어는 활성화되지만 임계값은 매우 높다. 

CORSA 모드는 최고의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가장 도전

적인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다. ESC OFF는 모든 제어 기능이 비

활성화된다. CORSA 모드와 비슷하지만 차체 제어장치가 완전히 

비활성화된다는 점이 다르다.

‘MIA’, 즉 마세라티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Maserati Intelligent 

Assistant)의 핵심은 강력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로, 

운전자의 사용 기호에 따른 완벽한 맞춤화를 통해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이며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MIA는 

차량 내부에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디스

플레이 2개의 화면이 배치되어 있다. 그 적절한 크기는 MC20의 

기능적인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운전자가 2개의 화면에

서 시선을 전환할 때 다시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

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10.25인치 클러스터는 TFT 디지털 

디스플레이이며, 10.25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는 1920×720의 

HD 해상도와 터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운전 중 직사광선에서

도 최적의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으며, 

획기적인 광학 솔루션이 적용되어 장치가 꺼지면 완전히 검은색

이 된다.

MC20는 탁월한 주행성과 편안함, 안전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트

랙이나 일반도로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모든 마세라티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럭셔리와 고급스

러움이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감동

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MC20 전용 색상으로 출시된 비앙코 

오다체(Bianco Audace), 지알로 제니오(Giallo Genio), 로소 빈

첸테(Rosso Vincente), 블루 인피니토(Blu Infinito), 네로 이니그

마(Nero Enigma), 그리지오 미스테로(Grigio Mistero) 등 6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중 연소 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네튜노 엔진

MC20은 설계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마세라

티 이노베이션 랩에서 파워 트레인, 실내외 디자인 등 분야별 최고

의 장인과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됐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

떤 자동차의 엔진보다도 뛰어난 첨단 기술이 적용됐는데, ‘네튜노

(Nettuno)’라 불리는 630마력의 V6 90°, 3.0L 터보 엔진은 이전까

지 F1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술을 도로 위로 이전시킨 완전히 새

로운 엔진으로 국제 특허를 받았다. 네튜노는 100% 모데나에서 

만들어진 엔진으로 현재 생산되는 V6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튜노 엔진에 적용된 새로운 마세라티 이중 연소(Maserati 

Twin Combustion) 기술은 특허를 받은 100% 순수 마세라티 엔

진이다. 이 기술은 F1 파워 트레인에 사용된 일련의 특수 모양의 

홀로 연결되어 기존 연소실과 중앙 점화 플러그 사이에 위치한 연

소실인 프리챔버(pre-chamber) 기술에서 발전된 것이다.

신형 네튜노 엔진은 각각의 실린더에 듀얼 연소실을 갖고 있다. 메

인 점화 플러그가 설치된 프리챔버는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 공기

와 연료의 혼합기는 피스톤의 압축행정 시 프리챔버에 주입된다. 

피스톤 상사점 부근에서 메인 점화 플러그가 그 혼합기를 프리챔

버에서 점화시켜 발생한 파일럿 연소는 주연소실로 전파된다. 이 

과정은 여러 개의 화염을 통해 연소를 발생시켜 효율을 높인다. 이

는 엔진의 전반적인 효율을 개선하고 연료 소모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출력을 끌어올린다. 이중 점화와 이중 연료분사 모두 스

포츠 주행 시에는 성능과 반응, 일상 주행 시에는 효율과 배출가스 

특성을 높이는 설계다. 마세라티 네튜노 엔진은 순수 내연기관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 만들고 개발과 생산을 위해 전용 시설까지 새

로 갖췄다는 점에서 브랜드 고유 엔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MC20는 성능과 더불어 소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럭셔리한 외관

은 자유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며, 자동차의 경량화에 최적화된 탄

소섬유와 복합 소재로 제작됐다. 탄소섬유는 프레스 성형 금속으

로는 불가능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단적인 예시로 터

플라이 도어가 있다. 복합 소재인 모노코크 섀시는 기술과 성능의 

집약체로, 탄소섬유 모노코크 섀시 디자인은 경주용 스포츠카 설

계와 제작의 선두주자인 마세라티와 달라라(Dallara)사의 제휴로 

가능했다.

모노코크 섀시의 아키텍처와 기하학적 구조는 3가지 버전(쿠페, 

컨버터블, 미래 전기차) 모두 동일하지만, 탄소섬유와 레이어의 배

치를 달리해 각기 다른 3개 차종에 따른 다양한 구조적 특성이 있

는 섀시를 적용한다. 쿠페는 경량과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컨버터

블은 루프의 부재로 인한 보다 큰 비틀림 강성을 필요로 하며, 전

기차 버전은 전반적인 내구성과 배터리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한다. 탄소섬유의 유형과 양, 배치 등을 달리하여 하나의 설계를 

통해 3가지 버전을 아우른다.

감성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자인

여러 시대에 걸쳐 유지된 모든 마세라티 고유의 디자인이 MC20

에도 적용됐다.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MC20의 외관 디자인은 탁

월한 퍼포먼스가 고려된 역동적 우아함을 보여주며, 세대를 거치

며 진화능력을 갖춘 자동차 디자인으로 한눈에 깊은 인상을 남긴

다. 차량의 상단부는 강인하면서도 심미적으로 조화로운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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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의 테마 디저트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먹는 디저트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제철 과일 디저트 뷔페와 영화를 콘셉트로 한 테마 공간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티타임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글 김재희  사진 로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1920년대 느낌이 나는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티타임을 갖고 싶다면 밀레

니엄 힐튼 서울이 준비한 ‘위대한 개츠비 애프터눈 티’를 추천한다. 미국 유명 작

가 F.S.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위대한 개츠비 애프터

눈 티는 올 블랙 색상의 아이템과 곳곳에 골드 포인트를 채워 컬러의 고급스러움

을 표현했다. 또 푸드에도 블랙을 가미해 까눌레, 초콜릿 무스 케이크, 흑임자 브

라우니, 블랙 벨벳 컵케이크, 흑임자 롤케이크 등 달콤한 디저트는 물론, 오징어 

먹물빵을 활용한 참치 샌드위치, 훈제 연어롤 등 다양한 세이버리 아이템을 내어

놓는다.

이번 테마에 따라 실란트로 델리 라운지 또한 블랙 및 골드 데코레이션을 활용해 

아르데코 스타일의 포토존을 꾸미는 등 호텔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마치 초호

화 파티가 열리는 개츠비 저택에 초대된 것과 같은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위대한 개츠비 애프터눈 티 세트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의 실란트로 델리에서 매

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인당 4만5000원으로 최

소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샴페인 추가 시 3만5000원이다. 

제철 딸기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딸기 뷔페는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새로

운 해를 맞이하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내놓은 딸기의 향연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서울의 중심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반얀트리의 

‘베리 베리 베리’ 프로모션은 매 시즌 만석 행렬을 잇는 이곳의 대표적인 디저트 뷔페 

프로모션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에서 힐링하는 분위기에서 신선한 딸기를 주제로 한 

풍성하고 다채로운 메뉴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 대표

적인 메뉴로는 맛과 당도가 최상에 이른 생딸기를 비롯해 크로플, 딸기 케이크, 딸기 

판나코타 등 먹음직스럽고 아기자기한 비주얼을 자아내는 딸기 디저트가 차려진다. 

또 쌀국수, 타이 샐러드, 칠리 치킨, 피자 등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요리도 함께 

내보이며 음료로는 커피 또는 차가 제공된다.

프로모션은 매주 금, 토, 일 및 공휴일에 진행되며 저녁 9시 반까지 운영한다. 3월 27까

지 진행되며 가격은 성인 6만9000원, 어린이 4만9000원이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베리 베리 베리(Very Vary Berry)

디저트로 재탄생한 

상큼달콤한 딸기의 향연

밀레니엄 힐튼 서울

위대한 개츠비 애프터눈 티(The Great Gatsby)

고풍스럽고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티타임



Preciou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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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 아트 집단’과의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ROGER DUBUIS
엑스칼리버 닥터 우 모노투르비옹 에디션

스위스의 로저 드뷔는 ‘No Rules, Our Games(우리의 게임에 규칙은 없다)’라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슬로건 아래 가장 현대적인 시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로저 드뷔가 현대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유명 도시문화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어반 아트 집단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타투이스트  

닥터 우와 컬래버레이션한 첫 번째 아이콘을 선보였다.글 김재희  사진 로저 드뷔

과감하게 변화를 꾀하며 틀을 깨는 정신을 

지닌 닥터 우는 미니멀리즘, 흑백, 싱글 니

들이라는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극사

실주의적인 니들 디자인을 만들어내며 타

투 산업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인물이다. 

