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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라,
그대의 사랑을

한 마디로 쌓는
‘유대감’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버스를 타고 은아아파트 사거리서 내립니다. 여기서 은아아파트는 많은

면 지난해 6월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가 O형 혈액형은 1.8일분, A형은 2.4

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중심 상남동의 바로 앞이

일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B형도 2.9일분 수

죠. 오늘 저는 상남동의 새로운 고깃집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기

준입니다. 적정 보유량이 5일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헐레벌떡 걸어가는 저를 한 여성이 잡습니

혈액 부족이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도 상당

다. 몇 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

히 심각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 브라질의 헌혈율은 2%가 채 안

니다. 저는 도를 믿지 않습니다. 딱히 복이 있게 생기지도 않았죠. 단칼에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야 헌혈의 총대를 멘 군인들이라도 있

잘랐습니다. “바빠요”.

었지만, 브라질은 그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혈액

생각지 못 한 답이 돌아옵니다. “저기... 헌혈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 영화표도 드려요”. 찰나의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칼로 무 자르듯 재차

브라질은 이 문제를 꽤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QR THANKS’

쳐 버리자니 남 생각도 안 하는 정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

캠페인을 통해서였죠. 캠페인을 관통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고마움을

고 헌혈을 하고 가자니 제 피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

표현한다”. 상파울루의 산타카사(SantaKasa) 병원은 QR코드를 이용해 헌

프잖아요. 결국 전 갈 길을 갑니다.

혈반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헌혈을 하고 지혈하는 동안 붙이는 반창고에

저처럼 헌혈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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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기사가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QR코드를 심었죠. 헌혈을 했나요. 그럼 QR코드를 찍어볼 차례입니다.

만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지 싶으면서도, 막상 제가 다쳤을때

QR코드로 나온 영상에는 50대 정도의 한 남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혈액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

는 이렇게 말 합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방금 내 딸의 생명을 구

5

해주었어요. 그녀는 다섯 달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정
말 피가 필요했어요”.
이 캠페인의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캠페인 진행 일주일 만에
800명 이상의 사람이 헌혈에 동참했고, 동영상은 20만명 이상이 공유했
습니다. 캠페인 시작 후 헌혈 증가자는 23%, 재헌혈자는 무려 71%가 상
승했습니다. 칸 광고제에서 동상을 받은 건 덤이죠. 영상으로 전해진 감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

사의 마음이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죠. 그 작은 유대감은 우리를 헌혈의
집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의
‘노블랑그’

‘이 정도면 내 뜻을 알겠지’ ‘말 하지도 우리는
알만한 사이잖아’라는 생각이죠.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감사’일 때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는 권력의 일
상적 감시와 집단적 폭력을 꼬집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권력의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
게 보여주죠. 이 책에서 권력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합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모습을 노블랑그(novlangue)라고 꼬집습

고, 공감대가 형성될테니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권력자들이 자

니다. 노블랑그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자유

신들의 뜻대로 시민을 유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주의’ ‘톨레랑스 제로’ ‘세분화’ 등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신조어를

노블랑그가 꼭 권력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

통칭해 일컫는 말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

히 말하는 ‘세대’간의 대화현장에서도 쉽게 보입니다. 나이를 무기

아들을 말”이죠.

삼아 그 나이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서로를 구분 짓는 것입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노블랑그는 위험합니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여론을

다. ‘사이다’ ‘영고’ ‘성덕’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사이다는 ‘속이

조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시원한 상황’을 영고는 ‘영원히 고통 받는’ 성덕은 ‘성공한 덕후’를

대다수 신하들이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

뜻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보는 글 중 하나는 부부갈등입니다. 세세한 내용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만, 성기게 엮자면 남편은 ‘아내

이 글을 알면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글을 알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말로 ‘아재’인 것이죠. 중장년층도 흔히 하는

가 나를 무시한다’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한 문장으로 ‘나를 사랑하느냐’이죠. 이때

권력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미리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중들

‘옛날에는 말야’로 시작하는 얘기로 벽을 쌓습니다.

전문가의 해법은 늘 비슷합니다. “표현을 얼마나 정확히 하셨나요. 자신의 고민을, 고마움을, 사랑을 제대로 얘기해본 적은 있으신
가요”.

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 입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가시바늘이 돋아나듯 튀어나옵

장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했겠죠. 언어가 곧 권

니다. ‘이 정도면 내 뜻을 알겠지’ ‘말 하지도 우리는 알만한 사이잖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와의 상황이 이런데, 회사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히 얘기하지 않

력이었던 셈입니다.

아’라는 생각이죠.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감사’일 때는 더욱 두드러

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주길 바라면 그건 욕심일거예요. 선배 동료 후배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또렷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상대

노블랑그의 지적한 곳은 결국 권력자들의 의도적 불통(不通)입니다.

지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신은 고

에 대한 고마움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것이 유대를 쌓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니까요.

“너네끼리 그런 어려운 단어로 떠들지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같

마움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스페인의 신부 발타사르 그라시안(Baltasar Gracian,
˘ 1601~1658)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하자”는 주장이죠. 언어의 벽을 허물면 소통은 자연스레 시작되

이죠. 그럴 때마다 유대감은 결여되고, 사이는 어그러집니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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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방문하다

관람객들은 직접 로봇을 작동시키며 자동차 제조과정
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Enjoy 2.

합니다. 관람객이 직접 원하는 컬러를 고르면 로봇 팔의 움직임에 따라 색이

상설전시 Into the Car

채워지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색을 마친 자동차는 네 번째로 조립공정을 거치며 비로소 완성된 차의 모

상설 전시공간에서는 쇳물부터 자동차까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트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이 드디어 문을 열

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현대위아의 로봇 팔은 세밀한 움직임으로 자동차
내부의 시트와 앞면 유리까지 무리 없이 조립해냅니다.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만난 현대위아의 로봇이 관람객들의 체험을 보다 특별하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같이 신기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

하고 미래 기술의 상상력까지 더하는 공간. 이 특별한 공간에 현대위아의 제품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내 손으로 자동차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기분을 느

데요. 내 손으로 조종하는 로봇 덕에 자동차 제조과정을 더욱 재미있게 이해할

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키오스크 실린더 안의 로봇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디자인과 사운드, 시승 등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체험

자동차를 다 만들면 탑승자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에어

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Enjoy 1.

로비에 위치한 테마 전시장. 모터쇼가 생각날 만큼 다양한 차량
이 전시되어 있다.

경기도 고양 킨텍스 옆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우
주선 형태의 건물 외관이 독특하다.

테마 전시
모터스튜디오 로비에 들어서면 천 (Shaped

자동차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Stamping입니다. 바로 차체를 만드는

백과 충돌 테스트 등 탑승자의 안전을 만드는 모습을 시작으로 바람, 사운드,

공정입니다. 만들어진 차체를 서로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로 로봇은 Welding

디자인 등 자동차 관련 오감을 만끽하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WRC

을 수행합니다. 바로 용접 과정입니다. 현대위아의 로봇이 지나간 자리는 어느

(World Rally Championship)실제 주행 상황을 실감나게 구현한 4D 상영 체험

새 자동차의 골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을 마지막으로 Into the Car 전시는 생동감 있는 탑승 경험까지 선사합니다.

자동차 외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도색과정 역시 현대위아의 로봇이 담당

sky) 지(landscape) 림(Vertical Green) 세 가지

WRC 레이서가 되어 마주한 현대위아 로고가 더욱 든든하고 반가웠습니다.

의 건축 디자인 콘셉트에 걸맞게 하늘과 자연
을 그대로 품은 듯한 전시장을 가장 먼저 마주

자원의 순환을 형상화한 예술작품 ‘Loop’도 만나볼 수 있다.

합니다. 1층 로비는 테마 전시장으로 현대·기
아차에서 생산하는 콘셉트카와 신형 모델을 만
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위아 로봇 팔이 차체를 연결하는 welding 수행 중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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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의 로봇 팔로 차 앞문에 오렌지 컬러를 입히는 과정

세밀한 움직임으로 조수석의 시트를 조립 중이다.

9

수천 개의 알루미늄 기둥 퍼포먼스는 움직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Enjoy 3.

다양한 드라이빙 프로그램과 F&B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은 ‘체험 지향적’인 공간입니다. 전시관 곳곳에도 Interactive한 요소가 많지만 사전 예약 혹은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드라이빙 프로그램이야말로 놓치기 아쉬운 체험입니다. 신차 시승, 리무진 체험, 전기차 주행 등 매력적인 체험으로 더 깊이 있게 자동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비치호텔&리조트 셰프들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키친’과 ‘카페’뿐 아니라 휴식이 가능한 문화 공간도 준비돼 있습니다.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보낸 반나절은 어느 한 순간 지루함 없이 알찼습니다. 마치 일상과 동떨어진 색다른 공간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주말 방문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에어백을 만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과정도 볼 수 있는 에어백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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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레이스 WRC 레이서가 되어 주행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4D상영관

11

WIA Special

포커스 ON!
focusON! ❶

국내 최초
후륜 기반 AWD
시스템 양산

터보차저
독자 생산 나서

4WD

- 현대위아IHI터보, IHI사와 기술제휴 체제 전환
- 2020년까지 연간 120만대 이상 터보차저 독자 양산

- 후륜 AWD 시스템 ‘ATC’기아차 스팅어에 첫 탑재
- 연 4만대 이상 양산 체제 구축해 200억원 이상 매출 기대
- AWD 풀 라인업 구축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도약

우리 회사는 후륜 기반 전자식 AWD 시스템인 ATC(Active Transfer
Case)의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
ATC는 후륜 자동차의 동력 중 일부를 앞으로 전달해 네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부품이다. ATC 양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동안 국내 후륜
기반 자동차의 AWD 시스템은 해외 제품에 의존해 왔다.

