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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테크큐브
'2020 OPEN HOUSE' 행사 개최
- 주력 판매기종 가공 시연 및 기술세미나 진행
- 유럽 현지에서 ‘현대위아’ 브랜드 가치 더욱 높여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0일 독일 뤼셀스하임의 유럽기술지원센터 ‘테크큐브’에서 ‘오

이번 행사에는 깜짝 손님이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해 6월 월드랠리챔피언십(WRC)

픈하우스 2020’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지역 딜러 200여명과 고객

‘사르데냐 랠리’ 우승자인 현대모터스포츠 소속 드라이버 다니 소르도가 찾아온 것이죠.

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최신 공작기계를 소개하고 가공 시연과 기술 세미나, 개별

WRC의 인기 드라이버 소르도의 방문에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상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딜러들과 관람객 모두 소르도와 사진을 함께 찍고, 사인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우리 회사는 이번 오픈하우스에서 고성능 신기종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전시장을 꾸

다. 유럽 현지에서의 WRC 인기에 힘입어 우리 회사 공작기계를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

렸는데요. 특히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장비를 고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단순 전시를

기가 되었습니다.

넘어 8종의 공작기계로 실 가공을 진행하며 고객의 신뢰도를 쌓는데 주력했습니다.

오픈하우스 행사는 100만 유로가 넘는 수주를 확정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공작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한 9축 복합기 KM2600MTTS와 ‘WRC에디션’ 콘셉트로

기계의 본토로 칭해지는 유럽 지역에서의 고객 초청 행사로 공작기계 자체 성능은 물론 브랜

제작한 XF6300, XF2000은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된 오픈하우스 행사. 이를 계기로 유럽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구성과 관련 기술 세미나에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

하는 현대위아 공작기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W

의 공작기계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이었죠. 또 올해 프로모션과 영
업 정책, 신기종 출시 계획을 소개하는 ‘딜러 컨퍼런스’도 열고, 유럽 지역의 공작기
계 딜러들이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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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입사원 교육

We're WIA人

저를 포함한 29명의 동기들은 창원 이룸재에서 12일 동안 현대위아 신입 입
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손꼽아 기다리던 교육이라 더욱 들뜬 모습이

CLOSE-UP

었는데요. 1주차에는 그룹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직장인으로서의 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름이 가득하지만, 현대위아에는 겨울잠을 깨우는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

였습니다. 또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협조전은 어떻게 써야하는 지 막막했던

로 29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이죠. 이번 신입들은 2019년 8월 인턴을 끝마치고 졸업 여부에 따라 11월과 1월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Working Basic, 비즈니스 매너

두 번에 걸쳐 입사했는데요. 지난 2월 신입 뽀시래기들의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창

등을 배우며 여태껏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원 이룸재에서 2020년 신입사원 입문 교육이 열렸거든요. 이번 신입들은 '일당백' 새내기가 되겠다는 마음으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초심을 다지고자 자신의 얼굴을 색칠하는 ‘팝아트 드로

로 열정적으로, 또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을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

잉’을 했습니다. 모두 그림에 몰입하며 색칠을 시작했는데요. 개성 있는 작품

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위아 뽀시래기들의 흥미진진한 교육 현장, 홍보팀 막둥이 김민주 매니저에

으로 주목받은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서병제 매니저는 "몇 년간 그림을 그릴 일

게 들어보았습니다.

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내면의 미적 감성을 두드리고, 자신에

본소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각자의 팀에서 일하며 다른 사업영
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기계, 차량부품 등 각 부문 실무
자분들의 강의를 듣고, 창원 기술지원센터와 3공장을 직접 견학하며 우리 회
사 사업영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 업무를 수행하며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메일과 전화

게 몰입해 초심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출동,
현대위아

2주차에는 우리 현대위아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서산공장,
안산공장 두 곳을 방문하며 사업장 견학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산 라인을 직

현장 속으로

접 보고, 현장의 선배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무실 너머 실제 현
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안산공장을 다녀온 후 저희는 고객
체험을 위해 고양에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미리 준비된 가
이드투어와 시승테마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일괄생산 공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하부인 소재 생산부터 완성차까지, 그 과정 속에서 현대
위아의 역할을 알아가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2주차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오산대학교에서 현대
자동차 실무자와 자동차 분해 조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들을 직접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는데요. 특히 엔진과 PTU, e-LSD는
우리 현대위아에서 생산하는 부품인 만큼 더욱 시선을 끌었습니다. 거대한
자동차 아래에서 프로펠러샤프트를 분해하던 모듈부품개발팀 권숙 매니저는
"사진으로만 보던 부품들을 제 손으로 직접 분해해보면서 자동차 구조를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개발하는 부품들이 완성차에 조
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업무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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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교육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또한 교육을 시작
했던 창원 이룸재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공헌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을

새내기들의 미니 인터뷰

나만의 비전을
만들다

엔진품질관리1팀 배한성 매니저

함께 공유하며,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옐로커버 나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공감으로 가득했던

눔 캠페인'은 신입 동기들과 함께 참여했던 프로그램인 만큼 더욱 인상 깊었습니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안전하고 알차게 끝낼

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 취소된 거제 공곶이 트레킹을 뒤로 하고, 마지막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교류가 적었던 동기

로 동기들과 비전 메이킹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직무뿐 아니

들 간의 생각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고, 회

라 삶 자체에서의 장기적 커리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표현하는 비전북을 제작

사 생활 중 있었던 실수 등 다양한 일들을 되

했어요. 이 비전북은 무드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모두의

짚어 보며 새롭게 다짐할 수 있던 귀한 시간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쿠나 마타타'로 끝을 맺은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수선한 분

오한석 매니저는 "29명의 동기들 모두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각자의 비전을 갖고

위기에서도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주신 인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29개의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긴 회사생활

재육성팀, 그리고 2020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차량부품연구지원팀(열관리TFT)
연제민 연구원
이번 신입사원 연수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순간이
었습니다. 29명의 소중한 동기들과 함께 체
계적으로 짜여진 교육들을 수강하며, 다양한
업무 스킬을 탄탄히 키우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해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본격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대위아가
열관리부품 퍼스트 무버가 되는데 기여하겠
다는 비전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
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환경팀 오영진 매니저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현대위아에서의 목표
와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생
어느덧 찾아와버린 교육의 끝, 모두들 아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입사

서 더욱 성장할 날을 기대하며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는 말

후 3개월 동안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 없이

로 끝을 맺고 싶네요. 이번 입문 교육을 통해 저와 동기들은 진정한 현대위아인으로

업무에 임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신입사원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되기, Vision Making 교육강의를 통해 앞으

따스한 봄, 씨앗에서 새싹을 틔우고자 첫 걸음을 내딛는 현대위아 신입사원들을 응

로 현대위아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

원해주세요! 신입사원 29명의 열정 가득했던 교육 현장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저

니다. 그리고 안전환경팀의 일원으로서, 회사

희를 위해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어제보

의 안전과 환경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을

다 더 나은 오늘의 우리가 되길 희망하며, 이상 홍보팀 막내 김민주였습니다. W

지 항상 고민하며 사고 ZERO 현대위아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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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WIA Heroes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화제의 부품
구동설계팀 이형일 책임연구원
구동시험팀 방승우 책임연구원
구동설계팀 이동윤 연구원
제어개발팀 한예슬 책임연구원

e-LSD
양산 개발에 성공한
주역들을 만나다

지난해 말부터 가장 주목받은 차는 단연 제네시스 GV80이었다. 제네시스의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국내에서 나온
첫 고급 SUV. 출시 전부터 모두의 이목을 주목하게 한 GV80은 출시 첫날 2만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며 모두의 예상
을 뛰어 넘는 인기를 보였다.
이런 '핫'한 자동차 제네시스 GV80에 우리 현대위아가 처음부터 온전히 개발해 장착한 부품이 있으니 바로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다. 전륜차인 i30N과 벨로스터N에는 사용된 적이 있지만, 후륜 기반 차량에는 첫 장착이어서 더욱 기대
를 모은 부품이다. 고급, 고성능 차에 어울리는 주행감각을 선물한다는 e-LSD. 이거 하나 달려 있으면 전과 전혀 다른 주
행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데... 이 신기한 부품을 개발한 주역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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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가 무엇인가요?

Q.1

이동윤 연구원 e-LSD(electronic-Limited Slip Differential)는 차량의 특정 조건에서 좌우 바퀴의 구동력
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차량의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고 휠 슬립과 같은 구동력 손실을 보완하는 시스
템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으로 코너링을 할 때 바퀴가 의도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가버리거나(오버스티
어) 반대로 안쪽으로 꺾어들려는(언더스티어)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또 눈

나에게 e-LSD란?

