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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사보가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15년의 역사를 거쳐 임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사보
앞으로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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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사보의 역사

2009~2010
2009년부터는 ‘위아뉴스’가 타블로이드 형식을 벗어나 책자 형태
로 정식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은 위아에서 ‘현대위아’로 사
명이 변경되었다. 표지에서 예전 ‘현대위아’ CI도 볼 수 있다. 2009
년 우리 회사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기도 했던 만큼, 당시 사보는
재도약, 혁신, 성장에 더욱 초점 맞춰져 있다. 2010년 6월부터는
가정배송을 시작하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관심 갖는 회
사 소식지로 자리매김했다.

2004~2008
2004년 9월 6일 ‘위아’ 사명을 달고 첫 정기간행물로 시
작한 ‘위아뉴스’는 8면 혹은 12면 타블로이드 형태로 제
작되었다. 격주로 발간되었으며 매달 ‘이달의 얼굴’을 선
정하여 직원들이 주인공인 소식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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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
현재까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 로고를 이 시
점부터 발견할 수 있다. 표지의 컨셉은 이전과는 결
이 다르게 계절, 풍경을 강조하는 일상적인 일러스트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유명인 인터뷰, 맛깔 레
시피, 휴가 여행지 소개 등 일에 지친 직원들에게 보
다 일상의 휴식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4

2015

2014~2015
이 때의 변화는 표지 디자인의 변신이 돋보인다. 2014년은
그래픽과 아이콘을 이용해 가장 심플한 표지 디자인을 선보
였던 해. 2015년은 감각적인 이미지와 표지에 대표적인 기
사를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외부인 기고 비중 대
신 우리 임직원들 취재기가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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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

2020

2016년부터 사보는 매월 시의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이에 맞게 콘텐츠
를 선보여왔다. 이 기간에는 매년 테마를 표현하는 방식의 변모를 표지에서
엿볼 수 있다. 16년은 단어를 선정했으며, 17년은 보다 심플한 형태의 아이
콘으로, 18년은 보다 직설적인 단문을 통해 매월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드러냈다. 19년은 테마를 ‘컬러링’ 이미지로 표현하여 직원들이 직
접 표지를 색칠하며 주제에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We're'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현대위아 사보.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우리
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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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00호
2월 셋째주

‘위아뉴스’로 시작한 사보가 ‘We’re’가 되기
까지 많은 사우들이 함께 했다. 200호 사보
를 기념하며 동료들이 출연한 옛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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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자기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고
소인은 눈앞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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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의 얼굴 Vol.200

기억하는 사우들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연
한 추억을 되살리는 사우도 있을 것이다. 당
시 인기 있었던 추억의 코너들을 2020년 버
전으로 되돌아봤다.

「위아의
「위아의 얼굴」
얼굴」

「깜짝
「깜짝 인터뷰」
인터뷰」

「만화
「만화 칼럼」
칼럼」

구동생산부

김부교 기술선임
그 때 그 얼굴을 찾다! 무려 위아뉴스 제 2호(2004년 발행)에 출연했던 김
부교 기술선임의 반가운 얼굴을 창원3공장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 사보가 2호에서 200호가 되기까지 그 역시 선임의 자리까지 성
장하며 더욱 베테랑이 됐다. 200호를 맞이한 기념으로 사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회복되고 회사의 경
영도 좋아져서 모든 직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팎으로 일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때일수록 건강과 안전에도 더 신경쓰
시고요.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라며
극진한 덕담을 건넨다. 15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김부교 기술선임의 진심처
럼 모든 사우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여물어 가길 기원한다.

사보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기억해요
사우들의 얼굴로 사보의 대문을 장식했다. 일
터에서 마주친 우리 직원들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다. 사진과 함께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를 덧붙여 흥미를 더했다.

사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코너. 업무
내용 외에도 일상, 취미생활, 관심사 등 다양
한 내용을 담았다. 경어체가 아닌 사우의 어
투 그대로 실린 기사가 특징.

「무엇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글과 친하지 않은 직원
들도 빼놓지 않고 챙겨
보던 만화 칼럼. 친근한
만화를 통해 경영 상황
과 회사 소식을 재치 있
게 전달해 직원들의 눈
을 사로잡았다.

「숫자로
「숫자로 보는
보는 우리
우리 이야기」
이야기」

말그대로 무엇이든 물어보면 홍보팀이 성심성의껏 조사하여
답변해주는 코너였다. 마치 ‘알쓸신잡’의 구버전이랄까. '자동
차 이름 뒤에 붙는 영문은 무슨 뜻인가요?', '디지털 사진 잘
찍는 법 좀 소개해주세요.' 등 기상천외한 질문들에 답하며 유
용한 지식들이 공유되는 장이었다.

‘1년 동안 지급한 사원 차량지급구입 지원금 총액’, ‘한 해 창
원공장에서 발생한 전화요금 총액’ 등 웬만하면 알기 어려운
숫자들을 공식적으로 통계하여 소개하는 코너. 숫자로 와 닿
는 회사의 이모저모가 신선한 재미로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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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호 종이사보를 간직한 사우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했으나 아쉽게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무려 10년 전인 2009년 사보를 ‘특별’ 보관하고 있다는 사우 제보를 받았는데...
사보를 통해 회사의 변화를 체감하고 애사심을 충전한다는 ‘발굴왕’ 안승일 책임매니저를 만나
봤다.

Q 2009년 사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 지난 사보를 다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직의 변화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제가 체감
하기에 2009년은 회사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
가 생겼던 해였어요. 회사에서 비전도 새롭게
세우고,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를 추구했던 해
였죠. 그 이전에는 운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단
합, 화합을 추구했다면 2009년부터는 근무하
고 싶은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생기는 회사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 '2020년에는 우리 회사가 어떻
게 변해있을까?'하는 궁금증에서 사보를 간직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기대
와 걱정으로 2020년이 된 시점에 지난 추억들
을 되돌아보고 싶었고, 그 때 마음을 기념하며
계속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변화에 체감하며 긍정적인 힘을 얻습니
다. 집에서 종종 정리를 할 때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간직해 온 사보들이 눈에 띄는데 하던
일도 잊고 그 자리에 앉아 읽어보곤 합니다. 제
가 입사했을 당시 회사 매출이 4조를 목표로
열심히 일할 때였는데, 지금은 2배에 가까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격변하는 세계시장에
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며 새로운 비전을 제
시하고, 미래사업을 발굴하며 함께 일하고 있
는 시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대내외적
으로는 어려운 시점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 지금이 낫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
다. 옛 사보를 보면 지금은 체계도 더 잡혀 있
고 좋아진 조직문화도 느낍니다. 점점 나아지
는 회사의 분위기와 환경에 만족하다 보니 애
사심도 생기고 업무에 열정도 쏟을 수 있게 되
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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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사업기획팀

안승일 책임매니저 (07년 입사)
Q. 200호를 맞이한 사보, 앞으로 어떤
사보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회사 소식도 있고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어 도움이 됩니다. 사보를 모아 보기도
하고 지난 사보들을 보며 종종 추억을 돌이켜
보는 직원 한 사람으로서, 회사와 직원들의 모
습을 더욱 생생하게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과
거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요. 마치 '사진첩' 혹은 직원들의 열
정이 담긴 '발자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숫자로 보는
사보 이야기

177.15 km
발행된 사보를 총 부수만큼 이으면 얼마만큼의 거리가 될까요?
우리 회사 창원 1공장에서 울산 2공장까지는(98km기준) 왕복 1.8회,
의왕연구소에서 평택공장까지(48km기준)는 왕복 3.7회,
서산공장에서 안산공장까지(97km기준)는
왕복 1.8회 가능한 거리가 됩니다.

