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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GOLD

2022  SUMMER  vol. 94
KWANGSHIN COMPRESSOR NEWSLETTER

누구나 들어 보았을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에 나오는 말로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내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키운 건, 아니 나를 있게 한 건 누구였고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10대 시절에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고, 허세가 조금 보태어진 20대 

시절에는 책(Book) 이었다고 어줍잖은 지성인 흉내를 낸 건 지금도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이렇게 지난 시절을 가만히 반추해 보아도 나를 키웠다고 진정 정의할 만한 건 하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누구에게나 정신적 지주이자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보니 앤젤로의 저서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First Mothers)”에 나오는 어머니들처럼 저의 어머니는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지도 못했고, 출세나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누구의 어머니 보다 훌륭하고 어진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예쁘셨고 지금도 

예쁘다는 인사를 받고 계시는 내 어머니이십니다.

MESSAGE
FROM GOLD

PS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GOD의 “어머님께”를 추천 드립니다.

짜장면을 싫어하셨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사랑하며....

MESSAGE FROM GOLD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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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즉 기업의 소식지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옮긴다는 것이 그 것도 명성을 이어오던 대표이사의 칼럼에 누가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고, 처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부담감을 어떻게 떨칠까 그 걱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이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니 20대의 허세가 다시 생각나고, 영업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려니 이미 성공한 분들의 신화를 되짚는 복습의 시간 밖에 되지 않을 거 같아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몇 년 

전 대장암 수술 이후 잘 버티시다가 올해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 듯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이 소식지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활자로 남기지 않는다면 영원히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명감도 다소 작용했다고 보아도 좋은 이유가 될 듯합니다.

어머니는 스무살에 두 살이나 어린 지금으로 치면 고딩인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그 아버지는 5명의 동생을 둔 

장남이었습니다. 일찍이 경제활동을 접으시고 다른 곳에 집중해 재산을 허비하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무원 월급으로 동생들 학비에 혼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되신거지요. 

여기에 할머니는 풍을 얻으셔 반신불구로 14년을 앉아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사에 이만한 스토리는 

드라마의 소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나름 양반집안의 규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임무라는 생각은 해도 되겠지요.

그 벅찬 일들을 어머니는 혼자서 해내셨습니다. 아쉬운 소리, 어려운 소리 남에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월급봉투를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믿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잘 해내셨고 잘 마무리 

하셨습니다. 여러 순간이 어머니와 저의 기억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버지 동생의 대학 학자금을 빌리기 위해 

더운 여름날 지인들 집을 찾아다니다 쓰러지신 어머니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수술 이후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고통은 나눌 수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며 앓는 소리 한 조각 입 

밖으로 내지 않으셨지요.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오기와 인내의 DNA를 더 많이 물려받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버리셨고 그렇게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잘 드시지 못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나를 키운 8할 이상의 지분이 있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지 알면서 말입니다. 오래지 않아 후회의 눈물을 

몇 바가지 쏟아내고 나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찾아뵙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내 후회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건 얼마 남지 않은 그 분의 작은 소망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를 여쭈고 또 멀리 계신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운 최소 5할 이상의 지분은 우리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듯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분에 답할.......



광신기계공업 NESG 평가결과, B+

광신기계공업(주)는 

Kwangshin Rated for B+ in the NESG Evaluation 

Kwangshin Machine Ind. Co., Ltd. 

ESG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 구조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

영 방식을 목표로 구성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뜻하는 용어이며, ESG 

경영 방식은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보고서에서 B+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우수한 수준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리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 안전 등, 사업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당사는 앞으로도 ESG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펼칠 것이다.

ESG, the acronym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refers to the three key elements for sustainable management. 

The ESG management method reflects the business philosophy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realized through transparent 

management that is friendly to the environment and realiz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en rated for B+ in a recent ESG report.  This means that Kwangshin has a high level of management in sustainabl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nd is focusing our efforts in ESG management in overall areas such as environment and safety.  We are committ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our business together with active responses to ES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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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환경)

Governance
(지배구조)

환경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기후변화 및 탄소배

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부족, 폐기

물관리, 동식물보호, 토지이용, 에너지사용(신재생

에너지), 원자재 채굴 그리고 환경관련법규제 위험, 

재활용 등이 있다. 

지배구조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으로는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부패정도, 임원성과, 보당 및 정

치기부금, 내부 고발자 제도등이 있다.

Items relating to Environment’ include: climate 

change, carbon emissions, atmosphere and water 

pollution, biodiversity, water scarcity, waste 

management, protection of animals and plants, land 

use, energy use (renewable energy), exploitation of 

raw materials, legal risk of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recycling, etc. 

