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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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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
신기술 선보인
커민스

지난 3월 7~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기계 전시회인 ‘2017
콘엑스포(ConExpo)’가 개최되었다.
콘엑스포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전시회로
올해에는 2,500개 이상의 전시 업체와
140,000명의 방문자가 전시회를 찾았다.
커민스는 이번 전시회에 티어 4 파이널
및 스테이지 5(StageⅤ) 엔진, 건설 및
특수 장비 미래 구동장치 컨셉, 엔진 데이터
분석 모바일 서비스 등을 발표하며 전 세계
건설기계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콘엑스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리. 정현경 부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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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2017 콘엑스포에 전시된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티어 4 파이널 엔진 인기

QSF2.8엔진은 49hp에서 74hp(37-55kW)의
소형 장비용으로 제작되었다. QSF3.8 파워

커민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 엔진 공급사

장치는 냉각 시스템, 후처리 및 요소수 탱크 등을

중 가장 많은 600개 이상의 장비 모델에 티어 4

포함하여 사전 설계된 장치로서 100hp에서

파이널 엔진을 장착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번

130hp(75-97kW)의 출력을 제공한다. 동급

콘엑스포 전시에 커민스는 티어 4 파이널 엔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QSB6.7엔진은

49hp부터 675hp(37-503kW)까지 다양한

146hp에서 310hp(109-231 kW)의 출력을

용량의 옵션을 출품했다.

제공하며, 대용량 QSX15엔진은 450hp에서

전시에 참가한 커민스 오프하이웨이(Off-

665hp(336-496 kW)의 출력을 제공한다.

highway) 사업부 휴 포든(Hugh Foden)

포든 본부장은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은

본부장은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은 3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엔진보다 더

전 콘엑스포에 처음 선보인 후, 640개 고객

많은 장비에 설치되었다. 많은 OEM 고객들이

장비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며 “이는

광범위한 제품군에 대해 설계를 유연하게

커민스 엔지니어링팀의 중요한 성과이며 또한 이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장비에

분야에서 본사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적용을 고려하고 있고, 2017년 중 더 많은

우리는 북미와 유럽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고객들이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을 계속

세계에 걸쳐 제품과 사용 지원 업무에 많은 투자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했다”고 밝혔다.
포든 본부장은 이어 “고객 의견에 따르면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의 연비는 티어 3에 비해 평균
5~8% 개선되었고 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매끄러운 성능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6만대 이상을 공급한 커민스는
업계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QSF2 엔진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QSX15 엔진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 사용 고객은
기존 티어 3에 비해
연비가 평균 5~8%
개선되었고
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매끄러운 성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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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건설 및 특수 장비 미래 구동장치 컨셉

건설 및 특수 장비

개선한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성능이

배달용 밴에서 시험 중이며, 드릴 지하 탄광

미래 구동장치 제시

뛰어난 파워트레인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트럭과 터미널 트랙터 등의 건설용, 상용 장비들을

있음을 숙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200 kW의 첨두

커민스는 2017 콘엑스포에서 건설 및 특수

커민스는 고객의 장비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추진력/리젠의 DC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장비를 위한 미래 구동장치 컨셉을 발표해

제공하기 위해 대체 연료, 병렬식 하이브리드,

4시간의 배터리 충전 시간을 지원하는 62kWh의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발표자로 나선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s)/플러그인

NMC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다. 이

오프하이웨이(Off-highway) 엔지니어링 부문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식 등 다양한 개념을

시험 모델은 운영 경험을 제공하며 필요 부하에

상무이사인 셀리 크너스트(Shelley Knust)는

연구하고 있으며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따라 확장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커민스의 100년 역사는 디젤 기술 분야의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전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선도적 역할로 정의된다. 최신 StageV 엔진에서

우선, 병렬식 하이브리드(Parallel Hybrids)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작업환경에 맞추어 커민스의

봤듯이 제품들은 계속 발전하고, 경량화되며,

대형 지게차 트럭의 효율을 개선한다. 100kW

저공해 발전기 제품들을 함께 적용, 고객은 턴키

보다 강력해지고 효율화될 것이다. 앞으로의

디젤과 10~25kW 모터 발전기를 사용하는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1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디젤을 보완할

8~16톤 지게차는 최대 28%의 연비 개선을

크너스트는 “이러한 다양한 미래 건설 및

대체 동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커민스는 이를

보여준다. 이는 일련의 옵션을 통해 달성되는데,

특수장비 구동장치의 잠재력을 펼치는데

에너지 다변화라 부르는데, 클린 디젤, 재생가능

옵션으로는 정지-가동, 연료 사용, 엔진

IT결합 및 데이터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에너지, 천연가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

구동시간과 배출가스량 감소, 전력 손해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비 관리 및 운영비용을

등 고객을 위한 일련의 파워트레인 솔루션의

줄여주는 전력 팬 등의 구동 액세서리, 구동장치와

최적화하기 위해 장비의 원격조정 및 데이터

제공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통합

유압 장치로부터의 에너지 회수 등이 있다.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 비용을 절감할

기술을 통해 우리는 동력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는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장비에 가장 적합한

수송용으로 디젤을 사용하고, 크레인 구동을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이동형 크레인 등에

말했다.

적합하다. 이 방식은 도심 건설 현장에서 배출가스

그는 이어서 “커민스는 장비 제조사들이 특히

감소와 조용한 작업을 가능케 해준다. 연료

도심 인근지역에서 연료 소비량, 배출가스(CO2

소비량은 전체 듀티 사이클에서 최대 50%까지

포함) 및 소음을 줄이면서도 성능과 과도 응답을

감소한다. 완전 전기(Full electric) 방식은 현재

8

원격 모니터링 모바일 앱

툴을 이용하여 장비 운영자는 가까운 공인

커민스는 향후 이 서비스에 고객들에게 우선

커민스 가이던스(Guidanz)TM 출시

서비스센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커민스

권고사항을 제공할 텔레매틱스 기반의 솔루션을

고객관리센터에 직접 연결하여 서비스 진행

추가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수리가

커민스는 이번 콘엑스포에서 건설용 장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에 따라 즉시 수행해야 할 수리와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실시간 지원을 위해

고객지원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커민스는

일정을 계획해서 향후 수행할 수 있는 수리를

새로운 엔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바일 앱

공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가이던스 앱 내에서 ‘바로

구분한다. 이는 엔진 시스템의 장애 경보를 즉시

커민스 가이던스(Guidanz) 를 출시했다.

서비스 진단’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조치 가능한 정보를 신속히

모바일 앱 커민스 가이던스 서비스는 현장 장치

‘바로 서비스 진단’ 기능은 현재 장애 코드에

제공하는 무선 원격 모니터링 제품인 커민스

관리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단 몇 분만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수리 부품 목록을 제공하고,

커넥티드 진단(Connected Diagnostics™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비의 고장 시간을 크게

서비스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예측해 이전에 수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

줄이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간이 소요됐던 서비스 준비 절차를 단시간으로

이러한 모든 제품은 커민스 고객센터의 지원을

와이파이 또는 무선 연결을 통해 구동되는

줄여준다.

받는다. 북미지역의 경우 1-800-CUMMINS™

무료 모바일 앱 커민스 가이던스(Guidanz)™는

커민스 커넥티드 솔루션(Connected

™

TM

또는 이메일을 통해 커민스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새로운 블루투스 지원 인라인 소형 차량용

Solutions ) 부문 로리 콥(Lori Cobb) 부사장은

전문가팀이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처리한다.

데이터 링크 어댑터 또는 블루투스 모드를

“바로 서비스 진단 기능을 가진 가이던스

커민스 고객관리팀은 실시간 원격 진단 기능과

사용하는 인라인7과 페어링 된 경우 티어 3 및

모바일 앱의 시험 운영 기간 동안 커민스 서비스

같은 최신 지원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위한

이후 엔진에서 고객이 엔진 고장 코드를 신속히

사업자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과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읽을 수 있다.

장애처리 시간 개선을 경험했다.”며 “일부 수리와

컴퓨터 또는 무선 장치를 통한 대화식 비디오

무엇보다 서비스 기술자들이 장애 코드 분석을

유지보수 작업은 직접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지원을 이용해 보다 신속하게 솔루션을 파악할 수

위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중요 정보를

경우가 있다. 이번 출시한 앱은 서비스 담당자가

있다.

원격지에 있는 장비 운영 관리자들에게 제공할

올바른 툴과 부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파견될 수

커민스 가이던스 앱은 스마트폰과 테블릿 사용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앱에서 직접 이메일을

있도록 하여 현장 방문 횟수를 줄여주고 전체

위해 애플 앱 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통해서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위치

절차를 간소화 시켜 준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커민스 가이던스 앱 서비스

고객 지원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커민스는 ‘가이던스 앱’을 출시
실시간 바로 서비스 진단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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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콘엑스포 전시 부스 모습

커민스-현대건설기계

17%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가운데, 158마력급

콘엑스포서 상생의 발전관계 도모

소형 휠로더가 미국의 건설장비 전문 매체인
이큅먼트왓치(Equipment Watch)로부터 최우수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콘엑스포에 약 2천90㎡(약

건설장비상(Highest Retained Value Award)을

630평) 규모의 전시장을 구성하고 굴삭기와

받는 등 북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휠로더, 도로장비, 지게차 등 최신 건설장비

있다.

22종을 선보였다. 특히 주력 제품인 22톤급

커민스코리아 엔진사업부 도대석 이사는

중형 굴삭기(HX220L)와 225마력급 대형

“이번 콘엑스포에서 현대건설기계와 미팅을

휠로더(HL960)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체험

통해 StageV를 포함, 향후 엔진개발 및

부스’를 운영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기술(텔레매틱스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이 두 제품에는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껏 그래왔듯

QSB6.7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 엔진은

앞으로도 커민스와 현대건설기계는 지속적인

146~310마력의 다양한 출력을 자랑하며 강한

상생의 발전관계로 미래 기술을 이끄는 엔진과

내구성과 우수한 연비에서 이미 명성을 얻고 있다.

