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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합시다

| 생각주머니
이노베이션은 아웃사이더가 일으킨다
이노베이션은

* 익숙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일으킨다.

그러나 자칫 나태함과 권태로움의 씨앗이

따라서 비즈니스 세계에 몸을 둔 사람은

되어버리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익숙해졌다

아웃사이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업계 흐름의

싶으면 그 옷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일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그래야 새 술을 새 부대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하는 것이다.

- 마스다 무네아키의《지적자본론》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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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企業을 향한 LCC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력을 갖추어 저에게는 아주 든든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담당자입니다.

LCC Magazine은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주제의 원고를 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는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고를 보
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제품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원자재는 제품의 필수요소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되기에 혜미씨의 책임감과 어깨가 무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밝은 성격과 우보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 한층 더 성장하고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능동적인 자세로 기술담당

원고 보내는 방법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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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너지를 내어 Win-Win 해주길 바라며 늘 열정적인 모습에 감사합니다.

QA팀 팀장

지춘섭
LC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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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중소제조업의 성공 비결
백성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의 지점장이 방문하여 업계 현황 이야기를

련이고, 한 제품을 위탁하고는 다른 Item으로 연결되고, 구전

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대표이사는 친인척 · 지인의

배여 있어야 하고, 설사 품질 이상 또는 Claim이 발생하더라도

나누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LCC는 Venture나 IT 업종이 아

을 통해 전달되어 또다른 고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CC의

참여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협력사의 대표이

재발되지 않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품질을 개선

닌 일반 제조업체인데, 이런 불황에도 매출이 늘고 수익성이

경우에도 국내외 고객들이 공장을 방문하여, 그림처럼 아름답

사 경영 mind 역시 가장 중요 변수이므로 면밀히 Check되

하는 근원적 방법은 검사가 아니라 불량의 원인을 찾아 제거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

고 깨끗한 환경에서 완벽한 전산화 System을 갖추어 무결점

어야 하고, 단가 결정은 공개 · 비공개의 입찰 성격으로 진행되

하는 「원류관리」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Process

저임금이 급상승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등 경영 환경이 어

품질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면 바로 거래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야 합니다. 가급적 우수한 1~2 업체를 선정하여 물량을 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5S와 삼현주의(현실 · 현장 · 현품)를

아주어 비교적 낮은 단가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바탕으로 끊임없는 품질개선활동으로 현장 사원들의 자주성

려워지고 있는데도 수출이 증가하고 매출 · 수익이 개선되고 있
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요즈음 업계 현황 특히 중

회사가 갖는 가격 경쟁력은 기업의 영속성과 존립 여부를 판

야 하고, 신제품과 Renewal의 단가는 로직으로 하여 상호간

을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우리 LCC는 ERP와 MES라는 전산

소제조업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었으면 좋겠다면서,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내수에서 수출로의 전환

의 마찰과 업무 Load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내 인건비

System구축과 운영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실행하여,

계속되는 매출 부진·만성적인 적자, 경영 자금 부족과 금융권

가능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상승에 따라 부자재의 가격 인상에 유의하여야 하고, Volume

전산에 의한 원칙 중심의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 대출 회수 등을 걱정하고 있다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자지간 · 친인척 사이에도 값이 싸야 거래할 수 있다”는 말

이 작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Pump류 · Cap&Mechanic 등

따라 주요 제품인 Mouth Wash와 화장품들을 품질이 까다롭

LCC는 무차입 경영,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처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

은 적극 수입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의 대부분

기로 유명한 일본 · 미국시장에 대량 수출하고 있어, LCC 품

개척하고, 품질경영을 바탕으로 무결점의 제품을 공급하여 “

선 중소제조업은 생산현장의 생산성이 가격 경쟁력의 첫 번째

은 수입이므로 직수입으로 전환하고, 국내 수급 원료도 공급

질의 위상은 상당히 높게 확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輸出을 통한 百年企業의 실현”이라는 Vision을 향해 나아가

이고 성력 ·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조 ·

업체를 통합하여 원재료 단가를 낮추어 가는 노력을 계속하

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통한 Smart 공장으

여야 합니다.

를 갖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Niche Market으로 한정되어

로 변신해야 하고, 영업 · 생산 · 구매 등 사내 업무 Process는 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창업 인구는 5명 중 1명이고 그중 외식업

준화하여 상호간의 Synergy를 창출할 수 있는 “System 경영”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여가는 가장 좋은 비법은 “무

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질 · 가격 경쟁력으로 OEM · ODM 생

비중이 65%라고 하니, 대충 500만명 이상이 음식점 · 카페 등

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주 → 구매 → 생산 →

결점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사적

산 공급은 우선 안정적일 수 있으나, 기업의 장래성 · 미래가

의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

공급에 이르기까지 월간 · 주간 생산계획 수립과 이행은 외부의

품질 관리(TQC)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라는 풍문을 얻게 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Brand를 개발하여 키워나가

들이 몰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

간섭 없이 사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스스로 결정하는 System

는 것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직접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가

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제품개발 · 홍보 · 마켓팅의

만, 대박집이라 하여 긴 시간 줄서서 먹는 「잘되는 음식점」을

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System 경영이 정착되려면 부

급적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Outsourcing하려는 경향이

거대한 조직 · 자금 · 인력을 가진 대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점의 노하우는 첫

서장 · 사원으로의 Empowerment(권한 · 업무이양)가 반드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에서부터 하부 현장

한 Mass Market은 절대로 기웃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로지

째가 음식 맛이고 가격 역시 적절하여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임파워먼트는 회사가 미래의 꿈·Vision을

사원들까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이 경영철학에

Brand Power가 아닌 품질 · 가격 경쟁력과 Speed라는 강점

고, 또한 그 집안이 갖는 독특한 양념 비법이나 요리기술이 있

설정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의 한방향정렬(Alignment)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Niche Market(틈새시장)에서 승

어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시켜 늘 기억하고 자주 찾게 됩니다.

