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낝논설실△논설위원金

永浩낝편집국△편집국부국장趙庸△

국제부(워싱턴특파원준비)崔炯斗

■SK건설 낝승진 △전무 박경진△

상무 김호영 석중식 임선욱 이명기

이은교김정철박문수이윤희

■쌍용건설 낝승진 △전무 김명회△

상무 문보현 김정국 신숭하△상무보

이광진황인강

■금융감독위원회 낝국장 전보 △감

독정책2국장 김용환 낝국장 승진△

홍보관리관김주현낝과장 전보△기

획행정실 기획과장 김근익△감독정

책2국 자산운용감독과장 이명호△감

독정책2국조사기획과장서태종

■금융감독원 낝국장 △증권검사1국

김원식△조사1국 임승철낝실장△은

행감독국 신BIS실 이석근낝해외연

수△총무국송경철

■재정경제부 낝과장급 파견△EITC

추진기획단安澤淳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장沈載

千

■국세청 낝복수직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심사1과장金起周△중부지방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許章旭△대

전지방국세청조사1국장朴義萬 낝과

장급 전보△국세청비서관金連根△

〃전산기획담당관成潤慶△〃정보개

발2담당관諸葛敬培△〃감찰담당관

朴仁穆△〃부가가치세과장朴聖基△

〃재산세과장權奇龍△〃조사기획과

장 宋光朝△서울지방국세청납세자

보호담당관李浚星△〃총무과장 宋

燦秀△〃개인납세2과장崔鉉敏△〃

법인납세과장金萬浩△〃조사2국1과

장朴塡根△〃〃3과장 金炯均 △〃조

사3국 1과장 徐大源△〃〃4과장 崔

鍾萬△〃조사4국 1과장 金琮純 △중

부세무서장 鄭泰萬 △마포〃金榮國

△동작〃崔二奉△금천〃沈日九△강

남〃 申春植△도봉〃 韓明輅△중부

지방국세청법인납세과장姜正武△〃

조사2국4과장李榮周△〃조사3국1과

장池七星△〃조사3국 2과장 金長壽

△동안양세무서장金鴻圭△속초〃鄭

會洙△용인세무서개청준비단장金榮

培△대전지방국세청세원관리국장金

在八△천안세무서장 崔鍾武△보령

〃李運昌△예산〃崔萬鎬△동청주세

무서개청준비단장庾炳燮△북전주세

무서〃姜聲旭△대구지방국세청납세

지원국장申永均△〃조사1국장張承

佑△〃조사2국장昔浩榮 △동대구세

무서장都珍浩△서대구〃文明斗△남

대구〃林永基 △부산지방국세청 납

세지원국장 姜渭濟 △〃 조사1국장

黃周鈺 △〃조사2국장 鄭壽昌 △〃

조사3국장 李永鎬 △부산진세무서장

姜昌赫 △수영〃朴熺東 △금정〃鄭

廷壽△김해〃裵永洙△동울산〃徐

鎭旭△진주〃李己衡△국세청金熙

哲

낝세무서장 직무대리 △원주 鄭利鍾

△영동 具暾會△나주梁昇麟△안동

李相瑞△창원車洙昌△거창李夏潤

낝서기관 승진 △국세청 총무과(경

리) 孔亨鶴 △〃혁신기획관실 林光

鉉 △〃감사담당관실李鍾汶 △〃감

찰담당관실 徐國煥 △〃국제세원관

리담당관실 姜旼秀 △〃납세홍보과

安玉子 △〃 법무과 裵祥在 △〃 재

산세과 盧正石△〃법인세과李俊午

△〃 조사기획과 金明俊 △〃조사1

과 辛在國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실 韓成洙△〃개인납세2과 李文榮

△〃조사1국 조사1과 鄭鎭泰 △〃조

사4국 조사2과 權在哲 △〃〃조사4

과 崔錫七 △〃국제조사2과 玄宰彬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 白雲喆 △

〃납세자보호과 許明在 △〃법무과

金浩連 △〃조사2국 조사1과 申光東

△대전지방국세청 총무과장 洪淳弼

△〃조사1국 조사1과장 金豪永 △광

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朴

順緖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장 河

