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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언어와 문자를 만든 것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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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공유경제 서비스가 매우 한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
어, 일상에서 매 순간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상당하다. ‘공유
지의 비극’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공유를 한다며 무턱대
고 책임을 내려놓으면 욕만 듣게 된다. 무엇보다 어떤 것들
을 어떻게 공유해야할지 쉽게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삶의 공유가 아닐까 한다. 당장 나의 소
유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며 관계를
쌓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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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눔 캠페인, 창원 4·5공장으로 확대

Special

- 5월 4일과 9일 이틀간 창원 4·5공장에서 추가 모집 진행해
- 뜨거운 관심 속에 150여 명의 참여 행렬 이어져
우리 회사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급여 1% 나눔’을 확
대 운영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이 진행됐다. ‘1% 나눔 참가자 모집 캠페인’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이
틀간 창원 4·5공장 직원식당 앞에서 열렸다.
캠페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1% 나눔 현황을 설명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4·5
공장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덕에 캠페인을 벌인 이틀 간 150여명의
직원들이 1% 나눔에 새롭게 참여했다.
1%나눔 추가 모집 캠페인에 동참한 주물생산부 배재열 주임은 “1% 나눔은 작은 정성을 모아 도움
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나누는 활동”이라며 “오늘 캠페인을 통해 창원 4·5공장에도 나눔
의 의미와 필요성이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을 말하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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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말하다

공 유 를 말하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

# 공유경제, 희망일까
‘공유경제’라는 말은 그 말의 익숙함과 달리 의외로 등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의 로런
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했는데, 문자 그대로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

우리나라 불가(佛家)에서 법정(法頂, 1932~2010) 스님
의 영향력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함석헌, 장준하 등
과 유신철폐에 나선 시대의 어른이자 분열로 얼룩진 종교
사이 화합의 전령(傳令)으로, 법정 스님은 사회 곳곳에서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곤 했다.
그는 수필가로도 유명하다. 대표작 <무소유>는 1976년
4월 출간 후 34년 간 약 180쇄가 나올 정도였다. 법정 스

소유를 버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만큼 경제적으로 꽤나 막
대한 효과를 가져 온다. 이용자는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물건
을 이용할 수 있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기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1석 2조다. 게다가 특정 생산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가 물건을 살 필요가 없기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상당하다.

님은 이 책을 통해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

이런 장점에 전 세계의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

느냐”며 무소유의 정신을 말한다. 자신의 것을 놓았을 때

다. 영국의 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공

의 홀가분함이 집착보다 낫다는 것이다.

유경제의 전 세계 시장규모를 2011년 14억7000만 달러(약 1

사실 무소유의 삶을 실천으로 옮길 수는 없다. 법정 스
님처럼 고행의 길을 택했다면 모를까 속세(俗世)에서 벗어

조7500억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약 398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방법이 없지는 않

아직은 공유경제가 낯선 것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다. 바로 공유. 비록 나만의 것은 아니지만 공동의 소유로

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무소유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공유를 둔
경제학적 연구와 시스템도 속속 등장 중이다. 공유가 가져
다 줄 새로운 삶을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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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정책적 지원을 늘리며 공유경제 도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공유경제 분야에서 투자활성화와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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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비극
미국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12년 세상을 바꿀 10대 혁신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기도 했지만 경제학적으로 공유가 늘 긍정적 분
석을 낳은 것은 아니다. 1968년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은 <사이언스>에 발
표한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제시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데서 벌어지는 참상을 말한다. 주인
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을 생각해보자. 농부들은 아무나 공짜로 쓸 수 있
는 방목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온다. 관리 주체도 정
해져 있지 않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방목장의 소들은 무자비하게 풀
을 뜯고 뛰어다닐 것이며,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방목장
에어비앤비(Airbnb)

은 황폐해지고 만다.

쏘카(SoCar)

딱히 방목장이 아니어도, 공유지의 비극은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화
두인 ‘나쁜 공기’도 공유지 비극의 한 사례다. 지구의 대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물질이다. 이렇듯 사용은 함께 하지만 관리를 누가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서로 미루기 일쑤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하는 자리에서조차 미

# 어떻게 공유할까

국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이 불참했을 정도다.

공유경제는 매우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Airbnb)’나 자동차를 공유하는 ‘쏘카(SoCar)’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남는 방’이나 ‘남는 차’를 이용하는 만큼 빌리는 입장에서도 값싸게 쓸 수 있
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남는’ 물건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으니 이득

# 공유로 얻는 것

이다.
집과 차처럼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잘 쓰지 않는 물건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등장 중이다. 우리나라에 최근 등장한 ‘쏘시오’가 대표

몇 가지 공유 서비스를 소개했지만 현실로 가져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적이다. 쏘시오는 일정기간만 필요해 비싼 돈을 주고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품

이런저런 공유경제 서비스가 매우 한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일상에서

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당장 집에 잘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한 번

매 순간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상당하다. ‘공유지의 비극’ 역시 고려해야 할

공유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소다. 공유를 한다며 무턱대고 책임을 내려놓으면 욕만 듣게 된다. 무엇
보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유해야할지 쉽게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크다.

이런 매력 때문에 이들 기업의 가치는 급격히 뛰고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삶의 공유가 아닐까 한다. 당장 나의 소유를 나누지

잡지 포춘(Fortune)은 에어비앤비의 시장가치를 약 24조원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 호텔체인인 힐튼(23조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지나치게 수익을 좇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

쏘시오

는 못하지만, 나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며 관계를 쌓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니 말이다.

다. 그러나 공유를 현실로 가져온 아이디어는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덜 가지고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의미를 준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지만 쏘카를 필두로 다양한 서

“이전에는 무심히 관심 갖지 않던 인간 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공유경제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날도

고 설파했다. 선물 받은 난초에 집착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자신의 자

그리 멀지만은 않은 듯하다.

책하며 한 말 중 하나였다. 그의 말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는 무소유, 누군
가와 함께 나눠야 하는 공유는 경제를 넘어 사람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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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2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외부 협력사 대표 및 실
무자를 초청해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내 외주 작업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먼저 협력사 대표 및 실무자들과 함께 중대재해 사례를 보며 안전관리 중요
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바뀐 안전관리 제도 및 절차를 설명하
고, 이를 위반할 시 한층 강화된 제재기준을 적용해 각종 사고 가능성을 사전
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Suppliers Safety Management System Seminar

2016
HYUNDAI WIA Monthly magazine

산동법인 1/4분기 환경개선 경진대회 포상 실시
산동법인은 지난 5월 13일 엔진 3공장 영상회의실에서 1/4분기 환경개선 경
진대회 보고회를 실시했다. 보고회에는 법인장 문상호 전무와 각 부서 주재원
및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엔진생산2부 엔진3공장 조립, 생산관리1팀, 조림품질
과, 엔진생산1부 1공장 가공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산동법인은 일주일 간
면밀한 현장검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 전무는 “오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가 앞장 서서
지속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부서들 역시 따라올 수 있다”며 꾸준한 노력
을 당부했다.

On May 12, to enhance the safety management while working at
commercial firms, HYUNDAI WIA invited the representatives of external
partners and practitioners and held a safety management system seminar
at Changwon Head Office auditorium.
First the members had time looking at disaster cas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After looking up the cases the ‘safety & environment team’, the host of the
event, introduced the changes of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procedures
and announced they will strengthen the safety standards and prevent
potential accidents in advance.

