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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ity
시는 모름지기 시야를 비틀며 만든다. 고정되어 있는 관
념을 흔들고, 뿌리까지 내린 생각을 뽑아서 재배열한 것
이 시다. 그래서 시는 가장 순수한 시각으로 쓰여진다고
말한다.
시가 다시 유행한다는 건 결국 순수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과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
는 것’ ‘편견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를 응원해주는 것’들
말이다. 이는 곧 성숙의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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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을 말하다

WIA Special

성 숙 을 말하다

순수와 성숙의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놀랄 때가 많다. 특정 사물을 가리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그런데, 어둑해진 밤에
유리창에 비친 안방 전등의 불빛을 보며 ‘달’ 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럴 때면 “아니 그건 불이야”라고 말하려다가
도 이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멈칫하게 된다.
아예 한 방송사에서는 이런 아이의 순수함을 바탕으로 퀴즈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다. 많이들 기억할 텐데 바
로 <전파견문록-퀴즈! 순수의시대>다. 제시 단어를 어린 아이들이 설명하면 어른들이 푸는 방식인데, 아이들의
설명이 가히 예술이다. ‘신호등’을 두고 ‘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고, ‘만세’를 ‘엄마랑 목욕하면 이걸 꼭
해야 해요’라고 설명한다. ‘추억’을 두고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라는데 이쯤 되면 문학이라고 해
도 되지 싶다.
이렇게 아이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건 큰 행복이다. ‘성숙’이라는 이름 앞에 굳어진 우리의 뇌에 자극을 주고, 고
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은 순수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
숙은 곧 ‘꼰대’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 혹, 후배와 자녀의 이야기가 갑갑하고 세상의 물정을 모르게만 느
껴지는가. 그렇다면 이미 그건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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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토피아」의 한 장면

# 영화 「주토피아」 - 주디의 시선
순수와 성숙의 조화인 만큼 어른도 아이도 모두 좋아

제작사인 디즈니는 이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꽤나 세련되게 그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 한다. 무턱대고

리고 유쾌하게 풀어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라”는

무시하지 말자. 지금부터 소개할 디즈니의 <주토피아>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해결의 시작은 ‘순수’성의 회복에 있다.

는 무려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박스오피스 기

바로 머리에 깊숙이 자리한 편견을 지우는 것. 주디가 닉과 문제

록을 세웠다.

를 해결할 한 팀이 되는 것도 ‘여우는 교활하다’는 명제를 지우면

영화 <주토피아>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동물의 세계

서 시작되니 말이다. 그리고 이 편견을 부수는 장치는 영화 곳곳

와 다르다. 초식동물이 사나운 맹수에게 사냥당하는 약

에 배치돼 있다. 누구보다 빠를 것 같은 이름을 지닌 ‘스피드’는

육강식은 이곳의 어린 아이들(동물들)의 연극에서나 볼

세상에서 일처리가 가장 느린 나무늘보이고, 어떤 동물보다 더

수 있는 풍경이다. 주토피아의 동물들은 진화할 대로

크고 사나울 것 같은 암흑조직의 우두머리 ‘미스터빅’은 아주 작

진화했다. 인간처럼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들만

은 생쥐다.

의 룰을 만들어 산다. 주토피아에 포식자와 피식자의

주토피아는 권선징악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악당이 드

관계는 없다. 각자 알아서 재료를 구입해 요리를 해먹

러나고 그들이 처벌받는 상황에서 까지 우리의 편견을 철저히 깨

으면 되니까 말이다.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편견을 없애는 것이-꼬마 시절 주디

주토피아의 주인공 주디 홉스는 이런 주토피아의 세

가 토끼 최초의 경찰을 꿈꿨던 것처럼-‘누구라도 모든 것이 가능

계에서 사상 최초로 토끼 경찰을 꿈꾼다. 제 아무리 동

하다’는 주토피아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시작이라는 점을 철저히

물들 사이에 평등이 찾아왔다 해도, 힘 좀 써야 하는 경

강조한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순수성이 아닐까 한다.

찰은 물소 표범 등 강한 자의 전유물이다. 물론 주디는
주인공인 만큼 주토피아 최초의 토끼 경관이 되는데 성
공한다. 그러나 이곳에도 유리천정은 존재한다. 주디는
꿈꾸던 흉악범을 잡는 중요 임무가 아닌 주차단속이나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지나가던 날라리 같은 여우 닉
와일드에게 놀림을 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차별은 영화가 진행되며 더욱 두드러진다. 완전
히 사라진 줄 알았던 육식동물의 야생성이 나타나기 시
작하고,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을 경계한다. 육식동물
의 무시와 초식동물의 경계가 혼재되며 주토피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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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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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턴」의 한 장면

# 영화 「인턴」 - 벤의 어른스러움
<주토피아>보다 <인턴>은 더욱 노골적이다. 30대의 여성 대표와 70대 남성 인
턴이라는 영화의 설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주인공 벤 휘태커(로버트 드니
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다. 본인은 정년퇴임해 여가를 즐기고 있고,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 분가했다. 그런 그를 붙잡은 건 바로 ‘인턴공고’. 공고를
낸 사람은 30세의 잘 나가는 쇼핑몰 대표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 나이도 위
치도 전혀 다른 이 둘을 조명하며 영화는 진정한 ‘성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영화 내내 벤이 보기에 줄스는 영락없는 ‘요즘’ 애들이다. 회사 안을 자전거로
돌아다니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신없는 회의를 진행한다. 의사결정
속도도 그야말로 LTE급이니, 벤이 적응하기 수월할 리가 없다.
당연하게도 줄스가 만능일 리 없다. 업무는 갈수록 과부하가 걸리고,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엉망이 되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 벤의 어른스러움이 빛을
발한다. 벤은 전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언제나 충고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를 우선하고,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위로를 건넨다. 판단
은 언제나 상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데 집중한다. 굳이 이 영화에
서 그를 인턴으로 설정한 것은 흔히 생각하는 권위를 삭제하려는 장치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이런 벤의 포용어린 시선에 줄스 역시 점차 성장한다. 한 가정을 지키고 아이
를 돌보는 엄마로, 200명이 넘는 직원을 콘트롤해야 하는 회사의 대표로 손색없
는 모습이 되어 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죠?”라고 말해
주는 진짜 어른 벤이 있다. 아 물론, 줄스 역시 70대의 노인을 인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으니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말해둬야겠다.

8 2016 September

# 성숙의 길을 걷자
최근 문학계에서는 ‘시’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영화 ‘동주’ 덕에 윤동주의 시집이 불티나게 팔리
고, 출판사들은 김소월 등 유명 작가의 시 초판본을 앞 다퉈 내놓기도 한다. 국내 한 출판사는 전 세계의 주요 명시들
을 세계시인선을 리뉴얼 해 출판했다.
시는 모름지기 시야를 비틀며 만든다. 고정되어 있는 관념을 흔들고, 뿌리까지 내린 생각을 뽑아서 재배열한 것이
시다. 그래서 시는 가장 순수한 시각으로 쓰여진다고 말한다.
시가 다시 유행한다는 건 결국 순수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말한 두 영화가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세상과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편견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를 응원해주는 것’들 말이다. 이는 곧
성숙의 길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순수의 시각이 아닐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편견 없이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테니 말
이다. 괜한 편견으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더욱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영화 <인턴>에서
줄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고 기다려줬던 벤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분명 그 후에는 더욱 성숙한 현대위
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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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회 스마트 NC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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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7/12~16일, 현대위아-지멘스 NC경진대회
고등-대학생

양

성

기술인재

의

200여명

참가

장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창원 기술지원센터에서 ‘제3회 스마트
NC경진대회(이하 NC경진대회)’를 열었다. NC경진대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 공작기계 가
공을 위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기술자를 꿈꾸는 고등학생, 대학생 200여명이 모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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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8:00 참가자 접수

AM 9:00 대회 시작

AM 11:00 공작기계 생산라인 투어

예비 기술인들의 발판
NC경진대회는 수많은 예비 기술인들에게 실력 함양의 발판이 되어주
며,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14년 제 1회 NC경진대회 학생부 2위 수상을 계기로 우리 회사에 입
사한 조정환 사원의 사연도 전해졌다. 15년 6월 항공생산부로 입사한
조정환 사원은 “방학 동안 친구들, 교수님과 모여 반복 연습하며 대회
를 준비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처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감을 가지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수상 비결과 참가자들을 위한
응원을 전했다.
대회 당일, 참가자 중 최동윤 학생은 “이 대회를 계기로 목표하는 꿈
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예년과 동일하게 별도 구성된 전문 심사단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
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총 9명의 시상자를 선정하여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300만원, 65인치 LED TV, 노트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 : 한국폴리텍 창원캠퍼스 / 강봉수
금상 : 창원대학교 / 임영후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 김도영
은상 : 울산과학대학교 / 김경섭
울산과학대학교 / 이승훈
울산과학대학교 / 김동걸
동상 : 한국폴리텍 창원캠퍼스 / 김지우
울산과학대학교 / 김진우
울산과학대학교 / 차기성

더 생생한 사진과 후기는
현대위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그룹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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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pecial

Zoom-in❷

최고성능의 초고정밀
금형 가공기들을 한눈에!