완벽한 기하학적인 형태와 극도로 세밀한 

라인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닥터 우는 

수개월에 걸친 도전적인 협업으로 시계와 

예술, 두 세계를 결합시키며 그 어떠한 타

협도 없이 창의력을 고스란히 발휘했다.

닥터 우와 로저 드뷔 모두에게 ‘별’이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

아가는 과정은 협업 전반을 이끄는 견인력이 되어주었다. 닥터 우

가 ‘엑스칼리버 모노투르비옹’의 아스트랄 시그니처를 새롭게 재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주와의 특별한 연결의 개념은 디자인적으

로 다양한 측면을 이끌어냈다. 별 형태의 브리지는 계속해서 전진

하는 로켓선을 그려낸 별의 팔로 대체되어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

정을 나타내며, 닥터 우의 삶에서 지표가 

되어주는 기하학적 코드와 행성들로 가득

한 세컨드 다이얼은 그의 상상 속에 담긴 

우주 지도를 투영하고 있다. 에너지의 원

천인 달과 땅에서 튀어 오르는 삼각형, 우

리 모두가 지닌 무한한 연결고리를 나타내

는 완전한 원과 같은 그래픽 상징들까지 

모두 그의 세계에서 차용했다. 그는 이 상

징들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해석의 여지

가 열려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냈다.

이번 협업에 대해 닥터 우는 이렇게 말했다. “로저 드뷔는 제가 시

그니처인 별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두 세계를 융합하여 하

나의 독특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저 드뷔의 상징적인 엑스칼리버 모노투르비옹은 최신 기술 소

재를 바탕으로 정교함과 세련된 감각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어 한층 더 새롭고 향상된 모습을 자랑한다. 케이스와 무브먼트

에 적용된 날렵한 라인은 강렬한 시각적 정체

성을 만들어내는 한편, 별 장식 시그니처가 배

럴 위로 자유롭게 떠오르는 구조로 하단부터 

상단까지 재구성된 칼리버가 투시성과 3D 깊

이감을 대담하게 강조한다. 또 크라운과 베젤

의 노치 장식, 별의 팔, 투르비옹 케이지, 플랜

지의 아워 마커, 그리고 핸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2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패턴 모두 서

로 만날 듯 교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나

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도전적인 아티스트와 브랜드가 구현한  

역동의 미학

워치 메이커의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이자 

엑스칼리버 모노투르비옹을 구동하는 RD-

512SQ 칼리버는 놀라운 기술적 기량을 담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2배나 경량성이 뛰

어난 비자성의 티타늄 소재를 하부 투르비옹 

케이지에, 미러 폴리싱 마감 처리한 비자성의 

코발트 크롬 소재를 상부 투르비옹 케이지에 

각각 적용하여 시계 중량을 16%나 감소시켜 

효율성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칼리버는 자기

장에 더 강한 저항을 보이며 파워 리저브가 72

시간까지 급진적으로 향상되어 착용자의 편리

성이 보장된다.

이 역동적인 미학은 제네바 품질 인증으로 더

욱 돋보인다. 제네바 품질 인증은 시계의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직접 수작업으로 장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상단 표면과 

연마한 모서리각과 같이 현대 고급 시계 제조

에서 예상치 못한 모순된 장식 기법을 요하며 

로저 드뷔의 선구적인 접근법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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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깊이 있고 섬세한 디자인은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닥터 우에

게 힘과 수호를 상징하는 거미는 8피스 한정으로 출시되는 시계 다이얼 위 

각기 다른 위치마다 자리하며 고유의 디테일을 드러내고, 케이스 후면에 장

식된 시간 여행자 패턴은 착용자와 시계를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해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워치 메이커들은 닥터 우의 니들 작업

에서 영감을 받아 사파이어 글라스에 골드를 식각하고 다이얼에 별을 재현

하기 위한 금속 공정을 거치는 등 정교하고 세심한 디자인으로 선보이기 위

한 이례적인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다. 칼리버 아래 

블랙 PVD 코팅한 플레이트 위에 극도로 세밀한 라인을 레이저로 새겨 넣어 

아티스트의 우주적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고, 18K 이온 골드 케이스백에도 

유사한 작업 공정을 적용해 닥터 우가 정교하게 수작업한 장식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양각으로 두드러진 블랙 송

아지 가죽 소재 스트랩 위에 닥터 우의 신성한 상징들을 핫 스탬핑 처리하여 

매우 세밀한 디테일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Fashio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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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모든 선거는 이미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보들의 비주얼 연출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재명 후보는 염색을 통해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눈썹을 깔끔하게 다듬어 다소 권위적인 검사 이미지를 상쇄시키고자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정치의 효시는 1960년에 치러진 케네디와 닉슨이 맞붙은 미국 35대 대통령 선거다. 미

국은 1960년에 접어들면서 TV 대중화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후보 간 TV토론 장면을 지켜보며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 순간을 경험해야 했다. 이전 선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선거 기간 내내 케네디에게 

‘젊고 잘생긴 대통령 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4번의 TV토론을 지켜본 7000만 명의 유권자 

중 57% 이상이 TV를 통해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했다는 설문조사가 뒷받침해주듯 당시 TV가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케네디는 정치 명문가 출신답게 귀족적인 외모를 가진 데다가 40대 초반의 신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선입견이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유리하게 끌고 간 덕에 승리를 걷을 수 있었다. 케

네디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부터 선거 유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의 강렬한 햇빛 덕에 케네디는 

자연스럽게 선탠효과를 톡톡히 보며 북진했고, 캘리포니아의 가난한 집안 출신의 닉슨은 춥고 궂은 날씨의 미

국 동북부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치기 시작하며 남진하기 시작했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자 케네디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으로 TV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닉슨은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TV 카메라 앞에 모

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관해 물음에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은 젊고 건강하고 잘

생긴 후보였다. 거기에다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한몫했다.

제2의 케네디로 불리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옷을 잘 입는 대통령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임기 중 이탈리아 브

랜드인 카날리 슈트를 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무리 개방적인 미국이라고 하

더라도 자국 브랜드를 입는 것이 관례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슈트 브랜드는 단연 미국 정통 브랜드 브

룩스 브라더스다. 역대 미국 대통령 46명 가운데 40명이 브룩스 브라더스를 선택할 정도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가

장 좋아하는 슈트 브랜드는 브리오니’라고 밝힐 정도로 이탈리아 명품에 집착했다. 

대통령 후보 패션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  

민희식   
크리에이티브워크 대표/에스콰이어 前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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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국내 스포츠의학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에 앞장서다

한국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하지만 경기력 향상과  
종합적인 선수 관리를 위한 스포츠의학 분야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KBO 의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주한 교수를 만나 국내 스포츠의학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비앤에이치코리아 박보현 대표

박
보현 B&H코리아 대표(이하 박보현) 안녕하세요. 어깨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진료와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계신 오주한 

교수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포츠의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주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이하 오주한) 저는 최근 KBO 

(한국야구위원회)의 의무위원장을 맡아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해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의무

위원장 활동도 하고 있고, 대한스키협회 의무위원 활동도 하고 있

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저널의 편집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박보현 교수님께서는 2012년에 LG트윈스의 팀닥터를 자청하셨

고, 이후에도 팀닥터 협의회 출범, KBO에서 의무위원회 창립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포츠의

학 지원에 힘쓰시는 이유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주한 일단은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

라의 높은 스포츠 수준에 맞게 스포츠의학 분야가 뒷받침되고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 선생님들과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선수 개인의 능력이나 과학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손상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

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스포츠의학에서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

라 성폭력 같은 스포츠계의 도덕성 문제, 또는 돈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보현 팀닥터로서 현장에서 부상당한 선수를 진료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맞춰 치료하게 되나

요? 또 선수들의 경우 재활치료 시 일반인 재활과 차이가 있나요?