14,575

명

그동안 사보에 출연한 우리 직원(및 관계자) 수.
누적된 참여인원수를 보니 더욱이 직원들에 의한 사보임을 체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의 더 깊은 이야기를 담는 사보가 되겠습니다.

5

축구장

20

층 높이

1호부터 200호까지 총 200권의 사보는 사이즈도 연도별로 각양각색.
이 200권의 사보를 긴 면(세로) 기준으로 이어 붙이면
건물 20층 높이인 62.582m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무실 평균 높이인 3m 기준)

8

개

국제축구장 규격상 최대 크기인 8,250m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인쇄된 사보의 면적(41,800m2)은
총 5개 축구장 넓이만큼 됩니다.

70

t

지금까지 인쇄본으로 제작된 사보 총 부수의 무게를 더한 값.
이는 다 자란 코끼리 20마리의 무게와도 맞먹고,
팰리세이드 34대의 무게와도 같아요.
(＊성체 코끼리 평균 무게 3~4t기준 / 팰리세이드 공차중량 최대치 2,030kg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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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유럽 및 북미 완성차에서
7천억원 규모 등속조인트 수주
- 해외 프리미엄 완성차社로부터 대규모 수주 쾌거
- 뛰어난 생산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 인정 받아 최종 업체로 선정
- 전체 수주 중 55% 이상 친환경 차량 대상으로 이뤄져
- 글로벌 영업력 강화하며 매출처 다변화 나서

우리 회사가 유럽과 북미 지역의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게 됐습
니다. 최근 7021억원 규모의 등속조인트(C.V.Joint) 수주 달성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등
속조인트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에서 나온 구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핵심부품입니다. 우
리 회사가 유럽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자동차부품 공급을 확정한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등속조인트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유로는 오랜 기간 등속조인트를
만들며 쌓은 노하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회사는 1988년 이후 30년넘게 등속조
인트를 양산하며 생산과 품질 기술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최초로 등속조인트 누적 생산 1억개(차량 1대기준 2개 장
착)를 돌파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현재는 연 1000만개 이상의 등속조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유한 등속조인트 기술력도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위아는 등속
조인트의 소음•진동 (NVH, Noise•Vibration•Harshness)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성
과 회전 각도는 크게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등속조인트의 무게는 대폭 줄여 차량 경량화에 도
움이 되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강점 덕에 전체 수주의 55%에 달하는 3800억원 규모의
등속조인트는 경량화와 소음 차단이 중요한 친환경 차량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생산기지를 통해 물류비용 또한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중국 강소법인에서
연 220만개, 인도법인에서 연 200만개 이상의 등속조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는 멕시코법인에서도 양산을 시작, 연 100만개 이상의 등속조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에 수주한 등속조인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예정입니다. 1억 개가 넘는 등속조인트를 양산하며 쌓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중심으로
이번 수주전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으며,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의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매출처를 더욱 다변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더
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영업망 확충으로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는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하
길 기대해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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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WIA Heroes

유럽 및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입증하다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김정진 책임매니저

차량부품
글로벌영업팀이
말하는
‘수주 비하인드 스토리’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김동은 책임매니저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채희정 책임매니저

지난 달 29일, 우리 회사가 유럽 및 북미 완성차로부터 총
7021억원 규모의 등속조인트를 수주한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
해 소개가 됐습니다. 세계 프리미엄 브랜드 5개 사의 수주 건
을 합친 결과이죠. 등속조인트의 글로벌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대규모 수주
소식이 더 반가울 따름입니다. 수년간을 공들여 얻은 신뢰로 고
객과의 접점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어필해온 주역들, 차량부품
글로벌영업팀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영업, 글
로벌 자동차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번 수주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흥미로운 대화를 옮겨 적었습니다.

＊계약상 보안 사항 문제로 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은 A, B, C사 등으로 표기한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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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그때 그때 요구에 대응하면서 몇 년간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회사마다 다른데 통상 이 과정이 2~3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RFI(Request for
Information)를 요구 받고, 잠재 견적을 제출합니다. 경쟁력을
확인한 후에 RFQ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견적 단계에
들어가요. 이 과정이 전체적인 수주 과정입니다.
채희정 책임 이번에 수주한 A사는 이 과정을 7년정도 였고. B
사는 한 3년 걸렸죠. 저희가 이 팀에 들어와서 ‘맨땅에 헤딩’으
로 개척한 고객사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이전부터 선배들이 일
궈놓은 것도 있거든요. 선배들이 발굴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연

이번 수주는 어떤 계기로 추진된 것인가요?

락해서 접점이 끊어지지 않게 한 부분도 도움이 컸죠.

수주 이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정진 책임 수주 이후에는 개발과 양산이 뒤따라옵니다. 연
구소에서 주관하는 ‘design validation(DV)’과 선행 품질 부서
에서 주관하는 ‘production validation(PV)’으로 나뉘어요. 먼저
차에 장착해 테스트해서 문제 없는지 보는 DV 이후 PV로 넘
어갑니다. PV는 양산 단계의 실제 라인에서 생산해보는 거에
요. 이 과정이 문제 없는지 테스트를 거쳐야 개발이 끝났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2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채희정 책임 이번 수주 중 C사 건은 특히 주목할만한 점이 이

기억에 남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어요. 통상 2년 걸리는 과정을 7
개월만에 단축시켜 양산에 들어간 거에요. 주요 고객사나 경쟁

김동은 책임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죠. 마지막에 가격을

사들이 ‘말도 안된다 또는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통

확정해야 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과 차이가 많이 나면

상적이지 않은 일을 우리 회사가 해냈어요. 담당인 김동은 책

수습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결국은 그나마 저희에게 유리한 쪽

임매니저가 고객사에 근접한 영업을 하고, 미주연구센터에서

으로 협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한 달 넘게 걸리다 보니 어려웠

도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연구소, 생산기술, 개발 파트의 역량

어요. 그래도 잘 마무리 되어서 지금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뒷받침한 결과였죠.

채희정 책임 저도 영업에서 가격 협상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

김동은 책임 이 부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연구소에서 이룬 거

하는데, 저한테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견뎌내야

죠. 고객사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했던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수주하기까지 과정은 안 보고 결

채희정 책임 부품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통

과만 보기 쉽거든요. 수주하기 전까지는 ‘해외 출장을 계속 가

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말고도 IT기업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시

는데 왜 수주를 안하나’하는 말들이 힘들었죠. 또 막상 해내니

장에 진출하면서 자동차 개발 방식도 변화하는 느낌이에요. 휴

까 ‘될 줄 알았다’, ‘뚝심 있었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관 부서

대폰도 6개월마다 신제품이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기술을 접

중에서는 과정은 안 보고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몇

목해서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진 ‘개

년을 공들여 수주를 했으면 끝까지 믿고 프로젝트를 같이 밀

발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뀐 사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

고 가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는 아직 우

리도 ‘고객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신속한 개발을 이루어 냈다

리 회사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안고, 7천

는 걸 증명한 사례죠. 또 덧붙이자면 C사는 다른 회사에서 참

억원 금액만큼 어깨에 부담을 갖고 개발, 양산까지 잘 마무리

김정진 책임 수주라는 것이 RFQ(Request for Quotation)가 바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그 제품을 사서 뜯

했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로 나와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고객사와 접점부

어 볼 거 아니에요? 이 때 우리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김정진 책임 해외영업은 답이 없어요. 우리 회사가 기존에 해

터 만들어야 해요. 구글에 나와있는 사무소 전화해서 담당자

자연스레 다른 업체들의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

오던 고객사들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던 대로

를 찾기도 하고, 서비스센터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하

해요.

