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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WE'RE Intro

“성장은 여전히 희생이 있을 때 이뤄집니다.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성장의 조건
우리는 살면서 놀라운 승리를 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에서 시작됐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

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원가

기적을 쓰지 못한다면 투자기관은 지

는 간절함으로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팀의 승리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희

에 빠진 뉴욕시는 시의 지출을 모조

상승과 생산 효율성 저하도 복합적으

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과 채권을

조직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

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 삭감했습니다. 여기엔 공무원들의

로 작용하며 시장과 주주들에게도 심

매도할 것이고, 이는 곧 냉정한 평가

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 걸

급여를 포함, 복지예산도 꽤 깎였는

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됨을 의

음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쯤

미합니다.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

종 마주하곤 합니다. 가깝게는 2018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우리나라 축

희생, 함께 성장하다

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은 1무 1패라는

이렇듯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태였습

하는 일에서의 성장은 ‘희생’에서 시

니다. 반면 상대는 명실공히 세계랭

작되곤 합니다. 이는 경영에서도 마

킹 1위, 최강 독일이었습니다. 그러

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인

나 결과는 전 세계인의 예상을 완전

뉴욕(NewYork)이 망한 경험이 있는

히 깨트렸습니다.

도시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불과

우리나라가 최강 독일을 꺾은 비결

데 뉴욕시민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

우리는 결국 지난 상반기까지 또다

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시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라

의 희생 덕에 뉴욕은 지금의 모습을

는 기업 유지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해 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산업 모

시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자신의 몫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을 양보하며 뉴욕을 되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어려움보

두 글로벌 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경

우리 회사는 올해 완전히 새로운

쟁은 심화해 원가경쟁력은 지속적으

마음가짐을 위해 ‘Experience The

성장은 여전히 희생이 있을 때 이

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New Technology’라는 슬로건을 내

뤄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동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회사는

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늘

세웠습니다. WIA의 의미도 새롭게

력을 찾고 이를 확실한 우리 회사의

50년밖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뉴욕

1975년의 뉴욕의 모습을 떠오르게

어 회사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수

정립했습니다. 사업적 측면에서도 스

미래 사업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많은 언

은 1975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현대자동차그

익성은 계속 나빠지는 등 악순환의

마트팩토리와 로봇을 중심으로 4차

모든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뛰

론은 ‘희생’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독

지 못하고, 방만하게 도시를 경영하

룹 편입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

고리를 돌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고, 새

어야 합니다. 90분 동안 110km를 넘

일전에서 한국 선수들은 말 그대로

다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경찰력이

습니다. 1990년대 말 부도 이후, 처

보는 우리 회사의 모습도 부정적이긴

로운 엔진, 새로운 터보차저, AWD

게 뛴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처럼 말

‘몸이 부서져라’ 뛰었습니다. 이는 기

부족해 범죄도시로 전락해 시내 중심

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기업경영

매 한가지입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우

풀-라인업 등 차세대 파워트레인 부

이죠. 혼자라면 그렇게 달릴 수 없지

록으로도 증명됩니다. FIFA의 자료

가에서 조차 강도가 판을 쳤습니다.

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내외 경

리 회사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품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해외 완성차

만, 함께 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를 보면, 독일전에서 우리나라 선수

그 이름도 유명한 ‘할렘’이 등장한 것

영환경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으며,

업체와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14명(교체선수 포함)은 총 118km의

도 이 때입니다. 이런 뉴욕이 지금의

벌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

주가는 모두가 체감하듯 2014년 이후

니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 거리는 월드

뉴욕으로 변화할 수 있던 것은, 뉴욕

에 완성차도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

6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컵 조별예선에서 가장 많이 뛴 기록

시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의 ‘희생’

고 있습니다. 환율도 우리를 향해 웃

4

부도 이후, 첫 적자

체질개선에 실패하고, 우리가 새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2년 연속 적자만은 벗어나 ‘생존’이라
5

다, 내일의 이득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으니
까요. W

WE'RE Talking

WE'RE Talking

WE'RE 긍정의 언어

아름다운
내일 만들기
신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상력’.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다름 아닌 상상
력.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수렵과 채집의 삶에
서 농경 사회로 성장할 수 있던 것도, 21세기의 인류가 지구 밖
으로 떠날 수 있는 것도 모두 오롯이 상상력의 덕.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는 “상상력을 발휘한 사피엔스
가 다른 종을 물리치고 지구의 승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는 상상력으로 만든 개념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무엇보다
돈이 그렇고, 제국이 그러하며, 종교가 그렇다. 이 모두는 우리
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다. 상상력도 사랑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신산스러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타인에 고통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다.
상상력과 사랑은 우리를 지탱하며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한
다. 소설가 박완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업적과 소유를 저 세상
에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랑의 기억만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칠흑 같은
이승의 어둠에 한줄기 빛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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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사랑의 부재

WE'RE Looking

WE'RE Sharing

사랑이 바꾼다

사랑 없는 상상의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 슬프게

결국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인류가 끊임없이 생존

도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범죄에서 종종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하고는 한다. 이들의 범죄에 사랑은 없다. 그저 상상력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은 구의역의 수리공을

만 남아있을 뿐이다. 범죄의 대상이 내뱉는 비명과 탄

기억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수리공을 제 자식처럼

식에서 이들의 상상력은 고통을 떠올리지 못한다. 사랑

여기며 슬퍼했다. 생면부지의 청년을 향해 추모의 물결

의 감정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끔

은 길게 이어졌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청

찍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년의 슬픔을 상상한 덕이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 또한 종종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이 짙은 사랑의 상상은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끌

점이다.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은 바로 군대다. 군대 내

고 간다. 실제 구의역 수리공을 향한 애도의 물결은, 환

의 구타, 욕설, 가혹행위로 이어진 가혹행위는 최근에

경과 제도의 변화를 끌어냈다.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

와서야 겨우 사그라드는 중이다. 대다수는 그저 자신의

부터 4호선까지 120개역 승강장 안전문에 레이저 센서

안위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것의 잘못을 알면서 그대로

를 달아, 장애물을 감시하고, 고정문 형태인 안전문을

대물림 해왔다.

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명백히 사랑 없는 상상력의 유산이다. 부조리가

승강장 안전문의 외주 정비원들은 모두 직영으로 전환

부조리로 남는 것,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

하고, 인력도 대폭 확대됐다. 물론 척박한 21세기의 대

을 상상하지 못한 결과다. ‘나 혼자 착한 척 해서 뭐해’ ‘가

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기

혹행위 없이 군기가 잡힐까’ ‘결국 나만 힘들어 질거야’라

란 사치에 가깝지만 말이다.

는 상상의 수레바퀴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다. 그저 자신 만을 위한 이기심만 있을 뿐이다.

사랑을 표현하라

가지다. 나의 동료, 나의 선배, 후배 등 관계를 가지는
모두에게 긍정의 언어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가까운 관

지금 우리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가까운 이들과의

계라고 하더라도, 거친 언어로 상대를 대하면 결국 관계

관계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 관계가 있는 곳에

는 끊어지고 만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관계는 악화되

사랑이 움트며, 관계의 지속으로 사랑은 꽃을 피운다.

기 일쑤다. 이렇게 망가진 관계에는 사랑도 상상력도 작

꽃이 아름다운 색과 향기로 세상을 물들이듯, 사랑 위에

용할 수 없다.

피어난 우리의 상상력은 다시 더 나은 내일의 자양분이
된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도 함

어떤 미래를 만들까

께 커진다. 그저 가끔 인사나 하는 동료보다, 바로 옆자
리의 동료의 슬픔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의 말미에 빅데이터가 지

일이니까. 시인 김춘수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배하는 암울한 미래상을 그린다. 그는 “빅데이터에 기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한 것처럼, 우

반을 둔 수많은 알고리즘이 세상의 조종간을 잡는다. 알

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은 피어나기 시작한다.

고리즘이 내놓는 결과가 지고의 가치가 되고, 인간 중

하지만 그저 ‘알고 지낸다’로는 사랑은 조금도 발전하

심의 세계관은 사라진다”며 “우리는 엔지니어에서 칩으

지 못한다. 시인 정유찬은 <행복한 여운>에서 “사랑은

로, 다음에는 데이터로 전락할 것이고, 결국 세차게 흐

표현하지 않으면 환상”이라고 했다. 끊임없이 사랑과

르는 강물에 빠진 흙덩이처럼 데이터 급류에 휩쓸려 흩

관심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라야 비로소 관계는 발전할

어질 것이다”고 예측했다.
하라리가 그린 미래에 사랑과 상상력은 없다. 신이 우

수 있다.

8

칭찬과 격려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연인이 아닌 상대

리에게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가 없다면, 결국

에게 사랑을 담는 가장 좋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어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자녀가 실수를 반복할 때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며,

동료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말해야 하는 것은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회사에서도 마찬

이 때문이다. 그것이 칭찬이든 격려든 말이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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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개최

기술 꿈나무 육성에 기여

WE'RE Looking

- 8월 30일 창원 본사에서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개최
- 창원공업고등학교 학생 대상 공장 견학·기술 교육 진행
- 기술인재 육성에 힘 보태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던 분야를 직접 산업 현장에 와서 경험하니 매우 의
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졸업 후 진로를 위해 어느
부분을 더욱 노력해야 할지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습
니다.
이어 회사의 주요 생산 제품의 제작 과정을 학
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창원1공장과 창원3공장을 방문, XF6300
등 주요 공작기계와 등속조인트(CVJ·AWD시스템
(PTU) 등 자동차 부품의 생산 전 과정을 둘러 봤습니
다. 각 파트마다 담당 전문가들을 배치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는 매 해 정기적으로 개최
되어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습니다. 우리 회사는 예비 기술인인 고등학생들의 진
로 결정을 돕는 동시에 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국내외 기술인재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W

지난 8월 30일 창원 본사에서 기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3
회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술 인재를 꿈꾸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고 기계 기술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우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공업고등학
교 학생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현업에서 기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멘토링 강의’가 진
행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등속생산부의 심재형 주임은 기술 직군 준비방법, 자기계발의 필요성, 회
사생활의 노하우와 인생 교훈 등을 1시간 가까이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의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NC 스쿨’도 이어졌습니다. NC스쿨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연습하는 공작기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 시연과 테스트를 진행해 학생들
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던 내용과 관심 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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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은 ‘자존심’이다.