이 이루어지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의 윤리경영과 깨끗하고

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틈새시

또한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밝은 얼굴로 손님을

정직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

장」을 찾아내어 10년 이상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한다면, 그곳

응대하면서, 식당 분위기가 깨끗하게 정갈하고 · 밝고 · 편안하

의 신뢰성과 상호간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직무교육과 성

의 “Leading Brand”로 성장시킬 수 있고 Niche Market의 강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중소제조업으로 연결하여 비교

품에 대한 Mind 교육을 병행할 때 Empowerment의 환경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완벽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조성되게 됩니다.
회사가 가격 ·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 따라 공장의 분위기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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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으로 성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자사 Brand”

또한 자동화 · 성력화가 되어 있고 물류 흐름이 순탄하여 제조

가격 경쟁력 확보의 또다른 중요 변수는 변동비 성격의 원부

사교(私敎) 같은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경비가 낮아야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품질 · 가격 경쟁력

자재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재 협력사 선정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정직성 · 성실근면 · 열정 그리고 주위

만 갖춘다면 별도의 영업 활동이 없어도 고객은 찾아오게 마

은 품질 · 가격 경쟁력 확보의 주요 변수가 되므로, 사적 요인

에 대한 배려와 배품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듯이, 발전 · 성

LC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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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코너

CEO 칼럼

白社長の社内報論評に対する感想
社内報をお送り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OMI社は2014年11月に設立され、LCCとは2017年に初めての縁を結びました。2018年ワセリンリップの事業が開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명문장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매일식품 회사 전경>

始された以来、本格的な大量取引が行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OMI社の副資材の価格は国内比45%ほど安くて、
立派な価格競争力を持っています。安い単価のおかげでLCCのワセリンリップが高い価格競争力を持つようになり、

기업의 수명이 얼마일까 하는 물음에 「린디 효과」로 그 해답을

고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이다”처럼 인재 육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존재라면 지금까지 존재해

てずいぶん及ばなかったし、輸出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業務や書類作業も不十分でした。しかし、OMI社は品質向

위한 의식개혁 · 직무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수출기

온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존재할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라

上のために多くの努力を傾け、LCCの企業文化をロールモデルにし、多くの変化を遂げました。それによって、現在

업에 걸맞는 Global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해외출장의 기회도

고 정의되고 있는 린디 효과는 “지금까지의 경영 활동이 앞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같은 교육

미래의 활동을 예언할 수 있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LCC

Program으로 개인의 성품과 역량을 키워야 하고, 칭찬과 격려

가 기업의 존재 목적을 시장과 고객으로 인식하고 그것도 Global

의 “포상 문화”로 업무의 성취도 · 만족감을 드높여주어야 합

해외 시장에 두고, Speed라는 기업 공유 가치에 변화와 혁신을

니다. 또한 인재의 외부 영입보다 내부에서 육성되고 승진되어

지속하는 DNA를 가진 기업이라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업수

기업 경영자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명 2~3배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품질 경쟁력 확보는, MES 전산 System과 함께 전원이 참여하

중소 제조회사가 생존 · 발전하여 장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는 TQC(Total Quality Control)와 원칙 중심의 품질경영이 실

서는 선장인 CEO의 Mind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

천될 때 가능해집니다. 5S 활동과 함께하는 청소문화는 품질경

을 경영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기업보국(企

영의 첫걸음이고 생산 현장의 자주검사는 여사원들의 애사심으

業報國)으로 가장 보람되고 값어치 있는 일이고 인생을 2~3

로 「품질 지키기」의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품질 불량 개선과 생

배 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

산 Loss 방지의 제안활동 역시 품질 ·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데

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진출하는 신규 사업의 성패를 가급적 10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실시되는 혁신체조는 우리

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전망·추진해야 하고, 국내시장이 아닌

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뒤이어 회사사명서 낭독은 사원

Global Market을 바탕으로 사업 전개하여 내수 · 수출의 균형

들을 「수출을 통한 백년기업」이라는 Vision 실현으로 「한방향

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좋

私が10年以上化粧品包装材会社で努めながら決心した

정렬」시켜 줍니다.