오주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기 중에는 응급상황 여부

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야구에

서 헤드샷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확인을 하고 후송해야겠죠. 예

전에 고 임수혁 선수의 경우 제대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동안 병실에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저희처럼 항상 현장에 나가서 부상 발생 시 당장 경기

를 할 수 있는지, 후송을 해야 하는지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이후의 복귀

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일반인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치료와 더불어 선수와 팀의 입장, FA, 트레이너, 보호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복귀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활에 대한 부분

은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문 트레이너가 관리하고 있

기 때문에 방향만 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트레이너, 선수와 상의하

면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보현 스포츠 손상은 비단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최

근 재택근무,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는데, 야구나 골프 등 일상 스포츠 활동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오주한 사실 운동은 남녀노소 다 하기 때문에 스포츠 손상이 일상

생활에서의 손상과 거의 같을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는 줄고 스포

츠 관련 손상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일상 활동 중에 통

증이 생겼다는 것은 무언가 부하가 비정상적으로 갔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사실 운동할 때 폼이 바르고 예뻐야 부상이 적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기본적인 폼이나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

지 체크해서 제대로 된 자세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

과를 꺼리는 이유가 괜히 수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별로 안 아

픈데 괜찮아지겠지,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먼저 찾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제대로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

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박보현 그렇다면 스포츠 손상뿐만 아니라 보통 어깨 질환의 경우 

어떤 이유로 찾아오시는지,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주한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나뉩

니다. 젊은 분들은 연골 파열이나 습관성 탈구로 인한 경우가 많

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

가 높습니다. 스포츠 손상이든 일반 질환이든 연령별로 차이는 있

지만, 공통적으로 어깨가 아픈 환자들의 90%는 어깨가 굳어있습

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오십견(유착성관절낭염)이 같이 있는 것인

데, 연골 파열이나 회전근개 파열, 손목 골절 등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아프니까 안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굳고, 굳으면 더 아프고, 

이런 과정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깨는 아프다고 안 

쓸수록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

단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어깨를 풀어 좌우 각도를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스마트폰이나 PC를 많이 사용하면 

자꾸 웅크린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 많이 발생

합니다. 충돌증후군은 회전근의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

면서 어깨뼈가 위로 올라가서 닿는 건데, 자꾸 웅크리다 보면 위에 

있는 천장 뼈가 앞으로 숙어지면서 닿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

로 어깨를 많이 쓰거나 PC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더욱 틈틈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보현 아까 말씀 중에도 언급되었는데, 환자 입장에서 외과를 가

면 수술해야 할 것 같고 후유증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수술과 비수술의 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주한 사실 사회적인 제도나 법이 의료 행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K-Medic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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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습관성 탈구 수술을 받으면 군대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습관성 탈구를 생활에서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

다면 수술이 원칙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 같이 수술해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힘줄의 두께가 

반 이상이 끊어지면 저절로 붙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술을 해

야 합니다. 수술 시점이 문제인데 환자의 상황, 통증, 경과, 회전근

개 파열 두께 등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미룰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 결과 2.5cm

보다 작을 때, 연세가 많으신 것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

로는 재생을 위한 치료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박보현 손상된 부위의 재생 촉진을 위해 세포나 혈장을 이용한 치

료법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수님께

서 개발 중이신 치료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주한 비유하자면 결실이 좋기 위해서는 땅도 비옥해야 하고 씨

도 좋아야 하듯이 세포가 재생되려면 세포와 그 세포를 재생하도

록 하는 성장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힘줄세포와 비

슷한 피부세포에 성장인자가 많은 혈액 속 혈소판, 그리고 콜라겐 

같은 이외의 물질을 조합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사용해서 잘 붙도록 하거나 배에 주사

할 수 있는 여러 호르몬 치료제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인 치료법, 혹은 수술 후 회복을 돕는 치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가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욱 연구가 필요합니다.

박보현 마지막으로 KBO 의무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주한 88 올림픽 이후 2002 월드컵 같은 큰 국제대회가 열리면

서 스포츠의학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프로야구의 경우 

아직 체계화가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우

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이고 스포츠의학을 리드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단별 팀닥터 시스템이나 체계적

으로 모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무위원회가 할 일이 많

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유망주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유소년 야구 때부터 관리가 돼서 이 친구들이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야 하는데, 구단과 연계도 부족하고 부

상 통계 같은 관련된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제 학

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질병 통계를 내는데, 스포츠 손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질병코드 자체가 분리된 것이 없고 의학적으로 접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

고 체계화가 되기 위해 체육회나 학술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KBO 의무위원회에서도 이번 선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서 홍보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선수들이 

모교에서 활동하고 본인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루트가 있으면 좋

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

와 프로야구의 중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를 연계하고 교

육 시스템을 만들어 유소년 선수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아 우리나

라 야구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구단, 팀닥

터, 선수와의 연계를 맺고 협력해서 선수를 보호하고 선수에게 정

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인기 

스포츠에 걸맞은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라고, 아마추어부터 프

로와 엘리트 스포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일상 레크리에이

션 스포츠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비앤에이치코리아 박보현 대표  

비앤에이치코리아는 블록체인 메디컬 SNS 플랫폼 ‘메디

우스’를 통해 병원평판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의 개인 조

건과 상태에 적합한 병원과 의사를 추천해주는 메디컬 IT

기업이다. 박보현 대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을 맡아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

재 [월간 CEO&] 의료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오주한 교수는

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現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절센터장, 現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장, 現 한국야구위원회(KBO) 의무위원장, 現 대한빙상경기연맹 의

무위원장, 現 대한스키협회 의무위원, 現 프로야구 LG트윈스 수석 팀닥터, 前 대한견주

관절학회 회장, 前 대한수영연맹 의무과학훈련위원장, 現 미국스포츠의학회지(AJSM) 

편집위원, 現 SCI저널 JSES 부편집장,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세계견주관절학

회 사무총장, 미국견주관절학회 회원,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미국인명정

보기관(ABI) 등재, 국제인명센터(IBC) 등재, UC Irvine Orthopaedic Biomechanics 

Laboratory 교환교수, EBS 명의,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Think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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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철  
촌철활인16저자/창작서예작가/영성칼럼니스트/

명품창출CEO포럼 홍보 및 인재영입위원장

난세가 되면 기갈이 시작되고 갈등이 점증

된다. 그 시발점이 바로 최종 피난처이자 워

룸인 가정일 수 있다. 이 대왕오징어 게임 

시대에 이빨 빠진 대한민국 가장은 설 곳이 

별로 없다.

며칠 전 ‘오징어마님’과 부부싸움 후 불 꺼진 

창에 등을 비추듯 ‘사랑’을 써봤다. 화선지 대

신 기온이 급강하한 토요일 저녁, 한 일간지 

기자 초청으로 골프를 친 그날 사용해서 이

미 수명이 다해  차디차게 식은 손때 묻은 핫

팩을 재활용해 창작품으로 만들었다.

분노와 회한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어

느 누구, 또 무엇을 사랑하는 것보다 ‘평생 

원수조차 어떻게, 언제까지 사랑할거냐’라

는 예수님(사랑학 일타강사)의 관점에서 보

곤 한다. 그 위력은 어마무시했다. 그날 오

징어마님은 급사과했다. 이후 짜증내지 않

기로 약속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집안에 충견 ‘꾸삐리’ 하나뿐이고

은행 잔고가 딸랑거리고 

감나무 가지 끝에 까치밥이 성기더라도

짜증… 끝, 맹세!  

난세의 영단번(Once And For All) 부스터샷, 사랑 2021

* 작가주 : 작품 사진 바로 밑에 작은 글씨로 획을 날카롭게 벼려 수지침 필체로 완성. 또 작가의 낙관을 거꾸로 그리고 절반만 찍은 이유는 마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스마트폰의 무선 

비접촉 충전 방식 상황을 연출. 우리네 삶이 늘 미완성 단계라는 것과 조그마한 충격에도 실금이 가기 쉬운 유리잔 같은 나약성의 상존을 암시. 그렇지만 사랑의 ‘ㅇ’ 안의 하트는 피 튀기는 인생 

바다에서 ‘그래도’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자는 기대감을 빌트인시킨 것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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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달리기-등산, ‘건강한 여성’ 선언

운동을 하는 내 모습은 아름답다. 신선하고 강인하고 자부심 가득

하다. 자긍심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많은 요즘, 잘 갖춰입고 공원이

나 산책로를 달리는 모습은 재미있고 자랑스럽다.게다가 몸매까

지 받쳐준다. 그렇다면 레깅스다. 헬스클럽에서든 공원 산책로에

서든 달리는 사람들은 신선하다. 그들 중 여성 대부분은 레깅스를 

입고 있다. 자신감이 넘쳐난다.

이런 모습을 ‘건강한 여성성(Fit Feminity)’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여성성이다. 부드러움의 전통적 여성성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개성이 넘치는 신세대적 여성성이 결합해 있다. 그냥 의상만의 문

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하면서 드러내는 것, 공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SNS에 스스로를 중계하기도 한다. 자신

의 몸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도 드러내는 것도 자신의 역량의 문

제다. 운동 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상술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래

도 상관없다. 

운동사회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여성미와 건강미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가 

담겨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NZ Herald’는 이런 현상을 새로운 트렌드로 선언하

고 있다. “여성의 이상적 몸매가 변하고 있다. 마른 몸에서 마르고 

짙은 색조의 몸으로, 또 짙은 색조의 모래시계 몸매로 수십년간 변

해왔다.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지만, 아직은 모든 여성이 갖지 못한 

트렌드다.”   

