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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의
조건

明

見

萬

里

예언자들의
명견만리
명견만리(明見萬里)가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기간 읽은 책으로 단숨에 유
명해졌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명견만리를 ‘만 리 앞을 내다본다는 뜻
으로, 관찰력이나 판단력이 매우 정확하고 뛰어남을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앞을 내다
볼 혜안이 있다는 거죠.
명견만리가 책이든, 방송이든 인기를 끄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누구나 바라는 능력이기에 호응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야 정확할
듯 합니다. 이런 마음은 인류와 늘 함께했습니다. 종교의 경전에는 언제나 ‘예언서’가 있

밝은 지혜로
만 리를 내다보자!

었고, 변혁의 시기에는 예언가가 등장했습니다. 이쯤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대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 1503~1566)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으로는 이
런 것들이 있습니다.

“1999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 ①
“20의 3배에 6을 더한 해에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도다” - ②
“5와 40의 하늘의 불타리라. 새로운 도시로 불이 다가가리. 순간 커다란 불꽃이 터지
면서 흩뿌려지리라” - ③

대체로 무시무시한 예언들인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만 리 앞을 내다보
는 혜안이 있었을까요. 가장 처음 얘기한 ①은 2000년을 앞두고 엄청나게 회자됐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버그(2000을 컴퓨터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버그)’ 괴담과 함께 그
의 예언이 정말 실현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①과 달리 ②는 그럴 듯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1666년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했거든
요. ③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911테러에 끼워 맞추기도 했지만,
굉장한 억지였죠. 사실 ③도 딱 맞아떨어지는 예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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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에서
미래학으로
예언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근거없는 예언을 재미로 보지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맞으면 신기한 일이고, 틀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대예언자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
니다.
현시대의 예언은 중세이전의 그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래를 예측
하는 얘기들은 ‘예측’ ‘예보’ ‘미래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했죠. 학문의 진전은
과학의 진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인류가 그동안 쌓은 과학이 있기에 다양한
예측이 비로소 쓸모 있어졌죠.
대표적인 예측이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시대의 사람들이야
별과 바람과 구름의 방향을 보며 추정했다면, 지금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일기예보를 내립니다.(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수시로 틀
리긴 합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무턱대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
습니다. 언제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근거가 뒤를 받치고 있죠. 대표적
인 미래학자인 미국의 레이 커즈와일(Raymond Kurzweil)은 이미 1980년대에
인터넷과 웹 검색의 대중화는 물론 3D 프린터의 등장을 예측했습니다. 그가
했던 147개의 예측 중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은 무려 12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다고 엄청난 ‘신기(神氣)’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잘 아
는 분야를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덕이죠.
실제로 커즈와일은 공학자입니다. MIT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구글에서 엔지니어링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스캐너와 전
자피아노, 애플 아이폰의 음성인식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엔지니어였습니
다.
그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 가상현실이
대중화 될 것. 후반에는 가상현실로 재택근무를 할 것’ ‘나노 기술을 이용해 심
장 신장 간 등 인체의 장기를 강화하거나 교체할 것’ ‘대부분의 물건을 3D 프린
터로 제작하게 돼 옷과 신체의 장기까지 만들게 될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떤가
요. 그럴 듯 한가요?

과거는
미래의 거울
예측에 있어서 과학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시야를 한층 더 높
이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든, 누군가
가 쌓아 올린 것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지혜 위에 우리가 올
라서 있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맞춘 현명한 대처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책과 방송의 <명견만리>도 비슷한 상황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
는 것을 주된 콘텐츠로 삼습니다. 실제로 책과 방송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명견만리-사회편] 중 ‘셀프부양 시대,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가 ’라는 챕터는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과
거의 사례를 파고듭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지, 실버타운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연금의 상황은 어

우리의 명견만리

떤지 등을 말이죠. 보다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놓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연금과 실버세대의 삶의 행태를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논의
를 시작합니다.
이 명견만리에는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라는 말과 다르게 실제 미래를 두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죠. 그저
이전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을 뿐입니다. 언제나
역사를 두고 말할 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건 그것 외
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한 지인들과 만나 한갓진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로또 되면 너 차 한 대 사줄게’라는 등의 얘기 말이죠. 근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지만,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고 거품처럼 사라질 이야기를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꿈꾸는 미래를 현실의 세계로 끌고 오려면 명견만리의 지혜를 발
휘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과거를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 발 리스크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아득히 지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너무나 깜깜해 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이를 헤칠 관찰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고, 이를 극복해왔으니까요.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낸다면 다시 만리 밖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견만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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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ON!
focusON! ❶

AWD 핵심 부품
‘전자식 커플링’ 독자 개발 성공

Electronic
Coupling

- 구동력 배분 결정하는 AWD 시스템 핵심 부품
- 2013년부터 4년 연구 끝 개발…응답성능·내구성 뛰어나
-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으로 기술 이전해 연 83만대 생산

우리 회사가 AWD(4륜구동) 자동차의 동력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AWD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전자식
커플링(Electronic Coupling)’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차량의 전자식 커플링은 전량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에 의존해
왔다.
전자식 커플링은 AWD 자동차의 동력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다. 눈이 쌓인 경사로를 오를 경우 전륜의 동력을 뒷바퀴로 나눠 접지
력을 끌어 올리거나,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뒷바퀴로 동력을 보내 차
량 거동 안전성을 높이는 식이다. 노면과 자동차의 상황을 정확히 파
악하고 구동력을 배분해야 주행성능과 연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높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는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전자식 커
플링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1983년부터 600만대 이상의 PTU(전륜
형 AWD 동력 장치)를 생산하며 쌓은 노하우와 최근 양산을 시작한
ATC(후륜형 AWD 시스템)를 개발할 때의 연구역량을 모두 녹였다.

레인으로 이전해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위

우리 회사의 전자식 커플링은 노면과 차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아마그나파워트레인은 우리 회사와 글로벌 부품업체인 마그나파워트

분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 ‘응답 속도’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레인이 전자식 커플링 양산을 위해 2009년 설립한 합작사다. 위아마

노면의 상황이 바뀌면 0.15초 이내에 주행성능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그나파워트레인은 2018년 말부터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커

상태로 만들어준다. 응답속도는 줄이면서 뒷바퀴로 전달할 수 있는

플링과 마그나의 기술로 개발한 커플링을 동시에 생산할 예정이다.

힘은 키웠다. 뒷바퀴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는 약 110㎏.m으로

우리 회사는 향후 매년 83만대 이상의 독자 커플링을 양산할 것으로

양산 중인 거의 모든 전륜기반 AWD 차량에 대응이 가능하다. 상황에

보고 있다.

따른 최적의 동력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제어기의 정밀성도 최대한 끌
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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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전자식 커플링에 대한 독자 기술을 위아마그나파워트

우리 회사는 전자식 커플링 개발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
장 중인 글로벌 AWD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회사는 전자식 커플링의 품질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도

PTU•ATC•e-4WD(전자식 AWD 시스템)에 전자식 커플링까지

강도 높게 진행했다. 겨울에는 스웨덴 지역에서, 급선회 도로 환경에

AWD 풀 라인업을 갖춘 상황이어서 해외 완성차 업체로의 AWD 시스

대비해서는 국내와 북미 자동차서킷에서 테스트를 수시로 펼쳤다. PT

템 수주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개발실 김홍집 상무는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 성능과 품질 내구도

한편, 우리 회사는 전자식 커플링 개발로 AWD 라인업의 정점을 찍

는 물론 연비 개선 효과도 글로벌 경쟁사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게 됐다. 풀 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 글로벌 자

고 말했다.