길이나 빗길 같은 곳에서도 미끄럼을 방지하고 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이형일 책임

전륜 e-LSD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평가가 어떤가요?

처음부터 새롭게 개발한 첫 제품.

손현승 연구원 유럽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특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e-LSD의 경우에는 당사에서 처음 개발
되는 제품이다 보니 모든 시작과 끝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전히 우리만
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어개발팀 손현승 연구원

Q.2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전륜 e-LSD는 고성능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에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차
를 잘 알고, 잘 타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대자동차는 새롭
게 조명 받았으나,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아쉬움이죠.

개발과정에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손현승 책임
‘재미’. 개발 초기 ‘벨로스터’로 실차 시

후륜 차량용 e-LSD 개발은 국내 최초인데, 전륜 차량용과는 개발과정에서 어떤 차이
가 있었나요?

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주행코스에 맞
게 전륜 e-LSD의 정확한 제어로 차량이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듯 짜릿함
을 느꼈다.
방승우 책임
개발 초기부터 양산까지 함께한 특별한
존재. 많은 고생을 한 만큼 큰 뿌듯함과
희열, 일에 있어서 열정을 느끼게 해준
아이템.

한예슬 책임

이형일 책임

이형일 책임 전륜 차량에 장착된 e-LSD의 경우, i30와 벨로스터N 차량에 탑재되었는데요. 주로 핸들

전륜 e-LSD 프로젝트에서 S/W검증

제품 개발은 타 팀과의 협업이 중요하

링 성능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륜 e-LSD의 경우는 국내 영암 서킷이

을 함께 한 윤현준 책임연구원, 이윤

므로 각 팀의 담당자들에게 모두 고마

정 연구원, 정현학 연구원. 처음 시도

움이 크다. 다른 개발 업무로도 분명

하는 만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바쁠 텐데 e-LSD 개발에 신경 써주는

함께 고생한 동료들. 특히 이 연구원과

모습에 업무적으로, 인간적으로 고마

정 연구원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항

움을 느꼈다. 이동윤 연구원에게는 더

상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실질적

든든해 고마움이 크다.

으로 설계에 관련된 모든 결과물을 만

과는 달리 완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 전륜 e-LSD 개발할 때와 제품의 구조는 비슷할 수 있

들어냈고, 항상 먼저 고민하고 행동함

어도 이런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제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동윤 연구원
입사 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계 활동을
e-LSD 프로젝트에 쏟아와서 그런지 애
착이 매우 크다. 고성능 차량부품이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까지 아우를 수 있
는 시스템인 만큼 자부심도 크다.
한예슬 책임

이동윤 연구원

독 많았던 프로젝트. 새로운 길을 개척
해야 하는 업무들로 많은 시행착오도 겪
었지만 그만큼 S/W개발자로서 많은 성
장을 할 수 있었다.

차량의 후륜측에 탑재되면서 차량의 탈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시험로도 진흙, 눈길 등 험로에서 이뤄졌었고요. 이를 위해 e-LSD가 전달해야 할 토크 용량
이 전륜 때 대비 크게 늘어났어요. 차축을 회전시키는 힘을 더 키워야 했던 거죠. 이 용량 차이로 인해
서 다른 핵심부품들도 따라서 모두 새롭게 개발해야 했고, 운전환경 차이에 따른 제품 검증방법도 전륜

으로서 개발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에 생산하는 e-LSD는 주행자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나요?

당연히 e-LSD 본체 설계를 함께 해
온 이형일 책임님. 연구소뿐만 아니

손현승 연구원

라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퇴사했지만 전륜 e-LSD 개발

힘쓴 생산, 품질 관련 부서 인원들도

과정에서 실차 평가를 함께 진행한 서

e-LSD 양산 개발에 있어 매우 고마운

정민 연구원에게 고마움이 크다. 실차

분들이다.

시험 중 타이어 파손으로 가드레일을

이형일 책임 이번 제품이 탑재된 차량을 타면 운전자는 험로, 특히 눈길 등에서 차량 주행성능이 월등
히 나아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AWD가 탑재되는 차량도 충분히 일반 2WD차량보
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e-LSD가 추가로 장착이 될 경우 이와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드라
이빙 경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이받았던 사고가 있었다. 그때 나

‘도전과 성장’. e-LSD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회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업무가 유

나 독일의 뉘버그링과 같이 주로 '트랙'에서 성능이 고도화됐었죠. 반면, 후륜 e-LSD는 제네시스 GV80

방승우 책임
이동윤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보다 많이 다쳤는데도 곁에 있던 나를
더 챙겨주던 따뜻한 마음의 동료였다.

개발하며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아주세요.
방승우 책임 개발품 평가 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힘들었어요. 설계 목표에 도달하지 못

개발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한 경우 또는 윤활이나 누유 등 기본 성능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설계 컨셉을 바꿔 재평가를 해야 하

책을 함께 고민했고 아마 나의 까다로

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팀과 의견 교환을 아끼지 않았

움을 가장 많이 느꼈을 멤버일 것.

던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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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C

M

Y

손현승 연구원 실차 평가하러 독일 출장 갔을 때 왜 독일이 자동차 강국인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부터 개발 환경이 국내와는 사뭇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보기에 기초
부터 쌓아가는 식이 더 체계적이라고 느껴졌고, 직급보다는 실력과 경험이 우대되는 환경이었습니다.

CM

MY

각 팀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협업이 이뤄지나요.
CY

이형일 책임 제가 지향하는 업무 방식은 '망설이지 말고 제대로 빨리 결정하기'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은 고민

CMY

방승우 책임 구동설계팀과 차량부품해석팀에서 설계 후 제품을 만들면 제어개발팀에서 ECU와 소프트웨어를 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되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여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

K

용하고 전장개발팀에서 엑츄에이터와 센서를 제품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구동시험팀에서 최종

니다. 이렇게 공유된 결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고민, 결정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좋아

테스트하여 완성품으로서의 기본 성능과 내구성을 검증하게 되죠. 테스트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을 피

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백하고 개선해내는 것이 최종적인 업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과 목표를 알려주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시상하는 ‘장영실상’도 수상할 예정이라 들었어요. 수상소식을 듣고
소감이 어땠나요?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어기는 믿고 쓸만하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덧붙여 같은 일을

이형일 책임 큰 기대는 없었는데 수상소식을 듣고 나니 역시 상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웃음) 특히나

하고 있는 후배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며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본인이 열심히 일한 분야에서 받는 상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e-LSD는 여러 동료들이 함께 개발한 것

이형일 책임 현재의 e-LSD 가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되기 위해선 미래차에 맞는

인데 그런 면에서 수상자로서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인건 이렇게 사보를 통해 함께

또 다른 기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 기능이 무엇일지 먼저 고민해야 하고, 그 다음엔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시

고생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조금 더 기쁘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 것인지 고민이 이어져야 하겠죠. 지금은 일부 기능에 대해선 구현을 고민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예슬 책임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에서 양산 제어기 S/W 검증을 수행하는 유일한 팀의 팀원으로서 ‘우리

e-LSD의 ‘차동제한’ 기능에 ‘차동잠금’ 기능까지 포함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내년부턴 시제품
을 만드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또다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

본인만의 업무 특징이 있나요?
방승우 책임 시험팀 업무 특성상 작은 문제점도 찾아야 하고 실수를 하면 안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기에 남

면 남들과 다른, 경쟁사보다 나은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

들이 보기엔 까다로운 성격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 외적으로는 나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웃음)
한예슬 책임 업무를 대할 때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란, 업무 수행의 목적을 정
확히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거에요. 특히 S/W 검증을 하는 저로서는,
이 두 가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제어기 품질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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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eam Play

조직문화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조직문화혁신TFT를
만나다
2년간 보고, 회의, 협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방식
의 변화를 이끌어온 ‘조직문화개선TFT’가 올해 세 번째 출
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이름부터 ‘조직문화혁신
TFT’로 바꾸며 개선을 넘어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이
끌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새로운 멤버들과 혁신을 되새기
며 2020년 활동을 시작하는 조직문화혁신TFT. 올해는 어
떤 변화가 필요한지, 현 시점 우리 조직문화는 어디에 와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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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강현석 매니저

이상관 매니저

우리의 세계관 in 현대위아. 구성원들이

책에서 읽은 문구를 인용해 표현하자면,

회사에 머무는 동안 조직의 목표를 달성

저에게 조직문화란 ‘보이지 않는 룰, 율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

법’과도 같습니다. 조직문화는 명문화

합니다. 그것이 회사를 발전시키는 긍정

된 글이 아니어서 보이진 않아요. 하지

적이고 좋은 행위일 수도 있고 그 반대

만 그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들

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김윤성 책임매니저

이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곧 복지다’ 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강현석 매니저

조순례 시인의 시 중에 ‘봄은 겨울을 지

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그래서 회사 생활의 많은 것을 결정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나 발전 가

운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말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요인인 조직문화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

능성에 대하여 걱정하고 궁금해 합니다.

