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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엔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우리 회사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운 공장을 완공했다.
우리 회사가 이곳을 교두보로 러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본다. (6쪽에 계속)

2

3

HYUNDAI WIA

2021 · September / vol.219

발행처 현대위아 홍보팀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우 16082) Tel. 031-596-1059
발행일 2021년 9월 17일
디자인 디자인거산 (055)262-1966 월간(비매품) | www.hyundai-wia.com | e-mail. minju@hyundai-wia.com

MAGAZINE

02

40

26
지금의 순간을 담다

현장포착

행복한 북적거림,
대가족의 탄생

58

일상 속 법률 이야기

TOGETHER AND FURTHER

선불충전금 서비스

구매지원팀 이석재 책임매니저
시설동력팀 차형철 매니저

42

60

EDITOR’S PRISM

02
06
HOT ISSUE

26

러시아 엔진 공장 준공식 개최

30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동반성장 지수 평가서
최우수 등급 획득
2040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수소사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 NEWS

노벨문학상 책도
재미있다고요!
(feat. 오르한 파묵)

현대위아 소식

44

월간미식회
평범함은 거부한다
FA기술팀의 첫 팀회의를
특별하게 만든 이색 디저트 3종

60

큰 차 인기에 쪼그라든
‘경차’ 시장, 부활할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44

16
안전환경그림 공모전

32

30

新문물 소개소

16
20
START-UP
열린 생각으로 업무 효율 UP,
상반기 우수제안 3인방을 만나다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웨이브

50

VOICE OF HYUNDAI WIA
지구를 구하자

56

HAPPY TOGETHER

34

HYUNDAI WIA HEROES
RnA기술센터와 품질사업부
대표하는 협업왕은 누구?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보이는 립뷰마스크 지원

63
65

국내 주요 보안 동향

66

MAIL BOX / QUIZ

HYUNDAI WIA
HOT ISSUE

러시아 엔진 공장
준공식 개최

우리 회사는 러시아 엔진 공장을 총 13만2,000㎡ (약 4만

우리 회사는 러시아에 첫 자동차부품 공장을 세우고 유럽 자동차 부품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해 3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

평) 규모의 부지에 3만7,290㎡ (약 1만1,300평) 규모로 지

르크에 엔진 공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착공을 시작한 지 약 1년 반 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일 러시아 상트페

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0월부터 연 24만대 규모의 승용

테르부르크에서 ‘엔진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알렉산드르 디미트리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와 블라

차량용 엔진을 생산합니다. 우선 올해는 1600cc 감마엔진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바짐 알렉세이비치 특사, 러시아 산업통상부 데니스 박 국장, 이석배 주 러시아

을 양산하고, 이듬해부터 2000cc 누우엔진을 추가해 연 33

특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만대 규모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죠.
이번 러시아법인 엔진 공장 신설로 우리 회사는 국내외 총
5개의 생산 기지에서 연간 총 200만대 이상의 엔진을 양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기
도 평택시, 해외에서는 중국 산동법인과 멕시코법인에서 엔
진을 만들고 있죠.
우리 회사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보고 이
번 엔진 공장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현대차
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
응하기 위함이죠. 실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
르면 러시아는 2016년 연간 130만대 수준의 신차 판매를
기록했지만, 2017년 159만대, 2018년 180만대, 2019년
176만대로 자동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해에는 판매량 163만대로 다소 줄
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적었죠. 한국자동
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러시아에서
는 87만9천대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모습
을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러시아법인을 교두보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완성차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와 생산비를 절감해 유럽에서
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앞으로 러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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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FOR A BETTER
FUTURE

협력사에 지원과 상생 정책 펼쳐
코로나19 사태에도 동반성장 노력 활발히 전개
우리 회사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
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
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동반성장지수 평가서
최우수 등급 획득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우리회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 이
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
다. 지난해에는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국내외 1600여개의 협력사를 지원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시스템과 연구
동반성장몰

개발 협력을 강화했죠. 최근에는 동반성장펀드 금액을 680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고려해 중소 협력사에 납품
금액을 전액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현대위아 동반성장
몰’을 도입해 중소기업 및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사내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

파트너십데이

다.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회사의 경영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 회사 외에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이노션 등 8곳의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

GPC 투어

한 생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현대위아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함께 친환경 부품·제조 시장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달성, 자랑스러운 성과 뒤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8

10월호에서 소개합니다. ‘같이의 가치’를 믿으며 부단히 노력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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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WAVE :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소사회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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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수소사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OT ISSUE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7일 ‘HYDROGEN WAVE’ 글로벌 온라인 행사를 열고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는 ‘수소비전 2040’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전지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내놓을 모
든 상용 신모델을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이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
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소모빌리티+쇼’와 연계해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전시행사를 4일간 진행했습니다.

수소모빌리티+쇼
미래 수소 시대를 주도할 리더들의 만남
수소모빌리티+쇼는 작년 7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수소모빌리
티 전시회로 수소에너지 생산부터 수소충전인프라, 모빌리티까
지 미래 수소사회 전반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자
동차그룹은 신개념 운송 모빌리티인 ‘트레일러 드론’과 3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고성능 수소연료전지차 비전FK 콘셉트카
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
최근 수년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
며 미래 수소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204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로
드맵을 2019년 1월 선보였죠.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2002년 저서 <수소혁명>을 발
간했습니다. 기존 화석연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소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죠. 약 20년이 흐른 오늘날, 제레
미 리프킨의 예측대로 현대 사회는 수소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
습니다. 수소는 단순히 대안적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경제 패
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기술적
혁신에 따른 수소혁명이 인류의 삶에 산업혁명, 디지털혁명에
버금가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며, 수소사회의
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200여 년간 화석연료를 이용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환경
오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글로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류와 지구에 수
소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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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수소시대 미리보기
비전 FK
트레일러 드론(TRAILER DRONE)

비전FK는 수소차에 전기차의 강점을 융합한 고성능 수소연료

현대차그룹은 미래 장거리 물류를 위한 무인 운송 시스템

전지차입니다. 이 차는 연료전지와 고성능 PE(Power Electric

콘셉트 모빌리티 ‘트레일러 드론’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트

System)를 결합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목표가 600km

레일러 드론은 수소연료전지 및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

에 달하죠. 출력은 500kW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

용된 2대의 ‘e-Bogie(이-보기)’ 위에 트레일러를 얹어 이

지 걸리는 시간은 4초 미만으로 수소차로도 고성능차를 만들

동하는 형태이죠. Bogie(보기)는 열차 하단의 바퀴가 달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차대를 뜻합니다. e-Bogie는 낮은 팔레트 모형의 차량으
로 콘테이너 트레일러와 별도 운행할 경우 화물운송, 건설,

레스큐 드론(RESCUE DRONE)

소방,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소연료전지 e-Bogie(이-보기)에 비행 드론과 소방용 방수총
이 결합된 모빌리티인 ‘레스큐 드론’은 이름에 걸맞게 재난현장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을 촬영하며 방수총을 가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합

현재의 2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개선한 3세대

니다. 원격주행과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고, 제자리에서 돌거

100kW급, 20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크랩워크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공개했습니다. 넥쏘에 적용된 기존 2세대 시스템에 비해
100kW급은 부피를 30% 줄였고, 상용차용으로 개발 중
인 200kW급 시스템은 출력을 2배, 내구성은 기존 대비

H 무빙 스테이션

2-3배 강화해 50만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계획입

수소 사회로의 진입 단계인 오늘날,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니다. 메가와트(MW)급 발전을 위한 ‘파워 유닛 모듈’도 추
진 중인데요. 100kW급 연료전지시스템을 여러 개 연결해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는 약 70개입니다. 아직 수소충전소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H 무빙 스테이션’은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500kW, 1MW 등 다양한 출력을 제공할 수 있어 대형 선

설비가 장착된 이동형 수소충전소로 수소차 고객의 편의를 개

박, 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선하기 위해 개발 중인데요. 아직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충전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투입돼 수소 인프라의
확충 및 수소전기차의 대중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재난지역 및 험지 등에 전력을 지원하는 재난구호차
량, 근거리 배달용 수소모빌리티 엠비전(M.Vision), 무가선 철
도차량인 수소 트램, 수소공급시스템 모듈, 연료전지 제어기 등
파워유닛모듈

전시물들을 소개하며 그룹사의 수소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시민
으로서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HYDROGEN FOR EVERYONE, EVERYTHING,

Hydrogen for

EVERYWHERE!

Everyone, Everyting, Everywhere
12

HYDROGE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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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함께 걸어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여러분의 선한 발걸음, 이웃을 향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걸음마다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금을 적립했던 함께 걷기 캠페인
‘555 함께 걸어봄’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의미 있는 걸음걸음이 모여 누적 걸음 총 555,000km를 달성했
습니다. ‘555 함께 걸어봄’의 대미를 장식할 기부소식, 함께 보시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유자녀 형성 후원금 전달식’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31일 창원 본관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자산 형성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사)희망VORA에 총 5,5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사)희망
VORA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555 함께 걷기 캠페인 통해 기부금 조성
이번 기금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임직원 함께 걷기 캠페인 ‘555 함께 걸어봄’을 통해 마련했습니
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개최했는데요. 모든 임
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탄 합산 거리가 총 555,000km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
습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캠페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을 기념해 1km 당 100원씩을 적립하여 총
5,550만원을 모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돕기에 기부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과 함께 조성한 기금을 자동차 부품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에 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자녀 중 ‘자립통장’에 돈을 불입하지 못해 정
부가 매칭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후원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
속적으로 모아 성년이 된 후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기부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교
통 안전 증진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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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그림 공모전

정성어린 그림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부품개발팀 황제식 책임매니저 가족
손미란, 황다빈, 황예빈

인도법인 M. Kathiravan

무사고 친환경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해주신 안전환경그림
공모전 결과를 소개합니다. 임직원 가족 여러분과 해외법인 직원들 모두가 열성을 다해 참
여해주신 덕분에 의미있는 그림이 가득 모였습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가
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함께 보시죠!

우수작(15명)
차량부품품질보증팀 백용진
책임매니저 자녀 백채원

시설동력팀 현재익
책임매니저 자녀 현서우

인도법인 S. Muthuganesh

시설동력팀 최성원 매니저 자녀 최승우

경영개선팀 황광준 책임매니저
자녀 황유주

비즈니스지원팀
오유현 책임매니저 아내 고민정
인도법인 V. Pugazhenthi_Third

ICT정보화팀 한승안 매니저 자녀 한성빈

설비구매팀 박천용 책임매니저 자녀 박소윤
인도법인 S. Muthuganesh

인도법인 R. Kan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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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S. Prabhu

구동생산부 김정수 책임매니저 자녀
김효린, 김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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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참여상(58명)

공작기계품질팀 조창영
책임매니저 자녀 조윤성

비즈니스지원팀
지성화 팀장 자녀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연구원 자녀 황서정

차량부품품질관리2팀
강준웅 책임매니저 자녀

비즈니스지원팀 최영진
책임매니저 자녀

비즈니스지원실 조우성 상무

전동화설비추진팀 권기출
책임매니저 자녀 권세아

전동화설비추진팀 권기출
책임매니저 자녀 권우진

공작기계생산기술팀 이학률
책임매니저 자녀 이도겸

교육문화팀 김윤성
책임매니저 자녀 김유하

상생협력팀 권동완
책임매니저 자녀

S/W개발팀 강상균
책임연구원 조카 강아인

시설동력팀 김지훈
책임매니저 자녀

안전환경팀 박상욱 팀장 자녀

비즈니스지원팀
정민석 매니저

안전환경팀 박상욱 팀장 자녀

공작기계품질팀 허문식
책임매니저 자녀

안전환경팀 조준영
책임매니저 자녀

K.Moorthy

G. Karthick

L.Panneer Selvam

K. Ranjith

P. Suthan_PMT1

D. Jayakumar

C. KUmar

S. Aravinth

K. Moorthy

U. Kanagaraj_Quality

G.S. Vigneshkumar

S. Sundaralakshmanan

U. Kanagaraj

S. Saranraj

V. Pugazhenthi_Production

D. Suresh

S. Parthiban

R. Pushparaj

S. Ravikumar

A. Parthiban

안전환경팀 이상혁 매니저

차량부품마케팅팀 박현오
책임매니저 자녀

Ajithkumarpv

안전환경팀 최동진
책임매니저 자녀 최제민

엔진품질관리2팀
김민재 팀장 자녀 김채은

전동화설비추진팀 노경록
책임매니저 자녀 노이솜

안전환경팀 전세준
책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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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생산부 김정수
책임매니저 자녀 김효린, 김지헌

Kanagaraj

K. Venkatesh

Nareshkumar

P. Suthan_PMT1

멕시코법인

시설동력팀 현재익
책임매니저 자녀 현태경

G. Ganesh_Production
안전환경팀 이호재 매니저
자녀 이기완

Ajithkumar

S. Sundaralakshmanan

U. Kanagaraj

Andrea Elizabeth Perez
Acosta- GA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참여상으로 '미니카'를 선물로 드립니다.