우리 회사 공작기계의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들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부품검사반을 만나다.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업의 존재 이유다” 품질경영을 강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유명한 한 마디. 이 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매일 업무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대위아 공작
기계’의 품질을 시작하는 사람들. 12명의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부품검사반원들이다.
공작기계 품질관리팀은 부품검사반과 제품검사반으로 나뉜다. 부품검사반에서는 사내 정밀가공반에서
가공하는 부품의 3차원기 검사와 외주회사에서 가공해 들여오는 부품의 품질보증검사를 담당한다. 이 반
에서 품질 합격을 받은 부품만이 조립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조립이 다 끝난 후에는 제품검사반에서 다
시 한 번 품질 검사를 시행한다.
공작기계의 부품은 그 종류가 2만 가지가 넘는다. 품질검사반은 이 중 품질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가공
제품을 골라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되기에, 철저히 도면에 입각해 하나하나 체크한다. 이
부분, 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반의 소그룹 이름도 ‘CHECK’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하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추구하는 반. 화목한 분위기 덕인지 벽면 한 곳이 상장으로 빼곡할 만큼 성과도
좋다. 4년 전 이 반을 처음 맡아 그 성과의 중심에 서 있는 정운득 반장을 만나보자.

소그룹 활동 결과로 제작한 업무지식 책자
12

부품검사반에서는 모든 물품 정리가 체계화되어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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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그룹 활동으로 수상한 상장이 반 내에 빽빽한데요,

웃을 수 있도록 소소한 재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비결이 뭔가요

서 제일 긴 터널이 어디인지, 제일 오래된 절이 어디인지 이런

정 2016년부터 소그룹 ‘CHECK’를 시작한 이래로 상장을 놓
친 적이 없어요. 3정 5S 사례는 최우수상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

얘기를 나누면 업무 외적으로 하나라도 같이 얘기할 거리가 생
기곤 하죠.

은 금상을 받았어요. 비결은 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이겠죠. 모
든 사람이 100% 참여하고 매우 열정적이에요. 이왕 하는 것 제

4년간 소그룹 경진대회에서 'CHECK'가 수상한 상장들이 사무실 벽면에 빼곡하다.

정 고맙습니다. 반장이지만 오히려 반원들이 더 챙겨주는 느

인원들이 우리 반에 필요한 개선사항 하나씩 가져와 다 함께 공

낌이에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해주

유합니다. 공작기계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제 가

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운데 중요성, 시급성을 따져 한 가지를 선정하고 몇 달간 그 문

만 해줬으면 좋겠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

제 해결에 매진해요. 소그룹 활동의 주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원

들이기에 더 건강하게, 합심해서 최고의 부품검사반이 되었으면

가절감, 품질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크죠.

하는 바람입니다. W

Q. 소그룹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Q. 품질 업무를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의 신뢰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꾸준한 공부가

정 소그룹 활동이 쉬운건 아니에요. 소그룹원들 개인 시간도

정운득 반장 1984년 이 회사, 이 공장에 발을 처음 디뎠습니

중요합니다. 우리 반에서 쓰는 측정기 중 3차원기가 4대 있는데

내야 하고 제안활동, 자기계발, 교육 등 본인들의 노력이 없으면

다. 당시 공작기계 품질 요원이 없다 해서 ‘제가 맡아보겠습니

반원 모두가 측정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

성과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특정한 반원들만 계속 활

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 품질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면 아예 만질 수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동을 하게 되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어서, 1~2년에 걸쳐 멤버

분위기입니다. 당장 맡은 부분만 알아서는 품질 업무를 제대로

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반원 모두가 두루두루 함께 할 수

수행할 수 없죠.

있도록 운영하고 있죠.

Q. 공부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Q. 소그룹 활동에서 진행했던 대표 개선사례를 말해주세요

Q. 품질 업무의 매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정 사실 매력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죠. (웃음) 품질의 매력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후공정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니 이런 부
분이 뿌듯하고요. 고객들에게 품질 좋아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

정 우선 장기근속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인적 노하우를 다

정 XF6300 제품이 현재 정도가 제일 잘 나오는 기계로 유명하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후배·동료들에게 더 잘 전달

죠. 이 제품이 워낙 공차가 타이트하다 보니 생산 초기에 업체에

해주기 위해 지식공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 책자를 만

서 들여오는 부품도 불량이 많았어요. 전문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들어뒀어요. 반 내에 배치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기계나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었던 거죠. 4개월간 업체개

정 우리 반에서 검사했다고 해도 때론 후공정에서 문제가 발생

했죠. 또 첨단 장비를 다루려면 특정 기계의 매뉴얼을 보고 하나

발부터 시작해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내 가공 과 정 에

하기도 해요. 품질 불량을 놓쳐 클레임이 생기면 자존심이 상하

씩 숙지를 해둬야 하죠. 우리 반에서 쓰는 측정기의 경우 Zeiss

도 개선을 만들었죠. 2016년 했던 활동으로 당시 연말 대표 발표

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더욱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

사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정기적

도 했었고, 결과는 우수상이었지만 많은 현업에서 잘했다고 인정

다. 물론 생산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마냥 오래 검사를 할 수는

으로 받습니다.

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으니 굉장히 뿌듯하죠.

Q. 반 내에서 이뤄낸 개선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Q. 반원들과 특별한 소통 노하우가 있나요

며 인정받고,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보람이 있어요.

Q. 그렇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없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검사를 해
야 해, 다들 매우 집중력을 발휘하며 일하고 있죠.
또 어려운 점은, 저희 반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부품들을 검사하

정 이전에는 출장검사가 대부분이라 우리 반이 사무실을 사용

정 우리 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

기 때문에 협력사 관리도 해야 하고, 생산이나 연구소, 생산기술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불편한 점도 생기

을 것 같아요. 이런 반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에는 노하우라기 보

등 다른 부서와의 협업도 많다는 점이에요. 대내외적으로 신경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전에 3정 5S 정리정돈을 시작했습니

다 서로 친근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게 한 몫 하겠죠. 회식이

쓸 부분이 많은 점도 어려운 점일 수 있겠네요.

다. 측정기 등 모든 물품을 정 위치에 둬 ‘누가 어디서 쓰더라도

나 야유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매월 그 달 생일을 맞은 반원들

손이 한번만 가게끔 하자!’하는 취지로 노력했죠. 수납함 안에 물

생일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꼭 다 함께 즐길 수

품 모양대로 자른 스티로폼을 마련해 그 물건이 이 곳 아니면 안

있는 스크린 야구나 볼링 같은 운동활동을 해요. 건강 챙기기에

정 품질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검사한 제품에 대해 무한한 책

들어가게끔 하는 아이디어도 냈어요. 개선 후 업무 효율도 늘고

도 좋고 팀워크를 기르기에도 좋죠.

임감이 있어야 정확한 도면 해독과 검사를 할 수 있고, 후공정에

작업환경이 깨끗해지니 반원들 스트레스도 줄고 장점이 많았죠.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매일 오전 미팅 때 반원들이 한번이라도

Q. 품질 업무에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14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대로 하자는 의견이 잘 모아져 있어요.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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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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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원진선 사원

나에게 자기관리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이다.
공작기계제어설계팀 이현주 연구원

나에게
자기관리란
◀ 이다.

나에게 자기관리란
‘잘 먹는 것’이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끼니마다 차려먹기 귀
찮아, 대충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등 간
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도 있지만 내가 먹
는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요리
도 즐겨 하곤 합니다. 식재료를 챙겨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기 때
문입니다. 또한 저는 유행하는 맛집 탐방
도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은 음식은 레시
피를 찾아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 새우요리인 ‘감바스’를 만들
어먹었어요. 맛있는걸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요리와 잘 먹는
것을 통해 자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삭기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언젠가는 프리토킹, 언어 공부
몸짱을 꿈꾸며… 헬스
교양있는 지식인이 되리라, 독서

나에게 자기관리란
‘테니스’이다.
한번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테니스가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자 자

엔진품질보증팀 김동우 사원
저는 연초마다 ‘올해의 버킷리

나에게 자기관리란
'적금'이다.

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작년
겨울, 이태원의 어느 카페에서
재즈 공연을 본 후 드럼연주에
매력을 느낀 경험을 계기로 올

월 6만원씩 꾸준히 지출해 등록

해는 드럼을 배워보기로 다짐했

중인 헬스장. 이 곳에 방문하는

어요. 미루다가 드디어 드럼학원에 등록해 요즘은 매주 수요일 한 시

것이 평범하고도 유일한 저의 자

간씩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럼 스틱을 잡는 법부터 생

기관리입니다. 취미와 특기가 음

소했는데, 기본 박자연습을 거쳐 이제는 곡에 맞춰 연주도 할 수 있게

주인 저에게 이러한 평범한 관리

되었어요. 여러 곡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볼빨간 사춘기의

조차 없었다면 지금 제 몸은 평

‘여행’을 연주할 때 가장 큰 재미와 보람을 느꼈어요. 마음대로 쳐지지

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비트를 소화하고 배운 곡을 멋지

론 좋지 않은 쪽으로요.) 술을 좋

게 치게 될 때 쾌감이 큽니다. 빠른 비트의 곡은 연주하면서 흥도 나고

아하면서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며 자기관리를 한다는 말이 매우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사람들과의 술자리 역시 포기

드럼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수영, 클라이밍 배우기, 단편영화 시나

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즐거움이자 재미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

리오 써보기 등 버킷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생각입

해 적금을 들 듯, 저에게 식단관리와 지속적인 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니다. 일을 하면서 생활이 단조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고

것을 더 건강하게 오래 즐기기 위한 적금입니다!

싶은 것들을 써놓고 하나씩 배워가는 것을 생각하니 내년,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FA설계팀 권오성 사원

기계해석팀 이준희 연구원

나에게 자기관리란
‘새로운 모임 찾아가기’이다.

나에게 자기관리란
‘피아노 연주’이다.

