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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업계발전과함께한50년, 

앞으로도함께걸어갈것”

김희용 삼광잉크페인트제조(주) 회장

(사)한국포장협회(회장임경호)는매년2월 25일‘포장인의날’에한국포장협회의발전은물론, 국내포

장산업발전을위해노력해온포장인에게공로상을수여하고있다. 올해수상자는김희용삼광잉크페인

트제조(주) 회장으로, 김 회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이사와감사,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상근부회장등

을역임하면서국내인쇄및포장산업발전에기여한공이큰인물이다. 김희용회장을만나수상소감과

함께50여년간인쇄및포장산업현장에서겪었던다양한이야기에대해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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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최근‘하루 만보걷기’를 실천 중이라며 핸드폰으로

관련앱(App)에기록된내용을보여주는김희용회장

의얼굴에서자부심을찾아볼수있었다. 

본인이 정한 목표를 하루도 빠짐없이 달성하며 느끼

는기쁨은이루말할수없이큰것이라설명하는그에

게서삼광잉크페인트제조(주)를만들고50여년간이

끌어올 수 있었던 근면성실함과 우직한 뚝심을 엿볼

수있었다. 

5500여여년년간간잉잉크크한한우우물물파파기기

1969년 한국잉크제조(주)에 입사하며 잉크 업계에

뛰어든김희용회장은 1980년 10월 7일서울시영등

포구양평동에서삼광잉크제조(주)를시작했다.

“당시재무부산하전매청의인쇄창에서근무하던서

기관 여럿이 잉크회사를 만들자고 찾아왔었다. 담배

포장 등으로 잉크 소비량이 늘어나던 시절이라 잠재

력이있다고보고삼광잉크제조창업에동참했다.”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였지만 곧 1인 사장 기업이 되

었다. 잉크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한 창업자들이

하나둘떠나기시작한것이다. 2년만에김회장이회

사 전체를 책임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김 회장은“그야말로 맨몸이었다. 학연, 지연, 혈연

없이삼광잉크제조를지킬수있는방법은그저열심

히 뛰는 것밖에 없었다. 잉크를 담은 말통을 어깨에

지고 거래처로 운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며“쉼 없

이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

했다. 

김 회장의 노력에 힘입어 삼광잉크제조는 안정적으

로성장해왔다. 그 결과 1986년 12월경기도김포시

풍무동 공장을 거쳐 2002년 3월 1일 김포시 대곶면

에 대지 1,700여 평, 건평 800평 규모의 공장을 마

련했다. 현재 공장은장릉공단공장의 4배 규모에달

한다. 

““기기술술경경쟁쟁력력향향상상이이핵핵심심””

김희용 회장은“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

비해품질, 가격으로승부를볼수있는시장이마련됐

다고본다. 투명한시장에서실력으로경쟁할수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 향상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해

야한다”고말했다. 

김회장은그라비어잉크의품질혁신및생산성향상

을 통해 연포장산업의 기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 김희용 삼광잉크페인트제조(주) 회장이 한국포장협회로부터 받은
공로패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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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삼광잉크페인트제조(주) 회장

그일환으로 10여년간강원대학교화학공학과산학

협력위원회산업체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산학연이 함

께 잉크 기술 발전을 도모해 우리나라 인쇄잉크산업

발전에기여해왔다. 

““공공생생((共共生生))의의길길을을걷걷다다””

김희용 회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시작부터 함께

했다. 

김회장은“평소존경해왔던한용교회장과신동수회

장, 김선창 회장, 김영호 소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포

장산업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기회에동참할수있

어영광이라생각했다”며협회발족이후지금까지이

사, 감사, 잉크분과위원장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며

협회를위해봉사하고있다. 

또한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상근 부회장을 8년간 역

임하며 50여년간우리나라포장산업발전에지대한

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김 회장은 1980년부터 라이온스클럽활동을통한봉

사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90년대 초에는 지역부총재

를역임하고현재는지도위원역할을하며봉사의기

쁨을이어가고있다. 

김희용 회장은“50여 년간 쉼 없이 걸어왔다. 욕심을

버리고현재의자기삶에만족하고, 나아가주변사람

들과함께살아가는즐거움이크다는것을깨달았다”

며“기업활동외에봉사활동을통해서도큰기쁨을느

낄수있다”고말했다. 

또한“앞으로도타인을먼저배려하고타인과함께성

장하기위해노력하며‘공생(共生)’의길을걸어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 조나리기자olivelina@hanmail.net

물의흐름이자연스러운것은물길이나아있기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강건하려면미래를내다보는안목이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발전이기업을성장시킵니다.

더나은앞날을위해본협회에가입하여친목도모는물론애로

사항을협의해새로운기술과정보를제공받아야합니다.

포장업계에서성장하기원하시면(사)한국포장협회로오십시오.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사사))한한국국포포장장협협회회

회회원원가가입입안안내내

(사)한국포장협회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91~93.ps  2020.5.27 9:30 AM  페이지93   MAC-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