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ことがあります。ほとんどの会社は高い品質基準を満

新年が近づいて、2019年が暮れて行っています。2019

수 있다”는 말처럼 CEO는 기업 경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これによって私の目標

年、LCCの確固たる支援と協力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

제조업의 성장 · 발전과 기업의 흥망사를 보면 한계가 있기 마련

행복은 산 정상에서 얻는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면

は「職人」で最高の品質を作り出すことです。そのた

ます。今後も作業現場の環境改善と能率を向上させる

이고, 장수기업이 많은 일본에서도 기업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서 갖는 희망에서 비롯되며, 「Becoming(~이 되는 것)」이 아

め、OMI社のCEOとして会社のために私ができること

ことによって、高品質と単価引き下げのために＇絶え

30년이 넘지 않는다는 가혹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니라 「Being(~으로 사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기업 경

は何であり、OMI社が「良い企業文化を持つ価値のあ

ず成長する会社＇になるように努力します。これから

나라에서의 중소기업 수명 역시 매우 짧아, 10년이면 10%, 20

영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る企業」に成長するためにには「何をするべきか、ま

もLCCとOMI社が協力し合い、より身近になって結果

た私たちの目標、私たちが社会に貢献できることは何

的に共に成長すると信じております。LCCのMissionと

か」についてずっと考えて工夫します。2019年10月、

企業文化も見習います。最後に全てのことに感謝申し

いくつかの日本の会社を伺う機会がありました。そ

上げ、これからもLCCと共に成長するパートナーにな

の中でも稲盛和夫会長が設立した京セラの訪問を通じ

るよう努力いたします。

년이면 1%, 30년이면 0.1%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창업 22년을 넘긴 LCC는 얼마 기간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표이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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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ップ事業が成功するように大きな助けを与えたパートナー社です。今は、LCCにとって欠かせない重要なパートナ

공하는 우량 기업들은 “건전하고 올바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

LCC Magazine

ーですが、初期にはOMI社とのビジネスをしながら、多くの困難がありました。OMI社の品質レベルは、国内に比べ

OMI社の品質は従来に比べて多くの向上を遂げ、作業場も環境も多くの改善を成すました。これからもLCCはOMI社と
の関係をよくリードしていき、相互に共存してWIN-WINする関係が続くことができるよう努力します。

白星川社長へ

す。そして、会社に一助した社員たちに精神的 · 物質
的両方の利益をお返しするのです。

毎月LCCの社内Magazineをお送り頂き誠に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社内Magazineを読むことにより、LCCの

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白社長のようにより実用的で自

企業文化を·知るのに大いに役立たれています。11月

己修養する人になりたいです。絶えず熱心に働きな

号(246号)の論評「書けば叶える」を読んでとても感動

がら多くのことを学んで成長します。「生」とは「成

し、共感しました。御社の企業文化と社長の印象深い

熟の過程」ということを悟り、根気よく学習能力を

話を読むことによって、私も＇目標＇を文章で書いて

向上させ、顧客と従業員に最高のサービスを提供しま

個人的にも会社的にも活用できるようにしています。

す。LCCとのビジネス関係を結んでからもう2年になり

また社員たちにも彼らの目標、義務、価値観を文章で

ました。LCCはビジネスパートナーだけでなく、学ぶ

作成させ、望んでいることを得られるように励まして

ことが多く、尊敬できる重要な企業です。LCCの企業

います。

精神、忍耐、寛大さ、排他的心は、私たちOMI社が学
ばなければなら重要な徳目だと思います。

てOMI社のビジョンと目標がますます明確になりまし
た。私の目標はOMI社がこの分野の最高になることで

CEO Carl 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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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라’ 인터뷰
고객사 인터뷰

영업팀

황인성

Q. ‘향기나라’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품을 생산해주시고 있어 LCC제품은 저희 고객들에게도 신뢰받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

A. 저희 ‘향기나라’는 상호와 같이 향기와 관련된 방향제류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 제품 종류로는 방향제

로는 제 생일날 꽃을 보내주시는 것과 정기적인 공장초청행사 진행으로 상당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

와 탈취제를 바탕으로 LCC의 가글, 핸드워시, 손소독제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통망은 온라인을 주

각하고 있습니다.

력으로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또한 도매·직납 등 다양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Q. LCC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Q. LCC와의 거래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대리점은 취급품목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매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

A. LCC와의 첫 거래는 약 15년 전인 2005년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희 향기나라는 가글에 대한 대중의

이 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존제품들도 정기적으로 디자인을 리뉴얼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짐에 따라 가글 취급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LCC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취하여 인연

상품가치가 높아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닿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구축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혹시 LCC와 거래하면서 안 좋으셨던 점도 있으셨나요?

Q. 오랜 기간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안 좋았던 점이 없었습니다. 항상 LCC 영업담당를 비롯하여 임직원분

A. 향기나라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째도 고객우선, 둘째도 고객우선입니다. 실제로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

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점은 아니지만, 담당자분께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굳이 말

면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 직접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과 단점 주의사
항 등을 상담하며 고객의 니즈와 궁금증을 해결하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며 충성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
게 쌓여진 고객들과의 신뢰가 오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고객우선의 첫 걸음입니다. 또
한, 고객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며 고객우선주의를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씀을 드리자면 '결품 제로화'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Q.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A. LCC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설, 추석 등 명절시즌에 선물세트로 만들어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LCC의 전
대리점을 통틀어 매출 1등 대리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사업이 확대되어 창고를 확장하는 것

Q. 현재 LCC 제품 관련 시장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기후 온난화 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이슈가 매년 지속되고 환
경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대중들의 ‘청결’에 대한 습관화가 이루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LCC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

A. 15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LCC와 향기나라의 신

글 제품들의 수요도 대량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날 것이

뢰가 굳건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핸드워시류와 손소독제는 더

30년, 40년 지속적으로 더욱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LCC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향기나라가 같이 성장하는 밝은 청사진을 그려보고

Q. LCC와 거래하면서 가장 좋으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성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퀄리티