동차 부품 메이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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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ON!
focusON! ❷
콘텐츠와 접근성 대폭 개선

고객 접근성 강화한

홈페이지 내부의 콘텐츠의 내용과 접근성도 대
폭 개선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공작기계·방위사
업·산업기계 등 생소한 사업을 누구나 이해할 수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

있도록, 그래픽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또
회사의 경영상황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인포그
래픽(InfoGraphic)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 X 대폭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 크게 좋아져

공시자료와 IR보고서 등도 홈페이지 내에서 클릭

- 기업 및 사업 정보 콘텐츠 내용도 대폭 강화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새 홈페이지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페이지도 대폭 늘렸다. 접속 첫 화면에서 곧바
로 페이스북·블로그 등 현대위아의 SNS 채널
을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어와 영어권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
지도 함께 개설해 외국 고객도 어려움 없이 우
리 회사의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다. 방
문신청을 비롯해 공장견학과 기부요청도 클릭
한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http://www.hyundai-wia.com)가 새롭게 단장해 사용자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다. 새 홈페이지는 우리 회사의 다양
한 사업군을 어떤 접속 환경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제품·IR·채용정보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과 사용자 관점의 UX 리뉴얼
우선 홈페이지의 UX(이용자 경험, User Experience)를 전면
개편했다. 어떤 기기나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홈페

신제품 정보 등 다채로운 정보 제공

이지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것. 4인치 화

한편,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서 신제품

면의 작은 스마트폰과 10인치 크기의 태블릿PC와 컴퓨터 모니

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보를 언제 어디에서나 더욱 손

터 까지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홈페이지를 100% 활용할 수 있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회사는 고

다. 홈페이지의 디자인은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한 눈에 파악할

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

수 있도록 와이드(Wide)형 디자인을 채용했다. 폰트와 글자 크기

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W

도 함께 조정해 시인성과 가독성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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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IA Special

포커스 ON!
focusON! ❸
물론 제작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
안했다. 기술 표준화와 국산화 관련 제안도 나왔
다. 이날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380여 건이다.
우리 회사는 품평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경우 그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한다. 이를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제안
채택 협의’ 등을 통해 꼼꼼히 검토한다. 그 가운
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아이디어는 양산 제품에
우리 회사가 협력사와 머리를 맞대며 ‘상생경
영’을 이어갔다.

지난 2013년부터 품평회를 이어오면서, 우리

지난 8월 23일 창원1공장에서 ‘공작기계 부품

회사는 기술 개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우수 아이디어 제안 품평회’를 개최했다. 우리

품평회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품평회 초기에는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기술력 강화는 물론,

협력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

공작기계 상품성 개선을 위해 매년 공작기계 부

재는 사내외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력

품제조 협력사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

증진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로 아이디어 채택률

디어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품평회는 윤

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준모 사장을 비롯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협력사와
임직원 머리 맞댄

적용하게 된다.

윤준모 사장은 “아이디어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공작기계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해

행사는 협력사와 현대위아의 제안을 함께 공

야 한다”며 “제품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유하고 이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품평회

선에서 충분히 검증 후 적용하면 성능은 물론 수

에 참여한 협력사들은 품질·공정 개선 방안은

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

상생 아이디어
품평회 개최
- 협력사 및 사내 아이디어로 공작기계 기술·상품성 개선 나서
- 채택 아이디어로 원가 절감 시 협력사와 공유, ‘상생경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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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이) ATC는 실제 차량 평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테스트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해외에서 진행한 윈터 테스트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해외를 방문하고 눈과 빙판길 주행 등 다양한 시험을 펼
쳤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지속 반복해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끌어 올
렸죠. ATC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에 비해 2배 이상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성능과 품질도 생각하구요. 올해 초 기아차에서 공
개한 스팅어 윈터 시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
아요. 특히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인근에서 최종 성능 튜닝 업무를 진행

PT제어개발팀

구동설계팀

이지웅

한 터라 더욱 뿌듯한 느낌입니다.

문진성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작 갈등에서 다른 부서 등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 협업 과정에선 정말 이렇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 ATC는 국내에서는 최초 개발입니다. 그동안 주름잡던 해외
제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스팅어의 마지막 1%를 채운,

ATC

를 만나다

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정도야 있었지만,

문) 현대차 연구소와 함께 ATC 개발 중 해외의 경쟁 제품이 장착된 독일

그것이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져준

차량과 벤치 마킹 평가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경쟁제품보다 주행성능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해외에서 최고의 AWD 업체로 평가받는 M사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
ATC는 후륜 기반 자동차의 고질적 약점인 눈길에서의 주행안전성을

어다. 인기요인은 분명하다.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포티’한 디자인과

보완해주는 AWD 시스템이다. 눈이 가득 쌓인 오르막길을 오를 때 뒷바

3.3터보엔진의 강력한 파워. 4.9초의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가

퀴로 갈 동력을 일부 앞바퀴로 전달해 접지력을 높이는 식이다.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문)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갈등은 따로 없었어요. 평가가 좋지 않은 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 그 이상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는 단언컨대 기아자동차의 스팅

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증명된 스팅어는 자동차 마니아들은 물론 대중을

함께해서 그런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ATC는 후륜 기반 AWD 차량의 필수 부품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은
모두 수입산에 의존해왔다. 높은 기술력과 제어 정밀성이 필요해 쉽게 개

물론 스팅어는 기아차의 작품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저 구경만 한

발에 나서지 못했던 것. 그만큼 이 제품을 자체 개발할 때 상당한 시간과

것은 아니다. 뼈대를 이루는 모듈과 등속조인트(CVJ)가 우리 회사의 부

노력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ATC를 어떻게 개발했고 어떤 강점이 있는

품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 1속 ATC(Active Transfer

지 자세한 이야기를 ATC 개발을 진행한 구동설계팀의 문진성 책임연구

Case)도 우리의 독자 개발품이다.

원과 PT제어개발팀의 이지웅 책임에게 들었다.

평가에서 제품 성능 내구성능 등의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나왔으니
저희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개발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요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문)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의 AWD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면 조금
가식적으로 보이려나요. 그냥 설계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마지막까지
현재 설계 및 리뷰 업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올해 저희가 만든 ATC를 탑재한 차량이 성공적으로 양산되고, 소비

문) 우리 회사는 오랜 기간 PTU(전륜형 AWD 동력 시스템)를 600만대

자들도 좋은 평가를 내려줘서 우리가 AWD 전문업체로 성장하는 원년이

이상 양산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WD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됐으면 좋겠어요. 또 차세대 AWD 시스템의 선행 개발도 진행 중인데 이

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계식 AWD 제품(PTU/후륜 트

것 역시 성공적으로 개발됐으면 합니다!