Items relating to Governance include: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the structure of audit 

committee, corruption levels, performance of 

executives, compensation & political contributions 

and whistle blowing system.

E G

NESG 평가결과

NESG (NICE ESG Rating)

Importance of ESG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보는 것이며, 이러한 지속 가능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야만 높은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이 불리한 조건이나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말한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기업들이 ESG에 중점을 두고 경

영을 하는 경우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ESG에 관심을 두지 않은 기업들 보다 더 빠른 개선세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ESG evaluates the corporate ability to deal with the issues that relate to corporate sustainability in the areas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ctive corporate response to such sustainability issues means that the business may be able to achieve high performance and survive in adverse 

conditions or environmental changes.  In several studies it has been actually found that in adverse situations such as the recent COVID 19 pandemic, the 

companies that manage their business while focusing on ESG show faster improvement or recovery than the companies that have no interest in ESG. 

ESG의 중요성

Social
(사회)

사회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으로는 고객만족, 데이

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인권, 노동 기준 등이 있다.

Items relating to Society include: customer 

satisfactio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gender 

and diversity; employee participation; human 

rights; and labor standards. 

S



2022년 업무계획 발표
Presentation of Business Plan for 2022

(주)씨에너지 CO2 압축기 공급계약
CO2 Compressor for CEnergy Co., Ltd.

지난 1월 초,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각 부서별 2021년 목표 평가 및 2022년 업무

계획 발표 자리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해 목표 평가를 통해 대비책 및 보완

사항을 상기시키며, 그 기반으로 2022년 사업목표 충족을 위해 전략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임인년에도 광신기계공업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An event was held in January this year for each office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their business goals in 2021 and to present their business plans for 2022. Such evaluation 

helps our offices to come up with counter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which 

successful business strategies can be established for 2022.  Kwangshin’s commitment to 

provide top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will continue for our customers.

한전KPS 수소생산 실증시스템
압축패키지 공급 계약
Demonstration System for KEPCO KPS to Produce Hydrogen

당사는 지난 1월 초, 한전KPS와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시스템에 설치되는 수소 압축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8월, Diaphragm 타입의 수소압축기 패키지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SITE에 설치 될 예정이며, 본 압축기 또한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국내 수소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n early January this year, we made an agreement with KEPCO KPS for us to provide 

one set of hydrogen compressor package to be installed on a demonstration system to 

produce hydrogen by water electrolysis.  In August this year, a diaphragm type hydrogen 

compressor package will be installed in a site in Ansan City, Gyeonggi-do, contributing 

to establishment of the domestic hydrogen infrastructure in Korea.  

당사는 지난 1월, (주)씨에너지와 CO2압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압축기는 

225kw급의 압축기이며, 씨에너지는 당사를 꾸준히 찾아주시며, 당사 제품의 우수성

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소중한 고객이다. 이번 제품 또한 최상의 품질로 제작하여 고객

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In January this year, an agreement was made with CEnergy Co., Ltd., one of our loyal 

customers, for one set of our CO2 compressor. Our CO2 compressor known for its 

excellent performance is sought by our loyal customers on a continuing basis. This 225 

KW compressor will be delivered 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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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동 수소압축패키지 출하 및 운영
Shipment and Operation of the Hydrogen Compressor
for Hydrogen Energy Network, Inc. 

JYOTECH Bare block 수주
Order for JYOTECH Bare block

지난해 6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계약한 광양 성황동에 설치될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를 문제없이 출하하였으며, 준공식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충전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본 충전소는 지역 내 넥쏘 운전자들의 차량 충전의 불편함을 해소

시킬 것이며, 광양시 1호 수소충전소라는 타이틀을 가진 의미 있는 충전소이다.

The compressor for the hydrogen fueling station at Sangwhang-dong, Gwangyang.City 

was recently shipped successfully under an agreement made with Hydrogen Energy 

Network, Inc. in June last year. The fueling station is now in successful operation. 

This symbolic No. 1 (first) hydrogen fueling station of Gwangyang City will meet the 

hydrogen requirement of Hyundai “NEXO,” a hydrogen fuel cell powered crossover 

SUV.

H2S G/C 압축기 수주
Order for H2S G/C Compressor

당사는 이수화학과 온산공장에 설치 될 H2S 가스 압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번에 공급될 압축기는 1stage의 Vertical 타입의 압축기로 3.7kw의 소형급 압축기이며, 

당사 최고의 품질로 제작되어 6월 중순,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An agreement was made with Isu Chemical Co., Ltd for us to supply one set of H2S 

gas compressor package to be installed in their Onsan Plant. This 1stage, vertical type 

compressor is a small-sized compressor of 3.7kw. It is scheduled for shipment in mid-

June this year.

