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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시,
한국인의 시
중국의 대전환과
우리의 대응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불확실한 중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최근 경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중국인과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 ‘차이나 3.0 시대’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글. 박승찬 소장/교수(중국경영연구소/용인대 중국학과)

Explorin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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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전환과 기술력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인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
엔을 비롯한 IMF와 월드뱅크는 2040년 10억 명의 중국인이 도시에 사는 초슈퍼 소비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위 15%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3高(고소비, 고학력, 고감도)의 소비성향과
특징을 갖고 ‘차이나 3.0 시대’를 새롭게 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사치품 시장의 46%가 중국인에
의해 소비되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급부상도 눈부시다. 중국시장에서의 1등이 세
계시장 1등이라는 공식이 점차 현실화되어 간다. 막강한 중국시장과 차이나 머니 파워를 기반으로 ‘빠
른 추종자(Fast Follower)’ 전략을 펴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
며, 더 나아가 ‘혁신주도자(Leading Innovator)’로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시장을 기반
으로 하는 “혁신과 상업화의 동시 진행(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을 공격할 것이다.
부품소재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이런 글로벌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한국의 8대 주력 수출산업
인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철강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를 제외하고 6개 업종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에 의해 추월당한 상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도 머지않아 보인다.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었
다.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과 미국의 선진 업체와 격차가 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약 20조원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기술추격은 가속화될 것이 분
명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도 자국의 액정화면(LCD) 패널 제조기업에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생산라인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1970~80년대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 시장과 기술의 맞바꿈)’을 통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흡
수했다. 외국자본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 그들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는 파트
너십을 주로 추진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90년대 이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왔다.
일본이 아날로그 기술에 오래 머무는 ‘선발자 함정’에 빠지고, 한국은 단계적인 기술발전에 힘을 쏟을
때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도 기술제품 혹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 기술적 비약을 이루
는 이른바 ‘기술적 건너뜀(Leapfrogging)’1)을 통해 한국 등 선도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
고 있다. 한국은 특히 IT와 같은 기술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단명기술에 특화해 산업성장을 해왔다. 따
라서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하는 기술혁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초의 희생자(First Loser)’로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도 있다. 이미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가는 추세다. IT 금융, 이른바 ‘핀테크’ 분야에선
중국의 3대 ICT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선두로 우리나라를 이미 추월한 분위기이다. 이제
산업간 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산업을 파괴하고, 재편성되고 있다.

China

1) 기술적 비약을 의미하는 말로, 중국은 일반적인 기술성장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중간 단계기술 과
정을 뛰어넘어 바로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현상, 예를 들어 중국은 VTR 시장 없이 바로 DVD 시장으로 넘어갔고, 하이브리
드 자동차 없이 바로 전기자동차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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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한국인의

시(관계), 미엔쯔(체면) 특성과 보이지 않는 룰

시는 자기를 기준으로 혈연, 학연, 지연 등 매우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중국인의

시는 우리보다 매우 심플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룰과 인간관계망의 법칙이 존재한다. 크게 3단계로 형성되는데, 첫째 자기사람(自己
人)인데, 체면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신용이 가능한 관계이다. 둘째, 그냥 아는
사람(熟人)으로 인정의 바탕 위에 이익의 상호교환으로 규칙의 변통을 통해 이익을 획
득한다. 셋째, 낯선사람(生人)으로 자기이익과 무관한 타인으로 원리원칙대로 규칙을
적용하는 관계이다. 물론 과거의 인치주의가 지금의 법치주의로의 전환되고 있다고 하
지만

시는 중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단순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의 인맥

구축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중국인들과의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사
업에서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
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시 구축부터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엔쯔(체면) 문화의 차별성도 이해해야 한다. 흔히들 중국에서는 부(副)의 세계
가 없다는 말을 종종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사장’, ‘부시장’, ‘부총장’ 등에 쓰이
는 부(副)가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물론 명함에는 인쇄되어 있으나 실제 호칭을
부를 때는 부(副)를 생략하고 바로 ‘사장’, ‘시장’ 혹은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예를 들어, 성이 왕씨인 부사장이라면 ‘왕 부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드시 ‘왕
사장’이라고 호칭해야 한다. 설령 진짜 사장, 시장 혹은 총장이 있더라도 부(副)를 빼고
부르는 것이 미엔쯔를 지켜주는 그들의 문화적 습성이다.
이처럼 중국은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과도 같다. 그들의 비즈니스 문화적 특성인 ‘치

엔꾸이저(潜规则 보이지 않는 룰)’ 또한 그러하다. 영어로는 ‘인비저블 룰(Invisible

Rules)’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규칙 혹은 암묵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국만의 비공식적 규제사항이고 그것이 바로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치엔꾸이저는 수백 년 전 중국역사에 이미 등장했던
단어로서, 중국은 각 업종별로 지역별로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룰, 즉 치엔꾸이저가 있
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사업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을 치엔꾸이저
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중국 특유의 치엔꾸이저
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의 현지화 사업 성공은 어떻게 짧은 시간 내
이 ‘보이지 않는 룰’을 익히고 학습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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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3.0시대의 비즈니스 접근법
차이나 3.0시대에 맞는 ‘차이나 글로벌 마인드’ 비즈니스 접근법이 필요하

세번째 접근법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아메바식 경영모델이다. 아메바

다. 그 첫번째 터닝포인트로 한중 FTA 및 TPP, FTAAP, RCEP 등 여러 국

식 경영모델은 기업규모 및 아이템별로 5~6명씩 구성된 소집단 부문별 채

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 매

산제도다. 일종의 권한위임 모델이다. 아메바는 조직을 세분화해도 회사의

체에서 한중 FTA가 향후 중국시장 진출에 해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목적이나 방침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목적, 방침을 수행할 수 있는

한중 FTA는 중국수출에 있어 여러 채널 중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직이다. 아메바식 경영의 첫번째 원칙은 사람에 의한 가치를 창출해 내

수출제품마다 가장 최적화된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이다. 아메바식 경영은 단순한 중국사업의 경영노하우가 아니라, 사

한중 FTA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람 즉 인력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혁신적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아메바식 경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합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다. 따라서 한국 기업

영은 아메바 즉, 개개인 참여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우리기업

이 경쟁우위를 가진 부분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내 형성된 아메바(소집단 그룹) 구성원 모두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리더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현지 부가가치 산출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 된다. 안일즉사 변신즉생(安逸卽死, 變身卽生)형 인

두번째로, 단기적인 경영성과 시각의 ‘생존경영의 현지화 전략’에서 장기적

재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리더 즉, 기업의

인 안목으로 전개하는 ‘트렌드 중심의 가치경영 현지화’로의 인식전환이 필

CEO가 변해야 인재와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요하다. 중국 사업은 이제 ‘현지화 전략’이 아니라 ‘현지화 경영’의 자세로

네번째, 스토리와 문화를 융합한 수평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중국 소비시

접근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불확실한 중

장의 급격한 변화는 과거의 수직적 마케팅에서 수평적 마케팅으로 전환

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을 요구하고 있다. 수평적 마케팅은 새로운 용도, 새로운 TPO(Time, Place,

현재 내수시장에서 글로벌시장으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4

Occasion) 혹은 중국 지역시장의 새로운 타깃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카테

가지 특성이 혼재된 특수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고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연관

적 리스크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시켜 중국 지역시장에 맞게 새로운 제품을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

그렇다면 과연 현지화 경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품의 변형, 크기 혹은 양의 다양화, 디자인의 다양화, 포장재의 다양화, 유통

손자병법 1장 시계(始计)편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

경로의 다양화 등 보완적 구색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다. 혼란의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즉 위기시대의 현지화

마지막으로 학습형 조직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처럼 중국시장에 민감하게

경영 기준을 배울 수 있다. 손자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반응하고, 공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한국처럼 중국전문가가 많은 나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승리를 장담할

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보다 실패사례

수 없다고 했다. 즉, 도(道)는 의지로서 자기의지를 말하고, 천(天)은 천기로

가 더 많이 들려올까? 중국시장에 대한 연구만 했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경제여건 및 사회 환경을 말하고, 지(地)는 지리로 주변여건 및 현지상황을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한 거대

말하고, 장(將)은 사람으로 인맥을 말하고, 法(법)은 법규로 본인의 원칙 혹

담론의 홍수에만 빠져 있을 뿐 실제로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

은 스스로의 규범을 말한다. 도천지장법을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맞

한 고민과 연구는 부족하다.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 즉 배우고 이해하려는

추어 유추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만이 중국 사업에서 살아남는 제일 우선이 아닐까 한다.

① 道(도):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방향이 중국시장과 부합하는가?
향후 성공 가능성은 있는가?

② 天(천): 중국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업 확대의 적정시기인가?

③ 地(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시장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하고, 그에 대한 이해정도는 어떠한가?
사업의 방향과 적합한가?