W

랜스퍼)를 넘어 전자 제어 제품들을 독자 개발하고 양산해야 한다는 목
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 중에서 SUV 차량의 인기
가 크게 상승하고 수동변속기 사업이 그룹 내에서 조정을 겪는 등 AWD

#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양산 중인 1속 ATC는 어떤 부품인가요

문진성 책임연구원) 저희 팀은 차량용 AWD 시스템 제품과 친환경 차량

문)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기에는 후륜 승용자동차의 전자 제어식 AWD

의 감속기, 그리고 e-PT(PowerTrain)의 본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보기에는 아마 신성장 동력원일테고, 저에게는

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만든 ATC와 최근 양산을 시작한 e-LSD,

‘2년’입니다. 저의 2년을 ATC에 모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제어식 AWD 제품의 본체 설계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1속 ATC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제어기인데요. 제어기는 차량 신호

이지웅 책임연구원) 1속 ATC와 전륜 AWD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전자

를 차량에 있는 통신망으로 차량과 노면의 상태를 입력받아, 주행에 필

식 커플링을 포함해 AWD 제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어기는

요한 구동력을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차량 주행상태는 물론 운전자의 의

눈에 보이는 전자회로(하드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하

도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신호를 기반으로 전륜에 얼마만

는데요, 저희 팀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차량 성능 튜닝 업무를 중점적으

큼의 구동력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계산하고 구동력 전달에 필요한 클러

로 담당합니다.

치 유압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이 제어기 덕에 운전자는 최적
의 구동성능과 주행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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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회사의 기대치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
음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꽤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문) 클러치 윤활 문제가 기억에 남아요. 이때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표현
하기 어려울 만큼, 실패와 좌절, 희망과 환희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형
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굳이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1년 반 정도는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밤에 자면
서도 윤활 관련한 악몽을 꾼적이 셀 수 없이도 많아요. 그래도 이런 어려
운 상황을 극복! 하고 정규 사양화에 성공하고 특허도 3건이나 도출해냈
다는 사실은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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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01
‘17년 ‘WIA 변화와 혁신 리더스 大賞’ 시상식 개최

02
‘17년 핵심가치 팀 세미나 시행

03

04

제 2회 안전 UCC 공모전 시행

‘17년 을지연습 시행

지난 9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17년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 시상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창원 및 경인지역(의왕, 남양, 안산) 총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직원 및 협력업체, 직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

식이 개최됐다. 조직부문 구동설계팀, 개인부문 모듈생산2부 구철환 기술

80개 팀 대상으로 팀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팀 세미나는 그룹 핵심가

원 직계가족 대상으로 안전 UCC공모전을 시행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안

했다.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 시 행동요령 습득과 각종 재난·테러 사고에

사원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행사는 우리 회사의

치인 ‘소통과 협력’ 내재화를 중심으로 팀 내 세대간 소통강화를 증진하기

전 UCC 공모전은 전사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안전문화를 확산

대비한 실제훈련 등 비상대비 연습을 위해 실시됐다. 행정기관과 공공기

변화와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조직 및 개인에 포상

위해 시행된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팀 세미나는 세대간 특징에 대해 이해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안전, 보건, 환경, 소방, 화학사고 및 생활안전 등

관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총 48만여명이 참가한 이

하는 행사다. 조직부문 최우수에 선정된 구동설계팀은 ‘전자제어식 4WD

하는 강연 세션, 팀 내 소통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의 세션으로 구

모든 부문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UCC 총 36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8월

번 연습은 전 임직원의 비상소집훈련, 테러대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구동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국산 4륜 구동 시스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성된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소통증진을 위해 함께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

한 달간 이뤄진 심사를 통해 창의성, 공감도,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안보동영상 시청 및 주요 현안과

점을 인정 받았다. 구철환 기술사원은 ‘나 자신의 끊임없는 계발은 회사의

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무재해 달성상, 안전 달인상 등 총 7작품이 우수작

제 토의를 실시하며 우리 회사 및 개인에게 할당된 행동절차를 숙달할 수

으로 선정되었다.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미래를 바꾼다’는 혁신과제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조

팀 세미나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를 종료한 팀들도

직부문에서는 엔진생산기술팀과 기계생산기술팀이, 개인부분에서는 공작

사후활동 및 중간점검을 통해 소통증진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우

우리 회사는 선정된 우수 UCC 작품들을 사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계품질관리팀의 조창영 대리와 금형기술팀 박정휘 대리가 각각 우수상

리 회사는 앞으로도 팀 세미나와 같은 조직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

육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관공서 및 그룹사에 공유해 안전문화 확산에

연습은 전 임직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와 안보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

과 장려상을 수여 받았다.

영할 방침이다.

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다.

'2017 WIA Change and Innovation Leaders’ Grand
Prize Awards Ceremony

‘17 Core Value Team Seminar

The 2nd ‘Safety UCC Contest’

‘17 Eulji Excercise

Since August 9, the company has conducted the ‘Core Value Team
seminar for 80 teams in Changwon and Kyungin regions (Uiwang,
Namyang and Ansan). The team seminar focuses on promoting
stronger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on the core value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he team seminar, which is held
throughout the day, consists of a lecture session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s, and a discussion session to find ways
to promote communication within the team. Participants discussed the
way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communication during the seminar.
The team seminar schedule will run until October 20th, and the teams
will continue to pursue follow-up efforts through intermediate check.
HYUDNAI WIA will continue to operate its organization culture related
programs through team seminars.

From May 24 to July 10, the company implemented a safety UCC
Contest for employees, suppliers and family members of all employees.
This year, the second safety UCC Contest was conducted to promote
safety awareness and promote the autonomous safety. A total of 36
film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safety, health,
environment, fire, chemical accidents, and daily safety, and a total of
7films were selected through the review of creativity, empathy, and
maturity.
HYUNDAI WIA will not only utilize the selection of high-quality UCC
works as educational materials for enhancing in-house safety awareness,
but also share the safety culture by sharing it with public offices and

HYUNDAI WIA has done ‘Eulji Exercise’ for three nights from August
21st to 24th. The training was conducted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acquiring action points in a crisis situation and
actual training for various disasters and terrors. About 48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ranging from 4,000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lso, the company had
an opportunity to watch security videos and discuss major issues, and to
master behavior procedure when exposed to danger.
This exercise, which was designed to actively cope with emergencies
such as exhibitions and events, helped strengthen the capacity of all

The award ceremony for ‘2017 WIA Change and Innovation Leader’
was held on September 4th at the headquarter. From the organizational
sector the Driveline Engineering Team and from the private sector Mr.
Gul Chul Hwan who works at the module production team honored the
Grand Prize. The event is a reward f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are recognized for their innovative contributions for trying to transform
and develop the company. The Driveline Engineering design team was
recognized for opening a new horizon for the domestic 4WD system by
establishing the 'electronically controlled 4WD drive product lineup'
Mr. Gul Chul Hwan who also won the Grand Prize in the individual
sector has won the prize on the subject of 'Through my challenge the
future of my company changes.’ He collected and submitted a variety
of information to prove that if the employees themselves developed, the
company could change dramatically.

16 2017 september

employees to respond to crises and raise awareness of secur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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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관 급식환경 구축 지원
01

02


노후 급식시설 및 설비로 급식위생 저하 우려
→ 개보수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집단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지원금액 : 6,300,000원/1개소
- 배식용품 (배식대, 식판, 운반카) (@250)
- 조리용품 (국통, 작업대, 조리도구 등) (@200)
- 취사장 개보수 (부식 창고문, 타일/바닥 개보수)



지원수 : 약 3개소



지원금액 : 18,900,000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한 투명한 지원시설 선정
→ 개보수 필요한 취약시설 多 (시설 점검 完)

해외

01
강소법인 건강검진 실시

02
강소법인 전 직원 대상 사내교육 실시

강소법인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검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강소법인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인 정

건강검진은 6차에 걸쳐 총 323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여직원을

신’을 주제로 한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 총 651명의 직원이 참석한 이번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해와 달리 부인과 검사항목을 추가해 진행했다.