(High Quality)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력 있는 제

8

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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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라 오웅 사장님과 함께>

LCC Magazine

9

통근버스 세차

현장중심의 Clean Day

‘그림처럼 아릅답고 깨끗한 회사’를 만들고 있는 백년기업, 수출기업 LCC는 매주 목요일 클린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왕에서 LCC까지 출, 퇴근을 도와주는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L/C생산실 충전실에서 근무하는 강경순입니다. 벌써

그 중 매월 2, 4주차는 ‘통근버스 세차의 날’입니다. 그리하여 통근버스 기사 분들은 생산여사원분들의 도움으로 날씨가

LCC에서 입사한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근무했을 당시와 달리 회사 일에 대해 너무 익숙해지면

따뜻한 봄, 여름, 가을에는 외부까지 깨끗하게(동절기에는 내부 세차만 진행) 청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청소에 많

서, 우리 회사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9개월의 세월이 무색해지게 저의 회사에 대한 생

은 도움이 되는 고압세척기를 마련해 주었고, 다른 도구도 요청만 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

각이 변할 수 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클린데이를 맞이하여, 평소와 다르게 통근 버스를 청소하던 날이었

이동하는 LCC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근버스 기사분들은 매일 깨끗한 LCC의 얼굴로 LCC

습니다. 그때 저는 통근 버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청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

의 식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더 깨끗한 통근버스로 유쾌하게 LCC의 미래와 발전을 싣

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당황하여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산지원팀 남택용 주임

"언니,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청소할 필요가 없겠어."
"야 5S 몰라? 우리 회사 5S 중에 항상 깨끗하게 하자는 내용 있잖아.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5S는 당연히 지켜야지."

입사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말 주변 없는 저에게 LCC 사보에 글을 써서 올릴 자격이 되는지 조금은 쑥스럽고 어떤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회사의 지침이 있어도 일시

내용을 써야 할지 어렵지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만큼 용기 내어 써보려 합니다. 클린데이를 통해 2주에 한번 통근버

적으로만 지킬 뿐 우리 회사 직원들처럼 오랫동안 실

스 청소를 하면서 느끼고 보람 있었던 부분이 있어 이것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아침 체조 후, 회사 사명서 중 하나인

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직원 분들의 성

‘5S를 통해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회사를 만든다.’ 를 낭독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실함과 실천 의식 수준에 존경스러움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하는 클린데

진천 통근버스 청소를 배정 받아 지금까지 짧지만 3번 정도 해보았습니다. 진천 통근 버스는 12인승 밖에 안 되는 작은 차

이를 통해 통근버스를 청소하면서 뜻하지 않게도 우

라 다른 지역 통근버스 보다 청소하기에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버스가 흰색이다

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 처음 근무했

보니 단순히 빠르게 하지 않고, 좀 더 꼼꼼히 구석구석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운 날씨에 청소하려하니 조

을 때처럼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

금은 힘들었지만 통근버스가 깨끗해질수록 제 마음까지 환해지고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청소한 곳이 깨끗

습니다. 우리 회사에 익숙하지 않

해진 통근버스를 우리 사원들과 함께 타는 것에 왠지 모를 뿌듯함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버스 청소가 힘
들 수 있지만 하루 일과를 보람 있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
분들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0
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신입 직원분들과 회사에 너무
익숙해져 예전의 열정이 사라진 직원분들도, 저처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
리 모두들 회사를 위하여, 또 다른 동료 분들을 위하여 5S를 실천합시다!
- L/C생산실 강경순

- L/C생산실 박정근

매일 아침 출근과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요즘 흔히 말하는 ‘통근이’(=통근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CC는 매주 목
요일 아침, 전 사원들이 참여하는 클린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여사원들은 돌아가면서 통근버
스 내, 외부를 청소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사님과 함께하고 있
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정말로 휴지 등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건 모두의 주인
의식, 책임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통근이를 타고 출, 퇴근하는 사원 모두 깨끗한 통근이와
즐겁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가글생산실 권혜순

10

LCC Magazine

LCC Magazine

11

5S실천 교육을 다녀오면서

5S의 확신

디스펜서 수출

정돈을 함으로써 재고를 줄이고 물건의 보관, 이동에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의 설비관리를 통
해서 생산성, 품질향상을 높여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LOSS가
없도록 하는 것도 5S의 기본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사

님, 사무기술직 사원분들이 5S교육을 다녀오고 금번에는 반장

원들과 함께 5S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생산지원팀

인 저도 5S 사외교육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현장개선 5S 실천

서동설

교육은 1박 2일의 교육이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교육을 받

청소를 생활화 하면서 단순히 쓸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기위해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곳은 종로에 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마음에 와 닿

치한 한국생산성본부로 5S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질교육을

았습니다. 립케어실 2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신발 바닥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내교육으로 많은 교

이 너무 지저분하여 매일 계단을 닦았는데 ‘신발 바닥부터 깨끗

육을 받았지만 처음 받는 사외교육이라 약간의 긴장감에 교육을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이

받게 되었습니다. “5S의 기본 개념은 기업의 이익창출이다. 이

라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다

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의 개발과 세계시장으로의 판

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교육으로 얼마나 많

매확산을 해야 한다.”는 말들로 교육을 시작되었습니다.