금형 공작기계
로드쇼 개최
- 2회에 걸쳐 의왕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려
- 현대위아 대표 금형 공작기계 한 눈에 확인
- 제품 제작 시연 및 연구·제작 현장 공개

Hi-MOLD6500

더 생생한 사진과 후기는
현대위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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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60M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그룹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는 8월 19일과 9월 9일 두 번에 걸쳐 의왕 기술지원센터

금형 작업에 최적화돼있다.

에서 ‘금형 로드쇼’를 개최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회원사와 자동

금형 틀 제작 시연도 이뤄졌다. 자동차 헤드램프, 커넥팅 로드, 운동

차부품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로드쇼에는 금형 공작기

화 밑창 등 다양한 금형 틀을 가공해 고객들이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계 10여종이 전시된다. 금형 공작기계는 금형 틀을 완벽히 만들 수 있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향제와 알

도록 초고정밀 가공이 가능한 기계를 말한다.

약 등의 금형 틀도 샘플로 전시되었다.

우리 회사는 초고성능 공작기계 기술력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우리 회사는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해 공작기계 연구·조립현

있도록 이번 로드쇼를 기획했다. 공작기계 시연은 물론 시제품 제작현

장도 공개했다. 시제품 및 유닛 조립현장을 비롯해 고품질 공작기계를

장 및 연구현장을 공개해 국내 뿌리산업을 지탱하는 회사의 노력을 고

만들기 위한 각종 연구 시험 과정을 공개해 고객들이 현대위아 공작기

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번 로드쇼에는 Hi-MOLD6500, F660M 등 우리 회사를 대표

윤준모 사장은 “금형 가공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현대위아

하는 최고성능의 공작기계가 대거 전시되었다. 수직형 머시닝센터 기

공작기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로드쇼를 기획했다”며 “금형

종인 Hi-MOLD6500은 적재중량이 최대 1000㎏로 동급 최고 수준을

공작기계를 찾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

자랑하며, 가공속도는 최고 24,000rpm에 달해 아주 정밀한 금형 틀을

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작할 수 있다. F660M은 동급 기종 중 가장 넓은 이송거리를 자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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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pecial

Zoom-in❸

안전사고
‘제로’ 만들기 나서

작업 中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10대 안전수칙 제정
우리 회사가 안전사고 없는 작업장 만들기에 나섰
다. 우리 회사는 작업 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대 필수 안전 준수사항」을 제정해 지난 8월 10일
공개했다. 안전 준수사항은 이날부터 11월말까지 전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외주업체 직원에게까지 교육
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 회사는 현장에서 각종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시 지켜야
하는 5개 항목과 금지하는 5개 항목으로 필수 안전
준수사항을 구성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은 ①
안전보호구 착용 ②안전작업 허가 이행 ③정비·청소
중 안전표지판 부착 ④작업장 소화기 비치 ⑤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이다.
금지 항목은 ①운전·기계조작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②안전장치 해제금지 ③중량물 하부 이동금지
④사업장 내 과속금지 ⑤지정장소 외 흡연금지다.
이밖에 사내 공사업체에 대한 안전규정도 대폭 강
화하여 각종 작업 시 규정된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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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생한 사진과 후기는
현대위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그룹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안전 비전 및 목표 설정,
전사적 안전문화 마인드 정착 활동 전개
우리 회사는 이에 앞서 안전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
고, 무사고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안전한 동
행』이라는 비전 아래 「중대사고 제로화」,「재해율 0.2%
이하 달성」,「안전문화 정착」을 3대 추진목표로 삼고, 사
업장내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직원들의 전문
역량과 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정립,
현장 실천을 위한 안전문화 준수 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
가고 있다.
이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의 안전 준수사항을 점검하
는 현장경영을 펼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 교육과
더불어 안전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사적인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위아는 앞으로도 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위아 윤준모
사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다”며 “현대위아 임직원을 비롯해 함께 일하
는 모든 직원들이 보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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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2016년 상반기 우수 소그룹 발표회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0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 혁신을 위한 ‘2016년 상반기 우수 소
그룹 개선활동 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는 현장직원 약 200여명이 테마별로 조직한 우수개
선 소그룹들이 개선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각 사업본부에 필요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윤준모 사장과 주요 임원들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대상은 모듈생산2부의 ‘디딤돌’ 팀에게 돌아갔다. 디딤돌 팀은 ‘EMS 무결점 구축’을 주제
로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작업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
안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소그룹 활동이 확산되어 더 활발한 혁신활동이 이어져 현대위아의 전통
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HYUNDAI WIA Holds a Presentation for Small Group Improvement Activity
On July 20th, HYUNDAI WIA held a small group improvement activity awards ceremony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and Uiwang R&D center.
A small group, is an organizational activity with members who actively works and willing to
improve the business work fields.
And on this day, about 200 field staffs gathered around and not only they discussed several
issues but also analyzed problems which are happening in the field.
During the ceremony, each groups had a chance to announce their idea, and among them ‘Di
Dim Dol’ the group of Module Production team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was selected as
the best proposal team.
They gave a speech on a subject of ‘Building EMS System’, streamlining the work of auto
parts production line and suggest ideas to improve work safety.
The participants said, “We hope this activity could take place as a unique tradi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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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아이디어 품평회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3일 창원1공장 공작기계 C동 로비에서 ‘공작기계 아이디어 품평회’를
열고 ‘원가 및 생산성 개선’을 주제로 우리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품평회에서는 특히 품질 및 공정 개선 아이디어는 물론 제작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올해로 3년 째 이어오고 있는 아이디어 품평회는 이곳에서 나온 개선안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되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 품평회를 지속적으로 시행,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
기는 한편 업무 혁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Machine Tool Idea Proposal Show
On July 13th, Machine Tools Idea Proposal Show was held at Machine tool C factory and the
members had time to share their ideas on the subject of cost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ith the suppliers.
Quality and process improvement ideas, as well as a variety of ways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was suggested at the show..
The proposal show has been started since 2013, and the best ideas are actually applied in
practical work and are leading the innovation.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enforce, and exert more efforts to improve business innovation
by meditating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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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구매본부 우수 IDEA 사례 발표회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6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2016년 구매본부 우수 IDEA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사적으로 업무와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
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업무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제안활동을 활성화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자고 다짐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안건으로 선정된 각 부서별 담당자들이 무대에 올라 업무관행 개선,
품목 표준화, 원가개선 사례 등 총13개의 테마로 열띤 발표를 진행해, 그 중 ‘로봇 자동화 라인
표준화 실시’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설비구매팀 조정현 대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매본부장 최정연 전무는 수상 직원을 격려하며 “직원 모두의 생각이 변화의 시작이자 혁신
의 출발”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돼 기업을 스스로 이끄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강
조했다.

