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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here for the CES?(CES를 보기 위해 오셨습니까?)”
매년 1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리는 라스베이거
스는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인파들로 북적인다. 지난 5일부터 7일(현지 시각)까지 개최된 CES 2022는 약
2,200개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행사 기간이 하루 단축됐음에도 전
시관에는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1967년 시작한 CES는 최초엔 이름 그대로 라디오, 브라운관TV 등 가전제품이 주를 이루는 전시회였다. 하
지만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영역 구분 없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ICT), 가
상현실 등을 접목한 다양한 첨단 제품과 서비스들을 선보이는 글로벌 기술 교류의 장으로 변모했다. 실제
CES를 주관하는 소비자전자제품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는 지난 2015년 소비자기술협회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로 그 이름을 바꾸고 전시 영역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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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를 “한때 값싼 전자레인지나 만들
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브랜드 중 하나로 변모했다”
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총 416개 한국 기
업들이 CES에 참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들도 다수 참가해 활
약했다는 점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을 위해 벽을 없애는 기업들

CES 통해 발표된 혁신들… 70만 개 이상 추산
CES에서 처음 선보인 신제품은 현재까지 7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킨 기술들도 적지 않다. 1968년에는 컴퓨터 마우스가 첫
선을 보였고 1970년에는 VCR(비디오카세트리코더)이 처
음 등장했다. CD(1991년), DVD(1996년), HDTV(1998년)
등 전자·IT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많은 기술들 역시 CE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IoT(사물인터
넷)·HDTV·드론(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2016년), 자율
주행차·증강현실·5G LT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이 전시
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CES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 처음
CES의 문을 연 우리나라 기업은 1973년 당시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참가했던 LG전자다. 삼성전자도 1979년 첫 참가
한 이후 매년 CES에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
다. 두 기업의 CES 참가는 전자제품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
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2005년 CES가 끝나고 영국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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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을 위해 틀을 깨고 벽
을 없애는 기업들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디지털 음악 초창기 시절에는 애플 전용기기(아이팟)
를 이용해야만 애플의 음악서비스(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구매한 노래와 앨범을 재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보유하
게 되면서, 기업들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단단했던 자사 서비스의 경
계를 허물기 시작했다. 서비스의 이용을 특정 기기로 제한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점차 사라졌다. 이제 삼성전자는 자사
TV에 빅스비 비서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
렉사 등 타사의 음성인식 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있다. 안드
로이드 기반인 LG전자와 소니(SONY)의 TV는 애플의 모
바일 기기 연결 기능인 에어플레이를 지원한다. 타 기업과
서비스 호환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애플도 경쟁업체들과 손
을 잡기 시작했다.
이종산업 간 크로스 오버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CES
에서 소니는 ‘소니 모빌리티’라는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 목

적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
다. TV, 게임기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전통 가전기업 소
니가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징적
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소니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VR2 헤드셋·컨트롤러와 함께 전기 콘셉
트카 2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소니가 전기 콘셉트카를 처
음 선보인 건 CES 2020에서다. 이미 2020년 유럽에서 공
공 도로 테스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기능 검증 테스트를 진
행 중이다.
삼성전자, LG전자도 미래차 기술을 공개하며 사업 확장 의
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자율주행, VR, 가상현실 등을 결합된 미
래차 전장기술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CES 부스에 전시한
미래차량 운전 체험존은 자율주행에 증강현실(AR), 가상현
실(VR)을 결합해 미래차의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어졌다.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면 차량이 운전자의 몸 상태에
따라 조명, 공조 등 차량 환경을 바꿔 최적의 컨디션으로 운
전 집중을 돕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
델 ‘LG 옴니팟(LG OMNIPOD)’을 공개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팟은 자동차
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업무 공간, 영화감상과 운동 등
의 취미 공간, 캠핑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대신 로보틱스와 메타버스
를 결합한 ‘메타모빌리티’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 주목받
았다. 로보틱스를 모든 사물에 이동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
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매개체이자 신개념 모빌
리티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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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중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가 성장하는데 토대를 구축해 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 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50년은 세계
최고의 Future Builder가 되어 더 지속 가능하고 더 똑똑
하며 그리고 더 포용적인,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
운 성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기선 대표가 현대차 부스를 찾아 로봇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시회에서 플러그 앤 드라이브 (Plug & Drive Module,
PnD) 모듈을 탑재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드라이브 앤 리프
트(Drive & Lift Module, DnL) 모듈이 적용된 소형 모빌
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 사물의 크기, 형태와 무관하게 결
합해 움직임을 제공하는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대거 선
보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로보틱스 비전을 발
표하는 자리에 로봇개 스팟(Spot)과 함께 등장해 큰 화제
가 되기도 했다. 스팟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
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이다. 현대
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말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로
보틱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CES 2022 LVCC 웨스트홀. 현대중공업지주의 정
기선 대표가 국내외 기자들을 초청한 프레스 컨퍼런스 자
리에서 우리 그룹의 미래비전으로 ‘Future Builder’를 제시
하며 말했다. ‘Future Builder’는 글로벌 1위 Shipbuilder
를 넘어 차별화된 기술로 산업의 혁신을 거듭하고, 인류를
위한 새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룹의 의지를 담은 말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대표를 시작으로 아비커스의 주효
경 엔지니어,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 클루
인사이트의 마이클 류(Michael Ryu) 전략총괄이사(Chief
Strategy Officer)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미래 조선·해양과
에너지, 기계 등 3대 핵심사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술로
▲아비커스의 자율운항기술 ▲액화수소 운반 및 추진시스
템 기술 ▲지능형 로보틱스 및 솔루션 기술 등이 소개됐다.
아비커스의 주효경 엔지니어는 아비커스의 자율운항기술을
해상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해상물류 및 해양자원 개
발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로 설명했
다. 주 엔지니어는 “올해 1분기까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으로 대형선박의 대양횡단 항해를 마칠 예정”이라며, “완전
자율항해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
CES서 미래비전 ‘Future Builder’ 제시
우리 현대중공업그룹도 올해 CES에 처음으로 참가해 그룹
의 미래 비전과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며 제조기업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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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그룹의 미래비전을
소개하는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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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양수소 밸류체인을 설명했
다. 김 원장은 해양수소 사업의 가능성을 높여줄 핵심기술
로 그린수소 생산기술과 액화수소 운반선을 제시했으며, 현
대중공업그룹이 2025년까지 100MW 규모의 그린수소 생
산플랜트 구축, 세계 최초의 2만입방미터급 수소운반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된 전시관…
양해각서 체결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도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그룹 전시관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
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관은 크게 자율운항, 산업과 일
상의 로봇화, 해양수소 밸류체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
성됐다.
아비커스는 전시관 중앙에 약 6미터 길이의 완전 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설치하고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해 실
제 대양을 항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레
저보트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운항 시뮬레이션 게임
을 체험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미래형 건설장비