山东法人举行第一季度环境改善评比结果发布会

한마음 단합산행 시행

산동법인 경영진 오련현 오징 그룹 방문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5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마음 단합산행’을 실시
하고 2016년 사업목표 달성을 결의했다. 창원과 경인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山东法人于5月13日在发动机3工厂视频会议室举行了第一季度环境改善
评比结果发布会，公司总经理文相鎬专务、各部署驻在员、部署长等部门负
责人参加了此次会议。 经过一个星期的检查、打分评比，发动机生产2部发
动机3工厂组装、生管1组、组装品质科、发动机生产1部1工厂加工在评比中
取得了优秀成绩。
同时，文相鎬专务叮嘱道“大家要继续努力，表现落后的队伍要积极赶上
来，优秀的队伍要保持和继续发扬”。

산동법인 경영진은 지난 5월 13일 오련현 오징 그룹을 찾아 기업경영 현안
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과 팀장, 현장감독자 등 총 262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

산동법인 경영진은 오징 그룹의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 사업의 발전추

한 임직원들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한 후 2시간 코스의 창원

세와 현장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산동법인은 이번 방문을

숲속들이길과 서울 청계산을 올랐다.

발판으로 산동성 대표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윤준모 대표이사는 “산을 오르며 함께 땀을 흘리면서 임직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산을 오르듯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반

한편, 오징 그룹은 산동성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용 장비 및 상용차량 제조업
체로 약 1만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드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DAI WIA Holds a Rally to Strengthen the Unity
On May 25th, to celebrate its 40th anniversary of founding, HYUNDAI
conducted a rally to strengthen the unity. The event was hold both in
Changwon and Kyung-In area, and a total of 262 executives and team leaders
attended the event.
The members had time resolving to overcome the economic and company
crisis, and later on went mountain climbing for 2 hours.
Yoon Jun Mo, the CEO, said, “I hope our employees could gather in one and
achieve our business goal through thi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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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东法人公司领导一行访问五莲县五征集团
5月13日下午，公司总经理携公司相关领导到五莲县五征集团进行参观
访问，沟通交流企业经营和管理情况。五征集团是山东省内知名的农用设
备制造企业，拥有员工14000余名，主要生产农业装备和商用车辆。
公司领导一行对工厂进行参观后，双方就汽车行业趋势、现场管理等多
个方面进行了探讨。公司领导此行也促进了技术互动和文化交流，提升了
公司在相关行业的影响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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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사내 농구 대회 개최
강소법인은 5월 3일부터 8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현대위아컵 농
구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돕고 사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
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8팀에 6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대결을 펼쳤다. 이들
을 응원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나온 응원단들도 뜨거운 응원전으로 대회에 함께
했다.
이번 대회에 최종 우승은 공작기계2팀이 차지했다. 공작기계2팀은 우승 포상
으로 상장과 상금을 거머쥐었다. 우승팀의 한 직원은 “한 달 동안 동료들과 열심
히 연습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스포츠를 매개로 동료들 사이의
정이 더욱 끈끈해지고 소속감도 커진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江苏法人召开社内篮球大赛
为丰富公司员工业务文化生活，展现公司员工积极向上，勇于拼搏的精
神风貌，江苏法人以全体员工为对象开展了第六届“威亚杯”社内篮球友
谊大赛，本次比赛从5月3日开始，历经8天的激烈角逐，来自8个队伍的
64名选手挥洒汗水，追逐梦想。各部门拉拉队也在场边加油呐喊，比赛气
氛非常激烈。
今年的冠军优胜队花落数控2队，参与此次比赛的选手说道：“经过一
个多月的认真训练，取得了非常好的成绩。以体育比赛为载体，不仅加深
了同事之间的情谊更提升了公司的归属感，期待公司今后能召开更多的社
内活性化比赛。”

강소법인 작업건강 신체검사 실시
강소법인은 주물공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5월 16
일부터 6월 20일까지 차수별로 진행되며, 총 360여명의 주물공장 근무자 전원이
대상이다. 검진은 주물공장 근무의 위험요소인 청력과 폐 기능 검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외부에서 검사를 받던 지난해와 달리 사내 의무시설을 활용해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원 건강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 프
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직원 복지 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职业健康体检
江苏法人以铸物现场员为对象开展了2016年职业健康体检。从五月16日
起到6月20号，将有360多名员工分批次参与身体检查。
为了提升员工便利性，将影响生产性最小化，今年的体检充分使用了公
司的医务室，这也是今年的体检与往年最大的不同点。体检项目中针对铸
物工厂的作业环境特别增加了听力，肺活量等职业病检查项目。
江苏法人将社员的健康和安全放在首位开展了多样化的活动，今后也将
以持续增加员工的福利不懈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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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매법인, LIJIA전시회 참가
중국판매법인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중경에서 열리는 ‘ 제17
회 LIJIA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에 참석했다. 세계 유수의 공작기계 업체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0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열렸다.
중국판매법인은 E200C, L2100Y/SY, F510M 등 최신 장비들을 전시해 관
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당사 제품 홍보와 더불어 전시장에서 직접 수주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수요창출 기대감을 높였다. 수주상담을 받은 한 고객은 “현대위
아 공작기계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띈다”며, “이번 신규 장비는 현대위아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现代威亚参展立嘉国际机械展
第17届立嘉国际机械展览会于2016年5月11日至14日在重庆国际博览中心圆
满落幕。中国销售法人的重庆片区代理商重庆威亚机械有限公司代表现代威亚
参加此次展会。
威亚在本次展会上搭建展台180平米，累计吸引观众3000余名，并登记
有采购意向的潜在客户若干。展会共计展出设备3台，展出机型有E200C、
L2100Y/SY 、F510M。中国销售法人市场部全程支援本次展会，并提供保障
性服务，得到代理商的一致好评。

중국판매법인, 대리급 교육 시행
중국판매법인은 중국지역 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신설,
지난 4월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행했다. 대리가 갖춰야할 역량을 익
히고 변화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자는 내용의 교육이었다. 셀프리더로서
조직 내 자기 비전을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
한 교육도 이뤄졌다.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직접 체험활동을 하며 본인
의 직무를 이해하고 실천해볼 기회도 마련됐다. 중국판매법인은 직원 역량강
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代理级业务专家培训举行
集团的核心价值之一：尊重人才，人才开发和培养一直是现代威亚的重点工
作之一。为帮助代理级员工在公司发展中充分发挥应有的职责和作用，提升执
行力，成为一流的业务专家。4月26~27日，公司特举办强化课程，集中培训
了一批业务骨干。课程通过很多精彩的游戏来演绎实际工作中的典型案例和问
题，引导大家分析，总结，判断，改善，一套科学的业务推进方法。
通过这次培训，骨干们更清楚地认识到角色转变后应努力的方向，包括如何
挑战性推进业务方式，如何沟通合作创造协同效应，如何实现组织目标和个人
的职业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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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LV800AW-TT

HYUNDAI WIA Vertical Turning Center for AL Wheel Cutting
국내전통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LV800AW-TT는 AL Wheel 자동화라인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볼까요?
ACC (Automatic Chuck Changer)
고속의 180도 인덱스 회전이 가능한 자동 척 교환장치를 표준으로 적용하여 기계
한대에서 휠의 앞,뒷면을 가공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서보모터
구동방식 ACC 설계로 전기장치류 (센서류)의 알람요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Special Chuck
알루미늄휠 가공전용의 핑거척은 빠른 결속과

1. 원활한 칩처리

고속의 회전시에도 안정적인 가공을 실현시켜

LV800AW-TT는 원활한 칩배출을 위해 베드의

설계되었습니다.