④ 將(장):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가?

나의 핵심경쟁력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시장의 최적화가
가능한가?

⑤ 法(법): 중국 직원과 융화될 수 있는가?

중국시장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Cummins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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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s
Celebrates
40 Years in
China
커민스-중국
비즈니스 40주년

1975~1979 커민스 용감하게 시장을 선도하다
1949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 리차드닉슨 대통령은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힘썼다. 그로부터 3년 후
중국 중공업 수출입 기업들은 랴오닝성 번시의 철강 광산용으로 커민스 엔
진이 장착된 대형트럭을 수입했다. 이런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중국과의 협

지난해 6월 8일 커민스 톰 라인버거 회장은

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커민스 어윈밀러 회장은 중국을 방문했고, 이는 미국

커민스-중국 40주년을 맞아 베이징을 방문,

기업가로서 가장 빠른 행보 중의 하나였다. 그의 방문은 중국 시장에서 커

기념하는 자리에서 “40년 간의 경험을 자양분

민스의 굳건한 발자국을 남기는데 일조했다. 1979년, 마침내 베이징에 첫

삼아 중국의 신창타이를 극복하자”라는

중국 사무실을 설치했고, 이는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다국적기업 기업 중에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손꼽히게 빠른 사례였다.

만났다. 이 자리에는 동풍모터, 포톤모터,

“지난 40년은 중국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시기였고, 커민스는 훌륭한 파

유공, 충칭기계 및 전기, 샹퀴, 우시파워,

트너들과 함께 이 성장 모멘텀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커민스의 중국 내

발보린, 티안유안, 강하오, 자딘 등 커민스

파트너십은 우리가 파트너라 부를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기업들의 우수성과

합작회사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긴밀한 상호협력과 열린 소통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이런

중국에서의 커민스 제품과 품질, 서비스

파트너십들이 미래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자신합니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다.”라고 중국 내 사업 40주년을 기념하며 톰 라인버거 회장은 말했다.

글. 정현경 차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현재 커민스는 중국에서 엔진 선두 제조업체로 인정받으며 40억 달러(한화
로 약 4조 6천억원) 매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
화되고 새로운 산업변화를 겪는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커민스는 오
랜 파트너십과 혁신정신, 그리고 중국 산업 변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과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깊은 이해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9

커민스 중국 내 프리미엄 대형 트럭과 버스의 동의어
“지난 40년 동안 성공을 거두어온 커민스 중국 사업이 미래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큰 계획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2013년 커민스는 중국 둥펑커민
스를 통해 2백만 대의 엔진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생산라인을 갖추었다. 둥펑엔진의 하이엔드 시장 공
략은 의심할 바 없이 업계에서 그 브랜드와 품질을 인정받았다. 커민스(중국) 투자유한회사의 부회장
이며 고마력엔진사업 리더인 왕홍지는 지난 90년대를 회고하며 커민스는 중국 상용시장과 대형트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많은 언론사가 커민스 엔
진이 장착된 트럭을 ‘커민스 트럭’이라고 직접적으로 불러왔다. 현재, 커민스 트럭의 스토리는 더욱 광
범위하게 퍼져나가 중국인들이 커민스를 대형트럭과 버스의 동의어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지난 40년
간 누적 커민스와 커민스자회사들의 중국 투자금액은 15조원에 달한다. 중국 내 매출 성장에 힘입어,
커민스는 최근 브라질과 인도시장의 약화에 대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었다. 중국시장은 본사가 위치한
북미 이외 지역 중 가장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한 곳이며, 미래 커민스 성장에 주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ploring China
중국 내 친환경 기술을 위한 투자는 지속된다
커민스는 충칭지방 생산시설과 함께 새로운 연구개발센터 건설 계획을 포함, 중국시장에 친환경적이
고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 소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해 커민스는
최고 수준의 강력한 출력과 동시에 연료 효율적인 엔진을 중국에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
발센터는 올해 말, 공장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라인버거 회장은 “새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시설건
립 계획은 중국환경청에서 2014년 발표한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환경, 산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전
략에 초점을 둔 것으로, 202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30%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도시화와 이에 따른 환경규제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가 함께

중국 내 커민스
네트워크

개발되는 방향을 볼 때, 연구개발센터 건립은 커민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1. 심양
2. 베이징
3. 시안
4. 우루무치
5. 청두
6. 쿤밍

7. 무한
8. 상하이
9. 광저우
10. 심천
11. 홍콩
12. 타이페이

커민스는 중국에 연비 개선과 소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왔
고, 16개의 합작회사를 포함하여 향상된 연료, 배출가스시스템, 엔진, 터보차저, 기계식 필터를 생산하
는 3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 시안롱 버스회사는 질소산화물을 60% 줄인

심양

커민스 고효율 디젤엔진을 200대 주문했고, 베이징 대중교통 홀딩스는 16,000대의 대중버스용으로
7,000대 이상의 커민스 디젤엔진과 2,700대의 압축천연가스엔진을 구매했다. 커민스는 지난 2009년
~2014년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700개의 에너지 효율 프로젝
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에는 고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와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심양, 베이징, 시안 등 주
요 도시에 12개의 커민스 광역 서비스센터와 직영대리점, 33개의 고객지원 플랫폼센터가 있고, 2개의
기술센터 그리고 2,000여 개가 넘는 공식지정대리점이 존재한다.

베이징
우루무치
시안
청두

상하이

무한
광저우

쿤밍

타이페이

심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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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독일 뮌헨에서 ‘바우마(Bauma)’ 전시회가 열렸다. 바우마 전시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장비 전시회로, 올해는 총 57만㎡(약 17만3천평) 규모의 전시장에 전 세계 3천420여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5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전시 장비 850개 중 커민스 엔진을 장착한 장비는 180여 개(전체의 21%)로 커민스는 업계를
선도하는 엔진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톰 라인버거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2019년 유럽연합(EU)
배출가스규제기준 StageV에 충족하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 및 차세대 주요기술을 공개하였다.
글. 도대석 이사(커민스코리아)

EU 배출가스규제기준 StageV 충족 엔진 공개
톰 라인버거 커민스 회장은 바우마 전시회에서 2019년 유럽연합(EU) 배출가
스규제기준인 StageV 충족하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
한 F3.8, B4.5, B6.7 및 L9 StageV 엔진은 100~430마력(75~321kW) 엔진
으로 배출가스재순환(EGR) 장치를 없애고 커민스 싱글 모듈(Cummins Single
Module™) 후처리기술을 적용해 파워와 토크(Torque)를 크게 향상시켰다.
톰 라인버거 회장은 신제품 엔진을 소개하면서 “커민스는 StageV에서 EGR장
치를 없애므로써 엔진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장착성을 단순화하면서도 까다로운
1.

2019년 배출가스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엔진을 개발하여 엔진 시장을 지속적으
로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StageV 엔진은 10년 전 배출가스규제기준을 만족하는 엔
진과 동등한 수준의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이다. 이 같은 성과
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로 단순히 배출가스규제기준
을 충족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EU StageⅣ 단계 및 북미의 Tier4F 규제 엔진과 비교하면, StageV
3.8~9리터 엔진의 출력은 평균 10% 이상 증가되었고 최대 토크(Peak
Torque) 역시 20% 증가되었다. 연료 및 요소수 소비 비용도 용도별로 다르긴하
나, 평균 3% 감소하였다. 대형(Heavy Duty) 중장비에 적용하는 X12 및 X15 엔
진은 최대 675마력(503kW)의 출력을 자랑, StageV 제품군 라인업을 완성시
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토크를 요하는 콤팩트한 기기에 이상적인
F3.8 엔진은 74마력(55kW) 등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1. 바우마 전시에 선보인 StageV 커민스
9리터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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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V 필수 혁신 신제품 선보여
커민스는 이번 바우마 전시회를 통해 StageV를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과 더불어 차세대
기술을 공개하며 필수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첫번째로 커민스 에미션 솔루션(Cummins
Emission Solutions)의 싱글 모듈 후처리시스템 개발을 발표하였다. 이미 6기통 엔진에 대
한 도입이 발표된 싱글 모듈 후처리 시스템은 시장에 출시된 현행 Tier4F 솔루션에 비하여
중량과 크기가 각각 최대 30~50% 축소된 것으로, 74~430마력(55~321kW) 범위의 장
비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후처리 분야의 최신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제품 플랫폼은
단순화된 시스템과 최적화된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를 통해 신뢰성과 견고
성 향상으로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커민스 에미션 솔루션은 건설장비 시장 특유의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뛰어난
유연성을 갖춘 싱글 모듈 패키지인 플렉스 모듈(Flex Module™) 또한 공개하였다. 고객은

1.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장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다로운 레이아웃(Layout)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고, 제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플렉스 모듈 이외에
도 74~200마력(55~150kW) 장비에 대한 싱글 모듈 개발도 공개, 첨단촉매기술의 활용을

2.