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회사생활

지난번 사보에서는 ‘불량부자재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새해 첫 사보를 작성했었는데 바로 두 번째 사보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디스펜서 수출’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디스펜서의 수출은 LCC의 미국 진출 및 중국 등 앞으로 나아가
려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사보에서 지속적 언급하시기도 했고, 저 역시도 LCC에서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
으면서 매출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이후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디스펜서 개발’이었습니다. 지난번 불량부자
재도 힘들었고 올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기억을 떠오르게 되니 기분이 말로 설
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혁신활동

LCC에서는 전사적으로 5S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조금 더 발전
디스펜서의 경우 2019년에 안정화가 되지 못했던 아쉬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한 수출문제 발생, 예상
하지 못한 품질이슈 발생, 중국 사출이전으로 인한 딜레이 등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영업팀의 경우 납품 문제, 품질 문

Export

제 등으로 고객사와 조율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고, QA와 생산의 경우는 품질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
고, 저 역시도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대선, 재진 협력사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도움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협력사분들
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이 사내에서 실시한 5S교육과 많이 비슷했고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2020년에도 5S활동을 생활화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게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품질사고 없는 립케어 공장이

되었고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5S활동 이다보니 좀 더 귀 기울

되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공장에 적용하고 많은 현장 여사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L/C생산실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

김미옥 반장

처음 디스펜서를 접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백화점, 아울
렛, 심지어 설렁탕 음식점에서도 디스펜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디스펜서를 볼
때마다 한 번만 하면 아쉬운 느낌이 들어 두 번 정도 푸쉬(Push)를 하고 사용하고 나옵니
다. 뿌듯함과 동시에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공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요소 개선

무 과잉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는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
면서 발생하는 재고의 낭비 그리고 자재의 결품 및 설비의 부동
으로 인한 대기의 낭비, 물건을 이동시키는데 발생하는 이동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 및 수동 콘

셉트로 진행 개발예정인 ‘슬림 수동 디스펜서 3종’과 ‘색상 추가’ 진행 등으로 다양한 모

LCC에서는 5S활동의 실천을 위해서 부서장님들과 사원들, 그리

낭비, 또한 불필요한 작업에 의한 작업의 낭비, 불량을 처리하기

습의 디스펜서는 물론 고품질의 디스펜서를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자동은 처음에 수출

고 반장들까지 5S 사외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

위한 불량의 낭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자체의 낭비가 있습

시장을 타겟으로 진행되었지만 국내(내수)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신제품 디스펜서 출시

해서 첫 날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서울로 가기위해 준비하

니다. 이런 것들을 ‘7대 낭비요소’라고 하는데 저는 1박 2일 동

로 다양한 디스펜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의 품질, 제품을 위해

고 서울행 첫차를 탔습니다. 터미널에서 김미옥 반장님과 간단

안 교육을 받으면서 사내교육으로도 많이 강조되었던 ‘7대 낭비

서 발로 뛰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요기를 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

요소’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

외교육이라서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약간의 긴장감에 시간체

니다. 이런 낭비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S활동이 필요하고

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꾸준하게 5S활동을 실천할 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얼마

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교육장을 찾아가다보니 간신히 시작 5

나 많이 현장에 적용하고 많은 현장 여사원들을 참여시켜야 가

분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5S의

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

생활화 및 생산 활동의 기초 낭비와 불량발생의 사전방지, 품질

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

향상과 불량 제로화, 원가절감과 납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및 설

습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감사

비고장 감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드리며 2020년에는 LCC 사원 모두가 5S의 실천
으로 더욱 발전하는 LC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 7대 낭

비요소’였습니다. ‘7대 낭비요소’란 첫 번째는 부족을 걱정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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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생산실

오정희 반장
LC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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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바라보는 LCC

LCC로부터 배운 것, 얻은 것

LCC 구성원으로 느낀 점

플래너의 생활화

행복경영팀

연구소

이재권

김미선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 벌써 2020년의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LCC에 입사하고 1

에서 LCC의 생산 제품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과 반가움은 그간 제 스스로가 LCC의 일원이 됐음을 실감하게 합

년이라는 시간동안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래너 작성을 통

니다. 구성원이라면 언젠가는 으레 얻게 되는 사보작성의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LCC

한 시간관리, 목표관리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2020년 첫 달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나날들 속에 어느덧 입사 3개월 차를 맞이했습니다. 회사 밖

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몸담으며 느꼈던 단상들을 적어보겠습니다.
LCC에 입사 전에는 아주 간략한 플랜만을 기록하고 세세한 항목들, 시간분배 등은 하지 않았고, 일의 마무리가 흐지부

우선 LCC의 ‘높은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입니

지 되는 경우, 목표를 잊고 다른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소소한 일들을 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처음 플래너

다. 여러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를 작성하고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플래너 작성을 잘 하지 못하여 팀장님께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

못한 여건 속에서 곡소리를 내는 중에도 LCC는

만 3개월 정도 플래너를 쓰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다보니 이제는 플래너 작성이 생활화되어 플

최근 3년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래너 없이는 일이 잘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플래너의 정확한 작성 및 활용 방법을 배우고, 일의 우선순위, 시간관리 방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및 협력사들의 목소

법 등을 배우고, 플래너에 저의 목표, 이를 이루기 위한 액션플랜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시간을 매월, 매주, 매일

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며

정리하며 적어가다 보니,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외부의 한파를 굳건히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합

기업문화

니다. 기업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 직원들도 성

우선, 할 일을 잊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소소한 일은 내가 기억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을 반성

