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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TORY

어렸을 적 위인전으로 한 번쯤 접했을 인물 중 한명은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
합니다.
헬렌이 위대한 이유는 ‘장애’에 있습니다. 그는 생후 19개월 때 앓은 뇌척수막
염으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세 가지 장애를 얻고 말았죠. 알다시피 그는
이 모든 장애를 뛰어 넘어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활동가로 활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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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헬렌의 위인전을 어디까지 기억하시나요. 그가
장애를 극복한 것은 기억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학
창시절 암기과목 외우듯 “헬렌 켈러는 위대하다”는 문장을 외운 느낌만 살아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헬렌을 다룬 위인전이
그의 성장기에 집중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위인전은 100페이지 넘게 그에게
말을 가르친 설리번 선생과의 일화에만 집중했다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녀의 활동을 잠깐 봅시다. 헬렌은 그 시기에 매우 활발히 활
동한 여성운동가이자 평화활동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영역은 여성의 참정권 확
보 운동이었어요. 헬렌이 대학생이던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은 물론 영국 등지에서
도 여성은 투표의 권리가 없었죠. 이런 상황을 헬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장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애를 안고서도 활발히 움직이는 헬렌의 목소리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미국은 1920년 여성참정권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그의 활동은 ‘평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차별을 넘어 인종차별의 극복을
주장했고, 아동노동의 반대와 1900년대 후반에 와서야 전 세계적 논의가 활발해진 ‘사
형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두고 윌슨 대통령에 강력히 항의하
기도 했습니다. 헬렌은 이처럼 장애를 넘어 정열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랬으니 위
인전에도 실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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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의 기적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왕연구소에서 일하는 분
들이라면 알텐데요.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문구가 달려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헬렌이 이처럼 위대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위인전이 성장기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이 말

에 집중한 이유는 일치합니다. 바로 그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 간 주변인들입

은 미국 프로축구(NFL) 세인트루이스(現 로스앤젤레스) 램스의 감독이었던 딕 버

니다. 헬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줄 스승과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밀(Dick Vermeil, 1936~)의 말입니다. 그는 꼴찌였던 세인트루이스를 슈퍼볼 정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린 시절 내게

상에 올려둔 감독으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의 저 말은 팀워크를 강조할 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

빠지지 않는 명언 중 명언이 됐죠.

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실제 딕 감독이 처음 세인트루이스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의 상황은 심각했습

헬렌의 이 말은 애니 설리번 선생과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

니다. 팀원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50여명의 선수 전부가 신출내기였습니다. 팬

적이자 기쁨이었기에 나온 말일 겁니다. 설리번 선생을 만나기 전 헬렌은 응

들조차 당분간은 가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실제로 세인트루이스는 이후로도

석받이였습니다. 자신의 장애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헬렌을 다룬 글들에

2년 동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딕 감독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팀원

서 동일하게 하는 표현은 ‘난폭했다’입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건 예삿일이

들의 재능을 믿었고, 이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팀워크를 보여준다면 상위권

고, 도통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죠.

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이 일곱 살이 되는 무렵 설리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헬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극적입니다. 온갖 장애를 견딘 그의 신체적 문

렌은 그의 책에서 그 만난 날을 정확히 기록하기도 하죠. “1987년 3월 3일,

제가 그렇고 아무런 이득 없이도 눈을 감는 날까지 그를 도운 설리번 선

만 일곱 살을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고. 헬렌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를

생의 헌신도 그렇습니다(실제 헬렌과 설리번 선생 모두 금전적으로는 거

이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겪던 설리번 선생은 손바닥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

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위 드라마 극본을 이렇게 쓰면 욕먹

팀워크를 보여준다면 상위권으로

다. 이후의 삶에서도 설리번 선생은 헬렌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

는다고 할 만 하죠. 분명한 것은 둘이 함께 해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

다. 래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서도 설리번 선생이 내내 강의 내용을 철자로

다.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서 알려줘야 했죠.

며 팀원들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함께’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

합니다. 헬렌처럼 극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 혼자서는 회

황은 1936년 설리번 선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설리번 선

사에서든 일상에서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

생을 대신한 폴리 톰슨은 이후로 무려 46년 동안 헬렌의 곁을 지키며 도왔습

거든요. 혼자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 벽에 부딪히고, 잘 되고 있다

니다.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누군가와 함께 했기에 누구보다 헬렌은 위대한

고 생각해도 결과는 엉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혼자 하는 자영업도 그렇습니다. 혼자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

한편으로 설리번 선생이 불행하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이 남기도 합니다.

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헬렌을 시기하는 여러 매스컴이 설리번 선생을 헬렌의 ‘몸종’으로 비아

주변 환경이 도와줘야 하고,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냥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설리번 선생은 ‘장애인인 헬렌을 이용한다’는 말

해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과 설리번 선생의 관계는 그렇게 정해질 수

찾아야 합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리번 선생의 한 친구가 어느 날 “당신이 없으면 헬렌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 우리만 앞으로 가면 되라

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헬렌은 설리번 선생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

헛되이 산 게로군”. 헬렌의 자립을 누구보다도 응원했을 설리번 선생의 진심

니다.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뒤의 문장은

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온 몸으로 느낀 정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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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은 팀워크를 말하

이들의 이야기에서 조미료를 걷어내면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이 가능

헬렌은 평생을 자신과 함께할 누군가를 언제나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상

활동가로 기억될 수 있겠죠.

팀원들의 재능을 믿었고,

야 팀워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나 혼자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결국 승리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딕은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몇몇이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죠. 특히 선수 별
로 연봉차가 수십 배씩 나는 프로 스포츠였기에 그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을 더욱 더 강조했습니다.
딕의 팀워크 중심 코칭 덕에 세인트루이스는 1999년 열린 제34회 슈퍼볼의
우승컵을 거머쥐는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시즌 전 주전 쿼터백이 부상당하는 상황
이었는데도 말이죠. 무명의 백업 쿼터백의 지휘에 모든 팀원은 전적으로 따랐고,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 세인트루이스의 공격을 두고
미국에서는 ‘잔디 위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쇼(The Great Show on Turf)라고 표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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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혁신을 넘어 혁명으로. 우리 회사는 기계 기술의 대표주자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며 대
한민국 제조업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
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그것. 산업혁명은 세상의 풍경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변화 중 하
나다.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활은 뿌리부터 변화해 왔다. 우리 회사는 지금 우
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을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역 사 상

가 장

위 대 한

도 전

Industrial revolution

현대위아發
의왕연구소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4차 산업혁명!
내 기술지원센터를 둘러보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유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윤준모 대표이사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를 유일호 경제부총리

의 안내로 회사 소개를 받은 후, 차세대 공작

한편 우리 회사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았다. 유 부총리가

기계 XF6300과 공장자동화(FA) 시스템 등

‘HW-MMS’와 스마트팩토리 기능을 대거 포

이곳을 찾은 이유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4

을 살펴봤다. 이후 우리 회사의 대표 스마트

함한 국산 CNC iTROL+를 연이어 개발하는

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

팩토리 시스템인 HW-MMS(HyundaiWia-

등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

기 때문. 유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

Machine Monitoring System)을 이용, 기술지

다. 또 지멘스와 함께 경기도 안산 시화공업

관 등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민관기관장,

원센터 내 고장 난 공작기계를 창원에서 원

단지에 ‘스마트팩토리 데모 공장’ 구축에 참

출입기자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

격으로 수리하는 체험을 했다.

여하는 등 실무 경험도 쌓고 있다. 4차 산업

의였다.

유 부총리는 원격 수리를 지켜 보며 “의

혁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

왕에 있는 기계를 창원에서 고친다니 정말

회사는 혁신을 넘어 혁명을 이끌어 나가기

명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콘트롤 타워다.

편리할 것 같다”며 “나 같이 기계를 모르는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 의견

사람들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좋

을 수렴해 국가적 비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아 보인다”고 말했다. VR관람과 자체 CNC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근 신설된 조직이다.

HYUNDAI-iTROL+까지 둘러 본 후 유 부총

W

리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직접 체험

해 달라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정부는 우리 회사가 ICT와 제조업의 성공
적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
다고 판단, 의왕연구소를 4차 산업혁명의 전
략을 세우는 첫 회의 장소로 낙점했다. 이에
유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회의 전 의왕연구소

8 2017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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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Smart Factory
우리 회사는 스마트팩토리 시대에 뒤처

동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가정해서 해

지지 않기 위해 HW-MMS(HYUNDAI WIA-

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Machine Monitoring System)와 CNC 콘트롤

런 문제를 찾으면서 안정화 작업을 거치는 중

러 HYUNDAI iTROL+를 내놓았습니다. HW-

이고요.