Purchasing Division holds a conference for presenting the Best Idea
On July 6th, HYUNDAI WIA Purchasing Division held a conference for presenting the best idea
in order to improve the business and revenue through a wide variety of ideas.
The participants shared ideas to innovate their business and resolved themselves to increase
business efficiency by activating proposal activities.
Staffs proceeded with the presentation of 13 different themes such as improving business
practices, products standardization, and cost reduction practices on stage.
And among the members Jo Jung Hyun, the assistant manager of purchasing team, won the
first prize by proposing ideas on the subject of ‘Standardizing Robot Automation Line’ and won
the first prize.
Choi Jung Yun, the head of purchasing division, encouraged the winner and said, “The
thought of all employees is the beginning of change and the start of innovation therefore I wish
all of our members could lead the company itself to develop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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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18과 19일 양일 간 창원 본사와 경기도 의왕연구소에서 일반직 임직원
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관계교육원 연구소 송경이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직
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성희롱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성희롱 관련 사례를 짚어 보며 임직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가 올바른 인
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겼다.
교육을 받은 한 직원은 “무심코 한 행동이 본인과 피해자에게 큰 고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나아가 억울하게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목격자 또한 올바
른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On Aug, 18th and 19th, HYUNDAI WIA held a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with the
employees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and Uiwang R&D Center.
Cha Eun Yong, the leader of the Eduribbon Company, instructed the employees on the subjec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hared various stori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By looking over inappropriate habits and several cases happening in business areas,
employees notice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witnesses to have a
correct perception.
One of the employees said,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right sexual
knowledge.” continue saying “I’ve learned that any careless behavior can be directly lead to
great pain to the victim. To avoid people suffering from sexual harassment the witnesses also
needs to have the right recognition and correct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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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졸 신입사원 Closing Ceremony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1일과 22일, 창원과 의왕에서 2016년 대졸신입사원 멘토링 Closing
Ceremony를 실시했다. 100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지난 4월부터 멘토링 활동을 하며 멘토 선배사원
에게 업무와 회사생활의 노하우를 지도받고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져왔다.
이날 우수 활동 커플로 선정된 4팀은 멘토링 활동 사례와 소감을 소개하며 뜻 깊었던 시간을 공유
했다. 심사를 거쳐 창원, 경인지역에서 ‘베스트커플’로 선정된 두 팀은 해외 배낭여행의 기회를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경영지원본부장 곽성수 전무는 “멘토-멘티들이 앞으로도 협력하며 회사를 위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회사는 매년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
하고 핵심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losing Ceremony’ held for 2016 New Recruits Mentoring
The closing ceremony for the 2016 New Recruits took place in Changwon headquater and
Euiwang R&D Cneter on July 21st and 22nd.
100 new recruits have participated in mentoring activities since last April and they each had a
mentor who inculcated the business knowhow and guided how to adjust well to the corporate life.
On this day 4 teams shared their activity cases and experiences and also gave their thoughts
about the program.
Among the 4 teams, 2 teams were selected as the best mentor-mentee group and the
members got a glory to go on an overseas backpacking.
Kwak Sung Soo, the head of Management Support Division, said, “I believe the mentormentee groups became much close each other through this program so, I ask you all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and make a greater effort for the company.”
HYUNDAI WIA is operating a mentoring program for new employees every year so that they
can adapt quickly to the organization and develop their major t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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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계 인턴사원 수료식

우리 회사의 2016년 하계 인턴 42명이 5주 동안의 인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29일 수
료식을 가졌다. 인턴 사원들은 입문교육과 업무 실습을 거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
하고, 회사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업무와 절차를 개선할 것
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며 조직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불어 넣기도 했다.
수료식에는 인턴 실습 소감 발표를 비롯해 과제 수행 우수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전
인턴 사원을 대상으로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한 인턴 사원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동기와 선배들과 많은 추억도
만들며 개인적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16 Summer Internship Completion Ceremony
On July 29th, 2016 Summer Internship Completion Ceremony was held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42 interns worked for 5weeks, presented their work experience and received a certificate and
a souvenir through the ceremony, Interns experienced a variety of business processes and also
had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Beyond the simple experience, the members had time to find out if there are things to
improve existing operations and procedures and also offered fresh ideas.
During the ceremony, the interns gave a presentation about their experiences and received a
certificate with a souvenir.
After the ceremony, one of the interns said, “It really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since I
was able to realize what I sincerely like to do, and establish more specific goals for my future.”
“I will miss my intern friends and the members of HYUNDAI WIA and all the wonderful
experiences I had here in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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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상반기 경영설명회 및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 개최
산동법인은 지난 7월 11일 트레이닝센터에서 응집력 강화로 조직능력을 향
상하기 위한 ‘16년 상반기 경영 설명회 및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열었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와 전 주재원 및 기술지원자, 과장급 이상 관리직과 반
장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위기를 극복해 목표를 달성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대
회에서는 엔진 및 경합금의 생산현황과 품질지수를 살피고 더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는 “먼저 지속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것 위기 속에서
도 품질 제일주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임직원이
화합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山东法人召开上半年经营说明会暨事业目标达成决议大会
为了提高全员凝聚力,强化组织能力，山东法人于7月11日在技术中心召开
了'16年上半年经营说明会暨事业目标达成决议大会。公司法人长文相鎬专
务、全体驻在员及技术支援者、科长级以上管理职和白班班长共同出席参加
了此次活动，号召大家共同努力克服危机，为达成目标而奋斗。同时发动机
生产部和轻合金生产部对生产现况和品质指数等做了相应的说明。
山东法人文相鎬专务叮嘱道“第一，在持续进行收益性改善的同时努力提
高各自的业务质量”，“第二，即使在危机中也要坚持品质第一的原则”，
“第三，同事间的和睦相处能将所有不可能变为可能。”

산동법인 안전퀴즈 문답 대회 가져
산동법인 지난 7월 1일 ‘안전퀴즈 문답 대회’를 개최했다. ‘안전생산월’인 6월
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생산 관련 부서 8개 팀이 참여해 법률법규, 작업
건강, 응급구조, 기계방호, 소방 등 안전생산 상식과 일상 상식 퀴즈를 풀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우승은 경합금 품질관리부에게 돌아갔다. 경합금 생산부
가 2등, 생산관리부가 3등을 차지했다. 이날 안전퀴즈 문답 대회로 직원들은 안
전한 생산관리를 더욱 이해하고 무사고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다.

山东法人举行安全知识竞赛活动
山东法人为响应6月全国组织开展的“安全生产月”活动，于7月1日在技
术中心召开了安全知识竞赛。此次活动共有生产关联的8支代表队参加，竞
赛内容包括法律法规、职业健康、应急救援、消防知识等安全生产基本常识
与生活常识等多个方面。
经过一轮轮紧张的角逐，最终轻合金品质管理部代表队获得冠军，轻合
金生产部获得亚军，生产管理部获得季军。此次竞赛除了能对安全生产的知
识进行进一步的学习，更对以后工作中安全生产的有效开展提供了借鉴和帮
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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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상반기 우수개선 소그룹 발표회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7월 20일 복지동 응접실에서 ‘상반기 우수 소그룹 발표회’를
개최했다. 류성룡 강소법인장과 각 부서 부장, 소그룹 멤버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 활동 진행현황과 개선결과를 공유했다.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하반기 목표도 수립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소법인장 류성륭 이사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
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발표회
진행하며 더욱 큰 자신감이 생겼다”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의 역량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江苏法人召开2016年上半期小组改善活动发表会
7月20日,公司在福利楼接待会议室召开2016年度上半期现代威亚小组活
动发表会，公司法人长柳成龙及各部署长，小组活动指导员，部门经理，
改善小组部分成员共40名参与此次发表会。会上，各改善小组发表了上半
期小组改善成果，并树立了下半年的小组目标及改善方向。
公司法人柳成龙理事对第一期小组改善活动结果做出了高度评价，希望
大家今后能再接再厉。各小组充满信心，与会的一名员工说道：今后将投
入更多的热情认真学习，争取取得新的突破。

강소법인 하계 복지 활동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복지동에서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수박 탄산수 녹두탕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각종 음식을 제공
했다. 평년을 크게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지친 직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
도록 취한 조치다.
강소법인은 여름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무더위에도 건강을 지키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江苏法人开展夏季送清凉活动
7月29日至8月1日，公司连续三天，在福利楼食堂为包括协力社在内的
全体员工发放了降暑食品西瓜。
今年的夏天较往年更加炎热，公司在往年发放盐汽水，绿豆汤的基础
上，不仅增加了发放的基准，还增加了发放的种类，切实做好降温防暑工
作，确保员工夏季工作状态，降低安全隐患。
江苏法人在夏季开展了各种各样的安全及福利活动，确保员工在炎热的
夏季保持身体健康，安全开展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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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매법인 하반기 지역별 목표달성 결의대회 시행
중국 판매법인은 지난 7월 8일부터 상해, 성도, 광주에서 ‘2016년 하반기 지
역별 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중국 판매법인과 중국 각 지역 사
무소 소장, 대리점 대표가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2016년 상반기 각 사무소 및 대리점 매출을 분석하고 하반
기 경영전략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법인은 각 지역 시
장상황과 고객 니즈를 철저히 분석, 하반기 매출 확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
출할 계획이다.