- 양산 전 과정 국산화로 수입 터보차저보다 20% 이상 가격 앞서

해외 경쟁업체 이상 수준의 성능과 품질 확보
우리 회사는 후륜 자동차의 중간에 기어와 모터 등으로
이뤄진 ATC를 장착해 AWD 시스템을 완성했다. ATC는 함께
장착되는 전자식 제어장치(ECU)로 도로의 상태와 주행 환경에 따
라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배분한다. 눈길이나 빗길처럼 도로가 미끄러울 때는 동력
을 50대 50으로 배분해 접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미끄럼을 방지하는 식이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거나 급한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유연한 전・후륜 구동

Turbo
터보차저 전문회사 현대위아IHI터보(HWIT)가

로 꼽힌다.

배분으로 차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상 주행에서는 뒷바퀴에 동력을 집중
해 승차감과 연비를 향상한다.
우리 회사는 ATC의 성능과 품질 또한 해외 경쟁업체 이상 수준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우선 동력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 동력 손실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
다. 또 ATC의 추가로 생기는 실내 소음도 운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우리 회사는 터보차저 독자 양산 체제 구축으

화했다. 개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주행성능, 안전성,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스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 이시카와(IHI)사와의 합

우리 회사는 합작관계 종료에 따라 이달부터

로 20%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웨덴 뉴질랜드 북미뿐 아니라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수개월 간

작 관계를 종료하고 기술제휴 체제로 전환했다.

독자적으로 터보차저를 생산한다. 현재 생산 중

으로 내다봤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터보차저의 핵

극한의 시험을 거쳤다”며 “AWD시스템을 선택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안전성과 주

HWIT는 2013년 우리 회사가 수입에 의존해 온

인 터보차저는 감마엔진(가솔린)과 A2엔진(디젤)

심 부품을 직접 만들어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했

행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보차저를 국산화하기 위해 터보차저 기술력을

용으로 연 약 20만대 규모다. 이후 꾸준히 물량을

다는 설명이다.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글

가지고 있는 IHI와 각각 51%대 49%의 지분 합작

늘려 2020년까지 총 연간 120만대 이상의 터보

로벌 터보차저 시장에서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으로 충남 서산에 세운 회사다. 우리 회사는 IHI가

차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보그워너, 하니웰 등 글로

ATC의 양산은 창원2공장에서 이뤄진다. 연 생산 물량은 약 4만대로, 우리 회사

벌 자동차 부품사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겠다는 것

는 연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부터 생산하는

이다.

제품은 우선적으로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에 탑재된다.

보유한 HWIT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관계를 종료하고 기술제휴 체제로 전환했다.

우리 회사는 독자 터보차저 생산에 맞춰 제작
전 과정을 국산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터보

기아차 스팅어 탑재에 이어 글로벌 시장 수주 예상돼

터보차저는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압

차저 최종 조립은 물론 핵심 부품의 가공까지 한

현대위아 터보 우남제 대표이사는 “터보차저

ATC 양산으로 AWD 시스템의 풀 라인업을 갖춘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력 등의 에너지를 활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엔진의

공장에서 가능하도록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고난

독자 양산 체제 구축으로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

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34년 간 600만대 넘게 생산하며 신뢰성을 확보한 전륜

출력을 높이는 부품이다. 1600cc 가솔린 엔진에

도 기술을 접목한 부품인 만큼 터보차저의 품질

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부품사가 80% 이상

기반 AWD 시스템인 PTU(Power Transfer Unit)와 지난해 개발한 친환경 AWD 시

터보차저를 장착할 경우 최고 출력이 약 60% 가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공장 내에 터보

차지하고 있는 터보차저 시장에서 현대위아가 강

스템 e-4WD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량 오른다. 낮은 배기량의 엔진으로도 높은 출력

차저 품질확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3차원 측정

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전 세계적으로 AWD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제 수주 전망도 긍정

을 얻을 수 있어 다운사이징 시대의 핵심 부품으

기 등 19가지의 품질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다.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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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5축 가공
기술 세미나
『XF-DAY』 열다!

XF-DAY

기술세미나 파이로트동 가공시연

히 의왕에서는 공작기계 연구 현장을 살펴 보는 시간도 있었다. 현장 직

우리 회사의 다양한 공작기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지멘스

원의 상세한 안내로 공작기계 기술 개발은 물론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

에서 CNC에 대한 교육을, 시마트론에서 5축 자동 프로그래밍 교육을 진

었다.

우리 회사는 세미나의 상당 시간을 XF6300 소개에 할애했다. XF6300

개하는 자리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4~5월 창원과 의왕에 위치한 기술지원센터에서 ‘5축 가공 기술 세미나 XF-DAY’를 열었다. XF-DAY는 기술 세미나로 시작해
전시된 기계를 관람하고 가공 시연을 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부터 5축 가공의 기술적 설명과 함께 현대위아의 첨단 5축 가공기를 볼 수 있었던 이번 XF-DAY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여기서 잠깐! 5축 가공이란 무엇일까요?
5축 가공은 X, Y축 2개 방향에서 움직이는 2축 가공, X,Y,Z축 3개 방향에서 움직이는 3축 가공 등이 발전한 형태로 무려 5개 축으로 가공할 수 있
는 첨단 기술을 말한다. 다섯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깎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복잡하거나 굴곡이 심한 제품도 한 번에 가공이
가능하다. 그만큼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금형 가공 시장 등에서 수요가 많다고 한다.

제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작기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

XF-DAY의 첫 순서는 기술세미나였다. 세미나는 5축 가공기를 비롯한

행했다. BLUM 측정 장치에 대한 세미나도 이어졌다.

지난 봄, 우리 회사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현대위아 공작기계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5축 가공 솔루션을 소개하고 연구현장을 공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기술지원센터를 함께 둘러봤다. XF6300 등 신

은 우리 회사 유럽연구센터에서 만든 첨단 5축 가공기이다. 고품질 고성

마지막 순서로 기술지원센터 내 전시장에서 가공 시연을 선보였다.
XF6300이 가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소프트웨어 사용은 어떻게 하
는 지를 설명한 뒤 곧바로 가공을 시작했다.

능으로 승부해야 하는 5축 시장에서 독일, 일본 등 선진 업체와 정면대결

XF6300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가공을 진행할 수

을 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다. 기존의 다른 기계와 비교할 수

있었다. 그저 안내에 따라 버튼을 몇 번 클릭하기만 하면 저절로 기계가

없을 정도의 강한 강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가공 속도를 가진 XF6300은

가공을 시작했다. 고객들은 쉬운 작동법 덕에 5축 가공 기술이 더욱 신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게 보인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멘스와 시마트론, BLUM의 발표도 이어졌다.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이번 XF-DAY의 메인 제품인 XF6300은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고정도

5축 가공기인만큼 제대로 활용하려면 CNC등 각종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

고정밀 기술력을 한껏 뽐내며 마지막까지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고

해는 필수이다. 우리 회사는 이에 함께 5축 가공기를 완성한 각 회사의

객들을 초청해 보다 가까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궁금증을 해소

소프트웨어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5축 가공

한 이번 XF-DAY.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들에

을 더욱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게 현대위아만의 독보적 기술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W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세미나였지만 참석자 모두가 끝까지 집중하며 5
축 가공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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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니다. 유럽에서 만든 것과 우리가 만든 것이 비슷한지 확인하고, 국내

금형 시장의 돌풍
XF6300을 말하다

실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서
로 다른 설계환경을 맞춰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쪽에
서 설계한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품
도 다르고, 만들어 내는 환경도 다르니까요.
오병화 연구원 설계 기준이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원하는

그야말로 돌풍이다. 우리 회사의 대표 머시닝센터 XF6300의 판매를 두고 하는 얘기다. 중형 머시닝센터 기종 중 가장 비싼 제품임에도

가공공차를 우리 실정에 그대로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런 서

불구하고 출시 이후 약 8개월 만에 60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원이 넘는다. 단일 기종으로 이런 실적을

로의 차이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리는 일은 흔치 않다.
판매 성적표를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도 매우 긍정적 수치가 발견된다.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를 겨냥한 제품인데, 실제로 해외에서

# 의사소통에서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의 판매고가 월등히 높다. 현재까지 판매된 전체 XF6300의 65% 이상이 모두 해외로 떠난 제품이었다. 그 동안 독일과 일본 공작기계 업

이인수 책임연구원 오히려 말에 대한 의사소통은 괜찮았습니다. 그것

체들이 점령해 온 고성능 5축 가공기 시장에 확실한 ‘다크호스’가 나타난 것이다.

보다 서로 공작기계를 두고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 소통이 어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경남 창원과 경기도 의왕시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XF-DAY’ 행사에는 100명이

려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유지 보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 그 쪽

넘는 국내 고객이 운집했다. 이들은 XF6300의 정밀성과 안전성에 연신 놀라움을 보였다.

에서는 “그것보다 강성을 높이자”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물론 여전히 XF6300은 낯설다. 공작기계를 직접 관련한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있는 고객이 아니라면 당연한 일이다. 최대한 쉽게 설명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차이를 좁혀야했죠.

하자면, XF6300은 고성능 5축 가공기다. 금형 틀을 완벽하게 깎을 수 있도록 정밀도를 극도로 높인 제품이다.

오병화 연구원 생산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유럽연구센터에서

XF6300을 개발한 연구진은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다했다고 한다. 베드와 컬럼을 일체형으로 구성했고…. 자세한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우리 방식과 사뭇 달랐거든요. 이 부분을 줄여

이야기는 연구진에게 직접 들어보자.