당사는 인도 AGENT인 JYOTECH ENG& MKTS CONSULTANTS로부터 산업용 압

축기 Bare Block을 수주 하였다. 광신의 오랜 파트너인 JYOTECH은 인도 내, CNG압축

기 및 산업용 압축기 공급 등 많은 부분의 사업을 맡고 있으며, BLOCK PACKAGING 또

한 담당하여, 인도 내 당사 제품의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An order was placed by JYOTECH ENG& MKTS CONSULTANTS, our agent in India, for 

bare block for industrial compressor. A long partner of Kwangshin, Jyotech is responsible 

for various businesses including distribution of our CNG compressors and industrial 

compressors including block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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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정남진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수주
Compressor for Hydrogen Fueling Station in Jangheung-gun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충전소 수주
Order for Hydrogen Fueling Station in Masan

당사는 지난 3월,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와 장흥정남진에 설치 될 수소충전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9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광신기계공업은 수소압축기에 대

한 꾸준한 연구로 그 어떤 업체보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도 

당사는 수소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달리는 중이다.

An agreement was made with Hydrogen Energy Network, Co., Ltd in March this year 

for us to provide one set of compressor package to be installed this September at 

a hydrogen fueling station at Jeonamjin, Jangheung-gun. A leading manufacturer 

of hydrogen compressor package, Kwangshin is committed to build the hydrogen 

infrastructure in Korea.

2022년 액화수소포럼
2022 Liquid Hydrogen Forum

당사는 지난 3월, 평창에서 개최한 액화수소포럼에 참가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

한 수소의 미래, 왜 액화수소인가’ 라는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액화수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발표, 토론 등, 액화수소 생태계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값진 자리가 되었다.

Kwangshin participated in the Liquid Hydrogen Forum held at Pyungchang this March. 

The forum was conducted in 4 sessions with the topic of “Why Liquid Hydrogen for the 

Sustainable Future of Hydrogen.” Industry experts mad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the necessity of an ecosystem of liquid hydrogen and 

development plans.

지난 3월 말, 당사는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설치될 창원 7호기 수소충

전소를 수주하였다.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이지만, 수소 인프라의 리더를 위한 꾸준한 개

발 및 업그레이드로 그 어떤 업체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충전소 또한 ‘수소 도시’ 창원의 타이틀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핵심 충전소가 될 것이다.

An agreement was made with Changwon Industry Promotion Agency for us to build the 

Changwon No. 7 Hydrogen Fueling Station in Masan Hoewon-gu, Changwon City. In a 

severe competition Kwangshin succeeded in winning the order thanks to our efforts to 

provide competitive products through steady development and upgrade. We believe that the 

fueling station will help Changwon maintain its reputation as the Korea’s Hydroge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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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Fuel Cell)는 연료(반응물)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

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보통의 전지는 일정한 양의 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와 산

소의 공급을 통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연료전지는 메탄올, 화학 연료 등 여러 연료를 통해 발생하는 수소(Hydrogen)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 전환 장치로 3차 전지라고 부릅

니다. 반전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신기계공업에서는 '하이창원'이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부지에 도시가스 개질 방식으로 새로운 에너지인 수소를 액체 상태로 생산하는 설

NATURAL GAS COMPRESSOR 제작 
(SR21021 창원수소액화플랜트 PROJECT) Perfect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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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E팀 유 하 늘 계장

NATURAL GAS COMPRESSOR

MODEL

DYNL TYPE

TYPE

TWO(2)

STAGE

관련 Project에 대한 Compressor는 경남 창원시 블루수소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사업에 공급되었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07

비에 180Kw 'Y' Type 무급유식 Natural Gas Compressor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납품되는 Compressor는 API 618(5th), KGS, KOSHA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 되었으며, Natural Gas는 부지 인근을 지나는 경남에너지의 배관망을 통해 공

급받을 예정이며,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1월 사용

전 검사와 시운전을 거치고 2024년 12월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소에너지 발전소사업에 광신기계공업에서 제작되는 Compressor가 많이 

설치되고, 인지도가 상승하여, 미래산업인 수소사업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길 바

랍니다. 아울러 하루 5t의 액화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여 깨끗한 전기를 창원 일대

에 공급하는데 또한 일조를 하길 바랍니다.



가스이야기
탄화수소(hydrocarbon) 가스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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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골격을 이루는 탄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파라핀계·나프텐계·올레핀계·방향족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탄소 골격의 형상에 따라 사슬인가 고리인가 포화인가 

불포화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지방족인가 방향족인가로 

2분하기도 합니다.

