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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열정을
응원하며

모두가 공감하듯,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획했을 때는 거북이걸음으로 움직이기 마련
입니다.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정 반대입니다. 한 번 해외여행을 떠올려볼까
요. 상상만으로도 엔돌핀이 치솟습니다. 달력을 보고 날짜를 고를 때 이미
마음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연한 ‘귀찮음’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심장의 온도 36.5도. 심장이 하는
일엔 증명도, 중요한 법칙도 없다.

당신의 새해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연

몸을 움직이는 힘은 흥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재미가 있어야 스스

초에 세웠던 그 목표를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 속 저 어딘가에

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억지로 새해라서 세운 계획, 누군가가 대신 세운

두고 잊고 계신가요.

목표라면 쉽사리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열정’이란 없으니 일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운 계

제대로 시작될리 없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열정’이

획은 그 꿈의 일부 중의 일부일 겁니다. 물론 꿈을 꾸는 것만큼 실패를 경

있었기에 페이스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시작은 그의 단순

험하기도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입장인 저 역시 별 볼일 없습니다. 영어

한 흥미였죠.

공부를 해보겠다는 목표는 작심삼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운동을 체계
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제 마음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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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들의 축제
이그노벨상
‘이그노벨상’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합니다. 명칭부터 노벨상의 풍자인데, 사실 이그나시우스 노벨(Ignacius Nobel)의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그노벨상은 아주 이상한 연구에 상을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진짜로 이상한 연구’이거나 ‘조금 이상하긴 한데 멋있기도 한 연구’라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의 전신인 ‘페이스메시’가 오래 버텼다면 하나쯤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의 기준이 특별한 만큼 부상도 별납니다. 2013년에는 수상자에게 무려 10조 달러!를 줬는데 사실 이 달러는 인플레이
션으로 화폐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짐바브웨의 달러였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전하면 겨우 4달러였다고 해요.
수상작도 재밌습니다. 2015년 이그노벨상 생리학상 부분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저스틴 슈미트 박사의 ‘곤충에게 공
격당하면 어디가 가장 아픈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이 연구를 위해 직접 200번이 넘는 벌침을 맞았다고 하
네요. 연구에 따르면 콧구멍, 윗입술, 성기 순으로 아프고 정수리나 팔뚝, 가운데 발가락은 그리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가는 이 연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엄청난 열정으로 벌침을 직접 맞은 듯 합니다.
이그노벨상을 괴짜 과학자들의 연구로만 웃어넘길 일은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만한 가치가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2000년 이그노벨상 물리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과학자 안드레 가임이 그랬습니다. 그는 개구리를 자석으로
공중부양 시키는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탔었고, 10년 후 비슷한 방식의 연구로 진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묘한 이력은 평소 연구와 무관하게 본인이 정말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실험을 하는 ‘금요일 저녁 실험’
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안긴 ‘그래핀 분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떻게 하면 가장 얇은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에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꿈의 신소재’라
고 불리는 그래핀이 나왔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 실험을 우습게 여겼겠지만, 결과는 노벨상이었던 것이죠.

주커버그의 흥미

가’를 투표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숱한 남학생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
다. 꽤나 한심한 사이트였던 것이죠. 주커버그가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 배
경도 한심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데이트 상대와 한바탕 싸우고 나서 화풀이
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주커버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도 전에 스스로 컴퓨터 게임을 만들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
미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입사제
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진작부터 정점을 향해
달리던 인물이었죠.
그렇다고 그가 전 세계인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버드에 입학한 주
커버그가 가장 먼저 개발한 웹사이트는 ‘코스 매치(Course Match)’ 였다고
합니다. 하버드의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알 수 있게 만든 사이트였
죠. 과목명만 클릭하면 누가 그 수업을 듣는지, 다른 과목은 어떤 것을 선
택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만든 웹사이트가 가관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
는 사이트인 페이스매시(Face Mash)였거든요. 하버드대 보안시스템을 뚫
고 들어가 여학생들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사진으로 ‘누가 더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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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일로 주커버그는 기숙사 인터넷이 끊기고 맙니다. 퇴학까지

열정의 다양성

도 갈 뻔했지만 간신히 모면했죠. 이듬해인 2004년 주커버그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연락처 공유’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알고자하는 욕
구를 구체화 해 ‘하버드’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웹사이트입니다. 서로 자신을 소개할 프로필과 연락처를 올려두고
공유하자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 사이트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전국 대학교
로 나아가 전 세계로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동력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었
습니다. ‘하버드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예쁠까’ ‘오늘 본 저 학생의 전화번
호 좀 알 수 없을까’에서 시작된 웹사이트 개발이었죠. 열혈청춘인만큼 그
는 그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그는 마침 프로그래밍 천재였습니다. 그의
흥미 덕에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엮는 ‘페이스북’을 2006년 탄생시킬 수 있
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청년들이 흔히 내뱉는 말 중 하나는 ‘열정페이’입니다. 열정과 지불하다는 뜻의 페이(pay)를 합한 말인데, 인턴이
나 아르바이트 등을 뽑으면서 경험만을 내세우고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을 자조하며 쓰는 말입니다.
열정페이를 일삼는 이들의 문제는 ‘상대방의 열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너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으니, 돈을 안줘도 되지 않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에 열정을 쏟게 되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없습니다. 구직자라면 ‘으레 그럴 것이다’라는 착각만 있을 뿐이죠. 실
제 열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마크 주커버그와 안드레 가임도 통념적 시각에서 동떨어진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커버
그는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고, 가임은 그저 재밌는 연구에만 몰두 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그 열정과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너는 왜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조금 더 열정적으로
˘
할 수 없겠느냐’는 고루한 옛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의 열정을 상대에게 강요할 순 없거든요. 그런다고 없던 열정이
생기지도 않을테고요.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관심과 열정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응원하는 것이 더욱 세련된 방법일 겁니다.
혹시 아나요. 내가 혹은 나의 동료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제2의 주커버그가 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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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ON!
focusON! ❶

기술인재 육성에 나서다!
‘스마트 NC 경진대회’ 개최
- 4일간 경남 창원·경기도 의왕에서 열려
- 1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장학금 330만원 수여
- 대회 후 공작기계 생산 현장 투어 진행해

우리 회사는 지멘스와 함께 기술인재 육성을

(S828D)를 기반으로, 2시간 동안 주어진 도면에

우리 회사는 기술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

위한 기술대회를 개최했다. ‘제4회 현대위아-지멘

최대한 가깝게 공작기계가 소재를 가공할 수 있도

해 대회 후 공작기계 생산현장 투어를 준비했다.

스 스마트 NC 경진대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4

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NC는 수치제어라는

학생들이 평소 완제품으로만 접했던 공작기계의

일까지 진행됐다.

뜻인 ‘Numerical Control’의 줄임말로 공작기계를

생산 전 과정을 공개해 기술적 이해를 높이고, 동

수치정보로 제어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에 기술인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회는 수도권 지역 학생의 참가를 장려하고자

또 생산 중인 주요 공작기계를 학생들이 직접 살

10일부터 11일까지는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

우리 회사는 지멘스와 함께 전문 심사위원단의

왕연구소에서, 12~14일에는 경남 창원시 현대위

심사를 거쳐 1위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330

아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고둥부와 대학부로

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위 2명에게는 ‘국제

윤준모 사장은 “스마트 NC 경진대회를 통해 학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

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과 장학금 각

생들의 기술력이 한층 더 향상됐으면 한다”며 “이

가했다.

