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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코로나19 극복 위해
친환경농산물 1억 원어치 구입
- 경상남도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1억 원어치 구입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도내 농가 지원
- 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선물

우리 회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초, 우리 회사는 경상남도가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인 ‘e경
남몰’을 통해 1억 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했는데요. 농산물 꾸러미 5,600
여개에 달하는 규모로, 구입한 농산물은 모든 임직원 가정에 선물로 지급되었습니다. 농
산물 꾸러미는 미나리, 고추, 피망, 마늘, 감자, 양파 등 경남도내 농민들이 직접 기른 농
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판매부진에 빠진 농민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학
교 급식이 중단되고 외식 산업이 감소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경남도 지역 농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동시에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업무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을 격려
하기 위함이죠.
우리 회사는 농산물 꾸러미를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곁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직원 총
2,500명에게도 선물하며 격려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확실성이 지속적
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 내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9일에는 경남도 내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2,000만
원 어치의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구성한 예
방키트는 전량 임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나눔으로 구입했습니다. 또 경상북도 지역의 농산
물을 구입하고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기금 1,000
만원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게 정을 나누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
쳐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W
지난 4월 1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경상남도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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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마케팅팀
어느 산업이나 마케팅만큼 트렌드와 밀접한 영역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
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우리 회사 차량부품영업실 내에도 ‘차량부품마케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글
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새로운 대응의 일환이죠. 우리는 흔히 ‘마케팅’하면 프로모션, 광
고, 이벤트 등이 떠오릅니다. 때문에 B2B에 속하는 우리 회사 차량부품사업부에서 하는 마케팅이라니, 약간은 낯
설고 더 궁금해집니다. 차부사업에 적합한 마케팅을 전담하기 위해 영업뿐만 아니라 기획,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팀원들이 모였죠. 각기 다른 강점을 모아 시너지를 발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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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품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차량부품마케팅팀은 시장조사와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상품기획과 전략 업무
를 합니다. 영업 부문이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마케팅은 판매를
포함해 총체적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입니다. 제품 기획에서부터 제품개
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시장과 고객에 맞춰 최대한 매력
적인 상품으로 제시하는 일이죠. 시장과 고객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
품’인데요. 우리가 가진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에 맞춰
우리 제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려면

차부마케팅팀은 완성차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팀입
니다. 요즘은 시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 회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역시 CO2 배출과 연비 규제의 강화입니다.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의 강
점을 살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해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발을 맞추며 해

“차량부품은 ‘상품’보다는 ‘제품’ 전략이 맞는 용어인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고

외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는 것이죠.

객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구동제품으로 치면 ‘e-LSD’,

“제품군별로 전략이 좀 달라요. 외부 수주가 전부터 꾸준했

‘ATC’ 이건 큰 그림에서의 분류인 거고, 같은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각 고객사

던 등속조인트는 시장 확대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다른 구

들이 요구하는 세부 사양이 다르죠. 우리가 생산하는 라인업이 있다고 해서 제

동 제품들은 경쟁사에 비해 양산 경험이 적은만큼 기초 기

품이 완성형인 것은 아니에요. 기본 사양에 대한 포석이 있다는 것이지, 개별

술부터 고민하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열관리나 전동화 부품

차에 대한 사양은 고객 니즈에서 출발하는 제품 기획이 필요합니다.” – 허남

같은 신사업은 어떻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 고객사 서치

책임매니저

를 하죠. 최근 링크드인 채널을 오픈한 것도 고객사 발굴에

마케팅팀은 고객에게 ‘꼭’ 맞는 제품을 기획하기 위해 유관 부문과의 협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허남 책임매니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기획, 연구의 중간에서 조율자적 역할
을 하죠. 팀을 꾸릴 때도 다양한 색을 지닌 이들로 구성했습니다. 기획 부문에서
넘어 온 이대용 책임매니저는 전략적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설계를
수년간 해왔던 박현오 책임매니저는 기술적 노하우를 영업에 접목하죠. 다른 팀
원들도 저마다의 장기를 발휘하며 마케팅팀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책임매니저

차부마케팅팀은 최근 차량부품 아이템 홍보 매체로 ‘링크드인’을
이대용 책임매니저

박현오 책임매니저

이달호 팀장

택해 런칭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링크드인은 헤드헌터나
구인구직 서비스로도 유명한 SNS 플랫폼인데요, 담당자인 박종훈
매니저에게 마케팅 수단으로 특별히 이 매체를 활용하게 된 이유
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부품 쪽은 B2C 제품이 아니라 B2B 제품이잖아요. 링크드인
은 회사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돼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급까지 인적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타깃을
특정해서 마케팅하기에 용이합니다. 직접 컨택해 우리 회사에 대
한 소개도 할 수 있죠. B2B에 최적화된 매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
게 되었어요.”
지난 2월 시행한 런칭이벤트를 통해 팔로워가 13% 정도 늘어나
는 수확도 거뒀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장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가
입 절차를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외부 고객을 찾아가는 접점을 더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링크드인은 그 중 하
나의 좋은 수단인 거죠.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기법상의 한 수단이
요. 이른바 신시장과 신생 업체들, 특히 새로 생기는 전기차 업체
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과 접점
을 만들어 나가는데 링크드인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 이달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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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에 특화된

마케팅 툴을 이용한

고객 확보

신생팀으로 야심 차게 시작한 2020년이지만 아쉬움이 상당

객을 발굴해서 계약을 맺는 거에요. 기존 거래고객과도 기

새롭게 꾸린 팀인 만큼 새롭고 역동적인 느낌이 절로 느껴지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존에 양산해오던 제품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채택해 계약까

는 차부마케팅팀입니다. 동시에 여느 팀 못지 않은 ‘프로정신’

때문이에요. 특히 5월로 예정된 전시회, 해외 고객사 미팅,

지 성사시키면 좋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도 완벽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장조사 등의 일정이 전부 지연된 상태입니다. 차부마케팅

죠. 2, 3년은 소요될 활동이라 생각하지만 단기간에도 가능

“팀원들이 각자 경력이 다양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

팀은 현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시장 확대

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 이대용 책임매니저

며 업무를 하다 보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회사 안에서 우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케팅이라 하면 흔히 떠오르는 프로모션은 극히 일부에 불

리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또 실질적

한편으로는 팀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하는 시기로 활용하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직 사내에서는 팀을

으로 회사와 고객에게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고 있다고도 합니다. 신생 팀으로서 팀의 역할과 나아갈 방

구체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던 지라, 타 팀에서 실제 역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팀도 최선을 다해

향에 대해 모든 팀원이 뚜렷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과는 다른 업무를 요청할 때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럴

노력하겠습니다!” – 이달호 팀장 W

“해외 사업을 확대하려는 회사의 목표에 맞춰서 기존 고객

때마다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다며 허남 책임매

외에도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사업을

니저가 난처한 웃음을 짓습니다.

외형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목적 자체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이에요. 요

가 이렇기 때문에 영업실 중에서도 해외영업담당에 속해 있

청하시는 일들에 하나하나 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역

죠.” –이달호 팀장

할에 집중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

“올해 가장 큰 목표는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 말고 새로운 고

다(웃음).” – 허남 책임매니저

새로운

상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

안성백 책임매니저

거듭나길

MINI Interview

Q.

고객을 발굴하고

신생팀의 열정이
프로페셔널함으로

‘마켓+ing’이다.
혹자가 마케팅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차량부품마케팅팀원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마케팅’이란?

있어요. ‘시장에서 고객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
러가지의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 설명이 맞
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들
과 현재 진행(ing)해나가는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라 생각
합니다. - 김영민 책임매니저

허남 책임매니저

‘네비게이션’이다.
회사의 판매와 연관된 기회로 가는 길을 찾아주는 역할이

‘계속 달리고 있는 축구선수’이다.

기 때문이다. - 이대용 책임매니저

계속 달려야 누군가 나에게 공을 패스해주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공을 주지 않잖아요. - 박현오 책임매니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기 위
한 '하나의 시도'이다.
안정되고 가야할 뻔한 길이 있다면 마케팅은 필요가 없겠

영업이 우리가 고객에게 찾아가는 것이라면,
마케팅은 '고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하는 것'

죠. 또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보수적인 마케

똑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잘해서 고객에게 내밀었을 때,

팅이 될 것이고요. 항상 다양한 리소스에서 옥석을 걸러내

‘아, 이 집 물건 좋다’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마케팅의 힘

좋은 결과물을 내려는 방향이 좋은 마케팅 전략이고 조직

인 것 같아요. - 안성백 책임매니저

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 허남 책임매니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중심’이다.

10

‘마중물’이다.

