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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챔피언!

위기를 딛고
새로운 결실을 향해

지금까지 이런 때는 없었다
최근 들어 우리 회사의 실적은 좋지 않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회사 역
사상 이 정도의 하락세는 처음이다. 우리 회사는 상반기 영업이익은 732
억원, 2분기 영업이익은 301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1%,
66.8% 감소했다. 중국지역은 상반기 적자로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주가는 2011년 2월 상장 이래 최저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몇년간 완성차의 수출 부진, 경기 불황 등 경제 사이클의 부정적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왔고, 해외 완성차의 인기몰이, 완성차 노조 파업, 차량 결함 등 이
슈에도 휘청거렸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는 언제나처럼 현대차그룹과 우리 회사
의 위기론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과시하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의 실적도 하
향 일변도다. 올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전체 판매량은 351만8566대로 지
난해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전체 판매의 80%가 넘는 해외에서 9.3%나
줄었다.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켜왔다. 그래서일까.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낙관하는 사람도
심심찮게 보인다. 과연 지금의 위기도 언제나처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에는 전혀 다른 시대의 시작일까.

샌드위치가 된 현대차그룹
이른바 ‘현대속도’로 불리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매섭게
공략해왔던 현대차그룹의 기세는 이제는 찾기 어렵다. 올 7월까지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3% 가량 줄어든 50만1000대 판매에 그
쳤다. 한때 10%대 육박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9%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
은 어느새 3%대로 꺾였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를 비롯한 그룹사, 협력사
들의 현지 공장 가동률 또한 급격하게 꺾이게 된다. 이미 중국 공장 가동률
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정말로 기하급수적인 하락세로 표현할 만
하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그룹 위기의 원인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 내 정서 변화에서 찾기도 한다. 일면 맞는 말
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전부만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자동차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산 자동
차의 품질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더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우위
를 점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성능과 품질이 대폭 개선된 중국
의 동급 차종이 2배 정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고급 브랜드 자동차 시장에서 독일과 일본 업체와 정면승부를 걸기에는 아
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독일, 일본, 중국산 자동차들의 틈새에서 샌드
위치 신세가 된 꼴이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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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리스키한 대내외 경영환경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헤쳐나갈 문턱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경제 환경을 살펴보자. 우선 미국의 정책이 예
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를 내세우며 수출기업을 압박했던 트럼프 정부는 드
디어 한미 FTA 개정에 손을 뻗쳤다. 최우선 타겟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했던 우리로
서는 악재 중의 악재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은 미국시장에
서 독일, 일본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으니 말이다.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물량의 변화는 물론, 타사에 공
급하는 우리 회사의 자동차 부품과 대한민국 최고를 표방하고 있는 공작기계도 똑같은 상황이다.
국내 정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법인세 인
상을 시작으로 공정위 집단 소송제,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등 법적 규제가 나날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대외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사정도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채산성 악화가 볼보듯 뻔해졌다. 일부 기업은 국내에서의 기
업경영이 아무런 이점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내운영을 중단할 것을 검
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룹 내부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고속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직계열화가 이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으로 동반성장 해왔지만, 지금 현대·기아차가 흔들리자 의존도가 높
은 우리 회사를 비롯한 부품 계열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판매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수직계열

쉽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화의 구조적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최악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최악을 이
겨온 것이 우리라는 것이 역사가 알려준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굴지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우리는 대세를 탈 수 있을까?

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 바로 우리의 선배고, 동료들이다. 그리고 그 과
실은 정말로 달콤했다. 이제 동료,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때가 왔다.
우리의 최대 강점은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극대화다.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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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환경은 언젠가는 바뀌기 마련이고, 사이클에 따라

의 제품을 적시적소에 고객사로 공급하는 것. 신뢰로 뭉친 임직원과 협력사,

언젠가는 좋을 때가 올 것이라는 긍정론자의 말을 신뢰해보자.

그리고 고객과의 팀워크가 오랜 시간을 거쳐 신뢰를 만들었고, 우리를 최고

그렇더라도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산업 패러다임의 급

의 위치를 바라보게 했다. 그러나 공든 탑이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기는 쉬

격한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기차를 필두로 자율주행차, 스마

운 법.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 화합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송

트카 등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자동차들이 시장에 쏟

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아져 나오면서 자동차 업계가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졌

우리 회사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봬며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다. 공작기계 역시 3D 프린팅, 다축 복합 가공기 등 완전히 새로

EMO 2017에서 공작기계 최고권위상인 「MM어워드」 최우수상을 국내 최초

운 개념의 제품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패스트팔로어(Fast

로 받기도 했다. 우리 회사의 구동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각종

Follower;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단시간에 세계 5위 자동차 기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는 것도 호재다.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다양한 판매

업, 그리고 대한민국 기계기술 최강자로 거듭난 현대차그룹과

망을 통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임직원들이 오랜 시간 노력

현대위아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방향 찾기에 분주하다. 지금까

한 공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친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남을 것이다.

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조류를 잘 읽고 대세의 흐름에 탑승

단기간의 이익만을 좇지 않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조직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갈지 지금으로서는 알

문화를 혁신해서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위기를 극

길이 없다. 세계 최고의 핸드폰 제조사 ‘노키아’가 무너진 사례

복하는 첫 번째 대책이 될 것이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개선, 발전하고,

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활로다. 이제 위기를

있을 것이다.

딛고 새로운 결실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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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결실

제 아무리 형편없는
경기일지라도
언제든지 마지막
반전의 기회는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요기 베라(前 뉴욕 양키스 포수, 1925~2015)

Fructification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희 집에 기거 하는 꼬마에게 제가 자주하는 말입니
다. 네살박이 꼬마는 결실과 거리가 멉니다. 블록은 제멋
대로 조립하고 퍼즐은 삐뚤빼뚤 맞추기 일쑤죠. 요즘 푹
빠진 야구 놀이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꼬
마가 방망이를 휘두르는 속도에 알맞게 던져줘도 2할 타
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꼬마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꽤 분한 표정을
짓습니다. 안타를 치지 못했다며 속상해하기도 하죠. 때로
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왜 안 돼”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꼬마를 전 “괜찮아”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전 정말
괜찮으니까요.
제가 괜찮은 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
다. 4살짜리 아이가 잘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
으니까요. 그러니 이 꼬마가 1할을 치든, 3할을 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치면 좋지만, 못 친다고 실망할 이유
가 없죠.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은 아이와 부모
의 기댓값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공부를 바라
보는 시선이 그렇죠. 아이야 ‘공부를 잘해서 뭐해’라는 생
각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부모의 입장은 정 반대입니다.
공부라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기댓값이 정 반대에 있으니
결실을 두고 좋은 이야기가 잘 오가지 않습니다. ‘나의 기
대는 이 위에 있는데 너의 결실은 저 밑에 있구나’라고 생
각입니다. 이해 없는 기대는 분열의 씨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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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댓값 좁히기

33세. “아직 내 안에 불꽃이 남아 있을 때 싸워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구로다는 MLB에서도 성공적인 투수생활을 했습니다. LA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에서 뛴 7년 간 그는 총 79승을 기록했고, 매 시즌 200이닝을 오가

일본프로야구(NPB) 히로시마 도요 카프는 올 시즌 센트럴리그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뜬금없이 일본 야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팀의 전설인
구로다 히로키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구로다는 히로시마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프로 9년차 2005년, 구로다는 15승 방어율 3.17을 기록했
고 10년차에는 13승에 무려 방어율 1.85를 찍습니다. 명실상부한 팀의 에
이스 그리고 그는 10년을 뛴 대가로 FA(자유계약) 자격을 얻습니다.
히로시마는 시민구단이고, 전형적인 가난한 팀입니다. 매번 FA를 한신
타이거즈에 뺏겨 한신 타이거즈 2군이라는 불명예스런 별칭이 붙어있을 정
도였습니다. 팀 최고의 에이스인 구로다를 잡을 돈은 역시 없었습니다. 인
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최고의 거액계약을 앞둔 선수와, 최대한 적
은 돈으로 남아주길 원하는 구단. 양측의 기대는 너무나 달랐죠.
그러나 구로다는 1년 더 히로시마에서 뛰었습니다. 2006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구로다를 응원하는 팬들의 성원에 마음을 돌렸죠. 물론 1년 뒤 구
로다는 결국 미국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의 나이

기대의 차이

는 공을 던졌습니다. 2014년 뉴욕과의 계약이 끝날 때 수많은 메이저리그
팀들은 2000만 달러(약 22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도 메이저리그서 계약이 끝난 노장 구로다의 복귀를 간절
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히로시마가 구로다에게 줄 수 있
는 금액은 고작 4억엔(약 4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히로시마와 구로다의 기
대는 저 극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로다는 만화에나 나올법한 의리남이었고, 연봉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
니다. 히로시마와 히로시마 팬들의 간절한 염원을 100% 이해했죠. 그래서
그는 적은 연봉에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40세의 노장이었지만 메이저리그서 활약한 그에게 NPB 무대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복귀 첫해 11승에 방어율 2.55를 기록했고, 은퇴를 선언한 해
에는 10승에 3.09를 보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결실도 맺었습니다. 마지막
시즌 자신의 손으로 미·일 통산 200승을, 그리고 만년 약체 히로시마에게
25년만의 리그 우승을 안겼습니다.