Arturo Caso Vazquez Engin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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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생각으로
업무 효율 UP,

개선효과 금액 1위로 선정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START-UP

상반기 우수제안
3인방을 만나다

부서원들과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조립 관련 제안이다 보니 조립 담당자이셨던
이승민 책임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부서장님도 적극

우리 회사는 2018년부터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 개선점을 찾아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지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을 주신 구동생산부 전체 구

‘임직원 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해 우리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사내외 협력사까지 확대

성원들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디어는 신기술, 품질, 재료비 절감 등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심사를 거쳐 예상 효과를

드립니다.

해당 제안내용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
요?
2공장에서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에 있어 저는 늘 고객 만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액슬 조립라인
더미플러그 관리개선

더미플러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양을 개선하고, 관리 방법도 바꿨습니다. 먼저 더미플
러그의 재질과 열처리, 나사 형태를 바꿨죠. 기존 스테인

검증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우수제안 3가지가 선정되어 실제 현장에 적용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이 3건의 아이디어가 가져온 효과
가 연 3억원이 넘는다는 사실! 그럼 우수제안 3인방을 만나볼까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처음으로 우수제안에 채택돼서 기쁘고 실감이 안 나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거고요. ‘고객의 니즈를 충
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고민하는 접근 방식
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구동생산부 김광태 매니저

더미플러그가 사용되는 전체 조립 공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액슬 조립라인의 마지막 단계는 소음, 진동 등을 확인하
는 EOL TEST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조립품 내부에 오일
을 넣는데요. 테스트 과정에서 오일이 새지 않게 막아 주
는 마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더미 플러그입니다. 테스
트 후 더미플러그는 자동으로 분해해 오일을 빼내죠.

더미플러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더미플러그가 체결되는 주변에 오일이 묻는 경우가 간헐
적으로 발생했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액슬 조립품과 더
미 플러그의 체결을 도와주는 나사산이 손상되어 마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죠. 더미플러
그는 테스트 후에 자동으로 분해되어 회수통으로 떨어지
는데요. 이때 통 높이가 600㎜ 정도 돼서, 떨어지면서 찍
히거나 다른 더미플러그랑 충돌하게 되더라고요. 더미플
러그가 연속으로 배출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마모가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스 재질이었다면 이번에는 침탄강으로 소재를 변경하
고, 열처리를 가미해 마모에 취약하지 않도록 강성을 보
완했습니다. 나사 형태도 삼각에서 사각으로 변경했는데
요. 삼각일 때는 모서리 때문에 찍힘이 더 깊고 많이 찍
혔는데 사각으로 제작했더니 훨씬 찍힘이 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미플러그 바디캡 교체입니다. 액슬 조립품
에 볼트처럼 조립되는 나사산 부위를 말해요. 기존에는
더미플러그 조립품 자체를 교체했다면 이제는 더미플러
그 조립품의 바디캡 부분만 교체해 사용하는 거죠. 더미
플러그 전체를 바꿀 때와 비교해 단가가 약 3배 이상 차
이 나기 때문에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양과 관리개선을 통한 산출효과
사양 개선 후 재활용 수량이 늘어나며 폐기 처리하는 더
미플러그 수량이 줄었어요. 관리 개선 후 완성품 누유 발
생 빈도도 현저히 줄었고요. 기존 더미플러그 교체와 비
교해서 연간 약 1.12억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
니다.

우수제안 제출자의 업무 개선 TIP
부서장님께서 ‘업무는 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업무에 관심을 가지
면 개선사항도 보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같
아요. 주어진 업무만 무작정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
죠. 이 과정에서 업무 스킬도 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어서 뿌
듯함도 있고요. 내년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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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발란싱 TEST 공정이란?

저는 작년부터 반장으로서 제네시스 부품 생산 라인

액슬 구동축의 발란싱을 측정하고 언발란싱을 최

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

소화하는 공정이에요. 이를 통해 차량에 장착되었

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인드로 업무에 임

을 때 구동축의 떨림이나 미세 진동을 줄이는 과정

하고 있죠. 그런데 제네시스 GV70, GV80, G80 다차

이죠. 이 공정이 제일 오래 걸리는 이유는 프로그램

종 혼류 생산 라인을 담당하다 보니 기종 교환 횟수도

자체 러닝타임도 길고 기종별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많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커서 ‘이 시간을 줄일 수

하기 때문이에요.

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종교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
니다.

발란싱 TEST의 기종교환 시간을 줄이기 위
한 해결방안은?
외부 발란싱 업체와 수없이 미팅을 가지며 시간을

액슬 조립 과정에서 G80, GV70 등 차종별로 이용하

줄일 방법을 찾았어요. 기존에는 작업자가 일일이

는 프로그램 모드가 달라요. 똑같은 G80 차량이더라

스크린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 등을

도 들어가는 엔진이나 구동부품에 따라 탑재되는 액

자동화하는 거죠. 작업자들은 이 시간에 다른 기종

슬도 달라지고요. 즉, 생산되는 기종에 따라 각 차종

교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에 맞는 설비의 세팅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기종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발란싱 양을 측정하기

교환이라고 합니다. 기종교환 과정 중에서도 ‘발란싱

위해 사용되는 모드별 측정기의 한 사이클당 동작

TEST’ 공정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작업을 통해 기종 교

해 보면 연간 약 1.1억 정도의 개선효과가 발생해요. 생산 LOSS를

줄이는게 중요했습니다.

환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줄이고 가동률 향상에 적극 기여한 거죠. 설비를 증축하고 운영한

액슬조립1라인 기종교환
비가동 LOSS 절감
구동생산부 서승우 반장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기종 교환 시간을 축소함으로써 조립라인 가동률이 평균 98%에서
99%로 1% 가량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지 현재 약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외부 설비업체에서 제공하는 무
상 AS 기간이 때마침 1년 반까지였어요. 이 기간 내에 개선을 진행
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도 유의미한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우수제안 선정 소감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아서 잘했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조
장님과 반원들과 상의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 제안내용이 현장에 적용됐다는 것도 크게
와 닿지 않고요. 아무래도 내년쯤에는 실감하지 않을까요? 이번
제안에 팀워크를 발휘해 함께 힘써준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안제도에도 적극 참여하실 건가요?
개선활동을 통해 단순히 일만 하러 출근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내
일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 좋은
것 같아요. 회사 발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서승우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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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매니저

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민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
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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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측정을 위한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없으면 직접 만든다!

국내에서 제작한 실린더 로드, 하우징 등을 설비 기존 부품과 교
체해 가동해 보았죠. 패킹 보완 부분에서는 타사 설비의 벤치마
킹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제안 내
용이 현장에 적용되었는데요. 패킹 교체 후 현재 안정적으로 설

제안 배경이 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비 가동 중이며, 생산 작업자의 설비 신뢰성도 만족되었습니다.
5공장은 20년 이상 사용한 기계들이 총 기계 수량의 70% 이상

주조설비 조형기 멀티헤드
실린더 국산화 적용

을 차지할 만큼 노후화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품 내부에 손상이
심했어요. 실린더에 누유가 발생하고, 몰드 경도가 낮아져 품질
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또한 대부분 외국 설

공장 내 총 몇 개의 멀티헤드 실린더를 교체하셨나요?
멀티헤드 실린더 기능의 특성상 부분적인 교체는 효율성이 떨어

소재보전팀 홍종일 반장

비이다 보니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설비에 문제가 있어

진다고 판단해 공장 내 48세트 모두 교체했습니다. 분해된 기존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주문부터 수령까지 약 5-7개월이 소요

실린더의 경우 상세 부품별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스페어

되어 생산성 면에서도, 비용 면에서도 손해가 컸어요.

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실린더의 헤드, 로드커버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조형기, 멀티헤드 실린더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개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
나요?

‘주물’은 액체형의 금속을 원하는 틀에 넣어 응고하는 작업을
말해요. 이 때 사용하는 틀을 ‘주형’이라 하는데요. 이 주형을
만드는 기계가 바로 조형기죠. 주형을 만들 때에는 배합된 모래

정성적인 면으로 보자면 노후 수입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설비의

(주물사)를 플라스크(주형상자)에 채워 압축시키는 과정을 거치

수명을 늘리고, 보다 안정적인 설비운영에 기여한다는 성과가 있

게 되는데요. 이때 모래를 특정한 압력으로 압축시켜 모형을 형

고요. 정량적 효과로는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존 수입품 교체 대

성시켜주는 것이 유압 실린더입니다. 이 유압 실린더는 넓은 면

비 약 1억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낮고 일정한 압력으로 압축하기 위해 48개의 소형 실린더

추후로도 설비 유지비용의 지속적인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소 업무의 개선점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나요?
문제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창원5공장에서 근무한지 벌써 33년이 흘렀네요. 제 시간이 지나

교체 및 보완이 필요한 실린더 부품을 국내에서 제작해 비용과

는 만큼 생산설비도 노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전 직무 특성

수선비를 절감하는 것이 주된 개선방안이었습니다. 모든 과정

상 노후 설비를 고장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의 책무라

에서 소재보전팀 현장소그룹 구성원들의 협업 덕분에 원활히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비를 더 좋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초설계를 위한 분해, 치수점검, 스케치

해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입사 초기 현장에서 겪었던 많은 어

등은 김성빈 조장과 함께 했고, 이를 토대로 설계 및 캐드 도면

려움들을 잊지 않고 실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화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지도사원인 정재원 책임과

활용해 조금씩 개선해 왔습니다. 이번 상반기 우수제안으로 선정

도 1, 2차 디자인 리뷰 및 보완을 함께해 최종 검증을 끝마칠

된 것은 저 혼자가 아닌 우리 소재보전팀 전체가 함께 이룬 성과

수 있었죠.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 준 김성빈 조장과 정재원 책

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반원들에게

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웃음)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실린더의 패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설비 A사 외
에 타 메이커들을 분석했습니다. 벤치마킹한 타사의 장점을 기
존 설비에 녹여 실린더의 밀봉장치를 보완할 수 있었죠. 로드씰
과 오링 두 가지로 패킹하던 기존 방식에 더스트씰과 버퍼링을
더했는데요. 외부 분진의 유입을 막는 더스트씰로 이물질로부
터 패킹을 보완해 누유를 막고, 실린더 내부의 완충 역할을 담
당하는 버퍼링을 추가해 내구성을 향상하여 부품 수명을 늘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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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소재보전팀 주물보전반 김성빈 조장

홍종일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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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행복한 북적거림,
대가족의 탄생