사람마다 자기관리의 목표로 삼는 것들이 다

기관리 방법입니다. 테니스 공은 처음에 다

를 텐데요. 개인의 성장을 만들기도 하고 건강

루기가 어려워 제대로 치기도 어려운데요,

혼자 방에서 게임만 하게 되는 것 같아 선

흔히들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을 유지하는 비결, 때로는 성취감과 생활의 활

이제는 칠 때마다 쭉쭉 나아가는 저의 공을

배의 소개를 받아 ‘소모임’ 어플을 처음 접

알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니스 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플은 독서, 영어,

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제가 살아있

운동 등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직접 모임

그 말에 막연히 공감만 하고

음을 느끼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 있는 모임에 가입

있다가 저의 인생영화가 된

스스로 열심을 내기도 해요. 아직 배워야 할

할 수도 있는 모임 소개 플랫폼입니다. 들

‘라라랜드’를 보고 피아노 연

길이 멀지만, 실력과 체력을 갈고 닦아 언젠가는 큰 대회에서 시상식에 오르는

어가면 가까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 취미기반 모임들을 볼 수 있어요. 창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자주인공처럼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나의

원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모임도 많길

손으로 연주해낸다면 근사할 것 같았습니다. 연주하고 싶은 곡 위주로

래, 저는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영어 회화

배우고 연습해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곡이나 손에 익지 않아

실력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

어렵다가 연습을 거듭해 완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정말 좋

창한 영어실력을 꿈꾸는 사람들과 모이니 혼자 할 때보다는 영어 연습

습니다. 요즘은 라라랜드 OST인 ‘Mia&Sebastian’s Theme’와 재

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생각도 기르고

즈피아니스트 델로니어스 몽크의 ‘Japanese Folk Song’을 연습하

영어실력도 키워 나중에 해외출장을 가서도 외국어 역량을 발휘하고

고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싶습니다!

있다는 매력에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력소가 되는 다양한 방식의 자기관리! 현대위
아 사우들에게 자기관리란 어떤 의미이며 어
떻게 달성하고 있을까요?

현대위아 사보를 받아보시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각 사업장 주변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위주로 상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참여방법

① 메일로 추천지, 이유,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② 사보 맨 뒷면 엽서 이용 ③ 카카오톡에서 ‘현대위아’ 검색 – 친구추가 – 메시지로 내용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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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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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닮고 싶은 어투는 어떤 것인가요?
30%
26%

1. 조리있는 언변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말투

내가 쓰는 말, 말, 말!

2. 몇 마디를 나누어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진중한 말투

9%

3.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할 것만 같은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한 말투

13%

4.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

지난 달 사보에 소개된 <에티켓> 관련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제일 중

9%
8%

5. 재치와 위트로 초면의 어색함도 나려버리는 유머러스한 말투

요하다고 꼽은 에티켓, 바로 '대화태도' 였습니다. 칭찬 한 마디에 그간 고생을 보

6. 왠지 모르게 더 프로페셔널해 보여!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는 말투

상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위로 한 마디에 없던 의욕이 샘솟기도 하죠. 인간 관

7. 똑같은 말이라도 왠지 이 사람이 하면 정겹다! 친근하고 구수한 말투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 따라서도 큰 차이가

8. 기타

2%
3%

있는데요. 심리학자 세나 가벤은 단지 말투 하나 바꾸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을 40%이상 높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Q

'말과 말투'에 대한 현대위아 사우들의 생각을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2%

1. 말이 너무 빠른 사람

12%

2. 취조하듯 캐묻는 사람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75명
설문기간 : 2018년 8월 29일 ~ 2018년 9월 6일

21%

3. 화를 내듯 말하는 사람

8%
10%

4.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5.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람

33%

6. 본인의 말만 하는 사람

12%

7. 매사에 시니컬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

2%

8. 기타

Q

Q

직장생활하며 선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27%
27%

고마워/수고했어
믿을만해/너가 든든해

밥 사줄게/술 사줄게

본받고 싶어요/롤모델이에요
가르쳐주세요/도와주세요

21%

같이 해보자/할 수 있어

기타

제가 하겠습니다

2%
9%

일이 많구나/고생한다

밥 사주세요/술 사주세요

Q

대화 시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포인트는?
기타

목소리

1%

사용하는
어휘

10%

1%

자세와
제스처

13%

단호하며
카리스마 있다

1%

차분하며
여유가 있다

13%

표정

14%

말투

자신의 말하는 어투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재미있고
위트가
넘친다

32%
준비된 내용

5%

28%
18

직설적이고
무뚝뚝하다

37%

기타
친근하며
푸근하다

1%

17%

부드럽고
상냥하다

25%

Q

2%
23%

도울 일 없나요?/다했는데 또 할일 없나요?

4%

회사생활이 즐거워요
기타

Q

15%
16%
19%
19%

존경합니다/멋집니다/역시 선배님!

10%

잘했어!/이전보다 훨씬 낫다!

직장생활하며 후배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4%
2%

내 인생에서 힘이 되었던 한 마디의 말

너가 최고다
밥은 먹고 일하니?

고생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아빠 사랑해요 너 덕분이다

해낼줄 알았다 믿어. 넌 ○○○ 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뒤에는 내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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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마트존 오픈

협력사 안전관리 방문점검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워크 스마트존’
을 오픈했다. 출장자와 사업부, 공장간 이
동 근무자들이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만
든 자율업무공간이다. 이전에는 출장자 전
용 좌석이 없어 팀 내 컴퓨터를 빌려 쓰거
나 프린터 이용에 애를 먹는 등 불편이 컸
다. 프로세스혁신팀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고자, 창원1공장 본관 3층, 창원 3공장 A
동 2층, 의왕연구소 8층 및 16층에 총 16석
의 자리를 마련했다. 워크 스마트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그룹웨어·회의실 예약·
워크스마트존 예약 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협력업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
외 협력사 안전진단을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를 방지 하
기 위한 진단이다. 안전환경팀과 구매지원팀은 협력사 16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안
전, 보건, 소방 환경 부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지도를 진행했다. 또 모니터링을 지속 실
시해 오는 11월 조치가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25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자체점검을 실시해
16곳의 방문점검 대상을 선별했다.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납품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
리스크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Work Smart Zone Open
HYUNDAI WIA opened 'Work Smart Zone' in August, which is an autonomous
work space that makes it possible for business workers to work efficiently.
Previously, there were no seats available for business travelers, so several had
trouble using computers and printing papers.
In order to resolve inconveniences, the Process Innovation Team organized
16 seats in Changwon Plant and Uiwang R&D Center (*Location : Main Building
3rd floor, Plant #3 Factory A 2nd floor, Uiwang R&D Center 8th and 16th floor)
Employees who want to use the Work Smart Zone must make a reservation
by selecting the desired date and location on the GroupWare, the in-house
integrated system, before using.

HYUNDAI WIA Visits Suppliers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Since August 28, HYUNDAI WIA has started safety check up of suppliers
to prevent variou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company. The Safety
Environment Team and the Purchasing Support Team visited 16 suppliers and
inspected the working sites and instructed the member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Also, a specialized agency will conduct inspections for places where the
safety environment is insufficient in upcoming November.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suppliers and do its best to
prevent safety risks.

경상남도 경제혁신위원회 방문

2018 하반기 공작기계 품질향상 결의대회 실시

지난 8월 9일,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제조업 혁신방안을 강구하는 첫 행보로
우리 회사 창원 1공장을 찾았다. 이날 회사를 방문한 방문규 위원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
과 문승욱 부위원장(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제혁신위원회 위원 16명은 창원 1공장에서
시범도입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4차 산
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회사는 이 자리에서 협업로봇, 증강현실(AR), 가상현실
(VR) 등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회사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제조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30일 경남 창원 이룸재에서 ‘2018 하반기 공작기계 품질향상 결
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무를 비롯해 품질본부 및 기계
본부 등 공작부문 담당자, 공작기계 OEM사 및 부품 협력사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
다. 결의대회는 ‘18년 상반기 공작기계 품질실적 점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력사 품질실적 종합평가 운영 방안과 품질 레벨업 및 상생 협력방안 공유
가 이어졌으며, 품질 향상 결의 제창과 함께 행사가 마무리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결의
대회를 발판 삼아 협력사와 함께 고객 체감 품질개선 목표 달성을 적극 이뤄나갈 방침
이다.

Economic Innovation Promotion Committee visits HYUNDAI WIA
On August 9, the 「Economic Innovation Promotion Committee」of Gyeongsangnamdo visited HYUNDAI WIA Changwon Plant as the first step toward to devise ways on
innovating manufacturing. The 16 members of the Economic Innovation Committee,
including Bang Moon Gyu the vice president of the committee (former deputy
finance minister), and Moon Seung-wook, the vice governor visited the company
and looked around the smart factory.
After the tour, the company presented plans for building a smart factory system
using collaborative robots,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During the
meeting the committee announced that they will actively support as much as possible
to make the company as a leading manufacturing company in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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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achine Tools Quality Improvement Resolution
On August 30, HYUNDAI WIA held a rally to improve Machine Tools quality
at Erumjae, Changwon. On this day, Mr. Lee Seung-won, the head of Quality
Division, as well as the members of Quality and Machinery Division, and 120
employees of machine tools OEMs and suppliers attended the resolution.
The resolution was held check machine tools performance of the first half
of 2018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business. HYUNADI WIA evaluated the
suppliers’ quality performance and discussed about how to improve quality levels.
The event was ended by advocating for quality improvement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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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안전환경 대외 인증 획득

강소법인 리더십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이틀간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HSE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환경 및 안전부문을 대표하는 인증자격으로 우리 회사의
경영시스템 전반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심사다. 안전 부문의 경우 안전 관리, 위험기계
기구 현황, 위험성 평가 등에 심사가 이뤄진다.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 관리, 유해화학물
질,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
심사결과 우리 회사는 매달 환경, 안전 테마 점검 활동 실시, 협력사와의 간담회 및
합동 안전점검 및 개선활동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인증 체제를 유지했다.
우리 회사는 이로써 전 사업장이 HSE 경영시스템 인증관리를 통과하게 됐다.