교육은 사내 우수강사를 선발해 진행되었다. 보전부 소경용 사원과 주물

직원 건강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생산부 진남은 사원이 이번 교육의 강사로 나서 참가 직원들에게 장인정

강소법인은 향후에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직원

신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작은 성과를 크게 만

복지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드는 방법, 탁월한 품질과 장인정신의 관계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교육 받은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매일 사고하는 시간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에서도 개선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
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집단 급식소는 조리환경, 조리기구, 식자재 관리 등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집단 식중독의 위험
이 높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江苏法人开展社员健康体检
江苏法人针对普通岗位的员工开展了健康体检活动，本次体检为期
6天，共有323名员工分批参与了此次身体检查。
为了提升员工便利性，公司利用班车组织员工一同前往体检医院。
今年的体检项目在往年的内科、心电图、血常规等6项常规项目中针
对女性员工增加了妇科项目，体现了公司对女性员工的关怀。
公司将员工的健康和安全放在首位，针对不同岗位的员工开展了丰
富多样的安全活动。

江苏法人开展社内讲师演讲活动
江苏法人8月18日8月21日面向全体社员开展了职业匠人精神的社
内演讲活动，本次活动分4批次，共有651人参加。
通过全社选拔，保全部的邵锦泳和铸物生产部的陈楠作为讲师代
表为大家做了生动的演讲。在演讲中通过案例说明了细小工作成就
大作为，匠人精神铸就卓越品质的主题精神，鼓励大家要在各自的
岗位上精益求精。
听完演讲，一名职员说道：通过这次教育，知道了自己每天要有
思考的时间，即使是不起眼的工作，也可能是最重要的工作，每天

노후로 인한 부식과 파손은 조리사의 안전사고도 유발하기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기적 협의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급식소 중 노후 시설의 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점검 결과, 찌든 때와 부식 등으로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심한 손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도마, 식판, 조리도구 등이 심하게 낡았고, 보온 국통, 배식대 등의 손상으로 보온이 되지 않아 위생
문제에 노출된 설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많은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리사들도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一样的工作，也有进步的空间。

18 2017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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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대통령이 읽었다는 <명견만리>라는 책을 나는 읽지 않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고 일부러 찾아 읽게 될 것 같지도 않다. 그 책의 ‘원전’인 방
송 강연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식이나 통찰(이라고 요란한

설명 없는 삶을
어찌할까요

주장)의 집약, 전달을 기획 의도로 하는 책과 방송에 그리 흥
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각광의 계기가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인의 독서 목록에 들었다는 데 있다면 더더욱. 좋
은 책이라면 누가 읽었다고 벼락 스타가 될 게 아니라 애당
초 그 좋은 내용 때문에 일반 독자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가
를 증명해야 한다. 뭐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어찌 보면
취향 문제이기도 하니 개의치 마시길. 어쨌거나 책은 읽을수
록 대체로 남는 양식이니까.
이번 호 주제로서의 ‘명견만리’ 이야기로 넘어가자. 1만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다.

리(3927㎞)를 훤히 내다본다니. 허세스럽기는 해도 다양
한 지식과 논의를 아우르는 강연이나 책의 제목으로 쓰임직

완벽한 통제도 불가능하다.

하다. 다수 구성원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외교·안보·경

그렇다면 무엇보다 현실적인 삶의 자세는

제·의료·안전 같은 영역에서는 만리 앞을 보려는 노력과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삶이라는
미스터리

시스템이 필수다. 그래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
는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로 보자면 ‘명견만

다시 걷기를 시작하는 의연함이 아닐까.

리’는 아득한 말이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 아니던가.

‘명견만리’보다는 그게 우리 삶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필자로서도 만리를 훤히 보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
이 없다. 그래서 아예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만리를 내
다보려 애쓰며 보이지도 설명되지도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
기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삶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

나는 페루 출신 여성 감독 클로디아 로사의 2014년작 <하늘 높이
(ALOFT)>를 수수께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삶, 그런 삶의 의지(意
志)적 수용에 관한 이야기로 읽었다. 이 영화는 그해 10월 제19회 부
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됐지만 내가 아는 한 국내 상영관에서 정식 개
봉한 적은 없으니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줄거리는 대강 이렇다
(반전이 묘미인 영화는 아니지만 사전 누설이라는 점에서 스포일러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혼자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나나라는 여자(제니퍼 코넬리)가 있다.
둘째 아들은 악성 종양에 걸렸다. 의사들마저 수술을 거부하는 이 아
이를 살리기 위해 나나는 예술과 자연을 이용해 불치병을 고친다는
건축가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아들은 고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치유 능력이 건축가 눈에 띄게 된다. 건축가의 설득에 반신반의하던
나나는 아픈 아들이 사고로 죽자 남은 가족을 떠나 치유 활동에 전념
한다.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며 성인이 된 큰아들 아이반(킬리언 머피)
은 나나의 활동을 취재 중인 기자(멜라니 로랑)를 따라나선다.
이 영화는 전체적인 서사를 가린 채 그 가림막에 띄엄띄엄 작은 구
멍을 뚫듯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단서로서의 정황을 조금씩 노
출하며 전개된다. 시원하게 설명하는 법은 없다. 좁은 화각과 클로즈
업, 포커스아웃 같은 방식으로 특정 인물, 특정 상황만 부각하고 나머
지는 은폐한다. 최소한의 설명, 제한적인 시야 탓에 관객은 자꾸만 무
슨 일인지, 왜인지 질문하고 상상하게 된다. 영화는 그 의문의 아주 일
부에만 가끔씩 선문답 같은 설명을 내놓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 방식
때문에 관객은 몰입하면서도 갑갑하고, 갑갑해 하면서 몰입하는데, 그
몰입과 갑갑함이 인생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해 감독이 말하려는 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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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라는
아이러니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자기 문제(아들의 병)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 고통 받는 사람이 남의 문제(다른 사람
의 병)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기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설득도 설명도 하지 않는,
삶이라는 숙명은
지독하고 잔인한 구석이 있다.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족(남은 한 명의 아들)을 버린다는 이야기. 나나도 그 자가당착
적인 자신의 삶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성인이 돼 찾아온 아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어
머니가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걸 위해 아들을 버릴 수 있느냐”고 따지지만 나나는 답하지 않는다. 답할 수 없
었을 것이다. 자신도 여전히 답을 모르거나, 자신의 답을 아들이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중 어느 쪽인지
영화는 역시나 설명도 암시도 하지 않는다.

