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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辭

재도약의 희망과 함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 여러분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지하다시피, 지난 한 해는 국내외 제조업 경기의 침체 심화와 미국, 중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국내외 시장 침체 속에서 판매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이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략종횡(機略縱橫)’의 지혜를 가지고
<혁신을 통한 내실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재도약의 희망과 함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
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위아에서 사

국시장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부진 지속으로 우리 사업과 연계된 시장 상황이 무척

시시각각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둘째, 글로벌 판매 확대와 안정적 판매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출과 손익도 전년 대비 큰폭 감소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우리 현대위아는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확대하며 세계시장을 공략하
고 있지만, 여전히 모그룹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인적, 물
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생산 현장과 사무실에서 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륙별, 권역별로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과 전 세

위아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다각적인 노

계 영업망을 기반으로 타 완성차 회사 등 외부 수주 확대에 영업력을 집

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적자산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

중하여야 합니다.

전·보건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엔진, 사륜구동장치, 등속조인트, 소재 등 핵심 자동차 부품의 신시장

또한, 온라인 시대의 특성과 방향성을 감안하여 물적 자산과 정보 보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멕시코 생산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서산 엔진

개척과 확대를 위해 잠재 고객 대상 로드쇼를 비롯한 능동적 영업활동

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 역시 새롭게 정

2공장의 가동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왔으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고정밀 다축 공작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고, 기계부문도 해외 딜러의 역량 강화와 근접 서

립해야 하겠습니다.

기계 등 미래 성장을 이끌 제품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비스망 확대로 글로벌 판매를 신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업 공개 이후 6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한 사회적 관

또한 지난해 우리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향한 구성

또한, 연구, 서비스, 품질 등 전 부문이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

심과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들은 더욱

우리는 재도약의 새로운 국면을

원들의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헌신의 토대 위에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나가

원으로 영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차량부품, 공작기계, FA, 산업기계

막중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사회의 그늘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야 합니다.

등 모든 부문이 글로벌 영업활동의 공통분모를 모색하고, 이를 영업전

곳에 소외된 이웃을 향한 시선도 더욱 따뜻하게 넓혀야 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이 자국기업 우선 정책을 강력하

략에 적극 반영하여 영업 시너지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게 펼침에 따라 수출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대선을 앞둔 국내 정세
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2017년의 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
려운 <불확실성의 시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회사
와 직원의 화합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무분규의 역사는 우리나

셋째, 미래 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시각각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들이 어떠

라를 넘어 세계 제조업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회사의 위기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노사관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기략종횡(機略縱橫)’의 지혜를 가지고 <혁신을 통한 내실 강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기술

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재도약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계 산업 또한 스마트팩토리 등 인터

임직원 여러분! 정유는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 환경 기반의 다양한 융합기술이 접목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을 알리는 닭은 예로부터 상서롭고 신통력

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사의 내실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 능력은 결국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 경쟁력
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그룹 개선활동>, <아이디어 제안> 등 전 임직원이 참
여하는, 많은 현장중심의 개선활동과 <설비보전 관리시스템>, <선행품질관리 시스템> 등,
업무의 표준화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을 지닌 서조(瑞鳥)로 여겨졌으며,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

이러한 산업의 전환기에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 진행중인 차

는 새로운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序曲)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

량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성능/품질면에서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다. 이는 2017년, 희망찬 재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모두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시장 선도적 제품 개발을 위해

의 마음가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작기계 부문도, 가공성능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생산성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은 물론, 지난해 유럽연구센터와의 협업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내외 산업 환경의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는 도약의 기회라
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욱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생산 효율성 극대화와 품질 혁

으로 개발한 <고정밀 5축 금형가공기>처럼,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합심하여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신, 그리고 제조기술의 혁신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완벽한 품질의 중요성은

하고 동시에 우리의 기술 인지도를 높이는 고급/고부가 제품을 지속 개

2020년 우리 회사의 비전을 가시화하는, 큰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룹 품질평가 1위

발해야 하겠습니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을 넘어선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품질과
생산성을 실현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생존 포인트는 바로
원가 경쟁력입니다.
저원가 설계, 생산 효율화와 부품 원가 개선 등을 필사적으로 추진하여 원가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또한 전사적 원가혁신 활동에 모든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

또한, 공작기계 세계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

여러분, 정유년 새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어 개발, 친환경 장비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 위기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신성장 동력 창출’여부
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7. 1.
대표이사 사장 윤 준 모

계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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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pecial