강소법인은 지난 8월 25일 주물 3공장 내 교육장에서 부장, 과장을 대상으로 ‘팀 구성
및 집행력 강화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초청해 효과적인 리더
십과 집행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는 팀 구성 요소, 팀워크 강화 등 리더십 중점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부장, 과장 직급 직원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참가한 한 직
원은 “관리자 직급의 경우 팀워크와 집행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 배운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cquiring Certification of Safety Environment at All
Worksites

江苏法人开展部长、科长领导力教育

Since August 20, we have been conducting HS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udits for all business sites in Korea for two days. It is an examination to check the
suitability of our management system as a certification qualification representing
the environment and safety sector. In the case of the safety sector, safety
management, status of dangerous machinery, and risk assessment are examined.
In the environmental sector, environmental management, toxic chemical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udit, our company maintained the certification system every
month with positive reviews in environmental, safety theme inspection activities,
meetings with partner companies, joint safety inspections and improvement
activities. As a result, our company has passed HS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management for all business sites.

人参加了本次教育。公司特别邀请了EMIT方均讲师为大家授课。讲师围绕高效领

강소법인 탁구 대회 개최

산동법인 사막화 방지활동 펼쳐

강소법인은 지난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내 대강당에서 ‘18년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등속 1팀은 본관 1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
했다. 동상은 공작팀이 차지했다. 개인 1등상은 중둔보와 천스쮜가 차지했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이 장이 되는 탁구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업무 외 친목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시린궈
러맹(锡林郭勒盟, Xilin Gol League)에서 열린 사막화 방지활동에 참여했다. 현대자동
차그룹의 4대 사회공헌 사업인 ‘소셜드림(Social Dream)’의 일환으로 산동법인은 10년
째 이곳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산동법인 직원들은 시린궈러맹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황사 발원지를 녹화하
고 초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곳은 오래 전에 바다였지만 현재는 사막화가 진
행 중인 곳이다. 특히 토양이 알칼리성이어서 바람에 날릴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줘, 각
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산동법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社内乒乓球大赛
江苏法人在8月13日至22日，在社内大礼堂开展了为期8天的2018年社内乒乓球
大赛。各部署同事积极参加比赛，为了不影响生产业务，比赛特意安排在午休时
间进行。经过激励的角逐，在22日的决赛中分出了胜负。冠军，亚军季军由本馆1
队、等速1队、数控队获得。由陈驷驹获得个人赛冠军，钟敦勃荣获个人赛亚军。
比赛丰富了威亚员工的文体娱乐生活，充分发挥了员工们的团队协作精神，以良
好的状态积极投入工作。

8月25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教育场开展了部长、科长领导力教育，共有35
导团队与执行力的提升，详细讲解了团队构成的要素、团队建设原则、提升执行力
的4大要点等内容，让学员能够通过系统化的学习，在工作中得以运用.参与者表示
“对于管理者来说，团队与执行力的提升是工作中非常重要的，希望今后能有更多
参与的机会。

山东法人志愿者赴内蒙古参加治沙活动
8月7日至9日，山东现代威亚选派两名职员作为公司CSR担当和公益志愿者参加
了现代汽车集团组织的内蒙古锡林郭勒地区的治沙活动。这里降水稀少，土地皲
裂。尤其是光照充足阻挡雨云层的接近，使土地陷入干旱的恶性循环。
现代汽车集团投入治沙志愿事业已有10余载，我们山东法人的志愿者们也为这一
片黄沙描绘了一片绿色，为草原维护作出了一份贡献。今后，山东法人将持续参加
此类活动，不断履行公司“4大社会责任”的‘Soical Dream’计划，为社会公益
添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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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도시 교통환경 개선활동 전개

멕시코법인 판매활성화 딜러 및 고객 초청행사

산동법인은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전마다 일조시 교통환경 개선활동에 참
여했다. 산동법인 직원들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교통법규를 빈번히 위반하는 구역
위주로 활동을 펼쳤다. 산동법인은 지역 주민들이 교통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활동에 참가한 한 직원은 “이 활동이 오늘 하루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일조시 교통 환경 개선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일조시를 대표하는 기업
의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산
동법인은 적극적인 공익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멕시코법인은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공작기계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고객 초청행
사 및 가공라인 견학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부지역 딜러와 고객사 직원 총
19명은 멕시코법인 엔진공장을 견학한 후, 우리 회사 장비로 꾸려진 현대파워텍 변속기
공장 내 가공라인 및 1차 협력사인 DYPM, Seohan Mexico 공장 내 자동화 가공라인을
둘러보았다. 우리 회사 공작기계 장비의 우수성과 역량을 선보인 자리를 통해 신규 투
자를 검토 중인 고객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다.
멕시코법인은 향후 고객초청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남미 지역의 공작기계
판매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公司开展交通疏导志愿者活动
助力城市文明建设，树立企业优质形象，公司于7月25日至31日，每天上午组
织开展志愿者交通引导活动，为创建全国文明城市，做出企业应有的贡献。马路
上车辆和行人很多，很多人不遵守交通规则，通过志愿者们的劝导及制止，行人
们都积极配合，按照交通规则通行。通过几天的交通引导活动，既提升了大家的
交通文明理念，同时也体会到了交警同志为建设文明城市和维护市民安全，所付
出的努力和工作上的辛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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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법인 「Cleaning Improvemnet 캠페인」 실시
인도법인은 지난 8월 27일 임직원들의 공장관리 마인드 제고를 위한 「Cleaning
Improvemnet 캠페인」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인도 내 범국민적으로 시행 중인
정화운동인 ‘클린 인디아 정책’을 계기로 시작하는 캠페인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서
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장을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은 전 직원 대상 3C 5S 기본 교육과 우수활동 시상, 사내 홍보를 통해 작업장
환경 개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법인은 이번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해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HYUNDAI WIA INDIA Implements 「Cleaning Improvement
Campaign」
On August 27, HYUNDAI WIA INDIA held a kick off meeting on the subject of
making a clean workplace. Currently, Indi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Clean
India Policy’ nationwide, and based on this; HYUNDAI WIA INDIA has launched a
「Cleaning Improvement Campaign」. Employees had an opportunity to share ideas
on how to make a cleaner and safer workplace and were educated to follow the
3c 5s methodology. The company plans to run this campaign by the end of the
year to create a clean and well organized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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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MEXICO Invites Dealers and Customers to
Activate Sales
From August 16 to 17, HYUNDAI WIA MEXICO invited dealers and customers
to boost sales of machine tools. A total of 19 dealers and customers from the
central region of Mexico participated in the event. The members toured the
engine factory and also visited HYUNDAI Powertec, which installed HYUNDAI
WIA’s machine tools at the processing line. Moreover, to see the automated
processing line the members visited DYPM and Seohan Mexico plant, the firsttier suppliers of the company. Customers considering new investment showed
great interest while seeing the excellent equipment and capabilities. HYUNDAI
WIA MEXICO plans to host customer invitations on a regular basis every year to
increase sales of machine tools in Latin America.

최신 보안 이슈 : 암호화폐 채굴기 공격으로부터 내PC, 스마트폰 보호하기!
어느날 갑자기 잘 사용하던 PC나 스마트폰의 속도가 느려졌나요?
그렇다면, 최근 보안 이슈 중 하나인 암호화폐 채굴기 공격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당신의 IT기기 처리능력을 몰래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기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여 금품을 요구하던 방식에
비해 이 공격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과도한 전력소모, 과열로 인한 장비 손상 등
잠재적이지만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암호화폐 채굴기 공격으로부터 내 IT기기를 보호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아요!
1.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앱을
사용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2. 출처가 불분명한 Wifi에 접속하지
말 것!
▶ 무료 Wifi에 접속 시 나도 모르게
내 기기가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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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기기의 작업 관리자를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 할 것!
▶ 채굴 공격자들은 당신의 IT기기의 CPU/AP를
24시간 100% 가동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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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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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똑똑한 자동차 시대...

'Hello AI'

지난 8월21일 경기 의왕∼인천의 40㎞ 구간 고속도로. 트레일러(동력 없이 다른 차량에 매달려 함께 이동하는 차
량)가 연결된 육중한 몸집의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이 도로를 내달렸다. 그리 이상할 것 없는 모습이지만 운전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운전자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핸들에마저 손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트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최대 무게 40t(톤)급 '엑시언트 자율주행차'. 말
그대로 스스로 달리는 트럭이었다.
이 자율주행차는 주변 교통 흐름을 감안해 속도와 차로를 알아서 결정하고 터널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 주변 차량
이 차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피하고 도로가 막힐 때는 선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다만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이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개입했다. 총 운행 시간은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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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 AI, 완전한 자율주행을 만든다

자율주행차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이란 일반적인 주행상황에

의 상용화는 시점의 문제일 뿐 이미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

서 인공지능(AI)을 활용, 목적지까지의 경로상 부분

존 경쟁에 있어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시장조사

자동화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

기관과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이후 4단계 수준의 자율주

한다.

행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5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카카오와 인공지능 플랫

라고 부른다. 자율주행차는 무인차와는 달리 기본적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 확대

폼 '카카오 아이'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스

으로 사람이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안

△세계 각국의 차량 안전도 평가 기준 강화 △운전 도중 편

피커 '카카오미니’ 기능을 2019년 이후 현대·기아차에

전성, 정숙성, 안락함 등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갖춰

의를 중시하는 소비자 요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관련 시장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야 할 요소들이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인차와는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개념이 다르다.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3가지 중심 요소는 △ 인지
△ 판단 △ 제어다. 카메라와 레이더, 초음파, 음성

WE'RE Sharing

"2040년 글로벌 신차 판매 26% 이상 차지"

자동차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자율주행차

WE'RE Looking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은 오는 2040년 전 세계
적으로 연간 3370만대의 자율주행차가 팔리고, 신차 판매
의 26% 이상을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AI 기
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기반 확충
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AI 육

및 생체 인식 등의 센서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전자

이미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관련 부품 업체를

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경제발전계

제어 시스템(ECU) 등에서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판

비롯해 삼성전자, 애플, 구글, 바이두와 같은 자동차 영역

획에 AI를 처음으로 핵심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고, 지난

단한 후 가감속, 조향, 제동 등으로 차량을 적절하게

밖의 업체들까지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

해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 2030년까지 AI 핵심

제어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며, 몇몇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

산업 규모를 1조 위안(약 172조원), 연관산업은 10조 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의 기본 원리다.