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공될 수 있도록

칩 낙하구는 가로 350mm, 세로 856mm로 크게

◉ 최대 휠사이즈 : 22.5″

설계 하였으며 45도 의 급경사 적용으로 다량의
칩이 발생 하더라도 배출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utomation Consists

2. Built-In Spindle

LV800AW-TT + F500II + ROBOT (4-AXIS) + IN/OUT CONVEYOR + VISION SYSTEM + AIR BLOW + MEASURING DEVICE

LV800AW-TT의 빌트인 스핀들은 가공중
발생하는 진동과 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빠른
가감속을 실현 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03

3. VDI 2 Turret
2 Turret 구조로 설계, 휠의 내경과 외경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며 VDI방식 Turret
적용으로 손쉬운 공구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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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르신들께 등 안마기 지원

Sense

- 창원·의왕·평택·안산·광주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등 안마기 보내
- 임직원 급여 1%씩 모아 지역 이웃들 도와
우리 회사는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의왕·평택·안산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총 20곳을 찾
아 총 77대의 안마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달은 노화로 인한 근육퇴화와 요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등 안마기를 선정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안마기 사용법 설명과 함께 어르신들의 어깨를 직접 안
마 해드리며 피로를 풀어드리고 왔습니다. 노화를 근육이 퇴화되고 요통을 호소하던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
을 지으시며 만족해하셨습니다.
한 직원들은 “우리가 급여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일할 때도 보람을
느낀다”며 “이렇게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봉사할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들은 ‘급여 1% 나눔’ 활동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이웃들과 지속적으로 희망을 나
누는 데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국노인복지관경남협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에
안마기를 전달하고 있다

컬쳐 프리즘
내가 당신과 그것을
공유하는 이유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055-280-99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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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춘추전국
제노(齊魯)의 땅,
산동

財테크 성공노트

트렌드를 읽다

인컴펀드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공유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내가
당신과
그것을
혼자 여행한다는 것

공유하는
이유

혼자 하는 여행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된다. 가고 싶은 곳
을 내가 편한 때에 가면 된다. 일정에 없던 곳을 간다고 해서, 가
기로 했던 곳을 안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여행을 함께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보통 서로 다른 여행 스타
일 때문에 빚어진다. 하나라도 더 보고 싶어 조바심을 내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한 곳이라도 천천히 거닐며 분위기를 즐기는 것으
로 충분한 사람이 있다. 보는 것과 먹는 것 중에서 보는 것을 선택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먹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
람끼리 여행을 하면 거의 싸움이 난다. 나는 저들 경우에서 전자
에 해당한다.

이런 나에게 ‘독신 여행’의 두 번째 장점은 풍경과 문
화에 집중하고 그것들에 대한 감상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하는, 감
상적인 데가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행을 혼자 해보고서야 알
게 됐다. 사슴 천지인 일본 나라공원 뒤편(정확히는 동쪽)에는 관
광객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높이 340여m의 와카쿠사 산(若草

나는 지난 가을부터 혼자 여행하는 것에 재미가 들려 있다.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를 둘러본 일본 간사이 지

山)이 있는데, 지난해 10월 중순 당시 환율로 1440원쯤 되는 입장

방 여행을 시작으로 대만 타이베이와 그 외곽 도시들, 그리고 다시 일본 최남단 섬 오키나와로. 이렇게 해외라

료 150엔을 내고 올라간 이 낮은 산에서 나는 세 시간 가까이 내

지만 멀지 않아 짧은 휴가로도 다녀올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좋더라” 하는 곳들을 어떤 나열된 과제를 수행하

려오지 못했다. 정상까지 갔다 오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듯 차례로 찾아다니고 있다.

입구 안내소 직원이 “30~40분이면 된다”고 한 산이었다.

‘일본의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논픽션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자신의 책 <사색기행-나는 이런 여행을

산허리를 천천히 감아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마주하게 된 나라

해왔다>에서 여행을 “존재의 근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표면적으로 나의 여행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의 전경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훤히 내려다보이는 나라 시

나는 그저 가본 적 없는 곳들을 다니며 낯설고 멋진 풍경에 감탄하는 것에 만족한다. 다치바나는 이런 여행을

내가 웅장한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의 세례를 받아 은빛으로 반

통해서도 ‘존재의 근본’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여행은 일상성의 탈피 그 자체이므로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짝이는 모습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풍경화 같았다. 산은 하늘

자극이 ‘색다름’의 요소를 가지며 (…) 그러므로 여행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간다. (…)
여행 전과 여행 후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없다.”(같은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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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주 같아 보일 정도로 낮았지만 나라가 한눈에 들어올 정
도로는 높았다. 등산로 초입에서 이런 경치를 만나고는 도저히
정상까지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블랙홀로 빨려가듯 정

상까지 오르는 길에도 몇 번이나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마다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일행이 있었
다면 사슴을 좇다 우연히 발길이 닿기 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을 보냈고, 정상에서는 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서야 산을 내

이 산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했을 것이다. 사전에 짠 계획

려올 수 있었다. 여행지의 풍경을 SNS에 올리는 방법도 있지

으로는 가봐야 할 곳이 대여섯 곳이나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만 그보다는 각별한 소수의 사람과 좀 더 즉각적인 방식으로

‘이 경치가 나라에서의 나머지 일정을 대체하고도 남을 만하다’

공유하고 싶었다. 이후로도 나는 혼자 여행을 할 때면 괜찮은

고 생각했다.

사진들을 골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다. “함께 여행하는 것
같다”는 사람부터 “좋겠다” “부럽다”는 사람, “나도 가봐야지”
하는 사람, “자랑하는 거냐”는 사람까지 반응은 각양각색인
데,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동을 나누려는 것인 만큼 사진은 가
급적 공감해오는 사람들에게만 보낸다.

공유, 독신 여행에서 지치지 않는 방법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옛말은 나누는 사람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인지, 나눔을 받는 사람도 같은 기쁨을 느껴서
우리의 기쁨을 합쳤을 때 배가 된다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혼자 하는 여행엔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자잘한 음식만 먹게

않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 보인다. 무언가 좋은 것

된다는 점, 밤이 심심하다는 점 등이다. 내 경우엔 조금이라도

을 나눌 때 그것으로 서로 위안을 받고, 함께 행복

더 둘러보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 끼니때를 자주 놓쳤다. 조금

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대개의 물질

만 참자고 했다가 정작 배가 한없이 고파졌을 때는 주변에 식

적인 것은 공유할수록 감가상각이 빨라지는 소비의 재료이지

당도 편의점도 없을 때가 많았다. 강행군에 지치고 허기가 질

만 정서적인 것은 공유할수록 다양하게 증식하는 생산의 재

때는 뭔가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싶지만 혼자 먹을 만한 음식 중

료다. 많은 사람이 본다고 멋진 사진과 그림, 좋은 글이 닳거

에 그런 건 없었다. 잘 골라도 그리 특별할 게 없는 1인분의 식

나 퇴색하지 않듯이.