150만원을, 최우수상(4명)과 우수상(4명)에게는

번 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인재를

NC 경진대회는 공작기계가 소재를 어떻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

꿈꾸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가공할지 결정하는 ‘NC 프로그래밍’ 능력을 겨

상식은 7월 19일 창원과 의왕의 기술지원센터에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루는 대회다. 참가자들은 지멘스의 NC콘트롤러

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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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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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이번 기술지원 활동으로
고객들의 작업 환경을

을 담당한 연구원·생산기술 및 품질 담당자·서비스 및 마케팅 담당자로 팀을 이뤄 고객을
먼저 찾았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원도 ‘장비 점검’ ‘문제점 조치’ ‘작업자 교육’ 등으로 다채롭게 이뤄졌다. 우선 연
구원과 품질 담당자가 직접 고객의 장비를 테스트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확인한다. 만

개선하는 한편

약 장비의 문제점이 있다면 정비를 현장에서 곧바로 진행하게 된다. 오래된 장비의 기본 세

공작기계의 개선점도

척과 장비를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각종 용품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작기계에 명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육도 진행, 작업자의 장비 숙련도를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령을 내리는 NC(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프로그램 교육과 가공기술에 관한 1대 1 교

우리 회사는 이번 기술지원 활동으로 고객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작기계의
개선점도 찾아낼 것으로 기대했다.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
장에서 실 작업 시 필요로 하는 공작기계의 사양과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이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추후 공작기계 연구·개발과 생산기술에 녹여 보
다 사용자 친화적인 공작기계를 개발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술지원 활동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하반기에도 2차 기술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작기계국내영업실 엄도영 이사는 “제조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고
객의 눈높이에서 공작기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지원 활동을 펼
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Machine
Tools

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W

Service

공작기계 고객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펼쳐

우리 회사는 공작기계 전 분야의 담당 직원들이 고객들을 찾아
서비스를 펼치는 ‘공작기계 국내 기술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기
술지원 활동은 연구·생산기술·품질·서비스·마케팅 담당 직
원이 고객의 회사를 직접 방문해 장비 점검은 물론 공작기계 관
련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 공작기계 전문가들이 고객 찾아 서비스
- 정비 청소·점검·작업자 교육 등 진행
-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 예정

우리 회사는 5월 부터 7월까지 총 120여개 업체를 방문해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우리 회사는 이번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 공작기계 고객에
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우선 고객들에게
파견하는 인력부터 기존 A/S 인력과 차별화했다. 종전에는 공작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담당 직원 1명이 문제점을 파악
하고 수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 기술지원 활동은 공작기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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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꿈나무 키운다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열려

우리 회사가 기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우리

은 기술 직군의 중요성, 자기계발의 필요성, 회사생활의 노하우 등을 1

회사는 지난 7월 14일 창원 본사에서 ‘제 1회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를

시간 가까이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다. 박 기장은 1996년 대한민

개최했다.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는 ‘기술인재’를 꿈꾸는 공업고등학교 학

국 품질명장에 임명된 국내 최고의 생산 전문가다.

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고 기계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우리 회사의 대

현장의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NC스쿨’도 이어졌다. NC

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지역 고교생 26명이 참

스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연습하는 공작기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여했다.

수 있도록 가공 시연과 테스트를 진행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먼저 회사의 주요 생산제품의 제작 과정을 학생들이 직

우리 회사는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를 오는 10월 한 차례 더 개최한

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창원1공장과 3공장을 방

다. 이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 매 분기마다 진행할 계획

문, XF6300 등 주요 공작기계와 등속조인트(CVJ), AWD시스템 (PTU) 등

이다. 윤준모 사장은 “’예비 기술인’인 고등학생들이 진로 결정을 돕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전 과정을 둘러 봤다. 각 파트마다 담당 전문가들을

동시에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배치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개최하게 됐다”며 “회사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이후에는 현업에서 기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

누는 ‘멘토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특수생산부의 박창만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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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련대회의 하이라이트!

focusON! ❹

한라산 등반

신입사원
수련대회 이야기

수련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한라산 등반! 올해도 신입사원들은 어
김없이 한라산 정상 정복에 나섰다.
한라산 백록담의 장관을 기대하며 등반 여정에 나선 65명의 신입사원들은 무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2017 현대위아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열렸

려 13시간 산길을 올랐다. 쉽지 않은 코스였지만 지친 동기들을 서로 부축하고 짐

다. 현대위아 신입사원 65명은 'W.I.A Pride' 슬로건으로 진행된 3박 4일간 프로그

을 덜어주기도 하며 신입사원들은 무사히 완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해발 1,950m

램을 통해 자부심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동기애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높이의 한라산 정상에 올라 고대하던 백록담을 두 눈에 직접 담으며 신입사원들
은 도전의 성취감을 동기들과 나눴다.

VOLUN+TOUR
볼런투어 2탄
제주 마을 벽화 그리기
신입사원들은 볼런투어의 두 번째 활동으로 제주 마을 새 단장에 나섰다.
표선리 한지동을 방문해 낙후된 동네 담장을 알록달록 벽화로 예쁘게 채워
나가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입사원들의 노력으로 한결 화사해진 마을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고맙다
는 인사를 건넸다. 신입사원들도 자신들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워진
마을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라!
PRIDE 페스티벌
마지막 날 저녁은 신입사원들과 임원들이 함께 하는 'PRIDE 페스티벌'이
열렸다. 신입사원들은 피아노, 춤, 노래 등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숨겨온 끼를
맘껏 뽐냈다. 또한 그간 여러 명이 함께 준비한 연극, 미디어 퍼포먼스, 합창

VOLUN+TOUR
볼런투어 1탄

신입사원들의 깨끗한 제주 만들기!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를 결합한 '볼런투어(Voluntour)' 형
태의 수련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제주도 정화활
동'을 진행했다.
6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함과 동시에 신입사원들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

이 결합된 한 편의 뮤지컬을 선보이며 팀워크를 발휘했다.
뜨거웠던 열정의 페스티벌을 마치고 임원들과 함께 하는 제주도에서의 마
지막 밤이 이어졌다. 평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적은 임원들과의 특별한 만남
을 통해 직장선배이자 인생선배의 조언을 들으며 회사생활 노하우와 가치관
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들에게는 소중
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다.

출봉 앞 우뭇개 해안 청소에 나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

초심을 다잡고 새로운 에너지와 동기애를 충전하는 시간이었던 신입사원

입사원들은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우뭇개 해안 일

수련대회! WIA PRIDE로 장착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성숙한 현대위아인의

대를 깨끗히 단장했다.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버린 오물로

마인드로 회사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W

방치된 해안이 신입사원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하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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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XH6300
강력한 절삭력과 글로벌 정상급 정밀성을 갖춘,

M/C 설계팀

안영준
연구원

#XF6300과 XH6300은 어떻게 다른가요

#뿌듯한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다른 점은 주축의 방향입니다. XF6300은 주축이 위에 있는 ‘수

지난 4월 17일부터 열렸던 중국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인 CIMT에 전시

직형’ 머시닝센터이고, XH6300은 주축이 측면에 있는 ‘수평형’ 머시

기를 만들어 출하시켰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시간이 상당히 촉

닝센터에요. 가공물의 크기와 타깃으로 삼는 시장도 역시 다릅니다.

박했었거든요. 저희 팀뿐 아니라 시험평가팀 담당자들, 그리고 조립을

XF6300은 매우 정밀한 부품과 소형 부품을 주로 가공하지만 XH6300

하시는 분들까지 야근도 불사하며 끈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기

은 매우 크기가 큰 물건을 가공하는 장비입니다. 또 XF6300에 비해

간 내에 잘 출하할 수 있었죠.

공작물을 교체할 수 있는 운반대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가공 중간에
대기 중인 운반대에서 가공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막바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로트(PILOT)기 조립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오는 9월

#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쯤 되면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공구를 담아두는 ‘매거

무엇보다 빠르고 강력한 절삭능력이죠.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주물을

진(Magazine)을 새롭게 링(Ring) 타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튼튼하게 설계할 필요가 컸습니다. 또 베드 구조를 박스형으로 만들었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설계뿐 아니라 모든 연구진들이 조금이

고, 다른 수평형 머시닝센터들과 비교해 강성이 높은 주물로 설계했습

라도 더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XF6300의 돌풍을 이어갈 차기작

XH6300을 말하다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XH6300을 만들면서 함께 한 유관부서 담당자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

XH630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XF6300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있는 유

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능개선팀분들이 많이 수고해주신

럽연구센터에서 설계한 장비입니다. 그만큼 설계 초기에는 해외 메이

것 같아요. 시제기 제작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대응하시느라 너무 고

커의 부품들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부품들을 국

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W

산화하는 것이었죠. 국산화를 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도 있었습니
다. 촉박한 일정에 해결해야 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기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격고있는 공작기계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종의 연구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해요.