나에게 조직문화란?

로 나아가야 하죠.

처럼 당장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

조직문화혁신TFT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

김윤성 책임매니저

이태우 매니저

그룹 ‘변화와 혁신대상’ 조직문화 부문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체육경기 이벤트

수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와

를 꼭 한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축구

구성원들이 훌륭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는 부상자가 종종 발생해서 부담스럽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탁구 대회가 열리면 식었던 열정에

또 한 가지는 ‘조직문화TFT는 더 이상

불이 붙을 책임급 분들이 많을까요? (웃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음)

회사 조직문화가 좋아서 더 이상 TFT는
필요없다는 의미이죠(웃음).

이상관 매니저
조직문화 개선을 이야기 하면 가장 먼저

각 파트의 리더분들이 미래 먹거리와 사

황경택 책임매니저

나오는 것이 소통 방식의 개선입니다.

르지만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다

이태우 매니저

업목표에 대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자

꼭 어떤 일이라기 보다, 딱 한마디의 말

저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보면 바뀌고 변해가는게 조직문화 아닐

현대위아 직원이라면 자연스럽게 공유

김정민 매니저

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

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3기 조직문화

소통하는 부분이 적었는데, 이번 TFT를

까요? 처음엔 어색하고, 우리랑 안 맞기

하는 행동양식이자 사고방식이라고 생

조직문화 하면 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혁신TFT가 현대위아의 조직문화 혁신의

계기로 제가 속한 공작기계사업본부의

도 하지만 변화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각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행동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는 것

시작점이 되었다.”

가능한 많은 인원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행동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게 가장 큰 목표이

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조직문화혁신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싶습

서로 ‘전제조건’으로 두는 가치죠.

지만 그 전에 나는 회사에서 타인을 어

TFT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비전토크 콘

니다.

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생

서트')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성기대 책임매니저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황경택 책임연구원

각하게 되더라구요. 모든 발전의 시작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의사결정

회사 동료들은 제 2의 가족이라고 생각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

방식이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식 등 훌

합니다. 가족 다음으로 얼굴 보는 시간

잖아요. 모든 임직원분들이 '나는 어떻게

륭한 조직문화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이 많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내는 기반이라 생각해요.

를 불편해하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모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가 힘들어질 거에요. 조직문화란 결국
‘Best Output’을 만들기 위한 사람, 분위
황경택 책임연구원

이태우 매니저

기, 근무환경, 인프라, 규칙 등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현석 매니저
성기대 책임매니저
이상관 매니저

김윤성 책임매니저

김정민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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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You
HYUNDAI WIA
현상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올해 조직문화혁신TFT
는 어떤 점이 변하나요?

이런 부분에 구성원들이 문제의
식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

김윤성 책임 인원 구성에 변화가 큰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보려 합

데요. 생기, 설계, 구매, 설계원가 등 다

니다.

양한 경험을 가진 현업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
다. 현업의 현상을 가장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에요. 이들과 함께 우리 조직문화가 상승하는(Up) 문화를 구
현할 수 있는 키워드와 중점과제를 도출했어요. 특히 구성원

올해 새로운 활동 목표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세요.

진행하며 가장 어려운 점을 꼽자면
김윤성 책임 답이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딱 떨어지는 답
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왜(Why)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성
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다같이 고민하고 내놓은 안에 냉담할 때 가장 어
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관 매니저 원래는 엔지니어 역할의 업무 역량이 필요했다면, 조직문화혁신TFT에서
는 ‘크리에이터’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적으로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생산,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결이 다른 업무

들과 함께 비전을 같이 만들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에

김윤성 책임 새로운 활동이 많지만 그 중 ‘Next Solution

라고 느껴요. 이러한 업무적 특색의 차이로 인한 저의 뇌 속의 버퍼링(웃음), 적응이 가

요. 또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평적이면서 서로 배려하

Day(NSD)’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NSD의 첫 단계는 우리 회사

장 어려운 점이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적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제가 현업에 있

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에요.

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현

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조직문화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민 매니저 올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으로 구성되었

황, 기존 사업 및 학습조직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날이죠. 다

어요. 지역,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인원으로 조직이 만들어졌

음 단계는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구글 같은 회사들처

죠. 또 연구, 생산, 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가진 분들이라 한쪽

럼 창의적 시간을 만들어 보는거에요. 이날은 우리가 가진 지

에 치우치지 않는 시선과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식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비전 스터디를 하며 아이디어를 구
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회사 조직문화에서 가장 먼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강현석 매니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보
다 ‘책임추궁’에 집중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우수 기업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환
경을 먼저 보고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에서부터 찾는다고 합니
다. “우리가 어떻게 협업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업무 프로세스가 잘못 되지는 않았을까?” 등. 이처럼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현대위아는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 사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무시
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절약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죠. 리더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소위 ‘가짜 일’을 없
애고 ‘진짜 일’에 집중한다면 절약된 시간만큼 미래를 준비할

이태우 매니저 사내 경력직으로 입사한 분들과 조직문화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
니다. 저는 이 회사를 신입으로 입사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조직문화
의 특징을 체감하시는 것에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체조 방송이 나오는 게 참 신
기하다. 그 와중에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화와 변화의 문화가 공
존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회사는 군대식 말투 ‘다, 나, 까’가 기본이고 ‘요’를 잘 안쓴
다. 이전 회사는 ‘요’가 기본이었다” 등의 의견이 흥미로웠습니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김윤성 책임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는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해요. TFT
에서는 어떤 것들을 평가 툴과 창구로 삼고 있나요

보다 시스템을 먼저 돌아보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봅니다.

김윤성 책임 조직문화 진단은 그룹 공통으로 하는 Culture

김정민 매니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회사 전반

Survey로 진행됩니다. 9월에 약 20개 이상의 그룹사가 동시

에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의와 배려가 없는

에 실시합니다. 진단은 조직 문화를 결정하는 각 영역에서 리

수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

더십이 잘 발현되고, 그것이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판

람들 간에 필요없는 긴장감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단하게 됩니다.

의견을 내고, 발전적인 피드백이 오가고, 유들유들한 분위기가

TFT 자체적으로는 진행하는 활동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

만들어지는 회사! 이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회사에 꼭 필

각입니다. 조만간 ‘존칭어 사용 및 권위주의’ 등에 대해 직접

요한게 아닐까요.

현업의 목소리를 듣고 인터뷰 할 계획입니다.

이태우 매니저 우리는 협업이 팀 단위로 한정하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왜 도와줘야 하는
가?’, ‘요청하는 자가 누구인가?’, ‘안 해도 괜찮은 일인가’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결국 ‘안 도와줘도 괜찮은 일은 안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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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
UP

TFT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수 있겠죠. 리더 분들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Vision
UP

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보여주면 좋겠고, 선배들
은 후배들은 존중해주고 후배들을 선배들을 존경한다면 조직문화가 좋아질 것 같습니
다. 덧붙여 항상 부족하지만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대위아에 다니는 순간만
큼은 같이 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강현석 매니저 우리의 조직문화가 더 좋아지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낙담하시기보다 ‘그래도 한번 더?’라는 희망으
로 저희 TFT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메신저’가 되어 희망하는 조직문화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올 한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
이태우 매니저 조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긍정적, 부정적 사례들을 자주 알려주세
요. 생산, 연구, 공작, 구매 등 다양한 조직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으니 각자 편한 분
들이 있으실 거에요. 좋은 일은 사내에 잘 알려서 모범사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쁜 일도 잘 알려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매니저 UP to YOU, 현대위아! 올해 조직문화혁신TFT가 이끌어갈 현대위아 조
직문화의 새로운 슬로건 입니다! 현대위아의 변화는 여러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명 한명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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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얻은 것들

01. 개별소비세 70% 인하
불행 중 다행일까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

자동차로 들여다본

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부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코로나19 이야기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로 70% 인하합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절기상 입춘도 지나서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습
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전염력보다 놀라운 건 이 바이러스와 신종 전염병이 우
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을 넘어 우리 사회
를, 경제를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쇼크’는 자동차업계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업계가 잃은 것과 얻은 것들
의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만 원가량 저렴해졌네요. 계획이 있던 소비자라면 자동차 구매의 적기가 될 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다. 한도는 100만 원 이내이며,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로써 3개월 동안
자동차 값은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143
있을 것 같습니다.

