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으로 꼬박꼬박 배송되는 사보를 보고 ‘아빠가 

한화인이구나’라고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아이가 한글을 깨치기 전에 종간이 된다고 

하니 아쉽고 서운하네요. 나중에 커서 사보에 실린 

자기 귀여운 사진을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한화/방산 이재호 과장 

그동안 사보를 보면서 직장인으로서 저 자신을 

뒤돌아 보기도 했고, 여러 목표를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서운하지만 한화이기에, 

새롭게 태어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새로운 사보에서는 디지털 속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풍성했으면 

합니다. 다 읽은 6월호 사보를 제가 매일 다니는 작은 

도서관의 ‘잡지함’에 꽂아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다른 도전과 공감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자 박선영 님

꾸준히 한화 사보를 보고 읽고 느끼며 많은 정보와 

감동을 받았는데 종간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인쇄 사보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 딸도 아쉬운지 자기도 사진 찍고 싶다고 하여 

한장 찰칵 해주었습니다.

독자 남기욱 님

안녕하세요?  <한화ㆍ한화인> 애독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책상 위에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붙인 카드와 <한화ㆍ한화인> 

사보가 놓여있네요.  어버이날 선물이래요. 

저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한답니다.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사보 읽는 시간이 바로 

저만의 휴식 시간입니다. 항상 저만의 

휴식시간이 되었던 사보를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독자 강미선 님

 “<한화ㆍ한화인>은 종간하지만 디지털 

사보가 있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사보 

편집실이 해냅니다.”

매월 한화인인 아내와 함께 기다리던 

<한화ㆍ한화인>이 종간과 동시에 디지털 

매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니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에 인증샷 찍어봅니다. 

앞으로 발행될 디지털 매체에서는 ‘불황과 

저성장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힘도 결국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함’을 잊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읽어야 도전과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화가 

보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는 콘텐츠도 

제안해 봅니다. 그럼, 소중히 간직하게 될 

6월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조태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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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사보 종간 소식이 너무 아쉽네요. 그룹의 인쇄 

사보 마지막 책자의 추억을 우리 여덟 살 난 아들과 

함께 장식해 보고자 합니다.

독자 김홍자 님

<한화·한화인>이 오면 다섯 살 난 저희 딸이 제일 

먼저 포장 비닐을 뜯어 봅니다. 그룹사 소식들을 

읽어 주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새겨 듣습니다. 이 

달 사보를 받아 들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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