장비개발로 세계 건설기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북미 건설장비 시장에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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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콤비네이션 실현,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제시

지난 6월 27일, 29일 커민스

찾아가는 커민스의 기술 프레젠테이션

컴포넌트사업부 테크 페어가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컴포넌트사업부 테크 페어는 커민스 컴포넌트

인천시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글로벌

사업부 제품군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고객에

R&D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프레젠테이션으로

테크 페어는 260여 명이 넘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테크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컴포넌트

페어는 ‘앞선 기술(Advanced Technologies)’

제품 전시 및 기술 프레젠테이션

‘저비용 솔루션(Low Cost Solution)’을 주제로

세션을 방문했다. 이는 2년 전보다

개최되었다. 세계 부품 시장을 리드하는 커민스의

40%이상 증가한 숫자다. 주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필터, 후처리장치, 터보차저,

내용을 소개한다.

연료시스템 등의 제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정리. 편집실 사진. 김민정

저가형 제품을 소개, 전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최근 현대, 두산 등 중요 고객사들이 소형
엔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품 역시 이에
대응하는 가볍고 작은 소형 제품을 선보였다.
커민스 컴포넌트사업부 박종진 대표이사는 “올해
테크 페어는 최근 시장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저가형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게 되었다.”며
“커민스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초기
비용이 비록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객 마케팅을 하고, 저가형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맞춰 제품 공급과 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전 10시 첫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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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어 전시장의 문이 열리자 현대 엔진 관련
고객들이 속속 입장하며 필터, 후처리장치,
터보차저, 연료시스템 세션으로 구성된
전시회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커민스 직원들은
고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응대하며 신기술과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친절히 안내했다.
한쪽 세미나실에서는 커민스 후처리장치,
터보테크놀러지, 필터에 대한 현재와 미래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상용디젤엔진설계팀 김종균 연구원은 “신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커민스의
후처리시스템이 궁금했는데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좋았다며, 무엇보다 필요한 정보를

2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업무 공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테크 페어에 참석한 송봉기
연구원은 “커민스 엔진과 부품은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다. 특히 타사의 필터들과
비교하면 품질과 성능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말하며 기술 면에서도 지원이 잘 되어 설계자
입장에서 업무 진행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StageⅤ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개발에 커민스 터보차저를 적용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테크 페어가 중요한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소감을 밝혔다.

3

이번 테크 페어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페로즈
초우더리(Feroze Chowdary) 아시아태평양
필터사업부 사장은 성공적으로 기술 전시회를
개최한 한국 직원들과 세명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를 격려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전시회를 열어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테크
페어에는 현대와 두산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커민스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테크 페어를 지속 확대 개최해
맞춤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계 시장을

1. 두산인프라코어 테크 페어 참석자들
2-3. 현대자동차 테크 페어를 찾은 고객 모습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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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후처리장치, 터보차저

이번 테크 페어의 매력은 필터,
후처리장치, 터보차저, 연료시스템 전반의
제품 이해와 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고객들도 이점에 가장
만족해하는 반응이다.

통합 기술 서비스 선보여
이번 테크 페어의 매력은 커민스의 부품을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직접 보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각의 부품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필터, 후처리장치,
터보차저, 연료시스템 전반의 제품 이해와 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고객들도 이점에 가장 만족해하는 반응이다. 어떤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는지 세션별로 살펴본다.

+

+

기술력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하고

모듈화 된 커민스 필터

선택 및 맞춤형 솔루션,

유연한 터보차저 제품 및 솔루션을 볼보,

커민스 필터 제품군은 에어필터, 연료필터,

커민스 후처리장치

스카이나, 이베코, 디트로이트디젤, 얀마, 고마츠,

윤활필터, 유압, 크랭크케이스 벤틸레이션,

커민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차용 후처리장치

르노 등 50여 개의 글로벌 엔진 및 장비 메이커에

냉각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테크

공급사로 10년 이상 상용차 시장에 후처리장치

공급하고 있다. 이번 테크 페어에서는 강화되는

페어에는 모듈화된 제품과 나노미디어가 적용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번 테크 페어에는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선행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필터가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징(dosing) 시스템과 싱글모듈 제품을

가변터보차저, 전자식 테크놀리지가 적용된

필터사업부 김성태 차장은 “모듈화된 제품은

주력 제품으로 선보였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제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효율과 성능은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매우

업계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커민스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2~120L급 엔진용 광범위한

심플하고 콤팩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의 제품 특성

터보차저 제품군과 더 강력해진 성능과 비용

사용 만족도가 높은 필터”라고 말하며 이러한

및 2021년 배출가스 규제까지 맞출 수

절감을 위한 커민스의 기술을 소개하고, 연비 절감

점을 고객들에게 중점적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있도록 개발완료 되었거나 혹은 현재 개발

노력과 배출가스 규제 만족 등 향후 개발 기술의

전시와 함께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중인 후처리장치의 기술컨셉이 공유되었다.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필터관련 기술개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향상된

현대자동차 상용시험개발팀 유진성 책임은 “최근

필터 미디어와 수분 제거를 위한 필터 디자인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 후처리장치에 대한 관심이

구조에 초점을 두고 열려 참석자들과 다양한

점점 높아지면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말하면서 제품 신뢰도가 높은 커민스 후처리

두산인프라코어 조창훈 연구원은 “세 번의 테크

시스템을 직접 보고 설명 듣기 위해 전시회장을

페어를 모두 참석했다. 필터와 연료시스템을

찾았다.”고 말했다. 커민스 후처리장치는

담당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필터의 경우 캔,

스텐다드 제품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 및

플라스틱 재질의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컨트롤부터 센서, 도저, 촉매, PGM, 패키징까지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등 광범위한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

커민스 필터사업부는 강력해지는 배출가스 인증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준, 향상되는 연비, 고압연료시스템, 바이오
연료 사용 등 향후 달라지는 주요 산업환경 변화에

+

대응한 제품들을 이미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 중에

선행기술 적용,

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커민스 필터의 기술

신뢰의 터보차저

발전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커민스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통해 축적된

커민스에미션솔루션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어빈 캔달(Orvin
D Kendall) 리더가 기술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Cummins Inside

최고의 기술로
고객 만족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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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 4 파이널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커민스 QSG12엔진이
장착된 현대건설기계 휠로더 HL975가 지난해 출시되었다. 현재
충북 괴산에 위치한 ‘(주)명석’의 골재 채취 현장에서 운용 중이다.
커민스 QSG12 엔진과 현대 신형 휠로더 HL975의 특장점에 대해

커민스 엔진 QSG12
장착된 현대건설기계
HL975 휠로더
& 인펀트 케어
프로그램 실시

소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5일 진행된 인펀트 케어 프로그램 현장
모습도 공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김태화

15

tip.
경쟁사 동급 모델 대비
현대 HL975의 차별화된 경쟁력 포인트!
① 연료 소비 29% 절약
② 생산성 32% 우위
③ 요소수 소모 54% 절약
④ 3세대 전자유압시스템으로 가벼운 조작 및 정밀제어
⑤ 신소재 소결 합금 브레이크로 튼튼한 액슬
⑥ 골재 작업에 적합한 대용량 버켓, 작업 효율 25% 향상
⑦ 엔진후드 완전 개방으로 정비성 극대화

QSG12 엔진

커민스 QSG12엔진,
현대건설기계
휠로더 HL975
설계 최적화로 힘과 연비 높인

QSG12엔진 무게는 862kg으로 최저 수준의

대용량 버켓을 적용하여 기존 HL970 대비

커민스 QSG12엔진

출력 대비 무게, 1파운드당 0.27hp의 출력을

작업효율을 25% 증대시켰다. 특히 연료

낸다. 물론, 커민스의 대형급 엔진이라면

소모는 HL970(311마력) 대비 시간당 약 4.7%

미국 EPA 티어 3과 유럽 스테이지IIIA

당연히 기대되는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절감하였으며, 연료 1리터당 생산성은 약 6%

규제를 만족하는 이전 QSM11엔진 모델과

갖추었다. 설계 최적화를 통해 연비 또한

향상시켰다.

동일한 크기로 개발된 QSG12엔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에코 게이지와 순간 연비 표시 기능을

대형급 출력을 요구하는 티어 4 및

335~512hp(250~382kW)급으로 폭넓게

통해 운전자가 모니터를 통해 경제 운전

스테이지IV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켜야

적용되는 QSG12엔진은 휠로더, 굴삭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ECO 가속

하는 장비에 안성맞춤이다. 커민스

크레인과 대형 지게차, 도로건설장비, 압축기,

페달 등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QSG12엔진은 고효율의 에어핸들링과

파쇄기 등에 적합한 이상적인 엔진이다.

방지토록 했다. 붐, 버켓 작동 끝단부에서

첨단 연소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

튼튼한 웨이스트-게이트(Waste-Gated)

골재 현장에 적합한 내구성 확보,

엔드 스톱(Soft End Stop) 기능도 적용해 작업

터보차저 방식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냉각

현대 휠로더 HL975

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배기가스재순환(EGR) 장치 없이 배출가스

터치스크린 방식의 고해상도 모니터는

규제를 만족시켜 냉각 EGR 사용 엔진 대비 열

현대건설기계에서 지난해 10월 첫 출시한

다양한 장비 가동 정보와 조작기능을 통합

방출을 40% 이상 감소시켰다.

신형 휠로더 HL975는 무엇보다 골재 채취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작업 레버

QSG12엔진 디자인에서는 엔진 무게 감량에

현장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장비로 업계의

일체형 에어 서스펜션 시트, 중앙집중식

주안점을 두었다. 전체 블록은 높은 강도를

이목을 집중 받았다. 특히 HL975는 고마력

스위치 배열 등 인체공학적 공간을 제공해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무게를 줄였고,

엔진과 전·후축에 대용량 고강도 액슬을

운전자의 편의성 또한 높였다.

오일팬과 밸브커버에 복합재료를 적용해

적용하여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현대건설기계 개발부 이태영 부장은 “경쟁사

무게를 더욱 줄였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또, 표준 4.8㎥ 및 골재 전용 5.2㎥(옵션)

동급 모델 대비 연비, 요소수 소모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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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현대건설기계
인펀트 케어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실현한 장비로

하나의 팀으로 고객 서비스 실시,

있어요. 힘도 좋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작업할

운전자 편의성은 물론 정비성도 극대화했기

HL975 점검

수 있어서 운전기사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6개월가량 현장에서 300시간 정도 가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충북 괴산군

했는데, 사용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새롭게 출시된 HL975는 기존 판매했던

소수면에 위치한 ‘(주)명석’을 커민스와

조만간 현장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HL970과 HL980급 장비의 중간 모델로

현대건설기계가 함께 찾았다. 올해 1월,

운용하게 될 겁니다.”라고 말한다.