여성의 소비력과 건강을 추구하고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능력과 직

결된 것으로 분석되는 레깅스 바람은 자신있는 새로운 여성들이 

“나는 나, 내가 자랑스럽다. 내 개성을 드러내는 나는 자유롭다”라

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성들도 따라하고 있다. 

옷은 필요에 의한 발명품이지만 
때로 속박이 되기도 한다. 드레스 
코드는 문명의 상징처럼 성장해 
왔지만 그것이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그에 대한 저항이 
개성의 외침처럼 되기도 했다. 
달리기의 관점에서 ‘운동 드레스 
코드’를 보자면 요즘 대세는 
레깅스다. 요가복에서 일상복으로 
달리기 유니폼으로 자리를 
잡은 레깅스. 이 트렌드에서 
문화와 건강을 읽어보자. 

달리기에 대한 다양한 고찰 _17

레깅스 러너의 외침 
“나는 나, 나는 자유다”

레깅스를 입고 운동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입는 콤프레션 

쇼츠는 레깅스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레깅스의 

사촌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 운동복 

전문사이트에서 소개한 ‘레깅스를 입고 

운동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각종 운동매체들이 강조하는 레깅스 

운동의 장점들을 소개한다.  

1_ 근육의 피로를 덜어준다 컴프레션 쇼츠는 운동 

중 피로를 줄여줌으로써 운동 성과를 극대화시킨다. 

남성용 드로즈 같이 생긴 압박 반바지인 컴프레션 쇼

츠는 짧은 버전의 레깅스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포

츠 브랜드에 있는 이 의상은 근육통과 피로를 줄여주

기 때문에 더 잘,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2_ 근육 손상을 예방한다 압박의류는 근육이 충격

에 의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좌의 위험을 줄여준

다. 전문가들은 때로는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돕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냥 패션이라고 생각하기 쉬

운 레깅스가 운동 중 충격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예방

하고 회복을 돕는다는 뜻이다. 

3_ 근육통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압박 반바지와 레

깅스는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켜준다. 과도한 운동, 

또는 익숙하지 않은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후 서서히 

나타나는 근육통인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 후 12~48

시간에 강하게 나타나는데, 레깅스, 보호대 같은 압박

장비가 이런 근육통을 감소시켜 준다. 

4_ 자극인지도를 높인다 격렬한 스포츠나 인내심

이 필요한 운동을 할 때, 자극과 에너지 투입에 대한 

인지도를 레깅스가 민감하게 해준다. 즉 운동 시간을 

더욱 참을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운동 성과 또한 

향상시켜 준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레깅스, 바이크 

쇼츠, 니삭스 같은 압박 의류가 지구력 경주자의 자극 

인지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5_ 힘/점프력을 증대시킨다 레깅스는 탄성 있는 점

프력을 선물한다. ‘러너스 월드’는 압박장비가 운동 후 

점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헬스클럽에서도 레깅스를 입고 있다면 러닝머신과 같

은 지구력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점핑이 들어간 운동

에서 탄성을 부여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다. 

6_ 근육 내 산소투과율을 증가시킨다 운동 중 근육

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다. 압박의류

는 근육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

된다. 몸을 적절히 압박해 혈류를 개선하고 근섬류의 

산소투과율을 높여준다. 짧고 굵은 운동에서 특히 운

동 성과를 높여주게 된다. 

7_ 편하다 레깅스를 입고 뛰면 바람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 쓸리지도 않고 펄럭이지도 않아 운동하기 

편하다. 운동복이 기어올라가는 일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민망한 부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헐렁한 복

장으로 격렬하게 운동을 할 때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8_ 근력 회복을 도와준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동

안에도 레깅스는 근육의 회복을 도와 수행 능력을 높인

다. 고강도 근력 운동 이후 힘이 빠지는데, 이때 힘의 원

상복구를 도와주는 것이다. 스포츠의학 전문가들도 압

박의류가 근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저항력 훈련 이후

의 근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동의하고 있다. 

9_  고강도 훈련 뒤 스트레스 회복력을 증가시킨다 

고강도 훈련을 하고 나면 회복기간이 상당히 길고 고통

스럽다. 레깅스를 입고 이런 운동을 하면 신체의 긴장상

태 회복을 도와준다. 만약 초보자라면 꾸준한 운동을 실

천하기 위해서라도 레깅스를 입고 하는 것이 좋다. 피로

가 길게 쌓이면 운동을 하기 싫어지게 마련이다. 

10_  성징/근육을 드러내고 보호한다 남성이든 여

성이든 밀착된 압박의상은 건강한 근육을 드러낼 수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관리의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기능성이 첨가된 제품들은 몸의 은밀한 부위들

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남성 선수들의 경우, 낭심 보

호 부위가 있는 압박의류를 입으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 

레깅스 입고 운동할 때 

의학적 주의사항 5가지

러닝쇼츠를 입고 마라톤을 하면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 

허벅지가 아파지지 않아 좋고, 

사타구니 쓸림이 없으니 더욱 좋다. 

그렇지만 레깅스의 장점인 몸에 착 

붙는 편안함은 한편으로 혈액순환 

장애, 질염, 정자 및 전립선 위험 등 

매우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달리는 

의사’ 이동윤 원장의 지적을 중심으로 

레깅스 입고 운동할 때 주의할 점 

5가지를 정리한다. 

1_  필요 이상의 압력을 혈관에 가해  

혈류장애 유발한다 

레깅스 같은 압박의류는 자칫 다리에 필요 이상의 

압박을 가하게 되고, 피부 가까이 있는 표재정맥 중 

특히 더 가느다란 정맥인 모세혈관, 망상정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한 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

다. 하체의 정맥들이 심하게 압박 받지 않는지 점검

하고 운동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2_  압박용 스타킹과 레깅스를 혼동하지 말자 

레깅스는 압력을 설계한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 위

주 이기 쉽기 때문에 순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정맥류 압박스타킹은 20~30mmHg 압력으로 

다리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에 각각 100%, 70%, 

40% 단계별 압력을 주게 설계돼 꽉 잡아줘야 할 부

위는 잡아주고 느슨하게 풀어줄 부위는 풀어줌으로

써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3_  레깅스 오래 입는 여성은 질염 주의해라 

레깅스가 곧 질염의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유발하

거나 악화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나일론, 폴리

에스터, 레이온, 아크릴 등 합성섬유인 레깅스를 오

래 착용하면 외음부가 습해지고, 마찰로 인한 피부

염이 발생할 수 있다. 직업상 계속 레깅스를 입는 경

우라면 천 소재 팬티라이너를 사용하고, 비자극성 

여성청결제로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4_  레깅스 오래 입는 남성은 고환 압박 체크해라 

남성의 음낭과 고환은 밖으로 돌출되어 체온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해 양질의 정자를 생산하게 된다. 레깅스를 

오래 따뜻하게 밀착 착용하면 고환 온도가 상승해 정자

의 운동성 및 정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 또 혈류장애, 고

환염, 부고환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늘 압박해소에 

주의하자. 

5_  허약체질이라면 착용 시간을 줄여라 

민망함을 줄이겠다고 탄탄하고 도톰한 레깅스를 선

택하고 오래 입으며 사타구니 부분이 습해지고 균이 

증식하게 된다.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남성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하게 규정할 만한 착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허약체질이라면 1시

간 미만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사람도 통풍

성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운동할 때만 착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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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랩,  

자체 개발 기술로 KISA 인증 획득

스타트업 아이디랩(EYED LAB)이 자체 개

발한 홍채 인식 기술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주관 바이오 인식 테스트를 통과해 

KISA 인증을 획득했다. 아이디랩은 국내 

최초로 동물 홍채 인식 기술에 관한 특허를 

등록해 동물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고, 동물 등록 및 이력 관리

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혈통, 예방 

접종, 진료 내역, 보험 등의 이력을 쉽고 편

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기

동물 발생 시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

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KISA 인증

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권고하는 성능시험 

기준과 절차를 기본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바이오 인식 제품의 인식 알고리즘에 대

한 성능을 시험하는 제도다. 