MMS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 공장 내 모든

우리의 시스템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정
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iTORL+는
기존에 있던 CNC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

S/W개발팀의 김인탁 책임연구원

다. iTROL+만 있으면 공장 내 다른 기계의 상

“iTROL+는 확실히 낫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

태도 확인할 수 있고, PC 원격접속으로 가공

HW-MMS와 iTROL+ 등을 개발하게

다. 이게 지멘스의 고급형 NC를 기반으로 만

프로그램을 불러올 수도 있죠. 누구나 숙련공

된 동기가 먼저 궁금합니다.

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 일단 지멘스의 기능은

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팩토리를 읽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다 있다고 봐야죠. 특히 툴모니터링 기능이 기

스마트팩토리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두 시스

“생산현장이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

본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 기능을 쓰려면 다른

템을 만든 S/W개발팀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졌지만, 현장 관리와 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지

NC는 비싼 돈을 주고 옵션으로 구매해야만 쓸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지는 않았습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장관리 시스템인 HW-

듣고 싶었죠. 그래서 iTROL+ 개발에 직접 참여

작업자가 일일이 상황을 확인해야했죠. 관리의

MMS도 상당히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

한 S/W개발팀의 김인탁 책임연구원을 만나봤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컸습니

격으로 아주 먼 곳의 가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다.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기기가 대중

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화되면서 사용자들의 IT숙련도가 크게 향상됐

지난 겨울 흥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연결’이 스마트를 만든다

‘시간’을 초월한 공정 개선

신작 <너의 이름은>에서 남녀 주인공은 시
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골소

제조업계에서는 IoT를 이용해 공정간 설비 데이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의 관심이 커진 가장 큰

녀 미츠하와 도쿄소년 타키, 두 사람은 어느

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팩토리’가 최근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숙련공이 점차 줄

날부터인가 꿈 속에서 서로 ‘체인지’ 됩니다.

가장 주목 받는 단어입니다. 스마트팩토리란 공장

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숙련공의 경우 공장 내 작

내 설비와 기계마다 사물인터넷을 설치해 설비현

은 시그널에도 빠르게 문제 대응이 가능했던 반

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생산성

면, 이들 비율이 줄어들면서 현장은 새로운 생산

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성 향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는 미츠하는 타키가 되고 타키는
미츠하가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물론 판타지입니다. 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력은

‘이미 공장은 충분히 자동화되어 있어 스마트하

스마트팩토리는 <너의 이름은> 속 주인공들이

지 않나요?’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겪은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공장을 가능하게 합

러나 스마트팩토리와 공장자동화에는 분명한 차

니다. 숙련공들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누

물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 이런 연결이 우리

이가 있죠. 공장자동화 시스템은 단위 공정별로만

구든 이용할 수 있게 하죠. 따라서 비숙련자도 현

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수집해 무인화와 자동화를 이루는 반면,

장 내 돌발상황에 숙련공만큼이나 적절하고 신속

스마트팩토리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전후 공정까

하게 대응하며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됩

지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예측’까지 할

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잘 함축하는 주
제입니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

수 있어 훨씬 더 똑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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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시장의 요구는 분명한데 공작기계의 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스마트팩토리

전 속도는 고객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역부족

구현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고자 HW-MMS와
iTROL+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 기술은 ‘사후진단’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겨도 원격으로 확인하고 해결할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개발할 영역은 ‘예측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진단’입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을 기계
가 스스로 인지하고, 고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특징이라면 PC나

개발을 진행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작기

바둑 AI인 알파고가 이전 기보를 통해 학습하

계에서 가동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듯, 공작기계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

이 가장 어려웠어요. 컴퓨터야 문제가 생기면

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한데 쉽지 않은

껐다 켜면 그만이지만, 공작기계는 고스란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의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시스템 가

IoT란?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oT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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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ON!

인터몰드 2017서
스마트 팩토리용 자체 콘트롤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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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국내 최대 금형 전시회에서

지난해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한 ‘핀

스마트팩토리를 실현할 최첨단 공작기계 콘

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핀업 베스트 100’에

트롤러를 공개했다.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

콘트롤러에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을 대

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금형 전시회

비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인터몰드 코리아(INTERMOLD KOREA)

선보였다. 우리 회사는 전시 현장에 자체 원

2017’에서 공작기계 콘트롤러 ‘HYUNDAI-

격 유지•보수 시스템인 HW-MMS(Hyundai

iTROL+(이하 아이트롤+)’를 최초로 선보였

Wia-Machine Monitoring System)을 설치,

다. 우리 회사는 약 732㎡(약 221평)의 대형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 과정을 고객들이 상세

전시공간에 초고성능 5축 공작기계 XF6300

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

등 금형 전문 기기 10대도 함께 전시했다.

운영 중인 HW-MMS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

인터몰드는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용해, 공장 내에 사람이 없을 때도 관리할 수

세계 3대 금형 전시회 중 하나로 2년에 한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번씩 열린다.

공장 관리자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으로 언

이번에 공개하는 ‘아이트롤+’는 2015년

제 어디서든 공장 내 모든 장비의 상태를 확

지멘스와 합작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CNC(컴

인할 수 있다. 기계에 문제가 있을 때의 수리

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또한 원격으로 진행된다.

Control) 콘트롤러 ‘아이트롤’에 네트워크 기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XF6300을 비롯한

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이

고성능 금형기계도 대거 선보였다. 유럽연구

- 공장 가동 한 눈에 보는 공작기계 콘트롤러 ‘아이트롤+’출시

다. 공작기계 콘트롤러에 사물인터넷(IoT) 기

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한 XF6300은 정밀함

- 현대적 디자인으로 ‘핀업 디자인 어워드’ 수상

능을 접목해 기계의 가동현황을 실시간으로

을 요구하는 곡면 가공에도 탁월한 성능을

- 초고성능 공작기계 XF6300으로 고성능 금형시장 공략

확인할 뿐 아니라 공장에 있는 다른 공작기

발휘해 금형 가공에 적합하다. 독일과 일본

계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의 공작기계 못지않은 성능 덕에 XF6300은

제어 기능도 추가해 기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지난해 말 판매 개시 이후 3개월여 만에 해

때 곧바로 원거리 A/S를 받을 수도 있다.

외에서만 30대가 넘는 주문이 쏟아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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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설계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

폭발적인 시장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별히

폭 강화한 것도 아이트롤+의 강점이다. 아이

이번 인터몰드에서는 XF6300 전용관을 설

트롤+는 19인치 풀터치 스크린을 장착해 공

치해 고객들이 가공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작기계에 직관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있도록 했다.

스크린 측면에는 ‘스마트 단축 버튼’을 배치

윤준모 사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고

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단 한 번의 클릭으

성능 금형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로 이용하도록 했다. 조작반 또한 작업자의

을 동시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현대위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아이

아가 금형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트롤+는 심플한 현대적 디자인을 살린 덕에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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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01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02
2017년 임원 워크숍 개최

03
2017년 협력회 정기총회 개최

04
안전 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우리 회사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제주 해비치 호텔에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8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

열고, 제4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2017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서 ‘협력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윤준모 사장을 비롯한 주요

이기 위해 국내 부서별 안전 담당자 126명을 한 자리에 모아 ‘안전 담당자

현금 배당금 등 주요안건을 승인했다. 우리 회사는 연결기준 연간 매출 7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현대위아IHI터보 등 관계사 임원 총 48명이 참석

임원진과 협력회 회원사 대표 등 137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을 열었다. 창원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2017년 주요 안전

조5894억원, 영업이익 2627억원, 당기순이익 1307억원의 재무제표를 승

했다. 임원들은 워크숍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목

인하고, 주당 1,100원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확정했다. 또 윤준모 대표이

표 달성을 결의했다.

사 등 6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먼저 정기총회 안건으로 ▲협력회 감사 보고 ▲사업계획/실적 보고

관리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안전회의체 운영, HSE전산시스템 활성화

▲협력회 임원 선임 및 회원사 가입/탈퇴 승인 등이 처리됐다. 이어진 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행사에 참여한 안전 담당자들은 함께 안전

워크숍에서는 ▲영업본부 ‘외부수주 확대 및 현지판매 활성화 방안’ ▲

미나에서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 비전 ▲동반성장 ▲명품품질 확보 ▲

결의를 제창하며 그룹 안전제일주의 정책을 마음에 새겨 안전한 일터 만
들기를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심화됨에 따라 전년

연구개발본부 ‘시장선도 제품 개발 및 전문 연구역량 제고 방안’ ▲재경

마케팅 전략 ▲협력사 아이디어 제안 사례 공유 등 위기돌파 해법을 집

대비 실적이 감소했지만, 내실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본부 ‘원가혁신 활동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 등 본부별 주요업무

중 논의하며 상생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음악 공연과 포토존 운영

한편, 3월에는 해외 생산법인에서도 별도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평균 재

주력해 어려움을 타개해나갈 계획이다.