사였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즐겨볼 수 있다. 혼자

여행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여행의 즐거움을 나
눌 대상이 현장에는 없다는 점이다. 입이 쩍 벌어지는
장면 앞에서도 독신 여행자는 기껏해야 “우와”라는 정도의 감
탄사만 ‘조용히’ 내뱉을 뿐이다. 독신 여행은 ‘벙어리 여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지에서 만난 많은 독신 여행자가 같은

다치바나는 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수한 작은 여행의
이제는 혼자 여행을 가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다

집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독신 여행을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각자의 ‘무수한 작은 독
신 여행’에서 지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그 여행의 희로애락
을 나누며 정서적 연대를 이루는 것일지 모른다. 이때 ‘공유’
는 공동체의 ‘존재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아쉬움을 토로했다.
감회가 한껏 부풀어 올랐을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하지 못
하고 과거형으로만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나
는 아카쿠사 산을 오르면서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구에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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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윤은지 여행작가

볼수록 泰山이요 갈수록 泰山이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문인 양
사언의 시 하나로 태산은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지명이 되었다.
태산은 타이안시 북쪽으로 지난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갈수록 태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공존하는

산”,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태산은 이름처럼 어

춘추전국 제노(齊魯)의 땅, 산동

지 오르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연결된 능선에 닿으면, 정상

마어마하게 큰 산일 것 같다. 그러나 생각만큼 그리 어마어마하지는 않
다. 해발 1525m. 얼핏 보아서는 ‘중국 5악 중 으뜸’, ‘중국인들이 생전에
꼭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라는 명성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다. 큰 맘
먹고 등반을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면,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중턱까
까지는 30분만 걸어도 충분하다. 물론 1600개에 달하는 계단을 따라 태
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느끼며 천천히 오를 수도 있다.
사실 태산은 높이로는 5악 중 세 번째에 지나지 않고, 험준하기로는
화산을 따르지 못하고, 아름답기로는 황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
지만 일찍이 사마천이 사람은 “태산처럼 무겁게도, 터럭처럼 가볍게도”
죽을 수 있다고 말했듯이, 태산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장 높고 중
요한 산으로 각인되어 있다. 태산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 사
람들 마음속에 하늘에 닿은 산, 하늘을 모시고 있는 산으로 자리 잡고 있
기 때문이다.
태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대묘’를 거쳐야 한다. 진의 시황제도 한
의 무제와 광무제도, 수의 문제도, 당의 고종과 측천무후와 현종도, 송의
진종도 청의 강희제와 건륭제도 이 대묘를 지나 태산에 올랐다.
태산은 “볼수록 태산”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기이하고 수려하며 심산
협곡이 이어져 험준하고 깊다. 흑룡담과 천자애각, 천죽봉, 도화협곡 등

산동성은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산 ‘태산’이 있고,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자 강태공, 나관중, 왕희지, 장고보 등 인물의 고장이기

10대 자연경관구가 있으며 일출을 보거나 지는 노을을 감상하는 장소로

도 하다. 산동은 태행산(太行山)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성도는 제남(濟南, 지난)이다.

도 유명하다.

황하 하류에 위치한 산동성은 우리 서해와 마주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다. 비행기로 2시간, 배로 17시간이면 갈 수 있다.

태산은 중국의 마애석각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00여

산동은 우리 조상들에게도 대륙으로 통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스님, 학자, 상인 등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황해를 건너 산동을 통해

곳에 돌로 조각한 경전이 곳곳에 널려 있다. 진각석, 한나라 장천비, 형

중국과 교류했다.

방비, 진손부인비, 북제경석협각석, 당현종의 태산에 부치는 글 등 중국

유교문화의 발생지답게 예의를 무척 중요시하는 산동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대

의 수많은 예술가들은 태산에 들러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태산은 유네

부분의 농민반란이 산동성에서 일어났고, 송나라를 배경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108명의 영웅들을 그린 소설 ‘수

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호지’의 무대도 바로 산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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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曲阜)에서 만난 공자(孔子)의 유가사상

중국요리 4대 천왕 산동요리 ‘루차이’

산동성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유가와 법가 사상을 창시한 공자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 유교와 도교는 단순한 학문이 아닌 종

산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요리다. 중국의 4대 요리 중

교와도 같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유교창시자인 공자를 숭배하며 그의 사당을 중국 각지에 지어놓고 참배한다.

하나인 산동요리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공자는 산동성 중남부에 위치한 곡부에서 태어났다. 곡부의 공자유적 3공(공묘, 공부, 공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산동을

산둥차이로도 불리는 ‘루차이’는 북방요리의 대표이자 황하 유역의 음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유서 깊은 곳으로 손꼽이고 있다.

식문화를 대표한다. 베이징, 텐진을 비롯한 화베이, 둥베이, 신시, 산시

공묘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으로 기원전 479년 노나라 애공이 73세를 끝으로 공자가 생을 마치자 그가 살던 집을 개축해 만들었

등지의 요리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보통 루차이를 ‘8대 요

다. 그 뒤 공자의 철학을 숭상하던 역대 황제들의 끝없는 관심 덕에 오늘날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공자가 원래 살

리’의 으뜸으로 꼽는다.

던 집인 시례당의 노벽은, 진시황이 유생을 생매장하고 유교경전을 모두 불살랐을 때 당시 이 집에 살던 공자의 9대손이 유교경전

산둥지역은 반도(半島), 즉 삼면이 바다로 내륙에는 구릉과 평원이 그

을 이 벽에 몰래 숨겨 놓았다고 한다.

리고 강과 호수가 교차한다. 쾌적한 기후와 사계절이 분명한 자연조건을

공부는 공자의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저택이다. 463개 방과 넓은 후원이 있다. 중국 왕조마다 공자를 존경하고 그 후손을 보호

가지고 있으며, 해산물, 곡식 및 식용유재료, 육식(가축, 야생동물, 곤충)

하고 지원하다 보니 저택이 계속 확장되었다. 명나라와 청나라시대에는 황제 궁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저택이 되었다.

재료, 과일과 채소 등등 그야말로 요리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풍성하게

공림은 공자의 무덤으로 공묘 북쪽에 있다. 공림은 24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씨족 공동 묘로 오늘날까지 매장을 행하고 있다.

갖춘 곳이다.
재료선택, 맛의 조화, 다양한 응용이 루차이의 강점이다. 요리법으로
는 4가지, 즉 ‘빠오(爆, 고온의 기름에 살짝 튀기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삼공'에서
유가문화 체험을 즐겨보자

침)’, ‘파(扒, 기름을 두르고 달군 팬에 국물을 붓고 주재료를 넣어 조림)’,
‘차오(炒, 기름에 볶음)’, ‘ (燒,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후 다시 물을 더해
조림)’등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도 재빨리 튀기거나 끓는 물에 데치는
‘빠오’를 최고로 여긴다.
루차이 요리는 제남시 인근을 포함한 제로요리, 위해시를 포함한 인근
요리를 모은 교동요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의 고향 곡부시의 공
부요리로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 맥주를 말하다. 칭다오 맥주 축제

최고의 맥주를 지향하는 청도 맥주.
그 즐거운 축제의 현장

청도(칭다오)는 산동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황해바다를 두고 마주하는
도시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휴양지로
손꼽힌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활발하게 개발하여 중국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 성장
하고 있다.
중국 북방요리의 진수가 담긴 '루차이'

청도는 유명한 칭다오 맥주의 본고장이다. 청도가 독일의 지배를 받던 시절 전수받은 맥주 제
조기술과 노산의 100m 지하 광천수가 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칭다오 맥주가 탄생했다.
청도 맥주축제는 청도 뿐 아니라 중국 국가적 규모의 큰 축제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 축
제는 1991년 청도건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한 초대형 문화종합축제다. 맥주라는 이슈를 통

온 편지
현지에서

지만 성내 여러 도시에 잘 보존되고 있는 옛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공자의 고향 곡부시는 그 시

해 문화관광, 경제무역, 과학기술, 스포츠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열린다.