늘 생각해온 것인데, 마케팅이란 내부와의 소통에서 중심

물을 잘 끌어올리려면 펌프질을 하기 전에 먼저 펌프에 한

에 있고 고객과의 접점에서도 큰 역할이 있습니다. 고객들

바가지 정도 물을 붓잖아요. 이런 마중물의 역할처럼 마케

에게 우리 제품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연결해서 잘 설명

팅이란 고객과의 활동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해줘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내부, 외부 중심에 있는 커뮤

필요한 좋은 시작, 이것을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

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이자 마케팅의 큰 의미가 아닌가 생

박종훈 매니저

각을 합니다. - 이달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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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회사는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자동차로 말한다

- 위기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라
- 신차 ‘골든 사이클’ 맞은 車 업계
- 주목 신차 4종…세단·SUV·전기차

w
e
n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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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 위
기로 비상시국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봉쇄령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업계도 미국,
유럽, 인도 등 해외 공장이 ‘셧다운(일시적 업무 멈춤)’ 하는 일이
발생,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난 3월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는
선전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말이죠. 현대차, 기아
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전년 대
비 9.2% 늘어난 15만1025대를 판매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
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24개 수입차 브랜드는 전
년 대비 12.3% 증가한 2만304대를 팔았습니다.
비상시국인 탓에 자동차업계는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질까 우려했
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
석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인 자동
차 개별소비세를 1.5%로 70% 낮췄습니다. 기존 가격에서 100만
원가량 추가로 할인되는 셈이니 소비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요인이
되기엔 충분하죠.
그러나 할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시스트(도움) 정도로 해두겠습
니다. 극적인 골을 넣은 선수는 단연 ‘신차’입니다. 어떤 업종이든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명
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로 말해야 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안전 등 본질에 집중한 제품이야말로 위기를 타개
할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는 주요 신차 출시가 몰린 ‘골든 사이클’을 맞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신차 4종을 통해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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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단과 SUV 강점 갖춘 ‘XM3’

01. 국민 첫차의 부활 ‘아반떼’

르노삼성차는 XM3 출시로 신차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

아반떼가 7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아반떼의 뿌

다. XM3는 지난 3월 5581대가 출고되면서 국산 베스트

리는 1990년 10월 탄생한 현대차의 첫 준중형 모델

셀링카 9위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사전계약 대수가 3월

‘엘란트라’입니다. 국내에선 그 차명을 찾을 수 없지

말 기준 1만6000대를 돌파했다고 하니 앞으로 판매 질주

만 해외에선 아반떼가 엘란트라로 판매되며 그 명맥

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을 잇고 있습니다. 아반떼의 역사가 벌써 30년이나

XM3의 인기요인은 디자인과 성능, 가격 등 3박자가 어우

됐네요.

러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XM3는 국내 브랜드 최초의 프

7세대 아반떼는 디자인, 성능, 효율, 충돌 안전성, 승

리미엄 디자인 SUV를 지향합니다. 세단처럼 날씬하면서

차감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3세대 플랫폼, 다양한

도 SUV답게 견고한 모습입니다. 실내는 세로형 디스플레

첨단 ICT 사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은

이 등 세련되고 현대적인 첨단기술 인테리어까지 갖췄습

‘삼각떼’로 불리며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요. 7세대 아

니다.

반떼는 미래를 담아낸 파격적인 디자인을 통해 절치

르노-닛산-미쓰비시 동맹의 공동 플랫폼, 다임러와 공동

부심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 세 개의 면으로 나

개발한 TCe 260엔진 등 새로운 심장을 탑재하면서 뛰어

누어진 강렬한 측면 캐릭터라인이 인상적이고요. 이

난 주행 질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TCe 260 엔진은 신형

전보다 길이 30㎜, 너비 25㎜를 확장해 차체가 커지

4기통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으로 복합연비는

면서 실질적으로 중형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3.7㎞/ℓ로 동급최고수준의 경제성까지 더했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풍 속에 사회 초년생들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로 1719만 원부터 시작하는 ‘착

의 첫차로 자리매김한 소형 SUV를 제치고 7세대 아

한 가격’까지 더해져 경쟁 차종을 압도할 강력한 경쟁력

반떼가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04. 보급형 세단 전기차 ‘모델 3’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 3은 지난 3월 국내에서 가
장 많이 팔린(2499대) 수입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델 3 열
풍에 테슬라는 지난 1분기 국내 시장에서 총 4070대를 팔아
수입차 브랜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한
2017년 6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02. 국가대표 럭셔리 세단 ‘G80’

테슬라의 인기 비결은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제네시스 G80이 3세대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G80은 2008년 제

보급형 세단인 모델 3은 5369만~7369만 원으로 가격경쟁력

네시스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럭셔리 세단으로, 2015년 제네시

이 더해졌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X 등 1억 원을 훌쩍

스 브랜드의 탄생을 주도한 핵심 모델입니다.

넘는 기존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모델 3은 전기차

G80은 ‘역동적인 우아함’이 디자인 콘셉트입니다. 제네시스 엠

라 최대 1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테

블럼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과 측면으로 길게 이어지는 ‘두

슬라 오너가 될 수 있죠. 실제 모델 3을 접해보면 색다른 느낌

줄’의 쿼드램프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후륜구동 세단

이 듭니다. 전기차라는 차종을 떠나 기존 자동차와는 카테고리

의 비율을 바탕으로 쿠페와 같은 매끄러운 루프라인, 새로운 패

(범주)가 아예 다르다고 할까요. 양산차가 아닌 모터쇼에서 디

스트백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고품질 가죽과

자인과 기술을 뽐내기 위해 만든 ‘쇼카’ 같기도 합니다. 실내

우드, 거대한 14.5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

인테리어는 중앙에 15인치형 터치스크린만 놓아 미니멀리즘

다.

을 극대화했고, 광활한 글래스 루프가 전면에서 후면까지 덮여

3세대 G80은 한국 대표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을 지향합니다.

있어 모든 좌석에 더 넓은 공간과 개방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 독일

특히 모델 3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프리미엄 중형 세단과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자신감이 느껴집니

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의 기능을 개선

다. 오히려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이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향은 물론 차선 변경 등 경로를 최적화

사전계약 대수는 하루 만에 2만2000대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

하는 자율주행(오토파일럿)과 운전자 위치로 차량 호출 등 미

했습니다.

래형 자동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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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기차 특유의 뛰어난 가속 능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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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너리 스토리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공작기계 중 가장 대중적인 기종을 꼽자면 단연 이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KIT 시
리즈.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국민차’로 불리는 아반떼에 비할 수 있는 기종이다.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명 ‘갓성비’
KIT 시리즈

기종이자,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장에서 안정성을 입증 받은 모델.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도록 스테디셀러를 유지
하고 있는 시리즈이다. 공작기계 시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의 점유율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는 KIT 시리즈의 담당자들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공작기계란

T/C설계1팀
홍상표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김나라 책임연구원

신규 설계, 품질 보완, 때론 서비
스 부서와 협업해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설계 변경 등 KIT 시리즈
양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계
업무를 담당 중이다.

KIT 기종의 화낙 CNC와 자체브랜드
HYUNDAI i-TROL의 뉴디자인 조작
반 개발을 했으며, 현재는 KIT 시리
즈를 포함한 선반 전체 제어개발
파트장을 담당하고 있다.

16

을 만나 ‘갓성비’와 명확한 타겟팅을 고려한 연구•설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T/C설계2팀
박진우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김영득 책임연구원
선반 제어 설계 담당자.
KIT 기종 개발 당시 자체브랜드
HYUNDAI i-TROL 적용 개발을
진행했다.

현재는 정면 선반 LF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으나, KIT 시리즈의
시초 모델인 KIT450 초기
개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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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또 누유

어요. 화낙은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 익

를 방지하고 작업자가 더욱 편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나에게 KIT 시리즈는?

숙함이 장점이고, 자체 개발한 i-TROL은 상대적으로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어요. 아울러 ‘자동화’를 적용

‘이름’이다.

편의성이 높다는 평이 있었고요. 화낙에 익숙한 사용

하면서도 성능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

자도, HYUNDAI i-TROL을 선호하는 사용자도 KIT 기

죠. 이전에 사용하던 옵션을 새로운 장비에도 그대로

종을 택할 수 있었죠.

일전에 5개월동안 영업 업무를 지원할 당시 많은
업체를 다니며 고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
다. 엔지니어로서는 아주 값진 경험이었는데, 그
때 만나본 많은 고객들이 현대위아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KIT기종을 떠올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KIT란 이름에 대한 이미지는 강했습니다. 어느 업
체를 가든 중고 장비를 포함해 KIT 1~2대쯤은 보
유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KIT
는 현대위아의 ‘이름’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떠올리면 이름이 같이 떠오르는 것
처럼요.
홍상표 책임연구원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고려한 방향이었어요. 마
지막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가공
방안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에게 꼼꼼히 의견을 듣고,
조립 담당자들과도 사전에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제
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김나라 책임 제어 측면에서는 CNC 이원화 개발을
최초로 시도한 사례였어요. 화낙 CNC 신모델과 우리
회사의 자체 브랜드 HYUNDAI i-TROL을 둘다 적용
해서 기계를 개발했죠. 이전에는 기계 개발 후 CNC
수주를 따로 해서 받다 보니, 적용해서 평가까지 마
치고 납품을 하다 보면 8개월 정도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전체 개발 기간 안에 두 종류의 CNC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진행한 셈이라 납기

가장 대중적인 기종을 담당하는 소감
홍상표 책임 소감을 생각하니 좀 복잡한데요. 자부

KIT 시리즈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심, 책임감, 안도감, 부담감. 이런 심정이 동시에 떠오

박진우 책임 현재 판매 중인 KIT시리즈는 2014년 시

릅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기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장조사기간을 거쳐 15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개

자부심도 있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요. 또 많은 기

발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최종 업그레이드 이

종이 출하된 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기종이란 데에서

후 10년간 주변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의 GANG선반

안도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설계한 부분에서

을 따라잡기 위해 벤치마킹, 판매가 인하 등의 방법

고객들의 반응이 안 좋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

으로 턱밑까지 따라오는 때였어요. 우리 회사는 10년

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웃음)

이상 큰 변화없이 KIT기종을 꾸준히 판매하던 상황이

김영득 책임 KIT 기종을 담당하며 가장 기본적인 부

었죠. 이런 맹추격이 있다 보니 이를 따돌리기 위해

분에 대해 스스로 검증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선 어떤 변화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기존보다

CNC제어 업무를 배우며 기존에는 당장 급한 일 위

한 단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성을 고민하지 않을

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KIT 기종을 담당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예방하고, 고객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었

나에게 KIT 시리즈는?