장하고, 그 과정에서 LCC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원과 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여

하며 전부 메모해두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는 일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게 되었습니다. 월 단위, 주

건이 될 것입니다. 비단 인재육성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세로 전 세계의 가글 시장에서 LCC의 입지를 넓혀나가며 슬로

단위 계획뿐만 아니라 매일 일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니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서두르고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

건인 '백년기업, 수출기업'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서 일이 많다, 어렵다 불평하는 일이 줄고 차근히 마무리 되어가는 일을 확인하면서 만족감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스
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플래너를 통해 시간관리, 목표관리를 하면서 그 효과성을 체감하고 있고, 큰 만족감을 얻고 있

다음은 ‘청결한 근무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미지는 단정함과 깔끔함입니다. 정갈하게 배치된

습니다. 2020년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저 스스로도 성장해갈 수 있도록 더 노력

각 공장들과 더불어 직원들의 청소활동으로 주변 환경이 말끔해진 덕분입니다. 청소문화는 ‘5S’라는 명칭으로 LCC 곳곳에

하겠습니다. 틈틈이 플랜 작성과 업무 · 시간 관리에 조언을 해주신 사장님과 연구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글을 마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사원들이 참여해 공장동 내부 또는 주변을 청소하는 '클린데이'에서부터 매 달 한 번

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씩 여사원분들께서 담당하시는 ‘클린플로어’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조경활동’과 ‘5S 사례발표’, 그리고 ‘담당구역 청소’ 활
동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회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
서든 주변과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의 형성이 그 효과가 될 것입니다. LCC에 입사한 후 저 스스로도 정리/정돈에 대해 조금
은 진지하게 고찰하게 됐고, 주변 물품들 뿐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을 즐기며 5S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의
식이 (많이는 아니지만) 변화한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은 ‘직원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LCC는 사원들이 출, 퇴근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인 1실 기숙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독려하는 어학공부 및 도서 지원, 업무로 지쳐갈 때 즈음에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야유

회’와 ‘전어회파티’ 등의 행사,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는 ‘포상위원회’ 등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동시에 일
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LCC에서 근무하며 굵직굵직한 행사에 참여하고, 자기개발 제
도를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 뛰어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나브로 그 사
고방식에 동화되어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사명서,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5S활동에 익숙해지고 LCC가 바라보는 곳과 같은 곳을 지향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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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명서의 효과성

개인사명서 작성의 중요성

한방향 정렬

인생 지표(The Index of Life)
연구소

생산지원팀

오윤주 팀장

지인구

사보를 통해 ‘개인사명서의 중요성’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사명서

육을 이수한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아 개인사명서 작성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개인사명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썼

는 마치 ‘바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승패가 존재하는 바둑에서는 사전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 여러 전략 중 상대에 맞

던 사명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서 모두 좀 어리숙하고 방향성이 부족했던

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국 중에 상대의 예상치 못한 전략전환에는 이에 맞는 자신만의 성공전략을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 올해 사명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세 번째라 많이 서툴

펼쳐야 승부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문화

올해도 어김없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7-H에서 배웠던 ‘개인사명서’를 작성하고 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

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 하는 사명서지만, 스스로 올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하는지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개인사명서는 제 자신이 인생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총 3가지 분야 즉, 직장, 개인, 가족에 대해 제가 생각하

는 중요한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개인사명서에서 직장, 개인 및 가족에 대
매년 개인사명서를 발표할 때마다 사장님과 여럿 부서장님들의 사명서를 보면서 배우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사

해 한판의 바둑상대로 삼았으며, 앞으로 1년간의 변화무쌍한 일에 대하여 저의 고유 가치를 토대로 개인사명서도 수정

장님께서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매년 이렇게 개인사명서를 작성하면서 인생을

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명서의 분류 중, “개인”의 목록에서 “퇴근 후 하체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표현은

살면서 목표를 글로 씀으로써 그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커지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애매모호하여 행동의 집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운동 시각과 방법, 장소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행동의 실천력

렇게 매년 사명서를 작성하면서 점차 내가 쓴 사명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써 나는 이

을 높였습니다. 개인사명서 작성이 최근이라 더 많이 수정을 못하였지만 체력의 한계에 따라 횟수의 증대와 운동의 종

렇게 인생을 살 거야 하는 것보다 그 말을 글로써 쓰게 되면 그의 말에 책임감이 부여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개인사명서는 변화하는 저 자신과 앞으로 다가오는 다변적인 상황에 대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

기업문화

또, 개인사명서 발표회를 통해 ‘한방향 정렬’이 실현가능하

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안내하는 ‘인생 지표(The Index of Life)’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주관적인 고유성을 잃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사장님의 사명서를 보면

지 않게 하고 채찍질을 하게끔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가 3번이면 패한다.”

서 올해 우리 LCC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었

라는 뜻은 '의외의 좋은 결과가 반복되면 타성에 젖게 되고 자신만의 고유 전략을 잃어 결국에는 패한다.'라는 뜻입니다.