“괜찮아”

지난달 5일 우린 분열의 현장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는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

모두가 원하는 결실을 맺으려면 같은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주민들 사이에 굉장한 설전(舌戰)이 이어졌죠.

다. 부모와 자녀 연인사이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

한 일이 없다고 하죠. 물론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0명의 기

느냐 마느냐’였죠.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장애인 학부모들은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대가 있을 만큼 같은 얽히고설킨 인간관계에서 같은 기대를 지니고

‘기피시설이 죄다 모인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추가로 지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라 했습니다.

살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이해하고 기댓값을 좁혀가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다른 기대에서 기원합니다.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이 학교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교
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수학교 대
신 주민 편의를 위한 한방병원이 설립이 되는 것이 좋다는 기대를 드러냅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 부딪히게 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여전히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행정예고한 것이 4년 전인 2013년인데도 지금까지 제자리
를 맴돌고 있죠. 이는 서로의 기대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내려면, 방법은 기대의 양 극단에 서있는 이들이 가운데로
조금 다가와야겠죠.

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일본프로야구(NPB) 히로시마 도요 카프(히로시마 홈페이지 캡처)

옛 로마의 대제관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불렀습니다. 폰티펙스
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과 인간 사이의 갈라진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다리를 놓는 일일

시도도 많았습니다. 특수학교 찬성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반대 측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리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자신 만의 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내면에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웃에 장애아 학교를 두는 일을 주민 여

서로 연결된 다리를 놓고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일말이죠. 그럴

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반대 주민들이 조금은 돌아선 것 같더군요.

수 있다면 어떤 결실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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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고성능차 i30N에 첫 탑재
- 상황 따라 능동적으로 구동력 배분해 주행성능 개선
- 성능·품질 글로벌 최고 수준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차량 i30N에 탑재할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국산화에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고성능 차량용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 electronic-Limited Slip Differential)의 개발
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지난 9월 27일 밝혔다. 생산은 창원3공장에서 연 약 5000대 규모로 이뤄
진다. 국내에서 e-LSD를 만드는 것은 우리 회사가 최초다.
e-LSD는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바퀴에 전달할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주행 안정성
을 높이는 핵심 부품이다.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동력을 좌우 바퀴에 50대 50으로 나누고, 한쪽
바퀴가 늪에 빠져 주행이 어려울 때는 반대 쪽 바퀴에 구동력을 몰아 탈출을 돕는 식이다. 전륜 자동차
가 고속 선회를 할 때 생기는 고질적 문제인 언더스티어(UnderSteer•회전 시 차량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는 현상)가 발생할 때도 선회 바깥쪽 바퀴에 동력을 집중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우리 회사는 e-LSD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응답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노
면 이나 주행 상황이 변한 뒤 0.15초면 e-LSD가 반응해 최적의 주행 동력을 바퀴에 분배하는 것. 바퀴
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또한 142㎏.m으로 양산 중인 대다수의 승용 및 SUV 차량에 적용할 수 있
어 범용성도 크다.
PT개발실장 김홍집 상무는 “AWD시스템, 감속기 등 오랜 기간 다
양한 파워트레인을 만들며 쌓은 노하우를 담아 e-LSD를 개발했다”
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반응성과 조향성능(R&H)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e-LSD 양산을 발판으로 파워트레인 부품의 글로벌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PTU·전자식 커플링(전륜 AWD 시스템),
ATC(후륜 AWD 시스템) 등 AWD 제품과 전기차용 감속기 등 파워
트레인 부품에 특화한 점을 내세워 해외 완성차 업체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SUV 차량과 고성능 차량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내 최초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e-LSD) 양산

윤준모 사장은 “e-LSD 양산으로 고성능 차량의 파워트레인 시스
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성능은 물론 품질 측면에서도 글로
벌 톱 수준을 유지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의 절개 모습.
한 직원이 창원3공장에서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를 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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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까지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EMO 참가

목을 끌었다. 우리 회사가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밀도와 강성에

- 유럽연구센터 개발 고성능 공작기계 X시리즈 런칭

중점을 두고 개발한 XF2000은 임펠러•소형 가전•임플란트 등을 제

- 자체 개발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선보여

작할 때 초고정밀 가공을 오차 없이 해낼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
주축 내부에 모터를 내장한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계로 진동과
열을 최소화했고 기계의 강성 또한 ‘베드’와 가공 주축의 이송축인 ‘컬

우리 회사가 공작기계의 본고장인 유럽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focusON! ❷

고성능 공작기계 X시리즈로
유럽 본격 공략 나서

럼’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최대한 끌어 올렸다.

지난 9월 18~23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공작기계 전

X시리즈의 제품 개발을 이끈 데니스 코프(Dennis Korff) 유럽연구센

시회 ‘EMO 하노버 2017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유럽 설계 공작기계

터 개발팀장은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X시리즈는 설계 단계에서

브랜드인 X시리즈를 런칭했다. 우리 회사는 X시리즈 런칭과 함께 약

부터 동급의 유럽 기계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며 “X시리즈의

810㎡(약 245평)의 공간에 X시리즈 등 총 13대의 공작기계와 스마트

모든 공작기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가공성능을 보유하고 있

팩토리 시스템, 공장자동화(FA) 시스템 등을 함께 전시했다. EMO는

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2,500여개 업체와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규
모의 공작기계 전시회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제조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스마
트팩토리’ 시스템을 함께 선보였다. CNC 콘트롤러인 HYUNDAI-

이번 전시회에서 런칭한 X시리즈 공작기계는 XF2000•XF6300•

iTROL+와 원격 관리 프로그램 HW-MMS의 체험관을 구성한 것. 이

XH6300 등 3종이다. X시리즈는 모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우

곳에서는 공장 내 다른 공작기계 관리, 원격 A/S, 실시간 가공 설계도

리 회사 유럽연구센터가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을 주도

전송 등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한 제품이다. 항공•의료•자동차부품 등 초고정밀 가공 수요가 빠르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FA

게 늘어나는 유럽 시장을 고려, 우리 회사의 공작기계 기술력을 모두

체험관’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여러 대의 공작기계와 로봇이 유기적

담아 세계 최정상급 공작기계로 설계했다.

으로 움직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

이번 EMO에서 유럽 시장 최초로 공개한 XH6300은 높은 정밀성과

현대자동차의 WRC 실제 차량도 함께 전시해 볼거리를 풍성하게 했다.

빠른 가공속도로 전시회 첫 날부터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대

윤준모 사장은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X시리즈는 유럽 시장에서 경

형 수평형 머시닝센터 기종인 XH6300은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 부품

쟁력을 갖춘 고급 장비의 초석”이라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유

가공에 특화한 제품이다. 이송속도가 분당 60m, 공구교환 속도는 4.6

럽 내 공작기계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

초로 동급 최고 수준이어서 전체 가공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했다.