가야 했습니다. 그런 온도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양산을 확정했을

XF6300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 개발중에 또 기억남는 일이 있나요
#어떻게 정밀도를 높였나요

개발의 주축! M/C설계팀

이인수 책임연구원 ‘XF노예’들이 기억 남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생산부에 밤 11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이인수 책임연구원 전통적인 5축 가공기와 다르게 ‘박스-인-박스

XF6300 담당자들이었어요. 조립생산부, 품질, 성능개선, 설계, 제어설

이인수 책임연구원, 오병화 연구원

(Box-in-Box)’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외곽 구조물 안에 구조물이 들어

계 등등 말이죠. 매일같이 남아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고생했죠. 정말

가고 또 그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만큼 흔들릴 일이 없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필드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합니다.

# 직접 XF6300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단은 것이죠 또 XY축의 대칭이 완벽해 기존 제품보다 고정밀 가공에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고생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병화 연구원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죠. 모든 실무자들

오병화 연구원 베드와 컬럼이 일체형인 ‘모노블록’ 구조로 만들었어요.

끼리 ‘네버 엔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장에서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더

열변위적 측면에서 다른 회사의 기종보다 우수합니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럽연구센터에서 설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땠나요.

# 연구원으로 목표가 있다면

이인수 책임연구원 유럽연구센터에서 설계한 첫 번째 기종입니다. 설

오병화 연구원 저도요!

계 자체를 거의 유럽연구센터에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

이인수 책임연구원 잘 팔린다는 건 시장에서 이 제품을 산 고객들이 돈

만, 그것보다도 더욱 정밀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프

을 잘 버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만든 기계를 산 고객들이 돈 잘 벌면

니다.

로토타입과 시제를 만드는데 특이하게도 XF6300은 프로토타입 제품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 기계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오병화 연구원 중소형 정밀금형 시장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와
협업으로 지난해 3월에 처음 양산에 투입됐습니다.
이인수 책임연구원 XF6300은 금형가공기입니다. 부품가공
기와는 확실히 다르죠. 부품 가공기는 정해진 제품을 많이
이인수
책임연구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금형가공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정밀성이 중요하죠.
이전에도 Hi-MOLD560/5A와 같은 제품이 있긴 했습니다

오병화
연구원

이인수 책임연구원 시장에서 잘 팔리는 기종 만드는 거죠!

W

을 유럽과 국내에서 각각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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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6년 1분기 '17년 1분기

증감

매출액

1조8390억 1조8720억

1.8%

영업이익

800억

430억

-46.2%

당기순이익

490억

20억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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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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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01
1분기 경영실적 발표

02
'17년 대졸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시행

03
국내 서비스요원 대상 CS 교육 시행

04
현장경영으로 해외시장 활로 모색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27일 2017년 1분기 연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1, 12일 양일간 2017년 대졸 신입사원들을 대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6일,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요

윤준모 사장은 지난 1월 중국 출장을 시작으로 매달 한 번 미주, 유럽,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 상승한 1조 8718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상으로 선배 사원과의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창원 본사 대강당과 의왕

원들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멕시코 등 해외법인 방문에 나서며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46.2%, 95.8%씩 축소되어 430.8억원, 20.2억

연구소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 결연식은 멘토와 멘티 130명이 참석한 가

통해 자신과 고객의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고객 응대법과 소통

총 5차례 해외출장을 통해 중국 판매법인과 강소법인, 산동법인, 미주 판

원으로 발표했다. 우리 회사는 실적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운데 위촉장 수여 및 선서식, 프로그램 설명회, 베스트 커플 사례 발표 등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행동유형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매법인, 유럽 판매법인과 연구센터, 멕시코 법인을 방문했다. 판매·생산

하락으로 인한 외환손실, 완성차의 판매 부진, 글로벌 제조업 불황 지속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서로에 대해 알고 동기부여를 다지는 시

유형에 따른 주의사항을 습득해 서비스 요원들이 보다 섬세한 대응력을

법인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직접 공장을 방문하며 세심하게

등을 꼽았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영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실적

간을 마련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장 업무와 안전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법인 방문 외에도 지멘스 경영층

이 감소했지만 향후 멕시코 공장 가동 안정화, 중국시장에서의 점진적 판

만들어나가게 되며,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를 익히고 업무

매 개선, FA 외부수주 추진 등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능력을 배양하여 조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회사는 부진한 성장세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내실경영 강화와 적
극적인 실적 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갈 계획이다.

나아가, 멘토링 참가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

우리 회사는 서비스 요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CS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24시간 통합 콜센터 운영 및 고객 보전교육 등
다양한 고객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및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방

미팅, 중국 공작기계 박람회 CIMT 참관, 딜러 컨퍼런스 등 공식적인 고객
미팅 일정도 가지며 사업 홍보와 업계 현황 점검에도 노력했다.
윤준모 사장의 현장경영은 각 해외법인마다 업무목표 달성의 동기 부
여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침이다.

HYUNDAI WIA Reports Record Sales in 1st Quarter
On April 27, HYUNDAI WIA reported a first-quarter sales profit of
1.8 trillion won, risen by 1.8% from a year ago. In the meantime, the
company’s operating profit plunged 46.2% to 2 billion won, and its net
income tumbled 95.8% to 4.3billion won compared to a year ago.
The main factor behind the worsening performance was the loss of
foreign currency, the sluggish sales of cars, and the continuing slowdown
in the global manufacturing sector. Despite the decreasing performance
in the previous year, prospects for stabilizing the factory operation,
improving sales in the Chinese market, and promoting external orders of
FA are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performance in 2017
HYUNDAIWIA is planning to improve its business performance by
strengthen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with the desire to overcome
the sluggish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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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New Recruiting Mentoring Ceremony
From April 11 to 12, HYUNDAI WIA held a mentoring forming
ceremony with the new recruits and their mentors at the head quarter
in Changwon and R&D Center in Euiwang. On this day, 130 mentors and
mentees have gathered together and took an oath and had a special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The members will organize their own mentoring program which will
help the new recruits to easily accustom to their work sites and learn
the organizational culture. Moreover, in order to share the participant’s
opinions and information, HYUNDAI WIA will operate various supporting
programs such as ‘newsletter’ and ‘mentoring day’.

CS Training for the Domestic Service Staffs
On May 26, the company conducted CS training for the service
staffs who work at the service center in Korea. Through this training,
they conducted a personality type inspection to analyze the behavior
patterns of themselves and customers, which led time to cultivate
customer handling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In particular,
each activity was analyzed to find their strength and weakness of their
behavior, and thus help to provide more detailed responses and remind
precautions per type.
The education is continuously committed to improve the member’s
capability and to fulfill customer satisfaction, HYUNDAI WIA is doing its
best by running the 24 hour call center and customer retention training.

CEO Visits Overseas Branches to Strengthen Field
Management
By starting the business trip to China in January, Yoon Jun Mo, the
CEO has been visiting the Americs, Europe, and Mexico branches every
month. During his visit, the CEO shared its major issues, monitored field
work, and checked the safety environment. While staying in overseas,
the CEO also participated in a formal meeting with Siemens Business
Group, China’s Machinery Fair –CIMT, and the Dealer’s Conference
Room to check the business promotion and industry status. Through the
CEO’s visi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motivate employees to achieve their
busines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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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산동법인 식목행사 실시

06
산동법인 춘계 농구경기대회 개최

07
강소법인 안전 검사 실시

08
강소법인 응급처치 교육 시행

지난 4월 8일, 산동법인은 법인장 문상호 전무, 엔진생산실 임승빈 실

'17년 춘계 산동법인 농구대회'가 지난 4월 19일부터 사내 농구장에서

강소법인은 안전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5월15일 안전 검사를 실

강소법인은 임직원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

장, 경합금생산실 최길환 실장, 그리고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롯

시작되어,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점심시간에 진

시했다. 이번 달 검사 주제는 화재 안전 및 환경개선으로, 강소법인장을

난 4월에 장가항시 특별교육센터의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청해 전사 교

한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조시 삼장진에서 ‘아름다운 세상

행된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8일 대망의 결승전이 열려 대장정을 마무리

비롯 각 부서장, 경리, 안전 담당자 및 협력업체 담당자 등 총 40명, 8개팀

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응급처치에 대한 기초지식과 심폐소생기술 및 병

을 함께 만들기’라는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삼장진 왕매

했다.

의 점검 조직을 구성해 전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의 예방과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상황

이 부서기는 산동현대위아가 그동안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각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속에서, 엔진생산2부, 품질실,

33개의 안전 문제를 발견했고 그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 7

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육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의 시범과

쳐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삼장진의 녹화현황에 대해 소개

경합금생산실이 각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농

건을 발견했다.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이 작업 규

실습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우리의 땀과 정성으로 이곳을 아름

구경기대회를 통해 임직원 서로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고, 또한 직

범을 따르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소법인은 매월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비상시 응급처치 지

답게 조성할 수 있게 돼,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작업 중 불안전 행위와 위험요인을 시정하고

식과 자세를 습득해 안전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

있다. 앞으로도 무사고 목표를 이어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혔다.