中国销售法人下半年代理商会议
7月8日至7月15日，中国销售法人分别在上海、成都、北京和广州举行了
‘2016年下半年区域别目标达成誓师大会’，出席会议的有中国销售法人
法人长，各分公司所长，以及各分公司负责区域的主要代理商代表。
会议主要进行了上半年各分公司和代理商的销售业绩分析，代理商根据上
半年市场情况提出意见。总结下半年需要达成的目的，并制定细则。通过这
次会议，使代理商了解市场最新需求，让公司能迅速做出对策，从而达成下
半年的销售目标！

중국 판매법인 사무안전 교육 실시
중국 판매법인은 지난 7월 18일 강소법인 구서평 경리를 초청해 사무안전과
행상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안전 교육은 안전 기초부터 사무구역
안전, 행상안전 등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안전은 결코 생산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
직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무, 출장 중 지켜야할 수칙
과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는 법 등 다양한 안전 지식을 숙지했다.

中国销售法人办公安全教育实施
7月18日上午，中国销售法人邀请江苏法人安全专家瞿立平经理为销售
法人总部所有员工进行办公安全教育。
本次安全教育分别就‘安全基础知识’、‘办公区域安全’和‘商旅安
全’三个方面进行教育。
参加本次安全教育的都不是生产职，而是办公管理职。通过学习，了解
到自己岗位上存在的安全隐患，知道了在平时办公和出差时应该注意的安
全事项。通过此次安全教育，使员工了解到更全面的安全知识，提高了安
全意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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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의 기적

현대위아 급여

7월

나눔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최근 언론을 통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거나, 신발 깔창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
다. 아무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정
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런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
이 되어 주기 위해 우리 회사는 7월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열린 ‘1% 나눔 협의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일부이자

8월

장애인 복지시설
전동 휠체어 지원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창원 지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전기로 충전한 뒤 조이스틱 콘트롤러를 이용해 움직이는 휠체
어입니다. 조이스틱만 움직이면 돼 조작이 매우 쉽고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
두가 알듯이, 수동 휠체어는 손으로 직접 바퀴를 잡아 돌려야 해 낮은 오르막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도 어렵
고 위험합니다. 다소 무겁고 크더라도 전동 휠체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구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원하지만, 모두에게 주어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복지시설에서도 전동 휠체어 구입에 상당히 애
를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8월 찜통 더위에서도 힘겹게 바퀴를 굴려야 하는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지원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보다 쉽고 편하고 안
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055-280-9906)으로 문의바랍니다.

25

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HYUNDAI WIA 5-Axis Vertical Machining Center

XF6300
국내전통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Vertical Machining Center! XF6300는 고품질의 복합가공 및 금형가공에 최상의 성능
을 발휘하는 장비입니다.

02

01

컬럼 / 베드 일체형 구조

XF6300는 일체형 베드, 컬럼 구조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03

베드, 컬럼 분리형 구조대비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강성 및 진동흡수력이 매우 뛰어나 고품질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02

04

Z축 대칭구조

Z축은 주축의 무게중심과 이송축을 일치시킨 Z축
대칭구조로 설계하여 이송시 발생하는 진동과 열변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03

Box-in-Box 구조 (X/Z축)

주축 카트리지를 감싸고 있는 Pusher(head body)를
X축 Saddle 내에 박스형으로 설계 (Box in Box Type)
하여 열적 평형구조를 실현, 열 변형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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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을 살펴 볼까요 ?

High-Precision Spindle
04

Magazine & Table

Built-In Spindle

빌트인모터 구조로 설계된 주축은 고속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열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빠른 가감속을
실현하여 고정밀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05

Direct Drive Motor (DDM)
Tilting Rotary Table
동시 5축 구현이 가능한 Rotary Table 설계로
다양한 형상의 제품가공이 가능합니다.

Spindle Cooling

또한 Direct Drive Motor (DDM)에 의한
직접구동방식 채택으로 고정도, 고속성을
실현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A축
하우징을 베드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축 오일쿨링장치를 표준으로 채택하여 장시간
가공시에도 항상 일정한 주축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가공능력이 보장됩니다.

(Option : Gear Type)

HSK Tool Holder

15,000rpm
고속회전시 스핀들 테이퍼의 확장이 적은 HSK Tool Power(kW)
Holder를 적용하여 고속회전에도 고정도의
153N.m (S6, 40min)
위치정도를 실현할 수 있으며 특히 금형부품
31kW (S6, 40%)
31
123N.m (Cont.)
가공시 탁월한 정도를 보장해 드립니다.

Torque(N.m)

25kW (Cont.)

25

◉ 테이블 크기 : Ø630
◉ 적재하중 : 300 (DDM) [600 (GEAR)] kg

153

123

Magazine & ATC
HSK-A63

16
0

1,920

4,530

Spindle Speed (r/min)

15,000

링타입 ATC 적용을 통한 공구교환 매커니즘
개선으로 4.5초의 동급 최고수준 공구교환시간
(Chip To Chip)을 실현하였습니다.
ATC는 34Tool의 1단 매거진을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옵션으로 2단 68Tool, 3단 102
Tool을 선택할 수 있어 공구의 선택폭이
향상되었습니다.

20 bar / 70 bar

Spindle Thru Coolant
선택사양으로 고압의 주축관통 쿨런트를 사용할 수 있어 Chip Trouble 해결 및 Deep
hole 가공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 공구수량 : 34 [68, 102] EA
◉ 최대공구경 : Ø90
◉ 최대공구길이 : 300 mm
◉ 공구교환속도 (C-C) : 4.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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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멋진
어른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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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구창모가 부른 대중가요 ‘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픈 만큼 성숙해지고’에 이런 가사가 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게 끝난 것처

다분히 교훈적이면서 상투적인 이 아포리즘(진리를 표방한 단언)은 옳

럼/마음은 둘 곳을 모르고 너무나 슬픈 생각뿐/

은가. 아픔은 그것을 겪고서 얼마나 지나야 성숙으로 이어지는가. 어떤

얻고 싶었던 사랑을 끝내는 잃어버린 채/아픈

게 성숙한 상태이며 그것을 과연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질문들을 던지는 까닭은 마음의 고통을 통해 사람이 여유로워지기보다

간절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 절망을 겪은 화자
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실연의 고통으로 성숙했
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다. 화자가 저 가사 앞에
서 ‘바라는 것도 없어요/모두 다 주고싶어요’라
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전적으로 상대를
갈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상대가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버릴 때 포탄에 맞은 듯 크고 깊은

팍팍해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
다 보면 대개 냉소적으로 변한다. 나아가선 염세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고통은 사람에게서 열정을 빼앗고 그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성숙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간단하게는 내적 성장으로
내실이 찬 상태나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키가 자라고 수염이

구멍이 가슴 한복판에 뚫릴 것이다. 그런 아픔을

나고 목소리가 두꺼워지는 식의 2차 성징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고

감수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말하지는 않는다. 책임감과 공감능력, 사고의 깊이, 말과 행동의 신중함,

못했거나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다.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과 평정심 같은 것들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성숙
하다’거나 ‘어른스럽다’고 평가한다. 그런 성숙함의 구성요건들은 아픔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일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통념 탓인지 상당수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아픔을 겪으며 내면의 성
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늘 10대 소년
소녀인 것은 그들의 미숙함과 그만큼의 성장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이
들에게 주어지는 아픔이란 실연과 실패, 죽음과 배신처럼 갑작스러우면
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며 주인공이 공통적으
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세상은 뜻대로 되는 않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실연의 고통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노래한 가수 구창모

들은 그 막막한 사실에 좌절하면서도 어떻게든 견디고 극복해내며 서서
히 또는 급격히 ‘어른스러워’진다.
이렇게 정형화한 플롯은 어딘지 불편한 데가 있다. 제각각의 이유로
불안정한 시기를 통과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어른임을 자처하는 누군
가가 “인간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라거나 “이런 게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려 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구성이 비슷한 성장소설 중에서
좋은 작품이란 한 사람이 독자적인 성숙에 이르면서도 저 간편하고 일
률적인 훈계조에서 되도록 비켜서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일본 작가 야

아픈 만큼 성숙하다’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김난도 교수.
당신은 아픈만큼 성숙해졌는가?