가성비의 ‘끝판왕’

하면서는 눈앞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그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
고 설계에 반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진우 책임 14년도에 총 27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이전 회사에 있을 때 KIT4500 이전 모델인
KIT450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했었던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일 경쟁력 있고 탁월
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조사를 먼저 거쳤습니다. 고객들이 20년 이상 사

김나라 책임연구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에 집중해 개발을
진행한 건가요?

용하는 장비인 만큼 고객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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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재 생산되고 있는 KIT 시리즈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박진우 책임 ‘고객 친화형’ 장비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용자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해 설계하다 보니 타사와 차별화 되는 구조를 적
용하면서도 기존과 동일 가격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었어요.
홍상표 책임 KIT시리즈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소형 부
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기종이
에요.

연구원의 시각에서 제품의 ‘가성비’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나라 책임 ‘가격 대비 성능’이라 하면 고객이 지불한 가
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고객에게 얼마나 큰

아닌 다른 부문에서도 다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연구원들은 특히 ‘가성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
를 잘 꿰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

나에게 KIT 시리즈는?

습니다.

‘기본기’이다.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죠. 말은 쉽지만 실현하고 있는 기
계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기계를 뜻

‘스테디셀러’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하지만,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품질’에 집중

박진우 책임 스테디셀러의 관건은 연구 개발 단계부터 시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품질에 고객이 생각지도 못

장의 요구를 반영, 개선에 활용하는 점 같아요. 고객친화적

한 부분에서도 감동을 끌어내는 섬세함이 깃든 제품이 ‘가

인 장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조 단계에서도 부품에서부

성비’라고 생각해요.

터 쉬운 가공으로 만들어지는 종류들, 시장에서 수급이 용

박진우 책임 일반적인 시각에서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

이한 일반적 부품들로 만든다면 원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

능이 좋은 장비라고 하여 ‘가격’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

이고요. 또 빠른 A/S 대응과 고객 요구에 대응해 자동화를

선반 제품의 기본은 바로 KIT에서 시작한다고 생
각합니다. 제어 담당자에게는 선반 설계의 기본을
모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해
요. 큰 건물도 기초 공사가 확실해야 튼튼하고 안
전한 건물이 되듯이 NC선반에서 KIT의 위치가 기
초 공사와 같은 거죠. 이 기본에 여러 옵션이 부
착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타 기종들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만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성능 확보’가 우선입니다. 원가에

구축하는 점도 스테디셀러를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

김영득 책임연구원

너무 치중하여 설계하다 보면 성능 목표에 한계를 가질 수

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선반 제품뿐만 아니라 머시닝센터를

있으므로 별개로 간주하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성능에 부

비롯해 모든 종류의 제품에 해당하는 이유들일 것 같아요.

합하도록 설계를 최적화한 후, 신뢰성 있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부품들을 유관 팀과 협업해 발굴하게 되죠. 설계가

KIT 시리즈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김나라 책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낙과 우리 회사 자체
브랜드 CNC를 동시에 적용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

나에게 KIT 시리즈는?

요. 이후에 개발한 후속 기종들은 이 때의 룰을 따라 개발

부담이자 도전이며,
영원한 ‘파트너’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현지의 강소법인에서도 KIT4500

KIT 시리즈는 우리 회사가 공작기계를 생산하
기 시작한 이래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 첫 작품
인 만큼 오랜 역사를 함께 하고 있어요. 1983년
KIT30A로 시작해 KIT30B, KIT450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죠. 많은 사
람들이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성능을 높이는 건
항상 큰 도전이자 부담이었어요. 장비를 개발하고
자식을 내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출하된 업체에
장비만족도를 물어보며, 혹시나 개선 부분 때문에
새로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재차 확인을 합니
다. GANG선반 시장 리더로서 경쟁력을 잃지 않
도록 지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나의 영원한 파
트너입니다.

박진우 책임 KIT4500 개발 당시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

박진우 책임연구원

양산에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런칭해 시장에 안착했던 경

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홍상표 책임 재작년 말쯤 KIT4500 기종의 주축 부분에 품
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계 변경 후 신뢰성 테스
트까지 마친 상태로 현장에 적용 중이지만, 문제 발생 당
시에는 해결을 위해 매우 분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품질, 영업, 서비스 부문 담당자들의 협업 덕분에 무사히

험도 뿌듯함과 함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 적용해본 적 없는 컨셉을 몇 가지 적용했습니다. 기존

해결을 했는데요.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하단 인사를 전
하고 싶습니다(웃음).

에 해오던 방식 대신 새로운 구동 방법을 도입하고, 절삭
유 누유 방지를 위해 내부 구조를 손봤어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정관념을 깨고 도전적인 개선을 시도했죠. 결

앞으로 KIT 시리즈의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국 시제기 평가를 거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홍상표 책임 KIT 시리즈의 경제적인 특징을 유지하되, 현

시장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설계자

재의 내외경 단순 선삭 기능에서 조금은 발전된 기능을

로서 시장에서 고객 분들의 좋은 평가를 직접 들었을 때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선반 기종들은 사양과

이보다 더한 뿌듯함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려움

기능을 추가하면 상위 기종과 성능 면에서 겹치는 경우가

도 있었죠. 아무래도 판매가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에

있어 제약이 있기도 한데요. KIT 시리즈는 공구대가 있는

서 여러 시도를 통해 상품성을 한단계 이상 끌어올리려면

일반적인 선반과는 다르게 공구대가 없는 GANG타입의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모든 부문의 담당자

선반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이 덜한 것 같

들과 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러 의견 충돌도 있었지

습니다. W

만 유관 팀과 협력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판매가

20

유지와 상품성 업그레이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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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착

그
래
도
희망의 봄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모두의 마음에도 활짝 핀
봄이 찾아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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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You, 현대위아
‘Up to You, 현대위아’ 코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문화 캠페인과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변화와 실천을 확인해보세요!

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출근 직후 열어본 메일함에 도착한 사장님
의 편지를 보고 다들 놀라셨죠? 지난 2월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정

조
직
문
화
혁
신
TF
T

확한 호칭’과 ‘존칭어 사용’을 강조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음가짐

조직문화혁신의
첫 단추

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리더들의 동참을 위해 임원, 팀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설명회를 가
지기도 했습니다. 존칭어 캠페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면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죠.

정확한
호칭과
존칭어 사용

NIMBLER
누구나 가지고 있는 텀블러,
현대위아는
그 의미부터 다르다.

이 직접 커피나 음료를 준비해보자는 작은 실천을 장려하는 일석이

‘님’ 호칭 사용과 ‘존칭어’ 사용 캠페인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의 아이템입니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문화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구현이 되고, 이러한

니다. 아울러 종이컵 사용도 줄일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마음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

없겠죠?

이기 때문입니다.

과장

책임매니저
책임연구원

사원
(4급)

잘못된 호칭 대신
‘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원
(5급)

24

매니저
연구원

같이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텀블러’

존칭어 사용에 대한 의미를 크게 전달하면서도, 회의나 모임에 본인

한 보다 수평적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되새기고자

차장

서로를 존중하자는 의미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생각하고, 다

아이템이 탄생했죠! (국보급 네이밍에 감탄사가 절로^^)

다. 우리 회사는 상호존중 문화를 위해 최근 직급을 단순화하고 호칭 또

대리

이 있을까요?

인데요. 텀블러에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의 ‘님’자를 합쳐 ‘님블러’란

‘000매니저님’, ‘000기술선임님’.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

부장

우리만의 ‘님’ 문화를 일상에서 되새기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어떤 것

마지막으로 남은 상반기에는(5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
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율적이
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이 차근
차근 대기 중이란 사실! 수평적 조직문화의 경쟁력을 갖춘 현대위아
로 거듭날 그 날을 함께 기대해주세요~

25

We're
Happy Together

1%의 기적

취약계층 대상 코로나19 예방키트 지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로 국내 피해가 심각한 상
황에서 우리의 이웃,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 바로 마스크이
죠.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소외계층 어린이들은 직접 마스크를 구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지출
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우리 현대위아는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남사회복
지공동모금회, 경남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예방키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소재 경남자
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경남자원봉사센터 하성규 센터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희정 모금
사업팀장, 경남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담당 조연아 사무관과 우리 회사 노동조합 김도현 복지부장이 참석해 의미
를 더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스크 5,800개와 손소독제 3,000개
를 구입 및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달식에서는 경남자원봉사센터 18개 시군 자원봉사자들
이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를 각 지역 관내 외부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전
달했는데요. 전달식에 참석한 김도현 복지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많은 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회사는 1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금은 경
북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 1%기적
기금 아닌 동반성장 관련 별도 기금 사용)
1% 기적과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모두 힘을 합쳐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취약계층 이웃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
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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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바이라인
등속설계팀 김충서 책임연구원