江苏法人开展安全大检查

江苏法人开展应急救护技能培训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公司开展植树活动-携一片绿色 共创和谐家园

公司举行春季篮球赛

为打造无事故事业场，5月15号，江苏法人进行了安全检查会

江苏法人为增强员工面对突发事件和意外伤害的应急意识，提高

公司于04月19日~05月08日，在公园篮球场开展了17年春季篮球

议。此次安全大检查的主题为火灾安全点检、环境改善点检及其他

自救互救能力，4月份，特邀请张家港市急救培训专家陈老师开展

您共享一片蓝天”植树活动。公司法人长文相鎬专务、发动机生产室

比赛。各部署同事积极参加比赛，观众更是热情高涨。为不影响生

危险因素。法人长带领各部署的部署长、经理、安全担当以及协力

应急自救互救知识培训。

任承彬室长、轻合金生产室崔吉焕室长、经营支援部李弘烈部长等公

产，比赛安排在午饭前休息时间进行。经过三周的激烈角逐，在5月

4月8日上午，我公司联合三庄镇政府共同开展“山东现代威亚与

司领导出席参加了此次活动。活动开始前，三庄镇党委领导首先介绍

8日的决赛中分出胜负。冠军、亚军、季军由生产二部、品质室、轻

了三庄镇的基本情况，对我公司积极参与社会公益的行为表示了肯定

合金生产室分别获得。比赛丰富了威亚员工的文体娱乐生活，充分发

和感谢。此次活动，每一位志愿者，都展现出了他们支持环保活动的

挥了员工们的团队协作精神，以良好的状态积极投入工作。

承诺，为春光明媚的四月增添了一抹盎然的绿意。一名同事在采访中
说到：“我们将会一直坚持此项公益事业，为保护日照的蓝天做出应
有的贡献。”

单位负责人共40人分成8个小组对公司每个工厂进行了大检查。在

陈老师以真实的案例，互动方式围绕突发事件，结合日常生活和

此次大检查过程中，参与者共发现了36个需要改善的问题，其中有

工作，分别就急救重要性、基础知识、常见病的预防和处置方法进

7个为中等隐患问题。在思考这些问题点出现的原因时，我们发现

行了讲解和示范，尤其就心肺复苏、创伤救护等基本技能与职工进

有很大一部分可以归结到我们员工的不规范操作以及安全意识的缺

行了模拟操作和示范。

失。这也说明我们公司在安全操作规程上还有着一定的不足，我们
安全员对员工安全意识的教育还需继续努力。
安全检查不仅可以让我们及时发现和纠正不安全行为；也可以

参加此次应急救护技能培训的员工说道：这次教育不仅学习了应
急救护的相关知识，还练习了紧急救护的姿势动作，大大提高了我
们应急救护的能力。

让我们及时发现潜在危险，做好预防措施；更能发现和弥补管理缺
陷，及时发现并推广安全先进经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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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공작기계로
중국시장 공략 나섰다

CIMT 2017
(China International Machine Tool Show)

- 중국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CIMT 참가
- 고성능 신기종 XH6300, XF6300으로 중국 맞춤 공략
- IoT 기능 활용 공작기계 원격 진단·관리 서비스 선보여

우리 회사가 고성능 공작기계를 앞세워 중국 시장 재건(再建)에 나섰다.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북경 국제전시센터(CIEC)에서 열린 국제 공작
기계전시회 ‘CIMT 2017’에서 고성능 공작기계 XH6300과 XF6300 등 총 11대의 공작기계를 선보였다.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휠 가공 라인’과 ‘공장자동화
(FA) 라인’ 전용관도 설치했다. CIMT는 80개국에서 32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에 전시한 공작기계 기종은 모두 ‘중국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중국 제조업계의 트렌드에 맞춘 신기종을 선보여 고객들을 대거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중국 제조업 시장이 ‘속도’와 ‘정밀도’가 중요한 자동차·항공기부품과 방산 제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주목한 것이다.

CIMT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는 XH6300이 대표적이다.

과정을 자동화했다. 특히 중국 휠 가공 업체인 진페이(Jinfei

XH6300은 최상급 수평형 머시닝센터 기종으로 유럽과 일본

Holding Group)에서 직접 사용할 제품을 전시해 고객들이

의 최고성능 공작기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제 휠 가공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다. FA라인에서는 자동

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한 제품이다.

차부품 제작에 최적화한 생산라인을 경험할 수 있다.

XH6300의 실 가공 성능과 생산성도 해외 경쟁업체의 제

첨단 IT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팩토리 체험관’도 마련했다.

품 이상이다. XH6300의 절삭속도는 기존의 제품보다 두 배

전시 현장에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인 HW-MMS(Hyundai

이상 향상됐고, 팔렛트 교환시간도 기존 16초에서 9.8초로

Wia-Machine Monitoring System)와 공작기계 콘트롤러

대폭 줄였다. 가공 속도를 대폭 향상하면서도 주축의 모터는

HYUNDAI-iTROL+를 전시, 스마트팩토리의 구현 과정을 고

‘빌트 인(Built-in)’ 방식으로 설계, 진동과 열을 최소화해 정

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HW-MMS와 iTROL+ 모두

밀도를 크게 높였다. XH6300은 오는 7월부터 판매에 들어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활용, 원격으로 공작기계를 점검하

간다.

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출시 이후 8개월 만에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중국 내 공작기계 판

올린 우리 회사의 대표 공작기계 XF6300도 중국 시장에 첫

매 확대를 위해 영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모 사장

선을 보인다. 5축 머시닝센터 제품인 XF6300은 머리카락 한

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힘쓴 결과 유럽과 일본 제품에

올을 10가닥으로 자를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정밀성이 특징

뒤지지 않는 고성능 공작기계를 중국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이다. 정밀성이 가장 중요한 항공기 부품 가공과 방산 제품

됐다”며 “세계 제조업의 심장인 중국에서 글로벌 공작기계

가공 시장에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메이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

중국 자동차부품 업계를 타깃으로 하는 ‘휠 가공 라인’과
‘FA 라인’도 선보인다. 휠 가공 자동화 라인은 공작기계 2
대(L600AW, F650 PLUS)를 묶은 제품으로, 휠을 만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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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CSR

미혼모 영유아키트 기증
현대위아는 지난 5월 18일, 마산 ‘생명터’에서 미혼모 시설 육아용품 전
달식을 가지고 출산 후 영유아 양육에 가장 필요한 물품인 기저귀와, 속싸
개, 젖병, 여름 이불 등 약 1,500만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증품은 미혼모 복지시설 총 3개소에 전달되어 편견과 차별로 소
외된 미혼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육물품을 전달받은 노미진 생명터 원장은 “분유, 기저귀와 같은 기초
육아용품들은 소모량이 많아 지원이 꼭 필요한 품목”이라며, “현대위아 임
직원들의 후원으로 미혼모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

1%

아름다운 기적을 만드는
'1% 기적'의 발자취

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정의 날 표창 수상
우리 회사가 지역 나눔문화 확산 우수기업 표창 수상
지난 5월 17일,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7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현대위아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및 가족,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 기증
지난 4월 27일(목), 창원시 저소득 노인 약 130명에게 보행보조기(실버카)를
기증하기 위해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력부족으로 근거리 이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
신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임직원들을 대표해 홍보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1% 기적’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
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직원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대위아!
앞으로도 '1%의 기적'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가겠습니
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

걷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역할은 물론, 수납공간에 짐을 넣고 쉽게 이동
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한 주차브레이크도 장착이 되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에
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행 보조기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이어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신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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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던 남자 의사는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밝고 따뜻한 얼굴로 환자를 대했다.
동생이 나에게 이 병원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은
“거기 의사가 미소천사야”였다.
그 의사는 충분히 그렇게 불릴 만했다.
‘의사가 웃으면 환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익숙해져버린 호의
의사에게 “감사합니다”라거나 “고맙습니다”라는 말

내가 기억하는 의사의 미소는 몇 년 전 동네 의원에서 본 것이 거의 유일

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하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던 남자 의사는 밝고 따뜻한 얼굴로 환자를 대

고객이고 의사는 돈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했다. 동생이 나에게 이 병원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은 “거기 의사가 미소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영 이상하다. 다른 서비스

천사야”였다. 그 의사는 충분히 그렇게 불릴 만했다. ‘의사가 웃으면 환자

이용 경험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가면서 의사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봤어
도 의사가 환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의사의 웃는 얼굴을 보는 일도 드물다.
그들은 대체로 딱딱하고 차갑고 권위적이다. 무표정할
뿐 아니라 때때로 아프다는 환자를 귀찮아하거나 하찮
아하는 표정을 짓는다. 이런 의사의 입에서 감사의 말
이 나올 리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미소나 호의를 받지만 그 따뜻함과 소중함을 잘 알
지 못한다. 어딘가로 서둘러 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길을 내주고, 업체에 문
의나 항의를 하려고 전화했을 때 상담원은 (다소 기계적이기는 해도 어쨌
든) 밝게 응대한다. 상점에서 (사실 드물지만) 어떤 점원은 싹싹한 얼굴과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건넨다. 전화상담원이
나 점원, 비행기 객실 승무원 같은 직종의 사람이 차가운 얼굴로 무성의하
거나 퉁명스럽게 대할 때는 불만스럽지만 그들이 친절하게 대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퉁명스러운 의사는 참으면서 퉁명스러운 승무원은 참지 못한다.
승무원의 미소는 당연히 여기면서 의사의 미소에는 감동스러워 한다. 나는
‘감사’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이 점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두 직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승무원은 웃어야만 하는 직
업이고 의사는 무표정하기만 해도 되는 직업인 걸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그저 의사의 불친절과 승무원의 친절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마음을 쓴다는 것
여기서 새삼 특정 직종의 불친절함을 꼬집거나 불평하려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익숙해져버려서 감동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신
경과 전문의였던 올리버 색스의 에세이 네 편을 묶은 얇은 책 <고맙습니다
>는 작가가 (좀처럼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직종인) 의사였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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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목만으로도 남다른 데가 있다. 이 책의 영어 원제는 ‘Gratitude’로
역시 ‘감사’ ‘고마워하는 마음’ 같은 의미다. 색스는 <고맙습니다>에 수록
된 네 번째 글을 쓴 지 2주 뒤인 2015년 8월 30일에 여든두 살의 나이
로 시한부 말년을 마감했다. 과거 치료한 암이 재발해 다른 장기로 퍼지
면서 진단 8개월 만에 죽음을 맞았다.
생전에 색스는 자신의 환자와 그 환자가 겪는 신경학적 곤란들을 각
별한 애정으로 대했던 의사로 평가받았고 그 평가는 사후에도 변함이
없다. 그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 글 ‘나의 주기율표’에서 “의사로서 잘
못된 취급을 받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환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성격이
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마지막 글 ‘안식일’에서는 지난 삶을 간략히 서술
하면서 “나는 그곳(뉴욕 브롱크스의 만성질환 병원) 환자들에게 매혹되
었고, 그들에게 깊이 마음을 썼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세상과의 교제를 즐겼다.