W

함께 공개한 고성능 소형 머시닝센터 XF2000은 높은 정밀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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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XF2000,
유럽 최고 권위 공작기계상 수상
XF2000
5-Axis Machining Center for Impeller Machining
•테이블 사이즈 Ø200
•주축회전속도 40,000 r/min

- 공작기계 최고 권위 MM Awards 국내 최초 수상

•주축출력 26/18 kW

- XF2000 높은 정밀성과 구조적 독창성 인정받아

•주축토크 9.9/6.9 N·m

- 유럽연구센터 개발 기종 X시리즈로 유럽 공략 박차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유럽 최고 권위의 공작기계상을 수상했
다.
우리 회사는 9월 18일 개막한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유럽 최

사용자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시닝센터는

계XF2000이 ‘MM 어워드(MM Awards) 2017’ 밀링(milling·공구가

기계의 한 쪽 방향에서만 가공물에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XF2000

회전하며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

은 두 방향에 모두 도어를 설치, 어떤 상황에서든 편리하게 작업을

일밝혔다. ‘MM 어워드’는 EMO 전시회 주최 측인 독일공작기계협회

진행할 수 있다. 또 가공과 동시에 생기는 불순물인 금속 칩이 베드

(VDW)와 세계 최대 기계 전문지인 MM(MaschinenMarkt)이 공동으

에 쌓였을 때 이를 180도 회전해 칩을 아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로 주관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기계 공모전이다. 국내 기업 중 ‘MM

관리 용이성도 높였다.
제품 개발을 주도한 데니스 코르프(Dennis Korff) 유럽연구센터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회사의 XF2000은 고성능 5축 수평형 머

개발팀장은 “초고속·고정밀 가공기인 XF2000은 최초 설계부터 생

시닝센터 기종으로 임펠러(자동차 터보차저용 부품)·휴대전화 부

산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해 개발했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품·임플란트 등의 가공에 최적화한 제품이다. 고정밀 공작기계 수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계 구조와 높은 안정성 덕에 수상할 수 있었

요가 높은 유럽시장을 겨냥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독일 프랑크

던 것 같다”고 말했다.

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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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대비 1.2배에 달한다.

대 공작기계 전시회 ‘EMO 하노버 2017’에서 공개한 고성능 공작기

어워드’ 최우수상에 선정된 것은 우리 회사가 최초다.

유럽판매법인의 토마스 웬츨로우(Thomas Wenzlow) 영업총괄(왼쪽)과 유럽연구센터의 마그 시버(Marc
Sieber) 연구그룹장이 21일 독일 하노버 ‘EMO 하노버 2017’ 전시장에서 유럽 최고 권위의 공작기계상인
‘MM 어워드’ 상패를 들고 수상제품인 XF2000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베드의 이송속도는 분당 동급 최고 수준인 50m로 높이고, 가·
감속속도 또한 최대한 끌어 올렸다. 이 덕에 제품 생산성은 글로벌

우리 회사는 이번 ‘MM 어워드’ 수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XF2000의 이런 높은 ‘정밀성’과 ‘안정성’ ‘최적화한구조’ ‘가공속

유럽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모 사장은

도’가 주요 수상이유로 꼽혔다. 실제 XF2000은 기계의 구조를 설

“공작기계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계하는 시점부터 기존 공작기계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계의 성능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XF2000 등 고성능 공작기계 라인업인 X시

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메카트로닉스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최

리즈로 지속적으로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

적의 구조를 찾았다. 또 주축 내부에 모터를 내장한'빌트인(Built-in)'

다.

W

방식 설계로 진동과 열을 최소화해 가공 안정성을 높였다.
이송능력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완성했다. 가공물을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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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01
중국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경영

02
산동법인 도시 교통환경 개선활동 전개

03
강소법인 안전점검 시행

04
인도법인 등속조인트 공장 증축

윤준모 사장은 지난 9월 27일부터 사흘 간 중국 산동법인을 방문해 현

산동법인은 일조시의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매주

강소법인은 지난 9월 8일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일제점검을

인도법인은 인도 현지를 비롯해 러시아, 터키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늘

장경영에 주력했다. 윤준모 사장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해 강도 높

금요일, 도시 교통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해왔다. 산동법인은 ‘쓰레기 정

실시했다. 임직원 30여 명과 협력사 대표들은 11개 팀으로 나눠 가을철

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등속조인트 공장을 증축한다. 100억원 규모의 투

은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리’, ‘시내 GREEN 자전거 운행’ 등 다양한 공익행사를 통해 지역 내 대표

대비 화재 등 유사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

자가 이뤄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증설되는 인도법인 등속조인트 가공 부

중국시장에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처 다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섰다.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은 일

현장에 비치된 경보기, 소화전, 비상등 등 모든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점

문은 연간 100만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인 홍보를 지시했다. 품질과 생산성 확보에 대한 방침도 전달하며, 글로

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위아 산동법인 지원자협회는 항상 봉사활동

검했다.

제품은 현대자동차, GM, 피아지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공급하여, 우

벌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에 앞장서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에 더

당부했다.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설치된 가스배관 34곳을 대상으로도 점검을 시행했다.

리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널리 알리게 된다. 한편, 현재 설비 제작 및

가스배관 노후, 부식, 유출 등의 가능성을 미연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

증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

한편, 윤준모 사장은 구슬땀 흘려 일하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다. 한편, 강소법인은 정기적인 안

입할 예정이다.

"중국에서의 위기극복은 현대위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전점검과 결과분석 및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격

江苏法人开展消防设施专项大检查

려했다.

On-site management to overcome Chinese market
crisis
Yoon Joon-mo, the CEO, visited the Shandong subsidiary in China
for three days from September 27 and focused on the business field
management. During his visit, he also conducted intensive work review
on qualit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Chinese market, the CEO
instructed the employees to diversify customers and to actively promote
products to them. He also gave instructions on securing quality and
productivity, and urged employees to make every effort to produce the
highest quality and best products in the world.
Meanwhile, the CEO said “To overcome the crisis in China, we must
do our best and through our effort I believe this will lead the success
to HYUNDAI WIA.” continue saying, “Let’s work together to achieve our
business goals so that our efforts will not be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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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9月8日下午，江苏法人对全公司消防设施和消防器材进行

公司开展交通疏导志愿者活动

了全面的检查。本次安全大检查以工厂为基本单元，法人长带头，各

助力城市文明建设，树立企业优质形象，公司于6月以来，每周五

部门驻在员及协力社30多名人员分成11个检查小组，重点针对秋季火

组织开展交通志愿者疏导活动，为创建全国文明城市，做出企业应有

灾预防主题点检了各工厂及办公区域的警报器、消防栓、安全指示灯

的贡献。除此之外，志愿者们通过开展“海边垃圾清理”、“绿色骑
行”等多项公益活动，取得了良好的社会效益。在日照新闻的采访
中，经营支援部部长李弘烈表示，公司志愿者协会一直是社会公益活
动的先锋军，今后我们也将继续努力，积极开展社会公益活动，为地
区社会经济发展贡献我们的一份力量。

等消防器材，确保公司大部分的消防设施和器材处于良好的状态。
另外，安全环境部带领专业的点检人员针对公司的34处燃气管道
进行了安全检查工作，重点检测分析了燃气软管是否存在龟裂、老

Extension of CVJ Factory in India
The Indian corporation will expand its CVJ plant in response to growing
demand in India, Russia, and Turkey. With the investment of 10 billion
won, the Indian joint-venture processing division will have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1 million units.
The products produced here will be supplied to Hyundai Motors, GM
and Piaggio as global automakers, which will make our company's
unique technology prominent. On the other hand, facility construction and
expansion work are actively proceeding, and it is planned to start fullscale mass production from next April.

化、接口松动现象；可燃气体报警仪日常运行情况；燃气管道的腐蚀
状况；发现隐患处时及时进行改善维修并上报，针对点检过程中发现
的问题也提出了相关的预防措施。
安全环境部在现有燃气管道点检内容的基础上，综合分析燃气管道
点检问题，增加点检内容，完善点检体系，通过各部署的共同努力，
保证公司燃气安全使用，保障公司安全生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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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나눠
05

- 미혼모·다문화가정에 젖병 소독기 기증
- 소외계층을 위한 한가위 떡 나누기 행사도 가져

06

해외

05
미주법인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06
멕시코법인 지진 피해자 구호품 지원

지난 9월 13, 14일 양일간 미국 Itasca에 위치한 미주법인에서 Open

지난 9월 19일 멕시코법인은 멕시코 남부지역의 지진 피해자에 대한

House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Hillary, Capital Equipment,

구호품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호품 지원 및 모금을 시작했다.