이때는 뭘 하고 그 다음엔 뭘 하고. 이번에 수주한 회사들은 다

채희정 책임 글로벌 영업에서 유럽 및 북미 완성차와 오랜 기

김정진 책임 누적돼서 만든 성과입니다. 저희가 뛰어나서 수주

간동안 협의하던 사업들 중에 작년에 과거 대비하여 많은 성

를 얻었기보다는 누적된 것에 대해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

과(수주)를 도출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갑자기 한 해에 7천억

아요.

수주가 딱 이뤄진 게 아니라, 거의 4~5년간의 노력이 있었거
든요. 각 영업 담당자들이 고객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해낼 수 있
다는 신념으로 계속 해왔죠. 매번 경쟁입찰 때 주요 경쟁업체
가 4곳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이 전체 CVJ 시장의 약 70퍼센
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는 6퍼센트 정도 수준
이지만, 해외 비중이 많이 작죠. 이런 시장 환경에서도 1, 2위
하는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수주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고객 접
점에서 꾸준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개개인
의 노력이 아니라 팀 전체가 노력을 했고 오래 공들인 결과였
어요.

통상적으로 수주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죠. 그렇게 담당자 연락처를 알

첫 회사인 만큼 접해보지 못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게 되면 회사소개를 하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공

엔 거부감도 있고 낯설 수 있죠. 이런 장벽을 넘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우면서도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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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책임 언어 실력으로 해외영업을 한다고 생각하

의 팀 담당자 분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시지만, 사실 언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국가 언어

부탁 드립니다.

를 전혀 구사할 줄 몰라도 해외 고객사와 대규모 수주

김동은 책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이 있

건을 이룬 선배도 있었고요. 언어보다는 ‘영업 마인드’

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었으니 길이 생겼다고 생각

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룹의 핵심가치 5가지 있잖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주 진행하면서 같이 고생한 각

요.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끈질기게 도전하는 글

부문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로벌적인 마인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채희정 책임 우리 회사가 그룹사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생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동료들에게 공
유하자면?
김정진 책임 그룹 의존도를 낮추자고는 하는데 아직
마인드 면에서는 조금 더 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요. 저희 팀의 좌우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 ‘No sales,
No salary’. 영업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이자,
수주와 매출의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

‘제품 경쟁력’ 외에도 고객 접점에서 느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이었던 것 같나요?

경영진이 직접 미팅을 주관하면 고객 입장
에서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김정진 책임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위아는

채희정 책임 그렇죠. 최정연 부사장님이 주도한 첫 미

Response가 가장 좋다.’ 당시 경쟁사가 원래 해오던

팅 이후에 그 고객사와 1년만에 수주를 했어요. 그 미

회사인 데다, 우리회사가 경쟁사 보다 가격/기술 경

팅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회사를 믿어달라’ 굉장

쟁력이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크게 어필

히 적극적으로 확신을 주려고 하셨고, 고객사 입장에

이 돼서 수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맡

서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를 만난 것 같

은 고객사는 인도, 프랑스, 브라질이 있는데 각기 시

다’는 답을 주기도 했어요. 그만큼 신뢰 형성에 큰 도

차가 있다 보니 아침, 밤 할 것 없이 연락을 했거든요.

움이 됐어요.

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각 부문

해외영업의 고충이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
어져서 뿌듯해요.
채희정 책임 저는 가장 차별화되었던 부분이 ‘경영진
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영업 담당인 최선필
상무님부터 차량부품영업실 오교상 상무님, 본부장이
신 이봉우 전무님, 최정연 부사장님까지 계시죠. 유럽
의 D사와 사업 협의를 했던 지난 3년 동안 1년에 2
번씩 고객사의 구매 담당 중역과 만나 경영진 미팅을
했고 당사 중역이 직접 PT도 진행했어요. 부사장님도
2번 정도 가셔서 직접 회의를 주도하시고 질의응답하
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어요. 다른 A사도 그렇게 했
어요. 이렇게 경영진이 직접 커넥션을 만들고 노력해
온 점이 고객에게 신뢰를 얻은 가장 차별화되는 장점
이 아니었나 싶어요.

영업인으로서 각자의 장점을 말하자면
김정진 책임 저는 순발력과 센스, 나쁘게 말하면 ‘잔머
리’고요. (웃음)
채희정 책임 논리가 있어야 납득할만한 설득을 하니
까, 근거를 만들려고 항상 ‘로직’을 생각해요. 누군가
는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좋겠다’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게 뭘까’,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이런 것에 집중을 무척 많이 하거든
요. 출장 한번 갈 때마다 많은 양의 자료도 준비하죠.
현대위아란 회사를 등에 업고 같이 성장해가는 것 같
고 해외영업에 대한 자부심도 커요. 처음엔 막연히 사
람 만나는 게 좋아서 시작한 영업인데, 할수록 좋아지
는 업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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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해요. 스탠다드로 잘 돼 있는 회사라 생각하거든
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을 하면 충분히 글로
벌 스탠다드에도 맞출 수 있는 회사라고 느끼고 있어
요. 우리 회사 역량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
이 수주를 잘 했다기보다는 직원 모두의 노력이 있어
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lessons
learned’는 계속될 거고, 계속 되리라 기대합니다. W

We're
Team Play

황태순 팀장

오규택 매니저

김근용 책임매니저

박종길 매니저
손철호 매니저

‘상생’이란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상생을 이루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회사와 함께 하는 수 많은 협력사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서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우리 회사에 ‘상생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직원 개개인 모두가 상생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동반성장의 문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자
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상생협력팀 직원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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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팀이 말하는
‘같이’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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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황태순 팀장 ‘상생협력팀’은 최근에 생겼지만, 협력사를 대
상으로 동반성장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못했
어요. 그 결과 최근 3년간 협력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동반성장평가지수 기준 실적도 떨어지게 됐죠. 이런 문제점
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커
졌고 지난 연말에 상생협력팀이 출범했습니다.
공식적인 팀 체제 전에는 구매 본부 안 ‘부품품질혁신팀’에
서 협력사 대상으로 평가, 개선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팀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
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협
력사 대상 ‘체감도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데요, 객관적인 관
점에서 회사의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하다 보니 현재 우리
회사와 협력사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 비합리적
인 관행들도 보이더라구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평가 요
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며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습
니다.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나요

명칭을 변경하고, 동반성장업무 관련 전담 부서로 신설되면

김근용 책임매니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는 계약 내용의

서 협력사 대관 업무 관련 평가, 품질 개선, 상생•추진의 3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노력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박자를 갖추게 됐습니다. 협력사의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에

지원실적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의 기술 발전이나

도움을 주는 ‘평가 파트’, 제품 생산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

보호를 위해 지원한 사례,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내역 등이

를 해결하기 위한 ‘품질 개선 파트’,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을

죠. 협력사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우리 회사 협

위해 노력하면서 협력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우리 회사 전

력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요.

체의 대(對) 협력사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상생•추진 파트’
김근용 책임매니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회사의 지속성

최근에 상생협력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장과 미래가치 창출에 꼭 필요한 가치인데요. 우리 회사와의

황태순 팀장 한동안 우리 회사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경

협업이 협력사의 품질과 기술력 강화에 기여가 되고, 또 협

시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반성장지수가 협력사와의 유대관

력사의 성장이 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계를 방증하는 결과인 만큼, 다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의 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죠. 경영진에서도 관심을 갖

의 체계적인 모습을 완성한 것입니다.

고 ‘올해가 동반성장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정량화 한 것이
있나요

고 계시고요. 이런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상생협력 부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황태순 팀장 정부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있
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 군에 속하고, 지난 8년간 동반

동반성장지수가 높으면 어떤 게 좋은가요

지수평가를 받아왔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189개사가 평가

김근용 책임매니저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는 현재 양호 등급에 머물러 있습니

이미지를 심는데 아주 좋을 것이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들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을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전사적인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

협력사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다. 물론 평가나 점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현대위아

나타날 수 있겠죠.