추진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임원특강, 사업목표 달성 결의 등 다양한 프

등의 행사가 이어졌으며, 멤버쉽 활동을 통해 협력사간 친목을 도모할 수

해건수 감소를 목표로 관리 강화 및 성과평가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로그램을 진행하며 목표 달성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Holding the 41st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HYUNDAI WIA Held ‘2017 Executive Workshop’

2017 Suppliers Regular Meeting

Safety Awareness Workshop

On March 17, HYUNDAI WIA held the 41st annual general meeting
for th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ppointment of internal directors, and cash dividend.
HYUNDAI WIA approv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7.5 trillion won
for annual sales, 262billion won for operating profit and 130billion won
for net profit, and decided to pay dividends of 1,100 won per share. In
addition, six members including Yoon, Jun Mo, the CEOs was selected as
an internal director.
As the uncertaintie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environment
persisted, HYUNDAI WIA business growth has declin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HYUNDAI WIA is planning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by strengthen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focusing on aggressive sales activities in 2017.

From March 10th to 11th, HYUNDAI WIA held the ‘2017 Executive
Workshop’ with 48 members of WIA Magna and HYUNDAI WIA IHI
Turbo at Gyeongju HYUNDAI Hotel. The workshop began by sharing the
business plans for 2017.
During the workshop, each division gave a presentation on the
subject of major business promotion plans such as ▲Sales division
‘Plans for Expanding Orders and Local sales promotion ▲R&D Division
‘Developing Market-leading products and enhancing professional
research capacity’ ▲Finance Division ‘Improving profit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cost innovation activities’.
By conducting various programs and taking executive lectures the
members reaffirmed the commitment to achieve the business goals.

HYUNDAI WIA held a "Suppliers Regular Meeting" at Jeju Haevichi
Hotel for two days from March 24 to February 24. 137 members
including Yoon Jun Mo, the CEO, and chairman of the delegations have
attended the event. At the meeting, the members dealt with various
topics such as ▲suppliers report inspection ▲project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n appointment of executives and an admission/
withdrawal of membership.
In the following seminars, members encouraged the suppliers by
discussing the solution of overcoming crisis such as ▲project plans
and mid-long term vision ▲mutual growth ▲superior quality ▲
marketing strategy ▲sharing cases of supplier’s idea.
Also, music performances and photo zone event were held, and
members had a time to promote friendship.

On February 28, HYUNDAI WIA held a ‘Safety Awareness Workshop’
with 126 safety officers,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nd
reduce industrial disaster. The event was held at Changwon Hotel,
where various programs were conducted to share key issues about
safety management in 2017. Also, topics such as operating safety
sessions and activating HSE network system were discussed. Those
who attended the meeting decided to take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safe working place with minds of “safety-first policy” of HMG.
Meanwhile, a separate workshop was held for overseas production
corporation in March. HYUNDAI WIA plans to pursue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by enforcing management and conducting a performance
evaluation by setting a goal to reduce the average number of disasters.

14 2017 March/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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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05
산동법인 잔반 줄이기 행사 시행

06
산동법인 여성의 날 행사 개최

07
강소법인 2017년 승진자 교육 실시

08
강소법인 사내 물류차량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산동법인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산동법인은 여직원 50여 명을 대

지난 2월 24일, 강소법인은 중국 장가항시 중요태부 호텔에서 주임급

강소법인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

경영지원부 주관으로 식당 잔반 줄이기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잔반으로

상으로 트레이닝 센터에서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모범사원 시상식과 직

이상 승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자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승진

월 17일 안전환경부, 구매부, 사관영업부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내

복권을 바꾸자’라는 이벤트 시행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임직원에게 복

원 노래자랑 대회, 단체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성

자들의 기본 소양과 직급 역량 함양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물류 차량을 점검했다. 점검은 차량의 안전벨트와 클락션, 라이트, 백미러

권을 지급해 선물을 증정하며 열기를 더했다. 전 직원이 잔반 줄이기의 중

직원들은 평소에 보여주지 못한 끼와 열정을 발휘했다. 산동법인장 문상

했다. 강의를 맡은 송성예 강사는 ‘새로운 역할 적응’및 ‘의식 개선’을 주

와 타이어 마손 등 종합적인 차량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날

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상영시간도 가졌다. 산동법인은 올바

호 전무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 직원들이 최고의 딸, 최고의 와

제로 이론 강의와 더불어 다양한 사례 실습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검사대창 전 차량의 안전상태는 양호했다.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개

른 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환경보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식

이프,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여직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

교육을 마친 한 승진자는 “새로운 자리에서 근무할 때 큰 도움이 될 듯

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으로도 스스로에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더욱 주도적으로

하다”며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더욱 큰 힘을 보낼 수 있도록 노

펼쳐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선된 사내 운전규정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강소법인은 ‘안전제일 예방 위주 종합관리 방침’을 철저히 수행해 국가
법률과 안전 생산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직원 안전
교육을 통해 무사고 현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山东法人开展光盘行动

春风摇曳丽人节

江苏法人2017年升晋者教育

江苏法人 社内物流车辆安全点检

为响应“减少饮食垃圾，保护环境”这一号召，2017年2月24日

3月8日丽人节，公司组织全体女员工约50名于技术中心举办丽人

2月24日，江苏法人 “新升晋者角色心态转变”教育在张家港市

为了消除这些潜在的安全隐患，预防交通事故，2月17日上午安

山东法人经营支援部发起节约粮食，杜绝浪费的活动。员工通过空盘

恳谈会。总经理在致辞中表示：“你们为了成为一位好女儿、好妻

中油泰富酒店举行。本次教育共有21名2016年末新晋升主任级以上

全环境部，购买部和事管营业部共同对当天进出入的车辆进行了安

抽奖活动及就餐时段播放节约饮食相关宣传片，督促全体员工自主节

子、好妈妈、好员工一直在努力，你们让家人骄傲，让公司骄傲”，

管理职参加,旨在提升管理职基础素养及在业务处理中的经营思维能

全点检。主要对车辆的安全带，喇叭，灯光，后视镜以及轮胎的

还激励员工“在今后的日子能够继续保持这种高度的工作热情，以更

力和管理能力。

磨损情况等综合项目进行了检查。当天点检的车辆安全状态均为良

俭，全员合力创建文明就餐好风尚，提高饮食文化。

加自信的姿态去面对生活，做自己人生的主人”。随后工会为模范女

宋成锐讲师从“适应新角色”、“经营思维”等主题展开，将实

社员颁奖，在大家的呼声中恳谈会增加了唱歌表演和小游戏环节，现

际案例和理论内容相结合，从中了解了在工作中如何根据所担任角

场好不热闹。最后公司为每一位女员工准备了精美的礼物，节日气氛

色进行相应的思维。

更加浓重。

通过理论结合实际的操作，学员表示，此次培训收获颇丰，希望
将学到的内容运用到今后的工作中去。

16 2017 March/April

好。由于社内行车规程有所变化，检查当天还给物流车辆司机讲解
了工厂现在实行的安全规定。
认真贯彻执行“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遵守
国家法律法规和安全生产操作规程，组织学习安全生产知识，打造
无事故事业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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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ools
공작기계에
‘3D 프린터’ 더했다

우리 회사가 공작기계에 ‘3D프린팅’ 기능을 더해
국내 공작기계 업체 최초로 3D프린터 시장에
도전한다

- 국내 최초 3D프린팅 기능 넣은 ‘하이브리드 공작기계’ 개발
- 공작기계 정밀성에 3D프린터 편리성 더해

- 인공관절 등 의료시장
진출로 for
신성장동력
기대 Machining
Vertical Machining
Center
Mold

XF600/5A
3D프린터 DED모듈

공작기계 공구교환대(ATC)

공작기계 주축

자동워크교환시스템

3D 프린터 PBF 모듈

우리 회사는 금속 3D프린터 전문업체 인스텍과 ‘3D프린팅 하이브리드

현재 개발 중인 2단계는 3D프린터의 또 다른 방식인 ‘PBF(Powder

가공기’의 1단계 개발을 완료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란 금속을 깎아서 가

Bed Fusion)’ 장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DED와 PBF 방식의 장

공하는 공작기계와 레이저로 원하는 모양을 적층해 제작하는 3D프린터를

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BF는 금속 가루를 얇게 깔고 레

합친 제품이다. 공작기계가 가진 정밀성에 3D프린터의 편리성을 더했다.