W STORY

시작

Yesterday

Tomorrow

“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

새해의 첫 이야기답게 ‘시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시작
은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성인이라거나, 유명한
사상가는 아닙니다.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신학자임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 내에서 상당이 오랜 기간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내재적 신앙에 기반을 둔 국내 주류 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
에서죠.
국내에서의 인지도와 달리 유럽 신학계에서 칼 바르트는 아주 오랜 기
간 가장 주목받는 신학자였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상
당히 주목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는 앞 다퉈 ‘칼
바르트’에 대한 전기와 서적을 내놨고, 각종 포럼도 열렸습니다. 이 글의
제목과 같은 그의 말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
한 ‘명언’이 되어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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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바르트의 행동은 나치정권의 내부 균열을 만드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등에 업고 전횡을 휘두르던 히틀러의 등에 비수를 꼽
았죠. 히틀러의 눈에는 한 신학자의 철부지 어린아이 수준의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그의 작은 행동은 유럽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나비효과라 부릅니다. ‘중국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
면 이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폭풍우로 나
타난다’는 나비효과 말이죠.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오는

칼 바르트의
행동

시작이 됩니다.

행동의
나비효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삶의 곳곳에서 나비효과는 나타납니다. 2009년 EBS에
서 방영한 <사소한 것의 기적>은 작은 행동이 가져 오는 변화에 주목한 다큐멘터리
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대표적 사례는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 여러분들도 전봇
대 아래에 쓰레기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무의식에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쓰레기도 많은데, 내 것 하나 정도
는 괜찮겠지’라며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전봇대의 쓰레기통화가 시작
되면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칼 바르트를 주목하

변화의 시작은 역시 사소한 행동입니다. <사소한 것의 기적> 제작진은 주민들과

는 이유는 그의 ‘행동’에 있습니다. ‘신학’하면 떠오르는 수도원의 은둔

함께 전봇대 주위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심으면서 전봇

형 수도자의 이미지와 그는 정 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 주변을 작은 화단으로 꾸몄죠. 꽃을 심을 때의 주민들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습

의 대형교회 목회자를 떠올리면 그 또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니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1900년대 초반의 사람입니다. 당시 그의 관심은 나치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CCTV 관찰결과,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

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라고 현재의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

리려던 주민들은 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곤 했습

습니다. 다수는 정치지향적이었죠. 종교가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니다. 자연스레 전봇대 주위는 깨끗해졌습니다.

는 소명감 따위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다수는 아돌프 히틀

또 다른 실험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 변에서 짐을 두고 자리를 떠

러를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냈고, 경제적·사회적 구원

납니다. 그 때 도둑이 나타나 이 짐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을 위해 히틀러를 보냈다”고 추앙했습니다. 나치의 압제 속 생명연장

상황을 보고도 별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멀뚱히 바라볼 뿐입니다.

을 꿈꾸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도 씁쓸한 상황

하지만 자리를 떠날 때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잠시 봐 달라’는 생면

이었습니다.

부지 사람의 요청에 사람들은 책임감을 보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상한 대로입

칼 바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가 히틀러를 섬기는

니다. 부탁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도둑을 잡

우상숭배라 규정하고, 유대인과 집시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최악의 정
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한 압력에서도 주장을

기까지 합니다. ‘부탁’이라는 사소한 행동이 사람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시작’ 아닐까요. 칼 바르트는 처음부터 나치 정권의 붕괴

로 영구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를 목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잃었지만 칼 바르트는 굴하지
EBS <사소한 것의 기적>

서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는 정도였
죠. 전봇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전봇대 하나

적극적으로 이어갔죠. 그는 체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각지

에 꽃을 한번 심었을 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

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치에 저항할 것을 끊임없이 독

큰 변화를 가져오고, 더 큰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죠.

려했고, 나치정권 붕괴의 서막인 ‘바르멘 선언(Barmen Declar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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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웠을 겁니다. 17년 목표 성과 달성하기, 17년 사업

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소한

그는 이 일로 그가 있던 대학에서 쫓겨나고 이후에는 아예 독일 밖으

독교인들의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회사나 일하는 팀도 새로운 목표

새해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장 이루기엔 버거

지적했고, 반 나치 운동을 이끌 교회와 모임의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르멘 선언은 나치정권에 눈이 먼 독일 기

일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해 아침에는 새로운 목

계획 모두 이루기 등이 있을 겁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중강의와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나치의 문제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자리 잡은 스위스에서 반 나치 운동을 더욱

새해에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은 바로 새해 목표 세우기

사소한 시작

지겹도록 들은 얘기이지만 새해인 만큼 무엇이든 시작
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시작한다면 분명 결말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시작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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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도의 자발적 개선 활동!
그들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2017년을 맞이하는 지금,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 대부분이 동반 침체에 빠
졌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성장은 커녕, 존폐 자체를 거론할 정도로 경영환경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엄두
가 나지 않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회사 역시 불안정성에서 자유롭
지 못한 것 마찬가지다.