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직원들 스스로도 회

손철호 매니저 또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습

응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니다. 최근 기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중 지속가능경영지

동반지수평가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매월 6월경 결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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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문에도 긍정

분들이 느끼는 ‘현대위아’에 대한 인상은 간단해요. ‘언행’이

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요. 관리직, 생산직 할 것 없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협력

물론 목표를 이루기까지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분명히

사 분들을 만날 때 좀더 책임감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달라’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분들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다하고 있습니다.

형성됩니다.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개선과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상생협력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황태순 팀장 팀이 신설된 이후 동반성장 우수 기업들을 찾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다니며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여러 방면에서 운영 방향을

황태순 팀장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오는 동반성장지수가 작

잡았죠. 우리가 참고한 최우수 등급 회사들의 공통점은 전담

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꾸려진 지 오래되어 데이터와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를 위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실

있었어요. 이에 따라 ‘이 업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라

질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는 프로의식이 있었고요. 상생협력 관련 다양한 방법을 동원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해 대응하고 있었죠. 또 장기간 전담조직을 통해 관리한 결
과, 전사 임직원들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
다. 저희가 이제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김근용 책임매니저 모든 임직원들이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기반해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업무 진행하며 어려운 점을 꼽자면

상생협력팀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들에도 귀를 귀울여 주

황태순 팀장 사내 모든 팀을 대상으로 협력사 현황을 취합

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개선 실적을 관리하는데 아직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

오규택 매니저 최근 직원 분들에게 분주하게 자료요청을 드

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일로 취급하고 소극적인 반

리고 있어요. 하던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정리되지 않은 자료

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죠.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탓

를 단순 제출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이겠죠.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은 우리 팀

니다.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관계를 유지하는 현업에
서 우선적으로 잘 챙겨야 동반성장의 체계가 잡힐 수 있어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박종길 매니저 기본적인 법 준수는 당연한 것이고 직원들의
언행과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도 자각하지 못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할 때, 본인이 ‘사용자’
의 지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하죠.
손철호 매니저 예를 들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식 자체가 상생
과는 상반되는 거예요. 협력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한
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죠.
오규택 매니저 어제도 협력사 VOC를 다녀왔는데,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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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상생 실적 관련 증빙 자료 제출에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철호 매니저 현대위아를 사람이라 했을 때 상생협력팀을
‘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협력사 입장에서는 말할 곳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입은 많지만 귀는 없었기 때문에 협
력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에요. 이제는 전담조직
이 생겼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협력사가 불편한
감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

We're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친환경차 시대에
스포츠카의 경제학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17년 만에 부활한
토요타 수프라
개발 뒷이야기

‘드림카(dream car)’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누구
나 한번쯤 소유하고 싶어 하는 차로 단연 스포츠카가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꿈의 자동차로요.
영화 속에서 스포츠카는 단연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
드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신 분이라면 주인공의 오렌지색 튜닝카 ‘수프
라(Supra)’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 페라리와 막상막하의
성능을 보이며 날쌘 스포츠카로 각인시켰죠. 실제 시속 100㎞까지 단 4.6
초대에 주파하며 포르쉐보다 빠른 쿠페로 주목 받았습니다.
수프라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의 대표 스포츠카였지만, 2002년 4
세대 모델을 끝으로 단종했습니다. 그러다 토요타는 무려 17년 만에 수프
라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국내시장에도 30대 한정판으로 판매
를 시작하며 그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았었죠. 수억대를 호가하는 다른 스
포츠카에 비해 착한 가격(7380만원)도 한 몫 했고요. 지난해 일본 수출규
제 여파로 국내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은 토요타가 새해 내놓는 첫차라는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요즘 친환경차가 대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토요타는 BMW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까지 스
포츠카를 다시 시장에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잘 달리는 차를 만드는 것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목표이자 자존심
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터스포츠 팀을 만들어 F1, 다카르랠리, 르망 24시
간 내구레이스, WRC 등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도 여
기에 있습니다. ‘극한의 레이싱’, ‘죽음의 경주’라고 불리는 이 대회에서 우
승한 자동차 브랜드라면 내구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차를 만든다는 홍
보효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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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에서 토요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애초 수프라 개발팀은 연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시간에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직접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

차를 더 짜릿하게 만들 방법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결과적

스 서킷을 달리며 토요타 차량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 유명

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토요타의 친환경차 전략이 17년 만에

합니다. 시속 200㎞ 이상 달리는 서킷에서 경쟁 브랜드들은

스포츠카 수프라의 부활에 공을 세운 셈이 됐습니다. 수프라

2~3년 후에 출시할 차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토요타 아키오

오너들은 길에서 토요타 하이브리드카 고객을 만나면 감사

사장만 단종한 수프라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수프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라 개발 스토리는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마이홈’과 ‘마이카’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

하던데요. 요즘 들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게 경제적인 부담으

는데요. 기업이 그해 생산한 자동차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로 느껴지는 팍팍한 생활 탓인지, 차를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기업평균연비제도(CAFE)’가 강화된 것도 수프라 탄생의 또

공유경제 시대가 젊은층의 차량 보유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

다른 이유입니다.

다. 개인적으로는 수프라처럼 ‘운전의 재미’를 강조하는 스포

토요타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수프라

츠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드림카’에 대한 낭

가 국내에서 공인받은 연비효율은 9.7 km/ℓ(4등급)에 불과

만은 계속 간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합니다. 길거리에 기름을 버리고 다닌다는 표현도 과언이 아

타다 CE는 GR 수프라 고객들이 길에서 토요타 하이브리드

니죠. 토요타는 이미 프리우스를 필두로 친환경차를 가장 많

카 고객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농담도 덧붙였

이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평균연비제도에서 자유로

다.W

울 수 있었습니다. 수프라와 같은 다소 연비나 배출가스가 좋
지 않은 스포츠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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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현장포착

헌혈은
사랑을 싣고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일간 창원지역 사업장에서
2020년 상반기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총 85명의 직원이 참여
했고, 34L의 헌혈량이 모였으며 125매의 헌혈증서를 기증받았
다. 기증받은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우리 동료의 자녀를 위해
전달된다. 사우들의 뜨거운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큰 희망과 기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 73매에 이번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이 추가로 기증한 53매를 더해 총 125매의 헌혈증서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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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창원] 삼원 무료급식소

[안산] 안산 평화의집

[창원] 꿈의 동산

[의왕] 사랑의 양로원

[창원] 진해 재활원

[울산] 사단법인 행복발전소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산] 서림복지원

[창원] 진해 희망의집

설날 떡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나눠
새해의 시작은 곧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
인 설날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고, 전을 부치고, 차례를 지내
며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날이 모두에게 행복한 날은 아니기도 합니다.
가족이 없어, 또 갈 곳이 없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죠. 이들은 설날의 북적거림 속에서 더 큰 외로움
을 느끼며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2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 마련한 행사인데요. 이날 떡 총 2500개를 경남 창
원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왕, 평택, 안산시 등 우리 회사 사업장이 있는 인근 복지기관에 전달했습
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총 24곳의 복지기관을 찾아 떡을 전달하여 더
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창원 사업장에서는 ‘삼원 무료급식소’를 찾아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께 떡을 선물해드렸는데요. 이곳
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계신 곳입니다. 무료 급식과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
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죠.
삼원 무료 급식소 관계자는 “현대위아 덕분에 어르신들이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더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항상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주시는 현대위아 임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8년부터 13년간 꾸준히 이어온 현대위아의 설날 떡 나눔. 많
은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날이
든, 어떤 곳에서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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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Thank you,
현대위아!