영화 <하늘 높이(ALOFT)>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연속.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저 영화의 바닥을 떠받치고 있다. 우리

아픈 아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어머니 나나는 건축가에게 절망적으로 물었다. “내 아이는 많이 살지도 못했어

는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모두 거부할 수도 없다. 거기서 우리

요. 왜 태어났죠? 죽기 위해서?” 건축가의 입에서 그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 나나가 나중에 자기 입으로 내놓는 어

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신의 선택을 타인에게 모두 명쾌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실은 자신도 그 선택을

떤 답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달관이다. 저 달관은 포기가 아닌 체념과 욕심이 아닌 의지 사이 어딘가

납득하기는커녕 스스로에게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서 영화

에 단단히 서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삶, 그럼에도 가족에게 제대로 된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어머니의 삶에 분

는 설득도 주장도 설명도 하지 않는 채 사건들을 조각조각 보여주기만 한다.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설득도 설명도 하

노를 퍼붓는 아들 아이반에게 나나는 어떤 회한이나 슬픔의 기색도 없이 말한다. “그런 게 사는 것 아닌가”라고. 삶

지 않는, 삶이라는 숙명은 지독하고 잔인한 구석이 있다. 아들이 낫게 도와달라며 재차 찾아갔던 나나에게 건축가는

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허물어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냉담하게 말한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치유 능

삶이라고 나나는 말하는 것이었다.

력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얘기다. 여기서 내 자식이 죽어 가는데 저기 가서 다른 사람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완벽한 통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현실적인

을 살리라니. 나더러는 고통을 받아들이라면서 타인의 고통은 덜어주라니. 나나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라며

삶의 자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를 시작하는 의연함이 아닐까. ‘명견만리’보다

명쾌한 답을 요구하지만 건축가는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죠. 주는 건 다른 겁니다. 힘든 길이죠. 그게 당신의 길이에

는 그게 우리 삶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런 게
사는 것 아닌가”

W

요”라고 말한다. 이것은 설명인가, 설득인가, 주장인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냥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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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01_만천하스카이워크

산천의 비경을
굽어보니
만천하스카이워크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아슬아슬 걸으며 천하를 내 발 아래 두다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 단양 외곽 남한강변에 생긴 만천하
스카이워크.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하늘길이다. 만학천봉에 조
성된 전망대는 남한강 수면에서 120여m 높이에 있다. ‘만 개

단양 원경(遠景)

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 사이에 우뚝 솟았다고 해서 붙

遠景

여진 이름이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소백산 지류와 남한강이
빚어낸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물 중의 명물이다. 전망대
는 골뱅이 모양의 데크길로 정상까지 20여분을 올라간다. 이
길을 오르면서 소백산, 월악산, 금수산 등 백두대간의 명산들
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는 벽도 없이 철골 구조로
돼 있다. 특히 전망대 바깥으로 돌출된 삼족오 모양의 하늘 길
은 고강도 삼중 투명 강화유리로 만들어져 기암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남한강 물을 곁에
둔 단양읍 일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단양역, 상진대교, 상
진철교, 충주호 등 탁 트인 시야에 가슴까지 시원하다.
지난 7월 13일 오픈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따끈따끈한 뉴
스페이스다. 전망대 앞은 자리가 협소해, 차량을 아래쪽 주차
장에 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올라갈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짚라인을 체험해도 좋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요금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2천원, 만

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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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짚라인까지 이용한다면 여기에 3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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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터널
사랑의 순례지, 단양의 인기 포토존

04_패러글라이딩

스카이워크를 내려와 옛 철길 구간을 차가 다니도록 포장한 터널을
지나면 환상적인 도로가 나타난다. 이끼터널이다. 습하고 비가 많을 때
면 양쪽 벽이 이끼로 덮인다.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비주얼로 연인들의

02_이끼터널

데이트 장소로 강력히 추천한다.
이끼터널은 과거 일제시대에 기찻길로 사용하던 곳인데, 기찻길을 옮
기면서 도로가 생겨났다. 낮은 언덕을 깎고 방벽을 세워둔 곳에 나무가
우거지면서 이끼가 끼고 지금의 이끼터널이 되었다.
이끼터널은 단양의 대표적인 포토존이다. 녹음이 무성해지는 5월부터

비밀의 정원은 국내 최대 5만 송이로 조성된 LED 장

가을물이 들기 전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도로 위로

미정원과 천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LED 조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양옆으로 초록빛 이끼가 가득한 것이 특징이다.

명의 일루미네이션등으로 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아침, 혹은 대기 중에 습기가 유난히 많은

비밀의 정원은 수양개 빛터널의 또 하나의 새로운 체험

촉촉한 날이면 그 신비로움은 극에 달한다.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록빛 이끼가 필 무렵 연인끼리 손을 맞잡고 이곳을 거니며 사랑을

03_수양개빛터널

약속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동화 같은 설화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수양개빛터널
터널에서 벌어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허공을 가르며 자유롭게 하늘을 산책하다

젊은 여행자들에게 단양의 키워드는 패러글라이딩과
카페 산이다. 단양은 주말이면 울긋불긋 하늘을 나는 패러

인근에는 단양 수양개 유적(사적 398호)이 있다. 1980년 충주댐 수몰

글라이딩이 장관이다. 두산과 양방산에 활공장이 있는데,

지역 지표 조사 도중 출토된 중기 구석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유

두산은 정상 부근 지대가 넓어 활공장이 세 개나 된다. 양

물을 모아놓은 곳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이다. 수양개는 ‘수양버들이

방산 정상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은 말 그대로 ‘하늘 위

자라는 갯가(강가)’라는 뜻으로, 전시관에는 슴베찌르개와 좀돌날몸돌

의 자유로운 산책’이다. 하늘을 나는 짜릿함과 단양의 멋

등 구석기 시대 문화를 보여주는 석기 유물이 많다.

진 풍경이 눈에 각인된다.

뒷마당 옛 중앙선이 지나던 터널에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를 도입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문을 연 카페 산은 패러글라이

수양개 빛터널을 개장했다. 터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는데, 길이

더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요즘은

200m, 폭 5m 시설물이다. 수양개 빛터널은 터널 전체를 빛의 테마로 조

경치를 즐기고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로 더 문전성시다. 해

성한 복합 멀티미디어 공간이다.

발 600m에 위치해 가슴이 뻥 뚫리는 전망이 일품이다. 직

총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수양개 빛터널은 빛의 무지개와 몽환적인 무

접 패러글라이딩을 해도 좋고, 남들이 하는 걸 구경하는

한대의 빛터널 등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것만으로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 곳이다. 패러글라이딩은

주렁주렁 열린 전구는 매트릭스를 보는듯한 느낌이다. 천정에 투영되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레저이기 때문에 일기를 꼭 체크

멀티미디어 쇼는 마치 라스베가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기 바란다.

W

05_카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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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임직원 사진 콘테스트
인물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 BEST5에 해당하는 '스마일상', 가족, 친구, 연인과 행복한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 BEST10에 해당하는 '
해피투게더상',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여름 휴가지의 사진 BEST10에 해당하는 '핫썸머상' 각 3개 부문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의

추억

그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콘테스트 대망의 수상작을 함께 감상하시죠!

(5人)
상
일
스마

현대위아 카카오톡을 통해 개최한
'제 1회 모바일 사진 콘테스트'에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약 200장의 사진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 사진을 공개합니다!

주인공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 BEST 5장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행복한 기운이 절로
느껴지네요!

항공특수개발팀 조경빈 책임연구원

물류지원팀 김지영 대리

공작선행품질팀 김동휘 사원

과장
팀 강인조
국내영업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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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썸
머상
(10
人)

(10人)
상
더
게
투
해피

보기만 해도 시원한
휴가지 사진 BEST 10장!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의 더위를 식히기
딱 좋은 휴가지의 추억,
함께 감상하시죠!