25톤 덤프트럭 대형화에 따른 맞춤 장비로

구입해 운용 중인 휠로더 HL975 장비에

“엄격하고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치고 나온

개발되어 특히, 골재 작업 현장에서

대한 인펀트 케어(Infant Care) 프로그램을

장비인 만큼 특별한 결함은 없을 것으로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지속 기대된다.

진행하기 위한 것. 지난해 10월 첫 출시되어

예상했습니다. 힘과 연비는 말할 것 없고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용 중인

운전자의 편의성도 자사의 장비들에

HL975에 대한 점검이니만큼 오늘 인펀트

비해 극대화하고 무엇보다 버켓 용량이

케어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다각도로

경쟁사 동급모델보다 커 작업속도도 빨라

이루어졌다.

실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았을 겁니다.”

인펀트 케어팀이 방문한 ‘(주)명석’의 현장은

현대건설기계 한국영업부 Hi-Tech 황정헌

3년 가까이 골재를 채취하던 곳으로 최근

센터장은 HL975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을

현장 이전을 위해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다.

보였다.

현장관리 김영민 소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HL975 개발단계부터 함께했는데요, 출시 전

장비에 잦은 문제가 발생해 신형 장비를 새로

필드테스트 결과도 매우 높은 만족을 보였던

구입한 거에요. 기존에 없던 완전 신 모델이라

장비였습니다. 강력해진 힘과 연비 절감

걱정도 있었지만 현대와 커민스에 대한

등에서 고객 호평이 많았죠.”라는 커민스

신뢰가 높은 만큼 믿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엔진사업부 정지원 차장은, 커민스 엔진 또한

커민스 QSG12엔진이
장착된 현대 휠로더 HL975.
골재 채취 현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고객 만족을 이끌고 있다.

꼼꼼하게 장비 전체를 점검하는 커민스와 현대건설기계 인펀트 케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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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 4 파이널을 만족하는 신형 엔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현대건설기계 담당자들과
장비개발과 출시 과정에 심도 깊은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양사의 노력이 장비의
성능과 품질, 경제성으로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었다.

후처리장치를 살피고 있는 커민스 인펀트 케어팀

고객만족,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것 같아요. 특별한 엔진 문제도 없었고요.

지속적인 협업

아직 충분한 시간 가동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운용을 한다며 앞으로 장비

“커민스의 기술지원은 언제나 완벽하잖아요.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향후 6개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게 바로

정도는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현장 장비인데, 다행히 출시 이후 문제가

시행할 계획인데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없었어요. 그럼에도 업데이트 되는 정보들을

현대 주재원님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현장에서 서비스

고객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관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인펀트 케어 프로그램 업무를 맡은 커민스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기계 한국영업부 Hi-

엔진사업부 박희성 차장은, 지금껏 그래왔던

Tech 2팀 정길영 주재원이 엄치를 척 세운다.

것처럼 양사 신뢰와 협업으로 고객 만족을

오늘 인펀트 케어는 엔진 가동 중의 이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유무, 엔진 상태, 업데이트 프로그램 설명,

이러한 고객 만족이 커민스와 현대건설기계

후처리장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제품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진행되었다. 현대건설기계 정길영 주재원을

것이라.

비롯한 고객지원팀, 커민스 인펀트 케어팀은
하나하나 체크하며 꼼꼼히 기록을 해나갔다.
“오늘 점검은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되었는데요, 장비를 아주 잘 사용하신

Cummins Inside

경제적인
프리미엄
엔진오일,

New Produc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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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새 디젤엔진 오일, 프리미엄 블루TM 8100과 7800이 출시되었다. 커민스 엔진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엔진으로 독창적 기술력이 집약되어 개발되었다. 실차 테스트를 통해
ISXe5엔진에 대해 연장된 오일교환주기를 보장할 정도로 우수한 경제성을 자랑한다.
두 제품을 소개한다.
글. 정현정 부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마케팅팀)

프리미엄 블루TM 8100

프리미엄 블루TM 7800

커민스
프리미엄 블루TM
출시

프리미엄 블루TM 7800 &
프리미엄 블루TM 8100

커민스는 차량 및
장비의 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향상된 성분의
엔진오일을 제공하고 있다.

프리미엄 블루™ 7800은 커민스에서

프리미엄 블루™ 8100은 엔진 보호 성능을

추천하고 보증하는 세계 유일의 순정오일로

바탕으로 CES 20081인증을 획득했다.

뛰어난 엔진 보호 성능을 바탕으로 CES20078

고급기유와 저회분(Low SAPS) 타입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프리미엄 블루™

첨가제를 사용하여 최신 환경규제인 티어

7800은 고급기유로 만든 엔진오일로 모든

4 파이널, 유로6을 만족하고, DPF, EGR

대형 엔진오일, 터보차저 장착 및 미장착

등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엔진에 사용

엔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주행 차량에

가능하다. 프리미엄블루™ 8100은 벤츠,

모두 적합하다. 프리미엄 블루™ 7800는

볼보, 만, 이베코, 스카이나 등 수입 대형트럭

EGR을 포함한 배출가스 정화 후처리장치가

및 국내 대형트럭, 버스, 건설 중장비 등에

장착된 엔진에 특히 적합하고, 엔진의 수명을

추천한다.

연장시켜 주는 엔진오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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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엔진 오일은 엔진 수명 연장과
장비 사용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연장된 오일 교환주기 실현

무엇보다 커민스 고성능 프리미엄

성능 등급

프리미엄 블루TM 7800

프리미엄 블루TM 8100

·OEM approvals

·OEM Approvals

Cummins CES 20078

엔진오일은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Performance level

Cummins CES 20081
·Performance levels

결과적으로 차량이나 장비의 총 소유 비용을

ACEA E7-12, API CI-4/SL, MB 228.3,

ACEA E9-08, API CJ-4, MB 228.31,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2014년 11월부터

Volvo VDS-3, Mack EO-N,

Volvo VDS-4, MAN 3575, MTU Type 2.1,

Renault RLD-2, Caterpillar ECF-2

Caterpillar ECF-3, Deutz DQC III-10LA,

1년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프리미엄 블루TM
7800 & 프리미엄 블루TM 8100에 대한 실차

Detroit Diesel 93K218
적용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타타대우, 두산,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현대건설기계 장비 및 볼보, 만, 이베코,

6,0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ISX 유로5

스카니아 등 수입 고가장비에 추천
·터보차저, EGR이 장착된 대형 차량 및

엔진을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과

국내 지게차, 굴삭기, 로더, 포크레인,

운행조건으로 총 운행거리 7백만 킬로미터가

건설 중장비 등 가혹한 조건하에서 운행되는

넘는 광범위한 실차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다.

디젤 전 차량과 기종에 추천
·주기 및 보기용으로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CES 20081 15W40 등급을 만족하는 여타

관공선, 보트, 선박, 어선에 추천

엔진오일과 커민스 프리미엄블루 8100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발전기에 추천

비교해서 테스트해 본 결과, 엔진오일

포장 단위

4L, 20L, 200L

프리미엄 블루TM 오일 실차 테스트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

오일이 적합하게 승인된 제품임을 신뢰하고

기존 오일 대비 오일연장주기가 100시간 연장되는 결과를 얻었다.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엔진 오일이 커민스의 신규
승인 정책에 따라 승인된 제품인지 여부는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부품영업팀이나
서비스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프리미엄 블루 오일 문의
부품영업팀 041-620-9211/6

스카니아 등 수입 고가장비에 추천
·터보차저, EGR이 장착된 대형 차량 및
국내 지게차, 굴삭기, 로더, 포크레인,
건설 중장비 등 가혹한 조건하에서 운행되는
디젤 전 차량과 기종에 추천
·커민스 ISF, ISB, ISL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타타대우 덤프, 카고, 트렉터, 대우버스는
반드시 사용해야 무상보증 가능

무상보증 가능

맞춰 고객이 자신의 엔진에 사용되는

정책 및 오일 등록 절차를 변경했다.

현대건설기계 건설장비 및 볼보, 만, 이베코,

카고, 트렉터, 대우버스는 반드시 사용해야

연장되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엔진 오일 승인

·커민스 엔진이 장착된 타타대우, 두산,

·커민스 ISM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타타대우 덤프,

교환주기가 10,000km 또는 100시간
한편, 커민스는 이번 프리미엄 엔진 출시에

·DOC, DPF, SCR 등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4L, 20L

Cummins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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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0년 신뢰의
발전 관계

국내 최대 케미칼 공장, 여수공장

한국 최대의 화학물품 제조사인 LG화학과
커민스는 상생의 발전을 꾀하며 오랜 기간

커민스 - LG화학
여수공장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50기가 넘는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국내 8개
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러한
여수공장의 비상발전을 커민스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조 공정의
비상발전 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커민스 발전기 50여 기가

LG화학은 1947년에 화장품을 생산하는 럭키

설치되어 있는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았다.

화학공업사로 창업한 이래 1995년 LG화학이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온 커민스와

되었다. LG화학 여수공장의 제조 영역은

LG화학은 보다 나은 발전기 운영방안을

화학제품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1999년 한국

모색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도 생산하고

글. 사진. 머리클리포드(Murray Clifford)
아시아태평양 마케팅커뮤니케이션 PR담당

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은 IT 및 전자제품 등의
재료 제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LG화학의 매출은 178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고, 직원 수는 2만7천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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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3

2 LG화학 여수공장을 찾은
커민스 구성원들과 여수공장 계전 1팀
3 발전기 설치 모습

40여 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커민스와 LG화학 여수공장.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와 기술지원으로
상생의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동일한 기업문화, 윤리와 정직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서형석 부장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커민스 비상발전기는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50리터 V16 모델인 KTA50엔진이 장착되어

여수공장에 커민스 발전기가 최초로

“우리는 커민스 제품을 써온 지 오래되었지만

있다. 이 기종은 전 세계의 가장 가혹한 운전

설치된 때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번도 고장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환경에서 그 내구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이후 오늘날 커민스가 LG화학에 발전기

100% 완벽한 제품입니다. 커민스와 유지

발전기다.