포화 탄화 수소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없는

탄화 수소, 알케인

불포화 탄화 수소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 있는

탄화 수소, 알켄, 알카인

방향족 탄화 수소
벤젠과 같이 공명 고리를 가진

탄화 수소

기술 T/S팀 이 동 현 팀장

08

탄화수소란?
탄화수소(hydrocarbon)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의 총칭입니다. 일반식으로는 CnHm로 표시되는 유기

화합물이며, 이 구조를 기본으로 사슬형상 또는 고리형상으

로 골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 군이 형성됩니다. 가

장 간단한 탄화수소인 탄소 하나와 수소 넷으로 이루어진 메

테인(CH4-메탄)을 포함하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에테인

(C2H6-에탄), 프로페인(C3H8-프로판)과 에타인(C2H2-

아세틸렌) 등이 바로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의 생성

탄화수소의 종류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탄화수소는 원유(crude oil)에서 자연 발생합

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유의 생성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

고 있습니다. 원유의 생성 원인에 대한 학설은 크게 무기성인설과 유기성인설

로 나뉘고 있는데 각각 무기물인 지하의 금속탄화물 또는 탄화수소 등이 고온고

압에서 반응하여 생성되었다는 내용과 유기물이 지열과 지압, 토양의 촉매작용으

로 탄화수소로 변성했다는 설입니다.

1 메테인  -  - 

2 에테인 에텐(에틸렌) 에타인(아세틸렌)

3 프로페인 프로펜(프로필렌) 프로파인(메틸아세틸렌)

4 뷰테인 뷰텐(뷰틸렌) 뷰타인

5 펜테인 펜텐 펜타인

6 헥세인 헥센 헥사인

7 헵테인 헵텐 헵타인

8 옥테인 옥텐 옥타인

9 노네인 노넨 노나인

10 데케인 데켄 데카인

11 운더케인 운데켄 운데카인

12 도데케인 도데켄 도데카인

13 트라이데케인 트라이데켄 트라이데카인

14 테트라데케인 테트라데켄 테트라데카인

15 펜타데케인 펜타데켄 펜타데카인

16 헥사데케인 헥사데켄 헥사데카인

탄화수소

사슬 모양
탄화수소

고리 모양
탄화수소

결합 모양에
따른 분류

포화
탄화수소

알칸(CnH2n+2)
(단일 결합)

알켄(CnH2n)
(이중 결합)

알킨(CnH2n-2)
(삼중 결합)

시클로알칸
(CnH2n)

벤젠 등

불포화
탄화수소

포화
탄화수소

불포화
탄화수소

분자 내
수소의

포화도에
따른 분류

지방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탄소
원자 수

알케인
(단일 결합)

알켄
(이중 결합)

알카인
(삼중 결합)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격전지 부근에는 인명피해 

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 행동 분석 기관인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천연가스 채굴로 대응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내에는 꿀벌이 사라지는 등 환경·생태계 피해가 발생하였고 세계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산업육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소경제 달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모빌리티 

분야이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수소 모빌리티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운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차에만 

충전할 수 있어 다른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지난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 

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과 실증 결과를 통하여 안전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신청한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 또한 통과되었는데 이는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실증이다. 이와 

같은 실증특례를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수소모빌리티의 보급 및 

활용 활성화,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이다.

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생태계는 수소드론, 수소선박, 수소기차 및 트램 등 

외연확장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런 모빌리티 생태계가 확장될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충전소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를 통해 수소차가 먼저냐?, 수소충전소가 먼저냐? 질문 있어 

수소충전소(인프라) 보급이 먼저임을 입증하였다. 충전소 보급 활성화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 건설된 수소충전소는 다양한 경험과 운영 실적을 통해 충전소 

기술개발 성숙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수소 충전 및 인프라 관련 국내기술과 보급이 세계를 선도하는 가운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수립함으로 수소 충전 및 인프라 기업의 기술이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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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기계공업 뉴스레터 특별기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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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해 주신 김성복 단장님은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20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을 
역임하시고, 2020년 10월 수소융합어라이언스 단장으로 취임하셔서 
수소경제사회의 조기 달성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Safety Valve / Change over Valve

Cryogenic Valve

Pressure Reducing Valve

Steam Trap / Manifold

Strainer

Globe Valve

Air Trap / Air Vent

Sight Glass / Sight Check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제품 

생산과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에 부응하는 품질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제품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하여 세계의 어떠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만족으로 보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한국 제일, 세계 최고의 밸브 제조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고객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조광아이엘아이

조광아이엘아이 대표이사

조광아이엘아이 소개

조광아이엘아이 전경

취급 품목 기업의 가치관

광신과의 첫 거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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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아이엘아이는 1968년 창사이래 오직 한 길, 밸브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안전밸브, 