기계생산기술팀 허철호 대리

가족, 친구, 연인과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 BEST 10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한
여름휴가는 더욱 행복한
기억으로 남겠죠?

등속설계팀 장대영 연구원
공작영업기술팀 김진록 사원

공작기계생산부 김현구 사원

공작기계품질관리팀 황광준 대리

선삭기설계팀 이수환 연구원
소재영업팀 지현 사원
물류지원팀 천세희 사원

총무팀 최경식 부장

엔진생산2부 허설 사원

SW개발팀 오욱환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생산부 한동민 사원

기계생산기술팀 이상혁 사원

MC설계팀 최현웅 연구원

항공생산부 항공가공1반 송진환 사원

기계생산지원팀 주국현 대리

차량부품영업1팀 손상현 대리

항공생산부 이동현 사원

주조품질관리팀 변재현 대리

울산2공장 생산부품팀 손성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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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미래를
내다보자!
PT제어개발팀

정보기획팀

마명환 연구원

이철규 대리





자동차

기억

드론형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Personal Air Vehicle 시대가 올 것

기억을 사고, 팝니다
상상 아름답거나 행복한 기억을 살 수 있어 사람들은 그 기억
상상

상상 2027년 8월 11일 맑음. 이번에 적금으로 살 것이 생겼다.
상상

을 사서 보거나 보관한다. 유명인의 기억은 엄청 비싸게 팔릴 것

일명 PAV (Personal Air Vehicle)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자동

이며, 비밀스러운 기억의 거래도 있을 것이다. CCTV 및 블랙박스

차 시대였는데,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개인용 비행체가

등의 영상매체 외 사람의 기억도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어질

자가용화 되었다. 이 덕에 지상의 교통체증은 많이 줄었지만, 하

수 있을 것이다.

늘에서 비행체들간의 교통은 치열해졌다. 오히려 하늘을 날아 이

10년 뒤 이것만큼은
확실히 일어난다

동할 때 때로 더 막히기도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던데 앞

이유 현재 뇌과학의 발달로 영상 및 글자 등의 저장위치/표현
이유

으로의 10년이 기대된다.

방법 등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 Youtube 영상의 조합으로 사람이
봤던 영상을 유사하게 표현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

이유 현재 개인용 비행체를 상용화시키기 위해 많은 업체에서
이유

다. 앞으로는 기억(외울)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기억들을 사서 저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요즘처럼 와닿는 때도 없을 것 같죠?

노력을 하고 있다. CES포럼에서는 이미 데모 비행체까지 나왔는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프랑스어 1만 달러, 자동차 운전 1

최근 한 시장조사업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데, 아직 여러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천 달러, 변호사 자격증 2만 달러!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생활 지장이 있을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관련 법규의 미비함, 전기차에서도 비슷한 배터리 문제 등. 다양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하지만 애플에서 최초의 아이폰이 출시된 것이 2007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한 문제가 있지만 10년이란 시간동안 법규의 틀이 완성되고 싸고

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사람은 가

그 때만 해도 카메라, 네비게이션, 지도, TV 등 여러 기능을

가벼우며 용량이 큰 배터리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상상은 정

상공간 속에서만 생활을 하는 세상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았

손바닥 안 스마트폰 하나가 대체할줄 상상이나 하셨나요?

말 머지않은 미래일 것이다.

을 수도...

기술 하나가 우리의 삶, 일상 전체를 바꾸는 데에는 10년도 채 안 걸리는 시대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앞으로의 10년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상상하는 10년 뒤 미래의 일,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명견만리를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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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원팀

공작기계제어설계팀

기계품질보증팀

엔진품질보증팀

공작기계설계개선팀

물류지원팀

전욱진 부장

신태준 연구원

안국준 대리

정영호 대리

홍상표 책임연구원

천세희 사원













3D

셀프검진

우주

통일

필터

노터치

3D프린터로 만드는 세상

셀프 신체검사 키트,
셀프 건강검진 가능

10년 뒤에는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저장해둔 내용대

상상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에 사는 김모씨는
상상

상상 여름휴가와 가족사랑휴가 등. 동료들이
상상

로 프린터가 음식을 만들고 있다.

오늘 퇴근 후 약국에 들러 셀프 건강검진 키트

다들 휴가 어디가냐고 묻는다.

상상 가정마다 3D프린터를 한 대씩 가지고
상상

통일된 대한민국,
평양에서 근무할 것 같다
그리고 현대위아에서
월급받고 있을 것 같다

차세대 필터기술 및
차양기술의 개발

생각으로 조작하는 모바일기기
상상 얼마전 S전자에서 귀에 착용하는 소형
상상

상상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
상상

스마트폰을 샀다. 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으로

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환경규제로는 어쩔 수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생각하는대로 기기를

식사를 하다가 그릇이 깨져도 프린터로 새로

를 구매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유럽 등 해외여행이 일

상상 통일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의 한국 제조
상상

없는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이 극심해진다.

조작할 수 있다. 이젠 정말 손발을 쓸 필요가

제작하면 되니 아무 문제가 없다. 프린터 하나

어제 저녁 과도한 음주 회식 후 여느 때와는

반적이었는데 이제 해외여행은 다들 식상해졌

업이 2010년대 맞은 다양한 난제를 넘어 부흥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 Wow!

로 가구도 뽑아쓰고 신발과 옷도 뽑아입고 집

달리 과도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는지 몇몇은 우주여행을 계획중이다. MARS

기를 다시 맞이한다.

만 해도 질병 위험에 노출될 정도가 된다.

업무 중 메모할 필요없이, 내가 메모하겠다고

과 자동차도 뚝딱 뽑아내면 되니, 모든 제품은

셀프 건강검진 키트란 혈액 1방울, 소변, 머리

TRAVEL사에서는 패키지 상품도 하나둘씩 출

현대위아는 제조업 불모지수준의 한반도 북측

이미 미세먼지 마스크나 차양우산 같은 기존

생각하자마자 기기에 자동으로 메모가 저장된

내 개성을 표출하는 나만의 제품이 되는 세상

카락 몇 가닥이면 각종 유전관련 질병, 암 등

시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광물, 에너지 회사 제조사의 각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황.

다. 메모 내용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바로바

이 왔다.

을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이다.

종 공작기계 수요와 확장된 자동차 수요에 맞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만 숨쉴 수 있도

로 눈앞에 내용이 홀로그램으로 펼쳐진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높아지긴 했으나 특별한

이유 미국의 SPACE X 사에서는 로켓비용의
이유

는 차량부품 생산거점을 신평군에 두었으며,

록 작게 설계된 (코에 끼우는 방식으로) 정전기

더 이상 업무중 빠뜨리거나 메모를 깜빡할 일

이유 현재 3D프린터는 기업의 시제품을 제
이유

질병이 발생한 것 같지 않아 안심이다.

90프로를 차지하는 추진기 회수를 여러 차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조업 전문사로

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제작

이 없다. 정말 잘산 것 같다!

작하고 의료분야 특히 치과에선 환자의 구강

의료보험 덕분에 단돈 만원이면 예전의 종합

성공하였으며, 연료만 채워서 재사용하는 프

입지를 견고히 다지게 되었다. 회사는 끝을 모

된 필터를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게 된다.