통해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의 NOx 변환 개선 및 디젤미립자필터(DPF)의 회분(ash)
처리용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후처리 솔루션을 엔진에 탑재할 수 있는 옵션을 고
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커민스 터보 테크놀로지스(Cummins Turbo Technologies)는 HE250WG 터보차저를 소
개했다. HE250WG는 최대 2%의 연비 개선을 목표로 기술을 혁신, 콤팩트한 모듈 설계를
통해 내구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가동중단시간 최소화를 위한 탁
월한 로터(Roter)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오염 민감도를 완화하는 최적화된 베어링 설계

1. 커민스 싱글 모듈 후처리장치
2. 커민스 터보 테크놀로지 HE250WG 터보차저

등에 있다.
또한 커민스 필트레이션(Cummins Filtration)은 나노넷 테크놀로지스(NanoNet Ⓡ
Technologies)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나노넷 미디어는 경쟁사 필터 제품과 비교하여 미립
자 제거 및 유지 효과를 최대 13배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먼 레일 시스템(Common
Rail System) 보호장치이다. 나노넷 미디어는 기존 필터와 달리 연료 중의 수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고성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건전성을 제공한다. 또한 교체 기간 연장
및 비용 절감, 고효율 유지, 가동중단시간 단축 등 고객에게 상당한 효과를 안겨준다.

커민스 텔레매틱스 기술, 최초 공개
이번 바우마 전시회에서 커민스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을 공개했다. 커넥티드 다이아그
노스틱스(Connected Diagnostics™) 기술이 바로 그것인데, 커민스는 이 기술의 핵심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연결을 통해 엔진시스템 고장 경고의 즉각적 진단을 몇 초 이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커넥티드 다이아그노스틱스의 알림 내용은 이메일과 모바
일 앱을 통해 장비 관리자, 회사 경영진 및 장비 운영자 등 고객이 지정한 모든 이에게 즉시
전달된다. 이러한 알림은 고장 원인을 제시하고 장비 성능에 발생하는 모든 영향을 식별함
으로써 고장코드를 파악하여 주요 엔진시스템 고장의 우선순위를 설정, 이에 기반한 대응조

커민스는 이번 바우마 전시회에 차세대

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커민스 서비스 대리점에 링크를 이용하여 쉽

핵심 기술이 적용된 필수 혁신제품을

고 빠르게 부품 등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또 한번 선도하는

모바일 앱은 고객, 경영진, 장비 운영자가 위치와 상관없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직접 알림

계기를 마련했다.

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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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비의 생산성
을 극대화하고 가동중단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커민스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엔진 데이터
를 고객과 공유하며 유지보수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로 변환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커
민스는 2016년 10월까지 북미와 유럽의 건설장비 시장에 커넥티드 다이아그노스틱스를 출
시할 예정이다.

커민스 - 현대중공업 파트너십 발휘
커민스와 현대중공업은 바우마 전시회에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함께 참가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3천443㎡(약 1천43평) 규모의 실외 대형 전시

현대중공업 바우마 전시 부스

장을 마련하고, 차세대 HX(Hyundai Excavator) 시리즈 굴삭기 10종(14톤~52톤-급)과
휠로더 5종(158~380마력급), 지게차 9종 등 총 33종의 최신 장비를 선보였다. 현대중공업
이 지난해 출시한 이 장비들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가스규제기준인 Tier4F를 충족하
는 커민스 QSB6.7, QSF3.8, QSL9 엔진을 장착해 배출가스량을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
인 친환경 장비다. 무엇보다 이번에 전시된 장비들은 검증된 성능과 최첨단 기술을 집약시
킨 엔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뛰어난 작업 성능과 내구성, 경제성 등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1. 황 톨러런스 툴(Sulphur Tolerance Tool) :
배출가스규제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엔진,
ATS 등을 일부 배출가스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재판매하기 위한 키트
2. QSK60 엔진

1.

2.

Cummins Inside

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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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필터계 성능의 최강자
옵티에어 에어필터

먼지가 날리는 건설현장, 광산, 사막
등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장비가

REAL™ Innovation. 커민스 옵티에어 에어필터의 특장점

가동되는 지역은 작업자들에게는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필터의 성능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결정지어진다. 여과효율, 포집량 그리고 압력저항

마스크가 엔진에게는 에어필터가

이다. 첫째 여과효율은 다른 말로 여과능력이다. 존재하는 먼지입자 중에 몇 %의 입자를 여과할 수 있는가이

필요하다. 먼지가 많이 포함된

다. 둘째 압력저항이 작은 에어필터는 건강한 혈관처럼 공기의 유동이 원활하지만 반대로 저항이 큰 필터는

공기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 기능에

동맥경화가 걸린 혈관처럼 그 수명이 짧고 여과를 위해 부하가 많이 필요하다. 셋째 포집량은 동일 사이즈의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엔진이

에어필터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를 머금을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커민스 옵티에어 에어필터는 ISO5011 표준 99.9% 효율로 성능 결과를 인증받았다. 즉, 1,000개의 먼지입자

깨끗한 공기와 연료가 만나 연소를

가 있을 때 커민스 에어필터는 999개의 먼지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 또 최적화된 여과지 기술을 통하여 기존

해야 하는데 공기를 적정 수준으로

일반 원형 제품에 비해 여과 면적을 30% 증가시켰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먼지입자를 여과할 수 있게 되어,

여과해 주는 것이 에어필터의

높은 포집량과 필터 수명을 연장시켰다. 또한, 필터 출구 단면적을 60% 확대함에 따라 낮은 초기 압력저항과

역할이다. 커민스 OptiAir필터를

높은 유동유량을 실현, 작아진 크기의 필터에서 동일한 여과능력을 자랑한다. 높은 여과효율과 포집량, 그리고

소개한다.

낮은 압력저항은 에어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전체 유지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비

글. 정현진(커민스필터주식회사)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입자 여과 비교

커민스 옵티에어

일반 에어필터

옵티에어와 일반 에어필터의 유량 비교 : 30% 증가된 여과면적과 60% 확대된 필터출구 단면적으로 확연히
커진 유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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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에어 800시리즈와 경쟁사 제품 성능비교. 45%까지 줄어든 초기저항과 30%까지 늘어난 필터 수명을 자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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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OptiAir 기술이 적용된
에어필터는 99.9%의 먼지입자를

REAL™ Solution.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모든 OEM의 요구조건 만족

여과시켜 높은 포집량과 낮은

2007년 출시되어 10년 이상 북미지역 OEM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커민스 옵티에어는 장비 애플리케

압력저항으로 필터 수명을

이션에 맞추어 1, 2차 엘리멘트 유무, 필요 유량에 따라 400~1300시리즈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

연장시켰다.

다. 400~800 4개 시리즈는 90도 구부러진 곡관, 400~1300 7개 시리즈는 일직선 모양의 직관시스템으로
1,100CFM(31.15m3/min)까지 적용 가능하다.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과 메탈 옵션이 있으며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압력게이지 적용이 가능하다. 잠금 커버에는 서비스를 위한 교체 정보를 부착해 설치 및 서비스를 용
이하도록 하였으며 큰 입자의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고 배출하는 장치가 있다. 진보된 씰링 기술 또한 특허받
은 옵티에어 필터의 핵심기술이다. 거기에 꼼꼼하게 고객의 편이성을 고려해 디자인된 모노 래치 트위스트 락
(mono latch twist lock cover) 커버는 트위스트락 타입에 단일 래치로 디자인되어 일반 제품이 세 개의 래치
로 구성된 것에 비해 에어필터의 장착과 교환이 편리하다.