극저온밸브, 감압밸브, 스팀트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의 밸브를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대리점을 통해 수십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재는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소 안전밸브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S 3팀 정 영 길 주임

오곡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 설비 설치 현장보고

2021년 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E1 충전소 2곳에 광신기계공업의 

수소 압축 패키지가 납품되었다. LPG, 수소 융복합 충전소로 설치될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위치한 E1 LPG 

충전소이다. 융복합 충전소 특례를 적용받아 배치한 충전소이다 보니 

협소한 공간, 현장 사업소 부지 내 운영 중인 LPG 충전소 등 주의할 

사항이 많았다. 공사 일정이 일주일 정도 차이 나는 현장을 각각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이 많았다. 또,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에 

진행된 공사는 무더운 기온과 습한 여름철 공사와 달랐다. 대부분의 

자재가 금속이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다. 고생하신 작업자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글을 통해 협력업체 배관 및 전기 

공사팀 (㈜청우엔지니어링, ㈜거산) 관계자분들 및 광신기계공업 C/S 

3팀 시운전 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E1 충전소에 설치된 압축기는 DIAPHRAGM TYPE으로 용량 40kg/

hr(WORKING 1, STAND-BY 1), 2단 압축기이며, 충전소당 2대씩 

설치되었다. 광신기계공업㈜의 신형 압축기로 튜브트레일러에서 

200bar의 수소를 공급받아 2단 압축하여 최종 870bar까지 승압한 

수소로 차량(700bar)에 충전한다. 

상업운전 중인 E1 원당 수소충전소, E1 오곡 수소충전소는 현재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설계 및 인허가부터 상업운전까지의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바쁜 시기가 

겹쳐 E1 충전소 현장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광신 국내외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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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V Pty Ltd is a leading Australian company providing 

sustainable gas technology integration, installation and service. 

Established in 2013 as a full-service provider to meet the needs 

of customers in all areas of gas storage, vehicle and transport, 

ENGV has grown with the evolving Australian renewable 

energy market. ENGV partners with world-leading suppliers in 

hydrogen, natural gas, biomethane and LPG to deliver equipment 

and operational services in the Australian, New Zealand and 

Asia-Pacific markets across gas production, compression, 

refue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Our first partner after establishing the business was with 

Kwangshin in 2013 and we are proud of our association for 

almost 10 years. Like in many countries, there is a strong shift 

to renewable fuels and in our case we will be focusing on 

compression, movement and refueling of both biomethane/

renewable natural gas and renewable Green Hydrogen. 

Our long relation is based on trust,  engineering know-how, 

service capability and fantastic compressor technologies.  We 

are committed to expanding and continuing our market position 

in Australia and NZ in partnership with Kwangshin.

The photos attached are from a CNG mother station based in 

Geelong Victoria which we use to fill transportable trailers that 

deliver natural gas to 10 × regional towns in Victoria, Australia. 

ENGV designed, built, service and drive the trucks which supply 

the gas to keep the homes warm and food cooking in hundreds 

of homes since 2017.....all 100% reliant on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4 x GEO-B Kwangshin compressors.

ENGV Pty Lt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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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정

CS3팀 양 종 욱 팀장

자전거 경기중에 다운힐(DH)이라는 경기 종목이 있다. 경기코스 정상까지 올라가서 

수분만에 자전거를 타고 경사면을 최대한 빠르게 내려오는 경기이다. 코스중간에 

S자코스는 물론, 점프대도 있고 7~80도에 가까운 급경사면도 있어서 도전해보기 

쉽지 않은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이다. 얼굴전체를 보호해주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해야만 경기에 참할수 있어 준비할 것도 많다.

“마샬”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경기장에서 대회진행시에 “경기진행을 돕는 

요원”이란 뜻이다 정식 심판 전 단계 정도이다. 나는 우연히 자전거 대회의 마샬로 

활동하게 되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도 통과해야 했다. 선수들의 안전도 

지키며 경기규칙 준수여부도 확인하는 일이다. 안전요원정도의 일이다. 지금까지 

5번정도 대회에 참석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자전거 대회의 용어. 규칙들이 

낯설었지만 점점 더 자전거 대회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많은 자전거 대회가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자전거 

대회도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하지만 자전거 매니아 들의 열정은 식지 

않코 있었다. 대회참석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하여 몇백킬로미터를 마다하지 않코 

달려오는 선수들도 많았다. 참가선수중에는 기존국가대표선수, 동호회선수들, 

부모님과 같이 참가한 어린 선수들 그리고 많치는 않았지만 여성 선수들도 있었다.