대의 건축 스타일을 엿볼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삼공(三孔)’은 유가문화 체험의 일번

축제기간에는 청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열리고, 나팔소리와 북소리, 악대연주, 플라워 카

지이기도 합니다.

퍼레이드와 각종 민속 공연 팀의 가두행진으로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다.

산동성의 또 다른 명소는 태산입니다. 태산은 중국 오악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힙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칭다오 맥주를 중심으로 수 십 여 가지의 중국 다른 맥주와 세계 각국

길이 이색적인 이곳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활기차고 색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반 중 힘

의 독특한 맥주를 경험할 수 있다.

들고 더울 때 달콤한 샘물을 한 입 마시면 가슴 끝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밤에 푹 쉬고 아침 일
찍 일어나 해돋이와 운해를 마음껏 즐길 때면 그 상쾌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청도시 맥주박물관은 칭다오 맥주 제조에 대한 역사와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인기 박
물관이다. 고풍스러운 전통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박물관 투어 끝에는 공장에서 바로 제조한 칭다오맥주 원액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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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 지역은 네이멍구의 벌판처럼 무한히 넓지도, 남쪽 지방처럼 아름다운 산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가여월 사원

금빛 찬란한 일조의 모래사장을 거닐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바닷가를 바라보며 맛있
는 생선구이를 먹고 있으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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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인컴펀드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올 여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또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그간 선진국간 통화정
책 공조가 서서히 와해되면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시름이 깊
어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
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인컴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컴은 예금, 채권 이자와 함께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수익 등 정
기적으로 나오는 투자수익을 말하며,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인컴펀드라고 한다. 인컴펀드는 투자자산
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자와 배당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손실부
분을 보전하고, 자산가치 상승기엔 자본차익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
을 수 있어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는 안전지향적인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인컴펀드는 중수익·중위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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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펀드의 투자대상

자하는 신탁이다. 부동산 자산 투자는 주로 3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에 속하며 투자수익인 임대수익과 자
본차익이 경기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인컴펀드 투자 시 주의가

인컴펀드는 남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이

인컴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슈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금융시장의 불확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식자산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글

실성이 고조되던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투자자들에

로벌 고배당 주식이 대표적이다. 영업이익이 우수하

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저금리·저성장 환

고 장기간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은 안정적인 배당성

경에서 투자자산의 가격상승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투

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인컴펀드는 이들 우량기업

인컴펀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자산 배분비율을 바꾸며 리스크를 관리한다. 예를 들

자자들은 낮은 변동성으로 정기적인 배당금을 제공하

들을 선호한다. 두 번째,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발행·

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국내채권이나 선진국국채와 같이 안정성이 높은 자산 비중을

는 상품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특히, 인컴펀드는 시

유통되는 국채 및 회사채에 주로 투자를 한다. 국채의

늘려 안정성을 추구하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배당 주식, 신흥국 국채나

장금리보다는 높고, 주식형 펀드보다는 낮은 수익률

경우 국가별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 등 경제여건이 상

하이일드채권 등의 비중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

이하기 때문에 이자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성

그러나, 아무리 안전지향적인 성격의 인컴펀드라 해도 예금이 아닌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들은 월지급식 형태로

장률이 높고 물가수준이 높은 신흥국 채권이 선진국

또한, 동일한 인컴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인컴펀드는 상품별로 투자자산의 종류와 비율, 투자전략 및

나온 인컴펀드를 활용하면 된다. 월지급식 펀드는 매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반면 자산가격

자금운용능력 등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입 시 인컴펀드

월 일정 투자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의 변동성 및 환율 리스크 등이 높아 위험하다. 세 번

의 운용전략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자산배분으로 리스크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투자 자산의 변동성

있는데 보통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과 적립금의

째, 인컴펀드는 부동산 투자신탁에 투자를 한다. 부동

이 크지 않은지 등을 주의 깊게 체크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되

산 투자신탁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임대

어 있다.

부동산이나 주택저당채권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

필요하다.

인컴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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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 ‘공유’

공유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가진 ‘가치’(정보나 기술 등)를 공유하는 것이 기업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믿어왔다. 기업은 기업 고유의 핵심가치로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
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했다. 이후로도 줄곧 그래왔
지만, PC와 인터넷의 발전은 이러한 독점적 이윤창출의 구조를 다변화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정보들은 여과 없이 공유되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재가공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무한히 퍼졌나갔다.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약 없는 정보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가
완성된 것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를 키운 것 역시 ‘공유’였다.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
스를 필두로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고,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
를 끌어 모았다. 외국의 경우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구
글은 디렉터리 방식의 포털사이트가 아닌 오로지 페이지 랭크라는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한 검색엔진을 개발하였고, 구글만의 특별한 정보저장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극소의 제약만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작년 전 세계 브랜드가치순위 2위가 구글이라는 것
만 본다면 구글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유’에 기초해 만들어진 거대한 흐름인 것이다.
영국의 브랜드 평가 및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의
2016년 브랜드 가치순위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이상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보와 기술을 은폐하는 것
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개별로 다분화(多分化)되며 자
연스럽게 분업과 협업이 오히려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도래했다.

드디어 다 모였다! 마블에 합류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드디어 마블에 합류하다

공유하라, 그러면 돈이 모일 것이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한 미국 실리콘벨리에서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
하게 되었다.

영화 ‘캡틴아메리카:시빌워’의 국내 관람객이 860만명을 돌파했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여러 영웅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캡틴아메리카:시빌워’의 흥행을 견인했다.
여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의 등장이라는 특별한 마케팅이 더해졌으니 영화의 흥행은
개봉 전부터 보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스파이더맨의 판권은 마블사의 경쟁사인 소니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수십년의 협상 속에서 두 경쟁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사실상 마블사의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니사의 여러 내·외적 문제들로 인하여 극적으로 판권을 공유하기로 결

그 중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주축이 된 곳이 바로 AIR BNB이다. 휴가기간이나 황
금연휴기간 여행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항상 북적댄다. 숙소조차 찾기 힘들어 여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실리콘벨리의 3명의 무직자가 해결을 했다.
바로 전 세계의 자가(自家) 게스트하우스를 연결시켜주는 AIR BNB(Air Bad and
Breakfast) 플랫폼을 개발한 것.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주
고, 돈을 받는 시스템을 통해 공유경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정했고 이번 작품에 스파이더맨의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특별한 마케팅이 ‘캡틴아메리카:시빌워’의 작품
완성도를 한 층 더 끌어올렸으며, 현재는 제작비의 3배 이상의 수익률(1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집 마련의 꿈? 이제는 집도 공유한다

1) 페이지랭크 ( PageRank )는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는 문
서에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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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우버택시는 카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나의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여 금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우버택
시는 상용화 될 수 없었지만, 현재 우버택시를 활용중인 각 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이로 인해 우버의 현재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쏘카와 그린카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카쉐어링’이라는 기조 아래 기존의 렌트카와는 다른 개념의 대차사업을 런칭했다. 원하는

Story

차량을 단 시간동안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모바일을 통해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을 만들어 낸 것인데,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을 진행한 것
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필두로 사무실과 각종 업무용기기 그리고 세무사와 기업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는 ‘패
스트파이브’등이 출현했고, 주차공간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주차공간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저스트파크’ 서비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저스트파크의 경우
현재 15만개의 주차공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중 2만 3천여개의 공간이 개인이 직접 올
린 주차공간이다.
비단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의 만성적 교통난에 대응하기 위한 카쉐어링 업체인 디디콰이티는 미국 애플사에서 1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차량 공유

조원이상의 투자유치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건들을 공유하는 라이나 서비스등
공유경제가 하나의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주차공간의 공유 ‘저스트파크’

사무실의 공유 ‘패스트 파이브’

중국의 대표적인 카쉐어링 서비스인 디디콰이티

순풍이 불어 온다. 당신은 무엇을 할 텐가?
이렇듯 공유와 협업,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내부가 경직된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트렌드 변화의 주기는 짧아
지고 있어 이를 쫓아가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유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작게는 부
서별 공유와 협업을 시작으로 넓게는 기업과 기업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 그 이익을 증폭시켜야 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이 제
시될 수 있다.
물론 공유와 협업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서두에서 말한 마블과 소니의 ‘스파이더맨’ 판권 공유조차도
수십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겨우 성사된 것이 이를 쉽게 증명해준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춰 움
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바람이 불어온다면 돛을 펼치는 것이 항해를 하는 선원들의 임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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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지금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위아 탐구생활

아름다운 동행

당신의 공유지수는?