후리트가드 옵티에어 장점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저항게이지 옵션
직관 그리고 360° 회전
가능한 90° 아울렛 구조

내장된 프리클리너를 통해
80%까지 외부입자 제거
플라스틱 또는 메탈 옵션
360° 설치 가능
추가적인 엔진 보호

서비스를 위한
교체 방법 정보

높은 포집량과 보다
긴 필터 수명
모노 래치 트위스트 잠금™
커버로 설치 및 서비스 용이
유지보수기간 단축
진보된 밀봉기술
큰 입자의 먼지와
수분 제거 및 배출

증가된 여과면적을 통해
낮은 초기 저항값

Cummins Inside

Best Project 01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리더, 녹십자

녹십자 오창공장은 아시아 최대인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처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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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알부민과 면역글로불린으로 대표되는 혈액분액제제를

커민스 발전기가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생산하고 있다. 녹십자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생산시설 확대 일환으로 지난
2014년 오창공장 PD2관(혈액제제 2관) 증축공사를 시작해 올해 4월말 완공했다.
이번 증축된 PD2관에는 커민스 C2000D6 비상발전기세트가 설치되어
주요시설의 비상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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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신뢰성과

새로이 증축된 녹십자 오창공장 PD2관은 연면적 19,051,27㎡의 지하 1층

안정성이 선택 요인

지상 4층 규모로 혈액분액제제 생산라인과 냉동보관소 등을 포함하는 최첨
단 제조환경시설을 갖추었다. 커민스 발전기는 이 중 공조기, 냉동기, 크린

부스 등의 제조환경설비와 수처리시스템, 냉동보관소의 비상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제약공장에서는 제조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압,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이 틀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에는 제조된 제품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의약품이 어느 것 하나 중
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나 혈액분액제제는 환자에게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하면 비용은 차치하
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생산과 보관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유
사시 비상발전기의 역할이 그 어떤 환경에서보다도 중요합니다.” 녹십자 오창공장 PD2관 증축공사를
맡고 있는 장은규 과장이 제약사 비상발전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한다.
장은규 과장의 말대로 제약사를 비롯한 의약제조, 병의원 현장에서 발전기의 역할은 생명을 구하는
일과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한전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전
부터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하는 등 다소 불안함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발전기의 안
정적 운영이 중요시 되고 있다. 녹십자 오창공장에 설치된 커민스 C2000D6 발전기세트는 최대
2500kVA(2000kW) 비상출력을 자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비상발전을 공급하는 것
으로 이미 업계 인정을 받은 대표 제품이다.
“제약공장이 제조환경 시설을 정비하는 데에 무척 까다롭고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번 PD2관 비상발전
기 설치도 많은 것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커민스 발전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제품의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선택 요인이었습니다. 설치 후 무부하테스트 시 문제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기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커민스

향후 부하테스트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장은규 과장.

오상엽 부장과 녹십자 장은규 과장

커민스는 녹십자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지속적인

“앞서 장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약공장이 제조환경 설비를 도입하는 데

비상발전기 솔루션을 제공했다. 향후

기술지원으로 윈윈

에 무척이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

지속적인 서비스와 발전기 관련 다양한
기술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자 하는 녹십자는 더욱 깐깐하게 발전기를 비교 분석하셨습니다. 커민스
발전기의 신뢰성, 적극적인 기술지원 등을 어필,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을 포
함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커민스의 영업지원이 있어 성공적으로 설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는 디

최대 2500kVA(2000kW) 비상출력을 자랑하는

에코에너지 유민수 부장.

커민스 C2000D6 발전기세트

“기존 건물에 커민스 발전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대용량 발전기 설치를 기회로 발전기
관련 다양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녹십자-디에코에너지-커민스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영업팀 오상
엽 부장은 향후 2500kVA(2000kW) 발전기 2대 추가 설치에도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냉동기, 공조기 등은 전력 소모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정전 시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발
전기 고장 시 빠른 서비스를 당부합니다. 향후 발전기 관련 기술제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요, 기술세미나에도 참여해 발전기 운전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녹십자 장은규
과장.
제약 바이오 산업은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잠재적 성장요인을 갖고 있다. 이에 시설 투자와 확대 등에 따
라 발전기 설비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커민스는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최
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Cummins Inside

Best Project 02

18

고객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커민스 발전기 기술세미나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커민스 발전기 기술세미나를 진행했다.
발전기 기술세미나는 해외 대형 건설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기획, 진행되고 있다.
기술세미나에 대해 소개한다.
글 정현경 차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이번 기술세미나에서는
커민스 QSK95발전기시리즈의
강점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해외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기술세미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이상진 부장

국내 건설사들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
커민스 발전기 기술세미나는 발전기 운용에 혹독한 해외 설치 환경에 특화된 전문적인 엔지니
어 능력을 요구하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기획,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GS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구매담당자와 엔지니어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
육을 진행하였다. 커민스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품질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글로벌 네
트워크의 강점을 발휘해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건설사들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
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세미나에서도 해외건설 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비상’이다. 2014년 660
억 달러였지만 지난해 461억 달러로 30%나 급감했고 올해 역시 더욱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해외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국내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수주
한 금액은 123억8898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221억 달러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 건설업체의 주요 수주 지역인 중동과 아시아에서 수주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줄
어드는 수주액도 문제지만, 일할수록 늘어나는 적자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해외건설 프로젝트
의 복병이다. 그러나 최근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MOU 체결과 동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중남
미 지역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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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K95발전기시리즈 강점 소개

복잡한 해외 프로젝트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

세미나를 진행한 이상진 부장은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발전기의 높은 연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따라 출력과 환경여건에 영향을 주

료비용과 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한 중속발전기의 대안으로 커민스의 경제

는 발전기 온도와 고도에 따른 출력감소, 고객 특수요청사항에 대한 발전기

적인 소형고속발전기인 프라임 등급의 QSK95발전기시리즈를 소개했다.  

공급업체 지원여부,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공급업체 지원범위, RFQ 작업에

3,000kW까지 공급이 가능한 QSK95발전기는 Oil & Gas를 기본으로 설계

대한 주요한 정보 전달, 전기 작동의 주요 기본 개념에 대해 답변하고, 먼지

되어 가동신호 후 10초 이내에 부하 준비를 완료해 100% 부하를 1STEP으

가 많은 사막지역에서 필수인 Outdoor 컨테이터 패키지 구매를 위한 팁을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혁신적인 디자인 개선으로 매우 낮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행된 커민스의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아진 장비다운타임을 자랑한다. 기본 사양에서 1,000시간 오일필터 교환주

소개하고 사례별 특이사항 및 고객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서 전

기, Duplex 연료필터 기본 장착, 짧은 유지보수 간격 등 설비 유지보수 관리

달했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해외 프로젝트의 제

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한, ISO8528-5:2005 Class G3와 NFPA110, UL

품 스펙 및 견적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발전기 규격과 인증을 만족하기 때문에

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점은 체감온도 73도를 넘나드는 중동

커민스는 우수한 제품 개발과 세미나를 통해 좋은 파트너로서 고객사의 해

지역의 고온에서 발생하는 엔진과 알터네이터의 디레이팅(Derating) 문제가

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 그리고 전문적이고 빠른 업무 지원

섭씨 55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갈 예정이다.

Cummins Inside

하나의 팀으로

Customers

지난 4월 21일 신도시 조성 인천가정지구 토지 평탄화 작업에 투입된 현대중공업 굴삭기
HX300와 강화군 축산폐기물 처리 바이오립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HL940 휠로더에
대한 커민스 인펀트 케어(Infant Care)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HX300 굴삭기와

고객과
함께하다
커민스-현대중공업

HX300 굴삭기
커민스 QSB6.7 엔진이
장착된 현대중공업
굴삭기 HX300.
동급의 타사 굴삭기 보다
높은 마력이 적용,
뛰어난 파워와
주행능력이 입증되었다.

HX300 굴삭기를 운행 중인 황규부 기사는
조용하면서도 강한 힘을 장비의 장점으로
꼽았다.

HL940 휠로더에는 Tier4F 배출가스규제를 만족하는 QSB6.7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HX380에는 QSL9 탑재되어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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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소음, 진동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바람 부는 날이면 매연으로 목도 칼칼하고 숨쉬기도 괴롭고 작업하기가 힘

인펀트케어팀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장비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커민

들었어요. 다른 회사 굴삭기 모델을 두루 운용해 봤지만 이번에 쓰고 있는

스 엔진사업부 박상섭 부장과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서울경기지사 박형진

현대중공업 HX300은 매연이 안 나와서 무엇보다 좋아요. 진동도 적고 조

팀장은 장비 점검을 하면서도 즉석 토론을 벌이며 고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

용해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조용하면서 힘도 좋고 장점이

에도 귀를 기울이고 평가리스트를 작성했다. 커민스에미션솔루션스 강현준

많은 장비는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황규부 기

과장은 고객에게 후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며 이해를 도

사. 지난 3월 8일부터 인천가정지구 토지 평탄화 작업에 투입된 현대중공

왔다.

업 HX300 굴삭기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황규부 기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강현준 과장은 “많은 고객들이 후처리에 대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어

세웠다. 커민스 QSB6.7 엔진이 장착된 현대중공업 HX300 굴삭기는 고정

요. 그래서 후처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 받으면 바로바로 매

RPM을 사용하며 동급의 타사 굴삭기 보다 높은 마력이 적용되어 주행능력

뉴얼을 제공하고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

과 파워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25톤 덤프트럭 150~160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매뉴얼에 추가

대의 토사상차 작업을 10여 시간 동안 하면서 지금까지 장비 문제는 없었

해서 엔지니어, 서비스팀, 고객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고 한다.

습니다.”라고 밝혔다.

HL940 휠로더
커민스 QSB6.7엔진이 장착된 현대중공업 휠로더 HL940.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극한의 현장에서도 최대치의 성능을 발휘한다.