02. 비대면 마케팅 증가
외출에 민감한 시기라 영업점을 찾지 않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고객이 직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untact)’ 마케팅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쌍용자동차는 3월 한 달 동안 전화와 온라인 사전상담 고객들에게 전 모
델 1.5% 우대할인 혜택(단 렉스턴 스포츠&칸 1.0%)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진행했
습니다.
또 지프는 비대면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홈페이지에 비대
면 구매 전용 채널을 열고, 온라인을 통해 관심 차종 구매 상담, 시승 신청, 계약

잃은 것들

서 작성, 차량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수천만

01. 자동차 생산 부진→판매 감소

02. 신차 출시, 모터쇼 취소 행렬

원대 규모라 클릭 몇 번만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사태 초기부터 국내 자동

자동차 신차 출시 행사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그럼에도 자동차업계에서 비대면 마케팅 증가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구조

차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배선 뭉

위험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자는 사회적인

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인력을 로봇으로

치) 수급이 중단되자 국내 공장이 생산 차질을 겪게 된 것입

분위기 때문이죠.

대체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공장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

니다.

르노삼성차는 3월 3∼4일 예정했던 XM3 출시 관련 미디어

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라인의 가동 속도를 늦추다가 며칠씩은 아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제네시스도 각각 아

세워버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한국GM,

반떼와 쏘렌토 G80 신차 출시 행사를 두고 고민이 큽니다.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모두가 홍역을 치렀

‘신차 출시의 꽃’인 모터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네바 국제

습니다. 3만여 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에 부품 하나라도

모터쇼는 미디어 행사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에 취소 결정이

빠지면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몸소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 문을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못해

닫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울상입니다.

고, 경쟁 차종과 비교하고, 시승까지 해봐야 맘이 놓이니깐요.

03.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사태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까지 등장했습니다. 드
라이브 스루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탄 채로 물건을 주문해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로 패스트푸드나 커피숍 등 체인점에서 활용하는 영
업방식이죠.
일반 선별진료소에서는 환자들이 도보로 이동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계속된 생산 부진은 판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국
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8만172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7% 줄었습니다.
국내에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출을 자제하
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자동차 영업점을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03. 채용

는 환자들이 차에 탄 채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사 대상물 채취를 받

코로나19는 채용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부가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발한데 빠르기까지 해서 외신에서도 호평이 이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해 고강도 조

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기자로서 써야 할 기사가, 다뤄야 할 이슈가 배

처에 나서면서부터 추가확산과 감염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

로 많아진 게 바이러스보다 무섭습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쓰던 시승기에는 악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났기 때문입니

(악성 댓글)이 덤으로 늘었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시승을 하면 안 되

다. 채용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점도 부담스러운 데다 본

고 자동차를 추천해도 안 됩니다. 자동차 회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자동차 기자

사 등 사업장에서 채용시험을 치러야하는 지원자들은 입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외부인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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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 위험을 낮추고 검사 속도를

(사진 출처: 수성구청)

도 고충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견디다 보면 봄은 오겠죠. 이번 겨울은 유독 길게
만 느껴집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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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현장포착

전 사업장
코로나19
예방방역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회사도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공장
전구역에 대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부터 정기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방 방역은 직원들이 귀가한 주말 저녁을 활용해
이뤄진다. 현장 사진은 2월 29일 창원 1공장 A동에서 방역 작업을 펼
치고 있는 모습. 이밖에도 사업장 출입 시 체온체크, 사업장간 출장 자
제 등 사내 코로나19사태 예방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더해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도 부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이뤄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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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appy Together

CSR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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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kind
비카인드
손흥민, 해리 케인, 존 테리. 축알못(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세계적인 축구선수들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비카
인드’의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119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슛포러브(Shoot for Love)’입니다.
영상에서 선수들은 축구공을 차서 특수 제작한 양궁 과녁을 맞힙니다. 이 때,
득점한 점수만큼 1점당 1만원씩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TV
에서도 보기 어려운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공을 차는 모습은
국내외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축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모토로 시작하게 된 슛포러브는 이제 엄청
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콘텐츠입니다. 김동준 비카인드 대표는 한 소아
암 환아를 보며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환
아가 있어요. 병을 얻고는 한 번도 축구하고 싶다는 말을 안 했는데, 푸욜의 싸
인을 받은 유니폼과 응원 동영상을 받고 그날 밤 엄마에게 축구를 하고 싶다
고 처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기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아암 환아들을 돕겠다는 멋진 취지에 월드클래
스 선수들이라는 섭외력까지,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콘텐츠입니다.
김동준 비카인드 대표는 슛포러브의 시작을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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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FC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카를레스 푸욜을 만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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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다닌다는 영어학원을 소셜 미디어로 수소문해 찾아가 그가 학원에 오기
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시 푸욜이 무릎 수술로 은퇴한 상황이라 수술 이후
공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다며 고민하는 찰나, 김동준 대표는 다시 오지 않
을 기회라는 생각에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은 진심밖에 없었습니
다. 무작정 읍소하는 콘셉트로 다가갔는데 선수들이 흔쾌히 참가해줘서 오히
려 저희가 더 놀랐어요. 특히 안정환 해설위원이 가장 처음 우리와 함께 해줬
는데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존 테리 선수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캠페인
의 취지를 설명하니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축구광이라는 자신의 캐릭터와 소아암 환아를 돕고 싶다는 열정, 거기다 45미
터 한강 횡단 슛과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삼박자가 이루어낸 기적, 비카인
드의 슛포러브입니다.

27

슛포러브 공식 인스타그램(shoot_for_love)

MARYMOND
마리몬드

여러분에게 주어진 5000원,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지

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기회를

하철역이나 시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빅이슈를

얻게 되는 것이죠.

판매 중인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빨간

빅이슈는 영국에서 탄생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영국 런던

색 모자와 조끼 덕분에 더욱 눈길이 가는데요. 이 분들

거리에 주거가 취약한 홈리스 수가 증가하며 이들 홈리스

수지의 폰케이스, 김보라의 가방, 박보검의 티셔츠. 이 물건들

이 판매 중인 ‘빅이슈’는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발행

에게 잡지 판매를 통해 합법적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기

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마리몬드’라는 브랜드

된 잡지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실태조사

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제품입니다. 예쁜 꽃들이 그려진 에코백, 폰케이스, 팔찌를 온

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인은 약 1만 1340명에 달하는 것

한국판 빅이슈(빅이슈 코리아)는 2010년 7월 5일에 창간

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나비를 뜻하

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인데

는 라틴어 마리포사(mariposa)의 ‘마리’와 고흐의 ‘꽃 피는 아

76.2%에 달한다는 높은 비율을 통해 자립이 어려운 환경

요. 현재 빅이슈 코리아에는 서울, 부산 등에서 60여명의

몬드 나무’의 ‘몬드’를 합쳐 탄생한 마리몬드. 마리몬드는 인권

임을 알 수 있는데요. 빅이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판매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간 이후 800명 이상이 판

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

의 미션을 ‘빈곤 해체’로 정하고 노숙인의 자조(自助)를 위

매원으로 활동했으며, 매년 100여 명 이상의 홈리스가 새

다.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롭게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못다 핀 꽃’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그렇다면 잡지 한 권으로 노숙인 출신 판매원의 자립을

빅이슈 판매원을 포함한 홈리스 71명이 임대주택에 입주

많잖아요. 그 꽃이 늦게나마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

어떻게 돕는다는 말일까요? 빅이슈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했고, 25명이 재취업 등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했

었어요. 못다 핀 꽃에 나비라는 존재가 앉았을 때 꽃은 만개한

재능기부자들의 참여로 잡지를 만들고, 판매원으로 고용

죠. 빅이슈 판매원들은 시민들의 응원에 용기를 얻고, 시

다는 의미로 마리몬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리몬드에는

한 노숙인들이 이 잡지를 팔아 일부 수익을 자립기반으로

민들은 빅이슈 잡지를 통해 즐거움을 얻습니다. 빅이슈의

생명의 회복, 희망의 뜻도 들어 있어요.” 마리몬드 창립자의 뜻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2주간의 임시 판매원 기간을 거치

문구로 소개를 끝마치고 싶네요.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

과 같이 꽃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나비처럼 마리몬드는 위안

면 정식 빅이슈 판매원이 되는데요. 이후 6개월 이상 판매

이 바뀝니다!” W

부 피해 할머니들의 존귀함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임대주택 입주 신청 기회가 주어집

마리몬드는 첫 번째 휴먼브랜딩 프로젝트로 더 나은 사회를 위
해 용기를 내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삶을 이야기하

Big Issue
빅이슈

고자 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마리몬드는 위안부 할머니
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울리는 고유의 꽃을 헌정함으로써, 플
라워 패턴 디자인을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
익의 50%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
고 있죠. 가방, 폰케이스, 화장품 등 생활 곳곳에 스며든 마리
몬드 꽃을 통해 할머니의 삶이 영원히 존경받고 기억되기를 바
랍니다.
이러한 기업 취지에 공감한 구매자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부르
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바로 ‘마리몬더’인데요. 구매층에게 이
름을 지어줄 만큼 마리몬드에 공감하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
은 팬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는 사
회적 가치와 이윤 창출이 반비례 관계라는 고정 관념을 깨
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탁월한 제품을 통해 앞으로도 고
객을 만족시키겠다고 합니다. 마리몬드의 인사말이었다는 ‘I
MARYMOND YOU’,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하다’라
는 의미인데요. 또 어떤 프로젝트로 돌아올 지 기대해봅니다.