LG화학, ‘제미글로 억제제 병용요법’ 혈당 감소 확인

LG화학이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미글로의 강력

한 혈당 강하 효능을 입증했다. LG화학은 국제당뇨병연맹총회(IDF Congress)

에 참가해 제미글로 추가 3제 병용 요법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명은 

‘SOLUTION’ 스터디로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 강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

로운 약물 조합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임상에서는 제2형 당뇨병 

1차 약제인 메트포르민 성분과 최신 당뇨약인 SGLT-2 억제제 계열의 다파글리

플로진 성분을 함께 복용하던 315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제미글로 또는 위약을 

24주간 추가 투약한 후 당화혈색소(HbA1c) 등을 비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2023년 이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홈쇼핑서 프리미엄 라인 ‘닥터버들 에센셜’ 선보여

유한양행의 기능성 구강케어 브랜드 닥터버들(Dr. BURDLE)이 12월 17일 GS

홈쇼핑을 통해 첫 홈쇼핑 방송을 송출했다. 에센셜 구취케어 치약과 에센셜 잇몸

케어 치약 2종으로 구성된 세트를 만날 수 있는 방송에서 체험분 치약 2종과 더불

어 닥터버들 칫솔 6입 1팩까지 함께 받아보는 혜택을 제공했다. 닥터버들의 에센

셜 구취케어 치약은 버드나물 추출물,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 등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사용했으며, 편백 오일이 함유된 내추럴 포레스트 민트향을 함유해 구취 

제거 및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각종 원인에 따른 구취를 제거하는 데 효과

적이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닥터버들 에션셜 잇몸케어 치약은 

염화나트륨 등 잇몸 질환과 치은염, 치주염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을 사용했다.

바이탈루틴, 눈 건강기능식품 ‘차즈기맥스’ 출시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제덕을 대표 모델로 발탁한 바이탈루틴이 눈 건강

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차즈기맥스’ 신제품을 출시했다. 차즈기맥스는 식약처 인

정 눈 기능성 원료인 차즈기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눈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차즈기 추출물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

체적용시험을 진행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원료다. 뿐만 아

니라 차즈기맥스는 체내 활력 에너지 개선 기능성 원료 비타민(B2, B6, 나이아

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L-테아닌이 함

유된 3중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탈루틴은 공부에 열중하는 

10~20대 학생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글 김재희

Pharm & BIO Issue 
제약과 바이오업계의 다양한 뉴스와 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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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만난 한 점의 그림 앞에 발길이 멈추고 자꾸만 눈길이 

갔다. 애써 다른 그림으로 시선을 돌려 보지만 어김없이 나의 시선

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그림. 처음엔 무심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

는 누드화, 혹은 상반신을 벗고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 이런 정도

로 보고 시선을 다른 그림들로 돌렸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방금 본 그림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애써 다른 그림들로 시선을 돌려도 그

림 속의 여인은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나는 그림 앞에 섰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림 속의 여인 앞에 섰다. 그리고 세세히, 아

주 자세하게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 

두 여인의 얼굴이 보인다. 모두 같은 여인일 텐데, 표정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젖어있는 몽환적인 눈빛과 입술, 무표정의 얼굴, 

온몸으로 흐르는 액체, 상반신이 노출된 여인은 어쩌면 완전하게 

벗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물기가 가득 담긴 여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비껴갈 수 없는 슬픔

을 읽는다. 다물지 못하는 입술 사이로 여인의 절망에 찬 고통과 

비애를 읽는다. 이젠 모두 강을 건너가 버린 시간들. 그러나 이별

했다고, 정리했다고 상처가 끝난 건 아니다. 어쩌면 상실감이나 상

처는 행복했던 시간만큼이나 오래 남아 한 여인의 숨결 속으로 들

어가 날숨과 들숨 사이로 늘 새어 나올 것이다. 심장 어딘가가 완

전히 봉합되지 못한 채 아픈 여인의 얼굴. 그녀의 몸에서 흐르는 

진한 액은 슬픔으로 응 고된 고통의 시간들이다. 얼마의 시간이 흘

러야 그녀는 원래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았다. 그림 속의 여인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 아

니라 내가 그림을 본 순간 뭔가 말하고 싶어졌다는 사실을. 이젠 

더 이상 그림이 아니라 한 여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인

은 아주 오래 전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나이

와 함께 잊어버린 그 시간 속으로 나를 소환했다.

정봉숙 Bongsuk Chung

숨길 수 없는 성(性),  
성(聖)으로 구현하다

무엇 때문에 아프고 슬픈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상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상실과 그리움, 슬픔과 

절망, 상처와 고뇌가 르노 아르풍의 색감 속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상처를 상처답

게, 슬픔을 슬픔답게, 절망을 절망스럽게, 모든 느낌들이 심장 속으로 녹아 들어온

다. 그래서 애잔하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여인의 표정이.

 정봉숙 화가의 그림에서 나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에서 보았던, 슬퍼 보이지만 관

능적인 모습을 보았다. 순수함과 유혹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닌 여인의 표정은 몹

시 매혹적이다. 이런 여인을 만난다면 누가 그 여인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느 누

가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여

인을 만난다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면을 통해 미술작품을 판매합니다!
이 지면은 신인·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작가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갤러리’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신진작가들의 작품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문의 02-225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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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명아주_미술애호가

<프로필>

1960 부여 출생

2015  제2의 탄생으로 작업 전환

2016   개인전(약 1500호) ‘30년 만에 귀향 정봉숙 

인체전’ (서울, 대전, 부여)

2016~2018 대전 국제아트쇼

2020  문화체육관광부주관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총괄대표

20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2021  대전 국제아트쇼

 백제미소로타리클럽 초대회장

 현 청춘공감 삶이그림을만날때 동호인 대표

<초대개인전>

2016  연꽃갤러리 개관 초대전

 갤러리C 초대전 정봉숙 누드전

2017  갤러리C 특별 초대전

       서울한가람아트갤러리 정봉숙 대작 초대전

       제15회 부여 서동연꽃축제 봉수기 대작 초대전

2018  갤러리C 정봉숙 신년 초대전

  정봉숙 초대 대작전 브릭하우스 아트갤러리

       1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초대전

2019 갤러리C 봉수기 신년 초대전

       耳順을 넘어 - 봉수기 대작대전 

 TJB고트빈갤러리

       耳順을 넘어 - 봉수기 대작대전 100점전  

 국립부여박물관 본관 로비 전시실

2020   耳順을 넘어 - 봉수기 신년 초대전 

 홍대 앞 스케치북 갤러리

       대전MBC 초대전 - 정봉숙의 화갑전

       구국립부여박물관부 소갤러리 개관 초대전  

 - 정봉숙의 화갑전

2021  대전MBC 초대전 - 康衢煙月을 꿈꾸며…

       부여부소갤러리(구 국립부여박물관) 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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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의 제왕이 돌아왔다. 오리지널 <라

이온 킹>의 정수를 그대로 가져올 2022 인

터내셔널 투어는 원어로 진행되는 공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이

온 킹>은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라는 타이

틀에 걸맞는 거대한 규모와 메이저 시상

식의 상을 휩쓴 천재적인 연출로 20년 동

안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1998년 토니 어워드에서 최고 뮤지컬상을 

비롯해 의상, 조명, 안무, 연출에 이르는 6

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뉴욕

드라마비평가상과 그래미 어워드 등 주요 

시상식에서 각 부문의 상을 거머쥐었다.

2018년 브로드웨이 20주년을 맞아 한국

을 포함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열린 500여 

회 공연에서 <라이온 킹>은 매회 흥행 기

록을 갱신하며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

했다. 한 마을을 통째로 옮기는 스케일로 

오리지널 공연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전 

세계 관객들의 눈과 귀를 강렬하게 매료

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라이온 킹>은 야생 밀림을 연상시키는 배

우들의 탄력적인 몸과 혼연일체된 동물 

캐릭터 표현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부터 아프리

칸 소울이 가득한 합창곡까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한다. 특히 이번 프

로덕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멕시코 

등 각 대륙에서 모인 최정상급 배우들로 

구성됐으며, 토니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연출가 줄리 테이머를 비롯한 기존의 연

출가들이 그대로 참여했다. 브로드웨이를 

상징하는 <라이온 킹>의 오리지널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그간 목말랐던 여행을 대

신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2022.1.9~2022.3.18

20여 년간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 역대 흥행작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독보적인 작품 <라이온 킹>이 한국에 상륙해 관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22년 새로운 해의 시작이 
왕의 포효로 힘차게 열린다. 글 김재희  사진 에스앤코

공연 예술의 새로운 경지 

뮤지컬 <라이온 킹>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클립서비스 157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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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마르셸 뒤샹을 포함한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 <초현실주의 거장들 : 보이만스 판뵈닝언 박물

관 걸작展>이 2022년 3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총 6개의 섹션(1섹션: 초현실주의 혁명, 2섹션: 다다와 초현실주의, 

3섹션: 꿈꾸는 사유, 4섹션: 우연과 비합리성, 5섹션: 욕망, 6섹션: 기묘한 

낯익음)으로 구성된다. 초현실주의의 시초가 된 ‘다다이즘 운동’부터 초현실

주의 이후 싹튼 ‘추상파 운동’까지 아우르며 정신적이고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운동의 특징과 맥락을 세부적으로 담아냈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며 산업화와 전쟁으로 매우 힘든 현실을 경험

한 유럽 예술가들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감정적 갈등 안에서 찾은 새

로운 돌파구였다.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된 초현실주의는 

현재 코로나로 이상과 현실이 뒤엉킨 삶과 마주한 현대인에게 긍정적인 관점

과 희망을 제시해 코로나를 극복할 힘을 찾고 끝까지 코로나와 맞서 싸울 용

기를 줄 것이다.