찾아라! 보물찾기
집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만 자주 보여주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하는 즐거운 신
체 놀이를 장려하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평소 무척 갖고 싶어 했던 작은 장난
감들을 준비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인 ‘신비아파트’ 캐릭터를 준비했어요.) 장
난감을 캡슐박스에 넣고 집안 곳곳에 숨겨두는데요. 배경음악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틀어
주면 게임 시작입니다! 보물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만 찾을 수 있어
요. 아이가 보물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신체도 열심히 움직이고, 보물을

지금은

찾기 위해 생각하고 추리하는 과정도 겪게 되고, 결과물 얻었을 땐 행복과 성취감이란 정
서적 보상도 얻게 되죠! 평소 사주지 못했던 아이템으로 놀이를 준비해 아이들에게 감동
까지 전해주면 일석이조! 행복한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그 때 그 시절 부모님이 사준 장난

‘집콕’중

감이 그리도 좋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즐겁게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들의 동
심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집에서 즐기는 취미를 추천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요즘 ‘집콕’ 생활을 열심히 실천 중
인 현대위아인들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김세환 매니저

수채화 키트로 손쉽게 멋진 작품을
평소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기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혼자 홈트레이닝만 하다
보니 더욱 심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 내가 뭘 즐겼는지 생각해보니, 누나가 그림 그릴 때
옆에서 같이 색칠하고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쿠팡의 ‘로켓배송’을 이
용해 ‘디즈니 그림 색칠하기’ 수채화 세트를 구매했어요. 집중해서 칠하다 보니 시간도 잘 가
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 즐
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혼이지만요.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을 완성시키면 다른 그
림도 계속 칠해서 제 집에 전부 걸어둘 생각입니다!

기계해석팀 최종혁 책임연구원

한 지붕 여러 식구
다른 반려동물과 달리, 물고기는 정해진 영역, 즉 어항 안에서만 생활하여 관리
가 편하고 집안 인테리어에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죠. 어항은 가습 효과까지 있다는 것 아시나요? 감기 예방
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고기를 번식시켜 분양하면 예상치 못한 부수입도 생겨요.

프로세스혁신팀 김진섭 책임매니저

아빠는 만화책, 아이는 종이접기 삼매경

또 한 가지 취미는 병아리도 기르고 있는데요. 병아리 관련 정보를 검색한 후 마

제 취미는 만화책 읽기입니다. 만화책 종류가 무궁무진한 만화방만큼은 아니겠지만, 편안한

트에서 유정란을 구매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화 조건을 만족시켜 주면

침대에 누워서 만화책 보는 재미는 엄청납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만화는 ‘열혈강호’, ‘원

누구나 쉽게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

피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킹덤’, ‘표인’, ‘루키스’, ‘식객’, 그리고 마블 만화 몇 권이 있

할 수 있고, 귀여운 병아리 친구들을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새장에서 키우

어요. 나열하니 양이 꽤 많네요.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포인트로 부담없이 구매해온 덕입니

면 사람과 공간이 분리되어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종종 꺼내어 같이 놀아주면 강

다. 요즘 저의 둘째 아들은 유튜브로 종이비행기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켜보다 보

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교감할 수 있지요. 성체가 되면 매일 달걀을 낳아 선

니 제가 어릴 때 접어서 놀던 종이비행기와는 달라서 놀랐습니다. 곡예비행이 되는 것, 멀

물을 주기도 합니다.

리 날아가는 것, 빨리 날아가는 것, 손으로 받쳐만 줘도 저절로 뜨는 것 등 종이비행기 종류
가 이렇게 많고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다들 종이비행기 접기로 추억 속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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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설계팀 황윤호 매니저

구매지원팀 김영주 매니저

집에서 즐기는 가죽공예

오감 만족 가루놀이

요즘 가죽공예에 푹 빠졌습니다. 배운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유튜브의 많은

‘가루야 가루야’라는 유아 체험전이 있었는데요. 체험장 안에 들어가

선생님들께 배우고 있어요. 모든 공구를 다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집

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밀가루를 만져보기도 하고 가루에 그림을 그

에서 취미로 가죽공예를 하기 위한 도구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리거나 직접 반죽도 만들면서 오감 만족의 체험을 하는 공간이에요.

‘가죽공예 도구세트’를 검색해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하면 좋습니다! 누구나 공예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요즘같이 야외활동이 어려울 때

에 대한 관심은 있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가죽공예는 비교적

집에서 직접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만족도는 100%이지만 부모

입문하기 쉬운 공예 중 하나입니다. 가죽공예를 하면서 한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의 피로도는 70%정도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위해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

만 있는 아이들의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옛

우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취미입니다. 모두 도전해보세요! !

날에 어른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된다는 말을 하셨지만 이건 식
품으로 가공하기 전이란 변명을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봅니다.

소재품질관리팀 김창우 책임매니저

홈 가드닝으로 집안에 불러들인 봄
요새 제가 집에서 즐기는 취미는 ‘홈 가드닝’입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자연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에 추천합니다. 올해 봄을 맞

특수개발팀 한윤석 책임연구원

이해 3월부터 시작하게 된 취미인데요. 아이들도 분갈이에 참여하면서 요새 만지기 어려운

직접 만든 놀이로 즐겨요

흙도 만지고, 나무와 식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생명과 교감하는 경험도 갖죠. 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보며 성취감도 느끼고 매우 좋아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작은 정원이지만

요즘 아이들과 집에서 여러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12세 아들은 꾸불꾸불

차츰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훌륭한 정원을 가꾸고 있을 모

미로를 A4용지에 그려서 놀더니 2장을 이어 붙여 규모를 키우는 지경에까지

습을 생각하며 주말마다 기분 좋게 화분을 손질하고 나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집에 놀러 온 친구에게 풀어보라고 하며 즐겁게 놀아요. 7세
딸은 종이로 오려 붙이는 걸 좋아해서 사계절을 종이로 표현하여 밤에는 그
림자 놀이도 합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같이
접고, 주말에는 아빠와 같이 잠시 나가 누가 더 멀리, 오래 날리는지 시합도

공작기계영업기술팀 주정욱 매니저

나의 피아노 선생님, 어플리케이션

합니다. 전에는 1000피스 퍼즐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난이도를 낮춰

예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혼자 배울 수가

스위치 고장으로 오락을 못하니 이런 저런 놀이를 개발하기도 하면서 나름

있어서 유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약 한 달간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플리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500피스 퍼즐을 아이 둘이서 3일 동안 고생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닌텐도

케이션 이름은 ‘심플리피아노’입니다. 6살 아들에게도 피아노를 알려주고 싶어서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날, 취
미도 배우고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에 로망

공작기계 제어개발팀 박주훈 책임연구원

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꼼꼼한 소비자, 택배 언박싱의 고수
거창한 취미는 아니지만 제 취미는 ‘택배 언박싱(unboxing)’ 입니다. 택배 받는 즐거움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특히 제 취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템 선정과정이 다소 유별나
ICT 지원팀 김덕헌 책임매니저

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후기, 댓글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

추억이 방울방울, 레트로 게임기

고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매하는데 평균 1달에서 3달까지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다가 ‘레트로 게임’이 갑자기 하
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다 레트로 게임기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했죠. 옛날 오락실
에서 하던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컴퓨터로 하던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어 재미가 있더라고
요. 아직 아이는 어려서 당장은 같이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이 추억의 게임 ‘갤러그’를 시
작해보려 합니다. 어릴 때 추억도 떠올리고 아이한테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만들어줄
수 있죠. 공감대 형성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8세 이상 아이와 함께 하는걸 추천합니다.)
아내와 설거지 내기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져 주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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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고심해서 고른 후에도 마음에 안 든다면 가차없이 환불하고 위의 과정을 한번 더
반복하죠. 어렵게 구매한 아이템은 제 가슴을 뛰게 하고 그야말로 ‘소확행’이 되어줍니다. 그
래서인지 다들 제가 구매 확정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고민없이 따라 산다고 해요. 그 중 제가
최근에 ‘득템’에 성공한 물건을 추천드릴게요! 휴지통인데요, 20L 종량제 봉투가 내부에 고
정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것, 냄새가 뚜껑 덮으면 차단될 것, 압축 가능, 디자인 등 세심
한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물건입니다. 만족스러워 추천할 수 있을 정도에
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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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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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하루

은반지로 이어진
우리만의
연결고리

액슬조립1반
김용훈 사우 가족
코트를 꺼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추웠던 겨울을 지나 새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
리는 4월은 생명의 축복이 가득한 달이죠. 가벼워진 옷차림처
럼 마음의 짐을 덜고 나른한 봄날을 그대로 만끽해보는 건 어
떨까요?
벚꽃 비가 내리는 4월, 선한 눈매가 닮은 김용훈 사우네 가족이
은반지 공방을 찾았습니다. 가족만의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서죠. 평소 만들기 체험을 좋아하는 김용훈 사우 가족은 봄기운
가득 담긴 은반지를 함께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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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성이 담긴 반지
＼
김용훈 사우는 아내 오은영 씨에게 반지를 자주 선물한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항
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쑥스러워 선물을 이용하는데요. 혼자서
도 반지를 단번에 고를 만큼, 아내의 취향을 100%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아내는 평범, 무난한 것보다는 특별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좋아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나 봐요. (웃음) 반지를 선물할 때도 항상 그 취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아내는 정말 제 복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 가족을 든든
히 받쳐주니 참 고맙죠.” (김용훈 사우)
원으로 이어졌지만 완전한 반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
다. 튼튼하면서도 예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죠. 지환봉이라는 원통형 쇠막대에
은반지를 끼워 이를 나무 망치로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릴수록 더 단단하고 손가
락에 잘 맞는 반지가 되거든요. 반지를 두드리며 단단하게 만들 듯 가족들도 다툴
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지죠.
다음은 줄을 이용해 은반지 겉면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아직은 투박한 은색의 모
습이지만 줄을 이용해 겉면을 꼼꼼히 다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짝반짝한 은
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한다던 아내 오은영 씨는 처음
해보는 반지 제작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척척 나갑니다. 자타공인 집안의 손재주
담당이라고 인정받기 충분한 솜씨입니다.