색스에게 대중적 명성을 안긴 건 의학적 성과가 아니라 (굳이 분류하

죽음이 일깨운 감사

자면 임상보고라고 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자신이 경
험한 환자들의 사례를 따뜻한 시선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책으로 사랑받

이렇게 타인에 대해 섬세하고 애정 어린 관찰자였던 색스는 다가오는

는 작가였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같은 책이 유명하다. 이 책

죽음 앞에서 그 눈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고맙습니다>의 에세이들은 자

서문에서 색스는 오늘날의 임상보고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기록

신이 소멸해감을 자각하며 쓴 글이지만 슬픔이나 원망의 기색을 찾아볼

한 병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력을 이야

수 없다. 그는 그저 몇 가지가 아쉬울 뿐이다. 낭비한 시간이 많다는 것,

기로 서술하는 이유에 대해 “고뇌하고 고통 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

노인이 돼서도 수줍음을 탄다는 것, 모국어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 여행

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을 더 많이 다니지 못했다는 것. 색스는 죽음을 뿌리치려 발버둥치지도,
무엇에 집착하지도 않고 차곡차곡 옷을 개듯 자신의 삶과 생각과 감정
을 글로써 정리해나간다.

영화 <나우 이즈 굿>의 테사는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순간'에 대해 생각한다.

색스 사후에 붙여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은 그가 에세이 4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낸 감정을 뽑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든 살 생일을
영화 <나우 이즈 굿>

앞두고 쓴 글 ‘수은’에서 색스는 마흔한 살에 혼자 등산하다 추락했을 때
를 회상한다. 그는 부러진 다리로 산을 내려가면서 죽음과 함께 감사를
느꼈다고 한다. “기나긴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이 엄습해왔
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대부분 감사하고픈 기억들
이었다. 내가 남들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었다는 데 대한 감사.”
시한부 선고 직후에 쓴 글 ‘나의 생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
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죽음을 앞둔 그는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라고 말했다.

올리버 색스가 남긴 네 편의 에세이는
공통적으로 '감사'에 대한 감정이
녹여져있다.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세상과의 교
제를 즐겼다. (중략)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

바로 이곳, 바로 지금
올리버 색스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오
히려 “살아 있다는 감각을 더없이 강렬하게 느끼고” “초점과 시각
이 명료해진 것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나우 이즈 굿>의 첫 장면을 떠올린다. 백혈병으
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10대 소녀 테사(다코다 패닝)가 김이 서려
흐려진 거울을 손으로 닦아내고 자신을 응시하는 장면. 테사는 ‘바
로 이곳(right here)’과 ‘바로 지금(right now)’을 인식하며 어느 때보
다 분명해진 ‘순간(moments)’에 대해 생각한다. 익숙해져버린 것들,
잊었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듯
싶다.

W

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
자 모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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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7
글 김휘곤 부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꿈이 필요한 시절
4차 산업혁명과 금융, 그리고 투자전략

2020년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은 절실하게 꿈이 필요

이즘 돼서 드는 생각은 인공지능이 현시점에서 가동되고 있다면 과연

한 시절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저성장과 저금리, 고령화 현상의 고

어떠한 투자대상을 추천할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다. 불완전한 사람의

착화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장미대선인 19대 대선에서도

생각으로는 인공지능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군을 추천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하여 대선주자들은 하나 같이 성장과 분배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업혁명기를 거치며 혁명과 성장을 주도한 산업

정책적 가치의 최우선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천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은 항상 큰 투자기회를 주었다. 1차 산업혁명후 철도업, 2차 산업혁명후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동차 및 방직과 같은 대규모 분업화 제조업, 3차 산업혁명후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소개되며 글로벌 이

닷컴 기업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1,2차 산업혁명은 태동에서부터 성

슈로 순식간에 부상하였다. 이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ings), 알파

숙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으나, 점점 산업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숙

고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 여러 분야

기에 도달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발전도 기업에

에서 태동되고 있던 산업의 트렌드를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창립자인

대한 투자와 그 성과를 시현해 볼 수 있는 기간 단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한 데에서 기인한다.

국내 대형사 및 중소형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된 만큼 단순히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뛰어넘

각자의 산업과 기술 영역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야를 전세계로 넓혀

어 고용, 소비, 생활, 문화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보면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1784년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1870년 컨베이어 벨트와 분

있는 현실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해외투자는 기본이 되었으며, 특정

업에 의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의 탄생과 컴퓨터 정보화로 태동

국가에 대한 투자보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개척해가는 글로벌 기업군

한 3차 산업혁명 등에 버금가는 커다란 변화의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의

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기를

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 삶의 모

맞이하여, 3차 산업혁명의 수혜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을 발

습들도 제시되고 있다. 드론의 무인택배 서비스, 공장의 주문자 맞춤 생산

굴하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아 새로운 꿈을 꾸

시스템, 완전 자율 주행 차량 이용,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 비서 서비스, 스

는 인간의 필수 선택지가 아닐까 싶다. 개별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마트 기기에 의한 건강관리 및 검진 등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렵다면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섹터

금융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 펀드를 활용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W

성과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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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편지를 ‘눈’에 담다

‘감사’ 해야하는 당신!
선물하라!
한 해중 가장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모여 있는 5월과 6월이 다가왔
다. 부모님과 스승을 비롯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까
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날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고마움에
보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방법들을 찾곤 한다. 그러한 방법 중 가
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선물’이다. IT의 발전과 모바일서비스의 전방위
적인 보급은 선물의 방법이나 종류를 다변화시켰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나의 마음을 무선으로 전한다. 기프티콘.

무선통신 속도의 초고속화는 ‘이미지는 콘텐츠’라는 마케팅 공식을 ‘영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우

상은 콘텐츠’라는 수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마

려가 많았다.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전화나 문자 몇 통으

케팅 업체들은 이미지를 통한 홍보에서 탈피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로 정리되는 인간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영상콘텐츠가 뛰어난 것이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와는 다르게 순기능도 있었으니 바로 ‘기프티콘’의 등장이다.

영상콘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툴(tool)들이 속속들이 개발

과거에는 만남이 여의치 않아서 감사인사를 어쩔 수 없이 지나치는 경

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영상콘텐츠 제작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유

우가 종종 있었다. 허나 기프티콘이 등장하면서 이를 종식시켰으니, 공간

도하고 있다.

과 시간을 뛰어넘어 가볍고 빠르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기 때

영상 콘텐츠 제작의 대중화는 선물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전

문이다. 그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카카오톡의 기프티콘의 경

에는 손수 편지를 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동영상을 제작하

우 2015년 추석대비 2016년 추석의 매출액이 300%가량 상승했다. 이러

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리치빔사(社)의

한 급격한 시장 형성에 편승하여 백화점과 이마트, CJ오쇼핑 등 대형유

‘멸치’라는 어플은 비전문가도 사진 몇 장이면 동영상 편지를 제작 할 수

통업체들 또한 기프티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결국 기프티콘을 비롯한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이다. 일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리라

정 비용을 지불하면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현재 그 사용

예상된다.

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영상편집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많
은 후발업체들이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동영상 편지 제작 어플 ‘멸치’
공격적으로 가맹업체들을 불려나가고 있는
'카카오톡 기프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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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디자인을 다양화해 '희소성'을 겨냥한 '스타벅스 선불카드'
대표적인 온라인 꽃배달 업체인 ‘꾸까’와 ‘원모먼트’

나의 마음을 향기로 전한다. 꽃배달 서비스

가진게 돈밖에 없다!
나는 선불카드를 주겠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꽃’이 아닐
까 싶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화원을 방문한다거나,

선불카드 시장 또한 그 성장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시

꽃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장이 활성화 되면서 예전에는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구매해야했던 선불카드를 모바일을

온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당일 날 꽃을 배송 받을 수 있다. 간편한 주문방법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등록 또한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

과 빠른 당일 배달,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제작한 꽃다발이라는 고급화 전략이 소

니 자연스럽게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비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 구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

대표적인 선불카드인 스타벅스(미국) 선불카드는 그 적립액만 12억달러로 작은 은행의

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꾸까(http://kukka.kr/)는 작년에 일정비용을

예금자산보다 많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뿐만 아니라 NFC를 지원하는 휴대폰에서 손쉽게

지불하면 꽃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꽃 정기구매’를 주된 사업기반으로 오픈하여

선불충전을 할 수 있는 티머니 서비스의 경우 2012년 933억원의 거래금액에서 지난해

현재 광화문 2호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39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향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세요. 화환 재활용 서비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이용한 선물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결혼식에서 사용한 꽃들을

무선통신환경이 발전할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서로간의 교류에 인색해질 것이라는

이쁘게 포장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자원낭비도 해결하고, 하객들도 즐거운 1석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2조의 효과를 노린 선물도 있다. 대표적으로 C社의 직원용 결혼식장에서는 결혼

더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걱정이 기우였던게 아닌가 싶다. 손쉽게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식에서 사용된 수국을 하객들에게 포장하여 무료로 선물하고 있으니 신랑신부와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할

하객 모두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선물이라 하겠다.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큰 선물일 필요는 없다.
단지 ‘감사합니다.’라는 한 문장이면 된다. 그 한 문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장 시험
해 보자.