아메코

Culture Club
6월의
문화 아이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WIA Story

같이의 가치

지금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선행유닛설계팀
김병관

코로 나미 부부의 아가들이
태어났어요
지난 2월에는 우리 집의 귀염둥이 ‘코로’와
‘나미’의 아가들이 태어났습니다. 코로와 나
미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부부인데 저희 집에

올해가 2016년이
라는 사실도 익숙
지 않은데,
놀랍게도 벌써 6
월입니다.
슬슬 상반기를 마
무리해야 할 시점
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

온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새끼들을 낳았습니
다. 나미가 새끼를 낳던 새벽에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나미를 돕다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아기 냥이들을 바라만 보아도 제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총 4마리가 태어났지만 슬프게도 한 마리
는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남은 3남

그동안 여러분들에
게 어떤 좋은 일
들이 있었나요?
기쁨을 나누면 배
가 되는 법,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현대위아 가족들
의 이야기를 소개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즐거
웠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매는 무럭무럭 잘 자라 건강하게 컸습니다. 코
로와 나미를 꼭 닮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잘 따라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집에 오는 손
님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금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을 만
나 새 집에서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미가 또 임신을 했는데요, 금
슬이 너무 좋아도 조금 걱정이네요~

연구개발지원팀
박종훈

복싱을 시작하다

모듈설계팀
서현준

시원한 밤 바람과 함께 하는
창경궁 나들이

인사팀
김홍익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준 고은이

16년도에 들어서면서 올해 꼭 지키고자 다

창경궁 야간개장에 입장했던 날이 떠오릅

회사생활을 시작한지 4년차가 된 올해 1

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운동

니다. 창경궁 야간개장은 1년에 1달 정도 진

월,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직 제 자신이 어

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운동 중에서

행되는데 경쟁률이 높아 티켓을 구하기 쉽지

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아빠가 되

도 저의 선택은 복싱! 하지만 어느새 저의 다

않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도움으로 티켓을

다니...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회사

짐은 점점 희미해졌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

구할 수 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습니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식들이 힘을 준다는 어

나고 3월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

다.

른들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은 느끼고 있습

가는 또 1년 뒤 ‘후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어 3월 말 집 근처의 복싱장을 찾았습니다.

점차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 산들산들 부는

니다. 집에서 웃고 있을 딸의 모습을 떠올리는

밤 바람을 맞으며 은은하게 보이는 불빛 속을

것만으로도 멋진 아빠가 되자는 결심을 다시

처음 무언가 시도한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

거니니, 공기 맑은 시골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한번 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

웠고,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너무 힘들었습

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궁을 천천히 돌

켜내야 할 가장이 된 것, 한편으로는 부담스럽

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체육관 사람

아보며 사진을 찍고 호수(춘당지)의 아름다운

기도 하지만 그게 싫지만은 않습니다.

들과도 친해져 함께 복싱장 가는 길이 즐겁고,

야경을 구경하니,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저를 키우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한편으

운동을 한 다음날에는 몸과 정신이 개운한 느

가장 신기하고 예뻤던 곳은 창경궁 깊숙한

론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겐 모든

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감량하고자

곳에 위치한 유리로 지은 대온실(식물원)이었

것을 주고 싶지만 부모에게는 원하는 것만을

했던 체중에도 도달했습니다. 목표를 이뤄가

습니다. 허브향이 가득했고 예쁜 조명이 밝혀

말하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감사하고도 미

는 것이 즐겁습니다.

져 있어 모두가 그 안에서는 천사가 되는 기

안만 마음 뿐입니다. 이번 주말은 부모님을 찾

분이었습니다.

아 뵙고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주말을 만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왕이 된 기분을 느

들어야지.. .

낄 수 있도록 한복을 입고 입장할 생각입니다.
직원 여러분도 저녁에 시원한 나들이로 힐링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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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팀
김정직

어린이가 된 지율이

인사팀
최봉림

Alex, you are my B.F.F

공작기계
생산관리팀
정재환

제주제주한 제주도에서의
힐링타임

세무팀
윤모니

스킨스쿠버에 도전하다

공작부품개발팀
최근희

공작선행품질팀
김동휘

붐바스틱이 살린 결혼식

즐거운 결혼식과 결혼생활

올해 3살이 된, 저희 딸이 드디어 어린이

지난 3~4월 두 달 간의 멕시코 해외출장

떠나요~ 제주도~ 노란 유채꽃이 고개를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에 매진하는 시간이

이제 입사 3년차, 파릇파릇한 20대 사원이

상반기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을 꼽는다면 아

집에 입학했습니다. 부모 눈에는 마냥 갓난아

중 제 인생 최고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들어 올리는 3월, 힐링캠프를 모토로 친구들

많아지고 스스로가 일에 지쳐 업무에 대한 집

지만, 올해 4월,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먼

마도 제 인생의 한번밖에 없는 결혼이 아닌가

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중력이 떨어지고 있었던 찰나! 저는 나만의 취

저 결혼에 골인~ 했습니다. 10년의 연애 끝

싶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는 대학교 때부터 만

기 같아 단체생활에 적응하는 데 무리는 없을

회사 멕시코 법인에서 보안 및 차량을 담당하

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는 키가 매우 크고 알렉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도는 여전히 제주제주했으며, 따스한

미생활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간단한 웨

에 하는 결혼이라 가족친지 분들에게 진심어

나 5년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한 전 여친(?) 입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이 친구는, 사람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좋

봄바람은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

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각종 구기 운동까지

린 환영을 받으며 행복한 기다림만 남겨두었

니다. 다들 물어 보곤 합니다. 그렇게 오래 연

하는 사랑스런 어린이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은 심성을 가졌습니다.

분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으려고 했지만 막

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니

애하고 결혼하면 신혼 느낌이 크게 나느냐.

만감이 교차하여, 눈물의 결혼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절 봤을 때, 미스터 초이, 혹은 Sir이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제주도 해안도

상 직장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어린이 집을 다니면서 어린이로 성장하는

라는 호칭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으며, 항

로에서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수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상 저에게 "넌 최고야" 라고 말 해주었습니다.

영화 비트의 정우성이 된 기분이랄까요!?