전시를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

일에만 진행하며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로 일 3회 운영된다. 

주최 측은 추후 리시버를 이용하여 소수 인원을 위한 프리미엄 도슨트도 진

행할 예정이다.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6273-4242

2022년 3월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디자인전시관에서 진행되

는 이번 전시는 스페인 초현실주의 대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작품 

세계를 10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연대기별로 소개하는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이

다. ‘예술이 인생을 지배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긴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

번 전시는 관객들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하기 충분하다. 10개의 섹션에는 

전 생애를 걸친 유화 및 삽화, 대형 설치작품, 영화와 애니메이션, 사진 등 달리

의 걸작 140여 점을 포함하여 다방면으로 천재적이었던 그의 예술 여정을 조명

한다.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의 공식 협업을 통해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스페인 피게레

스에 위치한 달리 미술관(Fundacio Gala-Salvador Dali)을 중심으로 미국 플

로리다의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Salvador Dali Museum),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 소

장품으로 구성된다. 전시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과 네이버, 29CM, 야놀자 채널 

등 온라인 예매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문의 02-325-1077

2021.11.27~2022.3.6

2022.1.11~2022.2.13

1월 예술의 전당에서 셰익스피어 원작 <리차드3세>

가 베일을 벗는다. 연극 <리차드3세>는 영국의 실존 

인물 ‘리차드3세’를 모티브로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

피어가 탄생시킨 희곡이다. 황정민은 선천적으로 기

형인 신체 결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언변과 권모술

수, 유머 감각, 탁월한 리더십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

는 악인 리차드3세 역을 연기한다.

남편과 자식들을 잃는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비통함

을 연기하는 배우로는 극단 목화 출신의 연기 경력 

27년차 베테랑이자 <검은태양>, <악마판사>, <사이

코지만 괜찮아> 등 히트작마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신의 귀재 장영남이 열연할 예정이다. 원하던 왕좌

를 손에 넣었지만 함께 전쟁을 누비던 형제의 죽음으

로 미쳐버린 비극의 에드워드4세는 최근 드라마 <마

우스>, <결혼작사 이혼작곡>을 통해 인상적인 연기

를 선보인 배우 윤서현이 맡았다. 그리고 국립창극단 

출신 배우 정은혜가 요크가와 리차드3세에 의해 가

문이 몰락당하고 미치광이로 전락한 마가렛 왕비 역

을 맡는다. 이밖에도 박인배, 임강희, 서성종을 비롯

해 초연 무대를 빛냈던 이갑선, 김병희, 김재형과 새

로이 합류한 이은석, 석민기, 김도진 등이 원캐스트

로 열연할 예정이다.

막강한 실력파 배우군단으로 무장한, 피와 야욕으로 

얼룩진 권력 쟁탈의 무대는 단 5주간 펼쳐진다. 다시 

없을 연기 열전 직관의 경험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에너지를 선물할 것이다. 연

극 <리차드3세>는 오는 2월 13일까지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1544-1555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온 배우 황정민이 100분간 쏟아내는 피의 군주 
<리차드3세>의 막이 열린다. 그의 광기 어린 열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화려한 
라인업의 13인 캐스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공 있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 김재희  사진 샘컴퍼니

사상을 담은 명작 원화전

<초현실주의 거장들: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뵈닝언 박물관 걸작展> 

연극 <리차드3세>
2021.11.27~2022.3.20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원한 천재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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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땅에 자리한 3개의 성(城) 

성을 걸으며 역사를 잇다

<한양, 성(城)을 걷다> | 도경재·권혁준·김은정·문선 지음 | 새로운사람들

쉼 없이 돌아가는 분주한 삶은 현대인의 숙명과 같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 돌보기가 필요

하다. 혹시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반복적인 폭식이나 폭음으로 달

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하루 3분, 아주 특별한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다.

잠시 모든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끄고 종이와 펜을 들고 여행을 떠나보자.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는 <하루 3분 나만의 행복 루틴> 북 다이어리는 영감을 자극하는 하루 명언과 주변

에 온기를 전하는 Thank You 노트, 일정 정리에 도움이 되는 To Do List와 Reminder,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메모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줄씩 빈칸을 채

우다 보면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아날

로그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온전히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습관이 행복을 가져

다준다.

<하루 3분 나만의 행복 루틴> | 양지연 | 이코노믹북스

제각각 다양한 인생을 경험한 네 사람이 한양도성에서 우연히 만

났다. 기자 출신의 작가, 독일과 무역하는 사업가, 30년 넘게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는 샐러리맨, 역사 선생님이 그들이다. 한양

도성이 아니었다면 삶의 길 어디에서도 찰나의 인연조차 되지 못

했을 이들이 만났고, 600년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

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 함께하며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 시작

했다. 

한양성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발로 뛰는 

취재를 선택했다.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올라야 하는 고된 산행이 이

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매주 북한산 능선을 오르내리며 16성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성문의 구조를 파악했다. 또 행궁지와 승영사찰

을 돌아보며 원래의 위치를 정리하고 장대에도 올랐다. 출입이 금

지된 구역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자들은 북한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산성이 품은 이야기를 만났다. 역사 전문가도, 전문 산악인도 아닌 

완벽하게 다른 인생길을 제각기 열심히 걷던 이들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탕춘대성과 계획에 그친 동성 등 한

양성의 가치를 향한 뜨거움으로 성을 걸었다.

600년 한양도성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 

이 책은 조선 초기에 축성되었던 한양도성과 후기에 쌓은 북한산성, 

그리고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기 위해 만든 탕춘대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아래 이어져 있음을 명시한다. 이 3개의 성

은 한양을 지키기 위한 조선 후기의 새로운 방어체제를 보여준다. 

한양도성은 태조가 선의 도읍지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조

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이

후 500년이 넘도록 조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최대 건축물이자 

수도 한양의 표상으로 존재했다. 또 나라의 근본인 종묘와 사직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조선의 명암과 그 운명을 함께 했다. 탕춘대성, 

그리고 동성은 북한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조성곽을 가졌

다는 점이다. 산성 내 중성문과 함께 쌓은 중성이 그 하나이고, 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탕춘대성과 동성이 그것이다. 서쪽

에 위치해 서성이라 불리기도 하는 탕춘대성과는 달리 동성은 계

획에만 그쳐 그 형태를 찾을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이름도 갖지 못

했다. 북한산성은 14세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46년간 수차례의 환

국 정치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향유한 중흥군주 숙종의 작품이다. 

그는 재위 원년부터 양란(兩亂)의 교훈을 바탕으로, 도성 백성과 

함께 나라를 지킬 든든한 안보 울타리를 갈망했다. 북한산성은 그

가 도모하고자 했던 18세기 도성 방위체계의 시작이었다. 36년간

의 지난한 축성 논쟁을 끝낸 1711년(숙종37), 12.7km에 이르는 조

선의 새로운 안보 울타리인 북한산성이 축성되었다.

이 책은 한양의 성(城)을 걷는 안내서인 동시에, 성을 따라 걸으면

서 숙종이 강력한 의지로 쌓고 영조가 완성한 한양의 성이 품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글 김재희

매일 행복을 선물하는 북 다이어리 

[월간 CEO&]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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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 CEO를 위한 골프 레슨

클럽을 잡는 
두 손의 올바른 위치

어떤 클럽을 사용하건 어떤 종류의 샷을 하건 

클럽의 끝과 두 손의 위치는 왼쪽 바지 주름과 

배꼽 사이에 있어야 한다. 드라이버(사진 가)

의 경우 클럽의 끝을 볼의 뒤쪽(볼의 오른쪽)

에 위치시킨 후 그립한다. 그러면 그립한 손이 

볼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 왼발 가까이에 볼의 

위치를 정하는 페어웨이 우드(사진 나)나 3, 4

번 아이언 등 긴 클럽의 경우 클럽의 끝을 볼

과 같은 위치 또는 약간 볼 뒤쪽에 위치시킨 

후 그립한다. 그러면 그립한 손이 볼과 거의 

같은 위치이거나 약간 뒤쪽에 있게 된다. 

미들 아이언(사진 다)이나 더 짧은 클럽(사진 

라)일수록 클럽의 끝을 공 앞쪽(공의 왼쪽)에 

위치시킨 후 그립한다. 그러면 그립을 한 손이 

볼보다 앞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에 반해 드

라이버의 경우에는 두 손이 반드시 볼의 뒤쪽

에 위치해야 하며 손이 볼의 위치보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항상 푸시 

샷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두 손이 왼쪽 

바지 주름에서 왼쪽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사진 마). 또 배꼽보다 오른쪽 

방향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사진 바). 