마리몬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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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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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 이야기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일상 속 법률이야기 21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안부 인사를 묻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렇지 않겠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택시 기사 입장에서

인민법원 또한 사스(SARS)가 돌발 질병으로 예측이 불가능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 곳곳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측할 수 없었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진 발생을 택시 기사가

고 그 결과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사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으면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는 이론이 없으므로, 불

건으로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합니다.

가항력 상황과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당사자가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불가항력이라 인정할 수

하지만, 위 예시와 달리 우리 법원에서는 불가항력이 좀처럼

없지만, 적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우한’에 출입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법률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지역에 100밀리에 달하는 집중 폭우

하는 비행기, 호텔 등의 취소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은 인정될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의 용

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가 붕괴되어 이 도로를 운전하던 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가 다친 경우, 우리 법원은 100밀리의 집중 폭우를 불가항력

다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별 상황을 달리 판단하여야 하

예컨대, 상법상 물품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공법

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마찬가

는 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 중단, 근로 중단, 계약

상의 국가배상법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하여 주고 있는 등

지로 50년 만에 최대우량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더라도 불가항

위반, 영업 중단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추후 분쟁을 거

다양한 영역에서 불가항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력적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

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과실 없음’, ‘회피 가능하지 않음’의 개념과

이 내렸더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

불가항력에 대하여 좀 아시게 되셨나요? 물론, 현재는 이러한

비슷하게 보는 듯 합니다. 가령, 판례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

단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법률적인 분쟁 여부를 따질 때는 아닌 듯 합니다. 감염되지 않

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

타인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도 태풍을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주변의 가족, 친지들을 돌보면서 이 상

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지배영역 밖에서 발

보지 않았습니다.

황이 진전될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

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임직원 여러분, 힘
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W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정리하면,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모든

관련 판례들이 누적되지 않아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불가항력적

렵지만, 개인적으로 폭우, 강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는 달리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있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 상황을 불가항력적 상황으

죠? 이 불가항력적 상황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

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약서에 규정하곤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전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 사이

염성이 높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인체에 미치는

에 특정 장소까지 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장소에 갑작스럽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게 지진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갈 수 없게 된 경우, 승객이 (위 장소에 가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여 학

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입은 모든 손해를 택시 기사가 책임져야 할 까요? 그

교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과거, 중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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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樂聖), 베토벤
음악계에서 올해는 명백히 베토벤의 해입니다. 루

실했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트비히 판 베토벤(Ludwigvan Beethoven)은 1770

그는 이 때 유서를 남기기까지 합니다.

년 12월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는

잠시 옆길로 새서 ‘현대 음악’을 들어본 적 있으실

그의 탄생 250주년입니다.

지. 국내 작곡가로는 윤이상, 진은숙 등이 대표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주춤하지만, 올해 클래식 음

현대 음악 작곡가입니다. 혹시라도 듣게 된다면 ‘이

악계는 베토벤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교향악단이,

게 무슨 음악이야?’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기

독주자들이, 실내악단들이 경쟁적으로 베토벤의

괴한데, 음악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실험적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대연주

인 곡들이죠. 대위법, 푸가 등의 철저한 양식을 지

가인 존 엘리엇 가디너 경은 그가 이끄는 ‘혁명과

켰던 고전주의에서 음악의 자율성을 첨가한 낭만

낭만 오케스트라’와 함께 카네기홀에서 베토벤 교

주의로 발전하고,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간 것이 현

향곡 전곡 연주에 나서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베

대 음악입니다. 낭만주의에서 시작한 음악의 자율

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교향곡 3•5•8•9번

성은 지금 우리가 듣는 ‘듣기 좋은 음악’은 물론 이

등을 연주합니다. 출판계에서도 베토벤에 관한 이

러한 실험적 현대 음악 모두의 토대입니다.

런저런 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 고전주의 음악에서 낭만주의 음악으

심하다 싶을 정도인데, 베토벤은 그래도 됩니다. 바

로 넘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가 탄생 250주년이

흐,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사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되도록 칭송 받는 이유죠. 고전적 양식을 깨트리는

남긴 인물이기 때문이죠. 평균율과 화성의 본격적

것은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은 그의 청각

시작을 바흐가 알렸다면 베토벤은 악기의 사용을

손실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향신문

극도로 넓히며 ‘음악을 위한 음악’의 토대를 마련했

문학수 음악담당 선임기자는 “베토벤이 개인적 격

죠. 우리가 학창시절 ‘빠바바밤’으로 시작하는 베토

랑을 거치며 자신의 새로운 돛을 올렸다”고 말합니

벤 교향곡 5번을 한 번이라도 듣고 배우는 것은 음

다.

악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막대한 영향력

베토벤의 혁명,

넘어서는 대규모의 곡을 만들고, 박자를 바꾸며 리

실제로 후배의 음악가들은 베토벤을 넘는 것이 ‘지

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향곡에 인간의 음성을

상과제’였습니다. 슈베르트, 브람스, 바그너, 말러

넣으며 감동을 배가했습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음

등 모든 음악가들은 베토벤의 그림자 아래에서 곡

악을 자유롭게 구사한 것인데, 혁명적 영향을 끼치

을 만들어야 했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쳐야

게 된 것이죠. 피아노의 거장 알프레드 브렌델은

했습니다. 브람스는 첫 교향곡을 무려 20년동안이

“베토벤이 아니면 누가 다양한 변주곡에 깃든 경쾌

나 작곡했는데,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거인인 베

함부터 자연의 힘을 풀어줬다 길들였다 하는 자유

토벤을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로움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영역을 자신의 것으

합니다. 말러 역시 교향곡 2번에 합창을 넣으며 <

로 삼을 수 있었느냐”며 “현재와 과거 미래를 하나

합창교향곡>으로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의

로 모으고 숭고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결합시킨 것

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 베토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앓았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
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청력을 상실한 것은 32살부
터 입니다.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청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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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의 손실이 온 상황에서도 베토벤은 50분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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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테오도르 쿠렌치스
그리스 출신의 지휘자 테오도르 쿠렌치스(Teodor Currentzis,
1972~)는 현재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핫’한 지휘자입니다.

부터 음의 강약, 리듬 등 모드 것이 바뀝니다.
쿠렌치스는 기존의 거장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곡을 해
석하고, 연주합니다. 그의 음악을 듣는 기존 클래식 팬들 입장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클래식 음악을 살려내겠

에서는 ‘낯설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찾아오기 마련인데, 같
은 곡을 듣지만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느

다” – 텔레그래프 인터뷰
거만하기 그지 없는 이 인터뷰를 한 것이 2005년 입니다. 15

낄 수 있게 합니다. 쿠렌치스는 악보에 다 담기지 못한 디테일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쿠렌치스와 그가 이끄는 러

에서 매력을 찾아내고, 한 마디 안에서도 음의 세기와 리듬을

시아의 교향악단 무지카 에테르나(Musica Aeterna)는 그야말

달리 하며 변주합니다. 한편으로는 곡 고유의 짜임새를 흐트

로 세계 최정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약간 오버하면 이들에게

러트린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전에 없던 연주’를 보여주죠.