다. 특히 현대차는 계열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그룹 차원의

안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통신

미래 기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단

우리 정부도 지난 28일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2019

(모바일&네트워크), 빅데이터 기술이 모두 긴밀하게

계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융합돼야 한다. 자율주행은 현재 첨단 운전자 지원 시

전문 개발 기업 등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과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R&D 예산의

스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AI 분야 스타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초·

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은 자

트업인 '딥글린트'와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AI 영상인

원천기술 R&D에 1조7000억원, 3대 전략투자 사업(데

율화된 수준에 따라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

식 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

이터·AI·수소경제)과 8대 선도분야 사업 R&D에 1조

(SAE 분류 기준)를 거쳐 발전, 전개된다.

서 2015년엔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와 자

4000억원을 배정했다. 둘을 합친 규모는 3조1000억원

율주행 플랫폼 연구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

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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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기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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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side에서는 사내 운영 중인 동호회, 향우회, 소모임 등 사우들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모임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거나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은 사우들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055)280-9057

바다에 안 빠져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빠져본 사람은 없다!

바다에 푹- 빠진 사람들
‘위아 스쿠버’의 이야기

Q. 스쿠버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위아 스쿠버가 알려주는
스쿠버 기본 상식

민병화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지만, 20년 전에는 인근 바다
도 들어가기 쉬웠어요. 시작한 계기는 어딜 놀러 가도 지상
에는 이제 생태계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
요.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고 뱀은 매가 잡아먹고 이런 살아

<스쿠버를 시작하려면?>

있는 환경이 이제는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죠. 반면 바다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한다. 자격증이 없으면 스쿠버 샵에서 탱
크 대여 자체를 안 해준다. 요즘은 평일 야간에도 수업이 많이
열리니 국내에서도 쉽게 딸 수 있다. 수영 실력은 전혀 상관 없
다. 수영을 못해도 스쿠버 다이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속은 들어가보면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런 걸 보
는 것이 즐거워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경식 옛날 제 취미가 낚시였습니다. 사실 낚시를 실제로
고문

민병화

총무

박세동
(경력 4년)

(경력 22년)
회장

<어떤 자격증을 따면 될까?>

해보면 고기 잡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한번은 새벽에

발급 단체가 여럿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PADI (호주),
세계 최초의 잠수 협회 NAUI (미국) 등 그 외에도 발급 단체가
많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PADI 기준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다이버들이 한 시간 놀다 금방 들어
가는 모습을 봤어요. 낚시는 피곤한 것도 많은 취미인데, 다

주경식
(경력 13년)

이버들은 나왔다가 금방 놀고 들어가는 게 부럽더라고요. 막

Open Water Diver (18m)

상 해보니 다이빙이 한 시간만 해도 무척 힘들지만, 당시에



는 부러워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더운 날씨 탓일까 이름만 들어도 파란

Advanced Open Water Diver (40m)

박세동 원래 스노보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겨울 운



동이다 보니 여름 시즌에 할 운동을 찾고 있었어요. 함께 운

Rescue (care가능)



동하던 친한 분이 다이빙을 하자고 추천하셨죠. 그 분의 명

바다의 시원함이 떠오르는 동호회가 눈에 띄었다. 바로 우

아마추어
Master Diver

언이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너는 지금 3분의 1만 보

리 회사의 스킨스쿠버 동호회 ‘위아 스쿠버’.


프로
Dive Master

고 사는 거다’ 이 말에 바로 넘어갔죠.

스킨스쿠버는 최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위아

<스쿠버에 필요한 장비?>

스쿠버의 역사는 무려 20년도 더 전으로 올라간다. 96년

Q. 스쿠버의 매력을 말해주세요

창립된 위아 스쿠버는 현재 16명 인원이 소규모로 활동 중

•스킨 장비 (마스크, 슈트, 핀 등)
•부력 장비 (조끼 등 내 몸 띄워주는 장비)
•호흡기
•컴퓨터 (수심, 잔압 체크 등)
•공기탱크와 배는 샵에서 대여!

박 시작한 계기와도 비슷한데 같은 곳을 가더라도 경험하

이다.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 5월부터 10월까지는

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지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사람들

조건이 맞는 한 매달 1회씩 바다에 나가고 있다.

은 지상의 관광지만 보고 가지만 저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산소통에 의지해 깊은 바다 속을 체험하는 레저 스포츠. 스
쿠버의 매력에 빠져 아마추어 급에서는 최고 레벨의 자격
증까지 딴 동호회 총무 박세동 사원은 이런 명언을 전해주

바다 속까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돼요. 그런 재미가

<다이빙의 분야>

있어요. 또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만사를 잊을 수 있

•레크레이션 다이빙 : 취미 및 레저목적
•테크니컬 다이빙 : 심화 및 고난이도 (100m이상
깊은 바다, 동굴 다이빙 등)
•산업 잠수 : 해난 구조 등 업무수행 목적

는 매력이 있죠.

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바다를 들어가지

주 요즘처럼 일이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서 다이빙은 더욱

않는다면 우리는 3분의 1만 보고 사는 거다.” 쉽사리

그 매력이 크죠. 물 속에 들어가면 중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

시작하기 어려워 보였던 이 취미에 푹 빠진 사람들의 바다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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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박세동 사원이 필리핀에서 스쿠버하며 촬영한 바다 안

Q. 스쿠버다이빙을 잘 하려면

Q. 고급 레저스포츠란 인식이 많은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

못하는 것들을 느껴요. 특히 야간 다이빙을 하면 어둡고 조용한 곳

박 다이빙은 장비를 쓰는 레포츠이긴 하지만 요가나 명상과 같은

나요

에 혼자 들어가 있는데 명상보다 좋아요.

힐링 취미에 가까워요. 릴렉스 하고 물 속에 내 몸을 맡긴다는 느

박 우선 초기비용으로 자격증 ‘오픈워터’를 딸 때 100만원 정도가

Q. 스쿠버 취미의 다음 목표가 있나요

민 원래 사람이 냉탕, 열탕 오가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잖

낌으로 해야 하죠.

들어요. 해외이든 국내든 전체 비용은 비슷한데, 이왕 쓰는 돈 좋은

박 요즘 테크니컬 다이브에 빠져서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이

아요. 10m, 20m씩 내려갈 때마다 수압으로 내 몸을 누르고 있다

민 아직 경험이 적고 서툰 사람은 확실히 물 속에서 호흡이 가빠

바다 가려고 해외 가서 따는 사람들도 많죠. 국내에서 따려면 제주

빙 때 사용하는 압축공기 중 질소 78%는 물 속에서 호흡할 때 체

가 다시 나오면 온 몸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1시간 다이빙

져요. 실제 숨을 잘 쉬고 있는데도 긴장을 하면 호흡이 가빠져서

도까지 안 가도 근처 앞바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에 쌓여요. 혈관 타고 돌다가 수압이 높아지면 질소 공기도 압축

하면 3배 이상 누르고 있다가 지상에 올라오면 몸이 다시 부풀면

금방 숨을 쉬게 돼요. 긴장을 안 하면 여유 있게 여기저기 구경도

개인 장비가 없다고 했을 때 한번 다이빙 가는 비용은 탱크 대여비

이 되는데요. 깊은 바다로 갈수록 압축이 많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

서 기관지에 있는 것들까지도 제대로 순환하는 효과가 있죠.

할 수 있죠. 경력이 쌓이고 교육을 받다 보면 다이버도 숨을 지상

4~5만원, 장비 대여비 3~4만원 해서 총 10만원 정도 들어요.

오면 압축 공기가 팽창하죠. 때문에 깊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공기

박 또 가족들과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 속에 들어

에서 쉬듯 할 수 있게 됩니다.

민 가까운 바다의 경우 그렇고, 배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를 찾아 멀

팽창 전 이 속도를 조절하는 감압이 필요해요. 이걸 배우는 것이

리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비용도 추가해 15만원 정도 들죠.

테크니컬 다이브입니다. 이런 여러 다이빙 기술들을 배워서 멕시

무중력 상태에서 내 호흡소리만 귀에 울릴 때 지상에서 경험하지

가면 2인 1조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을 버디라고 합니다. 이 버디
와 나는 서로를 믿는 존재에요. 버디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와주

Q. 스쿠버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주세요

고 반대로 도움을 받기도 하죠. 물 속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과 유

박 수온이 따뜻하고 물 속에서 시야가 잘 보이는 바다가 좋습니

Q. 장비 욕심도 큰가요

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점도 장점이에요.

다. 바닷물이 깨끗할수록 좋죠. 우리 나라 바다는 사실 갯벌 바다

주 없다 하면 말이 안되죠. (웃음)

자격증을 딸수록 안전합니다!

코 칸쿤 동굴 다이빙을 해보는 게 목표에요.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민 그래서 우리 동호회도 다른 곳보다 회원수가 적기도 하지만

라 조류가 생기면 흙이 일어나 시야가 잘 안보여요. 또 한대 바다

박 가장 필요한 장비는 호흡기인데요, 브랜드가 워낙 많아 사람

민 스쿠버다이빙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도 있는 것

서로 친근감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어려운 환경이 있어야 서로 도

축에 있어 우리가 상상하는 열대 바다의 모습처럼 산호나 열대 물

마다 다르겠지만 그나마 저렴한 축이 1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

같아요. 실제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자살행위라고 말합니다. 반

와주고 배우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항상 물 속에서 함께 하

고기가 있지는 않아요. 대신 돌, 바위, 말미잘, 멍게, 돔 이런 것들

데 장비들도 기능 따라 다 달라서 얕은 바다에서 스노쿨링만 하는

대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다 보니 남다른 친밀함, 결속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을 볼 수 있죠.