고 그를 위해 ‘나는 연구소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러 장벽에 부딪치더라도 과정을 거름삼아 축적해 나아간다면 묘수를 이길 수 있는, 요행이 아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방

언제나 자신만의 묘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향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스스로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개인사명서 발표회 때는 이런 부
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리지만 서서히 한방향으로 순 전환되고 있는 자
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사명서이기 때
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해왔다면 현재는 개인적

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적인 부분과 개인적인 부분의 밸런스
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써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매년 개인사명서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이 개인사명서
의 효과성을 깨달아 가는 것이 즐겁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내
년에도 하나씩 배워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매년 이렇게 생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신 사장
님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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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성공사례

시장 선두주자!
몽글몽글 거품비누
영업팀

변재성

요즘 같이 연중 내내 극성인 미세먼지와 우한 폐렴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더욱 빛을 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

그렇다면 “어떻게 몽글비누가 이러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소에 납품되고 있는 ‘몽글몽글 거품비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사보를 통해 금년도 예상 판매량 ‘120만개’에 육박
하는 몽글몽글 거품비누의 성공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First Mover(시장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오션인 핸드워시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하여 그 시장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몽글비누’의 인식을 재고시킴과 동시에 다른 경쟁사

몽글몽글 거품비누(이하 ‘몽글비누’)는 미용비누(고형비누)와 젤 타입의 핸드워시가 대중적이었던 2010년 말에 국내

들의 입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을 수 있었던 ‘자사의 신제품

최초로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레몬향과 포도향 2종으로 출시된 몽글비누는 미용비누와 핸드워시가 거품을 내기위해

개발 기술력’에 있습니다.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 반제품 개발 및 연구가 추진 될 수 있었으며, Global 대기업 고

여러번 손을 비벼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펌핑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다이소의

객사와 협업하며 쌓은 품질 관리 경쟁력과 자동화 시설 및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매장 수 증대라는 환경에 힘입어 출시 3년 만에 판매량은 6만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듬해인 2014년 몽

마지막으로 다이소와 함께 만들어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패키지 리뉴얼이 있습니다. 2종에서 출발하여 현재 5종

글비누 석류향과 리필팩 2종이 출시되며 현재의 제품군인 400ml 3종(레몬, 포도, 석류), 350ml 리필팩 2종(레몬, 포도)

으로까지 확대된 제품군과 2014년 1차 패키지 리뉴얼을 시작으로 2016년 2차, 2018년 3차 리뉴얼을 통해 변화하는 트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본격적인 성장 흐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년 만에 전년도 6만개 판매량의 200%가 되

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라벨 디자인을 개선하고, 용기 측면 투시창 도입 및 POP부착을 통해 더욱 소비자에게 어필할

는 12만개의 판매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후 매년 전년 대비 판매량 증감률 50%라는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성장

수 있도록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고, 2019년 81만개의 매출과 함께 다이소에 납품중인 제품군중 가장 판매량이 월등한 ‘효자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LCC의 경쟁력 있는 제품군의 지속적인 신

제품 출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제 2의, 제 3의 몽글비누와 같은 제
품이 탄생되어 Oriox 브랜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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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부자재와의 전쟁

1,000만$ 수출의 탑

립케어 부자재 주요 불량
영업팀

QA팀

유훈

윤원주

작년 12월은, “「LCC History에 한 줄을 기록한 달」이었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립케어 제품을 한 가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OMI, RPC, 덕수산업, 한국수출포장 등 여러 부자재 업체의 부자

12월 5일 무역의 날, 우리 회사는 1년간 수출실적을 약 1,200만$을 달성하여 ‘1,000

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재 입고 시 품질을 위하여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별되지 못한 불량 부자재가 생

만$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300만$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산 중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 공장의 공정검사는 품질 개선과 생산 중 불량 부자재 선별을 위하여 매주 불량 부자

이번 ‘1,000만$ 수출의 탑’ 수상까지 약 6년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지속적인 성장

재 전시와 아침 조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기업의 지속성장
립케어 공장에서는 메카닉, 캡의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주요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겨울철 정전기로

기회가 산재되어있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병행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높은 성장률

인하여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이다 보니 여사원분들의 선별이 어렵지

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LCC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2011년

않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카닉, 캡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사원분들의 선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부자

수출기업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였고 2020년까지 약 9년여 동안 내수시장과 함께 세계시장에서도 LCC의 품질과 가격경쟁

기획연재

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포화된 내수시장에서만의 경쟁보다는 수많은

재가 있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부자재 불량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력으로 많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수출이 내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회사의 비전인 ‘수출
기업으로 백년기업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잘 이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약 3년 여간 LCC에서 ‘미국유럽수출’담당으로 근무하며 입사초기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이 변화들 중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립케어 생산량 증대'입니다. 원래 BDF 고객사의 주력브랜드인 'NIVEA' 립

작년 11월과 12월에 카드 불량이 각각 1건씩 발생하였는데, 이 두 건은 치명불량으로 카드 후면이 반대로 인쇄된 이전
에 발생한 이력이 없는 처음 발생한 불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산 여사원분의 발견으로 선별이 진행되었지만, 여사원
분들의 품질의식과 관심이 없었다면 자칫 큰 Claim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량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인 불
량 부자재 전시와 교육을 통해 Claim없는 제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어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지만, Unilever의 'Vaseline‘ 립케어 신규출시 이후 많은 립케어 생산량이 증대되었습니다. 립케어
의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과정은 당연히 품질과 가격경쟁력에 있을 것입니다. 20년 전, 30만개를 시작으로 한 립케
어 단독공장의 시작에서 지금은 어느덧 연간 3천만 개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의 립케어 공장,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은 LCC의
큰 경쟁력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 디스펜서'의 출시입니다. 미국 ADA법에 따른 디스펜서 신규개발 필요성에 따라 2017년 자동 디스펜서의 개발
이 시작되었고 2018년 3분기에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에 깔려있는 수동 디스펜서와 비교하면, 자동 디스펜서는 혁신 Idea상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시장에서 좋은 Feedback을 받고 있고, 자동 디스펜서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분기 슬림 디스펜서 개발이 완료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시장에 성공적으
로 확산한다면, 미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LCC의 디스펜서를 흔히 보는 것은 꿈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브레스 가글 출시'입니다. 미국 Market Share에서 선도그룹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인 테라브