공작기계 수주는 올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상승했다.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
를 보이면서 기반산업인 공작기계의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국내 공작기계 판매 증대의 중심에는 우리 회사의 대표 공작기계인 XF6300이 있다. 출시
이후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며 누적 판매액 200억원을 일찌감치 돌파했다. 독일과 일본의 공
작기계 못지않은 강한 절삭력과 빼어난 품질 덕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객들의 주문이 밀
려들고 있다.

#유럽연구센터와 협업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나요
유럽에서 기초 설계를 하다 보니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작 환경도 다르고 각종 부품의 수급 환경도 다르다 보니 유
럽에서 설계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공작기계를 대하

지난 1년 동안 현대위아를 대표한 공작기계가 XF6300이었다면 올 하반기의 주인공은

는 마인드도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은 따라

XH6300이다. 이름의 유사성에서 느껴지듯 XH6300은 XF6300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

가고, 국내 사정에 맞춰야 하는 부분은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

받았다. 강력한 절삭력과 글로벌 정상급 정밀성 여기에 완벽한 품질까지 갖췄다는 평이다.

를 하며 차이를 좁혔습니다.

그만큼 XH6300의 연구진들의 노력도 상당했을 터, 연구에 직접 참여한 안영준 연구원에게
XH6300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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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34위 달성

2017 • 07+08

e

03

04

해외

02
2017 대졸 신입사원 멘토링 Closing Ceremony

03
산동법인 상반기 소그룹 활동 성과 발표회 진행

04
강소법인 ‘1사 1촌’ 공부방 책 기증

우리 회사가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 34위에 선정됐다. 미국

지난 7월 19일과 20일, 창원과 의왕에서 2017년 대졸 신입사원 멘토

지난 6월 28일, 산동법인 상반기 소그룹 활동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강소법인은 지난 7월 15일 ‘1사 1촌’ 공부방 책 기증 활동을 진행했다.

오토모티브 뉴스가 이달 발표한 ‘2016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

링 Closing Ceremony가 열렸다. 65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지난 4월부터

엔진 3공장 1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총 13개 팀의 성과 발

올해는 금곡촌과 1사 1촌 결연 3년째 되는 해로 학생 공부방도 설립 3년

위’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지난 해 글로벌 시장에서 70억 4300만 달러의

멘토 선배사원과 함께 멘토링을 실시하며 업무와 회사생활 노하우를 전수

표가 진행되었다. 주재원 및 SV의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 등 총 6개 팀

째이다. 지난 3년간 강소법인은 공부방의 기초 시설을 지원하고 책도 꾸

매출을 거둬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다소 하락했다.

받고 조언을 얻으며 조직 적응에 힘써왔다. 이날 우수 활동 커플로 선정된

이 수상하였다.

준히 기증해왔다. 100여 권의 책을 기증하는 이 날 행사에는 회사 대표로

이번 순위에서 현대모비스가 7위, 현대파워텍이 48위, 현대다이모스가
56위에 올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창간된 자동차 전문잡지로 미주지역에서만
10만 부가 발행되며 유럽, 중국 등 기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다.

총 6팀은 멘토링 활동 사례와 소감을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했다.

소그룹 활동 발표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1회 진행해 온 행사로 생

당지부 채고량 서기와 공부방 학생대표 6명이 참석했다. 금곡촌 담당자는

현장 심사를 거쳐 창원, 경인 지역에서 각각 ‘베스트커플’로 선정된 두 팀

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학생들이 공부방을 많이 좋아해 학교 외 대부분의 시간을 이 곳에 와서

은 해외 배낭여행의 기회를 가졌다.

번 발표회를 계기로 현장은 설비 수리비용 대폭 감소, 부품 불량률 감소

책과 함께 지낸다”며, “현대위아 강소법인에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매년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의 신속한 조직적응과 역량발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와 엔진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공유했다. 현장관리 기준을 높이고 부서
간 소통을 강화했다는 평가와 함께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소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HYUNDAI WIA Ranks No.34 among Global Auto
Parts Makers

‘Closing Ceremony’ held for 2017 New Recruits
Mentoring

Hyundai Wia ranked at 34th place among Top Global 100 Automobile
Parts Company.
According to "The Top 100 Auto Parts Companies in 2016," which US
automotive news released this month, HYUNDAI WIA marked 7,043
million dollars in total sales last year and the ranking dropped slightly
compared to last year.
Hyundai Mobis ranked 7th, Hyundai Powertech ranked 48th and
Hyundai Dymos ranked 56th in this ranking.
Automotive News is an automobile magazine founded in 1925, which
is the most famous and influential in Global automobile industry. It
published 100,000 copies in the Americas, also reached Europe, China
and so on.

The closing ceremony for the 2017 New Recruits took place in
Changwon headquater and Euiwang R&D Center on July 19th and 20th.
The mentoring program started in April and during the program, 65
new recruits had mentors who inculcated the business knowhow and
guided how to adjust well to the corporate life.
At the closing ceremony, 6 teams shared their activity cases and the
judges chose 2 teams who have participated well.
The best mentor-mentee group got an opportunity to go on an overseas
backpacking.
HYUNDAI WIA is operating a mentoring program for new employees
every year so that they can adapt quickly to the organization and develop
their major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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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公司举办现场改善小组活动上半年业绩发表会

江苏法人开展一社一村图书捐赠活动

6月28日下午，山东法人现场改善小组活动上半年业绩发表会在发

7月15日，在少儿驿站开展了第三期“图书捐赠”活动，今年是

动机3工厂1楼多媒体室举行。参加本次活动的共13个小组，由驻在

公司与金谷村结对的第三年，也是威爱心少儿驿站成立的第三年。

员及韩国技术者出任评审员，通过课题内容及现场发表两方面进行评

再过去的两年里，公司为少儿驿站捐赠了基础设施，每年添置新的

比，共评选出金奖1个，银奖1个等6个奖项。

读物。本次活动中，公司为少儿驿站又送去了少儿读物约100本。

现场改善小组活动是从去年3月份开始，在本社大力倡导下展开
的，以现场员工为主，针对问题点推进改善方案。在本次改善活动
中，不仅大大减少了设备修理费用，降低了组件不良率，使公司的产
品质量得到大幅度提升，还提高了现场管理水平，加强了不同部署间
的沟通和交流。

公司党支部书记蔡高亮作为公司代表参加了此次活动，金谷村民政
负责人朱维洁及6名学生代表接受了此次捐助。
社区负责人说，自从少儿驿站成立以来，收到了学生们的热烈欢
迎，大家放学及放假的时候在这里接收老师的辅导，课余时间阅读
课外书籍，每次都座无虚席。感谢公司每年为学生们送来的精神食
粮，让他们的学习生活丰富多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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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pecial

현대위아 CSR

Hyundai wia
광주

Dream Car
우리 회사 임직원이 손수 모은 돈으로 전국 사업장 지역 복지기관에 사랑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26일 창원 본사에서 ‘현대위아 드림카(DREAM CAR)’ 전달식을 열고 총 10대
의 차량을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지원차량은 승합차 6대와 장애인용 리프트

의왕

카 2대, 승용차 2대다. 전달식에는 윤준모 대표이사, 김용선 금속노조 현대위아지회장,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 드림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1년에 두 차례씩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 차량
을 전달하는 우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차량 지원에 쓰인 약 3억원 역시
전액 임직원들이 급여를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
라는 특징을 살려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돕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3년 현대위아 드림
카를 시작, 총 45대의 차량을 기부했다.
‘현대위아 드림카’는 장애인시설 5곳과 노인복지시설 2곳,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1곳, 지역사