브랜드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보수 계약 또한 맺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2012년부터 LG화학은 KTA50 엔진 구동

두 회사의 튼튼한 신뢰관계가 발전되어온

그랬던 것처럼 유지보수 계획은 체계적으로

발전기 대체 기종으로 배출가스 공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G화학의 기업문화의

세워 앞으로도 발전기를 효울적으로 운영할

QSK50엔진을 지정해 왔다. QSK50 엔진은

핵심은 ‘윤리’와 ‘정직’이다. 이와 동일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계전 1팀

혁신적으로 개량된 50리터급 커민스 엔진의

가치관을 커민스에서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정인현, 고원석 전문과장은 말한다.

최신 기종으로 저 배출가스로 유명하며,

“유사한 문화 덕분에 양사 간 신뢰관계가
튼튼하게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소음과 진동도 상당히 감소된 엔진이다.
강력한 내구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발전기

있었습니다.”라고 문정식 여수공장 계전
1팀장은 강조한다.

전 세계에서도 한국이 도로 및 비도로에서의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국이지만

LG화학은 엄격한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발전기 엔진의 경우는 예외였다. 하지만

매주 한 차례 발전기를 시험가동하고 있다.

LG화학은 티어2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100% 완벽한제품.

매월 1회 커민스에서 나와 함께 발전기의

QSK50엔진을 선택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서비스와 기술지원

상태를 점검하는데 비상시 발전기가 얼마나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하고 빠르게 가동하는지, 발전기 성능과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문 팀장은 또한 커민스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체크한다.

있다. 커민스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지원’이 발전기

LG화학에 설치된 커민스 비상 발전기의

기술지원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일반적인 수명은 30년으로 이후 새로운

상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발전기를 설치하게 된다. 여수공장에 가장

Cummins Inside

올바른 드릴
선택 기준,

Best Project 2

특수목적장비와 건설기계, 크레인 등을 제조하는 전진CSM을
지난 6월 13일 방문했다. 전진CSM는 국내는 물론 북미,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장비를 수출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이곳에서 제조하는 장비 중 유압식 크롤라드릴에 힘의 핵심이라

전진CSM 커민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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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커민스 엔진 QSB4.5와 QSB6.7이 장착되어 있다.
글. 사진. 머리클리포드(Murray Clifford) 아시아태평양 마케팅커뮤니케이션 PR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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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 적용으로 까다로운
북미시장의 배출가스규제
기준을 만족,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진CSM.

전진CSM 직원들

전진CSM 공장 내부 모습

세계 배출가스규제를 만족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진CSM-커민스 엔진

상생의 파트너십 발휘

전진CSM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전진의 유압식 크롤라드릴에 장착된 커민스

고품질의 제품은 물론 전 세계적 서비스

오프하이웨이 배출가스 기준인 티어 4

QSB4.5엔진은 160마력, QSB6.7엔진은

네트워크로 유명하잖아요. 세계시장에

파이널에 맞춰 각종 장비를 제조하고

173마력, 225마력, 260마력을 자랑한다.

맞춰 제품을 제조하는데 커민스 엔진의

있다. 올해 초 자사에서 생산하는 유압식

최초로 공급된 티어 4 파이널 유압식

기술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롤라드릴에 커민스 티어 4 파이널 엔진

크롤라드릴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제품의 품질력은 기본이고요.”라고 전진

QSB4.5와 QSB6.7을 한국 제조사 최초로

얻으며 커민스 엔진 다섯 대가 차례로

하진희 해외영업팀 대리는 말한다. 이어

도입해 2018년 배출가스 제로 수준을

추가되어 장비가 개발되었다. 전진이 티어

하 대리는, “커민스는 우리 회사가 해외에

요구하는 까다로운 북미시장의 수출 준비를

4 파이널을 만족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완료했다.

것은 전략적 제품의 하나로 이외에도

덧붙이며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유수의

전진은 북미, 유럽, 한국, 일본 및 중국 등의

전진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압식 크롤라드릴 제조사의 입지를 다지게

300여 OEM사 중의 한 곳으로 현재 커민스

배출가스규제 기준 티어1, 2, 3을 만족하는

된 것은 디자인, 운전, 유지보수 등에서의

티어 4 파이널 엔진을 장착한 건설기계,

커민스 엔진을 장착한 유압식 크롤라드릴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내구성에 중점을 두었기

원료 및 광업 등의 특수목적장비와 기타

제조하고 있다. 이에 장착되는 커민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용도로 장비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엔진은 B5.9, C8.3, QSC8.3 및 QSL9 등으로

이밖에도 전진의 많은 장비에는 커민스 B3.3

실제로 티어 4 파이널 커민스 엔진 장착

출력 범위는 156마력에서 325마력을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커민스는 향후에도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 16만기 이상의 엔진을

자랑한다. 전자식 엔진에 비해 기계식 엔진은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협업을 통해 전진이

적용함으로써 어떤 엔진 공급사보다 더 많은

유지보수가 단순하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상생의

실적을 달성했다.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커민스는 이러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기처리에서부터 배기후처리까지 모든

요건에 맞는 엔진을 전진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기술을 설계단계부터 개발, 장착까지

커민스와 전진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민스의 엔진

올라간다. 유압식 크롤라드릴에 커민스

제품력은 월등한 성능과 효율을 제공하고

엔진이 장착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있다. 특히 티어 4 파이널 엔진은 세계

이후 전진은 1700대의 드릴을 제조, 세계

배출가스규제 기준을 앞서 만족하는 것으로

33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고객은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커민스는 잘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로

Cummins Inside

커민스를
이끌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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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펜카 사장,
지역사회 학생들에
진로교육

24

지난 4월 26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문화관에서 커민스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를 겸한 아시아태평양
디스트리뷰션사업부 총괄 리더인 앤드류

미래
주인공들과
함께하다

펜카(Andrew Penca) 사장의
진로코칭이 열렸다. 앤드류 펜카 사장은
아시아 발전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이번 인턴십 설명회와 진로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글. 편집실 사진.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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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가치를 찾기 위해 대체연료와
동력원 개발, 데이터분석, 파워트레인 등
디젤엔진을 넘어서서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자리의 학생들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 행복하게 공부하고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글로벌 회사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본인 역시 남미, 일본,
중국, 호주 등을 돌며 많은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끝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더 덧붙였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로 강의를 하고 있는 앤드류 펜카 사장

자신이 MBA수업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가

커민스의 산학협력 사회공헌활동

한편 엔진영업팀 김소리 대리는

사람’이라며 6만 달러를 들여 배운 6단어의

한국기술교육대학 학생 대상

교훈을 ‘People is business and business is

커민스는 그동안 산학협력 사회공헌활동의

인턴십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people’로 정리했다.

일환으로 천안지역 한국기술교육대학

안내를 했다. 인턴십프로그램은 오는 8월

앤드류 펜카 사장의 진로코칭이 끝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진로교육을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운영, 차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꾸준히 실시해왔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험을 한국의 훌륭한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

중인 엔진과 부품, 발전기를 견학하고 관련한
커민스 엔진과 발전기 현장 전문가들의

기쁘고 보람되었다며 진로교육의 소감을
사람이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가 사람

밝혔다.

생생한 강의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이번 실시한 인턴십

두 번째 순서는 앤드류 펜카 사장의

프로그램 설명회와 진로코칭도 이와 맥락을

진로코칭이었다. 앤드류 펜카 사장은

같이하는 것으로 참가 학생들의 뜨거운

자신이 어떻게 커민스라는 회사에서 10년

호응이 있었다.

이상 일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며 첫

처음 순서는 엔진영업팀 윤원균 부장의

번째 이유를 정직과 청렴으로 손꼽았다.

커민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제품개발이 최종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커민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중요한데, 커민스는 그 과정이 매우 정의롭고

설명을 들으며 글로벌 최고 엔진, 발전기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매우 신뢰할 수 있어

회사 커민스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일 해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윤원균 부장은 “한 가지 품목으로 포춘지

두 번째는 기업의 다양성을 집었다.

‘50대 기업’으로 꾸준히 선정되는 기업은

인종과 피부색, 성별에 상관없이 창업자의

커민스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는 확고한

뜻에 따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기

기업윤리와 앞선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커민스는

발전할 수 있고 자신도 그중의 한 명이라는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것. 세 번째로는 제품과 기술도 최고로

기술을 선도하며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매력적이지만 사회공헌활동과 제품의 가치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그 주인공이

제고에도 앞장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함은 물론 특히 더 나은

진로교육과 인턴십프로그램 설명회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Cummins Inside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도전

Peo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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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1회 커민스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다. 올해 처음 열린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한국 세 사업부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글. 정현경 부장(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마케팅팀) 사진. 김태화

제1회
한국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컨퍼런스에 집중하는 직원들

모든 여직원이 존중받는 커민스

“커민스는 모든 여성 직원이 자신이 될 수
있고, 존중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제1회 커민스 대한민국 여성 리더십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컨퍼런스는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말하면서 조직 내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장을

태평양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와 동일한

돕는데 앞장설 남성 챔피언 역할의 중요성을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도전(Be Bold For

말했다. 또 남성이 만든 시스템을 보다

Change)’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

성별에 상관없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내 커민스의 여직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있도록 무의식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20%가 여성이지만 1%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강조했다.

리더십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인사, 회계, 일반관리직 등 전통적인 직무를

한국 여성 리더들의 역할과 방향

담당하고 있고, 판매 및 마케팅은 3명,

세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엔지니어는 1명, 기술자는 1명뿐이다.

“여성들은 피드백을 교환하는데 좀

15년 전 업체를 방문했을 때 경험했던

이번 컨퍼런스는 커민스 아시아퍼시픽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여성 비하의 발언들과 행동을 회고하며,

전무이사인 피터 젠슨 뮈어(Peter Jensen-

엔진사업부 임미선 인사부장은 지난 20년

여직원들이 근무하기 더 좋은 직장 문화를

Muir)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여성

동안 커민스에서의 본인 경험과 아시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다.

리더십이 내게 중요한 이유는 가족으로부터

태평양 지역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워킹맘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자녀양육에

비롯된 것입니다.” 피터 젠슨 뮈어 전무이사는

느낀점을 공유했다. 동양 여성들의 특히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공부하고 공유하는

오늘의 본인을 만든 강인한 어머니와

부족한 부분으로 피드백 교환을 지적하며,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회사 행사에

가족 그리고 업무를 함께 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고

초대해서 엄마가 일하는 직장에 이해를 돕고

성장시켜왔던 여성 동료들에 대해 그들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 그리고 동성끼리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리더십이 본인과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가지고 있는 커민스에 대한 이해와 호감은 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것을 당부했다. “여성은 한국 비즈니스

부장이 이직을 고려했을 때, 커민스에 머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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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젠슨 뮈어 전무이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커민스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한 한국 여직원들

했던 큰 이유가 되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그리고 멘토링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변화를

인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이 되기도 했다.