正國 △〃조사1국 조사1과장 崔仲浩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姜

南圭 △〃조사3국조사1과장 柳基東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楊柄水

△국세종합상담센터柳星秀

■여성가족부 낝실돚국장급△정책홍

보관리본부장 李仁植 △여성정책본

부장 鄭奉協 △권익증진국장 權容賢

△여성인력기획관 尹英淑낝팀장(과

장급) △행정지원팀장 趙鎭宇 △혁

신인사기획팀장 尹孝植 △재정기획

팀장 李基順 △성과관리팀장 김은정

△정보화전략팀장 鄭埰鏞 △국제협

력팀장 姜善惠 △정책홍보팀장 朴雲

錫 △정책기획평가팀장 尹炫悳 △인

력개발기획팀장 朴蘭淑 △인력개발

지원팀장 趙珉慶 △양성평등문화팀

장崔昌行△협력지원팀장李隱姬△

가족정책팀장孫愛利 △가족지원팀

장柳良只△가족문화팀장李聖美△

보육정책팀장 崔聖知 △보육재정팀

장李南薰△보육지원팀장金浩順△

권익기획팀장 金機煥 △인권보호팀

장정제숙△복지지원팀장李正心

■병무청 낝과장급 전보(부이사관)

△총무과장 金鍾鎬낝과장급 전보(서

기관)△제주지방병무청장 鄭鎭五 △

경남병무지청장 崔鎭龜 △경기북부

병무지청장 金在化 △강원영동병무

지청장崔相建△선병과장林栽夏△

산업지원과장 崔炳日 △부산지방병

무청 징병관 鄭利植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징병관張漢洙낝과장급 승진

(서기관)△병무민원상담소장 朴魯

典 △혁신인사기획관 朴熙寬 △재정

기획관申德澈△징집과장李東煥△

동원과장 金鐵洙 △소집과장 崔榮來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金倍鉉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징병관趙權行

■㈜금비 △대표이사부사장高基瑛

△상무李永鎭

■성신여대 △대학원장宋一城△인

문과학대학장具良根△사회과학대학

장겸인력대학원장禹明東△자연과학

대학장朴京淑△미술〃金龍植△기획

처장全珖佰△학생〃金貞姬△연구〃

鄭小愚△정보통신〃朴鍾守△중앙도

서관장金景嬉

녪대한항공은 29

일 화물사업본부

장인 최경호(사

진) 전무를 부사장

으로, 객실승무본

부장 이훈 상무를

전무로 승진발령

하는 등 200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

행했다.

이번에승진한임원은부사장과전

무 각 1명 외에 상무A 7명, 상무B 10

명, 상무보 24명 등 모두 43명이다.

특히이번인사에서는대한항공조양

호회장의맏딸인조현아기내판매팀

장이차장에서상무보로전격승진했

다.

대한항공은 돱이번 인사는 글로벌

리딩 항공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분위

기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돲며 돱특히

신규 상무보의 경우 24명중 18명(7

5%)을 40대로 선임했다돲고 설명했

다.

■대한항공 낝승진 △부사장 최경호

△전무 이훈 △상무A 박남일 이성복

양승주 박보 지창훈 강달호 이종은

△상무B 이강훈 권경환 정진홍 심재

문 강규원 강창훈 이순영 강경부 이

상만 이영덕△상무보오규철황수영

방선오이우평정도근조현아이수근

이병호이승범김태원이택용김영욱

이창효권혁민문갑석박학진서상용

서강윤낝승진 전보△상무보이성호

김치훈김정기채창호류경표이광수

녪한국토지공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장에 이태일(5

4) 전 충북개발연구원장을, 토지박

물관장에 조유전(63) 전 국립민속박

물관장을내년 1월1일자로 각각임명

한다고 30일밝혔다.