는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닉(Berliner Philharmoniker), 유수

또 지휘자라면 으레 입는 턱시도 대신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의 전통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Wiener Philharmoniker), 실

긴 머리를 치렁하게 내린 모습도 그의 이단아적 기질을 더욱

력만큼은 1등이라고 자부하는 왕립 콘서트허바우 관현악단

도드라지게 합니다.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과 비슷한 관심이 쏟아지

정작 그는 이런 혁신을 되레 ‘악보’에서 찾습니다. 본인은 오
히려 아주 원칙적으로 악보에 충실하게 다가서는 방향으로 해

고 관람료가 책정됩니다.
쿠렌치스가 내어 놓은 앨범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7년

석하고, 연주한다는 것이죠. 연습도 매우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발매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이듬해 선보인 말러 교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의 원칙적

곡 6번 등은 클래식 음악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죠. 영국

사수가 전에 없던 혁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 음반 평론지 그라모폰의 비평가 피터 콴트릴은 쿠렌치스의

오는 4월 쿠렌치스와 무지카에테르나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차이콥스키 앨범을 두고 “바로 첫 소절부터 자세를 고쳐 앉게

첫 내한공연을 가집니다.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곡들로 채워졌

된다. 이 음반은 이웃이 외출한 날 혹은 잠이 오지 않는 저녁

습니다. 베토벤의 단 하나 뿐인 바이올린 협주곡과, 대표 교향

에 가장 큰 음향으로 듣는 게 좋다”며 극찬했습니다.

곡인 5번, 7번입니다. 바이올린 솔로는 쿠렌치스 만큼이나 개

‘같은 옛날 곡을 연주하는데 무엇이 그리 다를까’라는 의문을

성적 연주를 선보이는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가 맡았습니다.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거의 다른 곡이라고

쿠렌치스가 어떤 베토벤을 들려줄 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어

과연 또다른 혁명일까요. W

떻게 연주 하느냐, 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곡의 템포

혹시 한 번 듣고 싶다면, 이 음반을 추천합니다
: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 Beethoven Symphony No.5, Carlos KlieberXWiener Philharmoniker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그 '운명'입니다. '빠바바밤'으로 시작하는 곡의 첫 시작을 두고 베토벤이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독일 출신의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오페라에 상당한 장기가 있었습니다. 극의 진행에 따라 곡을 쥐고 펴는데 능했
죠. 클라이버가 표현한 운명 또한 그렇습니다. 강렬하고 또 유연합니다. '빠바바밤' 이후의 곡의 전개를 알고 싶다면 이 음반을 주저없이 추
천합니다. 이 앨범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메인테마로 쓰였던 곡입니다. 이 곡에서도 클
라이버의 장기는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 Beethoven Piano Sonata No.14 'Moonlight', Wilhelm Kempff

쿠렌치스의 혁신

베토벤은 그 자신이 피아노의 대가였습니다. 자연스레 그의 초기 작품은 피아노곡에 상당 부분 쏠려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곡은 기존의 소
나타 양식을 뛰어넘어 베토벤 자신의 환상적 음악 세계를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달빛이라는 제목처럼 서정적이면서 동시에 격정적 감
정이 쏟아지죠. 독일의 피아니스트 빌헬름 켐프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적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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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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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칭찬한DAY

"친구야!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바랄게. 이제 큰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
고, 우리도 자주 보고 더 오래 가자!"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만큼 앞으로도 우정이
변하지 않고, 이제 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몸 챙기라는 의미로 간에 좋은 걸 주고 싶네요.
건강한 2020년 보내고, 하는 일 다 잘 되자!"

함께할수록 즐거움이 2배,
배제현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친구,
평생 함께하는
막역지우가 되길!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 류성관 기술선임

구동생산부 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선임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함께 공유한 추억이 많고, 성인이 되기 전 입시, 취업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서로

안녕하세요. 구동생산부 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선임입니다.

기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완벽해야

의지하며 극복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도 고등학교에 이어 직장까지 30년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료가 있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류성관 기술선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와서 칭찬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 같아

아는 사이,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 류성관 기술선임은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구동생산부 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선임을

할 입장인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으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

요. 만약 불량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면 회사 이미지도 실추

고민없이 추천했다. '의리 빼면 시체'라는 별명을 얻은 배제현기술선임을 칭찬한DAY 세 번째 주자로 만나보았다.

니다. 제가 지금은 PTU조립1반에 있는데 이전에 공작기계조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 깊게 살피며 작업하는 거죠.

립반에 있었어요. 당시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르는 점이 많았

저는 제일 처음 입사를 지금은 사라진 중기 사업으로 시작했

는데 친구가 작업 방법 등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줬죠. 개인

는데요. 이후 구동, 항공특수, 공작기계까지 여러 영역들을 다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구동생산부 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

서 불러주는 곳이 많더라고요.(웃음) 그만큼 일에 있어서 책임

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퇴근하고 소주 한 잔 같이 하며 말

녀왔습니다. 부서 이동과 함께 조합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

선임을 칭찬합니다! 배제현 기술선임을 안 지가 거의 30년이

감이 매우 강해서 믿음직스러워요.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할까요. 저한테 상당히 좋은 벗이죠. 고

을 많이 만났고 이 때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사람들을

다 되어갑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라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봐

공작기계조립반에서 함께 일하던 중 하루는 퇴근 시간이 지

등학교 때부터 함께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요.

대해야 하는지 배운 것 같아요. 아마 친구가 친화력이 좋다고

왔거든요. 이 친구가 학생 때부터 성격이 정말 좋아서 누구와

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표정에 드러나면 이 친구

칭찬해준 것도 이 부분인 것 같네요. (웃음) 아무튼 이렇게 다

도 잘 어울렸어요. 좋은 성격 덕에 지금도 회사 안팎의 어떤

제 집에 가자고 했더니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해서, 같이 일을

가 먼저 와서 챙겨주고요. 서로 잘 알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양한 사업을 경험하다 보니 각 부서마다 특성이 다 있더라고

모임이든 환영 받습니다. '의리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조금 더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이라 정말 좋고, 이후에도 더욱 돈독

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각 반 형님들마다 정

의리가 좋은 친구라 사람들의 신뢰도 두터워 직책도 여기저기

근을 하다 말고 다시 회사로 나와 결국 못다한 일을 마무리 했

해 지면 좋겠습니다.

말 잘 해줬다는 거에요. 라인 작업방법부터 조직문화, 재테크

서 많이 맡더라고요.

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일은 꼭 제대로 완수하려고 항

저는 PTU조립1반에서 결원자가 생기거나 라인에 문제가 생

까지 여러 방면으로요. 앞으로도 형님 동생들과 끈끈한 유대

이 친구가 지금은 3공장에 있는데요. 이전에는 공작기계 조립

상 노력하는 친구입니다. 뭘 맡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친구

겼을 때 해결해주고 조원들을 지원하는 키퍼 역할을 하고 있

관계를 쌓으며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반에 있다가 특수에도 갔다가 차량부품쪽도 갔다가 이쪽저

죠.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주위를 잘 챙길 줄 아는 배제현

습니다. 저희는 수동 라인이라 꼭 사람 손을 거쳐야 해요. 그

저도 노력할 거고요! (웃음) W

쪽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 여기저기

기술선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런데 특히 조립같은 경우 불량이 생기면 대량으로 문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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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테마여행
사진제공 : 울산시청

도심 생태의 보물창고 ‘태화강대공원’
태화강은 울산의 중심을 가르며 흐르는, 울산의 혈관과도 같은 강이다. 화룡연을 굽이돌아
학성을 지나면서 이수삼산의 이름을 남기고 울산만에서 동해로 들어간다. 동서로 약 36㎢,
남북으로 약 28㎢의 유역은 그 대부분이 산악지대를 형성하나 강의 양쪽과 하류에는 기름
진 평야가 펼쳐지고, 울산시민의 중요한 식수원이 되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총 6개 주제로 이뤄진다. 봄에
는 봄꽃 대향연, 여름에는 대숲 납량축제, 가을에는 가을 국향, 겨울에는 떼까마귀 군무 등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열어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도시 한복판에서

울산이 자랑하는 보물1호 ‘십리대숲’

숲길을 만끽하다 ‘십리대숲’

도심 한복판에 대나무 숲이 우거졌다. 태화강 십리대숲.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나무정원이

울산이 자랑하는
보물 중의 보물

다. 울산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자랑거리다. 대나무정원은 십리대숲, 대나무생태원, 은하수
길, 대나무테마정원 같은 세부 정원으로 구성된다. 태화강을 따라 4km가량 이어지는 십리
대숲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 울산 12경에 포함된다.
대숲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이 청량해지는 느낌이다. 대나무가 음이온을 방출해서인지 묵직
하던 몸이 가벼워진다. 대숲을 걷다보면 중간중간 쉬어갈 의자가 있다. 죽림욕을 한껏 즐
기고 가라는 뜻인 것 같다. 산책로 한쪽에는 낙서판이 있다. 살아 있는 대나무가 아니라 잘
린 대나무를 여럿 세워놓고 펜까지 비치해 두었다. 누군가 써놓고 간 추억과 소원의 글귀
가 가득하다. 정월 대보름 행사 때 달집과 함께 이 대나무를 태운다고 한다. 산책길에는 이
밖에도 포토존과 증강현실(AR) 체험 등 아기자기한 재미를 곳곳에 심어두어 지루할 틈이
없다. 밤이면 십리대숲은 은하수로 변한다. LED 조명과 대숲이 만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
출한다. 은하수길로 불리는 이 코스는 이미 울산 야경 명소로 입소문이 나 많은 사람이 찾

배은수 여행작가

는다. 특히 데이트 코스로 큰 사랑을 얻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2017년 100m 구간으로 시
작한 은하수길은 2019년 5월 400m로 확장했다.