“작은 공구들을 보니 반갑고 또 귀여워요. 단조에서 일할 때 망치나 드릴같은 공
구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반지 만들기도 단조 방식이니까 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아내 손재주엔 못 따라가겠네요.” (김용훈 사우)

봄날의 추억을 만들다
＼
반지의 둥근 모양은 절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로맨틱한 의미 덕에 연인 간의 사랑을 맹세하
는 징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외에도 반지는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여럿이서 함께 나누어 가질 때도 좋은 선물이 됩
니다. 돌반지나 우정 반지, 가족 반지처럼 말이죠.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세상 단 하나뿐인 은
반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반지 만들기 체험이라는 걸 듣고 아, 이건 꼭 해야겠다 싶었어요. 은반지를 같이 만들면 우리 가족끼리 평생 남겠다 싶었
거든요. 반지도, 추억도요. 또 공방 이름(도혜)이 저희 딸 이름인 ‘도예’와 비슷해서 더 정이 가요.” (아내 오은영 씨)
가족이 고른 디자인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무광 반지입니다. 본격적인 은반지 제작에 앞서 손가락 사이즈를 재기 위해 쇠
로 된 동그란 반지 모형을 이것저것 끼워봅니다. 수줍은 모습으로 엄마 옆에 딱 붙어 등장한 김용훈 사우네 막내 우진
(10)이가 사이즈를 재려 손가락을 쭉 내밀어 봅니다. “나도, 나도! 손가락 사이즈 알고 싶어요! 엄마, 아빠보다 작겠지? 내
꺼가 제일 작아서 귀여울 거야!”
먼저 순은 바를 반지 치수에 맞춰 필요한 만큼 절단합니다. 잘린 순은 바는 양끝 부분이 평평해지도록 다듬어주는데요.
그래야 동그란 모양으로 깔끔하게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순은 덩어리를 불로 가열해 물렁하게 만든 후 핀셋으로 둥글
게 구부리고, 맞닿는 부분에 은 조각을 얹어 땜질로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지 모양처럼 동그랗게 되죠. 불
을 이용하는 작업이라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은 덩어리가 예쁜 반지
로 변신한 모습이 신기한 지 우진이는 반지를 잡고 이쪽저쪽 돌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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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처럼 화사하게 핀 행복
＼
반지의 때를 빼고 광을 낼 차례입니다. 소형 드릴인 ‘핸드 피스’에 푹신한 스폰지 팁을 끼워 은반지에 있는 작은 흠
을 없애고, 광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반지 곳곳에 묻어있는 가루를 세척해 털어내면 완성이죠! ‘무광 반지 만들기’
였으니 진짜 마지막으로 반지의 겉면에 무광처리를 하면 정말 끝입니다.
김용훈 사우 가족은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반지 안쪽에 각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아
빠, 엄마, 딸, 아들이라는 단어를 각자의 반지의 새겼죠. 이날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딸을 위해서도 딸의 필체와 가
장 닮은 글씨를 골라 각인을 합니다.

“우리 딸이 아기자기한 것 만들기를 좋아해서 같이 왔으면 참 기뻐했을 텐데 아쉬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한글을 새기는 게 좋겠죠? 우리 딸 필체가 들어간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 반지, 정말 의미가 깊네요. 좋은 체험 기회
를 주신 회사에도 감사합니다.”(아내 오은영씨)
직접 손으로 만든 세상 단 하나뿐인 은반지는 가족만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은반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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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처럼 가족은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건 함께 행복
할 시간이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간혹 반지에 긁혀 피가 나듯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가족은 사랑이라
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로 가족에
게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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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순은 바를 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절단한다.

은 조각을 이용해
둥글게 은 땜을 한다.

지환봉에 나무망치 작업
(안쪽은 둥글게/단단하게/
사이즈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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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작업(겉 모양 다듬기)

핸드피스 작업
(기스없애고 광내는 작업)

We're
일상 속 법률 이야기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일상 속 법률이야기 22호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

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 봄이 찾아왔네요. 녹음이 더욱 짙어 가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 가는

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의 이용자가 어디까지

그 날이 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텀블러 등 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흥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슈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를 끄는 선정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이를 지인들

유료 회원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데에 가담

에게 SNS로 공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에

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 또한 촬영물

여지도 높습니다.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등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

성적 자율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SNS 공간에서 채팅방에 입장하여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최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또한 이러한 디지

보았을 경우에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

털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

그렇다면, 유포하지는 않고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

이 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전송된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그

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성착취물

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

영상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

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까요? 관련 법령과 이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코로나 사태로 뒤숭숭한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유감입

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N번방 텔레그

니다. 건전한 대한민국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

램 사건’에서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범행의 대상

음달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래에서 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위와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만

같이 촬영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제

화, 애니메이션 등)에도 적용되고 처벌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공, 전시, 상영한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예컨대, P2P형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다

합니다.

른 이용자가 이를 다시 받을 경우, 배포 또는 제공에 해당되어

여기에서 촬영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

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일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

이미 유포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상에서 재유포하는 것은

역에 처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

즉,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 배포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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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ditor’s prism

여러분들의 저녁은 그리고 주말은 안녕
하신가요. 집에만 있자니 더 이상 버틸 수

#클래식&오페라

#전시&도서

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괜히 불안하죠. 이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미술품과 책도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

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극장에

(Berliner Philharmoniker)의 디지털 콘서트홀을 한 달 동안 무료로 감상하실 수

어요. 서울도서관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리포터> 시리즈, <왕좌의 게

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있습니다. 그저 www.digitalconcerthall.com 에 접속해서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

임> 영문 원서 등 국내외 전자책과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 등 총 3만여

가물가물해 지는 요즘입니다.

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시국에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바로

디지털콘서트홀에는 베를린필의 공연 수백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설적 지휘

공연•예술업계일 겁니다. 사람들이 밀착

자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공연은 물론이고 마우르치오

창극, 한국무용 등을 볼 수 있던 국립극장도

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원서 600여종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책은 서울도서관 통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대부분의

폴리니,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이작 펄먼, 요요 마 등 세계 최고 독주자들의 연

바이러스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

합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도 볼 수 있어요!

공연이 전부 취소되고 있죠. 이에 문화방

없을 정도로 무료한 시간이 이어지고, 그

#전통예술

종의 디지털 콘텐츠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책은 총 1만
1000여종에 달한다고 해요. 서울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이면 누구나 이

주도 볼 수 있죠. 모바일 앱으로도 있고,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 주저하

립극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도 온라인 전시로 돌아섰습니다. 아트바젤은 매

송(MBC)의 간판 예능인 <놀면뭐하지?>

지 말고 접속해 보세요!

실황 전막을 공개하는 것이죠. 국립창극단은

년 6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죠.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스위스 바젤

에서도 가수, 뮤지컬 배우 등과 함께 ‘방

오페라의 대표주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또한 무료로 오페라 공연 실황을

<패왕별희>를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공

에서 열립니다. 대신 ‘온라인 뷰잉룸’을 통해 2000여 점의 미술품을 볼 수 있어

구석 콘서트’를 열기도 했어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metopera.org에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개했습니다. 2019년 4월 국립극장에서 초연

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비롯해 쿠사마 야요이, 필립 파레노 등

이런 상황에 공연•예술단체들은 저마다

도 필요 없다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20시간 가량 볼 수 있

한 이 작품은 관객과 평단의 호응을 상당히

의 작품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https://www.artbasel.com/viewing-rooms

‘온라인 콘서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에

습니다. 3월에 시작한 1일 1오페라는 4월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4월에는 베

끌었던 작품이에요. 정말 낯설고 또 낯선 분

여기로 접속하면 된답니다!

서 공연을 직관할 수는 없지만, 랜선을 통

르디의 <돈 카를로>, <맥베스>,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 등을 볼 수 있어요.

야인 창극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전시 역사상 최초로 ‘무관객’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서예

해서라도 멋진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들을

메트 오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페라 단체입니다. 오페라 마니아들이

회인 것 같습니다.

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 ‘미술관에 서(書): 한국 근현대 서예’를 지난달 30

수 있다면 다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서 보려면 메가박스의 클래식

국악이라고 빠질 수 없죠. 국립국악원은 4월

일 개막한 것이죠. 애초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장에서 개막할

번 기회에 새로운 문화 접하는 것도 좋지

소사이어티를 통해 꽤(?)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

마지막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정이었습니다. 설치는 다~ 해놨는데 오픈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국립현대미술

않을까요.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라의 경우 그리 어렵지도 않은 편이니 이 기회에 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공연 ‘사

관은 이왕에 온라인으로 개막하게 된거, 전시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담 큐

즐겨보자고요!