이저빔을 주사하며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DED 방식보다 강도는

우리 회사와 인스텍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일환

다소 떨어지지만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유리하다. 현대위아는 올해 말까

으로 지난해부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 2단계 개발을 완료한 후, 2018년 중 테스트를 거쳐 최종 완성을 할 계

이 제품은 5축 머시닝센터에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
의 3D프린터 모듈을 통합해 1단계 개발을 마쳤다. DED는 레이저 빔을 이
용해 원 소재를 녹여 부착시키며 모양을 만드는 3D프린팅 방식이다.

획이다.
우리 회사는 하이브리드 가공기를 우선적으로 인공관절 시장에 투입한
다는 계획이다. 인공관절은 티타늄을 이용해 만드는데 현재 3D프린터와

제품 제작은 하이브리드 가공기에 부착된 주축이 기존 머시닝센터에서

공작기계를 모두 이용해 제작하고 있다. 이후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사용하는 공구와 3D프린터 모듈을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

진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3D 프린

진다. 금속 절삭이 필요할 땐 기존의 절삭 공구를 이용해 깎은 뒤, 적층 가

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3D프린터 모듈로 작업하는 식이다. 하나의 기계

오랜 기간 쌓아 온 공작기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만큼 높은 완

에서 두 가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작업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성도의 하이브리드 공작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회

기대된다. 실제 이전까지 두 작업이 모두 필요한 경우 3D프린터에서 1차

사는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글로벌 3D프린터 시장에서 입지를 다

적으로 제품을 만든 뒤 이것을 꺼내 공작기계에 넣고 2차 가공을 하는 방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

식으로 만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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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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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CSR

'현대위아 1% 기적'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1% 기적 모금액
올해 현대위아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이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들을 찾아 뜻 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신입사원
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

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현대위아人'의 기본 소양인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소중한 추억
과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했던 하루를 살펴볼까요?

현대위아
1% 기적,
책가방을 선물하다

1,100만원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책가방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우리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인사를 전했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이 희망을 간직하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척척
여럿이 함께 손을 모으니 잔뜩 쌓여있던
쓰레기 정리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의 봉사미션 본격 시작!
우리 이웃들의 보금자리인 복지시설 환경정리를
위해 현대위아 신입사원들이 나섰습니다.

20 2017 March/April

모처럼 바깥공기를 마시며 신입사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재활원 가족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워도
햇볕이 잘드는 오늘 같은 화창한 날에는
'빨래'가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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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나의 구원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120년 거리에 있는 행
성에 새로운 터전이 만들어진다. 새 삶을 위해 그곳에 가기로 한다.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특수 제작한 동면기에 들어가 냉동 상태
로 긴 잠을 잔다. 도착도 하기 전에 늙어 죽으면 곤란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혼자 깨어났는데 지구를 떠나온 지
30년밖에 안 됐다. 90년을 더 가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신체 나이
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고, 다시 잠들거나 지구로 되돌아갈
방법은 없다. 목적지에 닿기 (한참) 전에 죽게 된다는 얘기다. 더 끔
찍한 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우주에서, 정확히
말하면, 제한된 공간인 우주선 안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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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는 공포

주소가 없는 고독지옥

고승이 선택한 지옥

구원자

이런 설정으로 시작하는 영화 <패신저스>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지옥은 불 지옥, 물 지옥 등등 여러 종류가 있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상은 최고 권위의 순수문학 신인상으로 꼽힌다. 이

사실, 당장 곁에 누가 없다고 외로운 게 아니듯 누군가 곁에 있다고 외

어쩌면 좀 식상하고 사회적으로는 온건한 통념을 바닥에 깔고 있다. 올해

는데 그중엔 영원히 혼자 살게 되는 지옥도 있다”는 여담을 선생님에게 들

상이 기념하는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1892~1927년)

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생활이

1월 개봉한 모튼 틸덤 감독의 이 영화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지만

은 기억이 있다. 그곳엔 다른 모든 것이 호화로울 정도로 갖춰졌지만 아무

는 1916년 <고독지옥>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설명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외로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애초 이야기는 ‘사람이 혼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리 찾아봐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엔 천국인 줄 알지만 곧

이 나온다.

아무래도 외로울 때 누구든 찾게 되고 취미든 뭐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서 출발했을 듯하다. 그 문제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죽을 때까지’라는 잔

알게 된다, 지옥이라는 것을. 이게 선생님의 설명이었다. 그 지옥에선 고독

“불설에 의하면 지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략) 대개는 옛날부터

인한 조건을 넣고, 이 조건이 더욱 확실히 충족되도록 (탈출할 수도 외부에

이 형벌인 것이다. 선생님은 이 이야기로 사람은 아옹다옹 하더라도 어울

지하에 있던 것이 되어 있었겠지. 다만 그중에서 고독지옥만큼은 산간, 광

서 누군가 개입할 수도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라는 가혹한 조건을 추가했

려 살아야 한다거나, 모든 걸 다 가져도 친구나 가족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야, 나무 아래, 공중 어디에든지 홀연히 나타난단 말이야. 말하자면 눈앞의

을 것이다.

교훈을 주려 했을 것이다.

경계가 그대로 지옥의 고통이 되는 거지.”

된다. 그러나 고독지옥에 빠진 승려가 말하듯 이런 방식으로 고독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탈출하기는 어렵다.
그게 누구라도 좋은 ‘함께’는 고독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을 것
이다. 영화 <패신저스>에서 우주선에 잠든 탑승자는 5000명이 넘지만 등

우주선에 생긴 어떤 문제로 예정보다 너무 일찍, 그것도 혼자만 동면에

실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에 ‘고독지옥’이 있다. 다른 지옥들은 저

고독지옥을 설명한 승려는 이어 “나 자신은 2, 3년 전부터 이 지옥이

장인물이라고는 로봇을 제외하면 3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제작비

서 깨어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토록 가고 싶어 한 곳에 영영 도

마다 일정한 장소가 있는데 고독지옥은 그와 달리 세상 도처에서 존재한

떨어지고 말았다”며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날그날의 고통을 잊

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몰라도 홀로 남겨진 인간이 겪는 고독과 공포, 그

달할 수 없다는 사실과 족히 50~60년은 남았을 평생을 고립 상태로 살아

다. 보통 지옥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만

을 만한 생활을 해나가며 죽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 승려는

에 따른 선택과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음은 짐작할 수 있

가야 한다는 사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것일까. 수십 년이 걸려도

고독지옥에 대해서만은 그런 설명이 없다. 이 남다른 지옥은 누구나, 그리

1857년을 배경으로 한 어느 절의 지주인 고승(덕이 높다고 칭송받는 중)

다. 주인공의 독백으로 끝나는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 단어는 ‘함

죽기 전에 지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려 할 것

고 언제 어디서든 소외를 통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

인데 평소 승복 대신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저잣거리로 나와 술도 마시고

께’(together)다.

이다.

현한 것인 듯싶다. 고독지옥은 죽지 않고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지옥인

여자도 만나고 있었다. 그에게 ‘고통을 잊을 만한 생활’이란 세속적 만남과

것이다.

유흥을 말하는 것이었다.

고독이 지옥이라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나를 고독에서 건져내는 사람은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모두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구

승려는 금기를 깨면서 고독이라는 혼자만의 지옥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누구의 구원자일지 생각해본다. 아마도

뒹구는 지옥을 선택한 셈이었다. 혼자인 곳은 거기가 어디든 지옥이나 다

누구에게든 구원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원래 구원자가 여러 명인 이야기

름없다면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다>라는 어느 책 제목

는 없다.

W

은 ‘혼자인 지옥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낫다’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단언은
저 승려의 생각과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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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7
글 한정수 세무전문위원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부부 공동명의,
제대로 활용하기

액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매

(6~40%) 구조이다. 따라서 같은 월세라도 단

매차익이 약 2억원 발생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경우 소득

보면 단독명의일 때 양도소득세는 약 3,300만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단일세율(주택가격 및 면

금액이 절반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적용세

원 발생하지만 부부가 1/2씩 공동명의였다면

적에 따라 1.1~3.5%)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율이 낮아지는 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각각 1,100만원으로 총 2,200만원 발생한다.

주택 취득 시

즉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되므로 부부

한편,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납부할 취득세 총액이 줄

라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도 따져보아야 한다.

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임대소득이 발
생하면 남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소득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

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임대소득은 모두 비과세된다. 또한 1세대 1주

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

소규모 주택임대의 경우 2018년까지 한시적으

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난 후 매도하는 경

우 반씩 나누어 내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총

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019년부터 과세

우로서 매매가액이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

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취득세, 재

로 전환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

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절세효과

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고 하더라고 절세효과가 없다.

를 기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세 방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이 9

목적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며 1세

를 통해 개인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개인별 보유한 주택 공

원이 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세금뿐만 아니

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

라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각 단계별 절세효과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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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배우자

주택 양도 시

지분과 취득세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을 팔았을 때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10년 이내

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부동산 지분 등 합

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인별, 누진세율

계액이 6억 원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6~40%)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고 소득금

각각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분산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

1세대 1주택이라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개인별 보유지분이 각각 6억원 이하가 되도록

바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

일 수 있다.