34 2017 May/June

W

35

WIA Story

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산과 물과 땅의
오감치유의 땅 ‘제천’

맑은 기운에
감사하다
제천은 치유의 고장이다. 충주 월악산, 원주 치악산, 단양 소백산, 영
월 태백산의 기운이 한데 모여 치유의 힘이 용오름 하는 곳이다. 맑
은 기운이 감도는 이 땅은 휴식과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러한
호사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땅이다.

비봉산 정상에서 느끼는

의림지에서 만끽하는

치유의 시간

숲과 물과 땅의 정기

제천은 육지의 바다라고 불리는 청풍호가 있는 도시

제천에는 천천히 걸어야만 보이는 매력도 있다. 우선,

다.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제천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천 제1경 의림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저수지

는 청풍호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노레

중 하나로 농경문화발상지임을 증명한다. 삼한시대에 축

일은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비봉산 정상에 다다른다. 20

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수리시설로 그 역할을 다

여분. 제법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이 곳의 넘

하고 있다.

쳐나는 맑은 기운이 내 몸의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

의림지는 화려한 볼거리는 없어도 바쁘고 지친 마음

는 듯하다. 불현듯 온몸으로 이곳의 청명함을 느끼게 해

을 내려놓기에 딱 좋다. 저수지 주변으로 깔끔하게 조성

준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된 산책로를 걸어도 좋고, 그냥 길 위에 철퍼덕 주저앉아

모노레일에서 내려 비봉산 정상에 서면 청풍호를 비

멍을 때려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롯해 제천 일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남쪽 호숫가

제천시 북쪽에 높이 솟은 용두산 줄기에서 발원한 물

에 악어섬과 그 뒤로 우뚝 솟은 월악산 영봉, 그리고 멀

이 의림지로 흘러든다. 저수지 주변에는 수백년 된 소나

리 주흘산까지 시원한 조망에 가슴이 탁 트인다. 청풍대

무와 버드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1807년에 세워진

교와 청풍랜드가 있는 동쪽으로는 금수산과 작성산, 동

영호정과 1948년 건립된 경호루 등 정자와 누각이 있어

산이 파도처럼 물결친다.

풍미를 더한다. 의림지는 솔숲에서 맑은 기운을 얻고 잔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유명하다. 상승기류

잔한 수면에서 물의 정기를 받는다. 여기에 걷기 운동으

가 풍부한 덕분에 이 기막힌 절경을 가장 짜릿한 방법으

로 대지의 기운마저 받으니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모두

로 기억할 수 있다. 장비가 없는 일반인도 체험을 신청하

아우르는 힐링여행이 되는 셈이다.

면 전문 강사와 함께 비행이 가능하다.
패러글라이딩 보다야 덜 하겠지만, 모노레일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도 나름 스릴 있다. 특히 출발하자
마자 나타나는 아찔한 급경사는 심장을 쫀득하게 한다.

01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고 청풍군은 수몰되었다. 옛날 선조들이 즐겼던 청풍명월은 물속에 가라앉았다. 충주호를 제천사람들은 청풍호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가 보는 청풍
명월은 내륙의 바다라 말하는 청풍호에 부는 바람과 이지러지는 달빛이다. 그 광경에도 사람들은 청풍명월이라 탄성을 지르는데, 그 옛날 청풍명월은 얼마나 수려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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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ip

모노레일
모노레일은 올라갈 때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는 정상 구경을 마치고 탑승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내려온다. 탑승권은
02

03

04

산과 호수의 기분 좋은 만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청풍호 자드락길’

약초의 힘

육지의 바다라 일컬어지는 청풍호는 1985년 준공된 충

제천은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으로 손꼽힐 만큼 약초로 유명한 땅이다. 질 좋

주댐으로 인해 조성된 인공호수다. 청풍호에는 ‘청풍호 자

은 약제의 채취와 재배가 가능한 좋은 자연환경에 중부 지방 물산 집산지라는 지

드락길’이라는 트레킹코스가 있다. 자드락길이란 ‘나즈막

리적 이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게 제천에는 한방엑스포공원, 한방티

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을 길’을 일컫는 말인데, 청

테라피, 약초시장 등 다양한 한방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풍호를 둘러싼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길이 이어져 있어 붙

한방생명과학관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맞춰 문을 연 전

은 이름이다. 총 7코스가 있다. 산길이라지만 걷는 데 크게

시관으로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신체, 질명의 역사, 한의약

힘이 들지는 않는다. 제천 청풍호 물길 100리 중 호수를

의 원리와 진단, 치료법 등을 소개한다.

중심으로 수려한 경관을 따라 걸으니 힘들 리 만무하다.

한방테라피는 맞춤형 한방테라피를 경험해보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세 가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하지만, 구매를 못할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매해 두는 게 좋다. 요금은 어른과 청소년은 왕복 8000
원, 어린이는 왕복 6000원이다.

약초밥상 ‘약채락(藥菜樂)’
약초의 고장 제천에서는 약초밥상을 꼭 맛봐야 한다. 제천의 약초밥상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겨 맛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천시는 ‘약채
락’이란 한방음식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다. 약채락은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니 즐겁다’라는 뜻이다. 제천시는 지역 내 음식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 업소를 선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현재 22곳이 성업하고 있다.

약채피자, 약채롤까스/마이락
약초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제천에서는 하늘을 향해 이정표처럼 세워진 솟대를 심

지 체험을 할 수 있다. 한약재를 사용해 만든 차를 음미하며 몸을 다스리는 ‘한방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즐비하다. 황기물로 반죽하고 당

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청풍호가 보이는 금수산 자락에 위

차 체험’, 한약재가 첨가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발을 마사지하는 ‘아로마 발 마

귀, 뽕잎, 시금치 등의 토핑을 올린 수제 약채피자, 황

치한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수백 점의 새 조각이 군무를 펼

사지 체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나만의 차 만

기순과 당근으로 속을 채우고 돌돌 말아 튀겨낸 약채

치고 있다. 솟대 위에 조각된 기러기나 오리 등이 갤러리

들기 체험’이다.

롤까스 등이 대표적이다.

와 정원 곳곳을 날며 비상을 꿈꾼다.
400여개의 솟대가 각양각색이다. 여기서 만드는 솟대는
절제력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하늘을 향

유기농 쌈밥/산아래
우렁쌈밥 등을 메뉴로 하는 친환경 식당이다. 이름
그대로 산길을 굽이굽이 타고 올라 산 아래 자리했다.

해 곧게 뻗은 장대 위에 새가 날개짓 하며 땅에 있는 사람

찰옥수수범벅, 무염산김, 우리밀 건가지 튀김, 유기농

들의 염원을 담아 비상을 준비한다. 오두막에 앉아 싱그러

마늘짱아찌, 청란조림 등 친환경 조미료만으로 맛을

운 풀과 나무 냄새를 맡으며 차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편

낸 밑반찬이 유기농 채소와 함께 한 상 가득 나온다.

해짐을 느낄 수 있다.

약채칼국수, 홍메밀/국시향
황기가루를 넣어 반죽한 면과 약초 육수로 맛을 낸

02_의림지.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의림지는 지금도 수리시설로 그

약채칼국수, 직접 뽑은 메밀에 황기 약고추장으로 국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물을 내고 약채 나물을 고명으로 올린 홍메밀 등 건강

03_능강솟대문화공간.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장대 위의 새는 땅에 있는 사람

한 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W

들의 염원을 담아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04_배론성지. 카톨릭 신자들의 성지이지만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찾아가서 골
짜기를 산책하고 명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38 2017 May/June

39

WIA Story

나에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는 꼭!
가고 싶다.

위아 탐구생활

뭐니뭐니 해도 여행의 진수는?

유럽

근사한 리조트에서 푹 쉴 수 있는 휴양지

21%
동남아 20%

오지 탐험이야말로 여행의 진수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러 떠난다,

BUCKET LIST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세계일주, 유럽여행 등

어디론가 훌쩍 떠난다

창업 및 내 가게 운영

나만의 사업을 시작한다
몸짱 프로젝트
취미생활에 푹 빠진다

다이어트, 운동 등

교양을 쌓자
기타

13%

5%

5%

9%

2%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 때 종이를 꺼내들고 본인의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버킷리스트를 적고,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면
서 마음 한 켠에 잠들어 있는 소망들을 하나씩 불러일으켜 보곤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주 보고 이야
기하는 게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돈 53%

또, 하루 하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은 잠시 해외로 훌쩍

14%

영어, 중국어 등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귀

봉사활동1%

1%

다 귀찮다.
푹 쉬겠다.

3%

17%

당신에게 1억원이 있다. 사고 싶은 자동차는?
(남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음)
13%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을
마구마구 산다.

8%

나는 쇼퍼 드리븐을 원한다,

EQ900

6%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 제네시스 G80 - K9
멋있는 스포츠카가 좋다
미래를 위해
사업, 건물, 주식 등에
재투자한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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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에 맘껏
시간을 투자한다.

28%

열정과 의지 12%
기타 2%

굉장한 부자가 된 당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액의 선물을 한다.