다운힐 경기는 코스 처음부터 끝까지 하강코스이며 익스트림한 즐거움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경기도중 넘어지는 것은 기본이며, 코스를 이탈하여 산속에 

처박히는 경우,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선수들의 모습은 모두 

즐거운이 가득하고 파이팅하는 모습이었다. 넘어지고 부러져도 모두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정말 대단히 보였다. 그들에게 순위는 중요해보이지 않았으며, 완주후 

성취감만이 남는 듯 보였다. 그들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열정적인가? 다운힐 자전거 대회 선수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모든 상황이 녹녹치 

않을거라 보여진다. 하지만 어떤일든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결과를 떠나서 그일이 

얼마든지 즐겁고 보람있을거라 믿는다.

다시 좀더 열정적인 자신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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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팀의 일원으로 현장과 사무실에서 바삐 

움직이는 그를 쉽게 볼 수 있다. 수많은 재료, 부품

을 가지고 한 대의 완성된 기계를 생산해 내는 것

이 공동의 목표인데 그 과정 중 다른 부서와의 협

력이 빠질 수 없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조율하는 모습이 그의 최대의 장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푸근한 인상과 친근한 느낌으로 주위 사람들을 편

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생산 현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칠 법도 한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일상이 몇 배의 상승효과를 가져온

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비롯해 힘든 

일에도 먼저 나서서 하려는 모습이 타인의 칭찬을 

받을만하다. 

올해로 입사한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처음 입사

했을 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을 상황이 못 되

었지만 정신없는 몇 달을 보낸 후 이제는 그 누구

보다 센스 있게 일처리를 해내곤 한다. 직원들과 

가장 밀접한 급여와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의 사내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속속들

이 관여하고 있어서 매일이 바쁘지만 항상 친절함

을 잊지 않는다.

무심한듯하지만 실상은 본인 일에 애정과 에너지

를 쏟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게다가 최근에 가정

을 꾸리면서 가장이 된 이후로 듬직함까지 겸비했

다. 책임감이 사람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든

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들을 얻은 것이다. 앞으로 

더 발전할 그의 시간들이 기대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서로를 제대로 알기 전에

는 낯가림이 있지만 시간을 함께 쌓은 후 친해지게 

되면 그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밌고, 남에

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유쾌함이 최대의 장점일 것

이다. 더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

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기에 업무적으로도 만

점! 주로 출장 업무를 보기에 앞으로 더워지는 날

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길 바란다.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그는, 터닝 

파트 내에서 주어진 업무 외의 일에도 최선을 다

한다. 주어진 자신의 몫에 최선을 다한 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과 같은 마

음으로 일해주고 있는 그가 고맙다.

1월

2022 1-3월
이달의 사원

생산 가공파트

김희근

2월

생산 조립파트

이준현

1월

CS 3팀

한재욱

2월

관리본부

윤지수

3월

생산관리

박상진

생산 가공파트

맹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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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란 무엇인가?

CS팀 박 정 한 과장

모바일 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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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단어 메타(Meta)와 유니 

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흔히 우주라고 해석하는 

Universe라는 단어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세계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또 다른 세계라는 

뜻입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는 현실의 내가 아닌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서비스되었던 

온라인 플랫폼들과 비슷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단순 소통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의 뜻과 

함께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5G 상용화로 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단어의 뜻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과거 싸이월드의 아바타가 생각나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3년 린든 랩에서 출시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메타버스 

플랫폼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5G 상용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확산하면서 더욱더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된 

메타버스의 미래

메타버스란?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2011년에 출 

시한 게임으로 나무나 

광석을 채취하여 필요한 

물 건을 만들어가며 생존 

하는 것이 주 콘텐츠 입니 

다. 다만, 마인크래프트는 일반적인 게임들과 달리 

게임의 스토리나 목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유저들이 직접 물건을 제작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간다는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유저들이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직접 다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자 어린이날에도 밖에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야 했던 어린이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깜짝 이벤트를 

열기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청와대 모습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마인크래프트 

맵을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 기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인데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국내외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한라이프의 광고 모델 로 

활동하며 국내에 얼굴을 

알렸던 로지 라는 소녀 는 

한 해 광고 수입으로만 

10억을 벌어들이며 광고 

계의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TV에 나오지 않았던 

소녀가 광고 한 편으로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놀랐었는데, 진짜로 놀랄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로지는 실존 인물이 아닌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에서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다 보면 음주운전, 

학교폭력 등 각종 스캔들로 인해 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지만, 버추얼 

인플루언서인 로지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고, 변화를 

중요시하는 MZ세대들에게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광고주들에게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광고와 SNS에서 주로 활동했던 로지는 앞으로 

노래나 연기 등으로 점차 활동 분야를 넓혀가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를 들어 