▲우리 그룹의 해양수소 밸류체인을 설명하는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원장

우리 그룹의 빅데이터 기반 장비관리 솔루션 전문 개발사
인 클루인사이트의 마이클 류 전략총괄이사는 지능형 로보
틱스 기술이 구현할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건설현장의 모
습을 선보였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건
설현장의 무인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로봇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대로보틱스도 산업용로봇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 줄
F&B, 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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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자율운항 시뮬레이션 게임 체험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친환경 해양도시를
건설하는 인터랙티브게임을 통해 측량부터 작업계획 수립,
시공까지 건설 과정을 수행하는 산업기계 로봇과 원격조정
기술을 선보였다. 현대로보틱스는 커피 주문부터 제조, 서
빙까지 모두 로봇이 수행하는 로봇카페를 구축, 관람객들이

▲CES 전시관에 마련된 로봇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현대로보틱스
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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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소 밸류체인의 모습도 모형과 영상을 통해 구현됐다.
전시관 내부에 3.6미터 높이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와 미
래형 수소선박 모형을 설치하고 영상을 통해 그린수소 생
산플랫폼과 액화수소 터미널, 수소스테이션 등 밸류체인 전
반을 소개했다.

되면 양사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전문
합작사를 설립, 빅데이터 솔루션을 사업화해 국내외 기업들
을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리 그룹이 창사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
다. 우리의 지나온 50년은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앞
으로의 50년을 시작하는 지금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CES에서 우리 그룹
이 세계 무대에 선보였던 미래비전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H

우리 그룹의 이번 발표와 전시 부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
널, 프랑스 AFP통신, 독일 일간지 WELT 등 해외 다수 매
체의 보도와 더불어 내외신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우
리 그룹의 자율운항기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혁신적인 새
로운 기술 선정한 ‘Best of CES2022: New Tech That’s
Practical, Innovative or Just Plan Crazy’로 선정됐는데,
이는 2,200여 개 기업 중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LG
전자를 포함해 3개 기업만이 포함된 성과였다.

참고자료
1. The biggest change at CES, 더위크(The Week)
NAVNEET ALANG, 2019. 1. 10
▲지난 4일 CES 현장에서 열린 팔란티어와의 양해각서 체결식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은 이번 CES 기간 동안 미국 팔란
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미국선급협회
(ABS) 등과 잇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미래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우리 그룹은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합
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기선 대표와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조석 현대
일렉트릭 대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그룹은 팔란티어와 함께 조선·해양,
에너지, 산업기계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에 빅데이터 플랫
폼을 공동 구축한다. 우리 그룹은 계열사들의 공정 전문지
식과 영업 노하우를,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와 개발인력 등
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계열사별 플랫폼 구축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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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시연 성공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대양항해 상용선박
을 대상으로 한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도 ABS와 공동으
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아비커스도 ABS와 선박 자율운항기술 단계별 기본인
증(AIP) 및 실증 테스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정기선 대표,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ABS 최고
운영책임자인 존 맥도날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비커
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ABS가 지난해 7월 제정한 ‘자율운
항 규정(Guide for Autonomous and Remote Control
Functions)’에 맞춰 자율운항(HiNAS)과 자율접안(HiBAS),
완전 자율운항(HiNAS2.0) 등 자체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
의 단계별 실증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아비커스는 자율운
항기술에 대한 단계별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으며, ABS
는 아비커스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증
절차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비커스와 AB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 중인 자율
운항선박의 기술 표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비커스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의 완전 자율

2. 52년만 ‘세계 IT쇼’로 성장한 CES…‘마우스·VCR’ 등 첫선,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2019. 1. 6
3. Best of CES 2022: New Tech That’s Practical, Innovative
or Just Plain Crazy, The Wall Street Journal Shara Tibken
& Dalvin Brown, 2022. 1. 7
4. CES 2022: How metaverse, EVs stole the spotlight in
Las 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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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과 내 사업이 없다’,

CES 2022 혁신 현장에 가다
글 서종갑 | 서울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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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운항, 로보틱스, 수소 생태계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려
는 관람객들로 부스는 연일 시끌벅적했다.
스마트 건설 플랫폼 ‘사이트클라우드’를 쉽게 이해하도록
꾸며 놓은 ‘친환경 해양 도시 건설 인터랙티브게임’ 앞에
도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
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건설 현장을 가상환경으로 옮겨 놓
은 화면 앞에서 드론 버튼을 누르면 실제 현장의 드론이
측량에 나서고 이때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굴착기 등 적
정 대수의 건설기계를 배치해 공사에 착수했다. 몇 번의 버
튼 조작만으로 굴착기·휠로더 등 현장 건설기계가 유기적
으로 움직이며 기초 토목공사부터 빌딩을 올리는 작업까
지 완료했다.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못 이기겠네.”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
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인 ‘CES 2022’ 웨스트홀에 마
련된 현대중공업그룹 전시관. 아비커스가 내놓은 레저용 자
율운항 선박 모형 뒤로 긴 줄이 섰다. 가상현실에서 보트 운
항 체험을 하고 자율운항 시스템과 한판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다. 레저보트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 관람객들이 특
히 눈에 띄었다. 이들은 ‘내가 방향타 좀 잡아봤지’라는 표
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아비커스 방향타를 움켜쥐었다.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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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을 피해 몸까지 동원해 방향타를 꺾어보지만, 결과는
충돌, 또 충돌. 반면 아비커스는 일찌감치 장애물을 인지해
크게 방향타를 돌려 유유히 항해를 이어갔다. 자신보다 아
비커스 기록이 20여 초 가량 빠른 걸 본 한 관람객은 고개
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마를 쳤다.
현대차그룹, 스텔란티스그룹 등 유명 모빌리티 업체가 즐비
한 웨스트홀이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CES에서 이들
못지않게 이목을 끌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선보인 선박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선보인 친환경 해양 도시 건설 인터랙티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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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계 시장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환하며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두산밥캣을 제외하면 대
형 장비까지 생산하는 업체 중에 CES 2022에 참관한 유일
한 곳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CES 전시에서 보여준 건 미래다. 정
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가 “우리의 슬로건은 퓨처 빌더
(Future builder)입니다. 십 빌더(Ship builder)를 넘어 퓨
처 빌더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는 선언이
전시관에 오롯이 구현된 것이다. 정 대표가 “인류를 위해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겠다. 더 똑똑하고 포용적이며, 지금
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을 만들겠다”고 한 설명에 청중
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이기도 하다.