23

고객 만족도 제고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인펀트케어팀이 찾아간 다음 목적지는 강화에 있는 축산 분료를 미생물을

커민스 엔진사업부 박상섭 부장은 “장비의 가동중단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이용해 처리하는 축산폐기물 처리장 바이오립스다. 이곳에는 현대중공업

위해 커민스와 현대중공업이 협력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위해 지난 20년 이

HL940 휠로더가 듬직하게 제몫을 해내고 있었다. 커민스 QSB6.7 엔진이

상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

장착된 현대중공업 HL940 휠로더는 전구간 RPM을 사용하며 기존 모델에

고 엔진과 장비시장을 선도해 새로운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없던 후방카메라를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로 높였다. 이를 직접 운용

협업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긴밀함을 유지하면

하는 바이오립스 이경주 부장은 엔진성능, 소음, 연비, 엔진 만족도 항목에

서 상생의 관계로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고객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팀으

평균 90점 이상을 주며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로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며 커민스와 현대중공업의 ‘윈윈

“현재 타사 장비도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 모두 기계식 장비들입니다.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며 긴밀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HL940은 올 1월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식이어서 먼지가 많은

고객의 불편을 가장 먼저 현장에서 접하고 응대하는 현대중공업 서울경기

작업 환경에 에러 없이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사 A/S팀 조우현 주재원은 “제품력과 서비스의 완벽성도 중요하지만 고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객의 심리를 관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5~6시간 동안 축산 분료 300톤을 처리하고 있는 강화 축산폐기물 처

커민스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믿음을

리장의 현대중공업 휠로더 HL940은 좁고, 어둡고, 먼지가 가득한 극한의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심리관리는 곧 장비의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현장에서 최대치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고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체주기가 된 휠로더의 에어필터를 교체한 인펀트케어팀은 고객의 말에

‘중장비와 엔진은 늘 극한의 현장에서 제 성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현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기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극복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 명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커민스와 현대중공업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

고객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팀

다. 또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늘 도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고객사와 장비를 운용하는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 문제

있다. 커민스와 현대중공업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고객 곁에서 고객을 지키

에 대한 해법은 쉽게 풀릴 수 있다. 엔진과 장비의 진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는 파수꾼으로 늘 함께 할 것이다.

소비자는 편리성, 엔진 및 장비의 Power, 소음, 반응속도, 연비 향상 등 다
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패턴 변화에 발맞춰 커민스와 현대중
공업은 그간 쌓아왔던 신뢰와 파트너십을 발휘해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시스템을 발 빠르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곧바로 ‘품질력 제고, 소비자 인식 개선, 신규 현대장비 구매’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커민스
인펀트 케어팀

Cummins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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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확보를 위한
발전기 점검 체크리스트
비상발전기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발전기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높은 신뢰성과 품질, 성능을
자랑하는 커민스의 발전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 소개한다. 운전 중인
발전기는 이상이 없는지, 지금 체크해 보자.
글. 최기영 부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연료 탱크 확인

냉각수 눈금 확인

오일 게이지 확인

1.

운전 전 점검사항
•엔진 오일 오일량이 게이지의 H와 L 표시 사이에 있습니까?  
•냉각수 라디에이터 표시창에 냉각수 눈금이 확인되나요?
•연료 연료탱크에 연료는 충분한가요? 배관의 누유는 없나요? 탱크 내 침전물 및 수분을 제거하세요.
•흡배기 흡기, 배기 부분에 클램프가 헐거워진 부분은 없나요?
•배터리 전원공급은 원활한가요? 배터리 충전기는 작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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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중 점검사항
전압, 주파수, 온도, 압력 확인

•오일 압력과 냉각수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되나요?  
•정격전압주파수는 유지되나요?
•운전 중 누유되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비정상적인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세요.
•발전기 점검을 위한 시운전은 최소 30분 또는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90도가 될 때까지 주간, 격주, 월단위로 시운전을 추천합니다.

누유, 누수 확인

운전 전·중·후 알람 확인
운전반 및 배전반 스위치 자동위치 확인

3.
운전 후 점검사항
•누수 누유 발전기 바닥 또는 호수 부분에 누유나 누수는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운전 발전기 운전반 및 배전반의 스위치는 자동(Auto) 상태인가요?
•냉각수 히터 스위치는 On 위치에 있나요?
•경고 메시지 발전기 운전시 또는 운전 후 경고 메시지(Alarm)는 없었나요?
발전기 바닥, 호수 누유, 누수 확인

Cummins Insid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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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배출가스규제 및
요소수 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
글. 신상규 차장(커민스코리아 제품환경인증팀)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디젤 배출가스 컨퍼런스

커민스 대형차 유로6 및 인증 관련 다양한 의견제시

인터저 리서치(Integer Research)가 주최하는 제1회 배출가스규제 및 요

지금까지는 해당 분야의 제한적인 인력과 전문성 등으로 국내에서 국제 컨

소수 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Diesel Emission Conference)가 지난 4월 6

퍼런스 개최가 어려웠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부터 7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

먼저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대형차 유로6와 비도로 분야의 StageIV 등 최

는 대형차, 건설, 농업기계, 선박 등의 디젤 배출가스 관련 법규 논의와 기

신 규제를 적극 도입, 규제 도입 선도국의 위상 및 최신 배출가스 기술시험

술개발 주요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였

장으로 역할을 맡게 되어 올해 처음으로 ‘배출가스규제 및 요소수 아시아퍼

다. 주요 토픽으로는 ▶현재 대형차 유로6 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규제 예

시픽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측, 다음 단계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CO2 저감 및 연료 효율성을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한국(환경부·산업통산자원부), 일본(국토교통부), 유

높이기 위한 차세대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 ▶폭스바겐 사태 등으

럽(EU Commission)의 규제 담당자(Policy Maker)가 직접 발표를 하고, 참

로 불거진 실제 주행 중 배출가스 측정 절차 및 PEMS 개발 발표 ▶미국 내

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발표마다 진행되어

배출 오염 상태가 가장 심한 캘리포니아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초미량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 특히 첫날 오후, 패널토론

NOx 규제(Ultra-low NOx targets)를 충족시키는 신기술과 향후 규제 전망

(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 상업용 차량 디젤 엔진테스트

과 연결 ▶Amminex의 암모니아 SCR 기술 및 저온 작동과 300대 버스를

담당 나성오 책임연구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김홍석 박사, 필자(커민스 제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연구 분석 결과 ▶Haldor Topsoe의 vanadium SCR을

품환경인증팀 신상규 차장) 등이 패널로 단상에 나와 국내 유로6 도입 관련

이용한 DPF 개발, 저온 작동을 위한 차세대 DPF의 효용성 검토 ▶유로6 디

도전과 경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향후 도입될 차세대 기준 준비에 대해 의

젤 엔진에 필요한 애드블루 품질 및 자동차 레트로핏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견을 나누는 공개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부와 기업의 시각 ▶저기온, 고기압의 조건에 맞는 선박 SCR 시스템의

커민스는 이 토론에서 국내의 경우 제출 서류로만 인증 적합 여부 검토 및

운용 및 개발, Tier3 준수 선박 장비를 위한 촉매 ▶아시아·태평양 비도로

확인 작업을 수행, 지난해 유로6에 새롭게 도입된 DPF 재생방식에 대한 정

용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개발 관련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 동향 및 도전과

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리고 더불어 인증 진행 및 취득에도 상당

기회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한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또 유로6 OBD1)의 경우 이전의 유로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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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배출가스 기준
Unregulated

Tier 3 / Stage IIIA

Tier 4f / Stage IV

Tier 1 / Stage I

Tier 4i / Stage IIIB

Tier 5 / Stage V

Tier 2 / Stage II

커민스 신상규 차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배출가스기준 개발 관련,
전 세계 배출가스기준 동향 및 도전과 기회”에
대한 주제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2015년 300hp 기준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

얻었다.