평택

회 지원시설 2곳에 전달됐다. 우리 회사 사업장이 있는 창원·의왕·광주·서산·평택·안산
지역에서 차량이 많이 낡았거나 아직 보유차량이 없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차량을
지원했다. 이날 승용차를 지원받은 늘돌봄요양센터의 경우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현대위아 드림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펼친다
는 계획이다. 기부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지역의 이웃들과
서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이웃과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사
회공헌 활동(TRUE Dream) ▲교육 공헌 활동(EDU Dream) ▲지역사회 협력 활동(FUN Dream)
▲지역 사회 발전 활동(SOCIAL Dream) 등 4대 ‘드림(Dream)’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대위아 드
림카’는 ‘TRUE Dream’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1% 기적’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임직원 월급 모아
전국 복지기관에 차량 10대 기증

TRUE DREAM
나눔의 가치 확산

EDU DREAM

교육 저변 확대의 초석

FUN DREAM
우리 모두의 친구

W

SOCIAL DREAM
도시에 불어넣은 생명

-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위아 드림카’

현대위아 임직원들은 다양한 나눔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으로 성장할

현대위아는 이웃들에게 믿음직한

현대위아는 더 나은 생활 환경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와 교감하

수 있는 원동력은 미래의 주역을 키우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하

- 전국 사업장 지역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에 전달

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작은 정성을

는 것입니다. 현대위아는 기술인을 향

있을 때 돕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

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 2013년 첫 시작 이후 차량 총 45대 기증해

모아 더 큰 가치와 꿈을 만들어갑니

한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적극 응

께 즐거워하며, 이웃들의 희로애락과

지역에 안전시설을 제공하고, 주거환

다.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경 취약지역의 시설 개 보수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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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근래에 열정이라는 말은 부도덕한 ‘갑’들 때문에 저임금 혹은 무임금 고강도 근로를 정
당화하는 뻔뻔한 미사여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또 자신의 성취에 도취한 국내외 저
명인사들이 성공 지향적 인생관을 설파하며 번지르르한 격언을 쏟아내는 탓에 열정은 부
나 지위, 명예를 얻기 위한 담보쯤으로 취급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사적이며 개별적인,
열정이라는 마음가짐을 어떤 수단이나 조건으로서 사회·경제·조직 같은 집단의 영역
으로 끌어들인 데 있다. “열정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거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프로”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저런 언설들 때문에 열정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힘겨운 인정투쟁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표현 양식 같은 것이 돼 버

열정도
증명이 되나요

렸다.
열정을 승자·패자가 있는 경쟁사회에서의 성공과 연결시키려 하고, 열정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근로조건을 강요하니 말의 의미가 상하는 탈이 나고 만 것이다. 이제 그 ‘열정
페이’의 주 피해계층인 청년들은 열정이라는 말에 신물이 나 있다. 이런 ‘언어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슬프다. 몰락한 언어는 쇠락한 국가만큼이나 재건이 어렵고, 그 함몰된 자리
를 완벽히 메울 언어를 갖기까지는 풍화작용으로 지형이 변하는 과정만큼이나 상당한 시
간이 걸린다.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열정→성공→행복’이나 ‘열정→성취→안정’ 같은 도식에 대한 우리 사회 열정 지불자
들의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고조됐던지 재작년 말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다. 연예부 기자의 자전적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스포츠신문 수습기자로 갓
입사한 주인공 도라희(박보영)가 권위로 똘똘 뭉친 막말 부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전쟁
같은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이야기다. 이 영화 포스터에 적힌 카피가 ‘출근은 있어도 퇴근
은 없다’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습기자에게는 출근도 없다. 일터에서 떠나는 ‘퇴근’이 없기
때문에 일터로 돌아오는 ‘출근’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수당은커녕 기본급

열정을 승자·패자가 있는 경쟁사회에서의

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혹사당하는 수습기자는 열정페이의 대표

성공과 연결시키려 하고, 열정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근로조건을 강요하니
말의 의미가 상하는 탈이 나고 만 것이다.
이제 그 ‘열정페이’의 주 피해계층인
청년들은 열정이라는 말에 신물이 나 있다.

적인 예다.
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영화 내용에 대한 공감 정도를 떠나 저 제목은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이 시대 청년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맞춤법대로라면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써야 하지만 그
러지 않고 모두 붙여 썼다. 1998년 국내에 개봉한 미국 공포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지난 여름’은 ‘지난여름’이라고 붙여야 맞지만)나 1974년 신성일 주
연 <눈으로 묻고 얼굴로 대답하고 마음 속 가득히 사랑은 영원히>처럼 더 긴 영화 제목도
꼬박꼬박 띄어 썼음을 생각하면 <열정…>의 붙여 쓰기는 의도를 가진 표현법으로 봐야 한
다.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건 분노일 것이다. 띄어쓰기에 철저해도 화가 나면 카카
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띄어쓰기를 무시한다.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는 열정이라
는 허울 좋은 명분에 지치고 화난 이 시대 청춘들의 육성 그 자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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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없는 열정 투쟁
<열정…>에서 도라희의 처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패션잡지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립)에게 시달리는 주인공 앤디
(앤 해서웨이)와 닮은 데가 많다. 질문은 일절 금지에 시키면 시키
는 대로 해야 하는 신입사원. 그토록 갈망하던 언론사에 입사한 여
성이라는 설정도 같다. 이들은 독설과 지시를 쏟아 붓는 상사에게
치이고 또 치이면서 자신이 꿈꿨던 폼 나는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피폐해진다. ‘저 끝엔 그래도
뭔가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 ‘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꿋꿋이(꾸역꾸역) 버티는 건 과연 열

앤드류가 플렛처 교수(J.K. 시몬스)에게
채찍질당하는 과정에서 열정은
지독한 오기에 잠식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테오도르의 사랑, 빌리의 열정
<열정…>이나 <악마는 …>이나 <위플래쉬>나 주인공이 극심한 스트
레스를 견딘 끝에 상당한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결말이 나지만 현실은

정 때문일까. 11년 전 개봉한 <악마는 …>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

그렇지 않다. 그 성취들이 열정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열정은 성

억하는 장면은 미란다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앤디에게 직장

공, 행복, 성취, 안정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선배 나이젤이 “그럼 그만둬. 나는 5분 안에 네 자리에 다른 사람

마치 비용을 지불하듯, 발전기를 돌리듯 발휘하는 열정은 열정이라고 말

을 데려다놓을 수 있어. 그 일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말이지”라

영화 <그녀(her)>

고 말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나이젤은 앤디가 일하고 있는 곳이

게 되는데, 그건 열정이 아니라 그저 열정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어떤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서 죽는 시늉도 하는 곳’임을 상기시킨

심리일 뿐이다. 집단에서 강조하는 열정은 대체로 그런 가짜 열정이다.

다.

진짜 열정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이다. 사랑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넘친다는 사실. ‘금수저’가

이 어떤 것인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에서 인공지능 프로

아니고서야 우리는 모두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실

그램인 OS(운영체제)를 사랑하게 된 남자, 테오도르가 친구에게 그런 감

을 잘 안다. 저 밖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정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묻는다. “나 괴짜(freak) 같지?” 이어지는 친구

취업문(이제는 ‘문’이라기보다는 ‘구멍’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의 대답에 사랑에 관한 하나의 정의가 있다. “아니. 사랑에 빠지면 누구

이 좁아질수록 진입 투쟁은 격렬하다. 그래서 그 사실은 공포가 되

나 괴짜가 되잖아. 사랑에 빠진다는 건 원래 미친 짓이야. 사회적으로 용

고, 지금 이곳에서 버티는 일은 열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제가

인된 미친 짓.”

된다. 인정받지 못하면 밀려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강박으

열정도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헌신

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견딘다. 지금은 <라라랜드> 감독

하게 되는 감정이다. 열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원래 언급하고 싶었던 영

으로 더 유명한 데이미언 셔젤의 2014년작 <위플래쉬> 종반부에

화는 <열정…>이나 <악마는 …>이나 <위플래쉬>가 아니라 <빌리 엘리어

서 드러머 앤드류(마일즈 텔러)가 보여주는 광기 어린 연주의 동력

트>다. 영국 광산 마을에서 우연한 기회로 발레리노를 꿈꾸게 된 소년

은 열정이 아니라 독기다. 앤드류가 플렛처 교수(J.K. 시몬스)에게
채찍질당하는 과정에서 열정은 지독한 오기에 잠식돼 흔적도 없이

하기 어렵다. 열정이 수단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말할 수 없

빌리는 런던의 발레학교 입시 면접 과정에서 “춤출 때 어떤 기분이냐”고
영화 <위플래쉬>

묻는 심사위원의 마지막 질문에 띄엄띄엄 답한다.