우리나라를 교향악단을 꼽으라면 언제나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KBS교향

랑방 중계’를 선보입니다. ‘사랑방 중계’는 최

레이터인 배원정 학예사의 해설을 덧붙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악단입니다. 출범 64년이나 된 대표악단입니다. KBS교향악단의 올해 봄 공연

근 스타로 부상한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해설과 함께 미술품을 본다면 더욱 즐겁게 미술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온라인 공연플랫폼 ‘디지털 케이홀(K-Hall)’ 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온라인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

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유튜브를 기반으로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연주

평일 오전 11시에는 ‘일일국악’을 선보입니

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저마다 온라인으로 팬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고요. 국내

중 엄선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민속악은 물론 전통 무용과 창작국악까

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문화포털(https://www.culture.

KBS교향악단은 우선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교향곡들을 준

지 다채로운 국악 무대를 유튜브로 볼 수 있

go.kr/home/index.do)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비했습니다. 말러리안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말러의 교향곡은 팬들이 참

습니다. ‘부채입춤’, ‘태평무’, ‘가야금병창’ 등

뿐 아니라, 교육용 콘텐츠도 가득하더라고요.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러의 명곡을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언제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국악 무대를 제대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로 집콕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지만 즐거운 랜선라이

로 감상할 수 있을거에요.

프로 함께 이겨내보자고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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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DAY

‘귀감’, 사물의 거울, 행동의 표준이나 본보기가 될만한 일이나 물건, 또는 그런 사람. 구동생산부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선임

“분기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어야지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했네. 나도 같이
일하면서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이젠 멀어져서
아쉽지만 늘 응원하고 있다. 퇴직한 후에도 같이
밥 먹고, 술 한 잔 하면서 꾸준히 만나자!
그리고 몸 생각해서 술 좀 줄이고!”

이 공작기계생산부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을 칭찬 주자로 지목하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다.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
누구나 바라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 모든 동료들로부터 최고라 인정받는 변용석 기술선임을 칭찬한 DAY 네 번째 주자로 만
나 그 비결을 들어보았다.

“형님, 비록 다른 반이지만 늘 형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
지 꼭 건강하시고, 이후에도 같은
아파트인 만큼 늘 만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작기계생산부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

항상 에너지를 주는 동생,
우리 제현이를 늘 응원합니다.

구동생산부 PTU조립1반 배제현 기술선임

항상 귀감이 되는 사람,
변용석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작기계생산부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입니

점이 힘들 지 알잖아요. 이럴 때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

다. 인간관계도, 일도 모두 타고났다고 할 만큼 훌륭한 동생

고 동생 나름의 업무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제현

이 칭찬해줘서 저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둘이 같은 반에서 일

이가 저를 잘 봐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일을 하다가 어

한 건 5년 채 안된 것 같은데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 친구

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무엇이든 나누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가 일도 똑 부러지게 하고 선후배 중간 역할도 잘하는 사람이

것 같아요. 옛날에 공구를 만들어 쓸 때도 자기 공구를 분실

감사하게도 제가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뽑혔고, 이제 바통을

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 공구통을 채워주는

라 다른 반으로 옮겨갈 때 팀원으로서 한 사람의 인재를 잃었

할까봐 안 빌려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업무에 있

넘길 차례가 다가왔네요. 다음 주자를 생각했을 때, 일말의 고

거에요. 그게 너무 고마웠죠. 공구가 없으면 늘 어디 찾으러

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제현이는 어딜 가든 잘하겠다고 생각

어서 내꺼는 없거든요. 노하우가 있으면 조언해주는 게 업무

민 없이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형님 같은 존재인

가서 빌려와야 하는데 제 공구가 있으면 번거로울 일이 없으

했는데 차부쪽에서 얼마 안 되어 조장을 달았더라고요. 친동

효율도 높이고 서로 도움되는 거지, 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은

공작기계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입니다. 제가 공작기계에

니까요. 업무 속도도 정말 빨라지고 편리해졌죠. 그래서인지

생 같은 후배라 참 보기 좋습니다.

없어요.

있을 당시 알게 된 분이에요. 원래 다른 반이었다가 공작기계

항상 제 공구통은 저의 자랑이었어요. 보기만 해도(웃음) 이렇

저는 조립1반에서 HMC, VMC, 선반 조립 모두 두루두루 맡

이제 저희 세대가 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더 유연

라인을 정리하며 같은 반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서먹했

게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늘 도와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고 있습니다. 요즘은 HMC쪽 조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해지겠죠. 이렇게 차츰 바뀌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저

죠. (웃음)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잘 챙겨주는 분이라 이 형님은 늘 동생들

저는 직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 게 공작기계는 처음부터 완

도 20대 신입인 적이 있었고 당시 50대인 고참들이 있었어요.

정말 친해졌어요. 형님이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거든요.

한테 정말 귀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모두 이 형님을 좋아하고,

성품까지 전 공정을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요

그 땐 다가가기 참 힘들었는데 지금이라고 다르겠어요? 막내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

최고라고 평가를 하죠. 제가 도움을 받은 게 많아 형님이 정년

즘은 공정이 부분화됐지만 신규로 생산하는 공작기계는 처음

가 먼저 다가오기 쉽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문 두드려줘야죠.

이 되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상담을 넘어 해결방법까지 제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 일하며 그 때 받았던 걸 조금씩 갚

부터 완성까지 대부분 우리 반이 만들어요.

나이 먹은 선배로서 뭐가 필요한 지 항상 살펴보고 동료 대 동

해주는 만능 해결사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공작 부문에 있을

아나가야 하는데 다른 반으로 옮기며 그걸 못하게 된 부분이

예전에는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필요한 공구를 직접 깎아서

료로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두들 열린 마음

당시 공구가 많이 열악했어요. 공구통을 열어보면 제대로 된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사보를 통해서나마 항상 감사하다는

만들어 쓰기도 했죠. 그래서 제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애로

으로 함께 일하는 선후배 동료들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쌓아가

게 없다고 할 만큼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일하기 어려운 점이 많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항이 엄청 많았을 거에요. 저도 신입 때 겪어봤으니 어떤

면 좋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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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
광주광역시에는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는 수국, 초가을에는 붉은 꽃무릇과 새하얀

힐링 명소가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도심

구절초 군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수

에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 생태

생식물과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류

연못, 습지 보전 지역, 호수 전망대, 메타세쿼

를 관찰할 수 있어 자연 학습장으로도 이용된

이아 길, 버드나무 군락 등 물가와 숲속을 거

다. 원내에 마련된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계

닐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계절을 만

절별 자연 놀이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끽하기 좋은 곳이다. 더구나 가사 문학 관련

입구에 들어서면 길은 크게 여섯 갈래로 나뉘

유적지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가도 가까워

어 진다. 진입광장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별뫼

나들이와 데이트 코스로 그만이다.

길, 버들길, 풀피리길, 가물치길, 돌밑길, 노을

광주호는 광주 북구, 담양군 고서면과 가사문

길 등이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디

학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다. 1970년대에

로 가든 발길 닿는 대로 돌다보면 길은 다 이

영산강 유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댐을 건설하

어지게 되어 있다. 광주호 수변쪽으로 이어진

면서 형성되었다. 한동안 광주호는 낚시꾼들

데크길엔 곳곳에 쉼터가 있고, 호변을 관찰할

이나 찾아오는 버려져 있다시피 한 그냥 호수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다

수 있도록 관찰대와 망원경 등이 설치돼 있

였다. 원효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모이

광주시민이 사랑하는

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그다

힐링 나들이 코스

걷는 돌밑길이고, 최근엔 남북정상회담의 명

지 찾아오지 않았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소 도보다리를 재현한 풀피리길 주변도 인기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2006년 농업기반공사

다.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은 편백나무 숲속을

다. 중간 중간 있는 생태연못엔 연꽃을 비롯

와 함께 생태공원을 개장하면서 광주호는 인

한 각양각색의 연꽃들이 장관을 이룬다.

근 시민이 사랑하는 친수 생태 공간이 되었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지난해 4월 공식 인증

다. 18만여㎡ 넓은 면적에 걸친 생태원의 압

을 받은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자연 명소 중

권은 잔뜩 자란 왕버들과 편백나무를 따라 조

한 곳이기도 하다. 산책로 6개(버들길, 풀피

성된 데크길이다. 또 황톳길을 따라 걸으며

리길, 별뫼길, 가물치길, 돌밑길, 노을길)는 총

구경할 수 있는 각종 꽃 식재지역은 이곳의

5km로, 산책과 조망을 포함해 2시간 30분

보배중의 보배다. 최근에는 광주호 서편 개선

~3시간이면 넉넉히 돌아볼 수 있다.

호수란 육지가 우묵하게 패어 물이 괸 곳으로, 물 깊이가 5m 이상인 것을 일컫는다. 호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다. 호수 속에는

사지 쪽 호변으로 데크 산책길을 확장해 더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광주에 속하지만 담양

수많은 생명과 이야기가 숨어있다. 따라서 오래된 호수는 더 많은 생명과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 호수에는 어

매력적으로 되었다. 특히 이곳 산책길들은 넓

에 접해있다. 담양이 어디인가? 조선 중기 국

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 잠시 생각하며 여행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이다.