영장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

그래서 '신랑 입장부터 축제 분위기를 만들

고, 둘째로는 부모님과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제 학부모가 된 저의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제가 지쳐보일 때는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해안도로를 달리다 만난 해녀 분들의 손맛

었는데, 첫 느낌부터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

어서 눈물을 흘릴 타이밍을 주지말자!' 라는

일타쌍피라고 할까요. 물론 처갓집에 자주 가

이 담긴 싱싱한 해산물과 시원한 막걸리 한잔

어 스킨스쿠버를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가입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검사외전'에 나오는 '

도록 노력하고 있구요.

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그 어떤 일류 레

도 하고 주말 시간을 쪼개어 연습하고 또 연

붐바스틱' 음악에 맞춰서 다소 코믹하게 입장

막상 결혼식을 떠올려보면 정말 긴장되고

스토랑의 음식보다 훌륭했습니다.

습해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스킨스쿠버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웃음의 연속이었습

큰일을 치르는 것 같아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

바다 속에서 하는 레저라 위험하기도 하지만

니다. 한 지인은 자그마한 제스처에도 웃음이

고 생각했었는데, 친구들과 축가와 댄스를 준

바다 속에서 다이버가 되어보는 것은 정말 재

났고 미소가 지어졌다고 하더군요.

비하는 과정부터 식장 단상에서 만세삼창하

행복했습니다.

을 느낍니다. 너무 어린 모습만 보다가 이제는

다가와 커피와 쿠키를 주곤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을 보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딸의

이 친구의 데스크톱 바탕화면은 현대차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제 딸 지율이가 사랑

룹 양재본사 건물 사진입니다. 한국을 좋아하

스럽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응원 부탁

고 현대위아를 사랑하는 이 친구는, 늘 저에게

드려요!

사장님 성함을 물었습니다, 언제라도 사장님

여러분 떠나십시오~

로는 연애 때보다 매일매일, 더 오래 볼 수 있

을 뵙게 된다면, 자신있게 "안녕하세요, 반갑

미있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자

처음에는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리실까 걱

는 기억까지. 즐거운 추억 뿐입니다. 최근엔

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격증을 취득한 보람도 있지만 이제 하고싶을

정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즐겁고 “재밌었다”

결혼식 앨범이 와서 사진을 보니 정말 많은

리고 사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정말로 자신

때 스쿠버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큰 한 해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와

친구와 동료 분들이 오신걸 그땐 정신이 없어

있게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습니다!

가 될 것 같습니다.

이프와 함께 SNS에 올라온 당시의 영상을 보

체감하지 못했는데, 앨범을 보면서 알 수 있었

어려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에도 좋은 선

면서 웃곤 하는데 혹시 눈물의 결혼식이 걱정

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생님이 되어준 이 친구는, 항상 절 위해 배려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막춤이라도 추면서 분

해 주었고, 전 이런 친구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위기를 반전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한한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축하해주셨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베풀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

저 멀리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웃고 있

으로도 축하 받은 만큼 더 축하하면서 알콩달

을, 항상 저에게 "B.F.F"라고 말해줬던, 이 친구

콩 재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결혼식이 너무 즐

와의 추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거워서 또 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 봅니다.

"Alex you are my Best Friend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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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지끈해질 때,

저는 결혼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첫째

50대 때 리마인딩 웨딩을 하는 방법을 알아봐
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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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당신의
공유지수는?

최근 각종 공유경제 사업이 트렌드로 부각됨에 따라,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쉐어 사업 등
이제 우리는 가까운 지인을 넘어 전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현대위아 동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날로 늘어가는 공유경제 서비스
어디까지 이용해 보셨나요.

물건만 공유하라는 법 있나. 이제 내 삶도 공유하는
시대. 공유 플랫폼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공유란 없다고
3%

SNS가
뭔가요
3%

공유는 나의 삶
11%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공유의 방법을
알려주오
아직은 낯설다
40%

46%

나누고
싶은거만
38%

58%
❶ 눈팅도 공유 아닌가. 내 삶을 공개하기엔 너~무 귀찮아.
남이 올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워!! 58%

❷ 나는야 공유 초보! 몇가지 서비스를 써봤지만, 아직은 낯설다. 40%

❷ 매 순간을 공유하는것도 오바! 맛집, 여행지, 나의 행복한 순간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것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 38%

❹ 나의 필요는 내가 채운다. 삭막한 세상 혼자 이겨내는 법.
공유란 없다고! 3%

❸ SNS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카카오톡 이용도 어려운데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3%
❹ 나는야 파워블로거!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내가 손대
지 않는 SNS는 없다. 내 삶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줄을 선다고! 1%

직장에서 건전한 공유를 위해
어떤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족보다 자주 보는 직장 동료!
동료와 얼마나 공유하고 계신가요.
일 얘기만
7%

모든 것을
나눈다
4%

어느 정도
비밀을 지킨다

타인과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공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것은 네것,
네것도 내것!
9%

최소한으로
공유

46%
대부분 공유
45%

❶ 세상 만사 모르는 법.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잃어도 될 것들만 최소한으로 공유! 46%
❷ 공유사회가 오더라도 지킬것은 지켜야지! 최소한의 것들만 남기고, 모두 공유! 45%
❸ 나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면 내것은 네것, 네것도 내것!! 9%
❹ 한 길 사람속 모른다 했다. 내 것은 내가 지킨다. 공유란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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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으로도
충분하다

❶ 소문은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지를 모른다.
누가 내게 공유의 방법을 알려주오.! 46%

❸ 여행은 숙박공유 앱으로, 차가 필요할 때는 자동차 공유를.
공유는 나의 삶! 11%

설문기간 : 2016년 5월 24일~31일
설문인원 : 176명

나는야
파워블로거
1%

민감한 내용 외
모두 공유
44%

45%

❶ 매일 보는 동료이지만, 어느 정도 비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45%
❷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언제나 함께 하는 동료들. 민감한 내용만 아니라
면 모든 것을 공유한다. 44%
❸ 너와 나 회사가 아니면 서로 모를 사이. 모든 것을 나누기는 어색한
사이. 일 얘기만 하면 충분한 사이. 7%
❹ 가족보다 더 가까운 나의 동료. 술 한잔 할 때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당신. 나는 동료와 모든 것을 나눈다! 4%

사내 공유
시스템 활용
15%

만남의 기회
만들기
19%

자기일에 집중
4%

정서적 공감대
형성

62%

❶ 일단 가까워야 공유하지 않을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일과 삶을 나눈다.! 62%
❷ 같은 팀 아니면 얼굴도 잘 모르는데...
직원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19%
❸ 팀회식도 사라지는 시대. 공유마당, 사원장터, WIZ 등 사내 공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일과 생활을 나눈다! 15%
❹ 공유는 무슨 보안이 더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회사를 지키는 일. 자기 일에 집중하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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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3개 사업 중심,
국산 기계부품의 품질을 한 단계 레벨업!

36년 역사의 힘,
고품질 기계제품 생산의 원천(原川)

아메코는 사업부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사업부 간 선

아메코는 그룹웨어 통합 전산 시스템을 통해 품의 및 결재

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공작기계사업은 우리 회사의

에서부터, 품질이슈, 공정현황 등 내부 이슈사항을 전 부서가

OEM업체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공유해 모든 의사결정이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유도하고 있다.

아메코의 산업기계사업은 자동차 부품 가공 중 발생하는 칩

시스템뿐만 아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우회와 야외 체

과 절삭유를 분리해 재활용해주는 중앙집중식 쿨란트 시스템,

육활동, 문화탐방을 겸하며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칩 컨베이어 등을 자체 설계, 제작하는 중추적인 사업

매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1박 2일의 일정으로 근교

이다. 특히 쿨란트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로 떠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여러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하우징 가공 등
자동차 부품사업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아메코
아메코는 1980년 제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36년간 공작기계, 산업자동화기계, 차량 부품 및 자동화 창

업무의 공유, 정서의 공유,
나아가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공유한다.