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한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결국 공동명의로 약 1,100만원 정도 세금을 줄

주택 임대소득 발생하는 경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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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티끌모아 태산
함께 투자하라! 크라우드 펀딩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없어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흔했다. 금융권 대출은 문턱이 높고, 빚을 져서 개발을 진행하기
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 개인들이 쉽사리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크
라우드 펀딩은 투자와 대출의 신기원을 열어 주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각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개발에 계
획을 플랫폼에 입력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아이디어에 원하는 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민

액을 투자해 해당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주주의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에 정착 했으며, 과학기술

다. 이는 실리콘벨리의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도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컴퓨터의 등장으로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주도하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온라인이라는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졌고, 변화의 속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

는 더욱 빨라졌다.

아마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는 이를 능가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예견돼 있는 현 상황에서 확실한

공유경제

것은 이 변화의 속도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점이

Together

다. 이에 따라 정부든 기업이든 분야를 뛰어넘은 ‘협업’을 중요시

이와 별개로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

하고 있고, 각 분야의 트렌드변화를 공유하며 사업들을 진행하고

분야들은 ‘공유’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

있다.

다. 여행자들에게 본인의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

결국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그 변화를 공

앤비,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택시, 시간을 공유하

유하며 일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출중한 능력을 가진 개개인보다

는 태스크래빗 등 사용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이 더욱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함께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델들이 창출되고

하는 힘’의 위대함은 벌써 아래의 사례들과 같이 여실히 증명이

있다.

되고 있다.

28 2017 March/April

29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온라인의 등장은 비단 경제적 영역으로 영향

등장하며 그 판도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캡차recaptcha 시스템

력이 국한되지 않는다. 온라인 서비스는 한 국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수정·공유가 가능한 백

가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를 연결해 주었기에

과사전들이 발간됐고, 무료배포와 공유를 통해

일반적인 지식의 공유가 위키백과라는 백과사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여 ‘함께 한다’는 의식을

모든 온라인사용자에게 제공됐다. 대표적으로 위

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리캡차’ 시스템은 인류

심어주었다. 때문에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획기

키백과가 있는데, 위키백과는 2001년에 설립되

에게 소중한 문서유산들을 디지털로 남기기 위

적인 공유 플랫폼들의 등장을 유도했다.

어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가없이 함께 만

해 인류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이다. 스캔

들어 나가는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출발했다. 출

한 이미지를 컴퓨터가 다시 읽어 내는 데는 한

판사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일방적인 사전이

계가 있고, 개인이 단독으로 오래된 고문서들을

아닌 모든 사람들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디지털로 옮기는데도 한계가 있다. 인력과, 돈,

수 있는 모두의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위키백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 놓은 책은 백과사전
이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정판을 만들 필요도 없이 수정해야할 내용

백과사전 전집은 가정마다 하나씩은 구비해 두

은 참여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수정한다. 수차례

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적이었다. 백과사전 출판

진행되는 수정 속에서 지식들은 고도·밀집화되

사는 매년 개정판을 발간했고 그 수익으로 회사

어 재탄생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전반이 이러

를 유지했다. 허나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한 플랫폼을 통해 집적되고 있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리캡차이다.

산다는건
그런게 아니겠니?
능력이 출중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홀로
발전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기에 국가를 비롯한 기업

콩 한쪽도
나누어 먹자

들도 협업과 공생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모
멘텀을 찾아 한 걸음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비단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다르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각박해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라는 의미마저 포기한다면 현 시대에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로봇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W

네이버 해피빈
함께 나눈다는 것에 의미 중 가장 본질적인 기부와 봉사 또한 온라인을
통해 그 방법과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색포탈 서비스
의 부동의 1위 업체인 네이버 해피빈이 대표적인 기부와 봉사 플랫폼이다.
2016년 작년 한 해만 해도 대한민국의 72만명 정도가 100억원 가량을 해
피빈을 통해 기부를 했다.
온라인이 생기기 전에는 기부의 방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작 기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허나 온라
인의 등장으로 이 부분 또한 시원하게 해소되었다. 더 쉽고 편리하게 베풀
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 해피빈은 콩한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부 플래폼을 제공한다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캡차시스템에 고문서등의 스캔본 포함시킨 리캡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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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여수
아프도록 선연한 남도의 봄

‘여수’하면 떠오르는 노래,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는 신비의 섬 오동도에서 동백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
는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붉은 동백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 영취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날 시인 김소월
의 ‘진달래꽃’을 읊으며 아프도록 선연한 남도의 봄을 느껴
보는 것도 좋다. 수평선 일출이 눈부신 향일암에서 희망을
염원하는 것도 좋고,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깃든 진남관에
01

서 구국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니다. 오동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자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향일암과 더불어 한려수도 서쪽 관광루트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오동도... 동백이 지는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붉은 동백길을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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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발그레한 볼을 붉히는 오동도.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눈부신 햇살은 결코 이 지상의 것이 아

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운치 있

1952년 처음으로 불빛을 밝힌 오동 등대는 여

는 길이지만,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곡

수항과 광양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식과 자원을 안전하게 반출하기 위해 만들었

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다.

찾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영취산... 진달래가 만발하는 날
아프도록 선연한 남도의 봄을
느껴 보자

면 영취산을 오르는 길목마다 분홍빛 꽃들이 솟
아나 꽃망울을 펼치기 시작한다. 김소월의 시 진
달래꽃이 주는 아프도록 선연한 빛깔의 의미를
알겠다.

섬에 들어서면 방파제 끝에서 중앙광장으

2.5km에 이르는 자연 숲 터널식 산책로는 동

햇빛을 유난히 좋아하는 진달래 군락이 있는

오동잎을 닮았다 하여 오동도라 불리 우는

로 연결된 큰길 옆으로 오동도 정상으로 오르

백이 지는 날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걷기 좋

4월이 되면 영취산은 진달래로 붉게 타오른다.

곳은 키 큰 나무들이 없어 더 장엄한 화려함을

섬. 3천여 그루 동백나무가 빼곡하여 3~4월

는 산책로가 나있다. 오동도에는 동백과 더불

은 장소다. 미로 같은 산책길 옆으로 펼쳐진 해안

키가 낮은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영취산 굽이

감상할 수 있다. 최고의 진달래꽃 군락지는 바위

이면 섬 전체가 한 송이 붉은 동백꽃이 되어

어 시누대가 곳곳에 자라나 있다. 옛날 이곳에

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바위와 병풍바위와 소라

굽이 진달래꽃이 만개한다. 특히 산 중턱에서 정

봉우리 부근과 정상아래, 진래봉 부근이며 이 군

버린다.

서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훈련하고 시누대를

바위, 지붕바위, 코끼리 바위 등 기암절벽이 어우

상까지 꽃으로 거의 뒤덮여 마치 산이 활활 불

락지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는 상암초등학교에서

섬이니 배를 타고 가야하나? 오동도는 길

잘라 화살로 사용했다고 한다. 시누대 터널을

러져 절경을 이룬다.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 연분홍 꽃으로

시작해 450m 봉을 거쳐 봉우제와, 영취산 정상

이 768m, 너비 7m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된

지나면 후박나무, 동백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가득한 산을 오르다 보면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을 오른 뒤 흥국사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다. 방파제 입구에서 동백열차를 타거나 걸어

있고, 오동도에서 가장 넓고 길게 바다로 나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갈 수 있다. 15분 정도 걸으면 섬에 도착한다.

갯바위가 나오고 곧, 하얀 등대가 서 있는 오

1935년에 건설된 오동도 다리는, 지금은 한국

동도 정상에 닿는다.

영취산은 정상까지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오를

참꽃, 두견화, 안산홍, 귀촉화 이 모두가 진달

수 있는 다양한 등산로가 있다. 탁 트인 정상에

래를 일컫는 이름이다. 햇빛 따뜻해지는 봄이 오

서면 여수의 모든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여수산

33

단에서부터 멀리는 바다로 이어지는 남해의 풍경까지 가장 정확

향일암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한

을 도와 왜적과 싸웠던 승려들의 근거지이기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삼

창 제작할 시기에 왜구의 공격이 심해지자 이를 막

하다. 향일암은 해안가 수직 절벽위에 지었는데,

았던 진해루가 있던 자리에, 1599년 후임 통제사 겸

기 위해 7개의 석인(돌사람)을 만들어 사람처럼 세워

매년 4월 첫째 주에 열린다. 나라의 평화와 시민의 안녕을 비는

동백나무 등 기암절벽사이의 울창한 아열대 식

전라좌수사 이시언이 75칸의 대규모 객사를 세우고,

놓았는데, 이로써 적의 눈을 속이어 결국 전쟁을 승

산신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사진촬영대회, 진달래 아가씨

물들과 잘 어울려 이 지역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

남쪽의 왜구를 진압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

리로 이끌게 되었다 한다. 원래의 7기 중에서 지금은

선발대회, 향토음식 축제, 우도 풍물굿, 농악경연대회, 시화전,

고 있다. 2009년 12월 화재가 발생해서 대웅전

미에서 진남관(鎭南館)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것 하나만 남아있다.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손은

압화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영취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

을 비롯한 주변 건물이 모두 소실됐으나 재건하

하고 가장 폭넓게 볼 수 있는 여수의 풍경이다.
여수를 대표하는 영취산의 진달래 축제는 진달래가 만발하는

리를 제공한다.