구조에 꼭 맞는 교정기기를 3D프린터로 뽑아

검진 수준으로 질병검사가 가능하다.

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이

르고 질주해나가는데.. 난 여전히 바쁜 현대위

또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되어 몸에 뿌리면 필

이유 나는 항상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
이유

안정화만 이루어진다면 우주여행은 시간문제

아에서 착실히 월급받고 있는 차장이다.

름처럼 몸에 붙어 활동이 자연스러운 자외선

나, 입력하는 것이 귀찮았다.

차단 필름이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뇌파 또는 동공의 움직임을 파악해 사물을 움

쓰고 있다. 이미 3D프린터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므로 10년

이유 '피 한 방울로 암 진단' 액체생체검사시
이유

일 것으로 판단된다.

뒤에는 우리들의 일상에 가까워져 있을 것 같

대 열린다 (매일경제 17년 3월 8일자 뉴스) 상

이유 요며칠 경색된 대북관계와 긴급한 동북
이유

다. 기업에서 학교를 거쳐 일반 소비자의 집으

용화에는 수 년 필요할 것. 10년 뒤는 가능하

아 정세에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 진짜 전쟁

이유 상상에 적은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와 환
이유

기기가 개발된지도 꽤 오래됐다. 운전 중, 걷

로 보급될 것이다. 기업들은 3D프린터에 입력

지 않을까?

터지는거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경오염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

는 중, 장을 보는 중에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직이거나, 컴퓨터에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는

할 제품 설계도와 프린터용 고급 재료 개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

모바일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하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동당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서울 불바다' 등

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기술적으론 이미 원하

연일 강한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다가 욱하는

는 것을 구현할 수준이 된것 같지만 아직 상

김정은을 암살토록 암살부대가 파견되고... 암

용화가 되지 않은 것은 비용적인 면과, 그것을

살에 성공하여,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희망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서인 것 같다.

하는 마음에.

하지만 10년 뒤에는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사
람들이 더 늘어나고, 기술을 구현하는 비용도
줄어 내가 원하는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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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당신은 다음 중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요?
37%

인공지능 로봇이 척척척 일상가까이 공존하는 사회
뇌과학의 발달로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사회

0% 과거

明見萬里
당신은
명견만리(明見萬里)
하고 있습니까?

현재

22%

미래

지구는 포화상태, 우주 밖으로 진출하는 인류(여행 터전 등)
의학의 발달로 만병통치! 질병이 없는 장수사회

4%
8%
8%
40%

자율주행, 항공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새 패러다임 도래

78%

기타

공자는 옛말에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3%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이 있다면?

가까운 근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현재를
살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삶은 당장 내 앞의 근심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시야를 넓히기
선배나 멘토를 구해
조언 경청하기

요즘 소식을 빠르게 파악!
뉴스챙기기

불안보다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힘은 현재에 대한 통찰에서 나옵니다.

34%

18%

1%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또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요?

13%
22%

명견만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9%

인문소양 기르고
지식쌓기! 독서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61명
설문기간 : 2017년 8월 21일 ~ 2017년 8월 28일

혼밥혼술

무인시대

4차산업혁명AI
전기차

인공지능
욜로 SNS

YOLO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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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포세대

초연결사회

비혼

비트코인

Work and life balance

기타

낯선 곳을 찾아
떠나 여행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3%

이 시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역량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트렌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주요 트렌드는?
비트코인

강연, 전시 등
문화 생활 통해
인사이트 기르기

사물인터넷

일과 삶의 균형

24%
24%

산전수전 겪으며 쌓아온 백전노장의 지혜와 통찰력
알면 쓸데 없는 지식이란 없다. 풍부한 독서와 공부로 다져진 지식

18%

시베리아에서 에어컨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사회성과 사교력

26%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 뭐니뭐니해도 머니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한국사회는 역시 인맥
기타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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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의 미래를 창조하는,

- 등속조인트 분야 부품에 핵심 역량 갖춘 우수 협력사
- 가공 기술 및 품질 역량 바탕으로 매출액 240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

주식회사 에이치엠티

- 정직, 신뢰, 배움의 경영철학으로 고객에게 인정 받고, 인정 받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주식회사 에이치엠티는 자동차용 등속조인트 분야에서 가장 핵심
부품인 OUTER RACE의 열처리 이전 선삭 가공과 트랙밀링 공정, 그
리고 스프라인부와 나사를 성형하는 전조 공정을 핵심사업으로 하
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다. 한마음테크라는 상호로 시작한 에이
치엠티는 올해 기준 임직원 50여명, 매출 240억원의 건실한 중소기
업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2010년에는 한마음테크의 이니셜인 H. M.
T를 회사의 새로운 사명으로 하고, 현재 위치인 경남 마산에 위치한
진북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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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신뢰, 배움
확고한 경영철학의 실천
2002년 창업 이래 한결같은 회사의 사훈이자 가장 중요한 직원들의 덕목으로 ‘정직과 신뢰’ 그리고 ‘배움’을 강조하는 강종학 대표는 창업 이전 기
아중공업의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화성실업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화성실업에서 분사하여 한마음테크를 창업했으며 초
기에는 영업과 납품의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 실무를 직접 챙기면서 품질의 중요성과 생산 대응능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체감했다. 이후 품
질확보 및 설비 성능 확보에 최고의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강종학 대표는 직원들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 신뢰의 회사 분위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이 원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가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라"는 쉽고도 어려운 기본적인 지침을 한결같이 강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위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전 직원의 연간 교육 이수 계획을 직접 챙기며 회사발전의 밑거름
인 인재양성에도 중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또, 지역 특성화 공고와의 산학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잘 정돈된 에이치엠티의 생산라인

현대위아 공작기계와 함께 하는
에이치엠티의 정밀 가공 공정의 미래

높은 기술력과 품질로
일궈온 에이치엠티의 성장사

현재 등속조인트용 차량부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정삭제 및 가공 공정 개선에 주
력하고 있다. 특히, 하드터닝 공법을 적용한 시제품 생산 기술력을 확보하고 양산 가능성에 도전하여 단품 완성과 타 부품간의 연계를 통한 서브 조립
화 생산 개선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2002년 창업 시 선삭가공 분야로 사업을 시작하여 가공 라인의 자동화 및 전용화,

한편, 정밀 가공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엠티는 주요공정에 현대위아의 공작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노후설비 교체

품질보증 체계의 확보를 통해 성장해왔다. 이후 자동화된 가공 라인의 구성과 높은 품

및 신규라인 투자 시 경쟁업체와는 차별화된 공구 시스템 구성을 갖춘 L230LMA, L160MA등 턴밀 기종을 도입하여 고품질과 고정밀의 공정에 투입

질수준을 바탕으로 등속조인트용 OUTER RACE 핵심가공 라인을 설치해 연간 450만개

했다. 또한 신규 투자된 설비의 성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작기계 분야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의 등속조인트용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W

2008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트랙 밀링공정 전용기의 국산화 개발을 이뤘으며 투자
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3000cc이상의 대형차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급 등속조인트용
부품 개발에도 성공하는 데 이른다. 현재 제네시스 등의 대형 승용 차종에 공급 중이기
도 하다. 이 가공기술은 특허로 인정받아 동반성장 사무국에 기술 임치되어 특화된 가
공업체로 인정 받고 있다.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2013년에는 특화 설계된 시제품 생산을 위한 5축 전용 가공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신규 개발 차량에 조립되는 각종 주요 부품을
완성 가공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절삭 가공분야의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했
다.
더불어 가공업체 최초로 롯트 관리를 위한 선입 선출과 추적성 관리가 확보되는 부
품 자동 창고를 2016년 신축하여 바코드 시스템과 연계 운용 중이며,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과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스템 도입 후 업무체계 개선과 자동창고와 연
계된 SPC(Statistical Process Control)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공정 내 각종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스마트 공장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 개선에 집
중 투자하고 있다.
품질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대위아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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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Race

자동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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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lub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2017+09

책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지는 계절, 주말을 더욱 설레게 만들어줄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뮤지컬도 좋고 소소한 연극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양한 공연과 함께 하는건 어떠세요?
선선해지는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산뜻하게 만들어줄 문화생활들을 소개해드려요.