경남 범숙의 집

임직원들에게 전해 온
지역사회의 따뜻한 감사편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신
현대위아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추억속의 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짧은 삶 속

매월 1%기적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주고 계신

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고단했던 삶의 여정에서 내 생애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경남 사랑의 열매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감사인

평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공간과 나와, 나를 지지해주었던 어른들과 함께했던

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

기억이 우리 범숙이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선물일 것입니다. 평범한, 그러나

러분의 손길에 항상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메시지

아주 특별한,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 하나와 열매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자양분

함께 감상해주세요!

이 지금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서 싹을 피우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햇볕이 되어주기도, 때론 바람이 되어주기도 했던 든든한 후원자이신 현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위아 가족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지역사회에 등불의 존재
로 남아계시길 바랍니다. ^^

현대위아와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함께 했던 기록들
안녕하세요.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
늘 저희 창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함께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기적”을 통해 모아주신 현대위
아 임직원 분들의 성금 덕분에 창원지역에 계신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께 계절별로 다양한 맞춤형 물품들을 지
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선풍기를, 추운 겨
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지원해주시
는 고마운 후원자님. 특히, 2018년에는 중증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구매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덕분에 2~3년은 기저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라며 웃는 얼굴도 볼 수 있었습
니다. 현대위아와 함께였기에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
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과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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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랑의 열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 함께여서 늘 고맙습니다 ♥
지난 8년 동안 경남 사랑의 열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카로 수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의 발이 되어주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
를, 장애인과 미혼모들의 자립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해주셔서 우
리 지역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기적'을 만들고자 시작한 여러분들의 실천이 누군가
에겐 꿈이 되고, 누군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
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이웃이 된 여러분의
나눔 덕분에 경남 사랑의 열매도 더 많은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
도 우리 지역 곳곳에 '1% 기적'의 씨앗을 심는 일에 함께 해주실거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며 현대위아 임직원 여
러분 모두 기적같은 일들과 사랑이 가득한 새해, 새봄을 맞으시길 소망
합니다.

경남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1%의 소중한 나눔이 100%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WIA의 꾸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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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아주 특별한 하루」는 매번 새로운 주제로 사우들과 함께 하는 체험기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

10th Anniversary

달콤한 초콜릿에
함께 녹여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원가회계팀
강영우 책임매니저 가족

2월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이들에게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

릿을 선물합니다. 초콜릿은 달콤한 맛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인
데요. 이 때문인지 평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
니다.

이번 2월에는 한 가족이 초콜릿을 만드는 공방을 찾았습니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처럼 달콤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죠. 10년 동안 이어진 부부의
사랑이 듬뿍 담긴 초콜릿을 함께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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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의 우애만큼 단단히 뭉친 로쉐 초콜릿
＼
틀에 부은 파베초콜릿이 굳어가는 동안 로쉐 초콜릿을 만들기로 합니다. 로쉐
(Rocher)는 프랑스어로 바위를 뜻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페레로 로쉐라는
상품으로도 익숙한 로쉐 초콜릿은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와 초콜릿을
섞어 단단한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초콜릿은 견과류들을 뭉쳐줄 정도의 적은 양만을 녹여 견과류와 함
께 섞는데 이 때, 견과류와 섞은 초콜릿이 32도를 유지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준비된 다크초콜릿 칩을 히트건의 뜨거
운 바람을 이용해 순서대로 녹여줍니다. 쌍둥이 형제는 똑 같은 옷
을 입고 엄마, 아빠가 녹인 초콜릿과 견과류를 준비된 볼에 열심히
섞습니다. “초콜릿 직접 만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싶어요! 이거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도 줄 거에요!(웃음)” 초콜릿
을 해맑은 얼굴로 손에 찍어 계속 맛보는 민석, 민제 형제입니다.
이제 포크를 이용해 섞은 초콜릿과 견과류를 동그란 형태로 굴려 뭉칩니다. 녹
아있던 초콜릿이 점점 굳으며 견과류들을 하나로 단단히 뭉쳐주는 거죠.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완성된 로쉐 초콜릿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장

난기도 심하고 그러다 서로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힘들죠. 지금은 힘들지
만 조금 더 크고 나면 둘은 정말 항상 함께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
구잖아요. 둘이 같이 놀고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또 뿌듯해요.” (아내
강원경 씨)
카메라에 연신 손가락 브이를 내미는 민석, 민제는 서로의 곁에서 떨어지는 일이

부부의 사랑을 닮은 파베초콜릿

없습니다. 초콜릿을 만들 때도, 맛볼 때도 꼭 붙어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합니다. 둘

＼

의 우애를 자랑하듯 뽀뽀하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포즈를 취해 모두의 웃음을 터

초콜릿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재료의 품질, 배합, 비율에 따라 다크, 밀크, 화이트 초콜릿으로, 또 코코아 파우더, 헤

뜨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버팀목이자 힘이 되어줄 민석, 민제 형제의 우

이즐넛이 들어간 잔두야 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깊은 맛이 특징인

애가 바위보다도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파베초콜릿과, 견과류와 함께 뭉치는 로쉐 초콜릿 두 가지 종류의 초콜릿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애 때도 안해본 초콜릿 만들기를 오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웃음) 15년만에 처음이네요. 아이들도 평소에 초콜릿을 정

함께 한 시간만큼 익숙함을 더하다

말 좋아해서 이번에 신청한 건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내 강원경 씨)

＼

똑같이 앞니가 빠진 채 “초콜릿”을 외치는 강영우 사우의 아홉살 쌍둥이 아들 민석, 민제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

로쉐 초콜릿은 다크, 밀크, 화이트 초콜릿을 이용하여 세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요.

다. 파베초콜릿은 녹인 다크초콜릿과 데운 생크림을 함께 섞어 판에 붓고 굳혀 만듭니다. 이 때, 한 번 녹여 뜨거운 상태

네 사람 모두 처음 하는 초콜릿 만들기이지만 갈수록 재미를 더하며 만드는 속도

인 다크초콜릿과 고온의 생크림이 만나면 초콜릿 안의 기름이 분리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안의 꼼꼼함 담당이

를 높입니다. 강영우 사우와 강원경 씨는 완성된 로쉐 초콜릿을 준비된 통에 담습

라는 강원경 씨는 처음 해보는 초콜릿 만들기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온도계를 이용해 적당한 온도를 맞춰가며 다크초

니다. 민석이와 민제는 냉철한 초콜릿 검사자로 변신해 아빠의 초콜릿과 엄마의

콜릿과 생크림을 섞고 네모난 틀에 붓습니다.

초콜릿 중 어느 쪽이 더 예쁜 지 비교합니다. 이제는 잠시 굳혀 둔 파베초콜릿을

강영우 사우 부부는 우리 회사 안에서 맺어진 사내 커플입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좋진 않았다고하는데요. 미운 정이 가장

다시 만날 시간입니다. 파베초콜릿은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움이 특징인

무섭다는 말처럼 어느새 서로에게 빠져들게 된 것이죠. “저희가 사내 연애 중이었는데 비밀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했어요.

만큼 원하는 모양대로 틀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부의 선택은 만장일

제가 밸런타인데이에 남편이 있던 부서에 초콜릿을 몰래 보냈는데요. 초콜릿이 팀에 도착했을 때 제가 모르는 척하고 여자

치로 가족의 사랑을 닮은 하트 모양입니다.