에는 실제 전기차 모델을 세워뒀다. 관람객들은 소니 특유
의 디자인 DNA가 담긴 외관부터 디스플레이로 가득한 내
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미지 센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강
점을 발판 삼아 전기차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잃지 않겠다
는 소니의 의지가 읽혔다.
실제 사람처럼 얘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 곁에는 관람
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영국의 ‘엔지니어드 아츠’가 내놓은
인간과 거의 흡사한 모습의 로봇 ‘아메카’가 그 주인공이다.
내장된 차세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로 완성한 플
랫폼을 통해 인간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
도록 만들었다. 관람객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아메카
와 어깨동무를 하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도 만만찮았다. ‘네 것과 내 것
이 없다’는 게 올해 CES를 관통하는 말이다. 가령 이런 식
이다. 전자 왕국 소니가 전기차 콘셉 모델을 내놓고, 현대
차그룹이 메타버스와 로봇을 내놓는 것이다. 제조업, 서비
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 구분이 더는 무의미한 시대가 이미
도래한 듯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건설기계 한 대의 자
동화는 상당 부분 기술 진전이 있었지만 여러 대가 유기적
으로 작동할 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드물어서다. 글로벌 농
기계·소형 건설기계 업체인 존디어 관계자들이 직접 부스
를 찾아 상용화 시기, 작동 원리 등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한
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건설기계 부문을 핵심사업으로 육성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갔다. 유압과 내연기관이 지배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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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전시관 근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도 연일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3차원 가상세
계인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제시했
다. UAM이나 자동차 등 모빌리티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다. 즉 로봇을 대리인 삼아 메타버
스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확장되는 것이다.
전자·정보통신 기업들이 모인 센트럴홀에서는 소니 전시관
이 주목받았다. 소니는 올봄 전기차 회사 ‘소니 모빌리티’를
세우고 전기차의 상업적 출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전시관

▲사람처럼 얘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 ‘아메카’

공간 제약을 사라지게 할 기술들도 눈에 띄었다. 전시장마
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기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3,596㎡ 규모로 가장 넓은 삼성전자 전시관에는
각종 XR 기술이 적용돼 있었다. 오토존이 대표적이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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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삼성전자는 AR이 미래에 자동차와 만나면 사용자들
에게 어떤 경험을 안겨줄지 보여줬다. 전시장 자체를 XR 기
술로 구성한 기업들도 있었다. LG전자는 오프라인 부스를
AR과 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으로 꾸몄다. 롯데
그룹은 리테일 메타버스 체험존을 소개했다. VR기기를 통
해 하이마트와 면세점 제품, 영화관을 체험해볼 수 있다. 아
이돌그룹 콘서트를 바라 코앞에서 바라볼 수도 있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에 맞춰 우주기술도 관심을 끌었다.
올해 CES는 전시 카테고리 중 우주기술을 처음으로 추가했
다. IT의 융합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된 것이다. 뉴스페이스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우주항공사 시에라 스페이스는 드림체
이서, 우주정거장 오비탈 리프 모형 등을 전시했다.

가상현실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스포츠에서도 예외가 아니
었다. 유레카파크에 있던 스타트업 ‘라이트박서’에는 주먹
꽤나 날리는 이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VR기기의 표시에 맞
춰 레프트와 라이트 펀치를 날리고 연속 콤보를 연습하기도
했다. 실제 복싱 못잖은 타격감도 갖춰 관람객들은 스텝을
밟으며 허리를 비틀고 체중을 실어 잽과 훅을 박아 넣었다.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확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 분야
기업인 애벗 래버러토리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포드
가 기조연설을 했다. 포드 CEO는 기조연설에서 인간이 개
발한 기술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휴먼 파워드 헬스’(Human Powered Health)를 회사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인
생을 최대한으로 살라”고 밝혔다. 의료 기업의 기조연설 참
가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관심과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의료·바이오 부문의 고속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VR기기와 장비만으로 실제 복싱하는 듯한 효과를 내는 ‘라이트박서’

▲미국 우주항공사 시에라 스페이스가 공개한 우주왕복선 ‘드림체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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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CES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020년 대비 참가
기업이 반 토막 나며 예년보다 주목할 만한 신기술이나 활
기가 덜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방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전통적인 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진
건 이미 오래다. 수성하려는 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질 수밖에 없다. 공성을 통해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 탄생할
생태계를 선점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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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시장서 새로운 길을 찾다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
글 웹진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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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 중형선박 건조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현
대미포조선이 최근 여객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이번 웹진 피플 섹션에서는 최근 취항해 7년 만에 인
천-제주 간 뱃길을 이은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선
실 설계를 훌륭하게 수행해낸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를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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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설계 기술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 금일용 수석엔지니어

안녕하세요.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를 맡고 있는 금일용
수석엔지니어입니다.
선실설계부는 이름 그대로 선박에서 선원 또는 승객이 머
무르는 공간인 선실(船室, Deck House)을 설계하는 부서
입니다. 총 37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우리 부서는 화물 운송
을 주목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부터 자동차와 여객을 함께
태워 나르는 카페리선까지 다양한 선박의 선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실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목의장
(Interior Outfitting) 설계와 선실내 배관, 난방, 환기 등 공
기조절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비 업무, 선실 철골구조를 만
드는 선실 구조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실은 선박에서 생활하는 선원들, 그리고 선박을 타고 이
동하는 승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기능성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와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
기 위해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주 뱃길 다시 이은 ‘비욘드 트러스트호’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로팩스(Ro-Pax)선1 ‘비욘드 트러스
트(Beyond Trust)’호가 지난 12월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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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가량 끊겼던 인천-제주 간 항
로를 다시 이은 선박인 만큼 그 의미가 컸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2만 7,000톤급 승선 인원 854명이
탈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입니다. 승용차 기준 총
487대의 차량과 컨테이너 65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세월
호보다 규모가 4배가량 크지만, 승객 정원이나 컨테이너 적
재량은 더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설계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뤄졌
습니다. 카페리 여객선으로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화물 중
량 관리시스템(Block Loading System)’를 도입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혔던 화물 과적과 선박 불균형 요인을 근
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자해도를 기
반으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운항하는 ‘자동항법장치’와 육
상에서 안전관리자가 선박의 위치, 속력, 엔진상태, 조타 설
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경고
하는 ‘원격 경고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해상에 구
명벌을 펼치고 승객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탑승할 수 있도
록 하는 ‘해상 비상 탈출시스템(Marine Evacuation Systems, MES)’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에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적용되었습니
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은 객실, 공용실,
복도에 탈출용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사다리를 구역마다 부착하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실설계부는 선박
안전법을 준수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탈출 시 사다리 대신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객실 가
구의 높이와 형태를 조정하거나 구멍을 만들었고, 공용실
천장에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물(Grating Bar Ceiling)을 개
발해 부착했습니다. 복도는 문턱의 높이를 10cm로 높여 필
요 시 사다리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탈출 사다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선박안전법을 만족시
키는 구조를 완성했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훼손을 최소화하
면서 동시에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개발한 제품과 디자인의 특허 출원까지 성공해, 큰 자
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유럽 여객선 시장 진출까지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2002년 여객선 건조시장에 진출했습
니다. 당시 1만 7,000톤급 성희호(부산-시모노세키)를 인
도한 이후, 2018년 3만 1,000톤급 뉴골든브릿지7(인천-웨
이하이)호, 2020년 2만 7,000톤급 퀸제누비아호(목포-제
주), 2021년 비욘드 트러스트호(인천~제주)까지 여러 척의
로팩스선을 성공리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객선 설계는 우리 부서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화
물선과 여객선의 선실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
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선의 선실은 표준화되고 정
형화된 설계가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품과 같습니다. 반면 여객선의 선실은 표준화하기 어려
운 주문제작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용 승객들의 문화,
취향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화물선
보다 설계 난이도가 높고 공수도 많이 듭니다. 객실 수도 화
물선은 보통 24~28개에 불과하지만 여객선은 200~300
개에 달해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물론 어려웠던 만큼 성과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은 여러 척의 여객선을 성공적으로 설
계, 건조, 인도함으로써 여객선 건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
습니다. 우리가 만든 로팩스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인
로팩스(Ro-Pax, Roll-on Roll-off Passenger)선: 승객 이외에도 승
용차 등 자체 구동력이 있는 화물, 컨테이너 등을 운반기기에 실어서
경사로를 통해 선적(Roll-On)하거나, 하역(Roll-Off)할 수 있는 선박
으로 카페리 여객선의 일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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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한 성능과 품
질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아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6월 ‘STEAM PACKET’, ‘KIWIRAIL’ 등 유럽 여객선 건조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실설계부는 화물선, 로팩스선을 넘
어 미래 크루즈선 건조를 위한 설계 기술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유럽 여객선들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국내 연안, 아시아 여객선보다 한층 더 어려운 고
사양 선박입니다. 우리는 이 선박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회
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
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크루즈선 건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현대미포조선
선실설계부에 물어봤습니다!