용도라면 굳이 좋은 걸 살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20년 이상 동호회를 하고 있지만 한번도 사고

민 국내는 서해, 동해, 남해 특징이 다 달라요. 생태계가 살아있어

민 호흡기만 100만원 정도 하고 다른 장비까지 다 하면 400만원

없이 재미있게 잘 즐기고 있어요.

Q. 스쿠버도 운동 효과가 있는 레포츠인가요

야 바다 속을 보는 재미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남해안이 수초와 돌

정도 듭니다.

주 이걸 해서 운동이 된다기보다 이걸 하려고 운동을 많이 하게

들이 많아 스쿠버하기 좋아요.

됩니다. (웃음) 저 같은 경우는 헬스를 열심히 해서 즐기기 위한 체

박 남해는 바다 환경은 좋은데, 어촌 사람들이 스쿠버를 못하게

력관리를 착실히 하고 있죠.

박 저는 아직 젊지만 여러 레포츠 활동을 하면서 만난 중장년 선
배들을 만나 느낀 점은 나이에 비해 사고방식이 젊다는 거에요. 아

Q.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요

무래도 젊은 사람들과 교류도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

막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동해 쪽이 어촌계와 스쿠버 간 협약이 잘

주 우리 동호회원들은 오픈워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마스터

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반면 음주가 유일한

민 다이빙할 때 짊어지고 가야 하는 탱크가 지상에서 19kg, 다른

되어있어 하기 수월한 면이 있죠. 장호항, 양양, 주문진, 울진, 영덕

다이브 1명, 다이버 마스터 2명, 레스큐 1명 있어요. 옆에 있는 박

취미라거나, 회사와 집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고 방식도

장비와 다 합치면 35kg 가까이 나가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주로 다이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제약이

세동 총무가 마스터 다이브 자격증 보유자죠. 높은 자격증들이 꼭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을 때나

일단 육상에서 챙기려면 평소 체력 길러두는 게 좋죠!

많은 편이에요. 입문자들에게는 필리핀을 추천합니다. 산호, 니모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다른 걸 하고 싶은 젊은 회원들이 많아

하는 거라고 외면만 마시고 한번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시길

물고기, 거북이 등 상상하던 바다를 볼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에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웃음)

추천합니다. W

또 처음에는 장비 챙기는 것도 고생인데, 필리핀은 황제 다이빙이

박 취미이지만 몰입하면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

라 해서 스텝들이 다 챙겨줘요. 그래서 입문자들에게 추천합니다.

에 높은 자격증까지 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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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행사진 공모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죠?
세계 곳곳으로 피서를 떠난 사우들의 사진이 돋보이는 8월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베트남, 일본, 대만까지! 세계 곳곳에서 현대위아 깃발을
휘날린 사우들의 행복한 모습을 공개합니다.

특수영업팀_안기석 차장

은 경치에서
상의 그림같
#피르스트 정
트
발
델
린
#스위스 그
차량부품연구지원팀_김화연 연구원

#말레이
시아 쿠알
라룸푸르
#트윈타
워 앞에서

IT전략팀 심학민 사원

#대만 중정기념당 #파란 하늘 아래 가족들과 함께

현지인과
함께

주조품질관리팀_김종필 기술선임
총무팀_주기성대리

반여행
독자 부부동
공장 현장감
#5
사
림
소
양
#중국서안낙

#일본 북해도 후라노 #현대위아와 함께 꽃길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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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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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 이번 호부터 일상 법률 상식 코너를 통해 사우 분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일상 속 법률이야기 2

‘부동산’

주의할 사항
지난 호에서 시효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소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번 호부

가야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사를 한 이후

터는 제목이 취지에 맞게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이야기를 해드리려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

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취득하는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

을 한 것이 됩니다.

동산’ 분야에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정부의 강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광역시 지역의 일부 부동산 매매가격
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당장 나에게

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3)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을 계속 점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에 더해

하세요

임대차계약상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통상 임

임대차기간이 도과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

대차계약서를 들고 인근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

인이 임차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주지 않을

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가 있죠. 이럴 때에는 바로 이사하지 마시고, 해당

걸린 재산이겠죠. 지금이야 상황이 괜찮지만 향후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전세가격이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종

떨어질 경우 세입자는 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속

료 후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

거주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곤 합니다.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임차권등기를 소재 법원에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방어해야할까요.

1) 잔금을 지급 전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받으신 뒤 이사하세요.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민법은 임대차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등기부등본은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가 있습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양 당사자의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위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니다. ①‘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침묵하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②‘갑구’

위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에서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

입니다. 이 이에도 임차주택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

인이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또는 임차인의 책임, 임차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 임

다, ③‘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

차보증금 문제,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여

부,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임차보증금을 반

부,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 동안 임차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은 세 들어 사는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

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지 여부까지 확

여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증액 요구의 타당성 여

경매대금에서 임차인보다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인하여 주세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 미등기 건물의 임대차 등 다양한 이슈 등이 있을

있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팔리면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

아무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후순위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이

을 수 있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반

밀리게 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W

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

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결국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다는 것입
니다.
먼저 대항력을 봅시다. 대항력은 임대인(집주인)이 새로 바뀌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여전히 임차권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고 세를 들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보유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봅시

2)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잊지 마세요

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을 치른 다음에는 전입신고와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그 임차주택에 이사를

주민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아무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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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칭찬이라는 덫

몇 년 전 직장상사가 단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회사 선배들이 후배한테
잘한다고 박수치는 건 일을 더 시켜먹기 위해서야.” 그는 어떤 비밀을 폭로하듯 말
했지만 나라고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함께 일하기 시작한 소
속 부서장에게 듣는 상황이 어딘지 우스꽝스러웠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 어떻
게 일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했다. 직장상사가 그런 내심을 자기 입
으로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알려주고 나면 칭찬의 효과가 떨어지니 당연
한 일이다. 겪어 보니 그는 스스로 칭찬이 드문 사람이었다. 칭찬에 인색하다기보
다는 속이 빤한 칭찬을 낯뜨거워하는 타입이었다고 할까.
칭찬이 사람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세태는 유감스럽다.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칭찬이라는 선의의 언어로 누군가를 휘두르려 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저의가 있는 칭찬은 듣는 이에게 독이 든 술잔이나 다름없다. 인정에 굶주린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감언이설에 취약하다.
자신을 치켜세우는 말에 눈이 멀다시피 하고, 칭찬이 사라지거나 질타로 바뀌면
하염없이 무너진다. 실화를 다룬 영화 <폭스캐처>(2015)에서 레슬링 선수 마크 슐
츠(채닝 테이텀)와 그를 후원하는 재벌 존 듀폰(스티브 카렐)은 각자 채워지지 않
는 인정욕으로 뒤틀린 인물이다. 레슬링 애호가인 존은 레슬링을 경멸하는 어머니
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마크는 같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면서도 더욱 주목받
는 형 데이브(마크 러팔로)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한다. 존은 이용하는 쪽, 마크는
이용당하는 쪽이지만 두 사람의 끝은 누가 더하거나 덜하다고 할 수 없이 모두 파
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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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가문의 존 듀폰”이라고 배경

문제야. 자네한테뿐 아니라 사회적

을 연신 강조한다. 마크의 금메달처

으로도 문제지.” 마크는 ‘여기에 비

럼 초대형 화학업체를 운영하는 듀

로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

폰이라는 가문은 존의 사회적 가치

나’ 하는 얼굴로 경청한다. 존은 이

무뚝뚝한 마크는 늘 불만족스럽

를 말해주는 대리물이지만 마크는

인자로 살고 있는 마크가 무엇에 굶

고 불안해 보인다. 불만이 가득 차

그 설명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

주려 있는지 알았다. 그건 자신도

폭발할 것만 같은 분위기는 장면을

람들이 마크가 치켜든 금메달을 보

목말라하는 것이었다. 존은 어머니

가득채운 정적과 함께 관객을 조마

고도 마크에게 무심했듯이. 마크와

에게 레슬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

조마하게 만든다. 하루는 올림픽 금

존은 서로가 거울에 비친 자아인 것

다. 자신이 돈으로 칭찬을 살 수 없

메달을 목에 걸고 초등학교 강당에

처럼 보인다.

는 유일한 대상인 어머니는 레슬링

인정에 굶주린
두 남자

서 몇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

존은 ‘폭스캐처’라는 레슬링팀을

을 ‘천박한 스포츠’라며 혐오하고 승

단에 선다. 목에 건 메달은 어딘지

만들면서 마크를 통해 슐츠 형제를

마를 사랑했다. 존은 말에 열등감을

과시적이고, 그와 어울리지 않는다.

영입하려고 했다. 그는 마크를 만나

드러낸다. 어머니 앞에서 어설프게

메달이 그에게 걸린 게 아니라 그가

자마자 “위대한 마크 슐츠”라며 치

레슬링 코치 흉내를 내는 모습은 처

메달에 매달린 듯하다. 마크는 메달

켜세운다. “마크, 우리는 국가 차원

절하기까지 하다.

을 들어 보이며 ‘단순한 메달’이 아

에서 자네를 예우하지 못했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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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폭스캐처>에서 레슬링 선수 마크와 후원을 가장해 그를 이용하려는 재벌 존은 인정욕으로 뒤틀린 인물들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증오했다.

니었다.

존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수단

존과 마크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

으로 슐츠 형제를 이용하려 했다.

패한다. 존은 끝내 어머니에게 인정

니라고 강조하는데 아이들은 놀람

금메달리스트인 슐츠 형제가 자신

받지 못하고, 마크는 올림픽에서 우

도 동조도 없이 시큰둥하기만 하다.