Geoteck, Sussex Tool 등 미주 지역 주요딜러들이 한 자리 모여 현대위아

일주일 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 및 구호품 지원을 받았으며, 약 500여 만

공작기계의 기술력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원 상당의 구호품을 9월 29일 멕시코 구호재단에 전달했다. 노동조합도

자리였다. 그동안 신규 딜러망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법인은

구호품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왔다. 재단에서는 멕시코 재난에 대해

이 자리에서 올 여름 새로 영입한 Machinery Source사를 중서부 일리노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멕시코법

이 주의 공식딜러로 런칭하여 영업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날 행

인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다. 지난 9월 27일 경상남도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 ‘미혼모 및 다문화가정 젖병 소독기’ 기증식을 열고 총 120세대에 젖병소독기
를 기증했다. 또 전국 사업장 일대 복지시설을 찾아 한가위 맞이 떡 나눔 봉사활동도 시행했다.

사에 참여한 딜러들은 XF6300과 KF5600 등 신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영업력 강화에 대한 결의도 다졌다. 향후 미주법인은 다양한 딜러 초
청행사를 통해 멤버십을 강화해 목표달성 의지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Open House event in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

HYUNDAI WIA MEXICO delivers relief supplies for
earthquake victims

On September 13th and 14th,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
held an Open House event in Itasca, USA. The major dealers from Hillary,
Capital Equipment, Geoteck, and Sussex Tool have attended the event and
strengthene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each other.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 has been striving to strengthen
its new dealer network corporation and in order to boost its sales; the
company has chosen a newly recruited company called ‘Machinery
Source’, which will launch as an official dealer in Midwest Illinois.
The dealers showed great interest in XF6300 and KF5600, the new
brand models, and decided to strengthen their sales.
Furthermore, the company will strengthen its commitment to achieve
its goal by enhancing its membership through holding dealers invitation
events.

On September 19th, HYUNDAI WIA MEXICO delivered relief supplies and
raised funds to help the victims who suffered earthquakes in Southern
Mexico. The company received the voluntary.
After a week of voluntary fundraising activities and receiving relief
supplies, HYUNDAI WIA MEXICO delivered about 500,000 worth of relief
items to the Mexico Relief Foundation on September 29th. The Foundation
thanked the company for its active support for the disaster. Meanwhile,
HYUDNAI WIA MEXICO plans to run various activitie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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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미혼모 및 다문화가정
젖병 소독기’ 기증식을 열고 총 120세대에 젖병소독기를 기증했다. 창원 지
역 내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이 대상이다. 기증식에
는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승해경 센터장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경 팀장, 현대위아 공작기계제어개선팀 박기협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설
계개선팀 정주곤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병 소독기는 시중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고급형 모델로 살균·건조·탈취
기능이 있어 손쉽게 젖병을 관리할 수 있다.
젖병 소독기 구입 금액은 전액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인 ‘1% 기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같은 날,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한가위 떡
나누기 행사도 가졌다. 전국에 위치한 24개 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떡을

우리 회사는 창원 지역 내의 많은 미혼모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를

나누었다. 각 지역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봉사자로 나서 노인, 아동, 장애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면역력

인 등 소외계층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젖병인 만큼, 이를 위생

도왔다.

W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젖병 소독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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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과정에 대해
말하기
번번이 그러는 거 같지만 오늘은 이번 호 주제인 ‘결실’보다는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과정 없는 결실이 있던가. 과정을 빼
고 결실에 대해 말하기는 불가능하거니와 그런 시도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거나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아무 소용없다’
는 식의 결과지상주의에 발목 잡힐 우려가 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고에 젖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과정’을 ‘좋은 결과’ 없이는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인색하다. 균형을 위해서라도 과정에 대해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목표나 목적은 삶을 구동시킨다. 무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필사적으
로 살게 된다. 다만 그 목표에 다가가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앞으로의 과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과정을 빼고 결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기둥 없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각각을 잘 조합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건축물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 과정 없이 결과를 내려는 건 허공에 건물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중부양 건축공법이란 게 있으면 모를까, 불가
능한 얘기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결실에 이르는 방법(전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명한 스포츠 영화 한 편을 볼까 한다. <머니볼>.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다. 스포츠 영화만큼 과정과 결과가 뚜렷한 이야기 구조를 갖는 장르도 없
다. 주인공(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과감한 시도를 하고 마침내 어떤 성취에 이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인간 승리 드라마.

그런 발상의 전환이
머니볼 야구의 묘인 것이다.

타율보다 출루율
실화를 바탕으로 한 <머니볼>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난한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스타급 선수 셋을 돈 많은 구단에 뺏긴 뒤 대체 선수
를 물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난항이다. 실력 있는 선수가 좀처럼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런 선수가 있다 해도 비싸서 못 데려오고, 몸값
을 감당할 만한 선수는 눈에 차지 않는다. 야구계 생활 수십 년 경력을 강조하는 스카우터들은 후보군을 품평하면서 기록이 별로인데도 타격 소리가
경쾌하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자질이 보이는데도 애인이 못 생겼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애인이 못 생겼다는 건 자신감이 부족한 증거라나. 사공이 많
으면 배는 산으로도 못 간다.
그러던 중 단장 빌리 빈(브래드 피트)이 ‘부단장’이라며 데려온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 사회초년생 피터 브랜드(요나 힐)는 “팀이 이기려면 타율보다
출루율이 중요하다”며 부상을 입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사생활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출루율이 높은 선수들을 영입 대상으로 거론한다. 야구는 공을
쳐내는 선수보다 볼넷으로든 데드볼로든 진루를 하는 선수가 득점에 도움이 된다(이게 ‘머니볼 이론’의 요점이다)는 것이다. 그러니 출루율만 높다면
다른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이런 선수들은 나이, 외모, 성격, 폼 등등 다른 그 무엇들 때문에 몸값까지 낮다. 이들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자원 아
닌가. 피터는 이렇게 과소평가된 덕에 저가매수가 가능한 선수들을 조합해 팀의 승리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만한 전략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특단의 한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의 완벽한 수단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려지만 거기에
는 우리가 활용할 만한 대안이 많지 않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상황처럼 그런 수단·방법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해도 우리 수준에서 넘볼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선택 가능한 방안들은 정작 이런저런 점 때문에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각각을 잘 조합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발상의 전환이 머니볼 야구의 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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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야구에 대입하자면
우리 삶도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며
팀플레이일 것이다.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서 대체로 산수(단순연산)에 가까운 방법을 생각
한다. 3이 있는 상황에서 10 이상을 만들어야 할 때 7 이상의 한 가지 수를 더하는 방법만 찾는 식으로. 그렇게 한두 가지 확실
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소수의 특출 난 인재를 기용해 집단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록과
상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팀플레이에 가깝고 우리 대부분은 보통 사람이다. 그럴수록 ‘산수’보다는 다소 번거로운 ‘수학’
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편견을 버려야 가능하다. <머니볼>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좋은 신입사원을 뽑고, 평사원 때 일 잘하던 사람을 관리자로 앉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펙 좋은 사람이 별 성과를 내지 못
하고, 현장 업무에 출중했던 사람에게 맡겨놓은 팀이 어느 때보다 빌빌거린다. 입사 전 스펙과 입사 후 업무 능력, 평사원으로
서의 개인기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그 각각이 거의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대 사례도 많다. 신입 땐 어떻게 입사했나 싶

영화 <머니볼>

회사에서 사람 쓰는 법은 대개 이렇다. 애초에 가급적 스펙(학벌과 외국어 실력은 기본이고 기왕이면 외모나 집안 따위까지)

을 정도였는데 어느새 개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고, 평사원일 땐 그저 그랬는데 관리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
선수 출신 단장 빌리는 두 극단을 달린 인물이다. 고교 선수 시절 유망주였던 그는 거액을 받고 뉴욕 메츠에 스카우트되지
만 메이저리그에 입성해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추락한다. 그러다 스카우터로 전향하고 나중에는 구단 관리자인 단
장으로서 미국 프로야구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긴다. <머니볼>은 그 기록의 ‘의미’에 관한 메타포다.
자신이 세운 기록에 대해 영화 속 빌리는 이렇게 말한다. “난 오랫동안 야구계에 몸담아왔어. 하지만 기록 따위엔 관심 없어.
챔피언십에도. 상처받기 쉽거든.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지면 모두가 유령 취급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이룬 모든 게
무의미해져.” 이후 애틀랜틱스가 챔피언십 출전의 문턱에서 패하자 ‘머니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다. 등을 보인 채 경
기장을 내려가는 선수들은 하나둘 유령처럼 사라진다.