여객선과 크루즈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객선은 여객과 화물의 운송 및 관광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
박으로, 보통 정해진 경로와 일정에 따라 운항되는 정기선입
니다. 한편 크루즈선은 화물운송이 아닌 오로지 승객들을 위한
관광, 레저, 휴양 등을 목적으로 운항되는 비정기선입니다. 한
마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특급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의 선실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화물선은
약 8~10개월, 여객선은 약 12~14개
월가량 소요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
럼 여객선은 화물선보다 설계 난이
도가 높아 공수가 많이 드는데, 화
물선은 약 7,000M/H, 여객선은 약
70,000M/H로 열 배 정도 차이가 납
니다.

선실 인테리어 콘셉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주사에서 미리 준비해 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테
리어 업체를 통해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밝은
색의 내장재로 공간이 넓게 느껴지게 하고, 현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
테리어 트렌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도 후
에도 3~5년 주기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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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과 해외 여객선을
설계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항공기처럼 개인용 구명튜브,
산소마스크 등의 안전용품이
선실에 비치되나요?

우리나라 영해 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으로 규정하지만, 선
박이 한 나라의 항구를 출발해 다른 나라로 항
해하는 경우는 국제해상인면안전협약(Safety
of Life at Sea, SOLAS)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 규정에 따라 개인용 구명조끼, 잠수복 등의
구명설비(Life Saving Appliance, LSA)가 각
선실에 비치됩니다. 또 국내 여객선의 경우 창문
을 통해 탈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망치와 비상
손전등도 함께 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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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주요 소식
한국조선해양

보름 새 선박 24척, 3조 5,000억 원 수주 릴레이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들어 보름 새 선박 24척, 3조 5,000억 원 상당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조선
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 2곳과 7,9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3척, 5만 톤급 P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C선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번에
수주한 LNG추진 중형 컨테이너선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
에 인도될 예정이며, PC선은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
해양은 앞서 지난 4일과 10일 유럽, 아시아 및 중남미 소재 선사들로부터 3조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보름 만에 올해 조선해양부문 수주 목표치인 174억 4,000만 달러(20조
7,700억 원)의 16.7%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이어지
고 있다”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업계 최초 정보보호 국제표준 4종 동시 획득
현대중공업이 최근 조선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표준인증(ISO)’ 4종을 동시
에 획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월 국내 업계에서 처음으로 ISO 27001(정보
보호 관리체계),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
한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인증 2종을 추가로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인증받은 ISO 27017(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ISO 27018(클라우드서비스 개인정보보
호 관리체계)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으로,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에서 정보 자
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국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고, 나아가 클라우드서비스 환경에
서도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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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현대두산인프라코어

첫 합동 혹한지 테스트 실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강원도 철원에서 처음으
로 합동 건설장비 혹한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혹한지 테스트는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건설장비 부품 등
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행사다. 이번 테스트는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 양사의 신형 건
설장비를 대상으로 동력계, 전기전장, 조종석 내부 품질 등 다방면에 걸친 현장 시험 및 검증이 이뤄졌다.
건설장비는 실외 노상에 세워 둘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환경 때문에 극저온 시 ▲시동불량 ▲작업 시 헌
팅(엔진부조, 떨림) ▲전기 장치 오류 등이 종종 발생한다. 양사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극한의 상황 속에
서 예상되는 건설장비의 기능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특히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4년 국내 업계 최초로 혹한지 테스트를 실시해 8년 동안 시험
항목 및 방법 등 축적한 노하우를 이번 테스트를 통해 현대건설기계와 공유하게 됐다.

현대오일뱅크

친환경 LNG-블루수소 발전소 건설
현대오일뱅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 LNG와 블루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추진
한다. 이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전 자회사 현대E&F를 설립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인허가도
취득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기, 열 등의 에너지를 산업시설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다. 현대E&F는 2025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스팀 230톤/시, 전기 290M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생산하는 스팀과 전기는 대산공장 내 현대오일뱅크 자회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자체 전기 생산량과
합하면 향후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전력의 70% 이상을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히 현대E&F
는 연료로 LNG뿐만 아니라 대산공장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30%까지 투입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계
획하고 있다.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LNG-블루수소 혼소 발전은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중 하나”
라며 “LNG 발전소에 수소를 30% 투입하면 11% 가량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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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현대글로벌서비스