부모가 된 삼남매
조해동 매니저는 지난해 9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늘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비즈니스지원팀 조해동 매니저 가족
선선해지는 날씨와 함께 풍요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로 가을은

이는 곧 세상에서의 첫 생일인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조해동 사
우의 작은 누나 조해원 씨의 아들 김이현 군이 지난 5월에 태어났거든요. 3년 전에 딸을 낳
은 첫째 누나 조해렴 씨 가족까지 3대가 모두 모이면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탄생한 것이
죠. 점점 불어나는 가족의 모습이 촬영 콘셉트라며 웃음을 터뜨린 조해동 사우 가족은 옹기

결실의 계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지원팀 조해동 매니저는 가족과 사랑의 결실을 한아름 안고

종기 모두 모여 잊지 못할 순간을 기록합니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조해동 매니저와 두 명의 누나 모두 비로소 부모가 된 기념비적인 2021년을 기

“누나들과 아기가 낮잠은 얼마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야기하며 부모로서 동질감을 느

념하기 위해서죠. 11명이 들어서니 스튜디오는 어느새 꽉 찼습니다. 웃음꽃 가득한 북적거림 속 가족들

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큰누나는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또 작은 누나를

의 수다 소리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부러워하며 삼남매 모두 부모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조해동 사우)
돌을 앞둔 딸 하늘이를 볼 때면 조해동 사우는 시간이 쏜살같다는 걸 느낍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이 실감나지 않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준 하늘이는 어느새 우리 나
이로 2살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 하나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조해동 사
우는 퇴근 후 육아에도 열심입니다.
“회사일로 피곤할 법도 한데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육아에 힘을 보태 고마운 마음이에요.
아기 목욕은 신생아 때부터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기 아침밥도 주고, 산책
도 다녀와서 제가 좀 더 잘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내 박소휘 씨)

새내기 부모인 조해동 사우는 매일 하늘이와 함께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장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이지만 새벽에도 분유를
먹는 신생아 때에는 젖병소독기와 분유 타주는 기계가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아기가 넘어지
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당황하면 아기도 더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
며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렵겠지만 너무 겉으로 티내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 부쩍
부쩍 크는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해동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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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만 봐도 좋은 우리

내리사랑, 아름다운 대물림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이던 조해동 사우 부부는 이내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더운 여름에도 아이를 포대기에 업어 달래고, 쉬고 싶은 주말에도 아이의 첫 자전거 타기를 함께 하고자 흔쾌히 밖으로

조해동 사우와 아내 박소휘 씨는 우리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하던 옆자리 동료였습니다. 예쁘고 밝은

나서던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조해동 사우 부부에게 부모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아내의 모습에 조해동 매니저는 첫눈에 자신이 찾던 이상형이라는 것을 느꼈죠. 동료에서 연인이

감사함을 깨닫는다고 하던가요. 하늘이를 키우며, 어릴 적 자신을 위해 헌신해 준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된 겨울의 어느 날, 차를 빌려올 테니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라는 자신의 말에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요즘 초등학생 때 부모님, 조부모님, 삼촌, 이모들까지 친척 모두와 함께 계곡에 놀러갔던 추억이 많이 떠올라요. 계곡에

모두 함께 하자’며 길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에 조해동 사우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물놀이도 하고 놀던 기억이 저에게 참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딸 하늘이와도 함께 계곡에 놀

“제가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미소가 절로 나와요. 예쁘고, 아기도 씩씩하게 잘

러가고 싶습니다.” (아내 박소휘 씨)

키우는 모습을 보면 기특해서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해동 사우)

그 아이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진 촬영 날, 조해동 사우의 부모님은 세 손자, 손녀들의 재롱에 웃음

여태껏 다르게 살아온 두 명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배려가 전제

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손녀 하늘이가 웃을 때면 조해동 사우의 어릴 적 웃는 모습과 꼭 닮아 놀랄 때가 많은데요. 세 자

되어야 하죠. 조해동 사우 부부는 현명하게 생활 간극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방법 등

녀를 키운 선배 부모로서 세 부부에게 육아에 대한 지혜를 한 스푼 건넵니다.

사소한 이유로 인한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그날 그날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세 자녀가 손주, 손녀들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손주, 손녀들이 살면

“코로가19 상황이 나아지면 아이와 아내와 셋이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조해동 사우는 작은 바람

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높은 자존감으로 잘 헤쳐 나가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을 꺼내어 봅니다. “작년 5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제주도에서 먹고 쉬며, 아이가 태어나면 꼭 같이 와서 놀자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아내의 배도 나오

20년 후의 하늘이에게.

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출산을 기다리며 보냈던 제주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 가족이서
많이 여행하며 예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하늘아, 너가 돌일 때 이 가족사진을 찍으며 사보 인터뷰를 했어. 21살이 된 하늘아. 너는 잉태의 순간부터 엄마, 아빠에
게,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었어. 너의 예쁜 웃음과 꼬물꼬물 손가락, 발가락들은 어떻게 변했을 지 궁금하구
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 네 인생의 좋은 일과 힘든 일에 엄마와 아빠
가 함께 기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기를 바란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하늘아, 스스로를 소
중하게 생각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28

•문의 및 참여 : 홍보팀 사보 담당자 (minju@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으로 사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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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 인기에 쪼그라든
‘경차’ 시장, 부활할까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한정적 모델·가격 경쟁력 상실 등 원인

캐스퍼, 경차 시장의 새 기대주

경차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 우선 모델의 경쟁력 약화가

그동안 침체했던 국내 경차 시장은 활력의 조짐이 보입니다. 국

꼽힙니다. 국산 경차 모델은 기아 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

내 경차 모델 중에서 레이가 나 홀로 성장 중입니다. 한국GM의

크 등뿐입니다. 수익성이 크지 않아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운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 여파로 비대면 배달업종에서

모델 연구개발(R&D)에 인색한 편입니다.

대체재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차박(자동차+숙박)족(族)’의 선택

생애 첫차로 여겨졌던 경차를 대체할 소형 SUV 모델들이 급

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성장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내에는 쌍용차 티볼리를 필

레이 특화 상품(튜온 펫)을 선보인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

두로 현대차 베뉴와 코나, 기아 쏘울과 셀토스, 르노삼성차의

니다.

XM3 등 경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내 공간이 넉넉한 소형

경차 신모델 출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02

SUV 모델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결국 ‘엔트리 모델=생애 첫차

년 아토즈 단종 이후로 19년 만에 경형 SUV ‘캐스퍼’(CASPER)

=경차’의 공식이 깨지고 그 자리를 소형 SUV가 차지하게 됩니

를 내놓았습니다. 캐스퍼 차명은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

다. 경차 이외에도 선택지가 늘었다는 얘기죠.

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캐스퍼의 제원은 전장

또 경차 구매의 대표적 이유는 경제성인데 이마저도 흐릿해

3595㎜, 축간거리(휠베이스) 2400㎜, 전폭 1595㎜, 전고 1575

진 것이 경차 시장이 쪼그라든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

㎜으로 경차 중에서는 레이 다음으로 큽니다. 경차 수요뿐 아니

우리나라 첫 경차인 대우 ‘티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고 편리하고 기분 좋은 동료’라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

선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연비가 좋아 선택했던 경

라 최근 레저활동의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박 열풍이 불

들었는데 출시 첫해에 3만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이름처럼 작은 배기량 800㏄의 티코는 차량 무게가 불과 640

차의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이어 가격 경쟁력도 상실했습니

면서 SUV 수요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역성장

㎏으로 24.1㎞/ℓ의 연비를 자랑했습니다. 가격도 당시 300만~400만원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차 프로젝트의

다. 오락가락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경차의 경쟁력을 떨

을 기록했던 국내 경차 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환으로, 1991년 티코를 시작으로 급성장한 국내 경차 시장은 고유가와 높은 물가 탓에 점차 빡빡해지는 서민들의 경제

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

속에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면 소비자는 출고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애

그러나 20세기에 국민차 지위를 누렸던 경차 시장도 트렌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12년에는 20만

초 1000㏄ 이하 경차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

대를 웃돌며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17.3%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 9만 7343

른 차종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면서 경차가 생각보다

대에 그치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10만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차 시장은 2년 연속 연간 10만대 붕괴가 예상됩니

저렴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차급 간에 가격

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경차의 내수 판매량은 5만 55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6826대

차이가 줄어 경차의 구매요인이 줄어든 것이죠. 다행히 경차에

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어졌던 각종 혜택 중 자동차세 50% 감면, 통행료 및 주차비

각국마다 선호하는 차량이 다릅니다. 법과 제도는 물론 지형과 날씨,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픽업트럭, 유럽에서는 해치백이나 왜건, 일본에서는 경차가 인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단과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등 차종에 상관없이 유독 고급 차와 대형차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 차, 그중에
특히 경차는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차’ 지위 누렸던 경차, 판매 ‘뚝’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50% 할인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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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문물 소개소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웨이브

요즘 유독 눈에 띄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궁금한 공간, 최근 트렌드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트위터, 그거 쓰는 사람이 있나?

블로그, 한물 간 거 아냐?

Z세대의 관심사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있습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는 광고나, 알맹이 없는 글 때문에 이

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검이나 기사도 좋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지

용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파워블로거의 위상이 현재의 유튜버 못

표가 있죠. 바로 트위터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키워드를 보여

지않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동영상 플

주는 ‘실시간 트렌드’. 이른바 ‘실트’입니다.

랫폼의 성장으로 블로그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텍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트를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을 선호하고 긴 글보다 짧은 글에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이용

익숙해졌죠.

자가 가장 많고, 트위터는 이에 크게 밀린다고 합니다. 즉, 트위터는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조금 의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발길을 돌렸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이슈를 찾는 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란

던 블로그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블로

이야기죠.

그는 지난해 역대 최다 포스팅을 생산해냈고, 올해도 그 성장세를

하지만 Z세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라면 이야기는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축은 단연 MZ세대가 돋보입니다. 네이버

다릅니다. 트위터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

는 MZ세대의 콘텐츠 생산 비중이 과반에 달하고 이 추세는 꾸준히

습니다. 트위터는 Z세대가 주도하는 가장 큰 소셜 미디어입니다. 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즈앱의 앱 이용시간 분석에서 트위터는 Z세대가 오래 사용하는

사실 라떼에게 블로그는 추억의 소셜 미디어에 가깝습니다. 이 글

소셜 미디어 3위권 내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죠. 트위터 코리아도 페

을 읽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한물 간 이야기라 생각하실 거에요.

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 압도적으로 Z세대 ‘헤비유저’가 많다고

하지만 Z세대는 블로그를 오히려 힙한 소셜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습니다. 플랫폼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광고 협찬이 늘어

즉, 트위터는 다른 세대에 비해 Z세대 이용률이 높은 만큼, 다른 세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광고가 늘고 쇼핑 탭이 앱의 중

대의 노이즈를 여과하고 Z세대만의 취향을 가장 빠르게 읽어낼 수

심으로 가면서 상업성이 짙어졌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블로

있는 지표로 유용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도 과거 광고성 콘텐츠가 늘면서 사용자들이 떠난 경험이 있죠.

밈, 혹은 이야깃거리가 트위터에서 시작하거나 확산된 경우가 꽤 많

이제 Z세대는 상대적으로 쾌적해진 블로그로 다시 발길을 돌리기

습니다.

시작한 겁니다.

포털의 실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키워드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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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히어로

RnA기술센터

FA영업팀 고택한 책임매니저
HYUNDAI WIA HEROES

RnA기술센터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지원 전반 업무
및 차세대 로봇 사업화 관련 업무
추천 사유

RnA기술센터와 품질사업부

대표하는 협업왕은 누구?