2020년 300hp 기준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

완전 레벨 업이 이루어져 오작동의 4가지 분류, 운전자 경고등을 포함한 1

연료품질의 공급 어려움으로 StageIIIB 단계를 선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

단계 유도(출력제한 25%), 2단계 유도(속도제한 20km) 등의 유도 단계 작

가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필두로 단계적인 배출가

동 등이 한층 더 복잡해졌음에도 국내 유로6 OBD 규정 도입에 대한 산업계

스 규제 도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Tier2 또는 StageII 정도의 수준

의 인식이 늦어져 어려움을 가중시킨 면이 있었음을 의견으로 내놓았다. 마

이며, 건설용 분야의 경우 대형차보다 약 5년 이상 후행을 하고 있어 2020

지막으로 엔진 제작사 입장에서 차량 제작사를 통해 국내 환경인증 취득이

년 이후에야 StageII가 보편화 되리라는 배출가스 기준 및 동향을 발표하였

가능한 관계로 차량 제작사와 해외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엔진의 주요 핵심

다. 배출가스규제 및 요소수 아시아퍼시픽 컨퍼런스는 첫 회임에도 국제회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의 큰 리스크를 담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시하

의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되었다. 각 발표세션 이후 추

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 질의답변 및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티타임이 주어졌다. 향후 아시아에
서 시작될 강화된 환경규제 제도도입에 대한 준비와 경험 공유의 장으로써

커민스 전 세계 비도로용 디젤 배출가스 기준 및 동향 발표

의 본 컨퍼런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다음날인 4월 7일에는 ‘전 세계 배출가스 기준 동향 및 도전과 기회’를 주
제로 필자가 직접 발표를 했다. 필자는 2015년 300hp 기준 미국, 유럽, 일
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주요 나라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소개하고 2020년 이후 규제 예측 동향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규제 예측 동
향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최종안 승인을 통해 유럽이 2019년 이후 최초
로 입자상물질(PM:Particulate Matter)과 입자상 물질개수(PN:Particulate
Number)의 규제를 강화하는 ‘StageV’을 도입, 유일하게 StageV 지역을 이
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유럽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규제기준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지역에 향상된

1)

OBD(On Board Diagnostics) : 자기진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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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카드 포인트,
잘 쓰면 광(光)!
안 쓰면 꽝!
지갑 속에 넘쳐나는 카드. ‘내가 이 카드를 언제
만들었지’ 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통신사
카드, 백화점 카드, 신용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당시에는 필요해 발급받았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지갑에서 나올 일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똑똑하게 카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글. 오흥선(금융교육전문가. 사이버외대 금융회계학부 객원교수)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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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멤버십카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통신사 멤버십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십계명
① 현금으로 돌려받자

제휴 할인 등으로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②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에 활용하자

이익만은 아니라는 사실. 국내 통신사들이 내건 혜택은 한마디로

③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자

먹고(레스토랑 제과 피자 등), 마시고(커피), 보고(영화 연극

④ 연회비·SMS 문자서비스 결제에 사용하자

뮤지컬 등), 놀고(놀이공원 여행 등)다. 최근엔 지갑에서 허둥지둥

⑤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자

카드를 찾을 필요 없는 모바일카드까지 출시되어 언제 어디서나

⑥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멤버십카드 포인트는 보유한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한꺼번에 결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제휴 비율만큼 포인트를 차감하는 식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멤버십카드에도 등급이 있다. 전년도 누적사용금액, 가입기간 연체

⑦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에 사용하자
⑧ 포인트로 기부하자(연말정산 혜택 가능)
⑨ 세금(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 요금 등)
납부에 사용하자
⑩ 민원 수수료 납부에 사용하자

여부 등을 따져서 VIP, 골드, 실버, 일반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자료=여신금융협회>

포인트 사용 할인한도를 차등한다. 예를 들어 멤버십카드 회원
중 일반은 할인한도 2만점, 골드는 10만점, VIP는 무제한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멤버십 모바일카드는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카드 사용 금액 및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면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용처에 따라 일정금액(0.1% ~ 10%대)을 적립해 준다. 적립된

멤버십카드명이 ○○○멤버십 체크카드로 끝나는 것은 연회비가

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물품 구매

없지만 ○○○멤버십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로 끝나는 것은

시 일정 포인트를 선지급 받고 이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연회비가 8,000~1만원 있으니 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선포인트 및 세이브포인트(포인트 연계 할부)와는 다르다. 적립
받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보통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다.
제휴가맹점 및 쇼핑몰에서 물품구매, 상품권 교환,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마일리지 전환, 연회비 및 SMS문자서비스 결제, 캐쉬백

신용카드 포인트도 돈!

전환, 기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나 신용카드사 및 포인트 제공사, 포인트 종류 등에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등

따라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 무제한인 경우도 있다.

카드만 넣고 다니는 요즘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법은 알지만

카드 결제시에는 자신에게 유리한(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종류, 사용처,

한 예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 부장과 이 팀장은 매월 평균적으로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각각 97만원과 10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만 연간 포인트

소비 패턴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결제시 사용하는 것이

적립금액은 김 부장은 32만원, 이 팀장은 25만원으로 큰 차이가

합리적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ARS,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발생한다.(매월 평균적으로 똑같은 소비패턴과 액수의 구매행위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 이는 김 부장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시 포인트를 많이

포인트 사용의 첫걸음이다.

적립하여 주는 특별가맹점(주유소, 대형할인점, 패밀리 레스토랑

한편 최근,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만 챙기는 ‘체리피커’(얌체

등)을 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소비자)가 급증하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는 직격탄을 맞아

하지 않았나. 이 팀장은 포인트로 5만원 상품권을 교환하고, 세금

출혈이 심해지고 있다며 혜택이 많은 카드 발급을 아예 중단하거나

납부, SMS 문자서비스 및 연회비 결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리뉴얼로 포장해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까지 인상하는 움직임이다.

기부를 하는 등 알뜰하게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은

이제 소비자들도 지갑에 두둑이 넣었던 카드를 과감히 정리하는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지나도록 쓰지 않아 결국 자동 소멸되었다.

‘카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현명한

신용카드 포인트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다.

소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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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
체크하자!
일상생활 중에 피로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피로는 과로, 수면 부족, 지나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을 때 우리 몸이 적절히
회복시켜 달라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다. 다시 말해
피로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을 과도하게 하여 심신이
탈진된 상태를 말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영양분을
보충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상적 피로와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글. 조현(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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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만성피로증후군?

우울증 등의 정신적 원인이나 신경 안정제, 혈압 조절 약, 피임약
등과 같은 약물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흔히 피곤하다고 느끼면서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치부하거나,

만성피로증후군은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모호한 질환이다.

조금 쉬면 될 거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특정한 수치를 통해 진단 내릴 수 없고

피로의 원인 중 일부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피로라고 하는 주관적일 수 있는 증상으로 질환의 여부를 파악해야

피로 증상을 그대로 놔둘 경우 신체적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질환이 피로 증상을 동반한다는 점을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질환이 나타나거나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고려할 때 그만큼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우울증, 불안증,

악화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신체화 장애 같은 정신질환부터 갑상샘 기능 저하증, 당뇨병,

만성피로의 원인이 된다. 늘 긴장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심한

숨겨진 악성종양, 수면장애, 결핵 등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도

피로를 느끼게 되고, 나쁜 생활습관이 어우러지면 일상생활에

수십 가지에 이르며, 상세한 문진을 통해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지장을 주는 것이다.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로의 사전적 의미는 과로로 인해 정신이나 몸이 지쳐 힘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1994년 미국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지나친 음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정한 증례 정의로 새롭게 발생한

등으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지면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된다.

피로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대부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피곤함이 덜어지는데 휴식을 취해도

않으며,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보다

1개월 이상 피로가 계속되면 지속성(Prolonged) 피로, 6개월

감소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아울러

이상 지속되면 만성(Chronic) 피로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별한

기억력 혹은 집중력장애, 인후통, 림프선의 압통, 근육통, 관절통,

원인 없이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피로가

새로운 두통, 잠을 자도 상쾌하지 않음, 운동 후 심한 권태감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할

등의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동반하고, 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수 있다. 유사한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전신의 권태감,

있는 기질적, 정신적 질환은 배제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두통, 전신 통증, 수면 장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피로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어 방치하기

최근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

쉬운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나 염증수치 검사, 소변

만성피로증후군 내원 환자는 5~6만 명이었고 이 중 여성 환자가

검사, 혈당 검사, 갑상선 검사, 정신과적 질환 검사 등의 기본

3~4만 명으로 남성 환자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검사를 통해 만성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질환을 판단할 수 있다.

일상 속 만성피로 증상
만성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체내 자율신경 조절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불면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아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며,
예민해지기 쉽고 화도 잘 내게 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한 체중감소를
동반해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적인 피로뿐 아니라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집중장애, 인후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등을
동반하며, 전체 인구의 0.1~1.4%에서 연령으로는 30~4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만성피로의 30% 정도는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머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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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만성피로증후군 이겨내기
만성피로증후군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햇볕을 쬐며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도 인체의 활력을 높이는데 좋다.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과음과 흡연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산음료 역시 비타민C와
대뇌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티아민을 결핍시켜 몸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다면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은
필수적이다.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의 아침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데 효과적이고 아침과 점심시간
사이의 각성도를 높여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잦은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을 관리하는 것도
만성피로를 막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습관들은 몸에 피로를
누적하기 때문에 인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평소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 가벼운 활동을 하며,
과음·흡연은 삼가야 한다. 스트레칭 등 적당한 신체활동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업무나 학업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돼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루에 두번 이상,
아침과 저녁에 한 세트씩 각각 15~20분 스트레칭해주면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다. 한번에 많이 쉬는 것보다 여러 차례 나눠 쉬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업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기 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로를 회복하는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 좋다는 것
모두 아는 사실이다. 특히 봄철 제철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권장할 만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은 수분 섭취다.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환절기에는 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시간이 길어져, 실내 산소가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쾌한 공기와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며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인체의 활력을 높이고
만성피로감을 해소하는
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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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s Lounge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플랜Z시대의
생존법,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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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KBS ‘명견만리’ 신년특집 트렌드쇼 2부에 미국
커민스 엔진공장이 소개되었다. 명견만리는 통찰력으로 무장한
지성교양인이 매주 출연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강연을 통해 청중과 직접 소통하며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연초 방송된 트렌드쇼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저성장 패러다임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플랜Z’라 하고, 2016년
어떤 청사진을 모색할 것인지 3인의 명사가 출연해 관련한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강연을 했다.