울산현대축구단

중동에 400kV 초고압 변압기 수출

SK해운과 포괄적 사업협력 협약 체결

호랑이의 해 맞아 브랜드 리뉴얼

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 오만에 400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만전력
청(OETC)에 850만 달러(약 100억 원) 규모의 400kV
500MVA 초고압 변압기 3기를 공급했다고 지난 12월
30일 밝혔다. 400kV 변압기는 오만에서 취급하는 최
대전압 사양이다. 이번에 수출한 제품은 오만전력청이
자국 국가기술투자회사(ONEIC)와 함께 오만 북부 알
자프니안(AI Jafnayn) 지역에 건설 중인 알 제프넨(Al
Jefnen) 변전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글로벌 전력시장
조사기관 굴든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중동지역 초고압
변압기 시장규모는 약 26억 달러(약 3조 1,000억 원)
로 작년보다 4.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일렉트릭은 주력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고압차단기의
중동지역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
주를 통해 흑자경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지난 12월 22일 SK해운과 양사 상
호 이익 증진, 시너지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선박 유지 보수, 입거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장기 계약(LTSA)뿐만 아니라, 친환경 신기술 선박
개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
번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
안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진 간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지
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현대글로벌
서비스 관계자는 “강화되는 대기 환경 규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새로운 기술
변화 등 더욱 도전적인 과제들이 당면해 있는 상황에
서, 양사의 포괄적 협력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기 대응
및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울산현대축구단이 2022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대대
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고, 지난 4일 새로운 디
자인 콘셉트 이미지를 대중에 공개했다. 새로운 디자
인 콘셉트는 파랑, 노랑, 하얀색 등 한층 산뜻한 색상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젊은 구단
의 이미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
적인 스포츠 디자인 추세인 ‘플랫(FLAT), 미니멀’ 패턴
을 중점적으로 사용했다. 단순한 색상과 구성으로 직
관적 인식을 돕는 ‘플랫, 미니멀’ 디자인이 울산의 초
성, 배의 선미, 아시아 최강을 의미하는 숫자 ‘1’, 호피
무늬 등 울산의 아이덴티티를 한껏 담아냈다. 이번 작
업은 풋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이자 브랜드인 ‘오버
더피치’가 맡아 진행했으며, 해당 이미지를 1월 4일부
터 경기장, 제품,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에 폭넓게 사
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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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벌서비스,
선박 생애주기관리서비스 시작
글 웹진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1995.1

Editor’s Note | 1995년 1월, 현
대중공업 조선AS부(現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선박의 생애주기관리서
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도 생소하던 시
절, 업계 최초의 전문화된 선박 AS
였습니다. 이달에는 선박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AS사업의 초창기 모
습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완벽
한 종합 선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오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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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수요도 따라 증가하자, 현대중공업은 AS조직을 ‘닥터
서비스부’로 독립시켰다. 80년대 중반 PC 도입과 함께 관
리업무의 전산화가 이뤄지며, 현대중공업은 고객 클레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AS업무를 체계화했다. 나아가
93년에는 ‘피드백팀’을 신설, 단순히 클레임 해결에서 머무
르지 않고, 클레임 발생 원인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선박의
설계 표준 및 건조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
대중공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 1월 조선 AS부를 중심으로, 선
박의 생애주기관리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식

‘팔면 끝? 팔면 시작!’ 선박 AS사업

최초의 선박 서비스 전문 기업
‘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

오랜 시간 많은 이의 정성과 노력으로 지어진 선박이 고객
에게 인도되고 나면, 조선소의 임무는 끝이 난다. 하지만 선
박의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현대중공업은 우리 손으로
지은 선박이 오대양을 누비며 자신의 임무를 더 오래, 그리
고 더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995년 1월 선박의 생애
주기관리 서비스(Life Time Service)를 시작했다. 생애주
기관리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항, 폐선에 이르기까지 30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조선소가 AS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업계에서 최초였다. 이는 단순히 배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고객과의 신뢰를 높여 우리가 지은 선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사실 현대중공업
의 선박 AS는 첫 호선을 인도한 1974년부터 시작됐다. 선
박이 건조된 뒤 1년 동안은 통상 조선소가 선박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현대중공업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관리부에 AS 전담 인원을 배치한 것이다. 이후 76년
에는 계약관리부 내에 별도 과 단위로 AS조직을 확대했으
며,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엔진부품 사업도 개시했다. 계
약 및 인도 선박이 많아지며 선박의 보증서비스와 엔진부품

현대중공업 AS부는 선박 생애주기관리를 통해 선박이 고객
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폐선 전까지 문의사항 대응과 교체
용 부품 공급 등을 책임졌다.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경험과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전방위 선박관리 서비스는 선주
사와 더욱 끈끈한 파트너십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보증기간 이후에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평생 고
객’을 확보해나갔다. 그러나 AS 관련 소통창구가 현대중공
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각 사별로 운영되
다보니 일관성 있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월, 그룹 조선 3사의 선박 AS
조직을 통합한 ‘그룹선박AS센터’가 출범했다. 업무 창구가
단일화되자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한 목소리로 응대
할 수 있었고, 각 사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고객 불만 사례
를 공유하며 업무의 능률도 높아졌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선박AS센터와 현대중공업 엔
진기계사업본부, 전기전자사업본부의 서비스 조직을 통합,
세계 최초의 선박 서비스 전문기업인 ‘현대글로벌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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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본격적인 애프터 마켓 공략에 나섰다.

종합관리 서비스로 글로벌 선박 애프터 마켓 선도
전세계 조선사 중에 서비스 전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유일하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
대중공업 시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박뿐 아니라 선
박용엔진과 전장품을 망라하는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황산화물 저감장치(Scrubber)와 선박평형
수 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BWTS)
등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
용한 스마트십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그룹의 새로
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관제센터를 통
해 얻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항로를 제시하는 선박
운항 솔루션과, 부품의 수명을 관리하는 똑똑한 유지·보수
솔루션, 실시간 상태 진단 및 분석을 제공하는 선박 원격진
단 솔루션 등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스마트십 솔루션들은 향
후 선박 서비스 시장의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
로벌 애프터 마켓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수행한 배기가스세정장치(EGCS) 장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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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강한 인스타그램부터 색다른 유튜브,
발 빠른 카카오톡 채널까지’

다양하게 SNS며드는 현대중공업
글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Editor’s Note |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힘있는 콘텐츠 소비자는 MZ세대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MZ세대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문화를 주도하고 있
으며, 기업들도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
맞춰 최근 SNS 채널 재편에 나서며 MZ세대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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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저격, 인스타그램