십리대숲을 한눈에... 태화루와 태화강전망대
태화루 누각에서 보는 십리대숲은 또 다른 볼거리다. 신라 선덕여왕 때 태화사의 누각으로
건립된 태화루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불렸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지난 2014년 복원했다. 643년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하고 돌아온 자장대사가
울산에 도착하여 태화사를 세울 때 함께 건립했다. 태화강변 황룡연 절벽 위에 위치했으며

옆에만 있어도
좋은 친구같은 ‘숲’

몸과 맘이 맑아지는
건강여행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원
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과 산책로로 이어지며 태화강
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조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태화루는 태화강변에 산재한 다양한 유적 중에서도 울산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
변하는 소중한 유적이다. 바람이 솔솔 부는 누각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멀리 십리

숲은 말없이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같다. 숲 속에서 조용히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과 접하

대밭교를 바라보며 쉬어 가기 좋다. 보행자 전용 교량인 십리대밭교는 조명이 들어오는 밤

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숲은 넓고 깊은 어머니 품과 같다. 모든 걸 내어준다. 때로는 먹거리를, 때로는 살거리를, 때로는 심

이 더 예쁘다. 태화강 또 하나의 볼거리 태화강 전망대.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에서 편안

신의 안정을... 숲 여행은 보아도 보아도 지겹지 않고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히 찻잔을 기울이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을 조망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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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아름다운 ‘숲정이’
전라남도 화순에는 ‘숲정이’란 아름다운 숲이 있다. 화순 동북쪽에 자리한 동복
천변 둔동마을 앞에 700m 정도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아담한 숲이다. 왕버
들을 비롯해 느티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등 200여 그루의 거목이 가득하여 한
폭의 청량한 수채화다.
‘숲정이’란 마을 근처 숲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다. 숲정이는 1500년경 마을
을 형성하면서 비보림(裨補林)으로 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다. 언 500년이다.
당시 사람들이 처음부터 울창한 숲을 기대하고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냥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둔덕을 쌓고, 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를 심은 것
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 숲 안으로
들어서면 초록색 물감 통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
으로 물이 든다. 숲정이는 수목원처럼 큰 숲을 기대하고 간다면 실망할지도 모

꼭꼭 숨겨두고픈

른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소소하고 살가운 풍경에 맘이 더 편해진다. 애써 가

비밀의 화원

꾼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매력이다. 나무는 이리 휘고 저리 휘고 뒤엉켜 있

전남 화순 둔동마을
‘숲정이’

다. 어른 여럿이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커다란 나무부터 아이 다리 굵기 의
어린 나무까지 자연스레 어울려 있다. 인간이 조경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원시림이다. 길 중간 중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초록이 주는 청량함을
주체 없이 만끽하다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숲과 대화하는 법, 느릿느릿 걸으며 오감에 집중하자
숲을 즐기는데 방법이 있겠냐마는, 나름대로 숲정이를 즐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일명 숲과 대화하는 법이라고나 할까?
먼저 천천히 산책하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은 하천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걷는데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더더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래야 숲에 깃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숲에 쌓인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나무그늘에 앉아 마음을 내려놓고 오감에 집중하는 것이다. 눈으로
는 청연한 초록을, 코로는 싱그러운 풀냄새와 꽃향기를, 귀로는 시원한 바람소리
와 사각사각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입으로는 숲의 맑은 공기를, 심지어 피부로
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숲정이는 울창한 나무들과 폭신한 흙길, 소박한 들꽃이 어우러져 살아 있는 자
연이 무엇인지 유감없이 보여준다. 숲은 사철 아름답고 좋다. 물안개라도 피어오
르는 새벽녘이나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신선이라도 내려올 듯
몽환적이다.
오죽하면 김삿갓도 이 숲과 풍경에 반해 오랫동안 머물렀다. 김삿갓은 1800년
대 초·중반을 살면서 팔도를 방랑했던 난고 김병연을 가리킨다. 그는 숲정이
건너편 구암마을에서 말년을 보냈다. 금강산 유람으로 시작된 그의 팔도유람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제공 : 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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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편백숲 욕(浴) 먹는 여행

가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

창원 ‘편백숲 욕(浴)

창원시는 바다와 산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린아이라면 유아숲체험원이 알맞다. 봄에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창원 ‘편백숲 욕(浴) 먹

벚나무숲속교실, 여름에는 개울놀이마당 등

는 여행’은 창원시가 치유의 숲을 지향하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산림 공간이다.

2014년부터 장장 4년간에 걸쳐 꾸린 대표

창원 편백 치유의 숲을 알차게 누리고 싶을

적인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浴(욕)’은 ‘몸

때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적격이다. 단순

을 씻다, 수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한 숲 해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림치유사

초록빛 편백이 빼곡히 들어찬 숲을 천천히

와 함께 걷고 사색하고 명상하며 스스로를

거닐며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내라는 의미이

돌보는 시간이다.

먹는 여행’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건강 여행

다. 치유의 숲은 장복산 58헥타르(ha)에 펼
쳐진 편백나무 숲이다. 30~40년 된 편백나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건강 여행

무가 주를 이룬다. 대체로 높게 자란 편백나

프로그램은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에코힐링

무 덕분에 깊고 그윽하다.

센터에서 출발하는 생태관광 해설 프로그램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Ⅰ, 안민고개 에코힐링센터가 출발지가 되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흔히들 편백나무로

는 생태관광 해설 프로그램Ⅱ로 나뉜다.

만든 물건에서도 피톤치드가 나온다고 알고

편백숲에서는 예약을 통해 숲 요가나 숲 명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톤치드는 나

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창원 편백

무가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유의 숲에 들어선 치유센터도 들러볼 만

내뿜는 항균물질로, 살아 있는 나무에서만

하다. 건강측정실, 족욕치유실, 황토열치유

나온다고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숲을 찾는

실 등 다양한 산림치유 시설을 갖췄다.

이유이기도 하다.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하늘마루’라 쓰인 화

생태관광코스는 벚꽃 명소로 유명한 진해구

살표가 나타난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 조금

여좌천에서부터 야경이 빼어난 안민고개,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진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진해드림로드

해 시가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막힌

를 거쳐 목재문화체험장, 진해루, 제황산공

가슴이 뻥 뚫린다. 전 구간을 걷는 동안 바

원에 이르는 25km다. 치유센터에서 정보나

다는 모습을 드러냈다 감추었다를 반복한

도움말을 얻은 후 출발하면 더욱 좋다.

다.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어김없이
놓치기 싫은 포토존이다. 청룡사를 품은 웅

해드림길, 어울림길, 다스림길,
더드림길, 두드림길

산의 시루봉에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나

숲길은 해드림길(2km), 어울림길(1.3km),

로 전해진다.

다스림길(3.1km), 더드림길(3.8km), 두드림

안민고개 에코힐링센터를 지나 마주하는 진

길(5.4km) 다섯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해드림로드는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수 있

해드림길과 어울림길은 난이도가 낮아 가족

다. 해군쉼터, 해병훈련체험 테마 쉼터를 거

단위 여행에 적합하다. 다스림길과 더드림

쳐 코스의 마지막 종착점인 진해드림파크

길은 조금 더 깊은 숲이라 명상이나 사색 등

목재문화체험장에 이르면 생태관광 스탬프

이 가능하다. 두드림길은 장복산 정상을 아

투어의 마지막 스탬프를 찍는다. 투자한 시

우르는 산행이다. 숲길에는 명상장, 풍욕장,

간만큼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여행이다. W

조선의 태조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

데크체어 등 머물며 쉴 자리가 넉넉하다. 쉬
엄쉬엄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 하다보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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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새해맞이 법인장 간담회 개최

산동법인 ‘코로나19’ 방역 작업 강화

멕시코법인 TPM 혁신활동 시행

인도법인 ‘Suggestion Box’ 출범식 개최

산동법인은 지난 1월 21일 VIP 식당에서 새해 맞이 법인장 간

산동법인이 중국 전 지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멕시코법인은 지난 2월 공장 설비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

인도법인은 지난 2월 10일 ‘Suggestion Box’ 출범식을 열었다.