빌리가 선수들에게 “야구는 과정(process)”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 조급해하거나, 개인기에 자신 있
다고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경기를 해나가라고 조언하는 대목이다. 인생을 야구에 대입하자면 우리 삶도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며 팀플레이일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는 생전 강연 자리에서

인생은
과정이다

야구를 인생에, 인생을 야구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즐긴 모양이다. <철학자 하일성의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라
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도 인생이 야구와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가보기 전에
는 성패를 논할 수 없는 것임을 역설한 바가 있다.
어떤 경우든 결과보다 과정의 비중이 크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 지금의 결과 역시 다른 일의 시작이나 과
정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도전도 가능하고, 재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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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올바른 과정과
달콤한 과실(果實)의
상관관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시간을 지배하는 자
내년을 기약하며...
계획한 일들이 열매를 맺는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 새해 초에 계획했던

탐스러운 과실을 얻기 위한 과정

버킷리스트들이 열매를 맺었거나 맺어가고 있으리라. 허나 여러 가지 사
정으로 인하여 새해에 계획한 일들이 진척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올 한해 본인이 계획한 일들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꽤나 슬픈 일
이다. 때문에 올해 그 과실을 맛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내
년에는 어떻게 탐스러운 과실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신의
버킷리스트들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세상
곳곳에 널려있다. 올 해 이루지 못한 꿈, 내년에는 이룰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들을 한 번 준비해 보았다.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한정적
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바쁜 현대인에게는 정
말 중요하다. 그에 대한 명언들도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이다. 출근을 하여 각종 업무를 해결하고 퇴근. 그리고 여러 약속
들을 챙기다보면 신년에 계획한 버킷리스트들의 결실을 맺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
용하여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
법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는 ‘다이어리’에 효율적으로 개인의 일정을 정리했었다. 허나, 이제
는 시대가 많이 변화했다.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
인의 일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버킷리스트
의 진행여부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일정정리에
대표적인 시스템은 네이버와 구글 캘린더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은 네이버라는 매체에 최적화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캘린더가 좀
더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네이버 캘린더의 경우 일정의 중요도도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 분단위로 일정을 쪼갤 수 있고 타인과 공유하는
캘린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효율적
인 시간 관리를 통해 여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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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지배하는 자
즐기는 자

기계를 입어라(Wearable)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건강의 중요
성을 이야기하고 다이어트를 권고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고 다이

게임과 현실의 융합되는 세상

어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다. 다이어트의 경우 37.4%의 대학생&직
힘든 일과를 마치고 즐기는 여가생활은 개인에게 활력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여가생활 중

장인이 실패한 목표(잡코리아와 알바몬 제공) 로 손을 꼽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해지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웨어러블(wearable) 기계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운동보조기구의

에서 대표적인 것인 ‘게임’인데 과거에는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을 통해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네오게임즈

역할을 하는 기계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샤오미社의 미밴드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웨
어러블 기계로 첫 선을 보였다. 미밴드1의 경우 시간기능도 아에 제거해버리고 단순한 기능

에서 런칭한 레알팜(Real Farm)이 그 주인공이다. 레알팜은 타이쿤 형식의 게임인데 농부가
되어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현실에서 직접 배송받아볼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상에서 직접 물을 주고, 농작물 관리를 해야 하며, 날씨 또한 지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만보기, 수면패턴체크 등)을 넣어 팔찌형식으로 출시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현재에
는 기능을 강화한 미밴드2가 시장에 선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가고 있다. 핸드폰과 연동하
여 알람, 전화 수신등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운동량 측정, 수면패턴, 심박수 등에 대해서 확인

변화한다. 변화를 즐기며 플레이하다보면 아이템을 모을 수 있고, 이 아이템을 통해 직접 농
작물을 수확하여 정말 실물 농작물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단순히 농사
를 짓는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과정을 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다보니 런칭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고가의 제품으로는 삼성의 갤럭시 기어 시리즈와 애플의 애플워치가 대표적인 웨어러블
상품이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업무를 위한 보조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핸드폰이 없더라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삼성에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직 후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5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5년차인 지금도 꾸준
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고 매출부문 10위권 내에 진입했을 정도
이니 그 인기를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헬스분야에 특화한 갤럭시 기어 핏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는데, 기어 핏은 미밴드에서 제공하
는 기능 및 SNS작동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건강을 비롯하여 다이어트에도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올바른 과정과 달콤한 과실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과실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중요하다. 과정을 생략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과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
[미밴드2는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한 기능등을 제공하
고 있다. (한화기준 약 2만 8천원)]

[삼성에서는 올해 기어핏2 프로를 런칭했다.
웨어러블 기계들은 날이 갈수록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다. 앞으로 이런 도움을 주는 도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가상현실이 보편화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전반에 녹아들게 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도구들은 그대들에게 널려있다. 미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더 탐스
러운 과실을 수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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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tory

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그 계단을 따라 20여 분 산행을 하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는

도시가 아니다.

곳, 바로 순천만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용산 전망대에 다다

정원이다.

갯벌, 갈대, 낙조가
황홀하다

른다. 해룡면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가 농주리 왕새우 양식
장 입구(농주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진입해도 갈 수 있다.

순천은 선암사, 송광사, 낙산읍성 등 문화여행지로도 인기가

용산전망대로 가기 전, 생태전시관에서 순천만의 생태를 미

많지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여행지로

리 살펴보고 가면 순천만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순

더 유명하다.

천만 해넘이 조망은 시간조절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방문 전 미

순천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니 뭐니 해도 S자 물길위

결실의 계절...
생태여행 일번지 순천만

로 떨어지는 낙조다. 해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수로가 S자로
흐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 위로 보이는 불그스레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칠면초 군락
은 물론 흑두루미, 재두루미, 청둥오리, 기러기, 저어새 등 140

않는 명소다.
갈대, 갯벌, S자 곡선 수로와 황홀한 일몰을 한꺼번에 감상

遠景

리 일몰시간을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매일의 일몰시간은

할 수 있는 명당은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에 있는 용산이라는 낮

여 종의 철새와 희귀조류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은 야산이다. 무진교와 갈대데크를 지나면 산책로 계단이 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육지인 듯 바다인 듯 드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

순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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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벌판이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쉴 새 없이 삶을 꾸려가고 있다.
노을 진 갯벌 사진의 정석이 되어버린 순천만. 순천을 동서로 나누는 동천이 흐르고 곱디고운 갯
벌이 드넓게 펼쳐진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S자 강물과 그 위로 떨어지는 황금빛 낙조, 가을의 상징인
갈대의 황홀한 어울림은 조물주의 인고가 느껴지는 최고의 결실이다.

01_순천만 S자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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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의 천국

이름도 생소하다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

교량동과 대대동,해룡면의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등에 걸쳐 있는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다. 국가정원이라는

순천만 갈대밭의 총 면적은 약 160만평에 달한다.

이름이 다소 생소하다. 2013년 전남 순천에서는 국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순천시 상사면에서 흘러 온 이사천의

제정원박람회가 열렸다. 440만 명이 다녀간 국제정

합수 지점부터 하구에 이르는 3㎞쯤의 물길 양 쪽이 죄다 갈대밭으로

원박람회장은 순천만정원으로 바뀌어 변함없이 축

뒤덮여 있다. 갈대 군락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갈대의 북

제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슬북슬한 씨앗 뭉치가 햇살의 기운에 따라 은빛 잿빛 금빛 등으로 채

정원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

색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다.