스티브 양 사장은 여성 리더의 적극적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위해 어떤 것들을

다음 세션에서는 여성 리더십 개발 활동을

양성을 위한 조직 내부 생태계 개발을

개선하고 또 어떤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지

위한 모범 사례가 소개되었다. 최근 국내 첫

강조했다. 김학렬 상무는 이미 글로벌

생각을 공유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여성 영업팀장으로 임명되어 부품영업팀을

컴포넌트 사업부에는 여성 리더들이 포진해

컨퍼런스를 마무리했다. 커민스라는

리드하고 있는 신영희 부장은 본인이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이름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

진행했던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를

조언했다.

수원, 화성, 천안, 판교로 나뉘어서 일하고

소개했고, 디스트리뷰션 사업부에서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여성들의 성장을

있는 여직원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좀

여직원모임(Women Affinity group)을

지원하는 것이 반대로 의도하지 않게 남성을

더 가깝게 서로의 성장을 돕고, 조직 내에서

이끌고 있는 권현경 차장이 여직원 모임의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표출될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좋은

설립 취지,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우려를 나타내는 질문에 대해 패널은 많은

계기가 되었다.

소개했다.

비즈니스 사례가 이미 성 다양성이 조직

권현경 차장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내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해서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여직원들이

모든 사람을 돕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본인의 능력을 개발할뿐 아니라, 회사의

응답했다. 그러면서 “돌아갈 길이 없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비즈니스 사례가 성별 다양성이 높은

피터 젠슨 뮈어 전무이사, 엔진사업부 윤석윤

재무 실적을 통해 주주를 만족시키고,

사장, 디스트리뷰션 사업부 스티브양(Steve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제품개발을

Yang) 사장, 커민스 터보테크놀로지 김학렬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적극적으로

상무는 패널 토론을 통해 비즈니스에서의

근무하고 이직률이 낮은 좋은 조직을 만들고

성별 다양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고

윤석윤 사장은 여직원에 대한 관심과 스폰서

강조했다.

커민스 한국 여직원 모임을 소개하는 권현경 차장

Cummins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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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커민스 엔진을 수년간 위조해 제조하고 유통한 불법업체 2곳이 적발되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한국철도에 위조품을 납품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위조품은 자칫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끼칠 만큼 사용했을 때 위험성을 안고 있다.
관련사례와 함께 위조품 사용이 어떠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 또한 왜 순정품 사용이

커민스 중국
‘짝퉁 엔진’
제조 업체
적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커민스 위조품 적발 사례

중국 엔진사업부의 왕 닝 부사장 겸 중국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지난 5월 중국 호북성 샹양에서 커민스와

합작회사 총괄 책임자는 “지방 정부와 지방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강하오(Kanghao)의 합작사인 커민스

경찰에 의한 위조품 방지 노력으로 기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파워테크놀로지(Cummins Power

및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특사경과 한국철도공사는 납품한 엔진

Technology Co., Ltd.)는 90일 동안의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경고를

부품에 대해서 미국 커민스 본사에 정품의뢰

협력을 통해 수년간 위조 동풍 커민스

보내게 되었다.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

감정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엔진을 제조하고 유통한 두 불법 제조업체를

환경 하에서 사업 운영이 보다 엄격하게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업체가 납품한 중국산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제되고 고객의 이익이 보호 될 것이라고

위조 엔진 부품 1,200여 점을 전량 압수

금액은 2천만 위안(290만 달러)에 이른다.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치했다.

커민스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엔진

한편 지난해 7월에도 특허청 상표권

위조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왔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허청 특사경’)은

품질과 성능은 최고, 하자보증까지

2011년부터 중국지역 사업조직에 법률,

중국산 위조 엔진 부품을 한국철도공사

책임지는 커민스 순정품

부품영업, 유통,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부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업체

현재 모조품이나 유사품을 만들어 커민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조품 위원회를 조직,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엔진에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지속적으로 위조품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입건했다고 밝힌바 있다. 업체는

제작업체를 볼 수 있다. 비록 제작업체가

이익을 보호해온 것이다.

서울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모조품이나 유사품을 만들더라도 자체

이번 검거는 중국 지방 정부가 보다 나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제작업체 이름으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커민스의

홍보하며 순정품인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가

기울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고무적인

엔진 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없다면,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소식이다. 또한 필리핀, 버마, 중국 등 18 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않는다. 이런 업체는 위조품을 제작하는

지역에 이르는 불법 유통 채널도 차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업체 대표가 납품한 부품이

업체와 구분은 되지만 합법적인 제작업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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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적발된 커민스 불법 위조품

하더라도 품질 면에서 커민스의 제작 사양에

커민스 정품인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위조품에 속지말자!

미치지 못하며 커민스 순정품 만큼 성능을

좋은 방법이다. 부품이 수입돼서 공급되는

커민스 부품을 구입할 때는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커민스는

경우에는 세밀한 판별이 필요한데, 의심이

다음을 확인하세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순정품을 제작하는

갈 경우에는 커민스 본사를 통해서 제출된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모든 부품이

공급 업체의 대리점증명서 및 정품인증서의

7개의 언어로 번역 된

정확한 사양으로 제작되며, 전 세계에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된 제품과

정품 커민스 부품

적용되는 하자보증 규정으로 제품의 품질과

정품인증서에서 인정하는 품목이 정확하게

커민스 로고 글자

성능을 증명한다. 일시적인 비용 절감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해 위조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 및 오일

거듭 강조하지만, 커민스 순정부품을

소모량 증가로 엔진의 운전비용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장비·차량 성능을 최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장비·차량의 운휴 시간

확보할 수 있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증가와 연쇄손상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용이

보호하는 길이다.

발생하게 되어 고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재질 강도의 차이, 작은 구멍의 차이가 커민스
엔진의 효율과 수명을 줄일 수 있다. 구입한
커민스 제품이 100% 순정품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국내 32개
커민스 공식인증 대리점을 통해서 부품을
구입하는 것, 둘째, 커민스에서 직접 발행한

커민스 로고

상자 번호 및 재활용 기호
라벨 배치 표시
부품 번호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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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동력 전달 장치
솔루션 제공
커민스 & 이튼(Eaton)
조인트 벤처 설립
지난 4월 10일 커민스와 이튼은 대형 및 중형 상업용
차량용 자동변속기 부문 조인트 벤처 설립 협약을 발표했다.
두 기업의 기술적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동변속기를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 편집실

‘이튼 커민스 자동변속기
테크놀로지스’는 양사의 글로벌
서비스 및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급 최고의 변속기 기술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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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커민스 자동변속기 테크놀로지스

커민스 자동변속기 테크놀로지스(Eaton

겸 CEO는 이어, “이번 우리 회사와 이튼과의

Cummins Automated Transmission

합작투자를 통해 최첨단 자동변속기를

커민스가 이번 합작 투자사로 발표한 이튼은

Technologies)’이다.

공급하고, 사상 최대의 통합 파워트레인

전기, 유압, 기계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고객은 기술, 성능, 품질, 이 세 요소들의 최적

및 고객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게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조합을 제공하는 동력전달 계통의 솔루션에

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해온 것과

솔루션 기업이다. 이튼에는 약 102,000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튼의 크레이그

마찬가지로 파트너십과 기술적 전문지식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75여 개 국가

아놀드 회장 겸 CEO는 이어, “커민스와의

바탕을 둔 커민스의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합작투자를 통해 오랜 역사와 해당 산업

성공을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특히 전 세계의 승용 및 상용 차량

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밝혔다.

제조업체에게 배출가스 제어 부품, 엔진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양 기업의 기술적

밸브, 밸브트레인 시스템, 슈퍼차져 등 차량의

강점과 경험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동변속기

전반적 효율성과 성능, 동력을 개선하는

기술을 글로벌 고객에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제품과 시스템을 공급하고 트랜스미션,

밝혔다.

클러치, 토크 관리 제품과 시스템 등을

“우리 회사의 성장 전략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제공하는 동력 전달 장치 전문솔루션

동력 전달 계통 공급사가 됨으로써 제품 공급

기업으로 글로벌 입지를 다졌다.

확대 및 당사의 글로벌 풋프린트 확대 등이

커민스와 이튼의 합작투자사의 명칭은 ‘이튼

들어있습니다.” 커민스의 톰 라인바거 회장

양사 파트너십으로

현 세대 중형 및 대형 자동변속기 사업을

브리즈번 트럭 쇼 어워드 수상

유지하며, 또한 글로벌 애프터 마켓 사업,
소형 변속기 사업, 농업용 차량 변속기 사업,

‘이튼 커민스 자동변속기 테크놀로지스’

글로벌 차량 사업 및 관련 생산 라인 등을

글로벌 합작투자사는 양사의 글로벌 서비스

유지하게 된다.

및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급 최고의

한편 커민스와 이튼은 합작으로 최근

연비, 성능, 가동시간 등을 갖춘 업계 최고의

호주에서 개최된 최고의 트럭 전시회

변속기 기술 및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브리즈번 트럭 쇼 어워드 (Brisbane Truck

된다. 또한 앞으로 상업용 자동차 시장에서

Show Awards)’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모든 중형 및 대형 자동변속기에 대한 설계,

최고의 기술혁신을 위한 대형차량산업협회가

조립, 판매 및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튼의

수여하는 이 상은 첨단 동역학 효율

Ⓡ

현 중형 자동변속기인 Procision 및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ADEPT)을 적용한 X15에

대형 자동변속기가 이번 합작투자의 일부가

중점을 둔 것으로 X15는 이튼의 자동 18단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북미의 OEM 고객을

울트라시프트 플러스 변속기와 결합한

대상으로 이튼의 현 세대 대형 자동변속기에

것이며, 파워트레인 효율 향상에 필수적인

대한 마케팅과 판매, 지원 등의 업무도 맡게

요소가 된 통합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된다.