커민스
KBS명견만리를
통해 조명

이 프로그램에 미국 커민스 엔진공장이 소개되었다.
정리. 편집실

트렌드쇼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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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Z란 무엇인가?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100년 동안

흔히들 1순위 목표를 플랜A라고 한다. 그리고 A가 안됐을 때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의 지역경제를 책임졌던 커민스 엔진공장이

세우는 차선의 계획을 플랜B라고 한다. 플랜Z는 플랜A. 플랜B도

소개되었다. 커민스는 불황의 시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플랜C도 아닌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직원을 채용,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소득 증대로

계획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불확실성이란 파도가 한국 경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덮치면서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악의

“커민스는 저성장기에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알뜰 소비 트렌드가 뜨고

되살아나 생산이 늘고 품질이 나아지고 안전이 개선됐습니다.

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해외직구, 유통기한이 임박한

공장이 노는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 상당한 개선을 했고

떨이 상품 구매, 스크래치 제품을 서로 사려고 하는 것 등이 알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더 강한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스텐워선스키

소비 즉 플랜Z의 소비 방식이다. 이는 풍요의 시대를 경험한

커민스 부사장의 말이다. 커민스는 다양한 개선활동을 통해 주문이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소비가 주는 행복 그

늘어나면서 생산라인을 추가 증설했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서

자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도 새로 뽑았다. 그 결과, 현재 커민스 공장에는 700여

결국 플랜Z의 소비는,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씁쓸한

명이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동종 업계에 비해 처우가 좋아 젊은

몸부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커민스 경력 11년 엠버 버나드는

소비를 줄이고, 비록 금리가 낮아도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릴

“기회도 많고 혜택도 많거든요, 휴가라든가 휴일보상이요. 다른

수밖에 없는 것. 이러다 보니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산업에서는 그런 걸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매년 꾸준한 연봉인상이

맞닥뜨리게 되었다.

있어서 가족생계에도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커민스를 비롯한 GE, 포드, 레노버 등 미국을 대표하는

저성장시대, 다양한 개선활동으로
위기 극복한 커민스

기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약 300개의 기업이 돌아오면서 미국
전역에 6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플랜Z시대, 트렌드 대응 능력을 누가 먼저

플랜Z시대,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찾고 누가 최적의 구명보트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곧 기회로

취해야 할까? 명견만리 출연 명사 3인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바뀔 수 있다. 일자리가 무너진다는 건,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제조업의 부활을 답으로 제시하며, 그 예로

것과 같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미국이 긴 불황의 터널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극복하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첫 시작은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기나긴 금융위기를 겪으며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도전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앞선 금융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수 있다는 희망이 플랜Z시대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을 잊지

국민들의 소득 기반인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는 내수를 살릴 수

말자.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제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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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존 이아인 바로우만 부사장, 대영제국훈장 수상
존 이아인 바로우만 고마력 사업(High-Horsepower Operations) 담당 부사장 겸 커민스(Cummins Ltd.) 상무가
영국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016년 대영제국훈장 수훈자로 지정되었다. 대영제국훈장 수훈식은
추후 통지일자에 버킹엄궁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로우만 대영제국훈장 수훈자는 커민스 영국사업부가 세계
정상급의 탁월한 제조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기여, 2014년 약 35억 달러의 영국산 디젤엔진, 터보차저와
발전기시스템을 수출판매해 총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바로우만 부사장은 “대영제국훈장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고, 커민스 영국 직원을 대표하여 노력을 인정받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이 명망있는 훈장의 수여는 커민스가 세계시장에서
고객만족이라는 목표 하에 지속적 기술향상, 품질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컨텐츠, 다양한 프로그램, 인턴십 그리고 석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커민스의 인재개발에 대한 노력이 이미 수많은 수상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로우만은 1987년에 엔진 제조시설 관리자로 커민스에 입사한 이래 29년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영국 다벤트리 공장에 근무하면서 전 세계 고마력 엔진 제조부문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바로우만의 재임기간
중 영국 사업부 매출액은 2004년에 약 14억 달러에서 2014년에 35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바로우만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로환경을 도입하기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왔으며, 연례
환경과제의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커민스 시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축소 및
폐기물 재활용 증대에 기여하였다.
커민스의 첫 해외 생산기지는 1957년 영국에 설립되어 현재, 영국 전역에 8개의 주요 생산시설에서 5,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영국 내 시설로는 달링턴과 다벤트리 소재의 커민스 엔진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는
100~3,500마력의 디젤엔진이 생산되고 있으며 맨스톤, 켄트, 스템포드에서는 디젤, 가스 발전시스템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커민스 영국사업부는 영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여왕 기업부문상을 14차례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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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QSK95, 아시아 태평양 해양박람회(Asia Pacific Maritime) 최초 전시
커민스(NYSE: CMI)는 지난 3월 1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해양박람회에서 QSK95를 공개했다.
커민스 디젤엔진이 아시아 해양시장에서 최대 규모로 전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커민스는 해상용으로
특화 설계된 75~2,013kW(100~2,700마력) 범위의 보기용 파워솔루션과 4~1,240kW 범위의 발전기 세트를
공급하고 있다. 커민스는 이번에 전시한 QSK95 엔진을 통해 해상용 제품 출력 범위가 50%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QSK95는 유인선, 내륙수로예인선, 해양작업지원선 및 선원운반선, 여객선, 경비함 및 슈퍼요트 등
소비전력량과 가동량이 많은 선박을 위한 이상적 솔루션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커민스 QSK95 엔진은
동급출력의 중속엔진과 차별화된 고속엔진만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보수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한편,
소형화, 경량화 및 빠른 응답성 개선이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QSK95 엔진은 이전에 중속엔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2,386~3,132kW(3,200~4,200hp)의 출력을 제공하며,
동시에 비용 절감과 콤팩트한 설치라는 장점을 제공한다.

커민스 새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커민스는 5월 23일 2015~2016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환경적인 면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까지 커민스의 그동안 노력과 성과들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커민스는 물 사용량 감소에
대한 2020년 목표를 5년이나 앞선 2015년에 달성했으며, 에너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2015년 목표도 달성했다.
또한 고객이 커민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
2020년 목표의 절반 수준까지 도달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에서는 전 세계 임직원의 80%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내부 팀 대항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를 36,810톤이나 줄였다.
톰 라인버거 회장은 보고서 서두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 회사는 좀 더 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을 도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줄 것이고, 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리포트는 커민스가 다양한 공급업체와 함께 얼마나 많은
자원을 재활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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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베이징 PC&C 컨퍼런스 개최

수원 나눔의집 벽화 그리기 활동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커민스 중국(Cummins China Investment) 대회실에서 아시아지역(인도

커민스컴포넌트사업부는 지난 4월 14일, 15일 양일에

제외)의 제품환경인증 담당자(PC&C, Product Certification & Compliance) 및 중국 합작투자회사

걸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 나눔의 집’의

PC&C 담당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본 모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3월

도입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제도 도입에 따른 경험을 공유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24일 나눔의 집 페인트 작업에 이은 두번째 활동으로 20

모임에서는 특별히 중국의 시장 맞춤 전략발표 등을 통해 중국 커민스의 미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여 명이 넘는 커민스 임직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벽화를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성스럽게 그렸다.
커민스는 지난 2015년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커민스기금위원회(Cummins foundation)
로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Community  Development
Grant) 약 1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
지역사회발전기금 프로젝트 일환으로 커민스는 나눔의
집의 부엌 확장공사 및 외부 음식 준비 공간의 차광막
설치,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 벽화 그리기를 진행해 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해 독거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130여 명의 어린이들이 보다 아름다운