롱 아이언과 페어웨이 우드의

볼과 두 손의 위치

드라이버의

볼과 두 손의 위치

미들 아이언의

볼과 두 손의 위치

숏 아이언의 볼과 

두 손의 위치

<사진 가> <사진 나> <사진 다> <사진 라>

<사진 마> <사진 바>

클럽을 잡은 두 손의 위치와 공의 위치가 공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혜영   

아시아인 최초 美 LPGA 

Master 프로, 유튜브 최혜영 

골프, <반대로 하는 골프>,  

<손이 편한 골프> 저자, <오

픈 아카데미>, <It Style 골

프>, <레슨 설레임>, <나는 

골프가 좋다>, <최혜영의 

9988>, <몸이 편한 골프>,  

<재밌는 트라블샷>, <잘맞

는 골프>, <반대로 하는 골프 

108> 등 방송 및 DVD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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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높이는  
거리별 어프로치 샷  
연습법

필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안타까운 
탄성은 주로 어프로치 미스 샷 때문이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숏 아이언샷 시 
빠른 스윙 스피드나 과도한 손목 
사용을 통해 비거리를 조절하려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프로치샷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거리감이 필수다.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리별 자신만의 
스윙 아크 비법을 소개한다. 

아래의 올바른 자세팁을 활용해 미스 포인트를 바로 잡아보자. 

1. 체중은 왼발에 70~80% 둔 채 공에 클럽 페이스를 겨눈다.

2. 그립은 양팔과 클럽 샤프트가 소문자 y자 모양을 유지한 채로 어드레스

부터 피니시까지 자세를 유지한다. 너무 약한 그립은 임팩트 시 클럽페이

스가 열려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높고, 너무 강한 그립은 클럽페이스가 닫

혀서 훅 구질이 나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중립 그립을 잡아야 안정적인 

샷이 가능하다.

3. 셋업 시 볼 위치는 남은 거리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볼 한 개 정도 왼쪽

에 놓아야 볼을 쉽게 띄울 수 있다.

4. 웨지 샷을 할 때는 항상 80~90%의 힘으로 스윙을 해야 하며, 그립은 짧

게 내려 잡을수록 샷을 컨트롤하기가 더욱 편안하다.

5. 숏 아이언샷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이려면 임팩트 순간에 양손이 클럽헤

드보다 먼저 지나간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임팩트 순간에 

클럽페이스를 직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어프로치 거리가 매번 바뀌는 아마추어라면 시계의 각도를 연상하는 방법

으로 정해진 스윙크기를 익힐 수 있다. 기억할 것은 헤드의 끝이 각 시계의 

시침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거리별 사진은 80m 

거리를 웨지로 풀스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복 연습하면 큰 오차 없이 

정확하고 일정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나만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 

 0m 거리 직선으로 뺀 사진 시계바늘이 4~8시를 가리키는 방향

 30m 거리 손과 헤드의 위치가 허리 위치, 3시를 가리키는 방향

 50m 거리 코킹한 후 헤드가 12시를  가리키는 방향

 70m 거리 코킹하고 4/3 높이 사진, 헤드가 아닌 손의 높이가 어깨

시계로 익히는 스윙 크기별 거리 보내기

전길수 프로        

현) JNGK 삼성 골프아카

데미 인스트럭터 / JNGK / 

Flick School 수료 / 2018

년 JNGK 올해 지도자 수상 

/ 2017년 JNGK 올해 지도

자 수상 / 한국아시아 티칭

프로 골프협회 (KATPGA) 

회원 / 한국프로골프티칭협

회 (KPGTA) 회원 / 한민족

신문 스포츠부 전문 취재 기

자 / TPGA 티칭프로골프협

회 중국 본부장

JNGK
MASTER
GOLF

MANUALS

77.

Golf Academy



Golf Business

122

저가대 회원권은 보합세에서 강보합세로 전환되었다. 한원은 매

도물량이 줄어듦과 동시에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강보합세를 보

이고 있다. 플라자는 매도자들의 호가가 높아지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래량은 활발한 편이다. 중가대 회원권은 계속해

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뉴서울은 3억 지지선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도물량이 적어 거래가 활발하

지 않다. 88은 매도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 대기자들의 호가가 매

도 호가와 비슷해져 매물이 부족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기흥은 

매도매수 간의 호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거래량이 활발하

지 않으며, 강남300은 무기명 품귀현상으로 문의전화가 증가했으

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고가대 회원권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신원은 매도물량이 증가

했으며, 호가 차이가 줄어들어 거래가 전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화산은 매도물량이 증가했으나 실거래량은 줄어들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송추는 매도물량이 줄어들며 거래량이 감

소했으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는 매도물량이 늘어남

과 동시에 매수 대기자들이 줄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초고가대 회원권은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아 보합세를 보이고 있

다. 남부는 매도물량은 늘어났으나 매도 호가가 낮춰지지 않아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남촌는 매도물건 품귀현상으로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트밸

리는 매도매수 간의 호가 차이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으

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비젼힐스는 매도물건 품귀현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회원권은 종목별 개별 시세를 보이고 있다. 용평은 매

도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활발하지는 않다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샌드파인은 매도물건 품귀현상으로 매수 호가는 높

아지고 있다. 엘리시안강촌은 금액 대비 좋은 혜택으로 인해 매수

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도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초원회원권거래소 애널리스트 유우진 팀장 / 문의 010-6346-6036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회원권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젊은 골퍼들의 유입,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투자 
수요도 급증해 시세 상승의 원동력은 충분하다. 

1월 전체 회원권 시세 동향

이어지는 팬데믹, 
1월의 시세 변동

* 시세는 매도/매수 중간치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중부권
골프장 12월 시세 현재 시세 등락

가평베네스트  150,000  152,000 2,000 

강남300 무기명(분5억)  60,000  60,000 0 

한림광릉 (분1.1억)  5,500  5,500 0 

골드 (주주)  33,000  33,000 0 

그린힐 (1억1천)  11,500  11,500 0 

그랜드  6,300  6,300 0 

금강  18,000  18,500 500 

김포  11,500  11,500 0 

기흥  25,000  26,000 1,000 

남서울  24,500  25,000 500 

남촌  160,000  160,000 0 

뉴서울  29,500  30,500 1,000 

뉴코리아  17,500  17,800 300 

남부  200,000  200,000 0 

레이크우드(분담금)  17,000  17,300 300 

레이크사이드(개)  90,000  90,000 0 

레이크사이드(법)  125,000  125,000 0 

리베라  4,200  4,200 0 

렉스필드  95,000  95,000 0 

마론뉴데이  8,000  8,000 0 

발리오스-일반  13,600  14,200 600 

버치힐(1억8천)  19,000  19,000 0 

블루원 - 용인  27,800  27,800 0 

블루헤런  19,200  19,500 300 

비에이비스타(3억)  44,000  44,000 0 

중부권
골프장 12월 시세 현재 시세 등락

비전힐스(개인)  130,000  130,000 0 

서울  52,000  52,500 500 

서서울  8,600  8,400 -200 

서원밸리(1억3천)  41,000  42,000 1,000 

송 추  52,000  52,000 0 

수원주식  18,000  18,500 500 

스카이밸리(4650)  6,000  5,900 -100 

신안(1억5천)  14,000  14,000 0 

신원  78,500  80,000 1,500 

솔모로(4950)  8,900  8,600 -300 

실크리버(8700)  8,600  8,600 0 

센추리21  12,000  12,000 0 

아시아나  66,000  66,000 0 

에이치원  3,900  3,900 0 

여주(주식)  5,600  5,700 100 

오크밸리(1억2천)  13,500  13,000 -500 

우정힐스  41,000  41,000 0 

용평 (가족2인)  18,500  18,000 -500 

유성  4,800  4,800 0 

이스트밸리  190,000  190,000 0 

이포  4,550  4,550 0 

인천국제  9,100  9,100 0 

웰리힐리(분6억)  82,000  82,000 0 

자유  22,000  22,000 0 

영남권
골프장명 12월 시세 현재 시세 등락

가 야  14,500  14,500 0 

경주신라  15,000  15,000 0 

동래베네스트(여자)  22,000  22,000 0 

동래베네스트(남자)  15,500  15,500 0 

동부산(1억4천)  30,500  30,500 0 

부곡  7,000  7,000 0 

부산  33,000  33,000 0 

베이사이드 (2억 5천 )  59,000  59,000 0 

선산  9,200  9,200 0 

아시아드  48,500  48,500 0 

에이원  37,500  37,500 0 

용원  8,500  8,500 0 

울산  19,000  19,000 0 

울산 여자  21,000  21,000 0 

창원  13,300  13,300 0 

통도파인  8,500  8,500 0 

파미힐스  21,000  21,000 0 
팔공  7,100  7,100 0 

호남 / 제주권
골프장명 11월 시세 현재 시세 등락

광주  5,750  5,750 0 
승주  13,500  13,500 0 

에버리스 로얄(183)  22,300  22,300 0 
제주  1,200  1,200 0 

캐슬렉스제주  3,200  3,200 0 
엘리시안 제주  30,000  30,000 0 

오라  11,500  11,500 0 

2022년 1월 회원권 시세(매도매수 중간치 산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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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니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  

출시 기념 아트워크 공개

정통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가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The 

Balvenie 25 Years Old Rare 

Marrige)’ 출시를 기념하여 페이퍼  

퀼링 아티스트 ‘율리아 

브로드스카야’와 함께한 

아트워크를 공개했다. 발베니 25년 

레어 메리지는 예술과 위스키의 

조화를 콘셉트로 몰트 마스터가 

엄선한 아메리칸 오크통과 유러피안 

오크통의 위스키 원액을 매링해 

세련되고 깊이 있는 맛과 향의 

위스키로 탄생했다.  