칭찬의 역효과를 다룬 TV 다큐멘

의 팀에 합류하면 자신이 그들의 리

승하지 못한다. 마크는 자신을 치켜

강의 후 몇 푼 안 되는 강의료를 받

터리가 방영된 적 있다. 칭찬받기를

더이자 멘토로 부각될 수 있다는 생

세워주며 “우리는 친구”라던 존 때

는 자리에서 이름이 데이브 슐츠냐

즐기게 되면 칭찬이라는 보상을 받

각이었다. 마크는 달콤한 말에 홀려

문에 피폐해진다. 마크의 심리적 붕

고 묻는 교직원에게 마크는 형 대신

기 위해 행동하게 돼 오히려 부정적

헌신적으로 따랐지만 존이 가장 중

괴는 존이 자신에 실망해 데이브를

나온 거라며 “둘 다 금메달리스트”

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

요하게 생각하는 데이브는 처음부터

찾을 때 극에 달한다. 마크가 잇단

라고 설명한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다. 칭찬이 목적이 되면 과정의 즐

뜻대로 되지 않았다. 데이브는 폭스

패배로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

메달을 방향까지 맞추며 애지중지

거움이나 본질적 성취감을 느낄 수

캐처 합류를 거절한다. 존이 실망한

곁을 지킨 사람은 존이 아니라 형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없게 되고 성장이나 발전도 더뎌진

기색으로 데이브가 얼마를 원하느냐

이었다. 데이브는 “넌 혼자가 아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크에게 금

다는 이야기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고 묻자 마크는 “형은 돈으로 살 수

야.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

메달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칭찬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

없어요”라고 말한다. 데이브는 타인

을 거야”라고 말한다. 상대를 수단

유일한 물건이다. 그러나 메달이

한다. 이런 이들은 누군가가 어서

으로부터의 보상이 아니라 가족의

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

“마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라고 말

자신을 치켜세워줘 화제의 중심에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

과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칭찬

해주지는 않는다. 마크는 직접 메달

서기를 원한다. 듣고 싶은 말이 나

람이었다. 데이브는 뒤늦게 폭스캐

을 많이 해준다고 ‘진실한 친구’라고

을 드러내 보이지만 사람들은 메달

오지 않으면 마음에도 없이 자신을

처에 합류한 뒤에도 존이 원하는 대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할 사람

과 마크 어디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

살짝 깎아내려 “아니야. 네가 무슨”

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불쑥 찾아온

은 칭찬을 보상이나 유인책으로 쓰

는다. 세간의 눈이 온통 형 데이브

으로 시작하는 칭찬을 유도하기도

존에게 “일요일은 가족을 위한 날”

는 이들이 아니다. 누군가가 쓸모없

에게 쏠린 현실이 마크에게는 불만

한다. 칭찬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이라며 시간을 내주지 않았고, 존

어졌다며 등을 돌릴 때에도 곁을 지

스럽다. 정작 데이브는 세평에 무관

‘속물’로 만드는 것이다. 인정받기를

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촬

켜주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수단으

심하다. 층층이 쌓여가는 불만이 탁

제일 목표로 레슬링을 하는 마크와

영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멘토라고

로 대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해야 한

월한 형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로 변

존은 그런 경우였다. 이들은 타인의

말하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

다. 그런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을

해갈 때 존 듀폰이 다가온다. 대신

인정을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았다. 그는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고

것이다. W

연락해온 인물은 존을 설명하면서

할 보상이라 생각했고, 그런 보상이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는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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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착한 걸음 캠페인

CSR

1%
기적

저소득가정 아동 운동화 기증

현대위아 사회를 품다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 2018년. 현대위아 가족이 함께 2,018KM를 걸으며,
걸음이 불편한 어린이들의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합니다.
빅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걸음의 끝에서 작지만 큰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빅워크' 어플을 통해 자신의 걸음 포인트를 쌓아 '현대위아 모금통'에 전달해 주세요.
우리들의 걸음이 모여 총 2,018KM를 달성하면,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걸음모음 챌린지!
우리 주위에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발에 잘 맞는 운동화가 없어, 불편을
겪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작고 또 낡은 운동화를 밑창이 다 닳을 때까지 신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새 신을 살 수 없어 물려받고는 하지만 자신의 발에 꼭 맞
는 신발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 상 현대위아 임직원

한국 장애인 정보화 사업소
'전산장비' 기증

일 시 2018년 9월 6일 ~ 10월 31일
시 간 걷고 싶을 때면 언제나
장 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지난 9월 6일, 우리 회사에서는 '한

방 법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사용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16일, '1%기적'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이 새 신을 신

국 장애인 정보화 사업소'에 총 468대

기 부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이동성 지원

고 팔짝 뛸 수 있도록 총 340켤레의 운동화를 기증했습니다. 운동화 구입비

의 노후 불용 전산장비를 기증했습니

목 표 2,018KM 달성 시 기부

1375만원은 모두 사우 여러분들이 모아 준 1%기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정서

다. 6년 이상 사용, 노후화로 인해 중

적으로 민감한 성장기의 아이들이 멋진 새 운동화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걸으

고부품 분리 후 재활용 가능한 전산물

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발은 모두 경상남도아

품들을 말하는데요, 이번 기증식에서는

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사무용 PC 300대, 설계용 PC 71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은 “아이들의 발에 날개를 달아준 현
대위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자인과 브
랜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것에 맞춰 전달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고 아이들의
기쁨도 클 것 같아 설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달식에 함께한 주물생산부 배재준 반장은 "아이들이 좋은 새 운동화를 신

노트북 54대, 프린트 및 기타 전산용품
43대를 전달했습니다.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리워드
걸음 랭킹 30위 이내 진입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료랑 걸어도 좋고, 가족이랑 걸어도 좋고, 친구랑 걸어도 좋고,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SPECIAL RANKER (30명)
미니 인공지능 스피커

고 보다 건강하고 씩식하게 자라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1%기적 동참자 여러분들
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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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워크 어플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은 그룹웨어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WE'RE Thinking

WE'RE Talking

회사 근처 여행지도

글 김현정 여행작가

울산에서 찾은
소·확·행
산업과 자연의
오묘한 어울림

기대 없이 들어간 평범한 식당이 일생 최고
의 맛집이었다면? 울산은 그런 곳이다. 동해
안 줄기를 따라 위로는 포항, 아래로는 부산.
위 아래로 쟁쟁한 관광도시와 닿아있어서일
까, 사람들은 울산을 딱딱한 공업도시로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울산은 역사
와 문화가 살아있고, 천혜의 비경을 품고 있
는 아름다운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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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화강은 울산의 젖줄이다. 울산을 동서로 무려 100리를 굽이굽이
흘러 동해로 간다. 십리대숲 안으로 들어가면 70만 그루의 대나무
가 터널을 이룬다. 이들이 뿜어내는 초록빛이 눈부시다.
02 십리대숲을 걷다보면 여기가 도심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대나무 길을 걷기만 했는데도 마음과 몸이 편안해 진다.
03 마을 안에는 고래 연구에 매진했던 앤드루스 박사의 하숙집과 선장
과 포수의 집, 고래 해체장과 고래 기름 착유장, 고래 고기를 삶아
팔던 고래막 등 23개의 건물이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다.
04 박물관 왼편에 자리한 포경선이 먼저 눈에 닿는다. 고래잡이에 나섰
던 진양6호다.
05 장생포고래문화마을 수족관

태화강십리대숲, 숲이 있는 도시

소한 낭만도 보게 된다. 만회정은 조선 중기 때 부사를

고래들의 고향 장생포

지낸 만회 박취문이 세운 정자로 1800년대에 소실된 것
태화강은 울산의 젖줄이다. 울산을 동서로 무려 100

을 2011년에 다시 세웠다. 만회정에 올라서면 태화강이

울산은 고래의 고장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고래를 바로 가

리를 굽이굽이 흘러 동해로 간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만회정 아래 강변 바위에는 관어

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고래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했던 지

학 등 우리나라 주요 공업을 이끌어나가는 공업수도 울

대(觀漁臺)라 새겨져 있고 주변에는 자라 그림과 서장

역이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산. 거대한 공업도시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한때 태화강

성의 시가 새겨진 바위도 있다.

걸쳐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그림을 그린 반구대암각화에

은 죽음의 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에코

태화루는 신라 선덕여왕 때 태화사의 누각으로 건립

는 돌고래, 향유고래, 솔피, 큰고래, 혹등고래, 흰긴수염고래

03

폴리스 울산선언’과 함께 태화강 살리기가 시작되었고,

되었다.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등 모두 6종의 고래가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해(東海)’

04

그 결과 지금은 생명의 강이 되었다. 물고기와 새들의

불렸다. 임진왜란 때 불 타 없어진 것을 2014년에 복원

를 두고 고래가 많이 보인다고 하여 ‘경해(鯨海)’라고 불렀다 하

보금자리에, 계절 따라 청보리, 금계국, 억새가 물결치

했다. 바람이 솔솔 부는 누각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

니 이 바다를 채우고 있었을 고래의 존재가 새삼 그립다.

는 도심의 허파가 되었다. 이것이 태화강대공원이다.

물과 멀리 십리대밭교를 바라보며 쉬어 가기 좋다. 보

고래어업의 전초기지였던 장생포 앞바다에는 바다로 나가 고

행자 전용 교량인 십리대밭교는 조명이 들어오는 밤이

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을 비롯해 고래박물관,

더욱 운치 있다.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등 고래와 관련된 특구가 형성

십리대숲은 태화강 강변을 따라 4㎞에 걸쳐있다. 태
화강대공원 중심에 있는 셈이다. 태화강십리대숲이 언
제 형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749년 울

나룻배를 탈 수도 있다. 남산나루는 태화강에 다리가

산 최초의 읍지인 ‘학성지’에 ‘오산 만회정 주위에 일정

없던 시절 강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1970년대

바다로 나가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 장생포

면적의 대밭이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전부터 자

초에 사라진 나루를 재현해 나룻배의 정취를 체험할 수

항을 출발해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정기운항은 4~10월

생한 대숲인 것으로 추정한다.

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태화강전망대가 기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하는 고래탐사와 5~10월 금요일

십리대숲 안으로 들어가면 70만 그루의 대나무가 터

린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태화강은 물론 십리대숲이 한

19:00~21:00의 런치크루즈 이렇게 2가지다. 장생포항에서 출

널을 이룬다. 이들이 뿜어내는 초록빛이 눈부시다. 여

눈에 들어온다. 태화강전망대는 취수탑을 리모델링한

발한 배는 울산 연안을 탐사하고 다시 장생포항으로 돌아온다.

기가 도심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대나무 길

것인데 조망대와 360도 회전하는 카페가 있다.