마다 에이미(山田双葉)의 연작소설집 ‘나는 공부를 못해’가 눈에 띄는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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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어른

히데미가 설명돼 있다. 초등학생 시절 담임 오쿠무라는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는 듯

두 종의 문학잡지에 연재한 단편을 한데 모은 이 소설

한 히데미를 ‘징그러운 존재’로 본다. 그는 그런 히데미가

집은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 도키다 히데

편모가정이면서도 주눅 든 모습으로 동정심이라도 유발

미가 교사로 대변되는 기성세대 혹은 사회의 교조적 요구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이 졸렬한 생각은 통제하

나 가르침에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렇다

려는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고 그가 문제아나 불량학생인 건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마음일 것이다. 오쿠무라는 히데미의 엄마 진코를 불러

소년이다. 공부를 못하지만 늘 당당하고 유쾌해서 인기가

상담하면서도 진코가 히데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존

많다. 히데미는 보통의 성장소설에서 자신에게 닥쳐온 문

경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불쾌해 한다.

제로 주저앉거나 끙끙 앓는 주인공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소설에서 ‘어른’의 비유로서 등장하는 교사는 어른스럽

인물로 그려져 있다. 참 속 편하게 산다 싶을 정도로 웬만

기보다는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부류로 묘사된다. 고학년

한 문제에는 마음을 걸어두지 않는 ‘쿨’한 캐릭터다. 분노

다운 태도를 보이라는 오쿠무라에게 히데미는 “선생님은

하면서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고학년만큼 알지도 못하면서 고학년 같은 폼만 잡아요”라

이런 히데미를 교사들은 불편해 한다. 에필로그 격인

고 말하려다 속으로 삼킨다. 히데미는 반항할 생각도 없

마지막 단편 ‘선생을 가르치려 들어’에는 교사 눈으로 본

는 자신에게 오쿠무라가 늘 위엄을 보이려고 고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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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아픔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룬다.
(윤흥길 「장마」, 이문열 「그해 겨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박완서 「엄마의 말뚝」)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설이 어떻게 일본 국정 교과서 검

아프지 않고 성숙할 수는 없는가

정 후보에 올라 최종 단계까지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공부를 못해’는 멋진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무엇 때문에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렇게

관한 이야기이지만 어른이 소년에게가 아니라 소년이 어른

반문해봤을 것이다. 아프다고 모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에게 하는 얘기에 가깝다. 야마다 에이미 역시 작가의 말에

아니고, 모든 아픔이 성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에

서 “나는 이 책을 고등학생보다는 어른들이 읽어주었으면

도 아픔과 성숙을 정비례 관계에 놓는 것은 살면서 아픔을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글은 결코 진보하지 않고, 진보

겪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성숙을 위해 아픔이 필

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영역에 대한 것”이라며 “어른이 된

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어서 말

다는 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시키지 않아도 될 영역

이다. ‘나는 공부를 못해’가 1990년대 중반에 나왔으니 당

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른’이 되기 위해 이전의

시 열일곱 살이었던 히데미가 실존인물이었다면 이제 서른

모든 것을 버리거나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후반의 나이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어딘가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이 되기 위해(성숙해지기 위해) 반드

에서 여전히 유쾌하고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시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을 상상해본다.

31

WIA Sense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윤은지 여행작가

공업과 예술의 하모니
지금 Detroit는 성숙해지는 중
디트로이트는 미국 미시간주의 대표 도시. 오대호 중 4개 호수에 접해 있는 미시간주는 끝없는 호반과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천혜의 절경
을 품고 있다. 디트로이트 맞은편은 캐나다 윈저. 캐나다를 남쪽에 두고 있는 유일한 도시다. 다리나 해저터널로 디트로이트강만 건너면 캐
나다로 갈 수 있다. 디트로이트는 아직도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도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엔지니어 중 하나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서 회사를 차린 곳이고, 그로 인해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생겨난 곳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때만큼 화려하지도 번화하지도 않지만... 예술과 스포츠 등에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공업
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생동감 넘치는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화려한 영광에서 몰락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디트로이트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Detroit

1

1 디트로이트 스카이라인
2 헨리 포트 뮤지엄
3 월터P. 클라이슬러 뮤지엄
4 모타운 뮤지엄
5 모타운은 '마빈게이', '스티비 원더',
'잭슨 파이브' 등 뛰어난 뮤지션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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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시티’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
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본사가 있고, 자동차 공장이 많아서
이기도 하겠지만, 자동차 문화를 창조하고 제안하고 향유하는 자동
차 산업의 메카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GM르네상스 센터’ 7개 타워는 디트로이트 스카이라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랜드 마크다. 제너럴 모터스의 본사이자 가장 인기

4

있는 관광명소인데, 현지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디트로이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포드 가문
이다. ‘헨리 포드 뮤지엄’은 단순히 자동차 기업의 규모를 과시하기
위한 박물관이 아니다. 미국 자동차 역사의 변화무상한 면모를 테마
파크처럼 즐겁게 배울 수 있다. 본관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헨리
포드가 수집한 귀중한 공예품과 자동차를 구경하다 보면 몇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 자동차 애호가들은 포드 뉴 클레온, 오스카 마
이어, 위너모빌 등 온갖 종류의 희귀한 차량을 만날 수 있다.
NGO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라이슬러 뮤지엄’은 크라이슬러
사에서 출시한 콘셉트 카를 비롯해 크라이슬러 본인의 오리지널 공
방과 가구, 혁신 기술 장비, 알록달록한 클래식 카들을 원 없이 구경
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의 산실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다면 ‘모타운(Motown) 뮤직’을 생생하게 만
날 수 있는 ‘모타운 뮤지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모타운은
1960년대 미국을 들끓게 했던 레코드 회사. 하츠빌 스튜디오와 합
작해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탄생시켰다.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에미넴 등이 이곳 출신이다.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서 대학가와 뮤지엄 디스트릭스를 통과해
한적한 동네에 이르면 ‘하츠빌 USA’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모타운
뮤직은 ‘모토 시티’에서 따 온 이름이다. 뮤지엄 영상실에 들어서면
모타운 뮤직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저절로 박자를 맞추게 된다.
시대를 풍미했던 모타운 출신 음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고, 잘 보존된 ‘스튜디오 A’에 들어가서 당시 위대한 대중음악의
탄생을 경험해 보는 것도 감동적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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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로 동서남북 4면의 벽을 채운 작품을 남겼

6

는데, 볼수록 미묘한 긴장감과 다양한 메시지

이스턴 마켓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고흐의 자화상.

유서 깊은 퍼블릭 마켓이다. 현지 주민들이

책으로 하도 많이 봐서 친근감이 들 정도지

거의 매주 가는 시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현지

만, 실제로 보면 붓 터치와 컬러의 생생함이

농작물과 축산물, 신선한 허브 및 꽃이 진열

화보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되어 있다.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활기 찬 장

공업과 미술의 조화
디트로이트 인스트티튜트 오브 아트
(Detroit Institute of Arts·DIA)는 디트로이트

쇼핑도 문화다

소 중 하나다.

미국 3대 도시공원, 캠퍼스 마셔스
파크(Campus Martius Park)

‘그레이트 레이크스 크로싱 아웃렛(Great
Lakes Crossing Outlets)’은 미시간주에서 가

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자동차 산업의 호황

한 바퀴를 도는데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장 큰 아웃렛 센터다. 185개의 상점이 자리

으로 막대한 부가 이 도시로 몰려왔을 때 투

작은 공원이지만, 잔디밭과 의자, 분수와 무

해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착해 쇼핑

자나 자랑이 아닌,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미

대,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는 시민들의 중요한

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쇼핑하다 지치면 분위

술관을 세웠다. 보통 미술관처럼 작가의 이름

쉼터다. 미국의 3대 도시공원 중 하나. 모닝

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잠시 휴식을 취

과 날짜만 적힌 딱딱한 설명, 전문가만 알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디트로이트 사람

해보는 것도 괜찮다.

들을 수 있는 어려운 작품설명 말고, 일반인

들을 만날 수 있다, 점심엔 런치 콘서트를 감

‘서머싯 컬렉션(Somerset Collection)’은 입

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미술이

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잔디밭

점한 브랜드 네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품

친근하고 즐거워진다.

이 아이스링크로 변하기도 한다. 아르데코 양

쇼핑몰이다. 구름다리를 중심으로 북쪽 건물

DIA는 다른 미술관처럼 교양 있는 척 조용

식의 고층건축과 현대적 유리 상자 건물, 하

과 남쪽 건물이 나뉘어 디자이너 레이블의 부

히 속삭이지 않아도 된다. 맘껏 사진도 찍고

드록 카페가 입점한 컴퓨터 관련 회사 본사

티크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국내 미수입 디

뛰어다니고 심지어 시끄럽게 떠들어도 뭐라

로 둘러싸인 이 진귀한 풍경의 공원은 디트로

자인 브랜드까지 방문할 수 있다.