1. 다방면의 업무 스킬 보유로 막힘이 없는 사나이
프로젝트 PM 업무, 생산관리업무, 현재는 사업관리업무와 핫한 신사
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습득해 막힘없이 진행합니다. 사업계획 보고, 예
산 업무 등을 거침없이 진행하며 모든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현대위아 맞춤형 인재라고 할 수 있죠.
2. 큰 목소리, 호탕한 웃음을 가진 제주도 사나이
워낙 목소리가 커서 화난 줄 안다면 오해! 대화해보면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지는
진국의 사나이. 호탕한 이미지와는 또 달리 FA부문을 세세하게 챙기는 살림꾼 스
타일입니다.
3. 오픈마인드의 사나이
어떤 업무를 받아도, 누구와 일하더라도 거부감없이 적극적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
로 대응합니다. 덕분에 RnA기술센터의 주인의식을 대표하고 다른 부서들과도 원
활한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진정한 협업왕!
추천댓글
김민수 책임매니저 : RnA추진실의 살림꾼입니다. 항상 웃음기 가득한 미소
로 따스함이 느껴지는 찐 협업왕
배상진 책임매니저 : 보자마자 생각안하고 바로 클릭, 추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일 책임매니저 : 추천합니다. 소통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FA는 너 없이
못살아~
김재환 책임매니저 : 고택한 책임을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 글 작성자님의
생생한 표현 공감합니다.

SUPER
HERO

김학인 매니저 : RnA기술센터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
시는 고택한 책임님 추천 합니다!!
수상소감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했을 뿐인데요. 너무나도 과분한것을 주신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께 도움만 받은 것 같은데 많이

들 추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이번 달은 RnA기술센터와 품질사업부 두 부문의 협업왕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RnA기술센터 6명, 품질사업부 4명의 추천
이 올라와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두 부문 합쳐 총 380건의 댓글과 241건의 좋아요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달은 총 6명의 협업왕을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운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34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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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히어로

품질사업부

차량부품품질관리2팀 이재철 매니저
창원4공장에서 생산하는 디프앗세이, PTU앗세이,
트랜스퍼앗세이의 서브 조립부품 품질관리

우수 히어로

RnA기술센터

RnA기술센터

FA기술팀 조양제 기술선임

전동화설비추진팀 권기출 책임매니저

실린더헤드, 블럭가공라인의 설치, 가공프로그램 작성
및 시운전, 고객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인파악 및 문
제점 해결방안 수립

신사업 관련 전동화설비 개발

추천 사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며, 본사에서 보이지 않는 현
장에서 본사-고객 사이의 협업을 원만하게 이끌며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라는 마인드로 고객을 대응하여
고객들로부터 우리 회사 이미지 향상을 이끌어냈죠! 설비 문
제점이나 가동정지 시 긴급 대응으로 고객들의 감사인사를 받
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본
사에 전파해 재발 시 대응 가능하도록 협업하여 회사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추천댓글
백승대 기술선임 : 책임감 강하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
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조양제 선임님~ 팟팅~
차혜영 책임매니저 : 엄청난 분이시죠 ~더이상의 말은
필요없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일 책임매니저 : 불모지였던 FA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
까. 그 이름 세 글자가 FA의 역사이신 분입니다.
김성원 책임매니저 : 와우 언제나 멋지고, 화통하신 조
양제 기술선임님 적극 추천합니다.
박기협 팀장 :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 후배 사원들에게
많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였는데 저에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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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히어로

추천 사유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도와줄 것 없어?" 권기출 책임매니저의 유행어와 같은 인
사말입니다. 기분 좋은 선배의 물음에 편하게 대답을 합니다. "
네 이것, 저것 다 도와주세요." 권위 없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2.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음.. 이건 조금만 더 고민해볼까?"
좋은 아이디어도 호응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고,
거절하는 일이 있어도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는 동료입니다.
3. "우선은 지르고 보자"
이름에 출(出)자를 달고 업무 뿐만 아니라 후배의 재테크 고민
에도 막힘 없이 추진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RnA기술센터
와 전동화설비추진팀이 새로 창설된 만큼 팀의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아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추천댓글
이재혁 매니저 : 권기출 책임님! 협업을 그냥 그 자체
DNA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죠. 강력 추천!!!
최재균 책임매니저 : 산동법인 근무 시에도 긍정적 업무
추진에 엄지 척!
유선태 책임매니저 :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ㅎㅎ 협업왕
으로 추천합니다.
서정삼 부서장 : 모든 업무에 적극적이고 협업이 우수하
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이상일 책임매니저 : 추천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
같나 봅니다. 권기출과 함께라면 신사업도 거침없다~
수상소감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실&팀에는 더 열정적이고 협업을 잘 하
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벤트를 주관하시고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하시는 담당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추천 사유
1. 4공장 소통과 협력의 친절왕
업무협조 및 긴급한 업무 지원요청에도 항상 묵묵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 대응을 해줍니다.
2. 품질사업부 도전의 걷기왕
최근에 전사에서 실시한 ‘오오오 함께 걸어봄’ 이벤트시 품질사업부 內 전체
걷기왕으로 선정된 걸 보면 누구보다 끈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3. 끝없는 자기계발왕
해외OEM社에서 VDA 6.3 공정심사를 받은 이후, “우리도 저런 심사할 수 있는 자
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해당
'VDA 6.3 프로세스 심사원' 국제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업무를 위해 열심히 자기계발
하는 동료입니다.
추천댓글
오세화 팀장 :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관련팀과 협업하고 계시는 이재철 매니
저님을 품질사업부 협업왕으로 추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이팅.
김종호 팀장 : 이재철 매니저, 적극 추천합니다. 부서내 또는 부서간 힘들고, 궂
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협업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멋진 히어로입니다. 화이
팅~
박성관 책임매니저 : 이재철 매니저를 품질사업부 "협.업.왕"으로 강력하게 추
천합니다. 팀의 궂은 일부터 본인의 업무까지 놓지지 않고 챙기려는 자세! 어떻게 하
든 해보겠다는 마인드! 헬스를 통해 체력까지 기르고 있는 이재철 매니저야말로 협
업왕입니다.
권기훈 책임매니저 :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를 한걸음 한걸음 해나가며 자기 관
리의 끝판왕 (오오오 걷기 이벤트 상위권 및 다이어트 성공)인 자칭 미남 이재철 매
니저를 적극 추천합니다.

SUPER
HERO

정석윤 매니저 : 이재철 매니저님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며 유
관부서와 소통하려고 힘쓰십니다! 협업왕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품질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
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며 전사적 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려 했던 것을 좋
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좋게 평가해주시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하시는 현대위아 임
직원 모두가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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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에게 묻다
Q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협업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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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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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사업부

Q 협업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경험

Q 동료들에게 바라는 점

고택한 책임매니저 과거에는 제 할 일만

고택한 책임매니저 과거에 프로젝트 시운

고택한 책임매니저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연차가 쌓이고,

전, PM하던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할 동료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

같습니다. 함께 했던 동료들 덕분에 힘든

로젝트 PM 업무를 수행하며 힘든 시기를

모듈품질관리팀 송정빈 조장

차량부품선행품질팀 주영빈 매니저

프로젝트 PM으로 장기 출장을 다니며 주
어진 여건 속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 시너

시기를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회사 생활

겪고 있는 선후배님들께 동료들을 믿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플랫폼, 리어샤시, 타이어모듈
고객만족 업무

등속조인트 개발단계 선행품질 담당

지가 더 커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

을 잘 이어오고 있는 것이 보람인 것 같습

잘 이겨내 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에 함께하는 동료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

니다.

권기출 책임매니저 부족한 부분은 더 노

각해보게 돼요. 제가 적극적으로 돕는 만

조양제 기술선임 고객사로부터 감사하다

력하고 팀원끼리 뭉친다면 좋은 성과를

1. 친절의 아이콘, 등속부문 신규개발은 그의 손 안에
HKMC 및 글로벌 OEM CVJ 신규개발관련 국내 및 해외법인
신차 품질을 담당하여 단계별 품질 확보, 부품/실차 문제 개선,
고객 문제점 해결 등을 관련부문과 협업하여 해결합니다. 특히
해외법인 경우 품질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점검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지원 중)

큼 상대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표현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

낼 수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실패도 하겠

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까요.

니다.

지만, 다시 일어서서 함께할 동료가 있기

조양제 기술선임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

권기출 책임매니저 가족보다 동료와 같이

에 가능합니다.

험을 토대로 동료들과 자주 의견을 교환

있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늘 함께 했습니

이재철 매니저 고생했던 기억들도 돌이켜

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자료 검

다. 국내외 출장지에서 까다로운 고객들

보면 재밌는 추억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긍정

토와 소통에 노력합니다.

을 상대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

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2. 부드러움 속 열정적 업무 처리
개발 특성상 관련부문의 의견조율, 문제해결, 많은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관
리하고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업무 추진합니다.

권기출 책임매니저 모든 정보나 지식은

던 과정들은 팀원들끼리 의지하고 함께했

송정빈 조장 고객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직 구성원과 공유되어야 더욱 빛을 본

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팀워크로 우리는

빠르게 파악하여 우리 제품이 꾸준히 개

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같

전동화설비 분야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

선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

이 고민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고 생각합니다.

니다.

3. 솔선수범은 나의 것
팀의 공통업무 및 기타 지원업무 등에도 솔선수범하여 참여하
고,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팀원들

이재철 매니저 고객이 제시한 일정을 준

주영빈 매니저 인생의 황금기에 많은 시

과 자주 공유하고 대화하려 노력합니다.

수하기 위해 타 부서 동료들과 휴일/새벽

간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고

이재철 매니저 저는 팀의 CS 리더로 활동

시간까지 Trial 업무를 하며 고생했던 기억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

하고 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때때로 발

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겠습니다.

생하는 업무 갈등은 혼자 힘으로는 해결

송정빈 조장 고객사의 차량부품 품질관리

추천 사유
KIA 오토랜드 상주원 업무를 하면서 1,2,3공장을 뛰어다니며
문제점을 신속 조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고객사 직원들조
차 완성 차량 문제점을 수시로 문의하며, 자동차 품질 명장으
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울러, 모듈 품질 소속 상주원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모듈 파트 외에도 구동/등속 문제 발생 시 긴급
대응 및 협조하며, 품질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완성차 라인중단
예방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직무를 떠나 늘 완성차와
협업을 통한 좋은 관계유지로 상부상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자!
추천댓글
김성태 책임매니저 :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송정빈 조장
님 강추합니다. 생산관리 쪽에서 라인중단 관련 동향 및 문의

추천 사유

시에도 적극적으로도 대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

추천댓글

다. 진짜 영웅!

박고정 매니저 : 팀원들에게 늘 친절하게 도움 주셔서 감
사합니다! 추천합니다 ^_^b

할 수 없기에 다같이 협업하는 문화가 필

업무를 담당하며 완성차 운행 과정에서

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외부고객과

이상, 이음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

이경양 책임매니저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추천합니다.

더불어 우리 회사 타 부서, 팀원들도 ‘내부

들과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떠올라요. 끊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그들의 니즈를 최우

임 없이 소통하며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선적으로 생각하며 협업을 실행합니다.

문제를 판단하고 적용할 때 보람을 느꼈

송정빈 조장 품질의 기본, 규칙의 테두리

습니다.

를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다양한 생각으

주영빈 매니저 그 당시에는 막막했던 일

고택한 책임 배려이다.