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영취산은 예로부터 지역민들에게 신령스러운 산으로 인식되
어 기우제나 치성을 드렸던 곳이다. 영험한 곳으로 알려진 이곳
02

재복원 되었다.

에는 전통기원 도량이었던 금성대가 있고 그 아래 기도도량인
도솔암이 현재까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진남관...
조선 400년간 수군의 본거지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구국의
숨결을 느끼다

향일암... 수평선 일출이 아름다운 곳
떠오르는 해와 함께 희망을 염원한다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원효대사가 선덕여왕 때 원통암

팔짱을 꼈다. 그 위로 도포자락이 늘어져 있으며 시
선은 유유히 적을 바라다보는 듯하다.

W

이제면이 중창한 당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다. 건물
규모가 정면 15칸, 측면 5칸, 건물면적 240평으로
현존하는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객사의 용도로 이용된 진남관은 1959년 보물
로 지정됐다가 후에 그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되어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되었다
진남관 뜰 안에 세워져 있는 석인상도 유명하다.
돌로 만든 석인상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수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에 세운 단층목조 건물로 구국의 상징이자 역사의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인 향일암(向日庵)은 돌산도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수군 중심 기
지로서의 역사성과 1718년(숙종44년) 전라좌수사

현장으로 여수의 상징이다. 진남관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2층 누각 망해루는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으나

는 임진왜란 대 수군의 격전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
라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있던 전라좌수영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04

역시 그와 인연이 깊은 유물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
04_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해에 세운 단
층목조 건물로 구국의 상징이자 역사의 현장이다.

(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한 암자다. 고려시대에는 윤필대사

05_여수에서 광양을 이어주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국내 첫 현

가 금오암(金鼇庵)으로 개칭하여 불러오다가, 남해의 수평선에

수교다. 현수교 가운데 세계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주탑 높이
(270m)는 63빌딩보다 높고, 주탑 간 거리 1,545m는 충무공 이순신

서 솟아오르는 해돋이 광경이 아름다워 조선 숙종41년(1715년)

장군의 탄신 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웅장함과 탁 트

인묵대사가 향일암이라 명명(命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 바다전경이 일품이다.

향일암은 금오산의 기암괴석 절벽에 위치해 있다. 산의 형상
이 마치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지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쇠 금(金) 큰바다거북 오(鰲)'자를 써서 ‘금오산’이
라 부른다. 또, 산 전체를 이루는 암석들 대부분이 거북이 등껍
질 문양을 닮아 향일암을 ‘금오암’, 또는 거북의 영이 서린 암자
인 ‘영구암’이라고도 한다. 거북이가 경전인 향일암을 등에 짊어
지고 남해바다 속 용궁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06

02_영취산 최고의 진달래꽃 군락지는 바위 봉우리 부근과 정
상아래, 진래봉 부근이며 이 군락지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는
상암초등학교에서 시작해 450m 봉을 거쳐 봉우제와, 영취산
정상을 오른 뒤 흥국사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이다.

03_절벽에 세워져 더 신비로운 향일암에 올라서면 세상시름
이 사라진다. 남해안에서 향일암처럼 해맞이로 유명한곳도 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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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 일출은 물론 일몰도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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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01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59%

당신은 함께하기
좋은 사람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
(남편/아내 포함)

02

15%

6%

2%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녀

눈빛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베스트 프렌드

나의 모든 것을 속속
들이 아는 부모님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

기타

03

나는 이런 사람과는 함께 지내보고(일해보고) 싶다.

43%

학창시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배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은 혼자서

16%

이럴 때 '함께한다'는 느낌이 든다.
잘 안보이는 문제해결을
1% 답이
함께 고민하고 늦은 밤 같이

티격태격하지만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사람

퇴근할 때 등

19%

살 수 없다'는 명제입니다.

25%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人'을 표현할 때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있는

포용도 하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해줄 수 있는 냉철한 사람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반대로 고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큽니다.

20%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죄수에게 독방을 주는 이유 또한

10%

물론 누구와 어디서 어떤 것을 함께 하느냐는 더욱 중요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사 제쳐두고
도와줄 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43%

19%

내 모든 것을
이해해줄 넓은 마음의 사람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큰 형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함께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애니콜. 필요할 때
언제나 내곁에 있어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는 것이
느껴질 때

2% 기타
(본인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 등)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19%

서로 없어서는
안 될만큼 사랑할 때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하기 좋은 사람인가요.

04
설문기간 : 2017. 03. 06 ~ 2017. 03. 17
응답자 : 160명

오늘 나에게 이런 말(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19%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요즘 힘들지, 힘내!"라고 격려해준다.

10%

센스있게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밥이나 술 사준다.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묵묵히 도와준다.

20%

본인의 속 이야기를 허물없이 털어놓는다.
"진짜 너밖에 없어"라며 내게 도움을 청한다.
기타(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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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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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회사의 이모저모를 살피다
전국 사업장 투어
그룹연수를 무사히 마친 후, 저희들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광주공장, 서산공장, 의왕연
구소 총 세 곳을 방문하며 사업장 견학을 가졌는데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선배들을 만나
며 회사를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원 1~5공장에서는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부품조립, 연삭, 가공 등 라인을 직접 타며 생

2017년
신입사원 연수 줌인

산현장의 분위기를 익혔고 현장 선배님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조립하던 안
전환경팀 김민석 사원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제 위치
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지역사회 이웃들과 더불어
사회공헌활동

봄이 오면 대지에 새싹이 돋듯, 우리 현대위아에 새싹이 피어났습
니다. 올해 1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입사한 65명의 대졸 신입사원

자사교육 3주차에는 동기들과 창원 지역 요양원과 재활원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

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 멋진 나무가 되기

회공헌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목욕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재활원 환경

까지는 물도 열심히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 사람들이 아끼고 보살

을 재정비하며 청소도 하고, 그 외에도 센터 분들과 산책, 레크레이션 등 오후활동을 가지며 보

펴 줘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모진 비바람에 요즘에 그

다 가까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에

강력하다는 미세먼지까지 덮쳐서 쪼그라들고 말 거예요.

회사를 홍보하며 자부심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똘똘 뭉친 푸르른 신
입사원을 위해 갖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답니다. 이들이 어떤 경
험을 하며 쑥쑥 성장하고 있는지 홍보팀의 새싹 김수민 사원에게
들어봤습니다.

5대 핵심가치를 익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공통교육

엔진생산기술팀 이익원 사원은 “처음엔 힘들까 봐 걱정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 보람이 더
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2017년에 입사한 저와 제 동기들은 총 65명입니다. 저희들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마북캠퍼스에서 2주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공통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만 교육받는 줄 알

진정한 현대위아人으로 거듭나다
기초소양교육

았는데, 기아자동차, 제철, 파워텍, 오토에버 등 다른 회사의 신입
사원들도 모여 있더라고요. 다같이 모여 고객최우선, 도전적 실

드디어 자사교육 마지막 주, 저희들은 경주 한화 리조트에서 기초소양교육 및 단합의 시

행, 소통과 협력, 인재존중, 글로벌 지향 5대 핵심가치를 중점적

간을 가졌습니다. 입사식 때 선보인 합창 ‘위아 하모니’를 연습하며 소통과 화합도 체득한 알

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 한 주였죠. 일과를 마치면 ‘변화’를 주제로 8명이 한 조가 되어 독서토론 팀 과제를 수행했

1주차에는 그룹 비전을 연극, 합창, 탭댄스 등 다양한 퍼포먼

습니다.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설문, 영상 등 다채로운 내용의 발표로 준비해, 동기들과 결

스로 선보이는 ‘비전시네마’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저녁 4시간씩

과물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조직에 이끌어올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동기들과 모여 연습하니 동기애가 절로 샘솟았습니다. 2주차에

포부와 마음가짐 역시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는 도전적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지리산 등반을 했습니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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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에 등반을 시작해 천왕봉에 오르기는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