친구 되게 멋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 강원경 씨) 강영우 사우와 아내는 연애시절 초콜릿으로 이어진 달달한 추

“결혼 1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언제 두 자릿수까지 채워졌나

억을 다시 꺼내어봅니다.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오래 함께 해 준 아내에게 더욱 감사하죠. 10주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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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Pave [파베 초콜릿]
형태 및 크기: 폭30mm 하트
보존성 : 5℃ 냉장보관, 10일 이내
준비물 : 가나슈, 다크커버춰 300g, 생크림 150g
코팅 : 코코아파우더
1. 생크림을 끓인다.
2. 끓인 생크림을 85℃까지 식혀 다크커버춰 위에 부어 섞는다.
3. 2번을 35℃까지 식혀 사각틀 위에 붓는다.
4. 실온에서 6시간(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굳힌 후 실온에 꺼내서 10분간 둔다.
5. 하트모양 쿠키커터를 이용하여 찍어내고 냉장고에 넣어 10분간 굳힌다.
6. 하
 나씩 떼어내어 코코아파우더를 골고루 묻힌 후 여분의 코코아파우더를
털어낸다.

올해는 가족에 더 충실한 한 해를 보내려고요. 그리고 아내

요. 그래도 그만큼 남편과는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굳이 말

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다이어트한다고 스스로 힘들게 하

하지 않아도 서로 뭐가 필요한 지 아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Rocher Chocolate [로쉐 초콜릿]

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싸우다가도 서로 입장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형태 및 크기 : 직경 3cm 로쉐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랑은 정말 잘 맞고 대화도 잘 통

이제는 서로 잘 아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 싸울

보존성 : 상온보관, 한달 이내

해서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에요.” (강영우

시간도 없더라고요. (웃음) 시간이 오래될수록 꼭 말하지 않

준비물 : 아몬드스틱(칼아몬드)180g , 크랜베리 40g, 호박씨 40g, 템퍼링한 초콜릿 165g

사우)

아도 척하면 척, 알게 되는 그런 익숙함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왕자」로 유명한 작가 생텍쥐페리는 ‘사랑은 두 사람이

(아내 강원경 씨)

1. 아몬드 스틱을 150도 오븐에 10분 구워 전처리한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

민석, 민제는 지난 1월호 사보 컬러링 코너에 소개되기도 했

2. 완전히 식은 아몬드스틱에 크랜베리, 호박씨를 섞는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영우 사우와 강원경 씨 부부는 이처

습니다. “보내자 마자 사보에 실려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3. 템퍼링한 초콜릿에 버무려 솔방울 모양으로 쌓는다.

럼 앞으로도 서로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이 색칠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보에 실린 것도 신기해하고,

것입니다.

선물 받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사보가 200호라

하트 모양 틀로 찍어 빼낼 때에는 손톱 모양이 찍히지 않도

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코

초콜릿 고유의 광택이 흐르는 깨끗한 표면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록 손가락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밀어내야 합니다. 또한 손

너를 통해 기념이 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과정 : 초콜릿 온도를 45℃까지 높여 모든 결정을 완전히 녹인 후 온도를

의 온기 때문에 초콜릿이 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틀에

이 코너에 추천해 줄 동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서 빼낸 하트모양의 초콜릿들에 카카오파우더를 입혀주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아는 동료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으

파베초콜릿 완성입니다. 준비된 통에 담아 예쁘게 포장하면

면 좋겠습니다. ”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긴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네요. 초콜릿

시간 동안 평화로울 때도 있지만, 함께 변화를 맞이하며 역

만들기도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7도, 32도처럼 말

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때도 있죠. 200호를 맞이한 사보와 결

이죠. 원가회계팀이라 항상 숫자를 보는데 초콜릿 만들기가

혼 10주년을 맞이한 부부, 모두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

제 업무와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놓치지 않으

다. W

[참고] 초콜릿 템퍼링(Tempering)
- 초콜릿에 함유된 카카오버터를 안정성이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27℃이하로 낮추었다가 다시 32℃까지 높여 작업 한다.

려 꼼꼼히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집에서는 반대로 좀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꼼꼼함은 와이프가 맡고 있죠. (웃
음)”
“결혼 햇수가 벌써 두 자리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잘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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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 이야기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일상 속 법률이야기 20호

학교 폭력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위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해 학생과 그 부

지났는데, 새로운 해에 적응 좀 하셨나요? 최근 포근한 겨울이 찾아오더니

우에는 형사처벌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10세 이상

모, 담당 교사, 학교에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

신종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올 해에는 임직원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

구하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성격상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될 수 있습니다(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가 숨기려 하면 할수록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은 가중되는

이번 호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가해자가 위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 보호 사건의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되고, 아이들은 더 높은 학년의 새로운 학급에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보

가해 학생의 친권자(또는 후견인)인 부모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들과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 생활에서 아이들 상호 간

호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록 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를 다하

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다툼은 때로는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넘
기도 하고, 이 때에는 학부모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울산에서는 머리를 툭툭 건드리거나 말투를 따라 하는 등의 동급생들의 괴

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시간의 수강명령/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더 나아가 학교 교육활동 중에는 학교의 교장, 교사도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

롭힘을 이기지 못한 중학교 1학년 이군이 투신 자살한 일이 있었고, 급우를

- 단기 보호관찰 처분(1년)

폭력을 당했을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내용을 학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장기 보호관찰 처분(2년)

교 측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

저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 6명에

- 소년보호 시설의 감시, 관리를 맡김

정된다면 교장, 교사 또한 피해 학생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초등학교 아이가 상당 기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

- 병원,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맡김

것입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자치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음에도 그 증세가 계속 악화되는 등 학교 폭력의 위험성은 결코 성인 폭력

- 단기(6월) 또는 장기(2년) 소년원 생활

심리상담, 치료, 학급 교체 등의 요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에 못지 않았습니다.

▷ 소년원은 성인이 가는 교도소와는 다소 다릅니다. 교

지금까지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해

지면의 한계상 모든 사례와 실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학교 폭

도소는 사회와의 격리가 목적이라면 소년원은 생활지도,

학생의 부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첨언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력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교육과 개선이 목적입니다.

해학생의 부모라면, 사건을 들은 다음,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

려고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 성폭력 등 신체적, 물리적

다시 정리하면, 학교 폭력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폭력과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 내 자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

학생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 상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치를 취하게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의

정도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문제

폭력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제755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의 나이가 만 10세 이

를 합리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이나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조),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래 조치를 취

상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이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는 금전적 배상보다 형사처벌을 강력

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대처 방안을 설명

히 원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보 내 이 코너를 유심히 읽어 오셨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폭력은 사라지기는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면 짐작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커녕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고 집단적으로 이뤄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일단 본인의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아는 순

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육기관이 안전하게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간, 그 즉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 폭행 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 아이의 진술

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 올

- 출석정지, 학급교체

을 담은 녹취록, 사건을 목격한 친구의 증언을 담은 녹취록, 가

리겠습니다. W

- 전학, 퇴학처분

해자와의 문자, SNS 자료 등을 모두 사전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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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면

영화의 주인공 마일스 모랄레스는 평범한 중

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한 중학생일 뿐이고,

학생 소년입니다. 피부색은 살짝 까맣고, 힙합

능력은 여전히 제어가 안 됩니다. 세상을 구

을 아주 좋아하죠. 새로 입학한 학교를 살짝

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기엔 그는 너무 부족하

부담스러워 하고요.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죠. 마일스가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소년입니다.

물론 이런 마일스 앞에 또다른 조력자들이 나

마일스가 사는 세계에는 ‘마블(MARVEL)’의

타납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스포일

세계관이고 마블의 세계에는 스파이더맨이

러니까 여기서는 뺄게요. 이들과 함께 킹핀

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그의 이름은 바로

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마일스는 진

피터 파커죠. 뉴 유니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은

짜 스파이더맨이 되려고 고층 빌딩 옥상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뛰어 내리는 연습도 해보고, 거미줄도 열심히

구했고, 또 아주 사랑하는 연인 메리 제인과

쏴 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한편

그러나 애송이는 여전히 애송이입니다. 한 발

이라도 보셨다면 이해하실 바로 그 스파이더

더 나아가면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맨이에요.