은 광주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확트

문학사의 한 축을 장식한 가사 문학의 산실

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광주시민은 물론

아닌가. 광주생태원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가 조선 가사문학의 보물들을 같이 누려

탐방로 습지 구간은 습지를 보호하고 관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어 시간에 걸친 생태

편하게 하기 위해 데크로 연결되어 있다. 경

원 탐방을 마치고 나면, 차를 탈 필요도 없이

사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도 쉽게 탐방할 수

사부작사부작 걸어서 환벽당, 취가정, 식영

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이곳

정, 가사문학관 등 유명정자와 조선 가사문학

에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의 생태탐방원을

의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차로 5분여만

지으면서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생태탐방

가면 한국 정원의 보물 소쇄원과 충효동 도요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 원효사, 충장사, 무등산으로까지 이어질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가장 큰 가치는 생태자

정도로 주변 볼거리들이 풍부하다. 주변에는

원들을 자연친화적으로 그대로 살렸다는 점

분위기 있는 카페와 맛집들도 산재해 있다.

호수를 바라보며
힐링하기
배은수 여행작가

이다. 호변의 식물자원들을 그대로 두고 사이
사이로 자연친화형 길을 내 훼손을 최소화했
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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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일
시 폐쇄 중이다. 생태원 내부 입장은 불가하지만 바깥
에도 산책로가 있어 넓고 한적한 길을 걸을 수 있고
도로는 무등산 길을 따라 드라이브하기에도 좋다.

1985년에 건설된 충주댐은 제천지역에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넓고 잔잔한 ‘청풍호’를 선물했다. 청풍호는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
에 걸쳐 있는데 제천에서는 청풍호, 충주에서는 충주호라 부른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풍은 선사시대 문화의 중심지였다. 구석기시

내륙의 바다,

도 지방의 중심지로 수운을 이용한 상업과 문물이 크게 발달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장에는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호반 케이블카다. ‘비경이 열렸다’는 찬사를 받을 만큼

또 있다. 바로 국내 최초의 360 스피어 영상관인 시네

운행 노선의 경치가 아름다워 개통 전부터 제천의 새

마 360이다. 이름처럼 360도 공간 전체가 화면으로 되

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특히 비봉산역(531m, 상부

어 있어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형형색색의 영상이 펼

승강장)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은 황홀해 감탄사를 자아

쳐진다. 상영작은 '다시, 지구' 그리고 '공중 산책'이 있

낸다. 비봉산이 호수 안으로 불쑥 들어와 섬처럼 자리

는데, '다시, 지구'는 도도새와 함께하는 대자연 여행을

잡은 덕에, 바다같이 드넓은 호수와, 호수를 빼곡하게

그린 영상으로, 멸종동물이 시공간을 넘어 돌아온 장면

감싸고 있는 산들을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날며 보는 것

을 담고 있다. '공중 산책'은 제천의 여행지를 압축시켜

같기 때문이다.

놓은 영상으로, 이 영상만 봐도 제천을 다 봤다고 할

제천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국

수 있을 만큼 알차게 구성해 놓았다. 상영 시간은 15

내 최장 케이블카로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상 정상까

분. 인생 샷을 건질 수 있는 포토타임도 있으니 카메라

지 2.3km 구간을 운행한다. 최신형 10인승 캐빈 43기

도 꼭 챙겨 가길 바란다.

로 일반 캐빈과 크리스탈 캐빈 두 종류로 운행하고 있

만약 케이블카가 부담스럽다면, 모노레일을 타보는 것

는데,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캐빈 아래가 투명하게 뚫

도 좋다. 정상까지는 약 20분 정도. 비봉산 정상(해발

비경 중의 비경

려 있어 더욱 짜릿하고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531m)까지 등판각이 심한 곳은 50~60°까지 달해 스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정상의 비봉산은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릴도 만점이다.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모노레일이 닿는 비봉산 정상에는 널찍한 나무 데크가

이름이다. 비봉산은 청풍호 중앙에 있는 해발 531m의

있다. 이곳에 서면 산과 물이 만들어 낸 기막힌 작품에

명산이다. 청풍호로 둘러싸여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감동할 수밖에 없다. 드넓은 호수와 켜켜이 겹쳐있는
초록빛 산들을 굽어보며 안구를 정화해보자.

대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쟁탈지로 찬란한 중원문화를 이루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최근 제천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작년 3월 개통한 청풍

문화재단지,

그러나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 청풍면을 중심으로 한 5개면 61개 마

청풍호반 케이블카,

유명하다. 벚꽃이 필 때면 아래가 온통 화사한 벚꽃으

을이 수몰하게 되자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문화재

청풍호반 모노레일

로 가득하여 몽글몽글 달콤한 솜사탕을 보는 듯하다.

단지’를 조성했다. 단지 내에는 보물 2점(한벽루, 석조여래입상), 지방
유형문화재 9점(팔영루, 금남루, 금병헌, 응청각, 청풍향교, 고가4동),
지석묘, 문인석, 비석 등 42점과 생활유물 2천여 점을 원형대로 이전
하여 복원해 놓았다. 옛 남한강 상류 화려했던 문화의 산실로 ‘청풍호
반의 작은 민속촌’으로 불리고 있다.
청풍호반은 청풍호 중에서도 경치가 가장 좋은 구역을 일컫는 이름
이다. ‘문화재단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은 뱃길 130리 중 볼거리
가 가장 많고 경치가 수려하다. 작은 민속촌 청풍 ‘문화재단지’를 정점
으로 비봉산과 금수산을 배경으로 한 청풍호반은 가히 절경이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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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가 2002년 5월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로 안산 9경 중
하나다.
1987년 시화방조제 건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공단 부지와 농지를 확
보한다는 야심찬 계획은 장밋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지천에서
흘러드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하루 평균 7천 톤씩 이곳으로 방류
되었던 것이다.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라는 악명을 얻었다.
이 인공 습지는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처방으로 조성되었다. 지천에서
흘러드는 물은 갈대 사이로 천천히 흐르고, 오염 물질은 갈대 줄기나
뿌리에 붙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갈대와 수생 식물들이 시화호를
살리는 극약으로 처방된 셈이다.
덕분에 지금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수많은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면
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살아가는 친환경 공간이 되었다.

위를 건너기도 한다. 확트인 전경을 보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듯 걷다보면 데크 양옆으로 즐비한 푸른색 갈대와 연잎들로

안산 갈대습지공원의 시작은 환경생태관에서 출발한다. 작은 2층 건물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시원해진다.

에서 시화호에 서식하는 물고기, 철새, 야생동물 등을 사진과 설명하고

갈대 외에 부들, 억새 군락이 장관이며, 환경생태관 앞쪽으로 정수된 물이 마지막으로 거쳐 가는 생태연못에선 수련·노

있다. 1층에서는 공룡알 화석, 조류사진, 조류 및 동물의 박제와 환경

랑어리연꽃·꽃창포·부레옥잠 등 여러 수생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수변길에 조류관찰대가 두 곳 설치되어 있다. 오

과 관련된 글과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2층 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통

리·해오라기·중대백로가 흔히 볼 수 있는 새이다.

해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 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다.

습지 중앙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서식지가 있다. 지난 2014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원앙·황조롱이·저어

이 환경생태관 뒤로 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을 따라 조금만 가면 나무

새 등 천연기념물 11종과 멸종 위기종 9종 등 111종 2,929개체가 이 습지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다.

데크길이 나온다. 이 나무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습지를 한 바퀴 돌

죽음의 호수를 생명의 호수로 바꾼 어마어마한 스토리만큼 볼거리와 느낄 거리가 많은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서 자연의

수 있다. 나무데크길은 갈대숲이나 부들숲 사이를 지나기도 하고, 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각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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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안전점검 활동 실시

산동법인 일조시 시위서기 일행 방문

강소법인은 지난 2월 24일 더욱 안전한 강소법인을 위해 안전

지난 2월 24일 중국 일조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업무팀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담당자와 각 부서 팀장들은 생산라

을 맡고 있는 장혜 시위서기가 산동법인을 방문했다. 산동법인

인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화학품,

의 임직원들은 장혜 시위서기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 보며 바이

공장 통로, 비상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을 통해 바닥

러스 방역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경영지원부 조량신 부서장

오염, 화학품 라벨 손상 등 총 7가지의 개선점을 발견했고, 현

은 엔진4공장 로비에서 산동법인의 업무 재개 현황과 방역 조

재 모두 개선했다.

치를 설명했다.

강소법인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산동법인을 둘러 본 일조시 장혜 시위서기는 우리 회사의 방역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창원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도 면밀히

상태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신문영 법인장은 “더욱 철저하게

회에서는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은 모두 원안대

신경을 써 어느 곳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사업장을 방역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

로 통과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새롭게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했

계획이다.

다”며 “생산에 차질이 없는 안전한 산동법인이 되도록 노력할

다. 우리 회사의 미래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앞서 2018년 우

것”이라고 말했다.

리 회사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를 개발하고 창원공장 및 서산공장에 도입, 적용하고 있다.
김경배 사장은 “올해를 신사업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한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의
추진 역량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스마트팩토리, 협업로봇 등으로 국내외 제조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
위아가 되겠다”고 말했다.

