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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가득 담은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붉게 솟아오른 새 아침의 새 해

를 보며 사랑하는 S&T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은 땀과 고뇌, 도전과 성취의 한해였습니다. 

험난한 경영환경을 돌파해 나갔고, 내부 역량의 한계

를 넘어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한해였으며, 마침내 

크고 작은 성취와 도약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2015년은 이제 S&T 기업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

갔지만, 함께 땀흘린 나날들과 고뇌로 지샌 그 많은 

밤들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기억

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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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장기불황 대비,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다시 커다란 변화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급격

히 높아져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

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과 금융불안 속에서 세계시장

의 미래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불황

은 잠시 왔다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

는 긴 장마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제조

업의 상황은 절박합니다.‘중후장대’산업이라 일컫

는 전통적인 중화학공업만이 아니라‘경박단소’한 

전자, IT산업이나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과잉투자해소가 안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생존마저 어렵습니다. 올 한해를 장기 불황에 

대비한 구조조정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은 끝이 없는 히말라야 등정과 같습니다. 

강을 건넌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뗏목을 지고 

산을 오르던 거대기업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의 몸

살을 앓고 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新年辭
2016년 최평규 회장 신년사  

더욱 젊고 양명(陽明)한 기업으로 
혁신해 가는 것. 여기에 기업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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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등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의 결단이 생과 

사를 판가름합니다. 기업경영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체력을 보강하고 비축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혁신과 개선

으로 몸과 짐을 가볍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적

인 혁신과 개선, 그리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기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가야 합니다. 

S&T 국토대장정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봅니다. 

S&T중공업의 백두대간 국토대장정은 2008년 

4월부터 장장 4년8개월 동안 연인원 3,500명이 

850km에 이르는 국토의 중심축을 섭렵해 갔습

니다. 백두대간 국토대장정의 성공은 패배감을 떨치

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We can do it!'의 신념을 

새겨주었고, 이제 S&T 불굴의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2013년 3월 시작된 S&T모티브의 

해안누리 국토대장정은 지난해 12월까지 30차 구간

을 돌파했습니다. 연인원 만천명이 415km를 매달 

이어 걸었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운 국토의 해안을 

걸으며 임직원, 가족, 그리고 장년과 청년 세대 사이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

업문화가 시나브로 기업의 저력이 되고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S&T모티브는 2016년이면 인수 후 경영 10년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들인 경영정상화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 1조원 달성에 

이어 시가총액도 1조원을 넘어 부산지역 상장 제조

기업 중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경영정상화의 중요한 토대인 노사관계의 정상화

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정상화

는 인사제도의 정상화로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편법을 쓰거나 우회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다시 확인하는 보람이 큽니다. 소통하고 화합

하는 기업문화, 정도경영을 통한 경영정상화, 이를 

토대로 더욱 젊고 양명(陽明)한 기업으로 혁신해 가는 

것. 여기에 기업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S&T는 젊고 양명한 기업입니다. 

2016년은 분명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용맹하게 

도전하고 성취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

는 신념이 있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업문화가 

있고, 정도경영의 철학이 있으며, 청년세대가 성장

하는 젊고 양명한 기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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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힘찬 대장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2016년 한해도 우리 임직원 모두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 

멀리 해외지사와 영업현장에서, 그리고 전국의 

공장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S&T 임직원, 

가족 모두에게 2016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2016년 신년원단 

S&T 그룹 
會長  崔 平 奎

2016년 최평규 회장 신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