믿고 도전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알을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일스입니다. 마

깨지 못한 병아리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합

일스는 앞서 말했지만, 그냥 학생입니다. 취

니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킹핀과 최후의 혈

미가 그래피티인 마일스는 어느 날 삼촌 애런

투를 벌이러 떠난 그 순간까지도요.

<빅히어로>, <인사이드아웃>, <주토피아>, <코코> 그리고 <스파

데이비스와 함께 음산한 뒷골목으로 그림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이자 아동 정신분석

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리러 갑니다. 그곳에서 방사능 거미에 물리

의 선구자인 안나 프로이트는 “힘과 자신감을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아시는지. 영화에 조금만 관심있는 분들

게 되죠. 그렇게 마일스의 삶은 완전히 변합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만, 자신감은

이라면 쉽게 눈치챌 수 있을 듯 합니다.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

니다. 평범한 소년에서 스파이더맨으로요!

내면에서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는 이 작품들은 모두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

능력이 있다고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

래요. 영웅의 진짜 조건은 단지 거미줄을 쏘

는 이 작품들 모두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

은 아닙니다. 마일스에게 생긴 이 능력은 그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시상식에서 수상한 작품이라는 거죠.

야말로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신감에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가지 못하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그 중에서도 바로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아주 예쁜 동급생 그웬의 머리를 실수로 만졌

고 좌절하고 있는 마일스에게 아버지 역시 이

장편애니메이션 부분의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 쥔 <스파이더맨:

다가 아예 머리카락을 뜯기도 하고, 벽에 붙

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고 너의 길을 가

뉴 유니버스>입니다.

은 손을 떼지 못해 그대로 붙어있기도 하죠.

라”고요.

이 영화는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스

다행히 마일스의 세계에는 진짜 스파이더맨

마일스는 연습을 거듭하던 고층 빌딩 옥상으

파이더맨이라고? 무시했다면 아주 큰 코 다칠걸’ 정도로요. 내

이 있습니다. 마일스는 자신이 거미에 물렸

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죠. 이후 내용

용은 물론 영상미와 OST까지 완벽한 삼박자를 갖췄죠. 영화평

던 그곳에서 악당 킹핀과 싸우는 스파이더맨

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

론가 임수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걸작일 줄은 나도 몰

을 마주하게 되죠. 마일스 또한 자신과 같다

일스는 이제 이 세계의 진짜 스파이더맨이니

랐고 당신들도 몰랐을 것”이라고요.

는 것을 단번에 알아 챈 스파이더맨은 마일스

까요. 아, 물론 마일스가 유일한 스파이더맨은

의 스승이 되기를 기꺼이 약속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언제나 좋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

마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할거라고만 생

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킹핀의 손에 쓰러지고,

각한 일인데, 이제 할 수 있었어. 누구든 이

폭주한 킹핀은 차원이동기로 세상을 어그러

마스크를 쓸 수 있어. 너도 이 마스크를 쓸 수

뜨리려 합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있어. 전에 못 믿었다면 이젠 믿기 바랄게. 나

새로운 스파이더맨 마일스 뿐이죠.

도 스파이더맨이니까”. W

이 세계의 초능력자는 이제 마일스 단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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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칭찬한DAY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분명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냥 눈빛으로 말하죠 뭐 (웃음)”

“재연 형님, 저를 칭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은 일에도, 운동에도 정말 열정이 대단한 분이라
항상 본받고 있어요. 퇴직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같이
운동할 거니까 우리 자주 만나고 더 친해지길 바랍니
다. 앞으로도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 때가 있다.
더군다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특수품질보증팀 항공검사반 김재연 기술선임은 10년간 공작기
계생산부 전장반 류성관 기술선임을 지켜봤고,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라는 평을 내렸다. 동료의 굳건한 신뢰를 받
는 사람, 칭찬한DAY 두 번째 주자로 류성관 기술선임을 만나보
았다.

열정 최고,
김재연 형님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신뢰도 100%,
류성관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특수품질보증팀 항공검사반 김재연 기술선임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

류성관 기술선임

첫 번째 칭찬 주자로 선정된 이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겨놓으면 확실히 수행하더라고요. 사실 류성관 조장이 총무

먼저 저를 칭찬해주신 김재연 형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든 동호회든 이왕 제가 하

실질적으로 저랑 비슷한 연차의 동료나 연배보다는 이제 현대

직책을 맡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총무 역할을 하며 이야기할

을 전하고 싶네요. 제가 형님을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탁

는 거 욕은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웃음). 그래서 뭐든 열

위아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동료들 중에서 꼽는 게 더 의미

시간이 많아졌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며 볼수록 맡은 업무에

구동호회를 같이 하면서 더 친해졌어요. 형님이 우리 탁구동

심히 하려 노력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재연 형님이 저를 믿고

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공작기계사업본부의 공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훌륭하게 운영을 잘하더라고요. 자

호회 거의 창단멤버거든요. 동호회에 젊은 사람이 얼마 없기

맡길 수 있는 동료라고 해준 것 같아 감사하고 또 보람차네

작기계생산부 전장반 류성관 기술선임을 칭찬 주자로 지목합

기 업무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류성관 조

도 하고, 저 스스로도 탁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총무를 맡아

요.

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내 탁구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장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것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고

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도 열심히 한다

직원 여러분은 올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매년 연초

있는데요. 사내 동호회를 하다 보면 업무나 근무지가 달라 잘

다 잘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친구들 덕분에 우리 현대위아의

고 칭찬해주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님이 이제 내년

마다 영어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꼭 제대로 배워보고

알지 못하던 동료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류성관 조

미래가 밝다’라는 느낌을 제가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에 정년 퇴직인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

싶어요. 해외 출장을 갈 때,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때마다

장도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동료입니다. 제가 약 10

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류성관 조장을 칭찬합니다!

기로 했거든요. 항상 함께해줘서 고맙고, 이후에도 다 잘 됐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을

년 정도 서클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를 계속 봐왔거든요. 업무

면 좋겠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영어를 말은 못해도 잘 알아듣고 싶다 생각해

도 직종도 다르고, 연배도 달라서 제가 일은 같이 해보지 않았

저는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공작기계

왔거든요. 이번 해에는 꼭 영어를 꾸준히 배워서 출장 갈 때

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조용히 뒤에서 이 친구를 지켜보면 동

전기 배선부터 시운전, 출하까지 전기에 관련된 모든 걸 관리

도 자신 있게 대화하고,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서도 딸들 앞에

호회 운영이라든지 총무 역할이라든지, 자기한테 할 일을 맡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업무는 물론, 어떤 것이든 책임감이

서 영어 실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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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2020년 안전생산 책임서 체결식 개최

산동법인 춘절맞이 지역사회 위문활동 전개

지난 1월 8일, 산동법인 기술트레이닝센터에서 ‘안전생산 책

지난 1월 춘절을 맞아 산동법인 직원들이 지역사회 소외된 이

임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문영 법인장을 비롯

웃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7일에는 경영지원부 권동인 책임

해 각 부서 직책자, 안전 업무 담당자 및 반장들이 참석했다.