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경팀 방비상 매니저와 엔진생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월 10일 공장을

기 위한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혁신활동을 진행

직원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

산2부 성상강 매니저가 직원 대표로서 입사 소감과 새해 소망

재개한 산동법인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 방역

했다. 멕시코법인 임직원들은 공장 내 모든 라인의 설비를 재

는 행사다. 그동안 인도법인은 직원들의 개선 아이디어에 마일

을 전했다. 산동법인은 임직원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를 더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정비하며,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멕시코법인은 또한 직원들

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

욱 늘려갈 계획이다.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는 “기업의 발전

산동법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건

이 보다 생산설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장 이해도를

도법인의 임직원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 개개인의 성장과 상부상조해야 한다”며 “향후 회사와 직원

강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 측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사무실

높일 수 있도록 TPM혁신 교육을 열었다.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

사이에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직원 만족과

과 공장 현장을 완전히 소독하고, 식당에는 1인용 식탁을 배치

멕시코법인은 앞으로도 가동률과 고장률 추이를 분석하는 것

았다. 한편 인도법인은 새롭게 수주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이익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 식사 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했다. 또 방역 관련 영상을

은 물론 혁신 교육과 현장 개선활동을 펼치며 안전 사고를 최

공장 증축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도법인은 앞으로도 직원

지속 방송해 임직원들이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산동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 활동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역대 최고 매출을 목

법인은 앞으로도 방역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업무환경

탑 생산 기지가 되기 위해 힘쓴다는 생각이다.

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TPM Innovative Activities in HYUNDAI WIA
MEXICO

HYUNDAI WIA INDIA held a ‘Suggestion Box’
Inauguration Ceremony

Since February, HYUNDAI WIA MEXICO has
progressed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innovative activitie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all facilities. All employees participate in this activity
to maintain cleanliness of the facility. The company
is continuing its activities to improve employees’
responsibility and understanding of processes. The
company is planning to supplement TPM activities by
analyzing facility operation rate and failure rate. Also, the
company will strive to become a global top manufacturer
through education, on-site improvement activities, and

HYUNDAI WIA INDIA held a ‘Suggestion Box
Inauguration Ceremony’ on February 10. This event was
organize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profits with fresh
ideas from employees. The company grants mileage
points to employees' proposals in order to activate the
proposal system. The employees vowed to freely share
ideas and participate in the ‘Suggestion Box’ to improve
efficiency. Meanwhile, HYUNDAI WIA INDIA is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match specifications for new
orders. The company plans to continue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mployees to target the best-ever
sales.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山东法人迎新春法人长恳谈会

山东法人积极推进疫情防控工作

2020年1月21日，公司迎新春恳谈会在VIP餐厅如期召开。恳

春节期间，湖北省武汉市新型冠状病毒不断扩散。山东法人

谈会伊始，财经部房飞翔和发动机生产2部盛祥江作为员工

积极响应当地政府政策，2月10日实现复工。为了有效抗击

代表分享了入职后的感悟并对在场的领导同事表达了春节的
祝福。午餐期间董事长辛文榮就中国春节的传统风俗与参会
人员进行了亲切的交流，其中谈及了中国各地春节习俗的差
异，春节压岁钱寓意等话题。
随后公司董事长辛文榮表示，企业的成长和员工的利益紧密

新冠肺炎，实现工厂有序复工，山东现代威亚通过多种举措
对进入工厂的员工进行严格把控。在公司正门入口处设置防
疫检查栏，所有进入工厂员工必须严格佩戴口罩，填写健康
申明信息，经工作人员进行消毒和体温测量合格后方可进入
工厂。同时利用社内LED等宣传设施滚动播放防疫关联视频
等，强化员工防控防疫思想意识；对办公室及现场区域进行

相连，今后公司将进一步畅通公司与员工的沟通渠道，使员

消毒，保证工作环境安全无污染；餐厅座位单人单桌，间隔

工满意度升高和企业发展壮大形成良性循环。最后董事长辛

距离拉大，避免用餐交谈等。

文榮向与会人员表达了最真挚的春节祝福。

在每一位员工对规则的严格遵守和积极配合下，山东现代威
亚一定能打好防控防疫保卫战，安全有序实现复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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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안 동향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 사칭 악성 메일 유포
2/10 오전 현대엔지니어링을 사칭한 악성 메일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악성 메일은 ‘Hyundai:
빠른 선적 서류-상업 송장’이란 제목으로 발송
되었으며, 메일 서명에도 ‘Hyundai Engineering
Company’라고 적어 마치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메
일을 보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디스크 이미지 파일인 ‘.img’ 확장
자로 파일 실행 시 ‘트로이목마’ 악성코드가 실행
되어 해당 PC의 주요 정보 및 통제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출처
: 보안뉴스]
[그림 : 현대엔지니어링 사칭 이메일_출처 : 보안뉴스]

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
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
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2/15 기준 9,68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우선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혹시 본인
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했
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
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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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방역’으로
마음의 백신을 길러보세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장기전이 될수록 이에 따른 우리의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와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입

하고 좌절감, 무력감,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종 감염

온 지 어느덧 두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되, 과도한 걱정과 몰입은 지양

병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감과 약간의 스트레스는 지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는 개학 연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적극적인 대처와

정상적인 감정반응입니다. 너무 괴롭다면 정신건강전문가에게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 그 자체는 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는 한편, 지나친 불안과 공포로 적대감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 짜증, 분노 등의 다

을 조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한 감정반응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본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바이러스에 대

인은 물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확한 소문에

항하는 같은 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휘둘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행동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

이죠.

다. 스트레스가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주

또한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상

위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황에서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불안감을 해소하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하게 됩니다.

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려 수시로 인터넷에서 관련

어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 아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지만 온종일 인터넷에 빠져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밖에 없고, 인터넷을 통해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

나 기본적인 예방수칙에 무지할 수 있죠.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

다.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보

은 안정된 태도로 감염병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

다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적인 위생 준칙을 지키는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재난정신건강센터는 사태가 심각해질

게 자신을 보호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록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

가 심할수록 평소의 생활패턴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밤에 충분

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히 잠을 잡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도 긴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몸과 마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음의 힘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임직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면서 우리의 평범하던 일상도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일상에서 미지의 감염병과 하루하루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
리 회사에서도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행동수칙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아래 내용 숙지 후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일일 자가건강진단
철저히 관리

필수 불가결한 업무 외
외부인 접촉 및 해외출장 등
외부활동 금지

경북지역 출장금지 및
출장자 자가격리

발열 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 혹은 목아픔, 숨가
쁨 혹은 호흡곤란 증상 있을 시,
안전환경팀으로 연락

정신적 스트레스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
러스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격리된 환자 및 이들과 가까운 가족, 지인, 그리고 이를 매스컴

출처: 재난정신건강 정보센터

을 통해 경험하는 일반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경험

코로나19로 불안한 임직원 및 가족분들을 위한

마음토닥 전화상담 운영안내

마음의 면역력 관리가 필요할 때 마음토닥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사업장 내 외부인 출입금지

다중 참여행사 참여 금지 및
밀집 시설 방문 자제

단체회의, 집합교육,
회식 금지
1644-4474
접수

>

"마음토닥
상담 신청해요"

>

상담사•일정
확정

>

전화상담
진행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임직원 상담 서비스 (www.wia.sangdam4u.com)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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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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기획관리팀 조진성 팀장 자녀

구동생산부 김정수 책임매니저 자녀

부품생산부 김수홍 기술기사 자녀

상생협력팀 안성준 책임매니저 자녀

소재개발팀 강지수 책임매니저 자녀

공작기계기술영업팀 김성진 매니저 자녀

공작기계생산기술팀 장석윤 기술기사 자녀

주물생산부 전성훈 기술기사 자녀

소재보전팀 장우혁 책임매니저 자녀

＊당첨이 안 되었더라도 아쉬워 마세요! 컬러링 이벤트는 매월 찾아옵니다. 3월에 재도전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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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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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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