江苏法人开展安全大检查活动

日照市委书记张惠到山东法人实地考察

为了更好地了解企业安全生产管理状况，确保企业生产正常

2月24日，日照市委书记、市新冠肺炎疫情防控处置工作领

进行，江苏法人在2月24日进行了安全大检查。此次安全大

The 44th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HYUNDAI WIA held its 44th annual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on March 25th at its headquarters
in Chanw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HYUNDAI WIA handled such agenda items as "change
of articles of association,"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and "approval of directors'
remuneration limits." The company added a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roject
to its articles of association at this shareholders' meeting. It is to push ahead with the smart factory
business, one of our company's future businesses. Earlier in 2018, the company developed a smart
factory solution iRiS and is introducing and applying it to its Changwon plant and Seosan plant. "We
will put our new business on track this year," said CEO Kim Kyung-bae. "We will lead the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ing sites with smart factories and collaborative robots while
increasing our capabilities to promote integrated heat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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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查的主题为化学品点检及通道，应急指示灯点检。参加人
员为各部署的部署长、经理、安全担当以及协力单位负责
人。在此次大检查过程中，参与者共发现了如地面污染、化
学品标签模糊等7个需要改善的问题，其中有4个已在一周内

导小组组长张惠，到山东现代威亚进行实地考察。公司董事
长辛文榮、经营支援部权东仁部长等领导一行陪同视察。
在公司发动机4工厂大厅，张惠书记详细听取了公司复工复
产、防控措施落实等情况的介绍，并对我公司防疫防控工作
进行了高度赞扬。随后，张惠书记一行视察了发动机4、3工
厂，检查疫情防控和生产经营情况，要求企业在严格落实防

改善完毕，其余3个也将在月底全部改善。

控措施的基础上，把生产组织好、调度好，为全市经济平稳

安全检查不仅可以让我们及时发现和纠正不安全行为；也可

快速发展贡献力量。

以让我们及时发现潜在危险，做好预防措施；更能发现和弥

公司董事长辛文榮表示，威亚员工一定会继续坚定步伐，稳

补管理缺陷，接下来江苏法人将持续开展下去。

扎稳打，在有效防控疫情的同时促进生产平稳有序推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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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안 동향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코드 피싱메일 유포중
3/17 이력서로 위장한 NEMTY 랜섬웨어가 유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유포에 사용된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NEMTY 랜섬웨어는 이력서 등을 위장한 사회공
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유포되고 있으
므로 의심스러운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실행하실
때 주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 Ahnlab]

산동•강소법인 후베이성 적십자회에 100만위안 기부

멕시코법인 소통의 날 실시

우리 회사 산동법인과 강소법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

멕시코법인은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하고,

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17일 후베이성 적

법인장 김창용 상무와 직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

십자회에 산동법인이 70만 위안, 강소법인이 30만 위안씩 총

다. 팀 리더, 주임, 여직원, 매니저 총 4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후베이

이번 행사는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Lunch-Box

성 우한시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고글, 개인 방호용품 등 의료

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김창용 상무는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

용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 의료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등 바

며 업무 이슈부터 직원 개개인의 고민을 나누었다. 더불어 법인

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쓰인다.

의 경영 상황 공유와 함께 직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

두 법인은 중국 내에서 함께 지내는 중국 시민들이 건강하게

로 진행된 매니저 직급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산동법인

동 지침과 회사의 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법인

장 신문영 상무는 “산동법인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

은 앞으로도 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직원들이 즐겁

18일 한수원을 공격했던 해킹그룹으로 잘 알려진, 북한으

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한마

게 일하며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로 추정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김수키(Kimsuky)’의 대

음으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이 난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山东•江苏现代威亚向湖北省红十字会捐款100万元
为帮助这些因新冠肺炎而陷入困境的人，2月17日山东•江苏
现代威亚向湖北省红十字会捐款100万元。这等捐款将用于湖
北省武汉市购买防护服，口罩，护目镜和个人防护用品等医
用物品，支援当地医疗设施和人员，防止病毒扩散。两家法
人决定此次捐款，以帮助在中国国内共同生活的中国市民健
康地度过这一难关。法人长辛文榮说到：“我们将与中国人
民并肩作战，全力支援中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
控工作，守护中国人民健康和安全。面对此次疫情，现代威
亚会继续和中国人民一起与之对抗，相信凭借人民的万众一
心和各方的紧急驰援，一定能够早日渡过难关，取得抗击疫
情的胜利。”

Communication Day of HYUNDAI WIA MEXICO
HYUNDAI WIA MEXICO designated every Wednesday
as 'Communication Day' for the month of March and
held a meeting with its executive director Kim Changyong and employees. The event, which was divided in
four groups, was conducted in the "Lunch-Box meeting"
format to promote horizontal communication culture.
They had lunch together and shared their concerns.
In addition, he emphasized employees’ cooperation in
sharing the management situation of the corporation.
During the last meeting, employees share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orona19. HYUNDAI WIA
MEXICO will continue to organize communication
events for employees to enjoy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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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감행된 연쇄 사이버공격! ‘김수키’와 ‘건설사 발주메일’

형 건설사를 사칭해 발주서를 이용한 피싱 공격이 발견되
었습니다.
‘[울산 북항 LNG PKG] 견적 _ 1 단계 LNG 패키지, 프로
젝트 자재 및 장비 요청’ 이란 제목의 해당 악성메일은 프
로젝트 자재 및 장비 발주를 사칭했습니다. 다만 <보안뉴
스>가 확인한 결과, 해당 기업에는 이번 악성메일의 발신
자와 같은 이름의 직원은 없으며, 발송된 메일 주소 역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며, 울산 북항에서 실제 건설 프로
젝트가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명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은데, 개인 PC를 사용해 업무를 할 경우 업무용
PC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메일은 절대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열어보지 말고 중요한 경우 발신자와 발
신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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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클라우드 중고차 경매

‘오토벨스마트옥션’
론칭

현대차그룹 내 중고차 사업을 영위 중인 현대글로비스가 획기적

고 출품 차량을 카메라로 비추면 출품 차량의 성능을 증강현실 형

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글로벌 SCM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

이외에도 정산·탁송신청 등 모든 부대업무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비스를 이용한 중고차 매매업체 전용 디지털 경매 시스템 ‘오토벨

처리할 수 있으며, 출품 차량의 360도 실내 이미지를 통해 온라인

스마트옥션’을 론칭했다.

으로도 꼼꼼하게 차량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

오토벨 스마트옥션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운영하는 전국 3곳(경기

매 사용자인 중고차 매매업체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

분당, 시화/경남 양산)의 경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하나로 통합

오토벨 스마트옥션 서비스는 중고차를 경매에 출품하는 차주에게

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이다.

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매매업

각 경매장 별 중고차 매물 정보를 하나의 대형 클라우드 서버에

체의 경매 참여를 촉진하고, 입찰 경쟁이 치열해져 낙찰가가 오르

종합 관리하게 되면서 경매장 3곳에 출품된 중고차의 세부 정보

면 출품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에 타던 차를 매각할 수

공유와 PC·모바일을 이용한 실시간 원격 입찰이 가능해졌다.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경매장에 출품하더라도 주 3회 클라우드

오토벨 스마트옥션 서비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IT기술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1회 현장 경

들이 접목되었다. 출품 차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4개의 레인에

매로 최대 일주일이 필요했던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도

나눠 배치하여, 매매업체가 특정 레인을 선택해 신속하게 입찰에

있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4-레인(lane)’ 실시간 입찰 시스템을 구축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중고차 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

했다.

록 지속적으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

또한 업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실행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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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the World

코로나를 녹이는
따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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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생산기술팀 최재균 책임매니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차량부품개발팀 황제식 책임매니저 자녀

구매지원팀 김정직 매니저 자녀

세무팀 이현주 책임매니저 자녀

상생협력팀 황태순 팀장 자녀

공작기계제어개발팀 정홍철 책임연구원 자녀

등속생산부 김주엽 기술사원 자녀

샤시시험팀 이정민 책임연구원 자녀

설비구매팀 장성필 팀장 자녀

차량부품해석팀 이정선 책임연구원 자녀

요. 저 역시 현대위아 안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정을 직원 여
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3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 산동법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지
금은 의왕연구소 선행생산기술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온정의 주인공은 바로, 산동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던 티엔 부장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혼자 주재원 생활을 하던 저를
형님처럼 살뜰히 챙겨주던 동생 같은 부장이었습니다. 그런 티엔은 제가 한국으로
복귀한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간간히 연락 와서 업무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안
부를 자주 묻곤 합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국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는 티엔 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마스크를 보내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였죠. 얼마 후 검정색 일회용 마스크가 가득 찬 큼직한 박스가 저
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를 생각해준 마음씨에 큰 감동을 했어요. 5년
이란 기간 동안 주재원의 신분으로 낯선 중국 생활을 하고 온 것뿐인데, 그래도 있
는 동안 중국 현지의 동료들과 좋은 감정으로 잘 근무하고 왔다는 생각에 행복감도
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둘째 아들도 얻은 티엔 부장. 사보를 통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다
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사태가 진전된 후 출장 길에 오르면 저도 마스크만큼이
나 따뜻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따뜻한 일화처럼, 세계 각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는 동료 분들이 남
은 기간 동안 현지 동료들과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근무하시고 무탈하게 복귀하시
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힘든 시기, 나름 봄기운 같은 따뜻한 소식으로 많은
동료 분들에게 훈훈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산동법인 파이팅, 현대위아 가족들
모두 파이팅! W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첨이 안 되었더라도 아쉬워 마세요!
컬러링 이벤트는 매월 찾아옵니다. 재도전 GOGO!
1. 티엔 부장이 최재균 책임매니저에게 보내준 마스크
2. 최재균 책임매니저 & 티엔 부장. 주재원 5주년 파티 때 함께 촬영한 사진
3. 산동법인 주재원-관리직 등산 행사 때 티엔 부장과 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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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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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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