예약은 필수다. ‘고래바다여행선’에는 문화해설사 뿐 아니라 전

을 걷기만 했는데도 마음과 몸이 편안해 진다.

되어 있다.

직 포경선 선원들이 동행한다. 고래를 찾기 위해서다. 운이 좋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길을 걷다보면 뜻밖의 소

으면 돌고래 떼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한다.
46

47

05

WE'RE Talking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라

고래문화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한 고래테마공원이다.

이 짙푸른 동해바다와 대비되어 아주 선명하다. 마주 보이는 대왕

져가는 포경유물 250여점을 수집, 보존, 전시하고 있다.

1960~70년대 장생포 동네 풍경을 복원한 장생포 옛 마

암은 하늘로 용솟음치는 용의 모습 그대로다. 신라시대 왕의 뒤를

박물관 왼편에 자리한 포경선이 먼저 눈에 닿는다. 고래

을이 인상적이다. 마을 안에는 고래 연구에 매진했던 앤

이어 세상을 떠난 문무대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룡이 되고자

잡이에 나섰던 진양6호다. 박물관 오른쪽에는 귀신고래

드루스 박사의 하숙집과 선장과 포수의 집, 고래 해체장

이 바위로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조형물이 보인다. 해안 가까이에 소리 없이 드나들어 해

과 고래 기름 착유장, 고래 고기를 삶아 팔던 고래막 등

녀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잦아 ‘귀신고래’라고 한단다.

23개의 건물이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 수족관으로 길이 11m의 해저

장생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래조각공원은 곳곳에

터널을 오가며 활기차게 유영하는 돌고래 가족을 만날 수

귀신고래, 흑등고래, 밍크고래, 향고래, 범고래 등 고래

있다. 하루 3회(11시, 14시, 17시/월요일 휴관) 먹이 주는

모형이 실물크기로 전시되어 있다. 마치 피노키오처럼 입

시간에는 사육사가 수족관으로 들어가 먹이를 주는데, 돌

을 쫙 벌리고 있는 길이 20m 대왕고래 뱃속을 통과할 수

고래의 귀여운 재롱을 덤으로 볼 수도 있다.

도 있다.

기암해변 오른쪽 해안선은 몽글몽글 부드러운 몽돌밭이 포근하
게 펼쳐져 있다. 넓은 해안이라는 뜻의 과개안이다. 1960년대까
지 고래를 몰아 포획하던 해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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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왕암공원은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뾰족하게 나
온 부분의 끝 지점에 해당한다.
07 공원입구에서 등대까지 가는 길은 600m 송림이 우거진 길로
백여 년 아름드리 키 큰 소나무 그늘이 시원함과 아늑함을 선
사한다.
08 간절곶은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09 소망우체통은 높이 5m로 우편물을 수거해 가는 실제 우체통
이다. 사랑하는 이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통에 넣으면 며칠
뒤 집배원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간절곶,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다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간절곶

호국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대왕암공원
대왕암공원은 1962년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원에 지정
되었다. 처음에는 대왕암 가까이 자리한 울기등대의 이름
을 따서 ‘울기등대공원’이라 부르다 일본의 잔재라는 이유
로 1984는 ‘대왕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왕암공원은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뾰족하
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에 해당한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울산 앞바다를 밝힐 나
무 등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6m의 등탑을 세우
고 ‘울기등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울산의 끝에 자리한 등
06

대라는 뜻이다. 이때 일본은 등대 주변 군사기지가 외부

07

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나무도 함께 심었다. 시간

은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
르는 곳이다. 영일만 호미곶보다 1분 빠르게, 강릉 정동진보다는
5분이나 빠르게 해를 볼 수 있다. 일대를 공원처럼 조성해 놓아 1
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소망우체통은 높이 5m로 우편물을 수거해 가는 실제 우체통이

08

다. 뒤편으로 가면 우체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우체

09

통 안에는 우편엽서와 필기구가 있다. 사랑하는 이나 자신에게 편
지를 써서 통에 넣으면 며칠 뒤 집배원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특
별한 재미가 있다.
파란 바다와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간절곶 등대가 아름답다. 언덕
위에 있어 간절곶 일대를 굽어보기에 좋다. 1920년 3월에 점등했
다고 하니 근 100년간이나 간절곶 앞 바다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있는 등대는 2001년도에 지어진 것이다.

이 흘러 소나무가 등대보다 자라 3m 증축에도 등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1987년 촛대보양의 신 등탑을 세우
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울기등대 신.구 등탑이 사이좋게
나란히 하고 있는 이유다. 100년 전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울기등대 구 등탑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고래고기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고래고기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별미 중의 하
나. 고래고기 꼬리살은 지방이 많아, 고래고기 중에서 가장 진미. 쇠고기에 비하여 지방이 적
고 비타민류가 많으며 지방산조성도 고도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재106호로 지정되었다.
공원입구에서 등대까지 가는 길은 600m 송림이 우거진

언양불고기

길로 백여 년 아름드리 키 큰 소나무 그늘이 시원함과 아늑

울주군 언양, 봉계는 인근 영남알프스의 1천미터 이상 고봉들과 기름진 평야의 지리적 특성

함을 선사한다. 송림을 벗어나면 탁 트인 해안절벽으로 거

으로 인해 예로부터 축산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졸깃하면서 육질이 부드러운 순수 한우암소

대한 바위덩어리들이 마치 선사시대 공룡들이 푸른 바닷물

고기의 전통적인 맛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 유일의 한우불고기특구'는 영양축적 상

에 엎드려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불그스레한 바위색
48

태가 가장 좋고 부드러운 육질을 유지하는 3~4년생 순수한우암소를 사용한다.

49

WE'RE Thinking

WE'RE Talking

함께하는것에 대하여

사람이 자산이고 사람이 기회인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전문 제조업체

한호산업 주식회사
한호산업은 1999년 단조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가공조립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자동
차 파워트레인 부품 전문업체로 성장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판매경로를 확장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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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WE'RE Sharing

WE'RE Talking

나와 내 가족의 자동차. 그 부품을 만드는 우리

WE'RE Looking

WE'RE Sharing

고객사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우수업체

한호산업은 열간, 냉간, 치단조, 링롤 및 가공 전문

2001년 SQ인증서 취득 후 현재 A등급 보유 중인 한

업체이며, 나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의 부품을 만

호기업은 품질보증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IATF16949,

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 직원 240명이 열정과 책

VDA, BIQS 품질확보 프로세스를 확립하였다. 2017

임감을 다해 일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약 1천억원

년에는 현대위아로부터 Quality Level-up 최우수상

의 매출 성과를 이룬 한호산업은 주요 품목으로 Gear

을 수상하였고, GM에서 역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Blank, Shaft, Park Gear, Monoblock Clutch

4차례 품질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며 품질 경쟁력을

Body, Ring Gear, Hub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

인정받았다.

내 현대·기아차와 GMK 외에도 매출 비중의 34%는
해외 고객을 상대로 수출하고 있다.
북미 TASL승인부품

[ZF 라인]
2015년부터 품질인증 시스템인 독일 VDA 6.3 취득 이후 9HP

현대위아 공작기계와 함께 성장하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단조공장에서는 정밀단조 기술

한호산업의 미래

을 요하는 품목들을 양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기
술개발에 힘입어 Monoblock Gear의 품질을 완성시

링기어, 선기어, 헬리컬기어, 인아웃풋 등 연 350만개의 트랜스
미션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글로벌 수출 물량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PHC Valeo 라인]
2016년부터 엔진 External
Damper에 들어가는 DCT 7
단 커넥터 부품을 수주하여 연

한호산업의 큰 강점 하나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꼽

켰으며, 2008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다. 경북 영

을 수 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천에 위치한 가공공장은 2013년 설립한 이래, 2015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ERP를 통한 업무 전

년부터 독일 ZF사에 연 300억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

산화, LOT 추적 시스템을 통한 품질관리 MSA, 통계

는 등 수출 제품을 전담하고 있다. 가공공장은 전체

적 공정관리시스템인 SPC를 이용한 ZERO PPM달

설비 중 약 78%를 현대위아 공작기계로 사용하고 있

성, 이를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나아

다. 우리 회사의 빠른 대응과 보수능력은 한호산업의

가고 있다. 품질, 가격, 기술,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벌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기술력

서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두 회사의 동반성장으

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로 앞으로도 기대해본다. W

72만대 물량을 생산하고 있으
며, 현대·기아차 국내외 시장
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현대위아 라인]
2014년부터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UD SUN GEAR 연 60만대 물량을 받
아, 안정적인 공급과 양산품질을 확보
해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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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 i z

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1. 공작기계 부품검사반의 소그룹 이름은? (영어로)

평온한 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2. '위아 스쿠버' 박세동 총무가 입문자들에게 추
천하는 스쿠버하기 좋은 장소는? (해외)

이제 내 일생의 중간에 와서 나는
꽃처럼 싱그러운 진실을 줍는다
삶은 밀처럼 귀하고 달콤하며,
미움은 짧고 사랑은 광대하다.
유혈과 상처로 새겨진 시를
미소 짓는 시와 바꾸기로 하자.
천국의 제비꽃 열리고 계곡 사이로
바람이 달콤한 숨결을 불어 보낸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조영락 / FA영업팀

1. 대화태도
2. 포르투갈

이제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강종헌 / 선삭기설계팀

이제 노래를 터뜨리는 사람도 이해한다.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권중섭 / 엔진생산 1부
손철호 / 설비구매팀
송영광 / 회계팀

백합꽃은 우리의 눈길을 유혹할 수 있다.

목마름은 오래 가고 산허리는 구불하지만,

우리의 두 눈은 눈물 흘리며 힘겹지만,
시냇물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다.

엽서를 보내는 게 귀찮고 불편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엽서를
이용해보세요!
<현대위아 사보>는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와 자원 낭비를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 보내는 법 : 카메라로 엽서의 앞뒷면을 촬영한 후 담당자 앞(sumsum@hyundai-wia.com)으로 보낸다!

천국을 향해 터지는 종달새의 노래는
죽음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잊게 한다.
이제 내 살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과 함께, 모든 소란은 그쳤다. (후략)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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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