이제 막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발돋움한 65명 신입사원들의 알찬 교육기간이 어땠을지 잘

다. 그래도 그 동안 본 적 없던 멋진 경관을 보며 신입사원으로의

느껴지시나요? 총 6주라는 교육기간은 저희들에게 절대적 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진 시간

초심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설동력팀의 동기 이지헌

이었는데요. 처음이란 이유만으로도 기억하고 싶은 감정, 생각, 마음가짐들이 있었기 때문입

사원은 “혼자라면 오르기 힘들었을 산길을 서로 이끌어주며 동

니다. 신입사원 65명 모두가 현대위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정과 패기 가득 임했던 연수

기간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정이 모든 선배님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홍보팀의 막내 김수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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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최강콤비
모듈생산1부 이광용 주임 & 이행주 차장
회사생활을 두고 하는 말 중 모두가 공감할 얘기 중 하나는 바로 이거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일하느
냐가 훨씬 중요하다”. 비슷한 일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 바뀌기 때
문에 나온 말일 거다.
같은 팀이라도 이럴진대, 다른 팀이라면 여기에 직군이 아예 다르다면 관계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심지어 나이
차까지 난다면 상황은 꼬이기 마련이다. 이처럼 서 있는 지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만큼 두터운 관
계를 쌓기란 쉽지 않다.
여기 각자의 서있는 곳이 다른 두 사람이 있다. 1985년에 입사해 지금까지 안산의 현장에서 지내온 이광용 주
임. 다른 한 명은 1995년 광주공장으로 입사해 안산으로 넘어 온 이행주 차장. 생김새도, 나이도, 직군도 다르지
만 이들은 누구보다 신뢰하며 10년 넘게 최고의 콤비로서 안산 모듈 공장의 생산라인을 이끌고 있다. 이들에게
신뢰와 협력의 비법을 들어봤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두 분 모두 정말 미남이십니다.
이광용 주임) 첫 인상이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가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젊을 때라 그런지 키도 훤칠
하고 모델 같았죠(웃음). 그런데 아마 이행주 차장은 제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 때 안산공장에서 광주공장으
로 상용 액슬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업무로 처음 만났거든요. 이 차장(당시 대리)이 안산공장 도면을 달라고 요구
했고, 저는 주기 싫다고 말했죠. 모르긴 몰라도 싫지 않았을까 해요.

모듈생산1부

이행주 차장) 그렇지 않았어요. 주임님의 생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임님이 안 주셔서

이행주 차장

다른 방법으로 얻긴 얻었습니다. 하하. 주임님을 처음 뵀을 때 느낌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열정이 있을 수 있
을까’였습니다. 40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0대의 대리인 저 이상으로 열정이 넘치셨어요. 정말 처음 뵐 때부
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모듈생산1부
이광용 주임

도면은 왜 안주셨던 거죠.
이광용 주임) 현장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면을 그대로 모방해 광주공장에 생산라인을 만들어
도 안산공장만큼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광주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현장 작업자들의 환경에 맡게 개조를
하고 설비를 구축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행주 차장) 저도 주임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유감없이 보여
주셨거든요. 그 덕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주임님께 많이 들이댔어
요. 주임님은 그만큼 그간의 경험을 알려 주셨고요. 그 덕에 광주에서의 첫 기억은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
다. 물론 ‘앞으로 또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요.

40 2017 March/April

41

함께 일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행주 차장) 2010년대 초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파업이 있던 적이 있어요. 그 일
로 기아차 K5와 K7의 액슬 생산이 중단됐죠. 한창 K5와 K7의 주가가 최고점을 달리던
시절이라 기아차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기아차에서 저와
이광용 주임님을 찾아왔어요. 그 때 이 주임님이 바로 해법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그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번 달의 최강
콤비 둘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업무 외에도 운동을 자주 함께 하며 팀 스피릿

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광용 주임) 갑작스런 일이었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산에 여
유가 있는 라인이 있었고, 라인을 어떤 식으로 변형하면 K5, K7의 액슬을 만들 수 있을
지 떠올랐거든요. 다행히 이 차장도 저의 말을 100% 신뢰해줬고, 그 덕에 1주일 만에

을 살린다는 둘은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
로에게 배울게 참 많다고 자랑했다.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는
현명함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

무사히 기아차에 액슬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었다.

이후로는 어떻게 인연을 이어가셨나요.
이행주 차장) 예전에 마라톤 대회가 많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마라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배울 수

최고의 콤비를 꿈꾸는 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요.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더군요. 제가 있던 광주공장이나 주임님이 계시는

이행주 차장)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

안산공장이 ‘모듈’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여 한 조로 뛰는 적이 많았거든요.

을 잘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왜 너는 ‘저것을

어느 날 대회 때 제 뒤에서 정말 쓰러질 듯 뛰시던 주임님의 모습이 기억나

못하느냐’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좋은 콤

요. 속으로 ‘저 노인네 나이도 많은데 엄청 힘들게 뛰네’라고 생각했죠. 그

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믿

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대충 뛰면 안 되겠구나’, ‘쓰러지더라

는 것이죠.

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광용 주임) 긍정적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이행주 차장이 제게

이광용 주임) 마라톤을 매우 잘 하는 건 아니었는데, 동료들을 생각하면 열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심히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끝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뛰

마주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W

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 때 그런 행사를 통해 이 차장과도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교류가 줄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2006년 안산공장에서 처음으로 같이 일했는데 어땠나요.
이광용 주임) 정말 이 차장의 장점이 남에게 ‘들이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

최고의 콤비란 결국,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니다. 스스럼없이 모르는 걸 묻고 배우려고 하죠. 꼭 저 뿐만이 아니라 누
구에게라도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고 배우려고 하는 이
차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리-과장 시절의 이 차장은 흠 잡을 곳이 없
었을 정도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생
산직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일도 확실히 했어요.
이행주 차장)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
임님은 제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지금까지도 공부
를 쉬지 않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임님 덕
에 일을 굉장히 편하게 한 편입니다. 주임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공장 내 매
우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셨거든요. 후배 직원에게 늘 올바른 방향으로 길
을 알려주고, 공사업체의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꼼꼼함 덕
에 안산공장이 20년 넘게 큰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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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개척한다

우수AMS

우수AMS의 주요 생산 부품은 방향을 조절하는 디프렌셜 어셈블리,
수동 변속기의 기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 샤프트, 엔진을
차체에 고정시켜주는 엔진 브라켓 등 엔진·변속기 부품과 파워공기
압 제동장치의 핵심부품인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 등이다. 자체적
으로 생산하는 부품 가짓수만도 500여종에 달한다.

자동차 산업의 든든한 기반

걸러지도록 해 불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기술연구소
설립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진행하는 한편 유능한 기술인

우수AMS의 생산제품은 우리 회사를 비롯해 현대파워텍 등 주요 부품
업체들과 해외 GKN그룹,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공급된다. 현대

력 확보, 기존 연구원들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 등에도 힘
쓰고 있다.

자동차나 한국GM이 생산하는 자동차에 우수AMS가 만드는 부품이 최소
한두 가지는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우수AMS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

군수용 트럭 부품 생산으로 시작

서 자동차 점유율을 높임에 따라 동반성장한 덕이다. 2010년 매출 1,600
억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2,400억원으로 50% 가량 급증했다. 수출 또한

창업자인 전종인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

2005년 2000만 달러에 이어 2009년 3000만 달러, 2012년 1억 달러를 돌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사회의 첫 발을 들였다. 창원공단에 있는 기아기

파했다. 이 가운데 직수출 비중은 10% 정도이지만 최근 활발한 해외수주

공으로 옮겨와 근무하기도 했다. 기아차에서 첫 공로패를 받았을 정도로

로 2년 후에는 직수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범사원이었던 그는 큰 꿈을 품고 마산에서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사업을

실적 고공행진은 지속적 품질관리와 원가절감 활동, 고객사와의 약속이
행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품질관리에 역점을 뒀다. 현대차가 세

특유의 성실함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덕에 사업은 몇 개월 만에 자리

계 5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품질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 완성차의 품

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일거리가 밀려 주야간 교대작업을 할 정도였다. 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품의 품질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원들이 다 퇴근한 후 혼자 밤샘하면서 일한 적도 많았다. 영업과 납품, 엔

우수AMS는 원재료 검사부터 완제품 생산, 조립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

지니어 역할을 혼자서 도맡던 시절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까닭

마다 품질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해당 공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곧바로

에 작업복이 몇 개월 만에 헤질 정도였지만 실적은 괜찮았다. 조그만 임대

Ai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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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알텍

공장에서 불과 1년 만에 자가공장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잘되는가 싶었지만 곧바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만 해도 군수용 트럭
부품을 주로 생산했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주로 이란으로
수출되던 트럭이 미국의 수출금지 조치로 하루 아침에 발이 묶인 때문
이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였던 IMF

우수인디아

도 열심히만 하면 회사가 망하기야 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
보니까 ‘이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우수AMS CASCO지점

우수AMS울산,우수정기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제2의 도약 꿈꾼다

절약을 중요 덕목으로 꼽아

고 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IMF 이전에 거의 팔

우수AMS는 글로벌 시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지 않던 티코 부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로컬 수출로 환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OEM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자체 브

차익까지 생기면서 몇 개월이 지나자 IMF 이전보다 훨씬 더 경영상태

랜드 제품으로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유명 부품 메이커와

가 좋아졌다. 부품 다변화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었다. 그 이후 회사

기술제휴 등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는 급성장하면서 공장도 2~3년마다 확장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렸다.