지난 2013년 아메코는 지역의 한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적
이 있다. 그때 일 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직원들이 숨겨뒀던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아메코는 대한민국 기계부품의 품질

장기를 뽐냈다. 또,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허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왔으며, 신규

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모두가 단순히 방송에 나가는

사업으로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자동화 창고

것뿐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때 이후로 직원들 간의 마음의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확보에 도전하고 있다.

벽이 허물어지고 소통의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고시스템 등 3가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2001년 아메코로 사명을 변경한 이듬해, CNC KIT450 생산을 계기로
우리 회사와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
1980년 김경순 회장이 처음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하더
라도 여성 CEO는 굉장히 드물었다. 지금도 유리천장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 유
리천장이 두꺼웠다. 김 회장은 온갖 어려움을 딛고 30명 남짓
한 직원들과 함께 ‘품질’ 하나만 보고 밤을 지새운 것이 36년
역사를 이어온 비결이라고 말한다.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라면을 끓여주며, 엄마
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돌보고 회사를 이끌었다.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은 월급을 가져가지 못해도 직원들의
월급은 단 한 번도 미루지 않았다. 그리곤 당시 높은 은행 대
출의 문턱을 넘기 위해 애걸복걸 부탁한 적도 많았다고.
36년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 회장은 여전히 가족 같은
회사를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와 동료들이 만들어갈 아
메코의 30년이 기대된다.

공작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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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lub

6월의 문화 아이템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학습하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그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직
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조를 구성해 학습리더를 중심으
로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한 것이 그것이다. 사내 게시판
을 통해 조장을 공개 모집하고 조원과 주제도 자유롭게
선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아메코에는 직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
사와 개인의 발전을 공유하고 있다.
자동창고사업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돕는 상생협력 관계
2002년 CNC KIT450 생산을 계기로 우리 회사와의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아메코는 거래량을 늘려가며
동반성장해 왔다. 최근 3년 간의 연 평균 매출액은 285
억 원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칩 압축 컨베이어’를 출시해 우리 회
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MESH DRUM 컨
베이어를 표준화해 원가를 대폭 혁신하는 한편, 직결모
터 컨베이어는 고질적인 품질문제를 개선해 상생발전에

[연극] 아들

[연극] 행복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6월 7일(화) ~ 7월 24일(일)
서울 대학로 아트원씨어터1관
R석 45,000원  27,000원 S석 37,000원  22,200원
만 10세 이상 관람가
100분
화,목,금요일 오후 8시 / 수요일 5시, 8시 / 주말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
:
:
:
:
:

2016년 6월 1일(수) ~ 2016년06월30일(목)
서울 대학로 단막극장
전석 30,000원  10,000원
만 12세 이상 관람가
90분
화~금 오후 8시 / 토 3시, 5시30분, 8시 / 일&공휴일 3시, 6시

레이저 가공반

기여하고 있다.
아메코 공장은 우리 회사의 FA공장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 회사의 FA장비 수요가 폭발적으
로 늘어난 2004년 당시 공장부지 물색에 난항을 겪던
중 아메코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쿨란트 탱크 누수 전수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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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0LA 지정삭 장비

Magnet Bar 탱크&컨베이어 시스템

[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 2016년 6월 17일(금) ~ 6월 19일(일)
공연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티켓정가 : VIP석 140,000원  126,000원 R석 110,000원  99,000원
S석 80,000원  72,000원 A석 60,000원  54,000원
관람등급 : 8세 이상
관람시간 : 160분
공연시간 : 금 오후 7시30분 / 토 2시, 7시 / 일 2시

:
:
:
:
:
:

2016년 5월 13일(금) ~ 7월 17일(일)
부산 가온아트홀 1관
전석 30,000원  15,000원
만 8세 이상 관람가
100분
화~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4시, 7시 / 일요일 5시
(월요일 공연 없음)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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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난 호 정답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62호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 아래 문항의 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 엽서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구요?
엽서를 사진찍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ryul@hyundai-wia.com)

1. 안문병 주임의 부인 조경주 씨가 3박 5일 동안 방문했던 지역은 3곳이다.
홍콩, 심천, 그리고 . 는 어디일까?

2.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정지한 물체보다 느리다고
주장한 과학자의 이름은?

1. 법정 스님은 선물로 받은   에 집착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마카오
아인슈타인

3. 중국 영화세트장으로 삼국성과 수호성, 당성 등 옛 성터를 재현한 곳의 명칭은?

삼국 수호성

한 자신을 자책했다.   는 무엇일까요?

2. 산동법인 가여월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유가문
화 체험의 일번지인 이곳 여행을 추천했다. 이곳의 이름은?

퀴즈 당첨자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김창수 / 기계품질보증팀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이해철 / 모듈생산1부·박준홍 / 선행유닛설계팀

3. 우리 회사 협력사인 아메코는 올해로 창립 몇 년째일까요?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김문성 / 공작기계품질관리팀·김동규 / 선삭기설계팀
김세희 / 모듈설계팀

Notice 공지사항
생활 속 보안수칙
실천 보안수칙
1. 택배 송장은 반드시 분리 후 폐기
- 부착된 상태로 박스 재활용 쓰레기에 버릴 시
개인정보 위험
2. 백신ㆍ스미싱 차단 앱 설치
- 스마트폰에 백신 설치하여 개인정보/금융정
보 보호
3. 스마트폰 비밀번호 설정
- 분실 시 스마트폰 데이터 보호
4. 중요자료 백업
- 랜섬웨어 악성코드로부터 중요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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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보안수칙
1.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 악성코드로부터 감염 방지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스
 마트폰 보안 설정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비활성화
3. 공공장소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
- 공용 와이파이 사용 금지
4. SNS 상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 보안설정에서 최소화 조치

첨

단

기

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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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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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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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현대위아 - 지멘스

스마트 NC 프로그램 경진대회
Sinumerik Skill Contest
01 대회개요
•대회기간 : 2016년 7월 12일(화) ~ 16일(토) - 5일간
•주
최 : Hyundai Wia / Siemens Korea 공동 주최
•경기장소 : 현대위아 (창원) 기술지원센터 (Technical Center)
•참가대상 : 고등부/대학부 - Milling/Turning 프로그램 작성 및 Simulation (2시간 이내)
•참가자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6월 1일 부터
- 접수방법 : www.hyundai-wia.com / www.cnc4you.kr / machine.hyundai-wia.com/kr 온라인 접수

02 경기방법
- 지멘스 Simulator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 후처리 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총 2시간 소요 (프로그래밍 1시간, 후처리 1시간)
* 경기에 사용하는 도면 형상은 6월 15일 內 양사 홈페이지에 공고 (Milling 4개 / Turning 4개)

03 시상
- 대상 (1명) : 등록금 300만원 지원
- 금상 (2명) : 65인치 LED TV
- 은상 (3명) : 노트북 (LG 울트라그램)
- 동상 (5명) : 태블릿 PC (삼성 갤럭시탭 10.1)		
										

04 문의사항
HYUNDAI WIA 이현창 대리

031-596-8158 / hclee@hyundai-wia.com
SIEMENS

홍성락 과장

055-268-1940 / sungrock.hong@siemens.com
* 평가방법, 모집요강, 문제출제 등 상세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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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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