뮤지컬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지적자본론

내일을 밝히는 오늘의 고운 말 연습

마마스다 무네아키 지음 | 이정환 옮김 | 민음사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해인 지음 | 샘터(샘터사)

이해인 수녀가 들려주는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도자로서 시인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버블경제의 후유증을 앓아 온 일본은 고도의 자

으로서, 평소 언어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잘 말하기 연습

본주의 사회가 겪게 될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

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 마디로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속에서 홀로 가파른 성장세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공을 이뤄낸

하며,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로 낭패를 보기도 하고 행운을 누리기

기업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츠타야서점'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도 한다. 말이 지닌 힘은 그만큼 대단하다. 저자는 다른 기능을 익힐 때

클럽'(CCC)이다. 지적자본론은 츠타야서점을 기획해 성공시킨 마스다

와 마찬가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무네아키의 경영 철학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그의 경영 철학은 혁신과

서 직접 경험한 일, 만난 사람들, 그 속에서 깨달은 일상 매뉴얼을 소개

기획을 구상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어준다. 그의 경영 철학

한다. 본문 사이사이 '따라 쓰며 마음에 새기는 시(詩)'가 있어 따뜻하고

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 즉 '고객 가치의 창출'과 '라이프 스타일 제

아름다운 말을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안'은 지적자본의 시대에 '제안력'이 지닌 절대적 중요성을 전달한다.

연극

연극

[서울] 페인터즈 히어로

[서울] 망원동 브라더스

[부산] 국민연극 ‘라이어 그후 20년’

마술같은 미술 퍼포먼스! 환상적인 라이브 드로잉
과 첨단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아트
퍼포먼스. 세계적인 영웅들이 10여가지 미술기법
과 특수효과를 통해 무대에서 재탄생된다. 그림을
그리듯 빛을 조각하는 Light scratching, 뛰고 흔들
고 뿌리는 Action painting, 먼지처럼 사라진 영웅이
되살아나는 신기루같은 Dust drawing 등 75분간
펼쳐지는 빛과 색채의 향연.

8평 옥탑방에 모인 찌질하지만 유쾌한 네 남자들
의 이야기! 망원동 옥탑방에 살고 있는 영준은 지
금은 백수지만 실은 이미 데뷔한 만화가이다.
어느 날 그의 옥탑방에 하나둘씩 손님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기러기 아빠 김부장, 영준에게 만화를 가
르쳐줬던 싸부, 그리고 공시생 삼동이까지...
현재 처량한 상태인 넷은 티격태격하며 점점 서로
를 보듬는 식구가 되어간다.

"거짓말은 하는 것보다 들키는 것이 더 나쁘다!"
메리와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
스! 그의 완벽한 스케줄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
말리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메리 집에는 트로우튼
형사가, 바바라 집에는 포터 형사가 찾아오고. 존은
이 두 형사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 스탠리
와 온갖 거짓말을 꾸며낸다.

공연기간 2017년02월01일(수) ~ 10월31일(화)
오후 5시, 8시
공연장소 서울극장 5층
티켓정가 VIP석 60,000원
S석 50,000원
관람등급 관람등급전체관람가
관람시간 75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현대자동차그룹 최대

35,000원 할인

2017년07월18일(화) ~ 09월30일(토)
대학로 예술공간 혜화
일반석 30,000원
만 12세 이상
110분

현대자동차그룹 최대

20,000원 할인

2017년09월14일(목) ~ 11월12일(일)
센텀시티 KNN시어터
전석 3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가
100분

현대자동차그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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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아 임직원 상조서비스
신청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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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어의 마지막 1%를 채운, ATC를 개발한

현대위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부터 임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주역 2명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구동설계팀  책임연구원,
PT제어개발팀  책임연구원

지난호 정답
1. 이그노벨

2. 드림

| 기 존 | 조사 발생 시 총무팀 담당자 연락 후 총무팀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신관균 / 엔진생산1부
2. 10년 뒤에는 '기억을 사고 파는 시대'올 것이라
고 예언한 우리 회사 직원의 이름은?
정보기획팀  대리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강준웅 / 주조품질관리팀
김형섭 / 기계해석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빅규동 / 모듈부품개발팀
박중훈 / 선삭기설계팀
정용빈 / 프로젝트팀

| 변 경 | 기존 접수 방법 + 조사 발생 시 당사자 혹은 소속부서에서 즉시 서비스 신청 가능
(총무팀 접수 신청 + 본인이 직접 대표번호로 전화 신청 +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규 접수 방법 |
가. 해피엔딩 상담센터 (T. 1600-4401) 로 전화 접수
※ 최소 필요 정보 : 장례가 발생한 직원의 부서, 성명, 연락처, 경조 유형
나. 모바일 웹 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 (hyundaiwia.happyplan.co.kr)
※ 사번과 성명 입력 후 로그인
※ 모바일 웹페이지에는 상조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장례설계, 장례예법, 조문예절, 부고안내 및
답례 문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Notice

※ 모바일 웹페이지 활용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참조 (https://youtu.be/67eg9bVx2CQ 또는

공지사항

유튜브에서 '장례준비는 해피엔딩'으로 검색)

피싱메일 예방법
※ 사칭대상 기관 유형
- 금융기관 :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지불업체 등

지원대상
5.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거나 상식 밖의 저렴한 대출조건 포함
6. 특정 인터넷 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

장례지도사

1명 1일차 파견
24시 긴급출동 ~ 빈소 준비 완료시점 까지

장례도우미

장례기간內 5명 × 10시간(총 50시간)파견
▶일자별 인원 조정 가능
▶09시~23시 사이 10시간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 전자상거래 업체 : 쇼핑몰, 온라인 경매 등
- 기타 : 온라인 게임 , 취업알선, 성금모금 등

※피싱메일 대응방법
1. 피싱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피싱메일 특성
1.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를 명시하지 않음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2. 윈도우 및 백신의 실시간 업데이트 설정
3. 피싱이 의심된다면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 (☎ 118)_ 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플랫폼 주소 _ http://hyundaiwia.happyplan.co.kr

2. 메일 본문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
3. 메일 본문의 인터넷 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 주소 상이
4.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 포함

48 2017 september

장례상담 및 긴급출동

1600-4401

장례지원제도

明見萬里
밝은 지혜로 만 리를 내다보자!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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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