#기술력 승부, 유튜브

#정보 맛집, 카카오톡 채널

“2022년 목표는 팔로워 100만 명” 지난 1일, 현대중
공업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이 야심찬 시작을 알렸다.
첫 게시물은 일출 타임랩스. 울산 본사에서 볼 수 있
는 일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중공업 인스타
그램 채널은 용접이나 절단 시 발생하는 불꽃들을 포
착해 ‘불멍(불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 할 수 있는 영
상 등 조선소 곳곳에 숨어 있는 중독성이 강한 소재
들을 찾아 게시물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
중공업이 쌓아온 역사와 기술력도 흥미롭게 전달한
다. 선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카드뉴스를 시
작으로 ‘친환경 캠페인’ 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친구나 가족, 동료 등을 태그해 올해의 소망을 적어
보는 개설 이벤트도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에어팟,
커피 머신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 돼 있어 벌써부터
호응이 뜨겁다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우들도
서둘러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놀
이터였던 유튜브에 대선 후보들까지 가세하며 사회
전반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중공업도 이
흐름에 맞춰 2020년 9월,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재
구성했다. 특히, 우리 회사의 사우가 직접 출연해 각
종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호기심Q’ 시리즈는 “회사
에서 처음 보는 색다른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오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유튜브 채널은 또 다른 변신
을 준비하고 있다. 조회 수가 35만 회가 훌쩍 넘는
‘힘센엔진’ 영상에 이어, ‘이것이 최고다’ 시리즈를 통
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영상들을 업로드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양한 직무에 종
사하고 있는 사우들을 소개하는 ‘브이로그’와 ‘호기심
Q’ 시리즈도 월 1회 이상 꾸준히 올리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카카오톡 채널은 사내 발간 소식지, 전
사공지 및 공문 등으로 올라온 회사 주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특히 자기계발휴가 호텔 예약
안내, 사내 식당 메뉴 확인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해
현중인의 회사생활에 감초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
다. 올해는 사내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임직원들
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업무앱인 터치원(touch1.hhi.co.kr)에
도 카카오톡 채널 단축 메뉴를 추가해 접근성을 높
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 한 해 다양한 이벤트와 새
이야기들이 카카오톡 채널 발송 메시지를 통해 공유
될 예정이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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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비누의 화려한 귀환…
친환경 바람 타고 인기 상승
글 송혜진 l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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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비누가 돌아왔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체 비누는 액체 비누의 빈자리를 겨냥
해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엔 어느덧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비누 한
개면 액체 비누 4통가량을 대체할 수 있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고체 비누 열풍이 불고 있
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공중 화장실의 공용 세제를 쓰기 꺼리는 이들 사이에
서도 고체 비누는 인기를 끌고 있다. 몇몇 업체가 고체 비누를 잘게 잘라 ‘포켓솝’
이나 휴대용 비누칩 형태로 만든 것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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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된 고체 비누
고체 비누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 종이 한 장으로 감싸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소위 ‘레스 플라스틱
(less plastic)’ 운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소비자
에게 고체 비누가 각광 받는 이유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 포장재가 등장했다.

직원의 50%가 발달장애인인 사회적 기업 ‘동구밭’은
최근 고체 비누 인기 바람을 타고 성장한 대표적인
업체다. 세안용뿐 아니라 샴푸·린스, 설거지 세제까지
친환경 고체 수제로 만든다. 2017년 7억 원이던 매
출이 재작년 60억 원을 찍었고 2021년엔 100억 원
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체 비누 인기에 매출이 매
년 거의 두 배씩 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작년
11월 모발용 비누 ‘그린티 프레시 샴푸바’를 출시했
다. 20~30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9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아모레퍼시픽 관
계자는 “보통 330㎖의 샴푸 용기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28g 정도인데, 이번 고체 샴푸바를 만
들면서 종이 포장재만 사용해 플라스틱 절감 효과
를 크게 얻었다”면서 “조만간 탈모 전용 브랜드 라
보에이치를 통해서도 고체 비누를 출시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니스프리에서 출시한 고체 샴푸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JAJU)’
에선 작년 연말 동구밭의 제품을 공급받아 고체 비누
신제품 6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미리 확보해 뒀
던 5개월치 물량이 전부 팔려나갔다. 자주(JAJU) 관
계자는 “비누를 구입한 소비자의 80%가 20~30대”
라며 “비누는 포장재가 간단해 쓰레기가 적고, 물에
녹으면 분해돼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젊은 층에 특
히 인기”라고 말했다. 330mL의 샴푸 용기를 하나
만드는 데 보통 플라스틱 28g이 드는데, 비누를 쓰
면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163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유기농 화장품 업체 닥
터브로너스도 고체 비누 ‘퓨어 캐스틸 솝’을 내놓고
있다. 비누를 감싸는 포장재는 100% 재활용 종이만
쓰고 제품 로고를 인쇄하는 잉크도 수용성을 사용한
다. 닥터브로너스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전기 에
니지도 풍력·태양열 같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는 업체로 유명하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인 2000년대
초부터 북미 소비재 회사로선 최초로 100% PCR1
플라스틱 소재를 쓰기 시작했다.

포장 없는 ‘알맹이 비누’,
휴대성 좋은 ‘포켓솝’도 인기
‘레스 플라스틱’을 넘어 아예 불필요한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문화가 확산되면서, 종이 포장재조차 없애
고 알맹이 비누만 파는 곳도 늘고 있다.
영국 화장품 회사 러쉬는 ‘원조’ 고체 비누를 판매
PCR(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 플라스틱: 사용
하고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만든 재생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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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업체로 꼽힌다. 러쉬 전 제품의 50%는 아예
포장 자체를 없애고 알맹이 상품만 내놓는 ‘네이키
드(naked)’ 형태로 판매된다. 러쉬의 ‘씨닉 샴푸 바’
는 이중에서도 250g 용량의 액체 샴푸 3통을 압축
해 플라스틱 소비를 혁신적으로 줄인 상품으로 꼽힌
다. 2005년 7월부터 2020년까지 판매된 러쉬의 샴
푸바는 총 4,130만 개로 1억 2,400만여 통의 플라
스틱 병을 줄일 수 있는 양이다. 이는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섬의 크기를 4% 가량 줄
일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
는 플라스틱 샴푸 병은 약 5억 5,200만 개에 달한다.
포장재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공병을 가져오면 내용물
을 리필(refill)해주는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있다. 국
내 화장품 업체인 아로마티카는 서울 신사동에 ‘리
필 스테이션’을 마련하고 이곳 매장에서 상품의 내용
물만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선 어떤 용기를 가져가도
화장품의 리필 내용물만 살 수 있다.

고체 비누를 잘게 잘라 만든 비누칩이나 포켓솝도
인기다. 액체 비누보다 꺼내쓰기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록시땅이 알루미늄 틴 케
이스에 비누를 잘게 잘라내 담아낸 ‘포켓솝’은 지난
8월 국내 출시 직후 수입 물량 전량이 품절됐다. ‘한
아조’ 같은 국내 중소업체가 만드는 비누칩도 인기
다. 작은 종이상자에 얇게 잘린 비누를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다.
직접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 쓸 수 있는 DIY 키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비누 공방 ‘무중력 스튜디오’는 샴
푸바 제작 키트를 주문하면 가루와 액체 재료 등을
넣어서 보내준다. 손으로 모두 섞어 몇 분 가량 주
물러 빚은 다음에 상온에 굳혀주면 끝이다. 수제비
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원데이 클래스들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피부
에 맞는 제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시
대가 온 것이다.