것이다. 커민스와 이튼은 이 전시회에서

이튼의 자동차 그룹은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양사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더욱 부각시키며

글로벌 수동변속기 사업, 글로벌 클러치 사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Cummins Lounge

Trend

YOLO!
욜로족이
사는 법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던게 당연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사람들에겐 오늘 누릴 작지만 일상의 행복들이 더 중요하다. 분명한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친구와 나눌 대화, 오늘 가족과 함께할 저녁식사,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있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욜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의 행복을 위한 삶, 날 위해 사는 삶,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자는 것이다.
글. 김용섭(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 일러스트. 황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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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YOLO는 You Only Live Once(오직 한 번만 살 뿐이다)의 이니셜 조합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욜로족(YOLO族) 인가?

한 번뿐인 인생이나 현재를 충분히 즐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래전부터 구전처럼 쓰여지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있다. 2011년 나온 랩퍼 드레이크(Drake)의 “The Motto” 라는 노래 때문이다. 가사 중에 “You
only live once : that's the motto nigga, YOLO”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서 14위까지 했고, 빌보다 R&B와 힙합챠트에선 1위까지 하며 유명한 노래가
되다보니 YOLO가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얻은 키워드가 되었다. YOLO가 하나의 구호이자
슬로건처럼 2030들에게 확산된 것이다. 그리고 2016년엔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동영상 끝에 ‘YOLO, MAN’이라고 하면서 욜로는 또다시 주목받는
키워드가 된다. 2016년 9월에는 옥스퍼드 사전에 욜로가 신조어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젠
헬로우 같은 인사말처럼 욜로를 쓰기도 한다. 그만큼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확산된 말이다.
한국에서도 2017년 가장 주목한 트렌드 키워드가 욜로다. 욜로는 <트렌드 코리아 2017>에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라이프 트렌드 2017>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즉 대표적인 트렌드 서적
두권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2017년의 화두인 셈이다.
기원전 로마시대 때부터 쓰이던 라틴어 카르페디엠(Carpe diem, 오늘을 붙잡으라)도 YOLO와
비슷한 의미다. 이미 인류는 2천년 넘게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았던 것이다. 2천년 전 시에
있던 카르페 디엠이 2천년 후에 래퍼의 가사 속 YOLO가 된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한
번밖에는 못 산다. 오늘 하루도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카르페디엠이나 YOLO 한 번뿐인
인생이나 하루하루 충실하라는 메시지는 같다. 막 살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 대비없이 오늘을
흥청망청하자는 것도 아니다. 욜로 라이프를 누리는 욜로족은 하루하루 충실하다. 최선을 다한
하루를 통해 그날 누릴 행복을 그날 채운다. 막연히 미래에 행복이 올거란 뜬구름같은 생각대신,
구체적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욜로족의

욜로라이프가 오늘의 행복에 주목하는 태도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여행이나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은

공연예술과 전시 등을 비롯해서 경험을 쌓는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직간접적 경험을

뭐가 다를까?

통해 인생의 풍요를 얻는 것인데, 과거 기성세대가 집이나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 소유욕이
컸다면, 욜로 라이프는 물건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행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해외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제주에 한달씩 살아보는 이들도 생겨났고,
한 번의 휴가를 멋지게 보내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일반화되었다. 신혼여행으로 세계일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흔해질 정도고, 배낭여행으로 몇달씩 떠나는건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도전한다. 캠핑카로 유럽을 횡단한다거나, 아프리카나
북유럽, 심지어 히말라야 등반이나 남미 오지탐험도 서슴치않는 이들도 많다. 당연히 돈이 꽤
들 수 있는 여행이지만, 이들은 이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행경비를 들인것 이상으로
경험으로 쌓고 인생을 배운다고 여기기도 한다. 예전에 유럽에서 서민들도 여름의 몇주씩 멋진
휴가를 가기 위해 일년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걸 보면서 참 다른 세상을 사는구나 여겼던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한국인들의 태도도 그렇게 바뀌었다. 삶의 우선 순위가
달라서 그렇다.
기성세대라면 자기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집에선 인테리어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았지만, 요즘
2030들과 일부 40대는 내집 마련은 포기했어도 셀프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집을 꾸미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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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않는다. 집을 재산적 가치가 아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행복한 공간으로 누릴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다. 오늘의 행복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가진게 풍요가 아니라 그 돈을 써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게
풍요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돈 안쓰고 모으면 통장 잔고는 늘어나겠지만,
그 잔고가 주는 행복보단 집을 좀더 멋지게 꾸며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여긴다.
욜로는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고 있다.

욜로족을 바라보는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사람들인가? 오늘의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충실한

두가지 상반된

사람들인가? 이 두가지 질문은 YOLO族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에서 출발한다. 오늘이

시선과 오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는 입장과 힘든 현실에서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에만 집중한다는건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과연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지금 2030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거란 보장이 없다. 하지만, 미래를 포기한 자들이 선택한게 욜로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세대, 특히 2030들이 YOLO 라이프에 주목하며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작은 사치나 충동적 소비도 하고, 인형뽑기 같은 탕진잼에 빠진 모습과 함께, 이들이
결혼이나 출산, 내집마련, 심지어 꿈까지 포기하고 단지 오늘만 누리며 이기적으로 사는 듯하게
그려내고 있다. 욜로의 그림자라며 이들의 팍팍한 삶의 무게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즉, 현실이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보니 그냥 오늘만 즐기며 흥청망청 소비지향으로 사는 이들로 욜로
라이프를 단정짓는듯 하다. 하지만 이건 심각한 오해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생긴 후 확산
된 것이 욜로, 킨포크, 미니멀라이프다. 오늘의 행복을 찾자는 욜로나, 가까운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어울리자는 킨포크나, 물질의 탐을 버리고 단순하면서 사람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자는
미니멀라이프나 다 닮았다. 경제위기가 준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각성의 계기에서 출발한
전화위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이나 하루하루 충실하자는 것이다. 막 살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
대비없이 오늘을 흥청망청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다보면 내일도 충실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성세대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돈 버느라,
내집 마련하느라, 회사에 충성하느라, 인맥만 쌓느나, 좋은걸 다 미루고, 다 포기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한 오늘이 쌓여서 인생의 후회가 된다는걸 지금 2030들은 자각했다. 욜로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자는 것이며, 단지 2030뿐 아니라 4050, 아니 6070들도 관심가질 화두다.
미래가 밝으나, 잘 나가나, 돈이 많으나,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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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족에게

얼마를 버느냐보다 중요한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게 그 일을

직장생활과 노후란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성취감을 가지느냐다. 더 이상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게

어떨까?

성공의 전부가 아닌 시대다. 자신이 하고 싶은걸 하면서 자기가 만족하면 그게 성공이란 인식이
확대된다. 아울러 일과 가정, 자아와 공동체 등 삶의 요소들 간의 균형이자 조화도 욜로의
출발이다. 인맥 타령하면서 시간과 돈을 쓰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인생에서 최고의 인맥은
가족이다. 노년이 된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업무적 관계에서의
최고의 인맥은 동료다.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며 오래 함께 해온 바로 옆 동료가 최고의
인맥임에도 우린 자꾸 밖에서 인맥을 찾을 궁리를 한다. 인맥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평적
관계다. 우린 가까이 있는 가족과 동료에 대해선 중요함을 잊을 때가 있다. 욜로가 자신의 오늘,
사소한 일상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듯, 우리 주변의 동료와 친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욜로라이프이기도 하다.
아무리 잘나가는 직장인이라도 퇴사는 해야 한다. 정년퇴직을 해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즉 회사에서의 삶뿐이 아닌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잘나가던 삶이
끝나고, 좀 못나가던 삶이 시작되어도 우리 삶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과 지나치게 많은
비교를 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바로 한국이 그랬다. 결국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가 중심인
삶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으론 세계 상위권이지만 행복지수나 삶의 질, 만족도 이런
조사를 해보면 중간이나 하위권이다. OECD 국가 중 자살율도 가장 높기도 하다. 분명 풍족한
사회지만 마음은 궁핍하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며 나만 잘 살자를 외쳐왔던 나라다. 우린
남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이제 욜로를 외치며 자기만의
인생을 살자는 것이다. 노후 대비가 단지 노후에 쓸 돈을 모아두는게 전부가 아니다. 노후를
함께 할 가족, 친구들과 얼마나 돈독한 사이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노후에 어떤 취미와 어떤
일상을 보낼 건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사회적 성공이 아닌 개인적 성공, 바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자 방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사회가 욜로에 관심을 가진건,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삶의 방향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Cummins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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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관절염 주의보

덥거나 춥거나 습하거나 건조하거나하는
기후 변동은 우리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건강한 면역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병약자에겐 여간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에게 여름은
왔고 어떻게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겠다.
글. 문종환(건강칼럼니스트)

우리나라 45세 이상 인구의 20% 이상이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암이나 심장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긴 하지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다. 관절염은 관절이 붓고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병이다. 그 통증은
수치로도 측정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염을 관절을 오래 써서 닳아
고장 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골관절염의 경우 운동으로
인한 손상, 혹은 비만 등으로 관절에 지나친
무게의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류머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생체방어조직에 문제가 발생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함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관절도 위나 간, 혹은 심장처럼
우리 몸의 하나의 장기로 인식해야 치료와
치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절은 몸 전체 세포와 교감하면서 활발하게
생물학적·생화학적 물질대사를 하고 있다.
관절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머티스관절염(만성염증성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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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관절염, 통풍 등이 그것. 이들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웃음은 가장 경제적인 건강법인데 이를

형태의 공통점은 역시 통증인데, 발생원인은

온도나 습도 유지는 증상을 악화시키지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소도 띠어보고

모두 다르다. 당연히 치료와 치유방법도

않는 관리법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큰 소리로 웃어보기도 하고 살짝 윙크도 해

다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치료와

관절염 해소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의

치유의 목표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바로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유를 목표로 우리는

형태가 바뀌는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 몸의

진단, 통증과 염증완화를 위한 약물치료나

무엇을 해야 할까?

치유물질인 수많은 호르몬을 생산해내게

수술,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요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름철 관절염,
이렇게 관리하자!

하고 몸 안의 독을 제거하는데 일등공신이

웃음과
대사촉진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 건강의 핵심임을 알고 생활에

기본적으로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심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절염이

운동이나 비만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단순히 관절을 오래 써서 닳아 나타나는

먼저 여름철 관절염에 해로운 요소들을

있다. 반면 몸의 대사나 호르몬, 영양상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고장 나서

열거해 보면 찬바람과 습도가 관절염의

신경계 등의 문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장 큰 적이다. 그리고 생물학적·생화학적

먼저 먹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바꾸어야한다.