보셨나요? 제페토는 2021 

년 기준 전 세계 약 2억 명 

이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휴대폰으로 나의 얼굴을 

촬영하면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주는 제페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꾸미고 SNS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10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10대 ~ 20대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제페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구찌, 

디즈니 등의 브랜드에서는 의상과 액세서리 등의 

아이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JYP, YG, SM 등의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도 온라인 팬 미팅을 실시하거나 

k-pop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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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는 아바타가 입는 옷과 생활 물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고팔거나, 현실에는 없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 콘서트나 게임 등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세계관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여 유저들이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드라마 속의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겉만 보면 이전에 있었던 미니홈피가 생각나고,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길래 MZ 세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또 기업들은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길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죠. 아직은 게임, SNS,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메타버스지만, 현실 세계의 사무소를 없애고 

전 직원이 가상 세계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하는 국내 부동산 

서비스 업체 직방의 사례처럼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바탕으로 SF영화에서나 볼 법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인크래프트 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대표적인 사례



Let’s
TRAVEL AGAIN

물론,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인한 친밀감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긴 어렵지만, 화상회의 시스템의 커다란 매력은 직접 출장으로 해결 가

능하던 업무를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전 팩스로 처리하던 업무를 이메일로 아주 저렴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 (?) 과 비견할 만 하다.

한 편에서는 해외출장 빈도가 높은 수출기업들의 출장 감소로 순익 증가에 커

다란 기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각 국의 입국제한 완화 조치로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 항공권

의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팬데믹 이후 축소된 항공편이 원상회복되지 않

고, 국제유가, 환율 등의 악재가 겹쳐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

부 발표로 이번 달부터 항공편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는 정상적인 가격의 항공권으로 해외여행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 국의 입국제한조치 및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

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CS팀 엔지니어들은 이집트, 베트남, 카타르, 덴마크 등

의 제품 설치 및 시운전등의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장기 출장을 변함없이 진

행해 왔다. 그 중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시운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제 해외영업 출장도 재개될 듯 하다. 마스크 잘 착용

하고, 손 잘 씻고, 다시 세계 구석구석으로 나가보자.

영업본부 신 승 엽 팀장

이제 다시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난 2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 되었으며, 해외출장 대신 화상회의가 해외 영업의 기본이 되었

다. 또한, 각 국가별 봉쇄로 인한 무착륙 해외여행이라는 기존에 없던 항공상

품이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홈 술 족의 증가로 해마다 줄어

들던 위스키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도시 봉쇄 등의 뉴스나 북한의 발열자 (북한

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감염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가 몇 십만을 넘었

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긴 하지만, 이제 국내 코로나 일일 감염자 

숫자는 정점을 지나 눈의 띄게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 감염병

의 법정 등급이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일상의 모든 것이 코로나 팬데

믹 이전처럼 돌아가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과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완벽한 회귀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후 사

살상 불가능해진 직접출장 대신 비 대면으로 해외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화

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글로벌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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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피로/수면 장애

자신이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회전성 

어지럼증을 ‘현훈’이라고 합니다. 자세가 불안

하고 눈 떨림이 동반되며 구역질,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통 말초성 어지럼증에서 

나타나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강한 현훈이 느껴진

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야 한다.

불안감 및 우울감

서 있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균형

장애’일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인지장애

실신성 어지럼증은 갑자기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며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어지럼증을 말한다. 보통 

뇌의 혈류나 당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립성 저혈압’을 겪는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후각 및 미각의 변화(상실)

심인성 어지럼증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 안이 도는 것 같은 증상이다. 보통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기침 및 가래

심인성 어지럼증은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 안이 도는 것 같은 증상이다. 보통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규칙적인 수면습관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되었던 세포가 재생 

되고 염증반응이 줄어들게 되는데, 코로나19 후유 

증을 겪은 사람은 잠을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패턴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수면을 돕는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되어 숙면들 

도와주어 코로나19 후유증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

심호흡 자주하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호흡근이 긴장되다보면 

호흡곤란과 함께 두통, 무기력함, 상열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때문에 숨을 천천히 

5초간 들이셨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5초간 천천이 

내뱉는 복식호흡을 생각 날 때 마다 자주 해주면 

호흡근의 긴장을 이완하면서 후유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무리한 운동 금지

처음에는 산책, 걷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루 

10분씩 3~4회로 나누어서 일주일 4~5일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고 나면 매우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운동과 후에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하다. 운동중에 이상반응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후유증에 좋은 음식 먹기

바이러스 질환 후에는 부신피로로 인해 만성 

피로감이 생기는 기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만성 

부신 피로증후군에는 아연, 망간, 요오드 성분이 

든 음식들이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다.