함께 할 사람
5%

현대위아 임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108명
설문기간 : 2017년 5월 19일 ~ 2017년 5월 26일

기타

시간 27%

주변 사람들
의 지지와 도움
1%

한 체험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에 책 100권 읽기 등

4%

미국

기타

버킷리스트 편

악기, 노래 등

외국어 완전 정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

57%

48%

가성비 때깔갑
자동차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21%

제네시스 G70 - 스팅어
그랜저 - K7
소나타 - K5

0%

8%

28%

차에 쏟는 돈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

아반떼 - K3 이하

난 큼직한 대형 SUV가 좋다

맥스 크루즈 - 모하비

SUV의 정석

쏘렌토

4%
13%

3%

기름값도 싸고 성능도 좋은

투싼 - 스포티지 이하

3%

대세는 전기차

아이오닉 - 니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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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주변 곳곳 감사를 표현할 일이 부쩍 많은 시기인데요.
문학계의 거인이라 불리는 작가 제임스 앨런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말보다 더 긴급한 의무는 없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인 감사표현을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과도 나눠보았습니다.
사보 한 켠에 실은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볼까요?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지 말자

나의 당신
형님! 덕분에 5월이 참 따뜻하네요.

연년생 두 아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나의 당신

공작기계생산기술팀 이세진 사원!

늦은 밤 퇴근한 내게 오히려 수고했다고 손 잡아줄 때면 미안한 마

2016年 1月 형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취업을 고

음 가득했는데, 당신 향한 고마움 표현은 서툴렀네요.

민하던 저에게 “내가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들을 준비하

처음 그대로 언제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하고 싶은 것들 모두 참고 육아에만 전념한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겠다”라며 몇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 길

차량부품영업1팀 손상현 대리

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형님과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네요. 시간
세상에 감사할 대상은 많습니다.

이 지나며 감사의 표현은 줄어들었지만 달을 거듭하며 고마운 마음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히 자연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은 커져갑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연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연구원

자연은 한결같이 물과 터전 그리고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동생 종아에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소중한 사람들을 존재하게 한 자연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먼저 연락도 자주 못하고 카톡 오거나 전화와도

오염 없는 세상은 저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보는
감사를 싣고~

무뚝뚝하게 대답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도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재영업팀 지 현 사원

그래도 항상 오빠한테 먼저 연락하고 전화 하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이종훈 과장님께

있어. 오늘도 먼저 전화와서 오랜만에 많이 이야기 했던 것 같네.
해외에서 바쁘겠지만 곧 돌아오면 오빠가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항공생산부 이종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몸 건강히 돌아와!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참 어색하네요.
연구개발지원팀 박종훈 연구원

항공특수업무를 하면서 과장님과 여러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데,
항상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남양의 에너자이저 님께 ;)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회사 선배처럼, 때로는 오래 알아온 동네 형님처럼 인간적으

멀리 남양연구소에서도 늘 이 본사까지

26년만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께

나에게 매일 에너지를 주는 구동설계팀 박종율 연구원!
어린 나이에 예의 최강을 보여주는 너의 에티튜드에 한참 나이
많은 형이지만 항상 많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26년간 같이 살다가 이렇게
떨어져 지낸 지도 어느덧 5개월째가 되어가네요. 항상 너무나 보
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려가서도 이래저래 바빠 같이
시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하고 아쉽네요. 담엔 내려가서 더 많이
시간 보내요. 오늘 어버이 날인데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 드립니
다. 내려가서 또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항상 사랑합니다.
구동설계팀 이경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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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가 철봉이라던 특유의 감성에 처음부터 너무 호감이었는데
항상 변치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가 약속한 서울만남이 더 자주 이뤄져서

로 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기 셋이나 키우시면서도
더 커져가는 근육을 보면 저도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소주한잔 2017년에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과거가 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

퇴근 일찍 하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드립니다. 치열한 삶에 지치고 패인 일상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해외부품구매팀 김도연 대리

우리 우정이 더 돈독해지길 바랄게~

부모님 전상서

되는 줄 의무감에 사셨던 부모님. 그 동안 무지했던 제가 시간이 흘
러서야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낍니다. 시간은 누구 하나 기다려주
지 않기 때문에, 가고 없는 날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더 사랑하

항상 나에게 잘해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마워!

는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맛있는 것 많이 사줄게 ^_^
인사팀 최봉림 대리

ERP운영팀 하성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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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글 인재육성팀 권준범 대리

우리 모두 하나되는 시간,
2017년 현대위아 전사원 교육

WIA 勵!
(힘쓸 여)

지금부터 많은 사우 분들의 관심 속에 진행 중인 ’17년 전사원 교육
WIA勵(힘쓸 여 : ‘위아를 위해 힘쓰고 다같이 노력한다.’ 는 의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WIA勵과정은 3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34차수에 걸쳐 시행 중입
니다. 거제 공곶이길을 사우들과 함께 걷는 산행 프로그램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오나니!
거제의 절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낸 당신, 마셔라.
예구마을에서부터 돌고래 전망대, 서이말 삼
거리를 지나 와현 해수욕장까지 6~8명의 사우

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다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우리 사우님들께서 마

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젊은 시

음 속에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

절 동고동락하던 동료를 이번 기회에 20년이

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편

지나 다시 만나서 반가움에 연신 웃으시는 선배

안하게 나눌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

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저도 저절로 기분이

니다. 속 시원히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

좋아집니다.

고 귀가하시는 사우님들의 밝은 표정을 볼 때
면, 이 에너지를 살리면 현대위아의 미래도 밝

님들이 조를 이뤄 거제의 절경을 걸으면서 다
양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은 ‘나에 대해 이

위아를 위하여!

야기 하기.’ ‘현대위아의 즐거운 미래 상상해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기(상상 인터뷰)’ ‘현대위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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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야기해보기’ 등

WIA勵과정에 보내주시는 사우님들의 관심이

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거나, 가르치

정말 뜨겁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앞

는 것이 아니라, 사우님들 스스로 마음 속의 이

으로도 이런 교육을 만들어 달라.’ 는 의견은 물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했나요? 아직 WIA勵

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미션이 가진 특징입니

론이고, ‘가을에 한 번 더 하자’, ‘이런 프로그램

과정에 참석하지 않으신 사우님들은 기대하셔

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바다를 바라

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야 한다.’ 는 말씀

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WIA勵과정과 인재육성

보며 막걸리 한 잔, 파전 한 점과 함께 이야기를

까지 해주십니다. 심지어 과정이 좋다고 문자

팀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육 과정에 많은 관심 부

나누는 하산주 행사입니다. 하산주 행사 때에는

메시지도 보내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교육 담

탁 드립니다.

교육 시작 때 느껴졌던 어색함이나 피곤함은 전

당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혀 찾아볼 수 없고, 활짝 열린 마음만큼이나 이

WIA勵과정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도 있는

야기 꽃,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젊은 세대

데요. 현재 환경과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가

그럼, 현대위아를 위해 힘쓰고 다같이 노력하
는 마음을 담아 외쳐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되어, WIA勵!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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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단조 열처리의 최강자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단조 열처리 전문 기업

삼흥열처리

삼흥열처리는 우리나라 열처리 산업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이다.

단조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열처리 분야에서 삼흥열처리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1985년 설립 후 ‘연속 열처리로’를 기반으로 단일공장 기준 단조품 열

그만큼 국내 열처리 산업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대지

처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삼흥열처리는 단

약 8,000평, 일 550톤)를 가진 단조 열처리 전문기업 삼흥열처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최

조열처리 전문 기업으로서 단조산업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뒷받

고’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단조 업체들을 비롯하여 55개사를 대상으로 월평

침해온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열처리 기업이다.

균 15,0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단조품 열처리(ISO, QT, NORMALIZING)작업을 수행하
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및 현대위아,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GM코리
아, 아우디,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BMW등 글로벌완성차와 아케보노, 델파이, 팀켄, 발레
오, 캐터필러 등 글로벌 부품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전세계에 ‘삼흥열처리’란 이름
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미래를 내다 본 안목으로 일궈낸 성과
삼흥열처리는 금형 열처리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향후 국내 자동차 기업이 커지면서 단
조 열처리의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감하게 단조 열처리 전문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적중했다. 금형 열처리 단가에 비하면 1/10 수준이지만, 많은 물량으로 충분히 상쇄
시키고도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환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속 열처리로는 하루 550톤
에 이르는 열처리 공정을 감당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50m가 넘는 15기의 연
속 열처리로는 삼흥열처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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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보원 대표
“전에는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
“그러나 이제 한 곳의 파도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치는 글로
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돼야 한다”
승승장구 해온 것처럼 보이는 삼흥열처리를 이끌어오면서 좋은 일
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IMF전만 해도 직원들에게 상여금 600%는 물
론 공과금, 자녀학자금, 차 보험까지 제공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삼
흥열처리는 IMF이후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동반 위기에 직면
했다.
그래도 이건 약과. 2002년 8월 10일은 삼흥열처리에게는 악몽 같
은 날이었다. 공장 뒤편 사면이 붕괴되면서 모든 사업장이 매몰되었던
것이다. 매몰된 사업장만큼이나 주 회장의 마음 또한 무너지는 듯 했
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액을 떠안게 되었지만 모든 임직원이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공장 환경,
최고 수준의 품질로 직결되다

한 마음이 되어 4개월 만에 원상태로 복구하게 되었다. 당시 삼흥열처

“열처리 1세대들이 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방

분탐상 - 포장 - 납품에 이르는 일관된 열처리 생산시스템을 기반으

식으로는 대량 생산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자동차 산업이 부흥하던

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보원 대표는 “최근에

80년대에 열처리 2세대가 산업 전선에 나서면서 열처리 현장에 설비

품질 요구 수준이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 첫 포문을 바로 삼흥열처리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열처리가 그저 열악한 3D 업종 이라는 인식에서

특히 공장의 환경이 곧 그 회사의 품질 수준이라는 공식이 바

다. 설비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면서 1년 사이 50억 원의 적자만

연 것이다. 연속 열처리로 개발을 시작으로 삼흥열처리는 지금까지 설

벗어나 스스로 많은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삼흥열

로 글로벌 수준임을 알고 바로 현장 경영에 적용했다. 삼흥열처

남겨졌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의 1차협력업체 상생자금과 각고의 노력

비, 기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단조품 열처리 산업

처리는 열처리의 가장 기본인 온도와 시간부터 최종 납품에 이르기까

리 공장에 들어가 보면 공장이라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먼

이 모여 이겨낼 수 있었다.