포상이야기

레스 가글이 성공적으로 국내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테라브레스 가글이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불량부자재 전시대>

<조례교육>

선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 따른 적기공급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해당 과제를 잘 이행한다면 테라브레스 기업의 제1의 아시아 생
산 공장이 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에라스(Pieras) 가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LCC에서 생산중인 글로
벌 브랜드 바이어스도르프(BDF)의 제품들도 세계시장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1,000만$ 수출의 탑‘ 수상
을 넘어서 2,000만$, 3,000만$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미국 수출담당으로서 자사 D-가글의 미국시

장으로의 물량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Distributor 개척이 필수적입니다. 이 Mission 달성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여 LCC의 비전
달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C 카드 후면 인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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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LCC NEWS

월간 행사 일정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부서장 회의 (10:30)
·사무/공장동 청소의 날 · LCC Refresh Day
·5S 사례 발표회(16:00)

목 Thursday

금 Friday

2

토 Saturday

·클린데이
·휴일근로신청접수(11시)
·주간생산계획(10시)

1

설 연휴(1/23~1/27)

개인사명서 발표회(부서장, 7H이수자)

LCC에서는 1월 23일을 임시휴무로 지정하여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설 명
절 연휴를 하루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
레드향’을 명절선물로 준비하여 가족들과 함께 나눠드실 수 있도록 각 가정
에 택배로 배송하여 전달하였으며 모처럼 5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며 가족들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LCC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시

LCC에는 사명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
하여 부서장, 7H 사외교육 이수자 사원들은 ‘개인사명서’를 개정하여 발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사명서 발표회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하
고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사명서 발표회는 매년 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

3 월례회

4 사보배송(249호)

5

6

7

9

10

11

12

13 1차 포상위원회

14 산업안전교육

15

16

17

18 수출 회의

19 월간행사

20 클린플로어

21

22

23

24

25

26 1차 마감

27 2차 포상위원회

28

보건관리대행

8 1.15 정월대보름

소화기 점검

고 건강하세요.

산업안전교육(1/21)
품질교육(1/17)
1월 17일에는 생산직 여사원을 대상으로 ‘Lot No. 사고유형 및 예방’ 품질교
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품질교육을 연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품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교육에 참여해주
시는 LCC 사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월 21일에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보행사고’ 주제로 산업안전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
운데 사내 위험구역을 안내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실외 미끄러짐 사고는 두부 타박상, 근골격계 골절 등 큰 상
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사내 보행 시에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
주시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가글생산실(4공장) 옥외 간판 설치(1/29)

칫솔 지급

가글생산실(4공장) 전실과 휴게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사원
분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쉬는 시간에 앉아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공간을 확충하여 벤치의자 비치, 냉/온정수기 설치, 불량 부자재
전시대와 수출 현황판 부착을 통해 여사원 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탈바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실 확장 공사도 진행 및 완료됨에 따라 가글생산실(4
공장) 외벽에 전 세계로 수출되는 LCC의 가글, 디스펜서, 손소독제 등 가글생
산실(4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미지로 구성된 옥외 간판을 설치하여 가글
생산실 여사원분들의 자긍심을 더욱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원분들의 구강 청결 관리를 위해 LCC 직원 화장실에는 칫솔걸이와 함께
가글 디스펜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양치의 생활화를 유도하
여 청결한 구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산 여사원분들을 대상으로 칫솔을 지
급하여 기존에 낡은 칫솔을 교체해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작은 행사였지
만 새로운 칫솔 전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칫솔 지급 행사를 통해 사원들의 구강 관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
원하겠습니다.

주요일정 수립
다이소 회의

포상내용

29

월마감
급여지급

부서

대상

포상을

공장별 평가

각 생산실

축하합니다!

립케어 부자재 개발 및 품질 개선

생산지원팀

한상현

유화실 불량 부자재 전시대 운영 및 조례 품질교육

QA팀

권예림

성명

부서

날짜

성명

부서

날짜

이기순

유화 1공장

2일

김영아

생산지원팀

22일

생일을

곽백영

유화 1공장

3일

이경선

L/C생산실

25일

축하합니다!

박미경

L/C생산실

4일

남유진

L/C생산실

27일

강향란

유화 1공장

17일

권혜순

가글생산실

27일

이진희

행복경영팀

19일

Editor’s comments
사회적으로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헤드라인 뉴스가 아니었
으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되어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더 힘써야 합니다. LCC 가족여러분, 주기적인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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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e Market No.1 Brand
최상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윤리 투명경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믿음과 신뢰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제품

립케어류

스킨/로션류

가글류

바디로션류

거품비누/핸드워시

샴푸/린스, 바디워시류

수출용 가글제품

피에라스 프로폴린스 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