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입구에 있는 동키 조각

이트의 배꼽이라고나 할까? 캠퍼스 마셔스를

존 K. 킹 북스(John K. King Books)는

상은 실제로 “작품을 만지면 이렇게 훼손됩

중심으로 바퀴살 모양으로 도시가 펼쳐진다.

1965년 문을 연 거대한 서점으로 디트로이

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작품. 그

에미넴 주연의 <8마일>은 이곳 캠퍼스 마셔

트를 방문했다면 꼭 들러야 할 대형 서점이

러니 눈치 보지 말고 맘껏 만져 봐도 된다.

스에서 8마일 거리의 길을 따라 만들어진 영

다. 4층짜리 공장 내부를 서점으로 바꾼 내부

DIA에는 4개의 유명한 작품이 있다. 첫 번

화다.

째는 아프리카의 ‘네일 피규어’로 아프리카
문화에서 심판관을 상징하는 목제 조각품이
다. 독특한 아우라로 뚫어져라 바라보게 하는
마력이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는 부처님 두
상으로 우리나라 유물이다. 세 번째는 멕시코
작가 디에고 리비에라의 프레스코화다. 디에
고 리비에라는 여러 민족으로 대표된 인류의
근본과 디트로이트를 상징하는 문화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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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디트로이트 미술관.
디에고 리베라의 디스로이트 산업벽화
8 이스턴 마켓
9 서머싯 컬렉션
10 디트로이트 야구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홈구장인 코메리카 파크

8

는 알파벳순으로 900여개의 카테고리로 백만 권이
넘는 책을 판매하고 있다. 고서와 희귀본을 위한 별
도의 공간도 있는데, 10만달러(1억원)에 달하는 모
르본교경전 초판 진본과 1482년 베니스에서 인쇄된
이탈리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쇄본 등도 보관되어 있다.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는 ‘시놀라(Shinola)’ 플래
그십 스토어가 있다. 시놀라는 핸드백 같은 다양한
가죽제품에서 시계, 자전거까지 생산하는 미국 브랜
드다. 디트로이트 부흥의 아이콘인 ‘시놀라’는 핸드
메이드를 표방하며 창의적이고 격식 있으면서도 우
아한 디자인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시놀라
가 특별한 이유는 고급 브랜드 시장에서 자취를 감
추고 있는 ‘메이드 인 USA’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점 뒤편에서 조
립하고 있다.

10
9

온 편지
현지에서

미주연구센터

이수경 대리

미시간주의 손 꼽히는 대도시인 디트로이트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유수의 자동차 회사가 위치
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가수 Eminem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8Mile’의 배경이 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미시간 대학이 있는 Ann Arbor, 미국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Greenfield Village, 자동차 박물관인 Ford Museum, 각종 여행잡지의
표지를 항상 장식하는 Sleeping Bear Dunes,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색다른 재미
를 느낄 수 있는 Mackinac Island 등 다양한 매력 넘치는 명소로 넘칩니다. 또,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
저를 잇는 앰버서더 브릿지(Ambassador Bridge)를 통과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론토 지역까지도 여
행할 수 있는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미시간은 봄에 열리는 Holland 지역의 튤립 축제, 여름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따기와 Traverse City지역의 체리 페스티벌, 시시각각 변하는 단풍을 즐기는 Fall
Color Road Trip과 독일맥주를 맛볼 수 있는 Frankenmuth 지역의 Oktoberfest, 그리고 겨울엔 가까운
스키장에서 가족들과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등 계절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미시
간이 가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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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財테크 성공노트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유가(油價)에 투자할까 말까

8월 유가 상승의 배경
국제유가가 8월 들어 가파르게 반등했다. 모하메드 빈 살레 알-사다 OPEC 사무총장이 9월 말 알
제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포럼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트리거가 됐다. 뒤이어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석유장관까지 사우디아라
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과 시장 안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9월말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
을 시사한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즉, 지난 7월 미국의 원유재고량이 예상 밖으로 늘어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들간의 생산량 합의 정책공조 기대감으로 반등을
한 것이다.

장밋빛 전망은 녹록치 않다
만약,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주춤한 가운데 시장의 기대대로 주요 산유국들이 산유량 동결에 나
선다면 하반기 유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
에서는 녹록치 않다. 우선,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수 차례의 생산량 감축 및 동결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회담 역시 기대감은 크
지만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산유량 동결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공급측면에서는 미국의 원유 채굴장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인다.
유가가 상승 할수록 미국의 신규 원유 채굴사업이 늘어나 글로벌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 마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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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하반기 유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분
분하다. 돌이켜보면 개인투자자들에게 유가관련 상품에 대한 투
자 기억은 좋지 않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요 증대로 145$(WTI 기준, 이하 동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유가는 미국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40$선까지 추락했고
2011년에도 100$선을 다시 회복한 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이슈로 이내 20$선까지 주저 앉았다. 특히, 과거에는
펀드를 이용해 유가 상승에 배팅하는 투자 방법이 일반화되어
이러한 두 차례의 유가 급락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몫
이였다.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유가 투자방
법이 다양해 지면서 상황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
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
되었고 ETF·ETN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인다. 또한, 수급측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미미한 상황으로 하반기 큰 폭 수요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
인다. 결과적으로, 유가의 글로벌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추기 전
까지는 이번과 같은 산유량 합의 기대감만으로는 유가의 추세적 상
승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된다.

유가의 계절성

유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해
유가 및 유가 관련기업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 보
인다. 특히, 펀드투자의 경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는 투자자의 가입시점과 운용사의 실제 매수시점이 큰 차이가 나 예
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굳이
빠른 시점에 투자에 나선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초자산을 손쉽

또한, 유가 관련 상품에 투자하기 앞서 유가의 계절성을 고려해

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상품이 적절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주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간 8월은 유가가 평균 5% 대의 완만한 상

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ETN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

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기대치에 못미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원

한 유가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그러

유 수요량으로 7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유가가 8월 정상화되

나, 현재로서는 유가의 추가상승도 유가의 급락 가능성도 낮은 상황

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9월의 경우 지난 4년간

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는 자세가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평균 -6% 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8월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

앞서 언급한 유가 계절성이 반영돼 유가가 추가 급락할 경우 유가

이 출현되었고 국제유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OPEC의

지수 하락 제한선 위에서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만기가 짧은 DLS

생산량 감축 및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퇴색한 영향이 크다. 특히, 작

상품 투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년 OPEC의 유가 감산 합의가 실패한 이후 큰 폭의 유가 하락이 있
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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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트렌드를 읽다

- 단테 신곡 지옥편 1곡 1-3행 -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다보니

아프니까, 성숙이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단테 ‘흙수저’에서 ‘다이아수저’가 되다
단테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피렌체의 프리오리에 올랐다. 시민공화국의 상징인 이태리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선출직이 바로 프리오리였고, 단테의 프리오리 선출은 흙수저가 다
이아수저가 된 ‘개천에서 용이 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몰락한 귀족이라는 본인의 신분
적 한계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프리오리
에 오른 단테.
단테는 본인이 프리오리에 오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
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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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트리체를 바라보는 단테

지옥으로의 여행길
승승장구하던 단테.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허무하고 바람과 같은 것이 돈과 권력이라고 하였던가. 단테는 권력싸움
에서 패배했고, 피렌체에서 추방당해 라벤나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는 망명생활이 평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테의 망명생활은 그가 라벤나에서 숨을 거둘 때
까지 계속된다.
단테는 죽을 때 까지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의 첫사랑이었지만 신분의 차이로 맺어지지
못했던 첫사랑 베아트리체도 죽기 직전까지 잊지 못했다고 한다.
라벤나에서의 그의 생활은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
을 해야 했고, 좌절과 분노의 ‘지옥’속에서 그의 허기를 달래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을 쓰는
일이었다. 단테의 ‘신곡’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통해 본인
의 내면을 성찰해 나가기 시작했다.