물질대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과 운동 및

기본적인 내용은 치유밥상이어야 한다.

마지막 팁은 냉온찜질이다. 골관절염은

활동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미잡곡밥에 된장·간장 등 전통발효식품,

온찜질, 류머티스관절염은 냉찜질이

에어컨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한여름에도

풍성한 유기농채소가 기본이 되어야 함은

효과적이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한 유산소

춥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관절염 환자에겐

당연하다. 여기에 부족한 대사촉진물질을

운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주 위험하다. 찬바람은 관절 내 압력을

공급하기 위한 채소나 산야초 생즙, 그리고

명심하자! 여름철 관절염 생활 관리는

상승시켜 염증부위에 부기를 더 악화시켜

약차, 허브 차가 필요하다. 관절염 치유기간

실내온도 25℃ 내외, 습도50% 내외이며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설상가상,

동안에 육류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과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 관절이

것이 좋다. 연구결과 밝혀진 자료에는

약물치료를 포함해서 웃음, 밥상과 물질관리,

뻣뻣해지고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며 관절

S-아데노실메티오닌이 신경전달물질인

운동, 냉온찜질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액이 굳어져 통증이 극심해진다. 따라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디메틸 트립타민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관절염 환자는 에어컨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들거나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으로

실내온도 25도 전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인한 통증과 경직을 다스리고 간을

직접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을 삼가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은

한다.

비타민B2,B9(엽산),B12,베타인 등을

다음은 습도가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충분히 섭취해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

연구결과이다. 실제로도 환자의 90%가

자가면역질환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습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악화되는 경험을

달맞이꽃종자유는 류머티스관절염에 사용할

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사촉진을 통해서

관절염 환자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이럴 때는 제습기나 숯의 도움을 받아 50%

해결하는 것이다.

Cummins Lounge

삶에 틈을
갖는 시간
여름 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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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休暇)는 쉬는 틈, 쉬는 겨를을 뜻하는 한자어다. 휴가를 꼭 여름에 가질 필요는 없지만,
무더위의 중심에 있는 이 계절엔 학교도 방학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 삶에 쉴 틈을 주는
것이 옳다. 산으로, 바다로, 도심으로 여행 스타일에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벼보자.
글. 이지연

City

서울
역사를 품은
도시 여행

사진. Skygarden Seoul ⓒOssip van Duivenbode 사진제공.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에 산다고 서울을 다 안다 말할 수 있을까. 1년 전 제주여행 길에 5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님께 “한라산 자주 가시죠?”라고 물으니 “고등학생 때 소풍 간 게 전부”라는

info.
밤에는 ‘서울로 야행(서울로7017)’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연상케 하는 서울역 주변의 ‘서울

답을 듣고 든 생각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가지 않게 된다는

로7017’은 서울시가 1970년에 지은 서울역 고가를 17

것’이다. 모르긴 해도 여행객들보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에 가본 횟수가 적지 않을까

개의 보행길로 새롭게 탄생시킨 곳이다. 해가 지면 서울로

짐작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서울의 다른 얼굴을 찾아 발걸음을

7017은 낮과 또 다른 분위기를 품는다. 숭례문, 서울역 등

옮겨본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는 태조4년(1395년) 창건된 조선의 법궁 경복궁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서울을 상징하는 건물에 하나둘 조명이 켜져 아름다움이
배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서울의 야경과 함께 떠나는 서울 역사 이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역사박물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을 바라보고 서서

야기 ‘서울로7017 야행’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서울로

오른편에 있는 새하얀 건물이 바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다. 이곳은 2012년 개관한 최초의

7017 야행은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모여 서울로7017, 남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으로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역경과 고난, 발전상 등을

대문교회, 한양도성, 백범광장, 남산육교, 숭례문까지 서

기록·전시하고 있다. 경희궁 내에 자리한 ‘서울역사박물관’도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다. 2002년

울의 밤 풍경을 감상하며 2시간가량 걷는 코스다. 전문해
설사가 동반해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야행 프

5월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600년간 수도였던 ‘서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로그램은 ‘서울도보관광’ 사이트에서 반드시 예약해야 한

낱낱이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서울의 명문가로 전 재산을

다. 이밖에도 정동문화재야행, 밤도깨비야시장 등 문화와

독립운동에 바친 우당 이회영 일가를 조명하는 ‘우당 6형제’ 전이 열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삶이 깃든 다양한 행사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리니 서울의

말처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새삼 다르게 보이리라.

밤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다.
+

광화문 주변에는 서울시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예술을 누릴

서울로 야행 예약 : 서울도보관광사이트

수 있는 명소가 즐비하니 올여름 ‘지적 허영’을 좀 누려봄이 어떨까.

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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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근접한 경기도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여행지다. 지리적 이점뿐만

info.

아니라 북한강변에 자리한 가평이나 양평은 주변 경관이 수려해 오래도록

경기도가 선정한 어촌체험마을 10

여행지로 사랑받아 왔다. 높고 낮은 산줄기와 넓어졌다 좁아지는 강줄기가 끝없이

경기도는 지난 5월,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문화 체험이 가
능한 어촌마을 10곳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다. 바다해설사로

이어져 드라이브하기에도 제격이다. 또 자라섬, 남이섬 같은 크고 작은 섬들이

부터 바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화성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딩

자리해 여행에 아기자기한 재미까지 더한다. 물 맑고 공기가 좋아 오토캠핑족이나

기보트와 카약 등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화성 궁평리 어촌체

글램핑족의 성지로도 손꼽힌다.

험마을,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무공해 청정 어촌체험마을인

가평에 자리한 아침고요수목원은 잣나무숲이 울창한 축령산 자락에 자리해

연천 가람애마을 등이다. 바다낚시와 황포돛배 승선을 체험할
수 있는 화성 전곡마을도 이색적이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경기

여름이면 푸르름이 넘친다. 특히 7월엔 석정원에 150여 종의 산수국이 만개해

도 어촌체험마을을 찾아 잊지 못 할 추억을 쌓아보자.

푸른빛이 더욱 넘실댄다. 250여 종의 무궁화가 군락을 이뤄 꽃 피운 모습 또한

+

장관이다. 클레마티스, 장미, 작약, 베로니카 등 여름을 상징하는 꽃과 식물들

경기농정 홈페이지 http://farm.gg.go.kr

사이를 걷다 보면 숨이 한결 차분하게 쉬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북한강변에 자리한 자라섬오토캠핑장도 인기다. 캠핑 장비가 없어도 이용 가능한
카라반이 있으니 하룻밤 묵어가도 좋다.
양평에 자리한 산나물 테마공원인 두메향기에서는 5만 평의 숲속 테마정원에 LED
전구를 활용한 별빛축제를 연중상시 운영한다. 이름하여 ‘별빛 따라 두메향기’.
인공의 빛이긴 하지만 드넓은 숲속을 환히 밝힌 색색의 조명이 동화나라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연의 별빛을 만나고 싶다면 양평군 옥천면에

Mountain

자리한 ‘중미산천문대’가 제격이다. 별자리 및 천체관측이 가능한 당일 별자리
여행, 1박 2일 가족별빛캠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별도의 참가비가 있으며
중미산천문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경기

이천에서는 설봉산별빛축제가 열린다.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과 장호원 특설무대에서 클래식앙상블, 어쿠스틱밴드, 힙합댄스,
타악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무더운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문화예술 공연 무대다.

사진제공. 아침고요수목원

초록 따라
별빛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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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Sea

바다 위의
낭만 여행

사진제공. 부산광역시

info.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다양한 부산 여행은 비밀의 문을 열고 미지의

2층 버스로 떠나는 야경투어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번 설렘을 준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와

지자체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활발하다. 시티투어버
스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교통비로 도시의 랜드마크를
속속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 여행자라면 2층 버스

광안리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는 존재 자체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은다. 태종대도
가봤고, 남포동도 가봤고, 초량동 이바구길에, 깡통시장에, 보수동 헌책방 골목까지 부산

로 떠나는 야경투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산 야경투어

도심 구석구석을 구경했다면 이번엔 좀 더 색다른 부산을 만나기 위해 새하얀 요트를 타고

는 부산역에서 출발해 불 켜진 부산대교, 부산항대교를 지

파란 바다 위를 유유히 유랑해보자.

나 광안리에서 1정차해 잠시 관광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

부산요트경기장은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를 가르는 수영만에

영강변, 해운대, 광안대교를 지나 다시 부산역으로 오는 코
스다. 전체 2시간 30분가량 운행되며 5~9월엔 부산역에

자리하고 있다. 흰백색의 요트가 계류장에 정박해 있는 풍경은 그리스 산토리니나

서 7시 30분에 출발한다. 2층 투어버스의 경우 지정좌석

프랑스 빌프랑쉐의 요트투어를 떠올리게 한다. 부산요트투어는 수영만 계류장을 출발해

제가 아니기 때문에 2층에서 부산의 밤바람을 만끽하며 달

동백섬을 거쳐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을 거치는 1시간 코스다. 1인당

리고 싶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4만 원 선으로 사전예약은 필수다.

+
부산 2층버스 야경투어 인터넷예약
www.citytourbusan.com

요트를 타고 바다 위에서 바라본 부산의 풍경은 가히 이채롭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마린시티의 자태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동백섬 누리마루와 사람들이
즐비한 해운대해수욕장도 정겹다. 별도로 야경투어도 마련되어 있는데 조명으로 불
밝힌 광안대교 아래를 지나고,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한 마린시티를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만 거듭 내뱉게 된다. 요트 체험뿐 아니라 요트에서 저녁을 먹고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요트스테이도 즐길 수 있으니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참고할 것.
올여름 좀 더 색다른 휴가를 원한다면 바다 위 낭만 가득한 요트 여행을 추천한다.

41

춘천은 언제 가도 좋다.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과 분위기로 여행객을 유혹하니,

info.