우수AMS가 수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IMF로 거슬러 올

2003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병으로 반사이익

라간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되살아난 경험을 바탕으로 거

을 볼 수 있었다.

래선 다변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 경영진을 중심으

수출물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자 군수용에 국한된 사업구조의 한계

현대차의 수출이 본격화된 2005년 무렵부터 수출 쪽에서도 눈에 띄

를 절감하고, 민수용 부품을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로 매출처를 확대시

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인도와 체코 쪽에 진출을 고려한 것도 이

켰다. 1차 협력업체를 통한 납품이었다. 지금도 그렇듯 당시에도 1차

무렵부터다. 현재 우수AMS는 우수인디아 공장과, 우수체코 물류창고

협력업체 등록은 정말 어려웠지만 무수한 노력 끝에 다행히 기회를 잡

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편, 해외 잠재 고객사들에게 홈페
이지와 부품목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수 년 전부터는 해외영업팀을 신설해 공격적으로 해외 고객사
에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해외입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았다. 기존 1차 벤더업체가 현대차에 납품한 수동미션 부품이 계속 불

한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물품설명회 등을 활용해 수

량이 나면서 우수AMS가 그것을 새로 개발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출기회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직접 개발해 현대차에 공급하면서 또 다시 품질
을 인정받았고 이를 계기로 현대차 협력업체 등록에도 이르게 되었다.

우수AMS는 지난 2월 창업 34주년을 맞았다. 어느덧 주력 제
품은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50%이상을 상회하고 해외 생산 거

IMF시절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군수부품을 생산할 당시의

점도 확보하고 있어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위기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 때는 회사규모가 작아 조금만 노력하면

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파워트레인 제품 군에서 조향·섀시

운영자금 마련이 가능했지만 IMF 때는 직원들도 60~70명이나 되고

관련 부품 군으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미래 전기자동차 제품

공장도 3,300㎡(1000평)이 넘는 규모로 커져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하고 있어 장기적 전망도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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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인 회장은 절약을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전
회장은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어 여름을 날 정도다. 임원들조차
도 밖에 나갈 때 불을 켜놓았다가 혼나기 일쑤다. 현장에서도 낭
비요소가 있을 때는 곧바로 지적하는 편이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과감하다. 특히 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에는 아낌이 없다. ‘필요한 곳에도 쓰지 않으면 그것 또
한 낭비’라는 지론이다.
전 회장은 창업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보다 늦게 출근한 적이
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생산현장부터 둘
러본다. 점심도 특별한 외부 약속이 없을 때는 구내식당에서 직
원들과 같이 먹는다. 늘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기술적으로 애로사
항이 생기면 즉각 해결할 정도다. 사주(社主)라고 뒷짐만 지고 다
니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후손
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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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03+04

책

공연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센서티브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언하다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을 위한 섬세한 심리학

클라우스 슈밥 저/송경진 역 | 새로운현재

일자 샌드 저/김유미 역

매년 초 세계 40여 개국 정상 및 경제.비즈니스.학계.시민사회 리더가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 은 대개 까다롭고, 비사교적이고, 신경질적인

스위스 다보스(Davos)에 모여, 그 해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와 주요 어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회적 압박과 시선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젠다를 통해 경제 향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남들처럼 사는 법

‘다보스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익숙한, 이 국제적 플랫폼이 바로 ‘세계경

을 배워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과 부담

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the FORUM”)’이다. 올해로 46주년을

감을 이기지 못해 불안, 우울, 자살의 위험에 이르기도 한다.

맞이한 이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하지만 최근 각종 연구에서 밝혀졌듯 ‘민감함’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

포럼 창립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 분야 주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니라 개발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창의력, 통찰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력, 열정 등이 민감함이라는 재능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책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자 클라우스 슈밥은

모른다. 저자 일자 샌드는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라 신이 주신 최고의

이 극적인 변화의 서문은 사실 ‘이미’ 열렸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감각’이라고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뤄질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
수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와 범위, 깊이를 봤을 때
앞서 일어난 제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우리가 새 시대의 문이 열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따뜻한 봄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하는 봄, 다양한 공연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따뜻한 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공연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뮤지컬

뮤지컬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리사이틀

점프(JUMP)

몬테크리스토

베레조프스키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2003
년), 쇼팽, 브람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2번>들
을 연주한 협주곡의 밤(2009년) 등의 프로그램으
로 다른 연주자들과는 차별화된, 압도적인 테크닉
을 가진 괴력의 연주자로 한국 청중에게 각인시켰
다. 피아노계 3대 난곡으로 알려져 있는 발레음악
<페트루슈카>에서 ‘건반 위의 사자’로 불리는 베레
조프스키가 지닌 진면목을 드러내며,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선보이는 그의 이번 리사이틀은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를 잇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충분
히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늘은 바로 무술 고수 가족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
는 날이다. 가족들은 이른 아침부터 할아버지 성화
에 집안 대청소로 분주하기만 하다. 하지만 매일
을 술에 취해 지내는 삼촌 때문에 애써 청소한 것
이 모두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하필 그때 할아버
지는 손님을 모시고 온다. 딸에게 첫눈에 반한 그
샌님이 손님? 과연 그 청년이 별난 가족의 성에 찰
수 있을지? 하지만 순하디순해 보이는 이 청년에
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
의 정체는?

촉명받는 젊은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는 아름다운
메르세데스와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그녀를 흠모
하는 몬데고와 선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당글라스,
정치적 야심을 가진 빌포트 검사장의 모함과 음모
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된다. 억울한 누명 때
문에 자신의 장미빛 인생이 한 순간에 악몽으로 뒤
바뀐 에드몬드는 악명 높은 감옥섬인 샤또 디프에
서 14년간 갇혀 지낸다. 감옥 섬 탈출에 극적으로
성공한 뒤 몬테크리스트 섬을 찾아 보물을 발견한
에드몬드는 갑자기 엄청난 부를 갖게 되고, 그때부
터 자신의 신분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바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는데...

공연기간 2017년05월16일(화)
공연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정가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A석 70,000원 B석 50,000원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관람시간 120분
인터미션 20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인터미션

현대자동차그룹

20%

할인

2017년05월05일(금) ~ 05월06일(토)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R석 66,000원 S석 55,000원
36개월이상
80분
15분

현대자동차그룹

최대

33,000원 할인

공연기간 2017년04월21일(금) ~ 04월23일(일)
공연장소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티켓정가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관람등급 만7세 이상
관람시간 160분

현대자동차그룹

10%

할인

렸음을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은 세상 곳곳을
순식간에 덮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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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운수 좋은 날

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이때 사보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 제조업계에서는 IoT를 이용해 공정간 설비 데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이것이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현대위아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OPEN

지난호 정답
1. 소그룹 2. 티에리 누빌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정연식 / 부품생산부
2. 모듈생산1부의 이광용 주임과 이행주 차장은
2006년 이곳에서 처음으로 같이 일했다.
이곳은?

공장

Notice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창오 / 기계품질보증팀
김문성 / 공작품질관리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박재흔 / 자동화기술팀
강병수 / 부품생산부
박준형 / 선행유닛설계팀

>

>

>

공지사항

스마트폰 사용 10대 보안수칙

카카오톡 접속

ID/플러스친구 검색

검색창에 '현대위아'
입력 후 친구등록

1. 의심스러운 어플 다운 금지
2. 낯선 URL 클릭하지 않기
3. 의심스러운 메시지, 이메일 삭제
4. 비밀번호, 비밀 패턴 설정
5. 패스워드 미설정 공공 와이파이는 사용 금지
6. 작동 이상징후 발생시 초기화
-서비스센터에 문의 및 초기화 , 자료 재 업로드
7. 다운받은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열람
8. 백신 설치 후 주기적 검사 및 업데이트
9. 탈옥하지 않기
10. 안드로이드 O/S, iOS 최신 버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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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ID @ 현대위아 친구추가 하세요.

함께
혼자서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한다.
함께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헬렌 켈러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