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중 국가

40.45km의 해안선에 둘러싸인 22.6㎢ 의 갯벌, 5.4㎢의 갈대밭 등

정원으로 처음 지정되는 곳이 바로 순천만정원이다.

28㎢의 하구 염습지와 갯벌로 이루어진 순천만 일대에 갈대밭만 무성

정원문화의 발상지가 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다. 멀리서 보면 갈대밭 일색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물

순천만정원은 한 번쯤 꼭 찾아야 될 정원의 명소다.

억새, 쑥부쟁이 등이 곳곳마다 크고 작은 무리를 이루어 자리 잡고 있

순천만정원은 남쪽에 자리한 순천만생태공원과

다. 그리고 하구의 갈대밭 저편에는 불그스레한 칠면초 군락지도 들어
서 있다.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다. 입장권 역시 따로 구입하
02_꿈의다리.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이다

는 것보다 통합권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또한 이곳은 흑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수 있다.

국제적인 희귀조이거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30종이 날아드는 곳으

순천만정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꿈의 다리’가 동

로 전 세계 습지 가운데 희귀 조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천을 가로지른다. 세계 최초의 물 위에 떠 있는 미술
관이다. 길이 175m로 외부는 오방색을 띠는 유리타
일 1만여 개를 붙였고, 내부에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

해돋이가 남다르다

들한테 받은 3인치 그림 14만 점이 빼곡히 걸려 있

화포해변

다.
세계정원은 각 나라별 특성과 환경에 따라 조성
된 세계 각국의 정원을 만나보는 공간이다. 화려한

순천만에 연접한 갯마을로 순천만의 넓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동으
03_순천호수공원은 순천만정원의 랜드마크다.

로는 여수시, 남으로는 고흥군, 서쪽으로 보성군과 해계를 이루는 곳

렌지나무가 꼭 식재되는 스페인정원, 튤립과 풍차의

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해변의 동굴은 여름철 주민들의 피서지로
활용되고 있다.
화포해변은 어느 해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갯가와 나란히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의 순수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화포해변 찾아가는 길 약도물길이 들고 나는 것은 벌교 앞바
다까지 탁 트인 전경을 쉽사리 조망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설레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 짜릿한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동해의 정동진, 추암, 간절곶 등과는 다르다.
동해의 해돋이는 어둠 속에서 황금빛을 쏘아내며 바다 위로 불쑥 솟
아오른다. 반면 화포해변의 해돋이는 두 단계를 거치며 세상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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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정원, 소박하지만 정감이 넘치는 독일정원, 오

조화가 아름다운 네덜란드정원, 덥고 습한 아열대
을 드러낸다. 먼저 사위가 칠흑처럼 어둔 새벽 바다 건너 산자락이 붉게 물든다. 그에 따라 물

기후를 이겨내기 위한 태국정원 등 정원과 함께하는

이 빠져나간 갯벌도 붉은 빛을 띤다. 이내 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

순천호수공원은 순천만정원의 랜드마크다. 6개의

세상은 환해지고 더 이상 해돋이를 기대하지 않게 될 즈음 해는 산 정상에서 고개를 내민

언덕과 호수, 호수를 가로지르는 데크까지 순천의

다. 이즈음 시계는 오전 8시를 훌쩍 넘어선다. 해가 늦게 뜨는 만큼 다른 곳보다 천천히 준비

지형을 그대로 축소해 담았다. 각 언덕마다 인재, 포

해서 길을 나서도 된다.

용, 성공과 명예, 성취, 사랑, 부부애의 뜻을 담고 있

별량면 학산리 화포마을 앞 해변으로 짱둥어, 새고막, 숭어, 맛조개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

어 차례로 오르며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좋다. 언

다. 겨울이면 흑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철새들이 몰려와 장관을 이루고, 일몰이

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순천만정원과 순천호수공원

아름답다. 주변에는 대대포구 갈대숲과 송광사, 선암사, 동화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암호,

의 각기 다른 풍경도 인상적이다.

W

고인돌공원 등 관광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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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모듈생산2부

구철환
기술사원

도전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꿈은 우리 생활의 버팀목이 되
고, 희망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우리 현대위아 직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리고 그 꿈 하나 하나가 모
여 만들어가는 현대위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매
일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동료가 있다. ‘기술명장’의
꿈을 안고 한발씩 나아가는 광주공장 모듈생산2부 구철환 기술사원, 오늘의 주인
공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회사에 입사한지 3년쯤 지나고 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서 점점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
도 느끼고 나태해져 갔어요. 사내 활동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도전이라는 건
저와는 거리가 멀었죠”
구철환 사원의 일상은 사내 ‘소그룹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스스로 다방
면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시키는 그룹 활동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한 것. 부서 동료들과 소통이 많아지
고 선배들을 통해 업무적인 노하우도 전수 받으며 매사에 능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제안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업무 효율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니 정말 뿌듯했
어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며 문제점을 찾고 의견을 모으다 보니 결
국에는 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죠. 혼자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 한 건 없어요”
구철환 사원이 속한 ‘디딤돌’ 소그룹은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며 사내 경진대회에서도 연달아 수상하
며 대표적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작업표준서’는 직원들이 오랜 시간

기술명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무한도전
구철환 사원 책상에 놓인 달력은 모든 칸이 빼꼭하게 채워져 있다. 업무 스케줄 외에도 각종 자격증 공부, 자기계발, 취미활동 일정들
로 가득하다
“지난 1월 목표로 세웠던 자격증 공부를 이제 거의 다 이뤘어요. 제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고 꼭 해내야 직성이 풀리
거든요. 광주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격증 취득이 쉽지가 않아서 주말에는 서울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기술명장의 꿈을 갖게 된 구철환 기술사원은 그 꿈에 다가서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
다. 관련 자격증 취득은 물론, 특허 출원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일에도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기술명장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에요. 앞으로 오랜 시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야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소그룹 활동과의 인연으로 더욱 빨리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죠.”
꿈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 지기 마련이다. 구철환 사원의 평범했던 일상도 꿈을 가지면서 도전으로 채워지
기 시작했다. 훗날 기술명장에 오른 구철환 사원의 성공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본다.
회사는 우리 동료들의 꿈과 도전이 모여 더욱 크게 성장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현대위아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W

쌓아온 설비 보전에 관한 업무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소중한 결과물로 기록되고 있다. 아마 훗날
더욱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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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추수감사일기,

올해 나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사원

뜨거운 여름날의 더위도 한 걸음 물러나고 어느덧 추수의 계절입니다.
벼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 추수와 수확의 계절, 여러분의 결실은 얼마나 되시나요?

나에게 보내는 편지

한 해를 시작하며 뿌렸던 씨앗들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연말을 맞기 전 여러분의 결실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17년 신입사원 교육 때, 6개월 후 하계수련대회에 달
원가기획팀 홍수지 사원

라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속엔
“진수야 지금쯤이면 넌 너가 원하던 식스팩을 뽐내며 해

나는야 화가가 될테야

변을 누비고 있겠구나!”라는 편지내용이 동봉되어 있었
습니다. 편지를 읽은 지금, 6개월 후 나에게 다시 편지를

예전부터 그림그리는걸 좋아해서 정식으로 미술을 배워보고

쓰려고 합니다. ‘Ctrl C, Ctrl V….’

싶었습니다. 그래서 4달전부터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퇴근 후

법무팀 형정우 사원

에 학생들과 함께 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지

꾸준히 하기

만 부쩍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고, 주변 사람들에
게 제가 그린 작품들도 선물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차네요 :)

올해 많은 다짐을 했지만, 가장 꾸준히 하고 있는건 '독서'입니다. 처음에
는 동기들과의 내기로 시작 되었으나, 이제는 어디가서 어엿한 취미로 말

차량부품생산기술팀 박성모 사원

할 수 있을만큼 능동적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
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네요. SNS를
통해서 독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입니다.