해마다 찾게 되는 여행지 중 하나다. 특히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처럼 북한강

올여름, 서퍼가 되자

상류에 댐을 건설하며 생긴 인공 호수들이 춘천 중심으로 흘러, 가는 곳마다 강과 호수가

강원도 고성, 양양, 강릉 등은 서퍼들의 성지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서도 양양 죽도해변은 몇 년 사이 서핑을 배우고 즐기려는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의암댐 건설과 함께 생겨난 의암호는 춘천에 ‘호반의

서퍼들과 서핑숍들이 줄지어 ‘서퍼들의 천국’으로 변모했다. 보

도시’라는 별명을 붙여준 장본인이다. 의암호에 자리한 ‘춘천중도물레길’은 춘천을 찾는

드에 배를 깔고 엎드려 열심히 팔을 휘젓다 파도가 만들어낸 경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아 왔다. 나무 빛깔의 튼튼한 우든 카누

사면에 순간 올라타는 것이 서핑의 매력. 이 서핑의 매력에 한 번

타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분가량 카누잉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쉽게 카누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게 서퍼들의 변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
라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서퍼들의 몫이

드라이버로 변한다. 인근 붕어섬 물풀 숲을 헤치고 호수 위를 넘나드는 바람을 온몸으로

다. 양양 해변에 있는 서핑스쿨에서 패들링, 보드에 앉기, 보드에

맞는 기분이 꽤 상쾌하다. 물레길 인근 송암스포츠타운에서의 카트 체험은 답답했던 속을

일어서기 등을 교육하니, 이색적인 서핑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약이다.

도 좋을 듯싶다.

최근 새롭게 등극한 춘천의 핫 플레이스는 뭐니 뭐니 해도 소양강 스카이워크다. 소양강
처녀상 뒤로 강을 향해 뻗어 나간 투명 스카이워크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전체 길이

+
낭만비치 양양서핑스쿨 http://surfingschool.co.kr, 양양배럴
서프스쿨 http://barrelsurfschool.com

174m에 투명유리 구간만 156m에 달한다. 특수강화유리 3장을 겹쳐 깔아 안정성을
더했으나 유리바닥 보호를 위해 덧신을 착용하고 걸어야 한다. 투명유리 구간을 거닐면
발밑으로 출렁이는 소양강물과 유유히 오가는 물고기 떼를 만날 수 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켜져 운치가 더하다. 굳었던 감성을 되살아나게 하는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쉼을 만끽하자.

강원
호수 위 출렁이는
감성 여행

Lake

SPRING+SUMM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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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위한 최고의 회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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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이버시티사의 특별 분야 랭킹 중
진보를 위한 상위 기업 3위, 여성 최고 경영자
우수 기업 3위, 글로벌 다양성을 위한 상위
기업에 선정되었다.

지속가능경영 노력에 박차
조직 내 다양성 및 포용관리에
관한 저명한 비즈니스 매거진인
다이버시티(DiversityInc)는 커민스가 11년
연속으로 다양성 상위 5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6월 27일 발표했다.
커민스는 1,000개 이상의 참여 기업 중 2017년
21위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캘리 버르톡 크레블링(Kelly
Bertoux Creveling) 커민스 글로벌 다양성

6월 27일 커민스는 자사의 14번째

및 업무환경 전무이사는 “우리가 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2016

세계적으로 성장할수록 사업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보고서(2016 Sustainability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Progress Report)를 발표했다. 커민스 회장

기술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이

겸 CEO인 톰 라인버거(Tom Linebarger)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커민스는

보고서 발표에서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통해 진정으로 직원들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만

고유한 관점과 경험 및 언어를 모두 포함하기

기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보고서의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각 페이지에 반영된 이 믿음을 확인하길

2001년 이후 매년 발행되는 다이버시티사의

바란다.”고 설명했다.

Top50 랭킹은 다양성 및 포용성 관리를

회사 성과 중 일부에 부족하지만, 2016년은

위한 미국 최고의 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커민스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여정을

이 회사는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LGBT

기억할 만한 한 해였다. 2015년 대비 절대 물

및 퇴역 군인을 고용하고 유지 및 증진하는

사용량이 1,300만 갤런 감소했으며, 2010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1,000명

기준보다 노동 시간에 따라 조정된 물 사용량은

이상의 미국계 직원을 보유한 회사들이 매년

42% 감소했다. 커민스는 2020년까지 물

다이버시티사의 Top50 랭킹에 참가할 자격이

사용량을 50%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높여

주어진다. 각 회사의 순위는 광범위한 설문조사

잡았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전 세계 직원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2년 연속

분석을 통해 선정된다. 4가지 가중치 측정

80%의 참여율을 달성,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영역은 인재관리(Talent Pipeline), 공정한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 및 안전 교육

인재개발(Equitable Talent Development),

시간이 20% 증가했다. 다양한 공급 업체에는

리더그룹의 사명감(CEO/Leadership

3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Commitment) 및 공급사 다양성(Supplier

2016년 보고서는 환경, 기업의 책임,

Diversity) 등이다. 올해 커민스는 Top50 랭킹

안전, 다양성 및 포함, 재무성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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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대건설기계는 2023년까지 품질 향상,

광범위한 접근방식과 노력을 담고 있으며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매출 7조원,

cummins.com/company/global-impact/

글로벌 5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23’을

sustainability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표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상품인

전 직원 봄 야유회

‘명품(名品)장비’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명품장비를 바탕으로 올해

컴포넌트 사업부
자연보호 봉사활동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에서 1위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연평균 13%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니 굴삭기의

컴포넌트 사업부 임직원 21명이 지난 6월

신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원거리에서

지난 4월 21일 의왕시 왕송호생태공원에서

엔진과 공조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커민스 전 직원 봄 야유회가 열렸다. 이번

시스템 ‘하이메이트(Hi-Mate) 2.0’ 등 최신

야유회에는 CES, CTT, CBS 직원들도 함께해

정보통신기술(ICT) 적용도 확대해 제품 브랜드

즐거움이 더욱 배가 되었다. 타 부서 직원들과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조를 이루어 단합하며 오전, 오후 일정을

커민스는 명품장비 개발에 엔진 및 기술 지원 등

함께하며 커민스 직원으로서의 유대감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상생의 파트너십을 지속

높였다. 이날 야유회는 특별히 커민스

발휘해 나갈 것이다.

엔진사업부 윤석윤 사장과 팀장들이 직원들의

16일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 일원에서

노고에 조금이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5시간에 걸쳐 종이,

직접 바비큐와 음식을 제공해 더 의미가 있었다.

플라스틱, 고철, 유리, 일반 쓰레기 등 총
94.5kg을 수거했다. 컴포넌트 사업부는 그동안

종합해사,
2017 경기국제보트쇼 참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올해 봄 야유회는 모처럼 업무 공간을 벗어나 전
직원이 야외에서 함께하며 재중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펼쳐왔다. 이번 활동도 같은 맥락으로 황구지천
자연정화 개선 활동으로 지역사회 자연보호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였다.

봄 체육대회 개최

현대건설기계 출범,
커민스 파트너십 지속 유지
커민스의 소형 해상용 엔진 및 해상용 발전기
대리점인 종합해사가 5월 24~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7 경기국제보트쇼에
참가했다. 이번 쇼에 커민스는 ‘ONAN
MDKDL(9kW) gen-set’를 전시해 참석자들의

지난 5월 12일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저소음과

다목적구장에서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봄

잔고장이 없는 품질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체육대회가 열렸다. 직원들은 모처럼 야외에서

많았다. 경기국제보트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깃발 뽑기 이어달리기, 통

지난 5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보트쇼로 다양한 보트 선주사, 건조사, 설계사와

들고 오리발 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현대건설기계가 글로벌 톱5 건설기계

관공서 관련 고객이 방문, 현장에서 고객과

한 때를 보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이동 커피차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벤트도 열어 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SPRING+SUMMER
2017

인천 해성보육원
봄맞이 환경개선 활동

천안 새소망의 집 미혼모
자원 봉사활동

44

장기근속자 및 승진 안내
장기근속자
엔진사업부
5년 : 정지원 차장
10년 : 허 원 부장
15년 : 장제성 부장
디스트리뷰션사업부
5년 : 박은석 대리
10년 : 신영희 부장, 남영근 부장

커민스코리아 임직원들이 4월 7일 인천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임직원들이 지난

15년 : 진상인 부장, 김기열 부장

해성보육원을 찾아 봄맞이 환경 개선

2월 22일 천안 미혼모센터 새소망의 집을

20년 : 이용찬 차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커민스코리아는

방문하였다. 올해 처음 시작된 미혼모 지원

30년 : 김봉석 전무, 김흥수 부장(화창 기준)

그동안 보육원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봉사는 건강한 자립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컴포넌트사업부

만들어주고자 매년 봄 환경 미화 활동을

위하여 미혼모들이 기술 및 취업 교육을

5년 : 김찬운 부장, 한윤희 부장, 박환신 부장, 		

진행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육원 화단과

받는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며 함께 놀아주는

전지훈 부장, 김도형 차장, 윤영훈 차장,

마당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어 예쁜 환경을

활동이다. 임직원들은 미혼모들이 걱정 없이

하혜영 과장, 주민아 과장, 최윤지 과장

만들어 주었다. 환경 미화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시간가량 아이들과

15년 : 박종진 사장

직원들은 바쁜 업무로 잊고 있었던 주변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 4월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CIT 기금으로 기저귀 10박스를 지원했다.

승진 안내

소감을 밝혔다.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엔진사업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박희성 차장, 방재식 과장, 홍의정 대리

펼쳐나갈 계획이다.

디스트리뷰션사업부
김봉석 전무, 김기열 부장, 진상인 부장,
우석민 부장, 정현경 부장, 노이섭 차장,
유성철 차장, 최진희 과장, 박윤호 대리
컴포넌트사업부
한윤희 부장, 정욱재 부장, 박장훈 부장,
김대하 부장, 정상균 차장, 정현우 대리,
김득환 대리

고급 디젤엔진을 위한
고성능 프리미엄 엔진오일

Premium Blue

TM

새 디젤엔진 오일, 커민스 프리미엄 블루TM 8100과 7800은
특별히 커민스 엔진을 위해 커민스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실차 테스트를 통해 ISXe5엔진에 대해 연장된 오일교환주기를 보장할 정도로 우수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커민스판매써비스코리아 부품영업팀 041-620-9211/6 을 통해 확인하세요.

커민스공식대리점
서울·경기·인천·충청지역｜영등포 (주)명성중기 02-2679-0685·대창부품 02-2635-5446/7·성신사 02-2676-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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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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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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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85-328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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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