사라진다. 앤드류의 마지막 연주에 박수를 쳐주기 어려운 건 그 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모든 걸 잊게

악성의 바탕과 생산 과정이 불편한 탓이다.

되고...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
이에요.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에요. 그저.. 한 마리 날아오르
는 새가 되죠. 마치 전기처럼. 네 전기처럼요.”
이런 감정은 자의든 타의든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다. 순전한 열정
은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나 조직적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열중
영화 <빌리 엘리어트>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기 삶을 풍요롭고 뜨겁게 만드는 천
연의 동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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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7
글 전상철 차장 (현대차투자증권 PB마케팅팀)

ETF 시장 전성시대

고 대형주를 여러 개 분산해서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

가 및 투자 자산군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김

이다. 따라서, 김대리는 개별주식보다는 다양한 업종지수 또는 섹터 ETF

대리가 주식자산 외에 원자재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원유와 금을 기초자

에 투자하여 개별주식 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대형주의 간접적인 보유효

산으로 둔 ETF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ETF 종목 중에는 기초자산의 움직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김 대리는 목돈 500만원을 놓고 어디에 투자 할지 고민 중이다. 은행 예적금에 투자하자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낮은

과를 노려야 한다. ETF 종목들이 대개 한 주당 몇 천원에서 몇 만원대

임을 두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나 기초자산의 역방향을 추종하는 인버스

수익률이 마음에 걸리고, 개별주식 종목을 투자하자니 작년 큰 손실 경험이 뼈아프고 느껴진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를 사

가 주를 이루고 있어 500만원의 투자자금으로도 충분한 분산효과를 누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장 예측 방향과 수익률 배수를 스스로 결

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요즘 들어 해외자산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는 국내

정할 수 있다 .

일이다. 그렇다면 고민이 많은 김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김대리가 아직까지 국내 ETF 시장을 모르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관

KOSPI200지수를 추적하는 KODEX200이나 코스닥150지수를 추정하는

그러나, ETF가 매매 접근성, 고효율의 분산효과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

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TIGER 코스닥150과 같은 지수 추종형 종목 등이 있다. 이 밖에도 KODEX

고 있음에도 불구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손실도 발생하는 상품

배당성장, TIGER200 IT, TIGER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에 소액으로 분

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처음 ETF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ETF 상품의 기

산투자할 수 있다. .

초자산, 관련 세금 이슈 등 많은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ETF(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는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매매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 신청을 한 뒤

펀드의 일종으로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국내주가지수, 해외주가지수,

돈을 찾으려면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김대리는 ETF를 통해 해외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ETF 종목

충분히 상품내용을 듣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다. 또한, ETF에 관련한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특히, 지난 5

틀이면 돈을 찾을 수 있어 환급성이 우수하다. 더구나, 해외지수를 추종

중 해외자산의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간접적으로 해외상장 종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매횟수가 많아

월, 국내 ETF 시장의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ETF의 전

하는 ETF 상품의 경우 지수만을 추종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목들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김대리가 미국과 유럽 증시가 향후

지면 거래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를 위한 재테

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ETF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자가 HTS를 통해

거의 없다.

유망하다고 생각한다면 미국과 유럽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골고루

크 수단으로 활용하길 권고한다.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펀드는 사거나 환매할 때, 정해진 특

그렇다면 김대리는 ETF 시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김대리는 현

사면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ETF시장은 주로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정시점에 거래가 가능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장중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 국내 개별주식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있

의 대표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향후에는 그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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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chapter 1.

이열치열
여름을 보내는
잡학사전

Taste
나는 화끈하게 여름을 극복하련다
더위는 신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동시에 수분을 끊임없이
빼앗아간다. 심할 경우 탈수를 유발함은 물론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 때문에 예로부터 여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구분하
여 삼복을 만들었고, 삼복기간에는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음

여름의 한 가운데에 들어섰다. 습한 기운으로 몸은 축 쳐지고 따가운
태양이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든다. 아침 출근길부터 피로가 쌓이고 발
끝부터 짜증이 솟구친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강제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이토록 뜨겁고 찝
찝한 여름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하
지 않겠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처럼 이열치열(以熱治熱)로
한여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보려
한다.

식을 먹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도록 했다. 복날에 먹을 수
있는 많은 보양식들이 있겠지만 단연 삼계탕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본초강목에서는 "닭은 사람의 속이 차가워

복날 삼계탕은 진리!

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동의보감에서는
"닭고기가 오장을 충실히 하고 간의 양기를 도움으로써 부족
한 양기를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닭과
함께 들어가는 각종 약재들은 기력을 충전하는데 더 큰 도움
을 준다.
이열치열을 논하며 ‘매운맛’을 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각
종 해물들과 함께 갈비를 매콤하게 쪄낸 매운 해물갈비찜이
인기가 많다. 매운 음식의 경우 이뇨작용 및 혈액순환을 원
활하게 해준다. 특히 매운 해물갈비찜의 주재료 중 하나인

나는 조류가 싫다!! 고기를 달라!!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지금이(7월~8월) 제철이
다. 전복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백혈구의 식균 능력을 활성화
시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며, 시신경의 피로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여 종일 눈을 많이 쓰는 직종과 현대인들에게
좋다. 또한 함께 먹을 수 있는 소갈비의 경우 양질의 단백질
이 풍부하여 더위에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겁고 매운 음식이 싫다면, 일본식 해물찜인 세이로무시
를 추천한다. 세이로무시는 편백나무 찜통에 고기와 각종 해
산물을 넣고 쪄먹는 음식으로 지친 여름, 술 안주로도 제격
이다. 특히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고, 바다를 비롯하
여 육지의 보양식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
다. 바로 이 건강함이 세이로무시 본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이로무시는 건강은 물론 술안주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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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Shopping

조금만 발품을 팔면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득템할 수 있다.

각종 스포츠 레저를 실내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옷을 직구하라!
불과 몇 년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직구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대행지를 설정해서 배송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도 한국
인의 온라인 직구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때문에 대형 해외 쇼핑몰들은 직접 배송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인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chapter3.

스타필드가 하남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하며 스타필드를 방문하는 사

배송을 받을 주소만 영어로 기입하면 1주일 이내에 세계 곳곳의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신기한 세상이 된 것이다. 특히 가격대가 무척 높은 제품들을 저

Place

람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운동을

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겨울제품의 세일폭 또한 아주 높다.
S社의 의류들을 국내 정식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100~200만원대를 호가하지만 터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절반 가격에 구
매가 가능하다. C社의 코트들도 70프로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는 여름, 코트를 입고 겨울거리를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친 후 열기에 몸을 찜질할 수 있는 찜질방도 마련 돼 있으니 1석 2조라
할 수 있다.

몸을 데우면 건강이 찾아온다!

아쿠아필드는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는 대형 럭셔리 스파로
10여개의 각기 다른 컨셉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혈

그려보며 저렴한 가격으로 코트를 하나 구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철 더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잠깐동안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몸을 움츠리고만 있는다면 냉방병에 걸리기 십상이

관이 확장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찜질은 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풀

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없이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다간 더위 먹기에 딱 좋다.

어줌과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켜 신체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아쿠아필

그래서 만들어졌다! 실내에서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불과

드에서는 소금, 참숯, 편백나무 등 여러 장르의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즐길

1년전에 개장하였으니, 바로 스포츠 몬스터가 그곳이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남 스타필드에 런칭된 스포츠 몬스터는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더위, 운동으

있도록 구성된 테마파크로 서서히 입소문이 퍼져 지금은 수많은 방문객이

로 활력을 찾고 뭉친 근육을 노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열치열 사우나 피

찾아 즐기고 있다. 다트나 VR을 이용한 가벼운 레포츠부터 야구, 암벽등

서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조금 즐기다보면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서 울

반, 농구, 트렘플린 등 다양한 운동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긋불긋한 단풍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이다.