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정

들을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조양제 기술선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하여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동료와의

과정에서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스스로의

권기출 책임매니저 행동이다. 사전적인 협

소통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

손혁호 책임연구원 : KMC 인라인 대응 해결사님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송조장님 추천합니다. ^^
김한걸 반장 : 고객 최우선의 일선에서 정확한 정보전달
을 해 줌으로써 생산현장에 즉시 개선이 이루어져 재발 문제
를 해결하시는 히어로이십니다.
양희종 팀장 : 항상 고객 최우선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부문과의 협업으로 족적을 남기시는 송조장님! 히어로

정현우 매니저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0
만% 추천합니다.
권영휘 책임매니저 : 등속의 시작이자 끝인 주 매니저님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우선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차 품질 파
견업무로서 공장 생산조립, 물류 서열납품, 품질, 부품협력업
체 등 다양한 업무를 조금 더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현대위아
이미지 UP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소감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의 특성상 여러 부서 및 고객과의 협업이 많아 협업왕으로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
이라고 받아들이고 동료분들과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Q 내가 생각하는 협업이란?

주영빈 매니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각을 행동으로 옮기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번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협업은 자연스

이재철 매니저 고객 최우선 마인드다.

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수

송정빈 조장 솔선수범하며 소통하는 것.

행하며 개인이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관련

주영빈 매니저 큰 숲을 보고 함께 걷는 것.

부문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개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협업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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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서비스

먼저 저처럼 ‘머지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자, 이제 머지포인트 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앞서 살펴본

위해 ‘머지포인트’에 대해 기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지

바와 같이,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두 가지 이상 업종 제품을

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식당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구매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본인의 사업

있는 앱입니다.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정기결제를 한 뒤 머지

이 상품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업 사업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9호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포인트와 가맹계약을 맺은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

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교통카드, 도서상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시

우리 일상에 깊게 스며들었고,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하나

이죠. 머지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

품권, 구두상품권과 같이, 두가지 이상의 업종이 아니라 한

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이렇게 또 한 해가 무르익어

의 결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 매우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15만원을 주면 20만 포인

업종에 대한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

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은 우리 눈

디지털금융에서의 법적 규제는 금융업자, 금융이용, 금융보

트를 지급하는 식으로요. 매달 정기결제 고객에겐 추가 할인

니다(교통카드 외에 소액결제까지 가능한 티머니는 선불전

살을 찌푸리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쉽게 잡히진 않

안, 금융거래체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야 하기에 본 지

혜택까지 제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하게

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고 있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댁내에는 항시 좋은 일들이 함

면에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

포인트를 살 수 있기에 이득이었고, 머지포인트는 정기결제

머지포인트를 음식점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업종

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에 이번 호에는 최근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건을 예로

회원이 일정 수 이상 모이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뒤늦게 조치했습니

이번에는 ‘선불충전금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체계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

다. 좀 이상하죠?

니다. 과거에 교통카드로만 이용하던 위 서비스가 이제는 네

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

이러한 태도에 소비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청은 당연한 귀결

반)를 받으며 가맹점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됐습니

이겠죠? 머지포인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들 또

다. 가맹점이 사라지면서 머지포인트에 쌓아 둔 포인트가 무

한 머지포인트가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

용지물이 됐거든요.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본사까지 찾아

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지포인트는 적

가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자폭이 상당하여,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들어 주기 어려울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듯 하고요(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또한 검토 실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보겠습

익이 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 누적 회원 100만

니다.

명, 일일 평균 접속자수 20만명이니, 그 사회적 파장은 매우

이 법에 의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

컸던 것입니다.

지급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구입할

아직 입법이 불비한 디지털금융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합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니다(제2조).

그래도 머지포인트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

즉, 2개 이상의 광범위한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지급수단

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자

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은 ‘e-금융민원센터(https://www.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28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

fcsc.kr/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융위에 등록된

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합

업체라면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고 발생이 현저히

니다(제21조).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법의 준수 여부, 재무상태 등을 관리/

또한, 우리가 모든 업체의 약관을 살필 수 없으므로, 포인트

감독하여 소비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는

죠(제39조).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뵙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에 등록하였다면 금감원의 감시/감독을

겠습니다.

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으로 확대되어

받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소비
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
급 또한 해주었어야 하는데(제19조), 그러하지 않아서 여기
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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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책도
재미있다고요!

EDITOR’S PRISM

(feat. 오르한 파묵)

<내 이름은 빨강>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이고, 그를 노벨문학상 위너로 만든 작품입니다. 노벨문학상이 단 하나의 작품
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품이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소설
은 터키의 낯선 풍경으로 독자를 안내하면서도 친절하고 상세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덕분에 우
리는 이 소설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첫 문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 버렸
다”.<내 이름은 빨강, 1p> 어떤가요. 이 소설에 대한 느낌이 오시나요. 시체가 말을 하는(?) 충격적 상
황으로 출발하는 이 소설은 700페이지 내내 이 서늘한 감정을 자간을 통해 고스란히 전합니다. 물
론 단순히 그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소설 하나를 읽는 것만으로도 16세기
터키의 모습을 풍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풍덩 빠지는 것이죠. 특히 왕과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책의 주제죠. 평소 관심이 있던 분
야를 다룬 책은 언제나 독자의 선택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고려하는 것은 아마 저자일 것 같습니다. 평소 애정을
쏟던 작가의 작품이라면, 그 책은 실패할 확률이 낮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목차나 첫 문장 정도가 있을까요.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칼의 노래 - 김훈),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설국이었다’(설국 –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이방인 – 알베르 카뮈)와 같은 압도적인 첫 문장이라면 지나가던 독자들
마저 붙잡을 겁니다.

화가의 삶에 대해선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이 시대를
직접 엿보는 것 같달까요. 이야기는 추리 소설에 가깝습니다. 1591년 터키 이스탄불 외곽의 한 우물
에 버려진 세밀화가 엘레강스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소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저 첫 문장
의 발화자가 바로 이 엘레강스입니다. 그 사건의 이면에서 벌어진 세밀화가들의 암투 그리고 당대의
미녀 세큐레를 둔 러브스토리가 얽히고 설킨 소설이죠. 오르한 파묵은 이 소설을 두고 직접 “나의 소
설 중에서 가장 색채감 있고 가장 긍정적인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세밀화의 황금기인 16세기 터키
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렇죠. 게다가 이 소설은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저마다의 이야

이렇게 책을 선택하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 시기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이

기를 늘어놓습니다. 개나 나무까지 이 사건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파묵은 이러한 이야기들 어

죠.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압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 상은 책 판매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학에 관심이

느 것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생명력을 가진 채 생동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살

없던 이들까지 한 번쯤 둘러보게 하는 힘을 가졌죠.

인범이 누구인지, 세큐레를 둔 절절한 사랑의 끝은 어디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낯설고

책 읽기 딱 좋은 날씨인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작가도 바로 이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입니다. 근 10년 간 노벨문

오묘한 16세기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이뤄지죠. 이 책은 순수문학도 ‘순삭’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

학상의 수상자 대다수가 ‘상업적 성공’과 거리가 있던 것과 다르게 이 작가는 상업적으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다. 700페이지에 겁먹지 마세요.

다른 말로 지나치게 현학적이지 않고, 대중들도 쉬이 접근할 수 있는 소설을 썼단 겁니다. 주인공은 터키의 오르한 파
묵(Orhan Pamuk).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순수박물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 파묵의 첫 소설입니다. 주변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 지 쉽게 가늠되지 않습
니다.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창작물을 내는 게 일반적 귀결이겠죠. “나는 이 소설로 기억될 것이
다”. 파묵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순수박물관> 출간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첫 소설 <제브데
트씨와 아들들>이나 앞서 소개한 <내 이름은 빨강>,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준 <하얀 성>과 같은 숱한
역작들 보다도 그는 이 소설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그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책은 흔하디 흔한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다룹니다. 연기자가 꿈인 퓌순이라는 젊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죠. 사랑의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쉽게 공감을 살 수 있
습니다. 저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한 번쯤 느껴보았을 테니까요. 웹툰이나 웹소설은 물론이며 순
수문학 시장에서까지 사랑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
무른다면 그를 결코 거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역시 이 소설에 충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요. 파묵은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을 이 책에 펼쳐 놓습니다. 퓌순을 만나 44일 동안 사랑하
고, 339일 동안 찾아 헤매고, 2864일 동안 바라본 한 남자의 무서운 집착의 서사입니다. 책의 주인
공은 심지어 그녀의 물건을 틈나는 대로 챙겨 ‘순수박물관’까지 만듭니다. 이 박물관은 그의 집착적
사랑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스토커 아니냐고요? 퓌순에 대한 사랑으로 30년을 앓은 이 남자의 이야
기를 스토커라는 한 단어로 응축하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애끓는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
면,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테니까요. 파묵은 책과 함께 진짜 ‘순수박물관’을 이스탄불에 완성하기
도 했습니다. 책 주인공들의 흔적들을 이 공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탄불의 추
쿠르주마 대로에 있는 이 박물관의 입장권은 친절하게도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책도 읽고, 박물
관 입장권도 한 장 얻고, 그야말로 1석 2조네요.

42

43

HYUNDAI WIA
월간미식회

FA
ENGINEERING
TEAM

평범함은 거부한다
박성수 팀장

강종욱 매니저

홍승현 매니저

FA기술팀의
첫 팀회의를
특별하게 만든
이색 디저트 3종
이세규 매니저

이철규 책임매니저

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FA기술팀
은 특별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습
니다. 바로 매주 진행하는 정기 팀 화상 회의를 배달

주상호 책임매니저

간식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죠. 반복적 업무에 재미를
더한 덕에, 팀원들은 매주 회의를 기다릴 정도라고
합니다.
FA기술팀원들은 매주 간식 메뉴 정하기에도 아주
진심입니다. 인기 있는 간식을 저마다 알아보고, 이
번주 메뉴로 제안하죠. 햄버거, 피자, 마카롱 등 주문
하는 간식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간식과 함께 회의
를 진행하니 비록 화상 회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 조성되고,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송상덕 책임매니저
최진환 책임매니저

윤현석 책임매니저

이번 <월간미식회>에서는 FA기술팀원들에게 더 깊
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이색 디저트를 준비했습니
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좋은 독특한 모양새를 지
닌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 디저트부터 ‘펀
슈머(funsumer)’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디저트까지. 팀원들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은 이번
<월간미식회> 현장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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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신청자
FA기술팀 홍승현 매니저

Q FA기술팀에서 <월간미식회> 사연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요. 당첨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이었나요?

홍승현 매니저 팀원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연초부터 FA기계설비 파트 인원끼리 매주 티타임을

Q 내세우고 싶은 FA기술팀만의 문화가 있다면?

윤현석 책임매니저 저희 팀 막내는 ‘될 때까지 하는 막내’라고

갖고 있어요. 팀장님, 실장님께서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아요. 이때

FA설계팀에서 FA기술팀으로 팀이동을 하며

표현하고 싶어요. <월간미식회> 사연 신청만 네 다섯번 한 것

주제 상관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팀워크와 업무에 도움이 커요. 또한 저희 팀은 스스로 책임감을

코로나19로 회식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외식

만 봐도 알 것 같지 않나요(웃음)?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도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내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스스로 처리하게 되죠.

한 번 못했어요. 그룹사 & 일반사 자동차라인
부품생산설비 프로젝트 견적 및 설계 대응에
바쁜 팀원들이 이색 디저트를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현 매니저 8년째 막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했죠. 여러 번 도전한 만큼 이렇게 팀원들에 맛있는
디저트 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Q FA 기술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성수 팀장 설계 그룹은 공정 설계를 통한 설비 결정과 자동

Q 이색 디저트와 같은 팀의 매력을 손꼽자면?
송상덕 책임매니저 기존 것을 바꿔 ‘이색 디저트’가 탄생하는 것처럼, 저희 팀도 조직문화나 업무 등에서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늘 새로운 방
식으로 접근해 달콤한 결과를 얻어내죠. 또한 팀 규모와 무관하게 팀워크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
다는 점이에요.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협업의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마치 동그란 마카롱의 코크와 크림,
장난감 나무 같은 케이크의 다크 초콜릿과 라즈베리 잼의 조합 같아요.