국토도시硏 원장 이태일씨

토지박물관장 조유전씨

녪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김창

세(55) 전건설교통부차관보를신임

원장에선임했다고 30일밝혔다.

경남 사천 출신의 김 원장은 서울

대토목공학과를졸업한뒤기술고시

6회로 공직에 입문, 건교부 수자원국

장, 기술안전국장등을역임했다.

건교기술평가원장 김창세씨

대한항공 부사장에 최경호씨

녪현대그룹은 29일 부사장 2명, 전무

5명, 상무 5명, 상무보 12명에 대한

계열사임원정기승진인사를단행했

다.

현대그룹임원인사는지난해에이

어올해에도사장단인사가없었으며

임원승진폭은지난해 16명에서 24명

으로크게늘어났다.

그러나 현대건설인수를위해꾸려

질 것으로 예상됐던 돳현대건설 인수

태스크포스팀돴은 채권단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내년에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을 모았던 현

정은 회장의 장녀 정지이 현대상선

과장의 승진 또한 이번 인사에 포함

되지않았다.

현대그룹측은 돱이번인사는 2년연

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현 경영진과

임원들에 대한 신임을 반영한 것돲이

라고설명했다.

<승진>

■현대상선 낝승진△전무 김종헌△

상무 김재선 한웅섭 김종권△상무보

이주선박영간신현종임종기강호경

정한기

■현대증권 낝승진△부사장 강연재

△전무 이대영△상무보 최철규 오빈

영

■현대아산 낝승진△전무 임태빈 낝

선임△전무김철순

■현대엘리베이터 낝승진△전무 황

재현△상무 이기출 △상무보 권영민

신민영이낙정

■현대택배 낝승진△전무이상용

■현대유엔아이 낝승진△상무보 안

장원

■현대경제연구원 낝승진△상무 유

병규

■현대기획총괄본부 낝승진△부사

장이기승

현대그룹 임원 24명 승진인사

녪돱누구나 하는 어르신 공경을 점심

대접으로대신하는것뿐인데힘들게

뭐있나요.돲

노점상들이 만든 무료급식 자원

봉사단 돳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돴 정

용식(47) 회장은 휴일만 빼고 지난

11년간 동네 노인들에게 점심식사

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해왔다. 그러

나 그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

다. 오히려 돱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아 점심도 드

시고 친구도 사귀셨으면 좋겠다돲는

바람뿐이다.

보문시장노점상등아름다운사회

만들기회원들은 29일에도추위를잊

은 채 서울 성북구 개운산 운동장에

마련된 급식센터에서 배식 자원봉사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급식소로 만

든 10평 남짓한 컨테이너 가건물과

앞에 설치한 천막을 합치면 동시에 6

0~7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동네 어

르신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날마다 1

00~150명이 찾다보니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배

식이 진행되는 내내 15~20명 정도는

운동장 벤치 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정 회장은 돱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

이 바깥에서 진지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안타깝다돲고말했다.

밥 한 끼가 아쉬운 노인들에게는

없는 살림을쪼개봉사활동을벌이는

노점상들이 고맙기만 하다. 김영분

(여돚70)씨는 돱장사하는 사람들이 자

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너무나 고

맙다돲고말했다.

박영순(여돚73)씨는 돱젊은이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저런 사람들이 진

짜 훌륭한 사람들돲이라고 고마워했

다. 김용구(66)씨는 돱정성이 담겨서

인지 밥도 맛있고, 노인들끼리 바둑

도 두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참 좋

다돲고말했다.

아름다운사회만들기는지난 94년

6월 첫 급식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

해 5월 경동시장 약재상의 아들이 10

0억대 재산을 노리고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숨지게한끔찍한패륜범죄가

계기가됐다.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무료급식센

터는 노점상들이 수입을 쪼개 하루 1

000~2000원씩 내놓는 후원금으로 운

영된다. 돈이 없을 때면 자기 가게에

서 팔던 채소나 고기를 들고 오는 상

인들도있다.