희망의 별빛
단테는 그의 저서 신곡에서 ‘희망’을 중요시 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 놓고 들어가야 할 것이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단테를 인도하는 것은 ‘별’이라는 객체로 보여 주는 ‘희망’이다. 현
실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그 희망을 발현시켜 단
테는 지옥을 지나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들어서게 된다. 과연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면 지옥에서
의 증오와 분노를 뛰어넘어 베아트리체가 존재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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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실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 할 것 같다. 경제한파로 인한 구직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의 도래 등의 부정적인
현실은 ‘헬(hell)조선’이라는 신조어마저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민주화
를 겪지 않은 세대, 부모세대들보다 풍족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
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일찍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
다. 이로 인해 현재 일본의 미혼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남녀 평균 30%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자연스럽
게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젊은이들은 현실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순응하거나 숨어버린다. 일체의 것에도
욕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사토리 세대’가 등장한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성을 잃고, 희망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니까 성숙이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속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도서가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점
은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존재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은 비단 청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남녀
노소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프슨은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며,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역설
하지 않았던가.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아픔에 의연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그리스신화의 오이디푸스 비극은 아픔을 견뎌내며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이디
푸스는 저주와 같은 본인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발버둥 쳤지만, 결국 모든 일은 예언대로 이루어졌
고, 자책감에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된다. 그는 두 눈을 잃고 나서야 본인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
었고, 그 내면에서 꿈틀거리던 욕망들과 직면한다. 그 욕망들과의 독대 속에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답을 찾는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상처투성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깨달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
어 최후에는 예견된 죽음도 의연하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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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잃고 방황하는 오이디푸스와 그의 딸 안티고네

단테의 별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아픔 속에서 꽃처럼 자라나는 인간성숙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예언된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발버둥치
지만 결국 예언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그는 두 눈을 잃고, 절름발
이가 되는 아픔 속에서 진정 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아픔을 겪는다. 그 아픔이 어떠한 종류의 아픔인가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삶에 있어 아픔을 겪는다. 단지 어떻게
견디고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내가 감내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도가 되어
덮쳐 올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단테가 지옥에서 좇았던 ‘별(희
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나만의 ‘별’을 찾아서 내 주변을 에
워싸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견뎌낸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픔 속에서 인간은 성숙하기 마련이기에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별’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 할 수 있
는 나침반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옥을 벗어나 베아트리체에게 안기는 단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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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우리회사
최강콤비

우리회사 최강콤비 주인공.
오른쪽이 심재형 주임,
왼쪽이 민대일 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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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등속조인트 누적생산량 1억개 돌파를 기록한
우리 회사 등속생산부
연구부터 설계, 생산, 완성까지 우리가 맡는 제품으로는 등속조인트가
유일한 만큼 부서 내 협업이 필수!
구성원 한 명 한 명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소문난 것은 물론,
품질, 생산성, 설비 개선 등 현장 구석구석 협업으로 성과를 이뤄가는 등속생산부
이 곳에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 최고의 궁합으로 꼽히는 두 인물이 있었다.

이들이 뭉치면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회사 최강콤비 등속생산부 심재형 주임 & 민대일 조장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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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강콤비로 두 분이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 뽑혔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심재형 주임 저와 민대일 조장은 등속생산부의 초창기부터 같이 해온 일이 많
아요. 그간 성과도 많았고 업무적으로 아주 잘 맞는 동료이죠. 그런 면에서 잘
맞는다고 봐준 것 같아요.
민대일 조장 주임님이 인터뷰 하신다고 하니 제가 뺄 수가 없었어요. 소감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요. 주임님과는 막역한 형동생 사이이자 친구 같기도
한 사이니까 잘 맞는 거야 당연합니다.

두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두 사람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심재형 주임 주임은 총괄자입니다. 5-6개 반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모든 문제
를 주임이 다 듣습니다. 업무적인 영역도 있지만 화장실 변기 물 막힘 문제처
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큰 일까지 공장의 모든 일을 제가 다 듣고 대응해줍
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등속조인트
의 녹 발생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동안 등속생산부가 생긴 이래로 녹을 완벽
하게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있어도
공정에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작업자들이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
서 지난 4월부터 반장들과 수시로 농도를 체크하면서 공정에 관심을 가졌더
니 녹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장마철을 대비해 방청 비닐 800장을 사서
덮어놓고 했더니 6월 20일부터는 녹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5공정 조립
반에서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민대일 조장 조장의 역할은 반장님과 반원들 사이에 서서 반을 원만하게 이끌
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직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주
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양쪽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많이 듣고 반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이야기해줘서 구성원들
이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데 그걸 잘 어루만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주잡은 손처럼 든든한 협업으로 등속
생산부 현장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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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심재형 주임 저는 88년도에 입사해 등속생산부가 처음 생길 때부터 줄곧 이곳에
서 일해왔습니다. 등속조인트 전용 공장을 지을 때, 등속생산부에서 선삭, 연삭,
고주파 열처리까지 다 맡을 때도 있었죠. 이후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외주화하면서 등속조인트 공장을 재편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때 민 조장이 들어
와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민대일 조장 등속생산부에서 15년 동안 몸 담고 있으면서 주임님과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죠. 매일 10시간 가까이 얼굴을 보고, 사내 동호회도 같이 해서 사적
으로도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눕니다. 주임님은 제 인생 선배이다 보니 인생 경험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멘토 역할도 해주시는 친형 같은 행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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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두 분이 함께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심재형 주임 작년 사내 소그룹 발표회에서도 동상 받았던 사례인데, 무인 연속가
동 4시간 목표를 추진했던 일이 대표적이죠. 한 작업자가 4개 라인을 담당, 설비
8대를 맡게 되는데 4시간 동안 알람이 안 울리게 해보자,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
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1시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1년 가까이 노력을 쏟으니
5시간 이상도 찍게 되었으니 큰 성과였죠. 이전부터 업무적으로 민 조장과 열심
히 해왔지만 그 때가 제일 큰 성과를 봤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현대위아 등속조인트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신다면?
민대일 조장 심재형 주임은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추진력이 장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것도 본인이 목표로 삼으
면 무조건 달성해내는 점이 참 본받고 싶은 점입니다.
심재형 주임 민대일 조장은 한 마디로 멋진 동생입니다.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24년 관계를 이어오면서 본 민 조장은 업무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나 일 잘하는 인
재이고, 리더십 하면 또 아주 최고라 할 만큼 인간관계도 뛰어난 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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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협업 문화를 위한 두 분의 노하우가 있나요?
민대일 조장 일단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회사,
가족, 때론 내 치부를 터놓을 때도 있구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조직은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가
커서 이걸 어떻게 소통 시키느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계층 사이를 잘 융
합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조금 헌신하더라도 양쪽의 얘기
를 잘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성숙한 협업 문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지
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형 주임 부서 현장직만 80여 명이다보니 모두의 이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30%가 나이차가 꽤 나는 젊은 층이라 막역한 형, 동생을 하기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이 월차나 조퇴를 할 때 반장한테 미리 사유를
확인한 후 찾아가서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찾아가서 "아픈 데 좀 나았나"라고 말 한 마디 건네면서 확인하면 서로 관심도 생
기고 소통도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일상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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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심재형 주임 민 조장이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장 중간 관리자로서
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준다면, 저도 선배로서 가진 노하우들을 최대한 주면
서 잘 이끌어주고 싶어요. 가진 역량이 워낙 있으니 어딜 가도 잘 하겠지만 최대
한 도와줄 겁니다.
민대일 조장 주임님의 진취적인 모습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
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요즘 경조사가 생겨도 자기 반이 아니면 챙기지 않곤 하더라구요.
하루 10시간 이상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동료에게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얼굴 한 번 비춘다면 더 가족같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표현하는 두 사람의 답변에서 서로에 대한
든든한 믿음, 서로를 생각하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등속생산부의 성과를 이
끌어낸 협업의 비결을 존중과 관심, 소통이라 말하는 이들에게서 성숙한 협업문
화의 시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던 시간.
대화를 마치며 최근 등속조인트 1억 개 누적생산에 대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만족할 수 없다'는 그들의 소감에서, 일 열심히 하는 등속생
산부에 대한 자부심과 업무 열정까지 느껴졌다. 앞으로도 최강콤비 두 사람이 이
끌어갈 현장은 듬직하고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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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Maturity
ARE YOU
REAL 어른?

청소년 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미하텔 빈터호프는
자신의 책 「미성숙한 사람들의 사회」에서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물리적 나이에 비해 정신적 성장이 느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문화현상이나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등
미성숙한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만 찬 성인인가요? 아니면 정말 성숙한 어른인가요?
성숙에 대한 현대위아인들의 생각,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설문기간 : 2016년 8월 24일 ~ 8월 31일
설문인원 :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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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나 철 없을 것만 같았던 내가
성숙했다고 느껴질 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부
7%

다른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하게 될 때

64%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때
12%

인내
6%

겸손

39%

여유
22%

배려
26%

❶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하게 될 때 64%

❶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이듯, 겸손 39%

❷ 뭐 그런게 대수라고,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을 때 12%

❷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배려 26%

❸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철부지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9%

❸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는다, 여유 22%

❹ 나 혼자 힘들면 다른 사람은 편할거야,
하기 싫은 것도 책임감 있게 해낼 때 9%

❹ 배움이 없으면 뒤쳐지기 마련, 공부 7%
❺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인내 6%

❺ 이건 이런 맛으로 먹는거구나, 쳐다도 안 본 반찬 맛있게 먹을 때 6%

성숙한 사람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거짓말쟁이
위법자 1%
6%
절대 이기주의
20%

프로갑질러

43%
책임돌리기
30%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두가 해야할 일은?