설거지 세제도 치약도 ‘고체’ 바람
고체 비누 열풍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달 초 미
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엣시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
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천연 비누’를 검색한 횟수는
4만 4,000건을 넘었다. 2017년 같은 시기보다 검색
량이 110% 증가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중국에서
도 고체 비누 판매는 20~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고체 비누 판매는 62억 3,000만
위안(1조 1,578억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3.8% 성
장했다.
고체 비누 바람이 불면서 이젠 설거지용 세제도 고
체 비누가 액체 세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 따르면 올해 8~11월 설거지용 고
체 비누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가 늘었다.
치약도 알약 형태의 고체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매년 10억 개씩의 플라스틱 치약 튜브가 폐기
물로 버려진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고체 치약
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업체들도
앞다퉈 고체 치약을 내놓고 있다.
고체 비누와 치약의 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 세계 고체 비누 시장 규모는 작년 29억
1,780만 달러(3조 4,940억 원)에서 2027년엔 31억
5,000만 달러(3조 7,721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치약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케츠는 전 세계
고체 치약 판매가 2019년 300억 원에서 2030년
1,069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H

◀아로마티카에서 서울 신사동에 운영중인 ‘리필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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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비밀, 변비
글 이승범 l 울산대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그림 정민영 l 일러스트레이터

오늘도 변비로 고통받는 김 선임. 업무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른 새 팀장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도 쌓이고, ‘그것’도 쌓여가고 있다. 일도 잘하고 싶고, 화장실도 잘 가고 싶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무
거워지기만 한다. TV광고에 나오는 약이란 약은 전부 사서 먹어봤지만 그때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안해본 게 없을 정도다. 김 선임은 언제쯤 환한 미소를 찾을 수 있을까?

변비 일으키는 원인, 너무나 많아
변비는 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돼 원활한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일주일에 배변
3회 미만, 딱딱한 변, 불완전 배변감, 항문 직장
의 폐쇄감, 원활한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부가적
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변비로 진단한다.
만성 변비는 크게 변비에 걸릴만한 원인이 없는
데도 변비를 경험하는 원발성 변비,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성으로 발생하는 변비로 나뉘
어진다.
원발성 변비는 다시 서행성 변비와 배변장애형
변비로 분류할 수 있다. 서행성 변비는 대변의 대
장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
장 흔한 원인은 적은 양의 식사와 식이섬유 섭
취 부족이다. 이럴 때는 적절한 음식의 양과 식
이섬유 및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신체 활동의 감소 또한 장 통과 시간을 지연
시킬 수 있다. 배변장애형 변비는 대장 통과 시
간은 정상이지만 항문 조임근, 직장의 근육, 복
압 등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를 말한다. 변의 단단
한 정도가 굳지 않더라도 변을 볼 때 과도한 힘
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긴 경우 의심
해 볼 수 있다.
드물게 질환과 약물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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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도 있다. 전신 질환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기
능 저하증, 고칼슘혈증을 초래하는 질환 등이 변
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파킨슨병, 다발 경화증,
척추병 등 신경 질환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과 마약
성 진통제, 항콜린제, 제산제, 칼슘차단제 등 여
러 약물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식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로 ‘변비 비켜!’
배변 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만큼 변비에 걸렸다면 무조건 숨기보다 빠른
치료와 재발 방지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차성 원인이나 기질적 질환으로 생기는 변비의
경우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주고, 가급적
약물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는
섭취하기 쉽고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없으며, 일
부 효과가 증명된 만큼 만성 변비의 초기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심한 변비라면 식이섬유 섭
취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약
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운동은 변비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개선에도 도
움이 되기 때문에 변비 환자에게 적극 권장된
다. 특히 평소 신체활동이 적었던 고령의 변비
환자는 운동을 통해 빠른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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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무엇이 궁금한가요?
#1

#2

#3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변비에 효과가 있다던데

임신 중인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져서 고민이에요

대변의 색깔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장의 이완을 차단하고 장 근육이 수
축하도록 자극한다. 즉, 배설물을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지
와 상관없이 장의 연동운동을 촉발해 변의를 느끼게 한다. 단,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커피의 테오브로민 성분이 이
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임신 중 변비를 흔히 겪는 이유는 입덧 때문에 물 등 수분을 적
게 섭취하거나 운동이 부족해지는 점도 있지만, 프로게스테론
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임신 중 한두 번 변비약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량 섭
취는 권장되지 않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노란색, 황토색, 갈색 같은 대변을 보는 것은 모두 건강한 대변
색이며 정상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검은색 변은 위, 식도, 십
이지장, 소장 등 상부 위장관의 출혈을, 붉은색의 대변은 항문
과 가까운 대장 등 하부 위장관의 출혈을, 흰색의 대변은 경우
담도폐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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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김명준 | 한국조선해양 자금2팀

매생이굴떡국 편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컬처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이
달에는 신년맞이 건강음식, 향긋한 매생이굴떡국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이색 떡국을 끓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재료(2인분 기준) | 매생이 250g, 생
굴 250g, 떡국용 떡 300g, 멸치다시팩, 대파
1대, 멸치액젓, 다진 마늘, 참기름, 청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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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굴떡국

1
물 600ml에 다시팩을 넣고 끓여 육수를
낸다.

K사우의 한줄평

2
떡은 물에 불려 준비해둔다.

3
매생이를 고운 체에 받쳐 흐르는 물에 헹구
면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물기를 빼준다.

난이도

맛

4-1
생굴에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고 물을 붓
는다.

4-2
살살 흔들어 가며 씻어준다.

5
대파를 잘게 다진다.

향긋. 뜨끈. 든든!
만족스러운 한 그릇

만들기 간단해요.
굴 세척은 꼼꼼히!

요알못을 위한 Tip
떡은 30분 이상 불려야 말랑말랑해져요.

6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청주를 한 큰 술
을 넣은 뒤 다진 마늘과 파를 넣고 볶는다.

7
파·마늘 익는 냄새가 올라오면 생굴을 넣고
탱글탱글해질 때까지 볶는다.

8
7번에 우려둔 육수 600ml를 붓고 끓인다.

굴을 씻을 때 굴 껍데기를 꼼꼼하게 찾아서
제거해 주세요.
굴을 볶을 때 청주를 조금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줘요.
먹을 때 매생이가 아주 뜨거우니 주의하세요!
이런 이유로 ‘미운 사위에게 준다’는 속설이…

9
한소끔 끓으면 매생이와 불린 떡을 넣고 한
번 더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Culture 2022 01

10

11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멸치액젓이나 국
간장으로 간을 한다.