W

하남 아쿠아필드는 럭셔리 스파를 컨셉으로 런칭되었다

30 2017 July/August

31

WIA Story

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힐링 트레킹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보부상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신비의 숲길

울진

울진의 금강송. 워낙 깊은 산속에 자리한 덕분에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에

바다로, 산으로, 동굴로,

도 살아남았다. 이후에도 1000만 그루가 넘는 금강소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민간

2017년 핫 플레이스

인 출입을 금했고, 지난 2006년 ‘에코투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제한적으로 개
방됐다.
지금도 울진 금강소나무 숲을 걸으려면 예약이 필수다. 총 5개의 구간마다 조
금씩 차이는 있지만 40~80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탐방객들은 숲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숲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구간은 2010년 7월부터 일반에게 개방돼 최근 인기 트레킹 코스다. 1구간
은 북면 두천1리에서 서면 소광2리까지 13.5㎞이다. 1구간의 원래 이름은 십이
령 옛길, 혹은 보부상길이다. 십이령 보부상길은 7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뚫리기
전 울진에서 출발한 보부상이 ‘바지게’(다리가 없는 지게)를 지고 백두대간을 넘
어 서쪽 내륙으로 오가던 통로였다. 이 험하고 가파른 길은 바릿재·샛재·너삼
밭재 등 12개의 고개를 넘는다고 해서 십이령길이라고 이름이 붙였다.
십이령 옛길은 두천1리 주차장에서 시작한다. 내의 돌다리를 건너자 십이령길
의 입구인 내성행상불망비(乃城行商不忘碑)를 만난다. 보부상들이 접장(接長) 정
한조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철비다.
산길은 좁고 가파르다. 그냥 걸어도 금세 숨이 차는 이 험한 길을 어찌 짐을
지고 다녔을까? 산길은 소에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다녔다는 바릿재, 물이 너무
차갑다는 찬물내기 쉼터로 이어진다. 찬물내기를 지나자 열두 고개 중에 가장 넘

01_송도해안 산책로

02_스카이 워크

03_해상케이블카

04_송도해수욕장

기 힘들다는 샛재(조령)로 이어지는 오르막이다. 무거운 짐을 진 보부상들이 눈
물 콧물 다 쏟아 눈물고개라고도 한다. 샛재에 서면 ‘조령 성황사’라는 편액이 걸
린 낡은 건물과 마주한다. 보부상들이 상단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은 성황당이다.

갈매기처럼 바다를 날다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휴가에 즐기는 레저’로 송도 해상 케이블카, 송도해수욕장, 스카이워크이다.

부산

‘부산에어크루즈’는 해수욕장, 케이블카, 구름다리, 다이빙대 등 수많은 볼거
리를 지닌 복합 놀이 문화 공간이다. 해상 다이빙대는 송도의 상징물이다. 바다
한가운데 3단 다이빙대가 설치 되어있다. 다이빙대에서 다이빙 솜씨를 뽐내는

29년 전 송도해상케이블카가 ‘부산에어크루즈’라는 이름으로 2017년 6월
새롭게 태어났다.

사람을 보는 것도 큰 볼거리이다. 다이빙대 아래는 수심이 4~5m로 다이빙하
기에 적당한 깊이다.

송도 해수욕장 동쪽의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 구간을 운

송도 해안볼레길은 ‘볼래’, ‘둘레’를 조합해 만든 말이다. 송도해수욕장에서 암

행하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최고 86m 높이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남공원 입구까지 해안 절벽을 철제 난간으로 이어진 길이다. 길이는 1.2.km이

짜릿함을 선사한다. 탑승시간 8분30여초 동안 우리는 짙푸른 바다 위를 활공하

며 송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볼레길 중간에는 전망대와 흔들다리, 낚시터를

는 갈매기가 되어, 바다 속 물고기는 물론 오른쪽으로 부산 남항 묘박지, 그 너

갖추고 있다. 인간과 인어의 사랑이야기가 담긴 거북섬과 스카이워크도 즐길 수

머에는 남항대교,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등 부산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다.

있다. 총 365m 국내 최장 길이의 해상 산책로로 해수면의 10m 높이로 설치되

부산관광공사는 7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부산 서구를 선정했다. 테마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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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송도 스카이워크는 직접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샛재부터 소광리까지는 금강송이 빼곡하다. 샛재 주변에도 장대한 금강송이 가
득하다. 저마다 둥치에 노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중수시 베기 위한
표식이다. 두천1리 주차장에 차를 뒀을 경우 십이령길이 끝나는 소광2리 금강송
펜션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된다. 십이령길을 찾으려면 사전에 '금강
소나무숲길'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출발은 오전 9시다.
두천 1리 주차장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는 덕구온천이 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사이에 자리한 응봉산(999ｍ) 자락의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 용
출온천이다. 지하에서 펌프로 끌어 올리는게 아니라 1년 내내 평균 섭씨 43도의
온천수가 노천으로 솟구쳐 나온다. 덕구온천은 중탄산나트륨이 함유된 알칼리성
으로, 수질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산
행으로 뻣뻣해진 몸이 부드럽게 풀린다.

05_울진 금강소나무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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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서 오싹 감동 시원 여름나기
광명동굴, 동굴과 예술의 기묘한 어울림

지하-7레벨까지 들여다보는 광산갱도 탐험과 미니어처 광부들의 이

광명

야기를 들려주는 디오라마. 아직도 상당량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광명동
굴에서만 즐길 수 있는 채광체험은 팁 중의 팁이다. 가학광산동굴은 동굴
탐사라는 기본 체험 외에 문화와 예술 동굴로 더 유명하다. 막다른 길에

‘동굴’이라고 하면 자연이 만든 천연 동굴을 상상하겠지만 광명동굴은

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영화관과 공연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갱도를 따

사람이 만든 인공동굴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 일본 식민 시절인 1912

라 내려서면 젓갈을 보관했던 지하저장고로 연결된다. 지하저장고는 와인

년에 개발되어 1931년까지 대동아전쟁의 무기제작을 위해 금, 은, 동, 아

을 저장하고 와인체험을 할 수 있는 와이너리로 이용하고 있다.

연, 구리 등이 수탈되었고 해방 후 수도권 최대의 금속광산으로서 대한민

광명동굴은 대한민국 유일의 동굴 예술의전당이다. 350석 규모로 동

국 경제 건설의 심장부였다. 홍수로 1972년 폐광, 40여 년 동안 어둠에

굴이라는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을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묻혀 있다가 2011년 100년 만에 시민에게 개방됐다. 문화예술 향유를 위

문화를 창조했다. 대한민국 유일의 동굴 예술의전당에서는 수많은 예술가

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와의 협업을 통한 공연과 어둠을 배경으로 한 빛과 미디어파사드쇼는 상

동굴의 천장은 다사다난한 사연만큼이나 울퉁불퉁하다. 폭 2~5m, 높

상이상의 감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1.5~4m.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냇물을 이루고, 잠시 방심하면

광명동굴은 빛의 동굴이다. 광산동굴은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의 조화

안전모가 천정에 부딪히기도 한다. 미로처럼 연결된 동굴이지만, 해설사

로 다시 태어나, 미디어파사드쇼와 첨단미디어를 접목한 VR(가상현실),

가 동행하고 곳곳에 안내요원이 있어 길을 헤매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공포체험관, 광부체험존, 바비인형전 컬렉션 등이 펼쳐지고 있다. 동굴 내

느닷없이 나타나는 반전 장면에 입이 떡 벌어진다.

평균 기온은 13°C. 무더운 여름이라도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06_광명돌굴

07_광주광역시 펭귄마을

펭귄마을에 펭귄은 없다
광주광역시 핫 플레이스 양림동 펭귄마을

술 작품 같은 시계도 있다.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의 집합체다.

광주

집 밖으로 나온 것은 시계와 그림뿐만이 아니다. 누구네 집 부엌에서 수
십 년간 달그락거렸을 양은 냄비, 프라이팬, 양은 쟁반, 가스레인지 상판 등
도 볼 수 있다. 여행자들은 벽, 기둥 곳곳마다 재밌는 글귀로 마을을 응원하

광주광역시 양림동은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 여행지로 유명하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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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르신들의 삶을 축복한다.