기본에 충실하기
12%
프로정신을 갖고
최고를 향해
정진하기
15%
전체의 이익을
먼저생각하기
16%

소통과 협력

34%
좋은 말 즐거운
말 건네기
23%

❶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프로갑질러 43%

❶ 작은 것도 도우며 살자. 소통과 협력! 34%

❷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책임 돌리기 30%

❷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다. 좋은 말 즐거운 말 건네기 23%

❸ 나만 잘 되면 돼!. 절대 이기주의 20%

❸ 개인의 이익에 앞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16%

❹ 이 정도는 안지켜도 돼! 위법자 6%

❹ 모두가 프로정신을 갖고 최고를 향해 정진하기 15%

❺ 거 살다보면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거짓말쟁이! 1%

❺ 품질, 안전, 보안 등 기본에 충실하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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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등속조인트·변속기 부품 생산전문 기업

(주)IMT
아이엠티(IMT) 주식회사는 1993년 기남기공으로 출발해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로 꾸준히 성장한
기업이다. 등속조인트와 변속기 관련 부품을 주로 생산하며 완성차 업체에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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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 본사

새벽회의 내용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생산라인

등속조인트·변속기 부품 생산전문 기업
IMT는 아우터 레이스, T/P 하우징 등 등속조인트 완성에 필요한 다양

믿음과 배려로 조직의 성숙 이뤘다

한 부품과 수동·자동 변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매
대표이사 이성규

출액은 약 500억원 규모로 거대 기업은 아니지만, 뛰어난 품질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물론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LS엠트론, Kdac 등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그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우리 회사의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고, 자동차 부
품 생산에 최적화 된 우리 회사 공작기계를 이용해 꾸준히 각종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사 사랑
IMT의 경영 철학은 ‘고객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며, 회사의 발전과 구
성원의 행복이 동일시 되는 공동체 완성’이다. 실제로 IMT라는 회사를
찾았을 때 무엇보다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전 직원들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던

동료와 회사를 가족과 집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한 직원은 “대부분

졌습니다.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하자”고 직원들과 항상 이

의 직원이 업무를 단순히 회사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업

야기했죠. 잘못했을 때 무조건 야단을 치기보다, 다시 한 번 믿

무를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주고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 노력했고요. 그러자 언

회사 위치가 다소 외진 탓에 대부분의 직원들의 통근거리가 꽤 멀지

젠가부터 믿음을 받은 직원들이 회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만 이들은 새벽같이 출근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업무시간 전 장비를

공장 옆에 과수원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잘 자란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바람에 흩어진 쓰레기에도 허리를 굽히는 직원들

과일을 먹기도 하고 가져갈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당뇨로 고생

이 있어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한다.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당뇨에 효능이 있는 여주나무
도 심어놓았습니다. 칙칙한 공장에서 잠깐 벗어나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코스모스를 심어 사진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죠. 이
렇게 배려 받은 직원들은 가족을 챙기듯 서로를 돌보고 회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는 성숙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퇴사하
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것도 이제 옛날 일이 됐어요.
인력구조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생산역량은 눈에 띄게 높아졌
고 이제 품질문제는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배려가 성숙의 비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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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Race를 생산하는 자동화 장비

최악에서 최고로 발돋움하기까지,
“즉시, 바르게, 될 때까지“
IMT가 전 임직원이 처음부터 하나로 뭉쳤던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퇴사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불안정했다. 품질도 문제도 빈
번해 뒤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말썽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180도 다른 회사가 됐다. 직원들의 현장 관리, 품질 관리
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새벽회의에서 전 임직원이 애로사항을 허심탄
회하게 얘기하고 업무현황을 공유하며 업무의 벽을 낮춘다. 외국인 근로자
를 위해 그들의 언어로도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아침마다 “즉시, 바르게, 될 때까지”를 외치며 스스로 업무를
개선하고, 또 개선한다. 그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업자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워 작업자의 불만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즉시 해결

완벽한 품질을 위해 측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품질 담당자는 빨간색 조끼, 생산 담당자는 검정 조
끼를 입어, 작업자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즉시 담당자를 찾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사례다.

1.3.700
‘하나로 뭉쳐 3년 안에 연 매출 700억으로 성장하자’는 의미가 내포된
‘1.3.700’은 IMT의 대표 캐치프레이즈다. IMT는 안정된 조직을 발판삼아 성
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품질 역량 향상에서부터
새로운 부품 개발까지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한 가족처럼 똘똘 뭉친 팀워
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선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
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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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자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WIA Story

Remember Purity

무언가를 향해 전력을 다했던 어린 시절처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자입니다

연구개발지원팀 박종훈

협력지원팀 신재준

때는 바야흐로 1992년.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
님과 나들이를 나온 어느 날, 무언가를 향해 전력으로 뛰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포동함이 남달랐던 나. 가끔 와이프의 음식을 탐내는

그만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다리에서 철철 흘러나오던 피가

나에게, 와이프는 이 사진을 보며 형의 음식까지 빼앗아 먹었던거 아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도 내 다리에 남아있는 흉터를 보면 그

니냐고 하지만 실제론 형이 내 것을 빼앗아 먹었다... 아직까지 어렸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리도 간절했는지, 그리고 난 그때처럼 노

을 때 포동함이 남아있지만 올해 안에는 몸짱 몸매로 거듭날 것이다!

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곤 한다.

우리들의 순수했던

어린시절

니체는 ‘성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숙이란 어릴 때 놀이에 열중하던 진지함을 다시 발견하는 데 있다.”
여러분의 어린시절은 어떠셨나요?
니체의 말처럼 어린 시절의 순수한 열정을 떠올리는 것은
보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먼 훗날의 나에게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공작부품개발팀 최근희

잔디 보호선을 넘지 마세요

어릴 적 나의 별명은 '퉁퉁이'였다. 항상 볼이 빵빵한 모습으로 손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들려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살이 빠져 퉁
퉁이라는 별명과는 완전히 이별했지만, 저 시절이 귀여움을 한껏 받
던 때이기도 해서 가장 그리운 시절이기도 하다. 이제 다시 살이 오르
고 있다. 먼 훗날의 나는 지금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먼 훗날의 나에
게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지금을 전성기로 만들 때인 듯 하다.

ERP운영팀 하성문
내 머리 뒷통수에는 작지만 깊은 흉터가 있다. 사진의 장소에서
무언가에 열중해 놀다가 그만 줄에 걸려넘어져 생긴 상처다. 흉터
를 볼 때마다 저 잔디밭에 있는 보호선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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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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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 급여 1% 나눔 차량 전달식을 통해 승합차량을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
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의 수는 총 몇 대인가?

10대

2.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2015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에서
우리 회사는 몇 위에 올랐을까?

29위

3.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진맹 사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한 고궁(古宮)과

1.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주토피아 마을의 슬로건은,

중국 일조시에 있는 한국음식점의 이름이 같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

경복궁

'누구라도 모든 것이 하다'이다.
이 때 에 들어갈 단어는?

2. 등속생산부의 최강콤비 두 명의 이름은?

퀴즈 당첨자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강호진 / 기계자재관리팀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신관균 / 엔진생산1부·차지훈 / 공작기계유럽판매법인

3. '하나로 뭉쳐 3년 안에 연 매출 700억으로 성장하자'는 의미를
가진 IMTS의 캐치프레이즈는?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김태곤 / 기계품질보증팀·김준형 / 모듈생산1부
권영후 / PT해석팀

Notice 공지사항
개인 실천 가능한 생활 속 보안수칙
1. 공유기 설치 시, 관리자 페이지 인증 P/W 변경
2. PC 백신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설정
3.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소프트웨어 (ex: 윈도 XP) 업그레이드
4.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정기적 정밀검사
5.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금지
6. 서명되지 않은 스마트폰 앱 설치 금지
7. 문자로 모르는 URL 수신 시 즉시 삭제
8. 공인인증서는 PC 하드디스크, 웹메일, 웹하드에 보관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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