종합해사 국제보트쇼 참가

공간에서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커민스의 노력은 계속될

커민스 레저용, 상용 해상엔진(Recreational commercial marine, RCM) 및 오난 발전기 판매
대리점인 종합해사가 지난 3월 부산 국제보트쇼, 5월 일산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 커민스 엔진과
발전기를 고객에게 소개했다. 3월 10~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보트쇼는 국내외 요트
및 보트 제조업체, 엔진, 부품 등 해양레저산업 관련 주요업체 및 기관들이 대거 참가,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이 총 망라된 비즈니스 장으로 펼쳐졌다. 5월 19~22일까지 해양수산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경기국제보트쇼는 아시아 3대 보트쇼로 해양레저산업의
각종 기자재 및 장비들이 전시되었다. 종합해사는 이 두 전시회를 통해 9kW 오난발전기, QSM11
해상용발전기를 전시했다. 탁월한 정숙성을 특징으로 하는 커민스 오난 해상용발전기는 국내에
수입되는 각종 보트에 탑재되어 부품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직접 보트를 제작하고 있는 고객 역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직렬 6기통, 배기량 10.8리터에
터보차저가 장착된 QSM11 커민스 해상용엔진은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샘플 제품을 전시,
기관별 제품 특장점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도왔다. 추가로 종합해사는 오는 6월 17~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참가해, 참관 고객들에게 제품 및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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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천안서부역

상반기 임직원 커뮤니티 활동 실시

무료급식소에 압력밥솥 기증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이하 커민스판매)는
4월 23일 천안서부역 무료급식소에 압력밥솥을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노규환 특수임무유공자회 천안지회장을
비롯해 커민스판매 사회공험팀 리더 권현경 차장, 남광우
이사,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장, 천안불교연합회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노규환 특수임무유공자회
천안지회장은 “이날 전달된 압력밥솥은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무료급식 지원에

2016년 상반기에도 커민스 임직원들은 회사 밖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사 내 업무를 통해서는

활용된다.” 또한 “지난 8년간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공유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 재능을 알아가며 동료애를 다지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참의미와

기회를 마련했다. 4월 14일 문화행사로 연극 ‘서툰사람들’을 함께 관람했다. 이 문화행사는 분기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

1회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회사 밖에서 소소한 취미와

며 감사함을 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역봉사단체와

일상을 나누며 팀워크를 다지는 행사다. 4월 29일에는 북한강 자전거 여행을 함께했다.

연계해 8년째 무료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커민스판매는

아침 9시 팔당역에 집결해서 스트레칭 및 안전교육으로 시작된 이번 자전거 여행은 북한강 자전거

매분기 본사가 위치한 천안 성거지역 하천 청소를

길을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자전거 여행 중간에 휴식을 겸해 수행해야 하는 재치 있는 미션 및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과 함께

단체게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운길산에서 시원한 막국수를 먹고 시원한 북한강

주변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바람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직원들은 체력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5월 20일에는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천안 삼거리에서 직원 봄 피크닉을 진행했다. 서로 손을 묶고 한 그룹이 되어 천안삼거리 곳곳에
숨겨진 깃발을 찾고, 주어진 게임을 하면서 임직원들은 몸을 부딪치며 함께 웃었다. 글램핑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편하게 마주한 직원들은 서로 음식을 권하고 나누며 업무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혜성보육원 꽃 심기 봉사활동
지난 4월 8일 커민스코리아 임직원들은 인천에
있는 혜성보육원에서 나무와 꽃 심기를 진행했다.
커민스코리아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꽃 심기 행사를 매년 봄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 때에는 지난해 심어 놓았던 나무와 꽃들이
이미 성장해서 파란 싹을 틔우고 꽃이 피기도 했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해간 새로운 꽃을 보며 환한 미소를
머금었다. 커민스코리아는 꽃 심기 이외에도 겨울에는
김장, 가을에는 아동들과 소풍을 가고 있다. 한편 5월 28
일에는 서울 쌍문동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벽지 바르기
봉사활동도 진행하였다.

팀워크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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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우 이사, 2015 천안 유공시민상 수상
지난 2015년 12월 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 수상식’에서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남광우 이사가 천흥천 하천 환경 가꾸기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시민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천안시 사회정의와 환경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수원공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지사상 수상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에서 수원공장 우현수 차장이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평소 수원공장의 위험물관리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담당소방관이 직접 추천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도지사상 수상으로 커민스필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향후 소방 점검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근속자 명단
커민스는 매년 초, 장기근속자들에게 커민스서비스핀과 팔지를 전달하고, 회사의 성장에 공헌한데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래는 2016년 장기근속자 명단이다.
5년 - 엔진사업부 : 김영일 부장, 연상희 차장, 한승민 차장, 신상규 차장, 김희민 대리
디스트리뷰션사업부 : 권현경 차장, 권순욱 과장, 이종인 과장, 김소리 대리, 정현경 차장, 백근숙 과장
컴포넌트사업부 : 제종철 상무, 정욱재 차장, 이슬 대리
10년 - 엔진사업부 : 최진우 부장
15년 - 엔진사업부 : 임미선 부장
디스트리뷰션사업부 : 이상진 부장, 최호면 부장, 인영근 부장
25년 - 엔진사업부 : 윤석윤 사장
30년 - 디스트리뷰션사업부 : 백기영 이사, 신동기 이사, 최기영 부장

2016 하반기 교육일정
코스
16MR-3

교육 과정명
ISB6.7엔진 CM2350B103
ISL9엔진 CM2350L111 교육 (Euro6)

16FDE-2

FDE(디젤 엔진 기초) 교육

16WTY-1

Warranty Claim (보증 청구 교육) 교육

16BETT-2
16MR-4
16MR-5

BETT(기본전기이론 및 트러블슈팅)
& Insite(인사이트툴) 교육
ISF2.8엔진 CM2220F101
교육 (Euro5)
QSF3.8엔진 CM2350 F107 교육 (T4F)

일정

기간 정원

6.15~17

3

12

9.7~8

2

12

9.22~23

2

12

10.5~6

2

12

10.18~20

3

12

11.9~11

3

12

선수과목

교육대상

BETT &

OEM,

INSITE

대리점

-

일반 OEM,
대리점

-

대리점

FDE

OEM,

Training

대리점

BETT &

OEM,

INSITE

대리점

BETT&

OEM,

INSITE

대리점

※ BETT & INSITE 과정을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 정규 전자식 엔진 교육 과정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식 엔진 교육 과정 수강 자격자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OEM, 서비스대리점(Full Service Dealer, Repair Dealer, Maintenance Dealer), 커민스 직원
※ 해당 교육 신청 마감일 기준, 최소 인원 6인 미만은 등록된 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기회로 연기됩니다.
※ 교육신청 : (041)620-9277, Fax (041)621-9123, E-mail : collin.kim@cummins.com, 담당자 : 김청산 대리

과정(장소)
인증(천안)
천안
인증(천안)
인증(천안)
인증(천안)
인증(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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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고출력 QSK95시리즈발전기세트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운영 비용은 줄이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출시한 커민스 QSK95시리즈발전기세트라면 가능합니다. 3,500kW(3,750kVA) 출력 등급까지 제공하는 커민스
QSK95시리즈발전기세트는 고출력 프라임파워를 원하는 고객에게 8,000시간을 가동했을 때 연간 4억원을 절약하는
최고의 연료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길어진 유지보수 기간, 업계를 선도하는 오버홀 기간으로 고객의 비용을
줄여줍니다. 커민스의 전설적인 제품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발전기영업팀 031-785-3286
또는 041-620-9205를 통해 확인하세요.

커민스지정대리점
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영등포 (주)명성중기 02-2679-0685·대창부품 02-2635-5446/7·성신사 02-2676-4882·승진상사 02-2675-1511
화성 화창엔지니어링 031-366-4577/8 인천 화창종합디젤 032-882-3352 태안 태안커민스 041-673-9213·한양기계상사(주) 041-674-5436
제천 선경산업(주) 043-644-7733~5 일산 (주)현대루브텍 031-938-4435 천안 주안종합상사 041-565-9461
청원 청원모터스 043-262-5410
강원지역｜강릉 진형상사 033-652-5144 후포 삼화디젤 054-788-2186 속초 진일기계 033-633-2979
영남지역｜부산 경부중기 051-802-7084·(주)선진종합 051-414-7300 통영 경일디젤 055-645-4328·커민스삼호 055-644-3333
포항 대양상사 054-242-0053·태화산업 054-285-3464 사천 삼화기계공업(주) 055-833-2141 창원 커민스마산 055-346-1095 울산 세강 052-716-1155
호남·제주지역｜광주 커민스광주 062-674-0453 군산 (유)금호디젤상사 063-442-4353/4 여수 (유)동일 061-643-0495·해양디젤시스템 061-643-0700·동신엔지니어링
061-641-3550~2 목포 (주)한진상사 061-244-8009·신화엔진 061-243-5774 광양 커민스이엔지(주) 061-795-7570 제주 커민스제주 064-758-0061
커민스판교지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엠텍IT타워 1층 104호 전화 031-785-3201 팩스 031-785-3299
(주)커민스코리아｜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5층 3호·전화 02-3452-4313·팩스 02-3452-4113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28-1·전화 041-620-9201·팩스 041-621-9121
커민스필터주식회사｜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300-22·전화 031-369-5900·팩스 02-3452-41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9 휴먼스카이밸리 9층·전화 031-299-8500·팩스 031-369-5999
커민스고객지원센터 | 080-555-0080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