을 주도하며 자동차 및 장비산업과 같은 전방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

지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방문한 고객들도 모두 깜짝 놀라

이러한 뼈아픈 경험들이 주보원 대표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왔다.

고 말했다.

바로 인정한다고 하니 자랑할 만하다. 전 직원은 수시로 자신의

“전에는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작업 반경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심지어 사

이제 한 곳의 파도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치는 글로벌 시대가 되었

람 키보다 커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열처리 설비 상부마저도 먼

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지로 덮인 곳이 없다.

러면서도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실제 불량률 1% 미만!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연속 열처리 방식은 균일한 품질 구현에 직결되고 있다. 실제 불량률

리의 재기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들을 놀라게 하고도 남았다.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휩쓸렸던 2008년 역시 피할 수 없었

현장관리 사무실 또한 특색 있다. 사무실에 올라서면 공장 전

도 생겼다.

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마치 관제탑과 같은 느낌이다. 현장을 맡

이처럼 수많은 위기와 열악한 산업 여건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경영

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품질 신뢰성으로 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

삼흥열처리는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열원

고 있는 공장장은 바로 이곳에서 모든 현장의 열처리공정을 총관

감각과 자체적인 기술력, 그리고 특유의 근성으로 우리나라 열처리산

나 다름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품질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

장치 및 부분적 무인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 중이며, 실제로 장입리프팅

리한다. 주보원 대표는“공장의 청결 및 관리는 이제 세계로 나아

업을 이끌어온 주보원 대표는 1997년 산업포장, 2014년 중소기업인

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각도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장치의 특허 및 다수의 특허출원 신청중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현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며, “삼흥열처리의 이러한

대회 대통령 표창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물론 제가 상을 받

15년 전인 2002년에 ‘온도 기록 관리 시스템’을 모두 아날로그에서

재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삼흥열처리에 최적화된 전산 관리시스

노력 때문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독일의

은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3D산업이라 여겨지는 열처리 분야에서도 이

디지털로 바꾸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열처리의 품질을 결

템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매년마다 직원들을 연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5개의 공정인증을 받

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정짓는 온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현재는 현

2회 해외선진기업 기술연수로 파견하는 등 자체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 10월에는 폭스바겐

주보원 대표는 20여개에 이르는 수상이 개인의 명예가 아닌 열처리

대·기아차가 열처리 업종의 필수사항으로 디지털온도 기록 시스템을

노력도 쉬지 않고 있다.

의 공정 감사 후 ‘당장거래가능업체’로 인정받은 쾌거를 이루기

산업의 명예라고 생각한다.”밤낮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든 열처

도 했다.

리산업종사자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지금은 열악하

지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처리 분야에서는 보기 드물게 열처리 - 후처리 - 자

지만 정부에서 뿌리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 좀 더 힘내서 꾸준히 하
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희망을 갖고 해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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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05+06

책

뮤지컬

오리지널스

타이탄의 도구들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

애덤 그랜트 저/홍지수 역 한국경제신문사

팀 페리스 저/ 박선령, 정지현 역 토네이도

웹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직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강의하는 팀 페리스는 글로벌

러나 사파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 기간이 15퍼센트 더 길었다.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

저자는 이 조사 결과의 핵심을 ‘주도성’의 차이라 말한다. PC를 구입하

고 있다. 저자는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고 나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맥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

알랭 드 보통, 세스 고딘, 말콤 글래드웰, 파울로 코엘료, 피터 틸, 에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사람들은 수완을 더 부려서 다른 브라우

캣멀 등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부터 최고의 혁신기업을 세운 창업가와

저를 설치한 사람들이다.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협상가, 슈퍼리치, 아티스트, 전문직 종사

주도력을 발휘해 좀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다.

자까지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만나 독창적인 성공 노하

이 차별화된 요인, 바로 그 주도력이 작업 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우를 배웠다.

단서가 된다. 스티브잡스, 마틴루터킹, 에이브러햄 링컨... 세상을 변화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

시킨 독창적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오리지널스』는

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어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 채찍질, 격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

가 필요하다면 저자의 이 노트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며,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
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originals)’로 명명하고 이들만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따뜻해진 날씨 맞이, 주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씨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공연, 도서와 함께 하는건 어떠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뮤지컬부터 부모님이 좋아하는 전통 공연까지, 가족과 함께 하기 더욱 좋은 문화생활 소개해드려요.

뮤지컬

연극

[서울] DREAMGIRLS

[수원] 출동! 슈퍼윙스

주연부터 앙상블까지 브로드웨이 아프리칸 아메리
칸 배우로 구성되어 진정한 R&B 오리지널 소울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2017년 최고의 기대작.
뮤지컬 드림걸즈(DREAMGIRLS)가 최초로 내한한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흑인 여성 트리오 디나, 에피,
로렐. 꿈과 재능, 열정까지 가진 그녀들이지만 오디
션에 실패하며 화려한 스타의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런 그녀들은 쇼 비즈니스계의 성공을 꿈꾸는 야
심 찬 매니저 커티스와 절호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는 그녀들이 가지지 못한 성공의 카드를 쥐고 그
녀들을 단숨에 사로잡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택배비행기 호기(HOGI)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귀엽고 당찬 레스큐 헬리콥더 아리(ARI), 뭐든지
뚝딱! 만들기의 달인 도니(DONNIE) 등 슈퍼윙즈의
멤버와 함께라면
전 세계 곳곳의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액
션과 재미, 풍성한 세계 문화를 볼 수 있는 어린이
들의 차세대 최고 엔터테인먼트 출동! 슈퍼윙즈.

공연기간 2017년04월04일(화) ~ 06월25일(일)
공연장소 샤롯데씨어터
티켓정가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관람등급 만7세이상(미취학아동입장불가)
관람시간 170분
인터미션 20분

현대자동차그룹

30~40%

할인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인터미션

[부산] 이프온리

2017년06월24일(토) ~ 06월25일(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R석 40,000원
24 개월 이상
60분
0분

현대자동차그룹

55%

할인

10년간 연애한 재운과 수진은 결혼 준비 중 사소
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들이 헤어지는 순간 재
운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다.
재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진은 공원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목을 매달려 하는데..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점쟁이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루에 한 시간, 단 삼일동안 점쟁이의 도움으로
수진은 재운을 만날 수 있게 되지만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당신은 이런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
시겠습니까?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2017년05월26일(금) ~ 08월20일(일)
공연장소부산메트로홀 (구.AN아트홀광안)
전석 30,000원
12세 이상 관람가
60분

현대자동차그룹 최대

17,200원 할인

비결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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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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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권력자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한
다. 이를 두고 조지 오웰은 라고 꼬집
으며 의도적 불통을 비판한다.

지난호 정답
1. 스마트 팩토리

2. 안산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문성일 / 부품생산부
2. 전 사원 교육 WIA勵(힘쓸 여) 과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막걸리 한 잔, 파전 한 점을 곁들여 이
야기를 나누는  행사 시간이 있다.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배재열 / 주물생산부
최건호 / 엔진설계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창오 / 기계품질보증팀
한권수 / 항공생산부
임성우 / 부품생산부

Notice

공지사항

랜섬웨어 PC감염 예방수칙
1. 출처가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
2. 윈도우 업데이트는 자동 업데이트로 설정하여 최신 보안 상태 유지
3.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실행하고 최신 업데이트 실시
4. 윈도우 방화벽 설정
5. 의심스런 URL 링크 클릭 금지
6. 홈페이지 주소가 의심스럽거나, 광고 등을 통해 연결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 접속 금지
7.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며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8. 악성코드에 감염된 USB를 PC에 연결하면 감염되므로 항상 백신검사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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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NC 경진대회
01 대회개요
•대회기간 : 2017년 7월 10일~14일(5일간)
•주

최 : Hyundai Wia/Siemens 공동 주최

•경기장소 : 현대위아 기술지원센터(창원/의왕)
•참가대상 : 대학부/고등부
•경기직종 : Milling/Turning 프로그램 작성 및 Simulation (2시간)
•참가자 접수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일 부터
- 접수방법 : www.hyundai-wia.com / www.cnc4you.kr / machine.hyundai-wia.com 온라인 접수

02 경기방법
•대학부/고등부 : 제출 도면 형상 기준 NC Program 작성 후 Simulation 형상 및 프로그램 제출 (2시간 이내)
※ 경기에 사용하는 도면 형상은 접수 개시일에 양사 Home Page 에 공고 (Milling : 4 개 / Turning : 4개)

03 시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대상-1명) : 300만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 (금상-2명) : 각 150만원
•최우수상 (4명) : 각 100만원
•우수상 (4명) : 각 50만원

04 문의사항
HYUNDAI WIA 	이현창 대리

031-596-8158 / hclee@hyundai-wia.com

SIEMENS	홍성락 과장

055-268-1940 / sungrock.hong@siemens.com

※ 평가방법, 모집요강, 문제출제 등 상세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하

라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새뮤얼 존슨

현대위아 - 지멘스

출

감사

제4회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