내 집 마련의 첫 걸음, 저축

부수적으로 친구와의 내기를 한 것이 '필사'입니다. 현재 채식주의자(한강)

푸른 꿈을 안고 입사한 현대위아! 가장 처음 세운 목표는 내

을 따라적고 있는데, 이 또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오롯이 한 권을

집 마련이었어요. 연 3000만원 모으기를 목표로 적금을 들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었죠. 순간순간 적금 해지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위기도 있

기계해석팀 김형섭 연구원

올해 이루고자 했던 3가지

었지만 꾹 참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목표 금액의 2/3를 달성
했네요. 연말까지 올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뿌
듯하고, 차곡차곡 모아 마침내는 최종 목표인 내 집 마련이

총무팀 이재학 사원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실도 이뤄내고 말겁니다!
올해 만 30세가 되며, 20대때의 반성을 거울삼아 제 스스로의 역량을 닦아

지난 6월, 가족사랑휴가를 통해 제주 한라산을 오른 뒤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1. 독서 2. 테니스. 3. 영어공부. 4. 재테크 공부 5. 많은 여행
1) 현재 올해 독서는 9권정도 하였습니다.
2) 테니스를 3달째 배우며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운영팀 이건희 사원

다이어트는 평생 진행중

때마침 DMZ 트레일러닝 대회가 9월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참가 신청을 하였죠. 50Km 코스를 숲 속에서
달리다보니 자연의 위대함과 나라는 존재를 돌아볼 수

3) 영어회화 공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단어만 외우고 있네요.

올해 1월 79kg를 넘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생생함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4) 나름대로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동 못지 않게, 식이조절이 중요하다고 느껴 운동과 함께

여유를 느끼고 싶습니다.

5) 일년에 5번 이상은 집에서 떠나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식이 조절을 하여 5월까지 6kg 감량하였습니다.

배울게 많은 30대의 시작입니다. 영어공부는 차근차근 하고있고 12월부터는

하지만, 5월 말 발목을 다쳐 운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였

학원을 다니려고합니다. 1,2,4 번 항목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워

음에도 꾸준한 식이요법으로 현재 2킬로 감량해서 보람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보낼 예정입니다.

느낍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이니, 발목도 거의 다 나은 지금
인바디에 나온 것처럼 꾸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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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지금까지 나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성공적이었던 부분의 비결은 무엇인가?
40%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성실함과 열정

72%

Fructification
앞으로 남은 3개월,
올해의 마지막
역전은?

18%

힘들 때 격려가 되는 주변의 응원과 도움

8%

정교한 계획으로 실패 확률 최소화

28%

18%
13%

내가 달성할만한 적절한 목표설정

YES NO

타고난 운과 적절한 타이밍

3%

기타

그렇지 않았던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축구의 연장전 결승골, 야구의 9회말 투아웃 만루홈런.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전승의 짜릿함은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주죠.
수많은 유혹에 져버린
의지 박약

역전승을 만들어낸 어느 야구팀 감독은 대역전승의 비결로
'막판 집중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37%

물흐르듯 보낸
시간 활용의
부족함

2017년 올해가 가기 전 남은 3개월,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기 좋은

역전승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2%
13%

35%

시점입니다.

결정력과 추진력의 부족,
아직 시작도 못했다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내 목표는 뒷전이
되기 마련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올해 목표 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행

영어점수 취득

자격증
전문성 독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내 집 장만 적금

다이어트 행복 찾기

즐겁게 일하기

새로운 환경의 적응

금연

취미생활

후배 양성
업무 미루지 않기

주위 사람과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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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역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다

화 내지 않기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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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

용두사미, 거창한
목표와 흐지부지한
계획의 콜라보

43%

누가 뭐라 해도 고정적인 시간을 확보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16%
21%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 체력부터 보강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매일 목표달성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메모하겠다
주변에 다 말해 타의에 의해서라도 실천하겠다

0%
18%

이미 이번 해는 글렀다. 다음 해를 역전으로 삼겠다
기타

2%

사내강사 자격 인증
39

WIA Story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강소기업
동명산업기계의 탄생

국내 최초라는 자부심으로
동명산업기계의 경쟁 상대는 국내가 아닌 독일과 일본 등 프레스기

유압 프레스 기술적 리더, 유압 프레스 전문 메이커,

동명산업기계주식회사

동명산업기계는 옛 동명목재 계열사인 동명중공업이 모태라고 할

선진국 업체이다. 이미 일본은 제쳤고, 독일기업과 겨루고 있고 세계

수 있다. 최 대표는 동명중공업이 두산에 매각될 당시 프레스 사업 부

유명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구조물과 전자기기에 동명이 만든 프레스

문에서 독립해 나왔다. 연구소에 있었던 그는 기술 하나만 믿고 동료 8

기로 제작한 부품들이 장착된다

명과 뜻을 모아, 동명산업기계를 설립했다. 설립 자본금은 동료들이 퇴

동명산업기계가 만든 프레스기로 만든 제품들은 현재 차량 대시, 교

직금을 모으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마련했지만, 분명한 미래가

량용 상판 철제받침틀. 대형선박 선미·선수 구조물, 전자제품 등 자동

있다는 믿음으로 의기투합했다.

차·조선·건설·전자·철강 소재 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내곡리. 번듯한 공단도 아닌 외진 곳이지만 이곳에는 독일·일본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강소(强小)기업이

최인우 대표는 “막상 회사를 차렸지만 규모도 작고 실적이 없는 터

있다. 바로 동명산업기계(대표이사 최인우)가 그 주인공. 동명산업기계는 대형 프레스기 전문제조업체다. 최대 1만t급 프레스기를 생

라 시장의 인증받기가 어려워 대기업 무역회사를 통해 영업을 했다”며

산해 이미 국내에서는 최고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다.

다. 모두 정밀도와 내구성 등이 필수인 부품으로, 그만큼 동명의 프레
스기 제작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품이 하나둘 출시되고 고객들의 좋은 평가가 쌓이면서 프레

프레스기 제작은 거의 모두 주문제작으로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대

스기 시장에서 ‘동명이 만들면 확실하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부분 제품이 국내 최초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검증이나 비교 대상이 없

고 말했다.

어 부담감도 만만찮다. 수주에서 출고까지는 길게 1년가량 소요된다. 설
계에서 제작, 또 현지 세팅에서 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동명산업기계는 현재 연 20여 대의 프레스기를 생산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적은 수량이지만 대당 가격이 20억원에 가까워 중소기업 매출
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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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산업기계의 ‘프레스기 풀 라인업’ |
내 시장은 물론, 일본 및 해외 시장으로 역수출하는 데 이르렀다.
이처럼 동명산업기계는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2003년 일본의 NEAGARI社에 MASK FORMING PRESS와 HEAT CONTROL SYSTEM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2005년에는 일본의 SUMITOMO社에 TWIST COINNING PRESS를 제작 납품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 기술의 응용 분야로는
냉,열간 단조 PRESS, 자동차 내장부품 소재 성형용 GMT PRESS, 대형아파트 인조대리석을 성형하는 SMC, BMC, HOT PRESS, 텔레비전 및 컴퓨터의
SHADOW MASK를 성형하는 고정도 PRESS 등 현재 주요산업 현장의 핵심설비를 개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W

| 주요 납품 국가 |
01. 자동차 분야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는 차량 경량화, 고강성, 고내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차량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Press다. 동명산업기계는 Hot Stamping

02. 조선/플랜트 분야
Ram Traveling Press는 조선, 플랜트에 많이 사용되며 특
히 선박 외판의 만곡 성형 철판 교정 작업 등에 사용된다.

Press, GMT Press, SMC/BMC Press, Cold Forging Press 등을 제작 및 생산
을 하고 있다. 특히, HOT STAMPING PRESS의 경우 우리 회사의 ODM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스페인, 체코, 중국 등 납품을 하
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COSMA INTERNATIONAL MAGANA社 등이 있다.