"역사는 반복 된다"라는 말이 있다. 더 이상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 혁신을 위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2016년 우수 소그룹 발표회’를 가졌다. 200여명의 현장 직원들이 테

없을까. 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수년 전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은 적

마별 소그룹 모임으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는 자리였다. 이날 발

이 있다. 전문가 일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

표회에서는 활동 우수팀으로 선정된 6개 그룹이 그 동안의 활동내역과

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자국 기업 역

개선테마를 발표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충격적인 대반전을 일궜다. 그들의 비결은 무
엇이었을까.

열띤 발표 끝에 최종 대상은 주물보전팀 소그룹 '위가이버' 팀이 차지
했다. 위가이버 팀은 '소재 조형라인 고장 개선'을 주제로 한 업무 개선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본으로 들어간 현장 중

방안을 내놔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등속생산부 '정동R&D' ▲특

심의 경영'을 첫째로 꼽는다. 현장 작업자들의 개선 제안은 1인당 연간

수생산부 '사정거리' ▲공작기계생산부 '정밀마스터' ▲공작기계품질관

10건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작업자 스스로 현장의 문제

리팀 'CHECK' ▲차량부품보전부 '슈퍼맨' 등 총 6개 소그룹이 우수 소

점을 찾아 개선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실행해 해결까지 유도하고 있다.

그룹으로 선정됐다.

관료주의를 버리고 현장 중심의 업무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 밖에 ▲금형기술팀 '금형쟁이들' ▲모듈생산2부 '디딤돌' ▲항공생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우

산부 '개벽' 등 3개 소그룹이 가장 모범적인 활동으로 회사에 기여한 공

리 회사. 우리도 이제 현장 직원들이 자발적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은

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다. 이들은 우수한 활동실적을 거뒀으나,

지 수 년이 지났다. 이제 작업 현장에는 작업자 스스로 개선하고 실행

다수의 수상이력을 보유해 신생 소그룹에 발표 기회를 양보하며 귀감

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다. 우수 소그룹 발표회는 변화를 직접적

을 보였다. 발표회 참가자들은 소그룹 활동으로 업무 혁신은 물론 동료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애

들 간 유대감이 더욱 강화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을 갖고 열정 어린 어조로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이 눈

한편 우리 회사는 소그룹 활동의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전문성

에 띄었다. 우리에게도 현장 중심의 개선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뿌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 특성화 활동을 통해 소그

리깊게 정착한다면 지금의 경영위기는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우

룹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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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모터 4륜구동 시스템 ‘e-4WD’ 개발 성공
- 기존 4륜구동 시스템 대비 연비 30%, 동력성능 24% 향상

e-4WD
u
s

물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
경차 부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글로벌 기
업들은 치열한 각축이 이뤄지는 ‘친환경 대오’에서 뒤
처지지 않으려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의 먹
거리에만 안주한다면 아마 오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4륜구동 시스템은 엔진의 힘을 뒤로 전달

력을 만들어 오히려 30% 정도 연비가 향상된다.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및 하이브리드(HEV) 차량 등 차량
의 종류에 맞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고연비가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e-4WD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 회사를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도 친환경 자동차 시

기존 기계식 4륜구동 시스템에 비해 동력성능도 크게 좋아진다. 자체

4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의 판매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

대를 선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시험 결과 ‘제로백(정지 상태의 차량이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 시

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e-4WD가 모터와 인버터 외에도

국내 최초로 친환경 4륜구동 시스템을 개발해 유수의 언론

간은 종전 10.7초에서 7.9초로 24% 가량 빨라졌다. 4륜구동을 주로 사

감속기와 등속조인트까지 한 번에 공급하는 고부가가치 부품이어서 수

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용하는 언덕 등판 성능 역시 약 30% 향상됐다.

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4WD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우리 회사는 이번 e-4WD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이번 e-4WD 독자 개발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 수준의 종

e-4WD(electronic-4 Wheel Drive)는 전기모터로 4륜구

e-4WD의 심장인 ‘모터’와 ‘인버터’에는 수십년 동안 공작기계를 만들며

합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리 잡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양산 중인 기

동 주행을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연비 향상

쌓은 모터 개발 기술력을 대거 투입했다. 그 결과 모터와 인버터의 최대

계·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에 친환경·차세대 시스템까지 풀 라인업을

에 큰 도움을 주는 구동 방식이다. 전기차(EV)는 물론 하이

효율은 각각 96.6%, 98.3%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제품

구축, 4륜구동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브리드 차종(PHEV·HEV)에서 적용 가능한 4륜구동 시스

의 사이즈 또한 경쟁사 대비 5~10% 줄여 트렁크 등 차량 내 공간을 최

템으로 국내 개발은 우리 회사가 최초다.