화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그룹은 16명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가공라인에서의 스마트 물류 공급을 신사업으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업무와 현장을 관리하는 P/M 업
무를 한 팀에서 같이 하다 보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박성수 팀장 저희 팀은 올해 공작기계본부 소속에서 RnA기술센터라는 조직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전동화,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발을 맞추는 과정이죠. 저희 모두가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고, 새로운 협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
사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조직이 작을지 모르지만,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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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날의 BEST PICK!
메ㅇ로드 컬러밤 마카롱

❷

❶

Q 팀원 중 최고 미식가는?

‘물에 넣지 마세요. 입에 양보하세요’
배스밤 같아 보이는 동그랗고 알록달록한
메ㅇ로드 컬러밤 마카롱이 이날의 베스트픽으
로 선정됐다. 기존에 알던 마카롱 모양과 완전
히 다른 비주얼만으로도 FA기술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한 입 크기로 가공된 마카
롱을 베어 물면 바삭거리는 코크가 씹히는 식
감과 소리가 예술이다. 이후 중앙에 감춰진 부
드러운 크림이 조화롭게 어울리기 때문에 한
개씩 쏙쏙 입에 넣어 먹는 재미가 있어 가장 높
은 점수를 얻었다.

윤현석 책임매니저 입맛이 까다롭지는 않은데 맛있는 걸 찾는 과정을 좋아해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창원에 있는 맛집은 찾아가는 편인데 요즘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자주가는 곳은 천주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 있는 <ㅇ금 코다리>예요. 참고로 막걸리가 무제한이라는 점!
특별한 통에 담아서 나오는 막걸리의 시원함은 이곳을 이길 곳이 없어요. 비법이 궁금해서 집에서 막걸리를

후보3 디저트 잡화점
후보1 메ㅇ로드 컬러밤 마카롱

후보2 스ㅇ트제이 케이크

ㅇ솜 벽돌 달고나

서울 수도권 인기 디저트숍 48곳에 선정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케이크를

이것은 달고나인가 벽돌인가? 한 먹방 유

Q 참여 소감은?

된 SNS, 유튜브 상 화제의 디저트. 겉은

만들었다. 깊은 나이테와 거친 표면을 표

튜버의 아이디어로 만든 벽돌 모양 달고

가볍게 부서지며 속은 버터크림과 커스터

현한 초코 바움 케이크는 얼핏 보면 장난

나는 국자를 태워가며 만들던 달고나 와

강종욱 매니저 저희 팀의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승현 매니저 덕분에 정말 맛있는 디저트 먹을 수 있어

드크림을 따로 만들어 섞는 무슬린 크림

감 같기도 하다. 동화 속 나무꾼이 꽂아

는 차원이 다른 크기와 두께를 자랑한다.

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직급별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이색 디저트를 나눠 먹으며 소감을 들을 수

(버터와 커스터드 크림을 섞은 크림)으로

둔듯한 도끼를 빼고 케이크를 한 입 물면

망치로 깨부숴 먹는 달콤함이 스트레스

채웠다. 7시간의 정성이 가득 담긴 만큼

진한 초콜릿 맛과 함께 과육이 씹히는 라

해소에도 제격이다.

작지만 알차다. 알록달록한 총 24가지 맛

즈베리 잼의 새콤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주상호 책임매니저 사실 사보에 이런 코너가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미식회에 참여하게 됐으니 관심을 더 가

주상호 책임매니저 망치로 직접 깨서 먹

을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다채로운

채운다.

으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네요! 먹는 재미

져야 할 것 같아요. 저희 팀 막내 덕분에 이런 것도 경험해 보고 너무 고맙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사

맛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번 미식회에

배정환 책임매니저 한 입 크게 먹었는데

가 있고, 크기도 커서 10명 이상이 하나

보 뿐 아니라 팀 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도입되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는 딸기 요거트, 밀크티 맛을 맛봤다.

예상보다 달지는 않았어요. 라즈베리 잼

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정말

최진환 책임매니저 매우 달아 두 개를 먹

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좋은 디저트 인 것 같습니다.

기에는 부담스러운 맛이네요. 진한 커피

요! 라즈베리 특유의 향과 맛이 초콜릿과

강종욱 매니저 재미와 맛, 두 마리 토끼를

와 한 개씩 먹길 추천합니다. 맛 자체는

잘 어울립니다.

모두 잡은 디저트 같아요. 다만, 망치로

마카롱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신선한 아이

홍승현 매니저 스트레스를 날리는 단맛

깰 때 여기저기로 튀는 조각 때문에 집에

디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탕으로 만

서 먹으면 잔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해요.

윤혁석 책임매니저 어린이나 여성 입맛을

든 달콤한 맛이 아닌 다크 초콜릿의 풍미

아이들과 집에서 체험 삼아 먹는다면 즐

취향 저격할 것 같은 맛입니다. 진한 우유

가득한 단 맛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어

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워 풍부한 맛을 표현

요. 냉동보관 제품이다 보니 시원하게 먹

하고 딱 좋은 한 입 크기라 입에 쏙 넣어

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업무에서 받

먹기 편합니다. 적당히 달아서 오히려 이

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디저트

렇게 크기가 작아서 다행이고 간단한 디

로 강력 추천합니다!

구매해 시간대별로 온도를 맞춰봤는데 그 온도를 재현할 수 없었어요.

있어서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트로 즐기기 제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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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VOICE OF HYUNDAI WIA

지구를
9하자
SAVE THE EARTH
9월 7일은 ‘푸른하늘의 날’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푸른하늘의 날’은 우리
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첫 UN 공식 기념일로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죠.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자원 고갈과 플라스틱 폐기
물 증가, 바다 사막화 현상, 미세먼지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환경. 지구를 위
해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우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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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환경팀 이호재 매니저
텀블러(Tumbler)의 Tumble은 ‘구르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오리엔트 유목민들은 물을 마실 때 주로 쇠뿔을 사용했다
고 해요. 쇠뿔은 휴대하기는 간편하지만 원추형의 모양으로 다
마실 때까지 놓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아래 받침이나 다리가 달린 잔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텀블러의 유래입니다.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종이컵은 사용이 간편하지만 PE(폴리에
틸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성분으로부터 환경 호
르몬 물질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텀
블러 사용을 생활화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2. 법무팀 이재학 매니저
그 어느 때보다도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요즘입니다. 의식하
지 않으면 어느새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죠.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는 길어도 10분이면 다 마실 텐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몇 개이며, 포장해온 음식도 1시
간이면 다 먹을 텐데 그 찰나를 담기 위해 만들어지고 또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기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쏟아지고 있습
니다.
어느 순간 저는 쌓여가는 쓰레기들을 보며 너무 아깝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꺼내
들고 있죠. 커피를 받을 때는 텀블러 용기를 내밀고, 김밥을 주
문할 때는 담을 수 있는 사각 용기를 꺼냅니다.
누군가는 어렵게 용기를 꺼낸 사람들을 더러 유난이라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기가 지구를 구하는 큰 힘이
된다고 굳게 믿으며, 오늘도 저는 용기를 내어 봅니다. 여러분
도 저와 함께 용기내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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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윤강연 매니저

5. 로봇개발팀 정원석 연구원

제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작은 활동을 공유해보고자 합니
다. 창원에서 고향으로 가려면 KTX 직행이 없는 터라 환승을 거쳐 기차
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기나긴 이동 시간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
았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도 줄일 겸 여가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입
사 2년차에 첫 차를 구매했는데요. 원래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다
차량이 있으니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하지만 배기가스 감소에 일조
하고자 창원 시내에서 멀지 않은 거리는 걷거나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
습니다. 자가용을 구매하기 전, 누비자로 창원 시내를 누비고 다녔던 습
관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에 있어 대단한 활동은 아니
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장시간 앉아있는 몸의 피로를
풀며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제 방에는 새로운 쓰레기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
로 비닐 쓰레기통이죠. 페트병이나 캔류는 당연히 분리수거에 힘써
왔지만, 비닐만큼은 아무 생각없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왔습니다.
그러다 마스크를 쓰고 버리는 양이 많아지고, 배달음식을 먹는 횟수
가 늘면서 비닐 쓰레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었습니다. 비닐
쓰레기가 늘어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이걸 그냥 버리는 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일반쓰레기로 보이지 않았
습니다.
지금은 쓰레기통을 하나 더 들여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비닐
을 따로 모아 버리고 있습니다. 비닐 전용 쓰레기통이 차오르는 걸
보고 있자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닐들을 그냥 쓰레기로 버려왔는
지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무분별한
비닐 사용을 피하게 되는 습관까지 생긴 듯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쓰레기통을 하나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4.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오한석 매니저
사우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대신해 ‘님블러’를 쓰고 계실 텐데
요. 그럼 회사 밖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이번 ‘지구를 9하자’에 동참하
고자 카페에 텀블러를 챙겨 갔습니다.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많게는 500원까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텀블러 사용을통해 지출도 줄이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의
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됐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드실 때에는 머그잔이나
유리컵을 이용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자 집에서의 텀블러 세척은 필수겠
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포장이 늘어나며 일회용품들이 넘쳐나는
요즘인데요. 환경도 아끼고 내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텀블러 사용, 함
께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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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부품마케팅팀 박종훈 매니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에
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
제를 유발하죠.
2인 가족이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한 가지는 남
는 식재료들 때문입니다. 근처 마트에서는 식재료를 소분해 낱개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요리를 해먹어도 결국 식재료들이
남아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 집 근처에 자그마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겼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은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
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판매 상점입니다. 이 곳에서 고추, 김,
버섯 등을 묶음이 아닌 낱개로 구매할 수 있죠. 그날 그날 매우 신선
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 비닐이나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담아갈 에코백이
나 용기를 가져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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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멕시코법인 EHS Team José Antonio Torres Flores

9. 멕시코법인 Assembly Team Saúl López Hernández

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물 절약에 힘쓰고 있어요. 비나 에어컨 호스에
서 나오는 응축수를 사용해 화분에 물을 주는 관개 시스템을 만들었
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배출되는 응축수는 오염된 물이 아니
라 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바닥으로 응축수가 버려지
도록 뻗어 있는 호스에 따로 관을 연결해 식물에 물이 떨어지도록 만
들었어요.
페트병은 바닥면을 자르고 입구를 식물의 흙 한 쪽에 꽂습니다. 식물
영양제를 흙에 꽂아 두듯이 식물에 지속적으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
는 것이죠. 비가 올 때면 자연적으로 페트병에 물이 채워지는데요. 물
론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채워져 있던 빗물이 마르면 수돗물을 넣어
주면 되겠죠?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비를 받아 식
물에 물을 줄 수 있어 친환경적인 삶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환경에 해로운
활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강, 호수의 수질 오
염, 과도하게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활동들은 지구에 심각한 피해를 초
래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기후 변화, 물 부족,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결과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환경과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각
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저
는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분해 빨대 사용, 친환경 세제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제가 환경 보호를 위
해 실천하는 내용을 소개하며, 사우분들의 일상에 환경 보호를 위한 영
감이 되길 바랍니다!