매니저를 비롯해 16명의 직원 봉사자들이 일조시 거봉진에 위

체결식은 안전관리 현황발표 이후 법인장과 실장들이 함께 '

치한 100세대의 저소득 가정을 찾았다. 19일에는 경영지원부

안전생산 책임서'를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안전 선
서, 공장 순찰이 이어졌다. 신문영 법인장은 “2020년 안전 업
무에 대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관리에 힘쓰자”

협력사 품질 레벨업 KICK-OFF 회의 개최

고 당부하며 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산동법인은 올해 안전한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30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이룸재에서 ‘2020 협력사 품질 레벨업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품질사업부장 이종부 상무를 비롯해 품질 및 구매 부문, 협력사 대표 인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년 차량부품 및 엔진 품질 레벨업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협력사 품질 개선방
안을 모색했다. 우리 회사는 품질 레벨업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품질사업부장이 직접 협력사를 방문, 점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 함께 품질을 더욱 개선해 제품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Quality Level Up of Business Partners KICK-OFF Meeting
On January 30, HYUNDAI WIA held ‘2020 Quality Level Up KICK-OFF Conference’ in Erumjae,
located in Changwon. Some 40 representatives from quality and purchase sectors and business

partners attended the event, including Lee Jong-bu, the head of quality business. "The meeting
was to explore ways to raise the quality of vehicle components and engine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major business partners. Quality level up activities will be continued by the head of the

quality business department visiting the business partners every month. Our company plans to

저소득 가정을 찾았다. 이들은 총 200세대 가정에 만두용 밀
가루 2000kg와 양념소스 세트 200개를 전달했다. 산동법인은
매년 춘절마다 즐거운 새해를 기원하며 주변 농촌 지역의 어려
운 이웃을 찾아 생활 필수품들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
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
고 이웃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을 실천할 예정이다.

山东法人签订2020年安全生产目标责任书
2020年1月8日， 公司在技术教育中心隆重召开了2020年

山东法人春节走访慰问

度 《安全生产目标责任书》签订仪式。此次活动的主要内容

为了践行集团“happy move”理念，增强员工的感恩及社

有:安全管理现状发表、董事长与室长签订安全生产目标责

会责任意识，1月17日，山东现代威亚经营支援部权东仁部

任书、董事长致辞、集体安全宣誓及工厂巡视。辛文榮董事

长、赵良晨部署长、经营支援部工作人员及各部署志愿者等

长、各部门主要领导、安全担当及班长出席了此次活动。

16人到巨峰镇进行贫困家庭春节慰问。另外，1月19日，由

董事长辛文榮针对2020年的安全工作在提升安全要素、增强

经营支援部许文韬主任代表公司对奎山街道贫困家庭进行了

安全意识、全员参加安全管理等方面提出了具体要求。本次
《安全生产目标责任书》 签订仪式，不仅仅是2020年公司
安全工作的开始，还让大家找到了防止事故再发生的工作方
向。

慰问。今年春节慰问活动共救助贫困家庭200户（巨峰镇100
户，奎山街道100户）。公司通过走访慰问，将200箱饺子
粉、200箱调味礼盒发放至贫困家庭，为他们送去关怀与温
暖，帮助他们度过一个温暖、祥和的新年。 公司每逢春节都
会慰问周边村庄的困难家庭，为贫困家庭送去生活物资，帮
助他们度过一个温暖的春节。今后，山东现代威亚也将继续

actively raise its competitiveness by making efforts to improve quality with its partners.

46

허문도 주임이 회사를 대표해 규산가도에 위치한 100세대의

开展多种公益活动，以实际行动践行社会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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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우수품질인 시상식 개최

멕시코법인 2020년 사업계획 달성 워크숍 실시

지난 1월 30일 인도법인은 생산현장 품질회의실에서 ‘우수 품

멕시코법인은 지난 1월 17일 사업계획 목표달성 및 PI활동 활

질인 시상식’을 열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의식을 고취

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주재원과 현

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인도법인장 전우환 상무를 비롯해

채인 매니저들이 참석하여 부서별 업무 목표 및 달성 방안 공

품질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인도법인장은

유, 법인 내 새로운 제도와 혁신 활동 정착을 위한 토론과 발표

직원들을 독려하고 우수 품질인으로 선정된 수상자에게 상장

를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2020년 사업계획 달성에 대한 결

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인도법인은 사내에서 중대한 품질문제

의를 다졌으며 변화를 통해 새로운 멕시코법인을 만들 것에 공

를 발견하거나 품질개선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팀

감했다. 김창용 상무는 “적극적인 혁신활동에 기반하여 생산성

에서 월별 1명을 선정하여 우수 품질인 시상식을 시행하고 있

및 품질 향상 등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다. 앞으로도 품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기를 당부했다.

HYUNDAI WIA INDIA held an Employees
Award of Excellent Quality

HYUNDAI WIA MEXICO held a 2020
Workshop on Achieving Business Plan

On January 30, HYUNDAI WIA INDIA held an award
ceremony. The event, which was held to promote quality
awareness for all employees, was organized by the
quality team, including managing director Jeon Woohwan. The head of the company encouraged employees
and delivered the listing and prize money to the winners
who were selected as the best quality people. HYUNDAI
WIA INDIA conducts the award ceremony, which is the
highest quality, by selecting one person per month from
the quality team for employees who have discovered
major quality problems in the company or who have
contributed to quality improvement. HYUNDAI WIA
INDIA will continue to work in various ways to improve

HYUNDAIWIA MEXICO held a workshop on Jan. 17
to meet its business plan objectives and promote PI
activities. The workshop was attended by resident and
incumbent managers to share their work objectives
and measures for each department, and to discuss
and announce new institutions and innovation activities
within the corporation. On the same day, the employees
reaffirmed their resolve to achieve the 2020 business
plan and agreed to create a new HYUNDAIWIA
MEXICO through changes. Based on innovative
activities, we should do our best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said Kim Chang-yong,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asking all employees to have
a sense of ownership.

th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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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the World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쁘게 칠해보세요.
비뚤배뚤 선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칠하는 순간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예쁘게 색칠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간식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구동설계팀 박명우 책임연구원 자녀

주물생산부 전성훈 기술기사 자녀

공작기계기술평가팀 임기남 책임연구원 자녀

특수개발팀 이봉수 책임연구원 자녀

차량부품샤시영업팀 김준형 책임매니저 자녀

차량부품품질관리팀 전지헌 책임매니저 자녀

해외부품구매팀 박천용 책임매니저 자녀

특수개발팀 신현진 책임연구원 자녀

특수생산부 조윤상 기술사원 자녀

예쁘게 칠한 페이지를 사진찍어 홍보팀 사보 담당자 김수민 매니저 앞으로 보내주세요.
1. 카카오톡 '현대위아' 친구 추가 후 전송 2.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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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발행기념 EVENT

1

200호 발행기념 EVENT

응모권이
숨겨진 사보를
받으셨나요?

숫자로 리뷰하는

We're 200

호

Quiz

아래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1. 우리 회사 사보 1호가 발행된 해는

2

년이다.

2. 최근 우리 회사는 유럽 및 북미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억원 규모의

등속조인트 수주 달성에 성공했다.
3.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인쇄한 사보의 면적을 더하면 축구장

개 크기이다.

4. 인쇄본으로 제작된 사보 총 부수의 무게를 더하면 팰리세이드
5. 원가회계팀 강영우 책임매니저의 가족은 결혼

대의 무게와 같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년을 기념하여 초콜릿 만들기 이벤트에 참여했다.

5가지 숫자를 다 더하면 정답은?

정답을 구해 현대위아 홍보팀 앞으로 보내주세요.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한 사보 200호를 기념하며 당첨 선물을 준비했으니
홍보팀에 연락주셔서 선물 수령을 부탁드립니다.
1등
2등

3등

이벤트 참여방법
>

>

>

방법1. 현대위아 카카오톡 송부
카카오톡 접속

ID/플러스친구 검색

검색창에 '현대위아'
입력 후 친구등록

치킨 반반 세트

간단하게 카톡으로
내용 전송!

롤케이크
방법2.

사보 담당자 앞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com)

| 참여기한 : ~ 2020년 3월 10일

50명을
선정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20명

회신기한 : ~2020년 3월 10일

커피+디저트 세트
50명

30명

031-596-1269

sumsum@hyundai-wia.com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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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