가성비 최고
Made in 동명산업기계

독자 기술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동명산업기계가 중점 제작하고 있는 프레스기는 ‘핫 스템핑 프

동명산업기계는 동명중공업의 프레스 제작 시스템을 모태로 개선,

레스기’다. 말 그대로 벌겋게 달궈져 사출되는 강철에 압력을 가하는

개발된 최적의 독자적인 프레스의 제작 시스템을 구현하여 완벽에 가

프레스기로 자동차 고강도 대시 제작용으로 쓰이고 있다.

까운 품질, 납기, 원가, 서비스 등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제품을 생산하

최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기종이다. 철

고 있다.

강재 강국인 일본에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기술요구 수준이

독일, 일본에서 수입되던 고정밀 프레스의 핵심 기술인 고정도 유압

높은 제품이다”며 “프레스뿐 아니라 열처리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

실린더의 제작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 등록(0554475호)을

어 외국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리

현재 이 프레스기는 우리 회사의 ODM 생산으로 다국적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마그나를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등지의 마그나 협력
사에 설치되고 있다.
동명 산업기계의 제품은 가격이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인 반면, 성능
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돼 수주가 가능했으며 기술력에 관한 한
자신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개척도 추진 중이다.
SERVO 밸브 및 전자비례 밸브를 이용한 궤환제어 시스템을 도입하
여 HMI(Human Machine Interface)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생산현장의
자동화 및 이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2005년 11월에는 SCRAP SHEAR M/C을 개발 완료했다.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였던 SCRAP SHEAR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 국

03. 중장비 분야
중장비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Deep Drawing
Press는 STRAIGHT SIDE FRAME형으로서 높은

04. 건설 분야(내/외장재)
SMC/BMC Press, LFT Press는 건설 내/외장재에 가
공에 적합하다.

05. 금형 분야
Die Spotting Press, Try Out Press는 복잡하고 가
혹한 금형 단조 조건하에서 고강도와 높은 정밀도를

정밀도와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완벽히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다양

자동차·전기기기·주방기구 등의 심교가공(深絞

한 금형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加工)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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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2017+10

책

공연

넥스트 모바일

라틴어 수업

자율주행혁명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자 문제작 무
인 자동차 | 3년 후, 미래 산업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통찰을 제시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기술을 명
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설명해나간다.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혁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오랫동안 판타지 세
상에만 가둬놓았던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트리고 있다. 특히 딥러닝이
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시각 기능을 선
사함으로써 사물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자동차 기업과 정책 수립자들이 이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미래의 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완
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이 자율주행 자동
차는 도로를 점령할 것이다. 저자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자율
주행 자동차의 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연극

연극

[서울] 뮤지컬 <서편제>

[서울] 콘서트 <탱고 파이어> 오리지널 내한

[광주] 가족뮤지컬 <렛잇고2>

진정한 소리꾼의 길을 쫓는 유봉은 어린 딸 송화와
의붓 남동생 동호를 데리고 유랑한다. 소리를 놀이
삼아, 친구 삼아 소리 길을 다니며 서로 마음을 나
누는 송화와 동호. 그러나 동호는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 책임으로 생각하며 그를 증오하다 결국 자
신만의 소리를 찾아 떠난다. 아버지 곁에 남은 송
화는 떠난 동호가 그리워 소리 정진에 집중하지 못
한다. 그런 그녀의 소리를 위해 유봉은 송화의 두
눈을 멀게 한다. 50년 후 각자의 소리인생을 살던
송화와 동호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

남미의 뜨거운 열정이 녹아있는 아르헨티나 오리
지널 탱고 프러덕션 <탱고 파이어>가 찾아온다!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함, 세계 최정상급 댄
서들의 매혹적인 기술과 연기가 우아하고 관능적
인 무대를 만들어낸다.1부는 1920~50년대의 부
에노스 아이레스 히스토리 여행, 2부에서는 댄서들
의 관능적이고 새련된 고유의 스타일이 펼쳐진다.
공연을 이끌어가는 열 명의 무용수들은 세계를 무
대로 하는 각종 탱고 대회에서의 우승은 물론 발레
와 재즈, 아크로바틱 기술까지 섭렵해 탱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온 세상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엘사, 월드스타 엘
사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은 공주님들, 신데렐라, 백
설공주, 인어공주는 뜻하지 않게 엘사의 마법으로
모두 얼어버린다! 설상가상 갑자기 사라져버린 엘
사를 구하기 위해 안나는 겨울왕국으로 모험을 떠
나는데, 안나는 과연 엘사의 마법을 풀고 공주님들
을 구할 수 있을까? 발레와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패밀리 페스티벌!

공연기간 2017년08월30일(수) ~ 10월21일(토)
공연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티켓정가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관람등급 만7세이상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관람시간 150분

공연기간 2017년10월27일(금) ~ 10월29일(일)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정가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미취학아동 입장 불가)
관람시간 95분

공연기간 2017년10월28일(토) ~ 10월29일(일)
공연장소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티켓정가 VIP석 55,000원, R석 44,000원
S석 33,000원
관람등급 24개월 이상
관람시간 65분

한동일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06월 30일 출간

호드 립슨, 멜바 컬만 지음 | 박세연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04월 15일 출간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선선한 가을바람에 아침 저녁이면 옷을 여미게 되는 계절입니다. 쓸쓸한 날씨 따라 감수성이 촉촉해지는 계절, 주말을 더욱 알
차게 만들어줄 문화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맛집탐방이 지겨우시다면 다양한 문화생활로 마음의 양식까지 함께 쌓아보세요.

라틴어 수업은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
나(Rota Romana) 변호사이자 가톨릭 사제인 한동일 교수가 대학가에
서 진행했던 '초급·중급 라틴어'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여 엮은 책이다.
저자의 강의는 단순한 어학 수업에 그치지 않고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
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제도, 법, 종교
등을 포함해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또한 저
자의 경험, 관계, 일상에서의 성찰과 함께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화두
들이 함께 녹아 있어 단순한 라틴어 강의가 아닌 종합 인문 교양 수업
에 가깝다.
한 예로, 라틴어 ‘도 우트 데스(Do ut Des)’는 ‘네가 주면 나도 준다’라는
뜻으로 로마법의 채권 계약에서 나온 법률적 개념이지만 저자는 이 말
을 통해 과거 로마법상 계약의 기준이 되는 네 가지 도식에서부터 유
럽의 세속주의와 상호주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나아가
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이 개념이 왜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40%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20~30%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40%

할인

의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중요한지 설명한다.
이처럼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화두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단초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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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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팀이 간다!

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임직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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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소그룹'에서 활동하며 사내 경진대회에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서 잇달아 수상했으며, 기술명장을 향해 무한도
전하고 있는 직원의 이름은?
모듈생산2부  기술사원

지난호 정답
1. 문진성 이지웅

2. 이철규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홍보팀이 간다' 시리즈는 핵심정보와 꿀팁,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대 상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구철환 / 모듈생산2부
2. '희망을 쏘다' 코너에서 「채식주의자」 (한강) 라
는 책을 필사하고 있다고 밝힌 직원의 이름은?
법무팀  사원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안국준 / 기계품질보증팀
한병선 / 통합구매팀

제보방법

현대위아와 관련된 소재 중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밝은 소식들
1. 보내실 곳 : 이메일 및 엠플러스 (홍보팀 고성호 사원 앞),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2. 보내실 내용 : 소재의 대상, 추천사유,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 등

우수한 소재를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문성 / 공작기계품질관리팀
박종훈 / 연구개발지원팀
손기범 / 시설동력팀

Notice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1.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탈퇴하기
-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활용 일괄 탈퇴 가능
2. 택배 박스 버릴 때 개인정보 기재된 부문 제거 후 버리기
3. PC방에서 개인정보 사용하지 않기 혹은 사용 후 흔적 삭제하기
4. 가정용 PC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 사용 및 업데이트 자동설정 하기
5. 공인인증서는 PC 내장하드가 아닌 이동저장매체(USB)에 보관하기
6. 비밀번호는 주기적(최소 3개월)으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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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이 간다 1편

홍보팀이 간다 2편

홍보팀이 간다 3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삼시세끼>

<안전한 내일,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결실
제 아무리 형편없는 경기일지라도 언제든지 마지막 반전의 기회는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
- 요기 베라(前 뉴욕 양키스 포수, 1925~2015) -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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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