이날도 보문시장 상인들이 모아준

생선과 김치를 들고 급식소를 찾은

이주한(32)씨는 돱우리 부모님께 드

리는것이라고생각하면하나도어렵

지않다돲고말했다.

김성훈기자 tarant@

녪김윤(사진) 삼

양그룹 회장은 29

일 이웃사랑 성금

2억5000만원을 사

회복지공동모금

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삼양그룹

은 돱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을 위한 삼양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

천하고 불우이웃을 지원하며 폭설로

피해를입은이재민돕기에참여하기

위한 것돲이라고 설명했다. 삼양그룹

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

체어를 기증하고 설탕, 밀가루 등 생

활용품을지원하고있다.

삼양그룹, 2억5000만원 성금

녪효성은 29일 연

말연시를 맞아 조

석래(사진) 회장

과 임직원 일동 명

의로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조 회장은 돱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위해나눔을실천하

는 것이 사회와 고객에 대한 보답이

자기업의사회적책임돲이라며 돱소외

된이웃들에게희망을전달해주길바

란다돲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 10월부

터 독거 노인 170여명에게 쌀을 전달

해오고있다.

효성, 이웃돕기 성금 2억

녪임창욱(사진 )

대상그룹 회장은 2

9일 폭설로 피해를

본 호남지역 주민

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

금 2억원을 전국재

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대상그룹은

또한연말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사

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1억원을 기탁

했다.

임 회장은 돱호남지역 주민들이 하

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바란다돲고밝혔다.

대상그룹도 3억원 기탁

녪서경배(사진)

태평양 사장은 폭

설피해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주민

들을 돕기 위해 3

억원을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기탁

했다. 서 사장은 돱폭설로 피해를 입

은 호남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작업이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돲고 말

했다. 태평양은 지난 2002년 태풍

돳루사돴 피해 발생시에는 3억원을 기

탁하는 등 이재민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고있다.

태평양, 폭설복구 3억 성금

28 2005년 12월 30일 금요일 제 4325 호

녪문화일보 송년기획 돳일

하며 나누며돴는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새해에도 계

속연재됩니다.

곉알림

돱서울돚광양돚포항서 월 2800명 봉사돲

겥9겦

돳포스코 자원봉사단돴

포스코 돳나누미봉사단돴자원봉사자가서울서대문구창천동한길봉사회의무료

급식프로그램에참여,무의탁노인들에게점심식사를제공하고있다. 포스코제공

셋째 토요일 돳봉사의 날돴 무료급식 등 도와

포항돚광양 불우이웃에 올 8억여원 지원도

녪돱사회가 각박해진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일을 하

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

았습니다.돲

차가운 겨울 칼바람이 전국을 휩

쓸던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창

천동 한길봉사회 복지관을 찾아 무

의탁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

동에 참여했던 포스코 열연판매실

열연수출팀 마재소 과장은 돱무의

탁 노인들이 끼니를 굶지 않도록

꾸준히 음식 재료를 대는 자영업자

가 있는가 하면, 추운 날씨 속에 하

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 음식을 장

만하고 무거운 식판을 나르는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봉사자들

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돲고 말

했다.

마 과장은 돱처음 봉사에 나섰을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무의탁 노인

들이 밥 한끼를 받아들며 정말 고

마워하시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

다돲며 돱회사에서 마련하는 자원봉

사 프로그램에 꼭 다시 참여할 생

각돲이라고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열연판매실 열연유통팀 경재선 대

리는 돱식사 한끼 해결하려고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인천에서까지 올

라오신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돲며 돱다들 우리 친할머니돚

할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돲고

말했다.