문의 031-897-3804

라부르켓

바스투 컬렉션 리미티드

스웨덴 자연주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라부르켓(L:A BRUKET)에서 

‘바스투(Bastu) 컬렉션’을 리미티드로 선보인다. ‘바스투’는 ‘사우나’라는 

뜻으로 스웨덴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우나를 영적 의식을 위해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엄숙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사우나의 열기와 지글지글 끓는 

물, 삼나무 벽, 신선한 자작나무 잎들이 몸을 휘감아 자극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 문의 1644-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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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더 뉴 EQS 공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를 주제로 5종의 새로운 순수 전기차와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선명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시장에 공식 상륙했다.  

더 뉴 EQS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최초의 모델이다. 문의 080-001-1886

아우디

e-트론 GT,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수상

아우디 전기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순수 전기 그란 투리스모 ‘아우디 

e-트론 GT’가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골든 스티어링 휠(Golden 

Steering Wheel)’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Most Beautiful 

Ca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아우디AG의 CEO 마커스 듀스만은 

“아우디 e-트론 GT는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강조하며, 인상적인 성능과 함께 전기 이동성을 가장 감성적으로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문의 02-6009-0473 

뱅앤올룹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 리뉴얼 오픈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Bang & Olufsen)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뱅앤올룹슨 

매장은 최근 재단장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7층 

남성패션층에 위치한다. 앞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2030을 타깃으로 트렌디한 

컨템포러리 브랜드와 해외 남성 명품 브랜드를 

남성패션층에 신규 오픈하며 큰 변신을 감행했다. 

문의 02-566-1380

로이비

프래그런스 디퓨저 신제품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리추얼 뷰티 브랜드 로이비(LOiViE)가 

4가지 향기의 ‘프래그런스 디퓨저(Fragrance Diffuser)’와 

리미티드 에디션의 2가지 향의 디퓨저를 새롭게 선보인다. 

풍부한 향기로 일상의 무드를 다채롭게 가꿔주는 로이비의 

프래그런스 디퓨저는 대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소나무, 백합, 무화과 등의 향을 담았다. 문의 1644-4490 

지방시

지방시 뉴 이어 컬렉션

2022년 새해를 기념하여 지방시(GIVENCHY)의 아이코닉한 베스트 

제품들이 딥 레드 레더와 실버 참 장식의 유니크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재탄생했다. 지방시 패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상징적인 4G 로고의 대담한 변화를 지방시 베스트 제품으로 

구성했다. 르 루즈 딥 벨벳은 풍부한 컬러와 강렬한 발색, 매트한 

피니쉬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럭셔리한 감각을 완성해준다. 풍부한 

피그먼트와 매티파잉 파우더는 부드럽게 입술을 감싸며 한 번의 

터치로도 강렬한 발색이 가능하다.  문의 02-310-1284

르네휘테르 

내추럴 히알루론산 함유 토뉘시아 3종 라인

‘토뉘시아 라인’은 식물 성분의 모발을 위한 내추럴 히아루론산 

제품으로, 시간의 흐름과 환경에 변화에 따라 약해지고 

가늘어진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부여하여 탄력을 잃은 두피와 

모발에 생기와 탄력을 되찾아주는 제품이다. 우아한 플로럴 

머스키한 향을 느낄 수 있는 3종 제품인 토뉘시아 플럼핑 샴푸, 

토뉘시아 플럼핑 마스크, 토뉘시아 컨센트레이트 유스 세럼이 

3단계 케어를 돕는다. 문의 02-214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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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텔 제주

릴렉싱 윈터 패키지 

위 호텔(THE WE)은 코로나19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더해 

면역력 증진은 물론이고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페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릴렉싱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슈페리어룸 1박, 웰빙 조식 뷔페 2인,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WE With You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나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5종 중 택일하여 이용 가능하다. 

문의 064-730-1200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센스 오브 레주버네이션 패키지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도심 속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Banyan 

Tree Club & Spa Seoul)은 릴랙세이션 풀이 구비된 객실과 반얀트리 

스파를 모두 경험하며 오롯이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센스 오브 

레주버네이션(Sense of Rejuvenation)’ 패키지를 1월 1일부터 선보인다. 

패키지 이용객은 호텔 내 스파의 개별 트리트먼트 룸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뭉친 근육과 피로를 풀며 몸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문의 02-2250 80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겨울 한 입 패키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찬바람을 피해 따뜻한 

겨울 간식과 함께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겨울 한 입 패키지’를 

1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호텔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꽈배기와 

추로스가 핫초콜릿 2잔과 함께 제공되어 객실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이용 고객은 봉은사의 풍경과 자연 

채광이 어우러진 쾌적한 호텔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3430-8888

글래드 호텔

글래드 뉴이어 패키지

글래드 호텔에서 2022년 검은 호랑이띠의 해, 임인년을 맞이하여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와 활기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글래드 뉴이어 패키지’를 2022년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서울과 제주의 글래드 호텔에서 예약 가능한 글래드 뉴이어 

패키지는 각 호텔별 선착순 40팀 한정으로 판매하며, 객실 1박과 클린뷰티 브랜드 

라타플랑(Rataplan)의 ‘수분진정 키트’ 1세트를 제공한다. 문의 02-6222-5000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스위스 파인 워치 메이킹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JAEGER 

LECOULTRE)에서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하여 

절제된 품격이 돋보이는 워치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Reverso Tribute Monoface Small 

Seconds)’를 제안한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문의 1670-1833

에리스골드

스켈레톤 워치 크루저 

스위스 시계 브랜드 에리스골드(Aries Gold)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눈길을 사로잡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스켈레톤 워치 ‘크루저’를 선보인다. 최고급 소재 및 절묘한 미학을 

클래식한 디자인에 담은 44mm 지름의 크루저는 로즈골드 컬러의 기계식 오토매틱 

워치로 긁힘 걱정이 없는 커브드 사파이어 크리스털 유리, 가죽 마모를 줄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버터플라이 버클을 사용했다. 문의 1855-0628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쿼란타 

이탈리아 럭셔리 워치 메이커 파네라이(PANERAI)가 기존의 

루미노르 마리나 컬렉션을 재구성한 ’루미노르 마리나 

쿼란타(Luminor Marina Quaranta)’를 출시했다. 루미노르 

마리나 쿼란타는 40mm 사이즈의 가장 작은 루미노르 마리나 

제품으로, 우아한 존재감과 캐주얼하고 세련된 외관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 문의 167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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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바나

듀얼타임 GMT 컬렉션

1924년 탄생한 정통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에서 

모던한 디자인의 ‘듀얼타임 GMT 컬렉션’을 소개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눈길을 사로잡는 모던함을 지닌 이 컬렉션은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제작하여 분은 동일하고 시간만 바꾸는 방식의 

GMT 시계로 다이얼 위에서 2개의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42mm 

사이즈의 라운드 쉐이프와 바 타입의 인덱스, 커브드 사파이어 

크리스털 유리, 비행기 모양의 레드 24H GMT 인디게이터가 브라운 

컬러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조화를 이루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했다. 문의 02-640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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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은 싫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뭔가 다를 거야, 잘 될 거야’라는 새로운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죠.

임인년 새해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월간 CEO&]도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새 희망을 안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With New Days and New Hopes

그림 장영선  
개인전 22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전,  

한국현대실험작가협회전 등 다수 수상 

숙명여자대학교, 서울호서전문학교 외래교수 

빎스토리 스튜디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