8. 멕시코법인 Quality Team Samuel Zapata Mendoza
멕시코에는 재활용과 기부를 함께 하는 ‘타피타스 은행’이 있습니다.
타피타스 은행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수집하고, 재활용 회사를 통해
판매하여 모은 기금으로 멕시코 전국의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를 돕는
것이죠.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돕는 것까지 연결되
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 가족은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해 집
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모으고 있어요. 행복한 사회, 깨끗한 환경을 위
해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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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도법인 HR & GA Team S. Joseph Sathish
저는 쇼핑을 갈 때마다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개인 가
방을 꼭 가지고 다녀요. 판매원이 비닐봉지나 종이가방에 상품을 넣으
려고 할 때면, “제 가방 챙겨왔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죠. 제가 쇼핑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삼베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
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축복을 비는 힌두교 행사 ‘Ayudha Puja’를 기
념해 현대위아 인도법인에서 전 직원들을 위해 선물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회사 로고가 박힌 가방을 사용할 때마다 비닐/플라스틱/종이가방
쓰레기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껴요. 여러분도 쇼핑을 가
실 때면 개인 장바구니를 챙겨 판매원에게 ‘제 가방 챙겨왔어요’라고 말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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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

Happy Together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보이는 립뷰마스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새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사회는 바이러스로부터 보
다 안전해졌지만 이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들
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음성 대신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해 대화하는 ‘수어’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입 모양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구화’를 통해 소통합니다.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수어를
모르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 등의 시각적
단서가 필수적인데요.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대화 내용을 파악할 때 입모양의 기여도는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각적 요소가 꼭 필요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통에 문제를 겪는 것이죠.
마스크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재활 치료에도 장벽이 되었습니다.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재활치료사가 입모양을 보여주는 ‘모델링’과 아동이 입모양을 따라하는 ‘모방 학습’이 필수적인데요. 비
말 차단을 위해 입을 가리는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청각장애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에 이어 일상생활 속 소통까지 차단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30일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
관 경상남도협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청각장애인 립뷰마스크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립뷰(LIP VIEW)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구멍을 뚫고 투명한 필름을 부착해 만든 마스크를 의미합니
다. 언어 재활사들이 보건 마스크와 위생 투명 마스크를 결합해 고안한 것으로 입 부분에 위치한 투명한
필름 덕에 입 모양이 또렷하게 보여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죠.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장애인복지관 경상남도협회 정병두 협회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
처장과 함께 우리 회사 T/C설계1팀 신동운 연구원, 선행유닛설계팀 윤철규 책임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성금은 경남지역 청각장애인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립뷰마스크 3,500장을 구입해 약 830명의 청각장
애인에게 선물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선행유닛설계팀 윤철규 책임연구원은 “립뷰마
스크가 청각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덜어드리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임직원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인의 소통을 위한 보이는 목소리, 립뷰마스크!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으로 장애를 넘어 소통의
장벽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1% 기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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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HYUNDAI WIA

지난 달 디알액시온, 부원산업 직원들이 현대위아 임직원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현대위아 임직원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 보시죠.

Together and Further

디알액시온 김영수 부장 → 구매지원팀 이석재 책임매니저

부원산업 김윤두 영선반장 → 시설동력팀 차형철 매니저

부드럽지만 강하고,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입니다. 지
금은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거 디알액시온 담당자 시절
에 같이 호흡을 맞출 때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에요. 그 당시 제가 더 큰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때 경험을 통해 얻은 업무 스킬과 마음가짐이 지금 제
모습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결로 인해 직접 만나 커피 한 잔 같이 마
실 수 있는 여유가 서로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을 담아뒀었는데

입사 직후부터 시설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 아들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랫동안 여
러 시설 개선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차형철 매니저는 울산, 서산, 광주 공장까
지 직접 방문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 열정과 매사 꼼꼼하게 점검하는 착실함
을 칭찬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FROM 부원산업 김윤두 영선반장

지면으로나마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구매지원팀
이석재 책임매니저

시설동력팀
차형철 매니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을 할 때 제가 합리적인 면을 잘 따지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에 내재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사소해 보일 지

입사한지는 17년 정도 되었고요. 개발팀 쪽에 근무하며 모듈 개

협력사라 하더라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전달하려

2012년도에 입사해 시설동력팀에서 투자 공사 및 유지 보수 업무

라도 개개인에게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힘들더라도 현

발, 엔진 개발, 공작 개발까지 담당하다가 2017년에 구매지원팀으

하는 점이 일을 추진할 때 강함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지어지거나 레이아웃이 변경

장을 직접 방문해요. 진실성 있게 소통하고 확실하게 상태를 파

될 때 투자 공사 업무를 하고 생산에서 필요한 것을 서포트 하는

악해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물은 항상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팀에서는 원가관리 파트 쪽에 있으면서
원가 표준, 재료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디알액시온 김영수부장님에게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유지 보수를 담당하죠. 고장 난 시설을 보수하고 필요 시 자재 구

Q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본인만의 비결은 무

디알액시온 김영수 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물 같다고 해야 할까

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 담당 지역은 나뉘었지만 시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요? 어떤 그릇에 담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물처럼 우리 회사

행 업무는 비슷해 서로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알액시온 김영수 부장님과는 제가 엔진 개발 업무로 옮긴

에서 어려운 점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그 부분이 안된다고

2009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디알액시온의 창구 역할을 하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대응해 주시려고 해요. 조화로운 물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무를 ‘내 일’로 정의하거나 한정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시는 분이다 보니 이슈 대응을 하셨었죠. 당시 5~6년은 함께 일

같았습니다.

시설동력팀의 든든한 아버지 같은 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받

업무든지 한 걸음 먼저 다가서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으니 영광이에요. 입사 직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함께

모습을 열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하네요(웃음). 시설동력

한 만큼 업무적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업무 특성상 현장에 일이

팀원들의 덕도 있어요.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전방에서 조

했던 것 같은데요. 꽤 오래 연을 쌓기는 했지만 제가 그 업무를

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업

하던 때가 오래 전이기도 해서 감사 메시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

Q 좋은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했어요.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덕담

어려운 얘기인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있어야 할

터지면 주말 평일 관계없이 가장 먼저 나가 선제 대응을 해야 했

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럴 때 마다 적극적으로 도와 완벽하게 업

과 선물까지 받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것 같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

는데 김윤두 반장님께서는 365일,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마다

무를 해내는 팀원들이 있어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하는 마인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대화

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셨죠. 그만큼 시설동력팀 팀원에게 없어

Q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메일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 전화 한

서는 안 될 반장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보듬

Q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번 더 하고, 가능하면 얼굴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

어 주신 만큼 정말 감사한 분이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부족한

2011년 일부 업무를 디알액시온으로 외주화 한 적이 있었어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업무를

그 때 디알액시온으로 우리 회사 인원들이 가서 지원을 했어요.

지양하는 분위기가 아쉽지만,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Q 꼭 현장에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은 어떤 의

움이 되는 인물이 되고 싶죠. 업무 특성상 주말과 평일의 경계가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디알액시온 측에서도 잘 따라와 줘서 라인

말 한 번 더 건네고 하는 것이 협업에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미를 갖고 있나요?

모호하지만, 핑계 대지 않고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

을 끊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고생하기도 했지만

요.

시설동력팀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현장이라고

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억에는 가장 많이 남는 일이네요.

Q 외유내강이라는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비결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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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분을 찾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차분히 성장해 회사에 큰 도

생각해요. 저희 팀에게는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현장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저희 팀

팀이 구매지원팀이다 보니까 구매사업부 내 각 개발실, 구매실

요?

들을 총괄하는 팀에 있어요. 각 개발, 구매팀들은 협력사와 협업

평소에도 나서거나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하고 있지만 구매지원팀 입장에서는 구매실, 개발실 내 팀들과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하다는 부분은 일

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해 나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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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전자도서관 오픈

인터몰드 코리아 2021 2차 온라인 전시회 참가

지난 9월 1일 우리회사는 임직원을 위한 전자도서관을 오픈했다. 임직원들

우리 회사는 2021년 2차 ‘제25회 인터몰드 코리아(INTERMOLD KOREA)

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APP’을 통해 당사가 보유한 책을 모바일 기기와

2021’ 온라인 전시회에 참여했다. 인터몰드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PC를 통해 대여해 읽을 수 있다. 대출은 3권까지 14일 동안 가능하다. 현재

두기를 고려해 올해 온라인으로 1, 2차로 나뉘어 열렸다. 이번 2차 온라인 전

빌릴 수 없지만 읽고 싶은 책은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희

시회는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망도서는 신청건수에 따라 월 단위로 구매가 진행된다. 비즈니스지원팀 담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총 11대의 제품을 출품했다. 3축, 5축 금형가공

당자는 “앞으로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한 온·오프라인 복지 서비

용 공작기계 8종과 더불어 하반기에 런칭한 수평형 머시닝 센터 HS5000 II,

스를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S6300 II 및 Y축 가공용 CNC 선반인 L5100LY을 선보였다. 우리회사는 이

HYUNDAI WIA launches a new welfare program, e-library

On September 1, HYUNDAI WIA opened an e-library for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Employees can lend a book by downloading the
'KYOBO Virtual Library Application' on mobile devices or PC. Up to three
books could be checked out for 14 days. Items that are not on the list can
be reserved within the application or website for the monthly purchase.

2021 · September

"We are planning to implement various on·offline welfare services for
employees' self-development and relaxation", said a manager from
Business Support Team.

품질지원팀 반기 우수제안 시상식 개최

Quality Support Team organizes semi-annual suggestion
ceremony
지난 8월 19일 품질지원팀은 우수제안 시상식을 진행했다. 매년 반기별로 시
행되는 우수제안 시상식에서는 상반기 New Thinking Day, 제안실적 우수사
례 수상 및 7, 8월 우수 품질인 발표했다.

번 인터몰드 전시회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HYUNDAI WIA participated in the second 'The 25th Korea Int'l DieMold
& Related Equipment Online Exhibition'. Following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 exhibition opened in two different sessions in the first and
latter half of the year. The second online exhibition is on display from
September 6 to December 31.
HYUNDAI WIA exhibited a total of 11 products, including eight 3-axis,
5-axis die & mold machining centers and three newly launch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s HS5000 II, HS6300 II, and Y-axis CNC
turning center L5100LY. Amid the pandemic, HYUNDAI WIA strives to
improve marketing strategie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mold
Korea 2021.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다짐 챌린지’ 참여
HYUNDAI WIA participates in safety campaign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New Thinking Day 제안 효과 금액 부문에서는 ‘실린더 블록 및 발란스 샤프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화학사고 예방

트 소착 불량’ 문제를 개선한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매니저가 최우수상을,

캠페인 ‘밸프스(밸브·플랜지·스위치) 안전 다짐 캠페인’에 참여했다. ‘밸프

‘ACT 차량 화인소음’을 개선한 차량부품선행품질팀 김태우 책임매니저가 우

스’는 화학물질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인 밸프, 플랜드, 스위치의

수상을 받았다. 상반기 제안실적 우수상은 50건의 최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첫 글자를 따온 것이다. 안전 다짐 캠페인은 장치의 관리 및 상태를 주기적으

엔진품질2팀 이영규 반장이 받았다.

로 점검하며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종부 상무는 “임직원을 적극 동기부여해 창의적인 아이

우리 회사는 이번 캠페인에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공장

디어를 지속 발굴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생산실장, 비즈니스지원실장 등을 포함해 17명의 임직원이 창원 1공장

On August 19, the Quality Support Team conducted a suggestion
ceremony. On the day of the semi-annual event, a selection of
suggestions in 'New Thinking Day', best practices for proposed
performances, and excellent performers in July and August were
awarded. Chae Sung-won, manager in Engine Quality Control Team,
won the grand prize for solving 'seizures in cylinder blocks and balance
shafts' and Kim Tae-woo, senior manager in Automobile Parts
Advanced Quality Team, won the excellence prize for improving 'whine
noise in ACT vehicles' as cost saving proposals in ‘New Thinking
Day’. Lee Young-kyu, head of Engine Quality Team 2, received
the first half-year excellent suggestion prize for proposing 50 ideas,
the highest number of all. Lee Jong-bu, the executive director who
attended the ceremony, said "the only way to achieve maximum overall
performance and manufacture the best product is by motivating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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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Participates in Intermold Korea 2021

members to continue discovering creative ideas".