경 대리는 돱매일 봉사활동하시

는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

은 아무것도 아니다돲라며 돱봉사

활동을 하면서 무의탁 노인들에

게 뭔가를 베풀었다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컸

다돲고 봉사활동의 보람을 소개했

다.

포스코 열연판매실과 후판선재

판매실 사회공헌팀 돳나누미봉사

단돴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열연

판매팀 김장철 대리는 돱서울 서대

문의 한길봉사회가 매일 실시하는

무료배식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한번

씩 봉사활동에 나서는 정도지만

참여하려는 지원자가 많아 매번

참가자를 추려서 나가야 할 정도돲

라고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열기

를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도 열연판매실

과 후판선재판매실 직원 10여명이

돳치열한 경쟁돴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2003년 5월부터

2만450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돳포스코봉사단돴을 운

영중이며 나누미봉사단도 이 가운

데하나다.

포스코는 또 제철소 소재지인 포

항과 광양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

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부터 포항과 광양의

불우이웃 220가구를 선정, 월20만~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

며 2005년에는 240가구에 총 8억64

00만원을 지원했다. 봉사참여를 독

려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는 매

월 셋째주를 돳나눔의 토요일돴로 정

하여 월평균 2800여명의 임직원이

서울과 포항, 광양지역에서봉사활

동을펼치고있다.

백수하기자 sooha@munhwa.com

노점상들의 돳아름다운 무료급식돴
서울 보문시장 상인들 하루 1000∼2000원씩 모아 11년째

29일 서울 성북구 개운산 무료급식소에서 보문시장 무료급식 봉사단이 노인들에게

제공한 따뜻한 점심을받아가고 있다. 임정현기자 theos@

정몽구(왼쪽) 현대기아차 회장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연구장학생 특강행사후 만찬

에서 정운찬(오른쪽)서울대총장과건배를하고있다.

현대차 제공

돱서울대 현대돚기아차 연구관

전문대학원 육성 적극 지원돲

정몽구 회장 연구장학생 특강서 밝혀

녪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9일 미래의 품질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육성을 적

극 지원키로 했다. 또 서울대는 대학내 돳현대기아차

차세대 자동차 연구관돴을 전문 대학원으로 확대 육성

한다.

정 회장이 이날 서울대안에 있는 현대기아차 차세

대 자동차 연구관을 둘러보며 연구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연

구장학생특강행사에참석, 이같이말했다.

정 회장은 특강에서 돱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세계

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인재 양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돲며 돱자동차산업이 후세를 위한 영구

적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양성에 적극

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돲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돱경쟁사를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

다돲며 돱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기술 개발을 위해 전문

지식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경영에 적합

한글로벌인재로성장, 세계최고의전문가가되어줄

것돲을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돱현대기아차 차세

대 자동차 연구관을 자동차 전문 대학원으로 확대 육

성할계획돲이라고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연구관과 함께 이공계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전문인력으로 육성, 미래자동

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인 엔지비(NGV)

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

인 연구장학생 제도를 도입, 장학금 지원과 실습교육

프로그램등에매년 40억원을투자하고있다.

유회경기자 yoology@

국립중앙극장장 신선희씨

서울예술단 이사장 정재왈씨

녪문화관광

부는 29일

신선희(60돚

사진) 전 서

울예술단 이

사장을 국립

중앙극장장

에, 정재왈(42) LG아트센터

운영부장을 서울예술단 이사

장에 각각 선임했다. 임기는

모두 3년이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미

국 하와이대와 중앙대에서 석

돚박사 학위를 받은 뒤 무대미

술가로 활동해온 신선희 신임

극장장은 서울예대 교수와 한

국무대미술아카데미 대표 등

을 거쳐 지난 1998년부터 7년

여동안서울예술단이사장겸

총감독을역임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낸 신

기남의원의누나다.

정재왈 신임 이사장은 고려

대 영문과를 나와 한국일보돚

일간스포츠 기자와 중앙일보

문화부기자등을지냈다.

최영창기자yc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