영업본부 권 유 정 주임

올해 겨울과 봄,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집계가 무색 할만큼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했다. 점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몸 속에 침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소화기 등의 체내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후유증과 완치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이나 증상이 

전혀 없었던 사람 중에서도 지속되는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되는 

증상은 새롭게 나타나거나 재발한 것일 

수도 있고, 기존 증상이 진행 중이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후유증의 정의, 후유증 발생 기전, 발생 빈도, 

후유증 관리 방법 등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완치판정을 받은 후에도 오랜 기간 신체적 이상

징후가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롱코 

비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은 몇 주 이내에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는 감염일로부터 4주 이상 

다양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중에 1~2명은 완치 이후 3개월 이상 후유증 증상이 

이어지는 롱코비드를 경험하게 되며, 추후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롱코비드 증상은 호흡기 

증상, 전신 증상, 신경적 증상, 심리적 증상 등의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정확한 극복방법이라기 보단 후유증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이란? 코로나 후유증 증상 종류 코로나 후유증 극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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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후유증

이외에도 고혈압, 생리불순, 두통, 가슴 및 복부 

통증, 소화불량, 호흡곤란. 설사, 탈모 등의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꾸준히 몸 상태를 

살피고 체크하여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 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이제는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해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후유증을 겪었더라도 앞으로 철처한 몸 

관리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생활로 회복하자!



2022년 4월 입사자2022년 2월 입사자 2022년 3월 입사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 창밖 미세먼지와 눈에 먼지 같은 사람, 

나를 알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뾰족한 말, 예상치 못한 실수로 나 자신

에 대한 자책과 실망이 반복되는 나날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힘든 나

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돌보고 가꾸듯 진심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다.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인생의 커다

란 결심 대신, 매일매일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SELF GARDENING)’을 시

작하자.

당신의 셀프가드닝을 위해 두 명의 가드너가 뭉쳤다. 아시아, 유럽 12개국 100

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1CM 시리즈〉의 김은주 작가, 그리고 런던 박물관 ‘웰

컴 콜렉션’ 전시, 하버드 대학 창의력 강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제로’ 참여 작가 

워리 라인스(WORRY LINES)가 국경을 넘은 콜라보로 만났다.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통찰과 공감을 주는 글, 그리고 창의적인 

그림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

로를 건넨다. 가령, 나 자신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낭비하기를 권하고, 울기에 가

장 안전한 장소를 묻고 눈물과 울음을 비워내 다시 마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퍼스널컬러처럼 퍼스널 단어장을 마련해 더 나은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지친 하루 끝에 샤워를 하듯 심리적 샤워

를 제안하고, 유명인이 아닌 나 스스로를 인터뷰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 책을 읽다보면 휑했던 내 마음의 베란다에 녹색의 싱그러운 식물 한 그루, 

바로 ‘나’라는 식물이 새순을 싹틔우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해한 일상 

속에 가만히 웅크려 있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씩 나와 내 일상을 가꾸는 셀프

가드닝을 시작해보자.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 더 알아가며, 유일하기에 가

장 아름다운 ‘나’라는 식물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셀프가드닝은 작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책을 읽은 후 한 권의 나를 갖게 되었다”고.

이 책은 일곱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있는데, ‘나라는 식물을 키우는 7단계’ 방법

에 대해 단순히 씨를 뿌리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의 구성이 아니라 각 단계에

서 어떤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다. 그리고 짧은 글과 귀여운 일러스트의 만남이 이 책을 더 포근하고 정

감가게 만들어 준다.

 처음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내가 왜 식물인 거지?' ‘날 어떻게 키우는 거지?’ 라는

생각에 의아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인간 중 하나인데, 왜 나라는 식물

을 키워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읽어보니 인간도 식물처럼 가꿔

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다. 조금만 생각하면 나

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며, 그저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다. 씨 뿌리고 

꽃을 피우는 순간까지 기나긴 과정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그려내

는 것 같다. 작은 씨앗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고, 결실을 맺는 순간

에는 '내가 이만큼 잘 살았구나.'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무

엇보다 중요한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의 멋진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 잘 자

라는 식물처럼 자아를 기르는 행복한 삶이 필요하다고.

2022년 2월, 3월, 4월 광신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책 소개 中>  

김 은 주

유해한 것들 속에서 나를 가꾸는

셀프가드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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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조립파트

이삼호 사원

4/1

생산 가공파트

변종석 사원

4/1

생산관리팀

황창렬 주임

영업본부 권 유 정 주임

새로운 광신인을 소개합니다.

한권의 책

누군가를 팔로잉(Following)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로잉(Growing)할 수 있도록. P. 272

18

2/3

생산 조립파트

박영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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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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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팀

김상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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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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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