근현대사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이곳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시

펭귄마을과 함께 다녀오면 좋은 곳이 한희원미술관이다. 골목길 끝자락

간 여행지가 있다. 이름도 재밌는 펭귄마을. 비록 펭귄은 살지 않지만 그보

에 자리한 정갈하고 단정한 한옥 건물이 인상적이다. 최승효 가옥 인근에

다 더 눈길을 끄는 잡다한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양림 커뮤니티센터 옆 골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도 쉽다. 작년에 개관한 한희원미술관은 그림 관람 후

목길은 1970~1980년대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다. 펭귄마을. 주

여유롭게 차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기 좋은 공간이다.

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울 만큼 작고 좁다. 1970년대와

마을에는 전시물 뿐 아니라 비눗방울 놀이 등 체험 공간과 기념품, 달고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좁은 골목, 낮은 처마, 물성 그대로 노출된 채 오

나 가게, 구멍가게, 한의원, 미술관 등 쉬고 먹고 느낄 곳들도 여행자들을 기

랜 세월 동안 풍화되고 있는 시멘트벽이 시간의 묵묵함을 이야기해주고 있

다리고 있다.

다. ‘처마 밑 갤러리’에는 한 세월 누구네 집 마루나 안방에 걸려 있었음 직

펭귄마을을 돌아보고 남은 광주 여행의 아쉬움은 사직공원전망타워와

해 보이는 동양화, 서양화 등이 전시되어 있고, 어떤 집 벽에는 동네 어른들

1913송정역시장에서 풀면 된다. 특히 지난해 3월 개장한 사직공원전망타

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을 각종 벽시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중에

워는 높이 13.7m로, 4층 옥상 전망대에 서면 무등산과 광주 시가지가 파노

는 괘종시계도 있고 현대식 둥근 시계도 있고, 바로크 장식을 멋지게 한 예

라마로 펼쳐진다. 오후 10시까지 개방해 야경을 보기도 좋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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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tory

희망을 쏘다

03 서울 익선동 마당플
라워카페

나만의

HOT
를
PLACE
추천합니다!

고즈넉한 골목 사
이 위치한 꽃집
겸 커피집.
썸녀와의 데이트
나 소개팅 장소로
적격!
커피를 마시다
다급히 그녀를
찾으며 "꽃속에서
당신을 잃어버렸
어요"라고 하면
그녀는 이미 그대
품안에.

뜨거운 여름 더 HOT하게 보낼 수 있는 곳, 당신만의 HOT PLACE는 어디인가요?
혼자도 좋고 함께도 좋은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어 더 뜨거운!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나만의 핫플레이스' 함께 볼까요?

구동부품개발팀
오정훈 사원

28년 전, 맞벌이하시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께서 대, 소변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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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04 서울 달맞이봉

지 못하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시고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
니를 보러 갈 때 면 세상 모든 고민거리와 관계없는 사람인 마냥
할머니의 어린 손자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가끔은 어르신
들을 모시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할머니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민화투를 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세상 그 어떤 휴양지 보다 이
곳이 나의 최고의 휴식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연구원

07 부산 해동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05 07

해동용궁사 하면, 부산의 경치좋은 유명한 절 정도로만 알고 있습
니다. 하지만 해동용궁사에서 해안을 바라보고 좌측으로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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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운치있는 해안길이 뻗어있습니다.
해안길을 200~300m 가량 걷다보면 좌측에 국립수산과학원 후
문 입구가 열려있는데 이곳은 아이들의 낙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안에는 수산과학관, 선박전시관, 바다전망대, 분
수광장 등이 있고, 유아원생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놀이터도 설
치가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립수산과학원 입장료가 없이
무료!! 수산과학관에 작은 아쿠아리움은 2~3세 아이들에게 맞춤
형 수족관입니다. 부모님 모시면 용궁사도 보고, 연인들이라도 해
안 둘레길도 걷고, 아이들이 있으면 국립수산과학원 까지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곳입니다
항공특수연구팀 이현배 연구원

소재영업팀 지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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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집 밖에서 무더위 이겨내는 방법

집 안에서 무더위 이겨내는 방법
찬물 샤워

16%
74%

선풍기나 에어컨 앞 지박령

7%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시원한 음식 섭취

heat
더.위.
대.세.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가볍게 맥주 한 잔으로 더위 해소
으스스 공포영화 보기
기타

44%

에어컨 빵빵한 카페 가기
영화나 공연 문화생활 즐기기
지름신과 함께 쇼핑 즐기기

2%

운동으로 묵은 땀을 쫙 빼주기
산으로 바다로 자연 찾아 힐링

0%
1%

강가나 물가에서 치킨 시켜먹기
기타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함께 하는 여름입니다.

18%
4%
8%
17%
5%
4%

내가 추천하는 여름철 애인, 남편,
아내와의 데이트 코스?

사람 체온을 훌쩍 넘는 무더위때문에 주변 사람, 동료들을
만나면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는 인사가 으레 나오기도 하
는 요즘이죠.
'유럽사회심리학저널’에 올해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더위

이열치열
찜질방 데이트

1%

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비협조적이고 변덕스럽게

20%
시원한 물이 좋다!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

만든다고 합니다.

41%

기존에는 여름철 치솟는 기온이 사람을 폭력적, 공격적으로
만들어 이 시기 범죄율이 최고조에 달함을 보여주는 연구들

시원한 영화관, 카페 등
실내 데이트

도 있었습니다.

24%
먹방으로 기력 보충,
맛집 투어!

12%
나가기 싫다.
집이 제일 좋다!

우리에게 위험한 더위. 현대위아 임직원들은 어떻게 더위를
대처하고 계신가요?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85명
설문기간 : 2017년 7월 14일 ~ 2017년 7월 21일

기타

2%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여름 음식 추천

여러분의 선호를 골라주세요!

기타
더운 날 땀 쫙 빼는 이열치열,
매운음식

더운게 낫다

20%

추운게 낫다

80%

뭐니뭐니해도 몸보양이 최고다!
보양식

32%

5%

3%
따위 무섭지 않다.
25% 배탈
빙수,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참외 등 수분 충전
20% 수박,
제철과일

태양 아래 빨대 한입!
15% 내리쬐는
아이스커피,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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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가공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여
인류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실현하는

제품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의 역사
이원정공 임직원들은 자동차 부품의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1992년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 생산하던 엔진의 주요 5C 부품 중 하나인 캠샤프트의 첫 외주업
체로 선정된 바 있다. 협력사 최초로 캠샤프트 가공라인을 운영하게
되었고 품질 및 납기부문에서 높은 고객만족도를 이뤄 지속 생산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가공 기술력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
움 했다.
또한 해외 선진업체들에 비해 뒤쳐져 있던 자동차 엔진부품의 국
산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로 1994년, 기술제휴를 통
해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오토텐셔너의 국산화 개발에 성
공했고 현대기아자동차의 승용차 전 차종에 적용하는 쾌거를 이뤘
다.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세계적으로 엔진 경량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주물
식 캠샤프트와 비교했을 때 더 가볍고도 활용성이 높은 조립식 캠샤
프트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도전했다. 수 년 간의 시행착오 끝
에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15년 12월에는 처음으로 국내 완성차업
체에 양산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과 기아자
동차의 ’니로’ 등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적으로 적용 차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연간 약 150억 원의 국산화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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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공작기계와 함께 하는 이원정공
부산에 위치한 이원정공의 매출 6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아이템은 ‘캠샤프트’다. 캠샤프트 가공라인 중 초기 공정단계인 선삭 1,2차 공정에 우
리 회사의 CNC 선반 10대(모델명: L280)가 배치되어 있다. 이 라인에서 연간 30만대의 캠샤프트 물량이 가공되어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또, 이원정공 자회사인 세영테크에서는 현대위아터보에 신규 납품중인 ‘터빈 하우징’과 ‘베어링 하우징’ 라인에 우리 회사의 CNC 선반 8대 (모델명:
LV450RM 외)와 MCT 10대 (모델명: F510B 외)를 신규 투자해 가공라인에 배치했다. 이렇듯 이원정공은 우리 회사 공작기계를 활용해 고품질과 고
정밀이 요구되는 자동차엔진 부품을 가공하여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정도경영