특수사업실 도금공정 사업장에 밸브, 플랜지, 스위치 안전확인 스티커와 포
스터 등을 부착했다. 우리 회사는 ㈜효성중공업을 다음 참여 기업으로 지목
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철저한 점검
과 개선활동을 전개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On August 26, HYUNDAI WIA participated in a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campaign called 'V.P.S(Valve·Flange·Switch) Campaign'
conducted by the Nakdo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The
purpose of the safety campaign was to manage and inspect the
equipment as countermeasures to prevent more chemical accidents.
HYUNDAI BNG STEEL Inc nominated HYUNDAI WIA. A total of 17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by posting valave·flange·
switch safety check stickers and posters at Changwon Plant 1
plating process line. HYUNDAI WIA continued the campaign relay by
nominating HYOSUNG HEAVY INDUSTRIES Inc. HYUNDAI WIA
plans to continue inspecting and improving facilities, handling toxic
chemical substances, and achieve zero-accident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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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사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

HYUNDAI WIA MEXICO opens corporate-run mass vaccination
site

강소법인 무더위 극복 키트 배포
江苏法人开展夏日高温慰问活动
지난 8월 강소법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임직원을 위해 ‘무더위

멕시코법인은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코로나19 백신 단체접종

극복 키트’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키트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소금물

을 실시했다.멕시코에서는 그동안 주거지역과 연령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차

과 바디워시,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으로 구성됐다. 키트를 받은 한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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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났다. 이에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임직원들이 기약 없이 접종을 기다려
야 해 불편이 컸다.
멕시코법인은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멕시코 보건부와 기아 등 인근 회사들
과 협력해 단체 접종을 기획했다. 백신접종을 원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코로
나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멕시코법인은 2차 접종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해 모든 임직원들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배려 덕분에 더위를 극복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
더위를 이겨내 고품질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법인
은 매년 폭염인 날이 늘어나고 평균 기온도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임직원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随着伏天的来临，气温不断攀升，为保障员工身体健康，提高工作积极
性，江苏法人组织开展了为员工夏日送清凉的活动。为了做好一线员工的

From Aug 16 to 17, HYUNDAI WIA MEXICO opened a corporate-

防暑降温工作，公司向全体员工不仅每天发放盐汽水，还发放了花露水、

run mass vaccination site for two days. The program organized by the

沐浴露、洗发水、等生活用品。实行发放夏日送清凉活动的目的是使员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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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an government caused the immunization gap to widen according
to age and residential districts. Also, staff members of HYUNDAI WIA
faced hardships waiting for unpromising inoculation. KIA and the Ministry

在炎热的天气中得到必要的休整，关注员工的身体健康，提高工作效率。
凤凰镇镇政府也在8月专门来公司慰问了工厂一线员工，强调高温天岗位安

of Health in Mexico arranged the corporate-run mass vaccination site

全作业的重要性，嘱咐大家注意身体健康。一名员工感慨道“虽然天气炎

to allow every employee willing to be vaccinated to orderly take shots

热，但时刻能感受到公司领导的关怀，定将以更饱满的热情投入到工作中

during office hours. HYUNDAI WIA MEXICO will push for various

去，争取优质、高效地完成工作任务。”

ways to secure second shots to curb the spread of variant viruses and
conduct vaccine education to create a workplace in which all workers
feel protected.

중국 장가항시 시장 강소법인 방문
张家港市市长访问江苏法人

인도법인 반기 트로피 시상식 개최

지난 8월 27일 중국 장가항시 시장단이 강소법인을 방문했다. 장가항시 한

HYUNDAI WIA INDIA opens a semi-annual trophy ceremony

위 시장단은 ‘둘이 함께’ 건설 행동 실천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 연계 기업을

지난 8월 6일 인도법인에서 처음으로 트로피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장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3c & 5s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3c & 5s는
변함없는 수량, 컨테이너, 위치(3c)와 분류, 정돈, 광택, 표준화, 지속(5s)의 약
자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함성일 법인장은 최고점을 받은 생산조립라인1
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다. 인도법인은 앞으로 반기별로 시상식을 진행
해 깨끗하고 정돈된 생산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On August 6, HYUNDAI WIA INDIA held a trophy ceremony for the
first time. The event was organized to motive plant workers and make

방문했다. 서민석 법인장은 시장단에게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과 제품, 품질,
판매 시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위시장은 “기업이 확고한 자신감으로 깊
이 있게 연구하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 관련 기관 및 부서가
각종 서비스를 보장해 기업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장
가항시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해 지역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8月27日，市委副书记、市长韩卫带领相关部门负责人，开展“两在两
同”建新功行动暨走访调研重大项目、挂钩企业。
来到江苏现代威亚有限公司，法人长徐敏锡一行陪同参观。韩卫一行深入

improvements in 3c & 5s. Short for constant quantity, container,

生产车间，法人长向市长详细介绍了企业生产经营现况、产品质量、销售

location(3c) and sort, set in order, shine, standardize, sustain(5s).

市场等情况。韩卫指出，企业要坚定发展信心，继续深耕主业，进一步拓

Managing Director Ham Sung-il awarded a trophy and prize money

宽销售渠道，提升市场占有率。同时要求相关部门做好保障服务工作，助

to Production Assembly Line 1, the team with the highest points. with

力企业高质量发展。

a trophy and prize money. HYUNDAI WIA INDIA plans to conduct
the ceremony every half year to create a neat and clean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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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일조은행과 친선축구경기 개최

Security

21년 9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山东法人与日照银行举行足球友谊赛
지난 8월 18일 산동법인 사내 축구 동호회는 일조은행과 친선축구경기를 치
렀다. 일조 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친선경기는 ‘일은 즐겁게, 삶은 건강하
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일조은행의 시구에 이어 멋진 경기가 펼쳐졌다. 치열

W+NEWS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안내
스미싱 주의!

하게 펼쳐진 이번 경기는 막판에 양팀의 극적인 득점으로 4:4로 끝났다. 산
동법인은 모든 임직원이 열정적으로 회사 사업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양한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산동법인은 또 친선경기를 계기로 일조은행과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더 효율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8月18日，公司与日照银行在足球公园进行了一场“快乐工作·健康生活”
的足球友谊赛。比赛由日照银行足球队开球。赛场上，球员们尽情奔跑，
挥洒汗水的同时相互切磋球技，队员分工明确，配合默契，比赛激烈而不
失友好。最终双方终场前各进一球，总比分4:4，打成平手。此次足球友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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赛，公司员工展现了努力拼搏和勇于争先的精神，增强了团队合作精神，
激发了积极协作的热情，能够使大家以更加饱满的精神投入到我公司的事
业发展当中。同时此次比赛也增进了与日照银行员工间的沟通交流，提升
业务合作效率。

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
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
하는 수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
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
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
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산동법인 방역 강화 대책 발표
山东法人抓好疫情防控，平稳有序推进生产工作

아울러, 이용자들은 평소 ‘10대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하고,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

지난 8월 산동법인은 사내 방역 업무를 전면 개편했다. 산동법인은 정부의

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세 가지 신규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수 있다.

산동법인은 먼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올바
로 지킬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TV, 라디오, WeChat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
이다. 아울러 체온 측정과 건강 바코드 체크를 생활화하는 등 자가 건강검진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동법인은 소독 강화에도 나선다. 사
내 공장은 물론 사무실과 시설 모두를 철저하게 소독 관리해 쾌적한 생산 공
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 관련 물자를 확보하고 방역 감독을 선
정했다. 방역 감독은 일상 방역 수칙이 올바르게 지켜는지 모니터링 한다. 또
한 코로나19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응급처리 능력
을 제고했다. 산동법인은 새로 마련한 신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안전
한 일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산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상담
②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③ 금융 및 증권 등 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④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결제사기 예방서비스
(App 등)설치/활용
⑤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내역 여부 확인

8月，山东法人为落实企业疫情防控主体责任， 建立企业疫情防控工作机
制，展开了新一期的防疫工作。抓好日常防疫，加强宣传引导。对公司员工

⑥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결제사기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进行日常体温检测、检查健康码；社内设置防疫指南宣传板，定期分发防疫

⑦ 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파일’, ‘파일 관리자’ 등

口罩；食堂电视、广播、公司微信公众号定期宣传防疫知识，做好员工教育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培训。加强环境管理。对照常态化疫情防控标准和要求，对工厂、办公区域

저장 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하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

以及公共区域每日清洁、消毒，优化调整公司的生产活动空间。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确保防疫物资储备充足，完善应急预案。加强日常督查检查，增强应急处

[출처 : 보안뉴스]

置。公司通过以上三个方面的工作强化，全面提升疫情防控应急处置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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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베이커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9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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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인 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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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압도적으로 Z세대 헤비유저가 많은 ㅇㅇ

진

T
7

25회 ㅇㅇㅇㅇㅇㅇㅇ에 참여했다. (p.61)

3

추

C

후

변

ㅇ는 실시간 트렌드를 통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키워드를 보

화

획

1

5

여준다. (p.32)
3. 대가족의 탄생을 기념하며 가족사진 촬영에 임한 조해동 매니
저의 소속 팀명은? (p.26)

당첨자

•시설동력팀 김서현 책임매니저

•전장개발팀 김충길 책임연구원

•구동생산부 김병철 기술기사

•차량부품마케팅팀 박현오 책임매니저 가족 박나은 양

•경영혁신팀 박성대 책임매니저

•로봇개발팀 김은석 책임연구원 가족 김병미 양

•서비스지원팀 이진석 매니저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한경민 조장

•차량부품연구지원팀 신동호 연구원

•비즈니스지원팀 정민석 매니저

4. 현대차가 19년 만에 출시한 경형 SUV 차종의 명칭은? (p.31)
5.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으로 16세기 이스탄불
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p.43)
3

4

6. 편의점, 대형마트 등 포인트 결제 앱 ㅇㅇㅇㅇㅇ는 전자금융업
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 문제를 겪
고 있다. (p.41)

세로퀴즈

6

현대위아 매거진 독자의 의견
현대위아 사보 담당자에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접수처: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 앞 (minju@hyundai-wia.com)

4

1. 우리 회사는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ㅇㅇㅇㅇ
ㅇ을 위해 립뷰마스크를 선물했다. (p.56)
2.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최초 공개한 미래 장거리 물류를 위한 무

5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의 명칭은? (p.12)
3. 우리 회사는 ㅇㅇㅇㅇㅇ을 교두보로 유럽 완성차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p.7)

6

4. 구동생산부 김광태 매니저는 기존 ㅇㅇㅇㅇㅇ 재질이던 더미플
러그를 침탄강으로 변경하여 내구성을 강화했다. (p.21)
5. 매주 진행하던 화상 회의에 인기 간식을 추가해 재미요소를 더
한 홍승현 매니저의 소속 팀명은? (p.45)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6. 차량부품마케팅팀 박종훈 매니저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 제품
재사용과 폐기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ㅇㅇㅇㅇㅇㅇ 상점을
이용한다. (p.53)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minju@hyundai-w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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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이 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이름

김일형(당시 만 8세 10개월, 남)

발생일자 2010. 09. 04 (토)
발생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신체특징 키 125cm, 체중 20kg, 자폐성장애, 왜소한
체격, 갸름한 얼굴형, 검정색 스포츠형머리
착의사항 흰색 메리야스(가슴에 별그림), 청색 반바지,
청색 장화

이름

이규진(당시 만 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0. 04. 07 (금)
발생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신체특징 쌍가마, 말이 늦은편
착의사항 미색 티셔츠, 검정색 단화

이름

최준원(당시 만 4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0. 04. 04 (화)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신체특징 어금니 전부 은색도금, 어깨길이의 긴 생머리,
흰색 머리띠
착의사항 모자달린 청색 점퍼, 주황색 긴바지,
청색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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