매생이굴떡국 완성!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29

Editor’s Note ㅣ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
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
친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
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워
치4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사우의 글

내 인생의 바다
글 서지원 | 현대제뉴인 재정팀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사람마다 바다의 존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에게 바다란 삶을
위로해 주는 힐링의 장소이다. 계절에 따라 바다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
낸다. 특히 여름의 바다와 겨울의 바다는 느낌이 크게 다르다. 여름의
바다는 밝고 청량하며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맞아 바
다에 가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즐겁게 뛰어놀게 된다. 하지만 겨
울바다는 그와 다르게 쓸쓸함과 차가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예전엔 겨
울바다가 싫었고 심지어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머리 속이 복잡할 때 자연스럽게 겨울 바다를 찾게 됐다.
잔잔한 물결과 고요한 바다, 저 멀리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수평선
을 하염없이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차디
찬 공기와 함께 바다 특유의 짠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 생각
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잡고 있던 묵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신
선한 생각들로 다시 채우는 것이다.
이번 겨울에도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며 그동안 바빴던 회사 생활로
지친 나를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게 바로 힐링이라는 생각
이 드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해 어른이 되어가나보다.

Story + 20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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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인류
태동의
시초 ‘바다’
글 웹진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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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랗게 빛나는 구슬처럼 보인다. 지
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지구 표면의 약 70퍼센트가
바다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지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등 크게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누
어 부르며, 이를 합쳐 ‘오대양’이라고 한다. 태평양은 그 중 가장 큰
바다다. 면적이 1억 6,524만 제곱킬로미터에 동서 길이가 약 1만
6,000킬로미터에 달해 지구의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넓으며, 아
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북극과 접해 있어
사실상 전 세계와 맞닿아 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바다를 신비한 것으로 보고 공포감을 가졌다.
한없는 넓이와 깊이, 또 해난(海難)에 의한 희생은 바다에 대한 경
외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덕분에 많은 민족의 역사에는 바다
에 얽힌 신화와 전설이 남았다.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밀
레토스의 탈레스는 BC 6세기경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유명
한 말을 남겼으며, 물이나 바다가 우주의 중요한 원소(元素)가 되
었다는 생각은 초기 문명시대부터 관찰된다. 예를 들면, 수메르 신
화에서 하늘과 땅을 낳은 어머니라고 여겨지는 여신 남무(Nammu)의 이름은 바다를 의미하는 표의문자로 쓰여졌다.

#바다의 탄생, 지구에 큰 비가 내리다

#망망대해로 뻗어나간 인류

갓 태어난 지구는 무수한 운석들과 충돌하여 뜨거운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지구 내부의 물질들 속에 포함되어 있던 물이 화산 활동을 통해
용암과 함께 지구 표면으로 빠져나왔다. 그중 일부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였고, 나머지 많은 양의 물은 뜨거운 수증기 상태로 하늘
로 올라가 다른 기체와 함께 대기권을 형성했다. 이후 운석의 충돌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구는 차츰 표면부터 식기 시작했고, 대기 중
의 수증기는 응결하여 다시 비가 되어 내렸다. 그 빗물이 지구 표
면의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옛날 인류는 ‘바다 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으며,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수평선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바다를 탐험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바빌로니아 인들은 인도양까지 여행했고 이집트인도 홍해를 따라
아프리카 동해안 지역까지 갔다. 바이킹들은 870년 무렵 대서양의
아이슬란드로 진출했고 980년에는 그린란드로 이주했다. 1290년
에는 마르코폴로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지나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1400년대에는 중국의 정화가 새로운 뱃길을 열어 30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다녀왔다.

#바닷물이 짠 이유

#수많은 자원 보물창고, 바다

바닷물이 짠 이유는 지구에 큰 비가 내려 바다가 형성됐을 무렵,
지구 표면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물에 쉽게 녹는 소금이
비와 함께 가장 많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바닷물 1,000g에는
소금이 평균 35g 정도 녹아 있다. 날씨가 더워 많은 양의 물이 증
발하면 바다의 소금 농도도 진해진다. 하지만 바닷물이 가장 짠 지
역은 날씨가 더운 적도지역이 아니라 위도 20~30도 정도의 중위
도 지역이다. 적도는 온도가 높지만 소나기가 많이 내려 바닷물이
묽어 지지만, 중위도는 고기압지대라 비가 적게 내리고 바람이 잘
불어 수분 증발이 심해 소금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이다.

바다에는 광물, 생물, 해양 석유·천연 가스, 에너지, 그리고 무형 자
원 등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바다에는 지구에 살고 있
는 동식물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고, 현재 세계 산유량의 약 30%
는 해저 유전에서 생산된다. 최근엔 수소의 원천으로도 바다가 주목
받고 있다. 우리 그룹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바닷물에서 수소
를 생산하는 대규모 수전해(水電解)기반 그린수소 플랜트를 개발하
고 있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활용해 물
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
출되지 않아 미래 친환경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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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agram

나의 새출발
Hstagram

Editor’s Note ㅣ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
니다. 1월호에는 사우들의 새출발과 관련된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2월호의 주제는 ‘짝꿍’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베스트 컷 1명)와 문화상품권
(6명)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을 소개합니다
한정호 책임 l 현대건설기계 프로세스혁신팀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천유진 사원 l 현대일렉트릭 회전기설계부

김혜은 선임 l 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

볼리비아

정주원 선임 l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인사지원팀

#너의새출발 #우리가족새출발
#무조건적인사랑의시작
이정식 책임 l 현대중공업 개발설계2부

#단양패러글라이딩 #산타의새출발
#할수있다!
강화좌 사원 l 한국조선해양 국내법무팀

#새해엔 #새로운마음으로
#낭만바다
조인현 사원 l 현대일렉트릭 회전기생산부

Hstagram #새해 #도약 #볼리비아우유니소금사막
#Adieu2021 #Welcome2022
#새해다짐
Hstagram 2022 01

#언택트일출 #코로나19시대
#일출보는법 #2022년새출발

#행운목 #10년에한번피는꽃
#2022년행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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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기한: 2022년 1월 31일

1
2
3
12월호 퀴즈 정답

1. ② 호랑이

2. ① 베르겔 스탈

문화상품권
(10명)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이름은 ?

① CEA

② CES

③ CTA

끊겼던 인천-제주 간 항로를 다시 이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로팩스선 이름은?

① 비욘드 트러스트호

② 퀸제누비아호

③ 뉴골든브릿지7호

최근 20~30대 소비자에게 각광받는 고체 비누 트렌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레스 플라스틱 (less plastic) 운동

② 화려한 포장

③ 휴대성을 높인 포켓솝

3. ② NFT

당첨자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문화상품권 (10명)

김민정 | 현대미포조선 자재구매부

전봉기 |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조혜원 | 현대건설기계 AM영업팀

박상기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M영업팀

박정근 |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장동욱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DL시운전직

주병구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인천조립생산팀

강한이 |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김태현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전장설계Part

송기백 | 현대오일뱅크 대외협력팀
박원민 |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품질경영1부

Quiz 20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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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
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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