W

이원정공의 대표이사 오원룡 회장은
1982년 12월 1일 이원정공을 창업하여 국내 자

이원정공은 매년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795억원, 2012년 889억원, 2014년 1,172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동차 부품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1993년에 현

특히 2014년에는 총 매출액 1,172억원 중 54%인 637억원, 2015년에는 총 매출액 1,145억 원 중 56%인 643억 원을 해외 수출

대자동차로부터 1차 협력업체로 인증을 받고 같은

로 이뤄 세계 무대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해 7월에 법인 전환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하지만 이원정공은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았다. ‘인간중심의 정도경영’이라는 기본 이념은 창사 이래 지금까지 가장 중요

원정공을 35년 여간 진두지휘하며 자동차 엔진부

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절, 매출이 5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

품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육성했다. 초기 창립

다. 그러나 전 직원은 완전고용을 보장 받음은 물론 임금 지급일이 한 번도 미뤄진 적이 없다.

당시 연간 매출액 3억원, 임직원 수 17명으로 시작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믿음을 준만큼, 임직원들도 회사를 항상 믿고 의지하고 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물론, 회사의 구성원이
라는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했지만 지금은 국내공장 기준 매출액 1,060억원,
임직원 수는 344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통해 자
동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해 왔
다. 2002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자회사
세영테크를 설립했고 2008년에는 인도 첸나이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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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07+08

책

뮤지컬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플랫폼 레볼루션

기분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김범준 지음 / 최광열 그림 / 위즈덤하우스

마셜 밴 앨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 지음/ 이현경 옮김/ 부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호감형 말투는 따로 있다"

플랫폼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르다! 인간관계를 구

고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하다.

축하는 데 빼놓을 수 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투.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삼성SDS를 거쳐 현재 LG유플러스에 재직 중인 이 책의

컴퓨팅,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의 신기술뿐일까. 이 책은 이런 기술이

저자 김범준은 스스로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 칭한다. 그는 대화의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사물을 지능

현장을 관찰하며 버려야 할 말투, 반드시 배워야 할 말투를 찾아냈다.

화해 초연결을 이뤄내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저자는 직장, 가정, 친구들과의 일상대화 등 여러 대화의 현장을 직접

그리고 그것의 초연결을 담당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임을 강

발품팔며 다니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던 말투의 강력한 힘을 실제

조한다. 이 책은 플랫폼 주도의 경제 혁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

사례와 함께 전달한다.

화를 불러올 것인지, 전통 및 신생 기업들에게 어떤 위기와 기회를 부

반드시 취해야 할 호감형 말투와 당장 버리고 삼가야 할 비호감 말투

여할 것인지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를 솔루션과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화려한 입담'이 아닌 '사소한 말
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일깨워준다.

야외활동이 두려울 만큼 무더운 날씨에도 주말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내면이 충족되는 여행, 다양한 공연과 도서를 즐기시는건 어떠세요?
어린이 뮤지컬부터 코믹호러, 쇼 등 다양한 재미의 문화생활 소개해드려요.

뮤지컬

연극

[서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서울] 2017 뮤지컬 <이블데드>

[부산] 어린이 라이브 뮤지컬<리틀캣>

유행과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사랑받는 뮤지컬!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지상 최대의 쇼를 만드는
이야기이다. 브로드웨이 최고의 연출가 줄리안에
게 ‘브리티레이디’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중요
한 공연이다. 브로드웨이 댄서를 꿈꾸는 시골출신
의 페기는 두려움에 망설이다 오디션 기회를 놓쳐
버리지만, 안무가가 우연히 그녀의 춤을 보고 재능
을 발견, 코러스걸로 전격 캐스팅한다. ‘프리티레이
디’의 첫 공연. 주인공 도로시가 넘어져 부상을 당
하게 되고 공연은 취소될 위기에 처한다.

좀비영화에 <부산행>이 있다면 좀비뮤지컬에는 <
이블데드>가 있다! 주인공 애쉬는 여름방학을 맞아
여자친구 린다와 여동생 셰럴, 친구 스캇, 그의 여
자친구 셀리와 함께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밤이 깊어 누군가의 오두막에 무단으로 침입한 그
들은 그곳 지하실에서 죽음의 책이라는 수상한 문
서와 총, 도끼, 톱 등의 무기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레이몬드 노비 교수란 사람이 자신의 연구
를 기록해놓은 녹음테이프를 발견하는데... 테이프
에 녹음된 주문이 약령을 깨울 것이라는 노비교수
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재생시킨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골목. 평화와 사랑 그리고 배
고픔이 없는 행복한 도시 '캣츠타운'으로 가기 위해
고양이들이 모여든다.
단 한 마리 고양이만이 캣츠타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자랑으로 가장 우수한 고양이를 뽑게
되는데,
주인공 '타카'는 혼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가 악당 고양이의 꾀임에 빠지게 된다.
과연 타카는 캣츠타운에 갈 수 있을까?

공연기간 2017년06월24일(토) ~ 08월20일(일)
공연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티켓정가 스플레터석 77,000원, 이선좌석 70,000원
눈밭석 55,000원, 창조주석 45,000원
관람등급 만 15세(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150분
인터미션 15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기간 2017년08월05일(토) ~ 10월08일(일)
공연장소 디큐브아트센터
티켓정가 VIP석 130,000원 , OP석 110,000원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관람등급 만7세이상(미취학아동입장불가)
관람시간 150분
인터미션 20분

현대자동차그룹

35~45%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최대

35,000원 할인

2017년09월02일(토) ~ 09월03일(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30,000원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무료 입장/증빙자료 지참시)
60분

현대자동차그룹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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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연속 2교대 시행 관련 복지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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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상을 풍자한 상으로, 아주 이상한 연구에

주간연속 2교대 시행 관련, 자기계발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자기계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상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 상의 이름은?

지난호 정답
1. 노블랑그

2. 하산주

다. 사용기간 : '17. 7. 3~ '19. 7. 2(2年)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고재천 / 부품생산부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4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글명칭)

가. 지급기준 : '17.7.3(월)재직자 기준 포인트 지급
나. 지급금액 : @500,000원/人, @275,000/人(시간 선택제)

상

2. 우리 회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1. 지급 계획

라. 사용항목 : 여행(국내/해외), 문화/공연/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박상윤 / 단조생산1부
박현태 / 차량부품생산기술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송태진 / 선행유닛설계팀
전성훈 / 주물생산부
이봉수 / 항공특수개발팀

2. 사용방법
가. 온라인 사용 : 신규 회원가입 후 사용
- 주소 : http://wia.benecafe.co.kr
✽ 온라인 신규 회원가입(필수)
나. 오프라인 사용 : 온라인 회원가입 후 현대 M2 패밀리카드 발급

Notice

공지사항

- 현대 M2 패밀리카드 발급 절차
: 온라인 발급  7/17일 사이트 오픈

정보보호 실천 수칙

: 오프라인 발급  신청서 배포 추후 공지 (8월 中)

1. 윈도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설정
2.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
3.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실행하고 최신 업데이트 유지
4. 윈도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5. 패스워드는 8자리 이상의 영문과 숫자로 만들고 2개월마다 변경
6.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설치

3. 관련사항
가. 복지포인트의 쇼핑몰, 상품권 전환 불가 (지급일 이후 2년 경과시 소멸)

7.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즉시 바이러스 검사

나. 중도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시기 도래시 포인트 지급

8.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바로 삭제

다. 퇴사자는 퇴사자몰 전환 후 1년간 사용 가능 (전환 후 1년 경과시 소멸)

9. 메신저 사용 중 수신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10. 중요문서 파일은 암호를 설정하고 백업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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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심장의 온도 36.5도. 심장이 하는 일엔 증명도,
중요한 법칙도 없다.
- 고드프리 하디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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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