대한 확보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e-4WD는 전륜 구동 자동차의 뒷부

우리 회사는 e-4WD를 30㎾와 50㎾의 두 가지 사양으로 제작했다.

분에 모터와 인버터를 달아 뒷바퀴를 굴린다. 기존 하이브

두 사양 모두 최대토크 20.9㎏.m으로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춰 전기차

우리 회사는 1983년부터 600만대 이상의 부변속기를 만들며 국내 4
륜구동 시장을 이끌어 왔다. e-4WD 등 친환경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세
계 자동차 시장에서 종합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 확고히 자리 잡을 계획
이다.

W

리드 차량처럼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모터로 구동을 제어하
고, 고속 구간은 상황에 따라 엔진과 함께 힘을 전달한다.

!

그 이름은 사라질 것이다.

ON

화석 연료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시대가 서서히 저

- 4륜구동 시스템 풀라인업 구축으로 글로벌 종합 부품사 도약

하는 과정에서 연비 손실이 생긴다. 반면 e-4WD는 별도의 모터로 구동

c

전기모터로 4륜구동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o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생긴 일!

우리 회사는 e-4WD가 연비향상은 물론 차량 구동 성능 향상에도 도

모터의 충전은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뤄진다.

❷
우리 회사가 개발한 e-4WD의 전기모드 4륜 주행 개념도. 저속 주행 시에는 모터의 힘으로 달리고, 고속 주행이나
언덕을 등판할 때는 엔진의 힘으로 달리거나 모터의 힘을 함께 쓴다. 충전은 감속 시 생기는 에너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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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그동안의
공작기계는 잊어라.

!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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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의 영역까지 개척한다
공작기계 국내영업 목표달성 결의대회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는 지난 1월 5일, 윤준모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들과 판매 대리점 대표 등 약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공작기계 판
매 활성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CMS(Contents Management Syetem)
를 활용한 신제품 교육과 더불어 프로젝트 수주 성공사례, 고객 서비스 우

완전히 새로운 공작기계를 향한
그들의 힘찬 다짐!

수사례를 공유하며 관계자들의 역량 향상을 꾀했다. 또, 사업목표와 달성
방안을 함께 살피며 대대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참가자들의 선서를 통해 굳센 결의를 다졌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영업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영업력 강화에 나
선 바 있으며, 올해에도 내실 강화에 주력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위아 공작기계인들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뜀박질을 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작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는 법. 그들은 전세계적인 불황
을 딛고 새로운 대약진, 이른바 퀀텀 점프(Qunantum Jump)
를 노리고 있다. 신기술로 무장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대한민
국 공작기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불
철주야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이 외친 힘찬 결
의의 현장에 가보았다.

고객 서비스 체계 정비 통한 고객감동 실현
공작기계 체감서비스 향상 결의대회 시행
지난 1월 15일에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공작기계 고객 체감 서비
스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전국 서비
스 실적을 분석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결의했다. 전국 대리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대리점 3곳과 서비스 요원 3명을 대상으
로 포상하는 자리도 가졌다. 선진정공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으
며, 제일기전, 한양테크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반성과 함께 2017년
새로운 서비스 전략을 공개, 새 출발을 향한 의지를 공유했다. 우수 서
비스 요원으로 선정된 한 직원은 “지난해 고객 최우선의 정신으로 무
장해 업무에 임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지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밝은 얼굴로 고객들을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객 서비스는 영업과 기업 이미지에 직결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
은 앞다퉈 대고객 서비스를 혁신시키고 있다. 우리 회사도 이에 발맞춰
고객 서비스 인프라를 재정비해 고객감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 고객경험 관리까지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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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01
2017년 시무식 개최

02
승진자 사령장 수여식 열려

03
정년 퇴직자 위안회 시행

04
전사 안전 캠페인 실시

우리 회사는 1월 3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2017년 시무식'을 열고

우리 회사는 1월 3일 창원 본사 미디어홀에서 승진자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회사에서 오랜 시간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46명의 직원이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14일과 21일 양일간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

신년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임직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준모 대

사령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준모 대표이사는 지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열

지난 해 정년을 맞아 회사를 떠났다. 우리 회사는 퇴직을 맞이한 직원들

업장 화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표이사는 신년사에서 ▲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내실 극대화 ▲ 글로벌 판

정적으로 업무에 임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격려사를 통해 "승진자

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창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

매 확대 및 안정적 판매 기반 확보 ▲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 자산

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며, "승진자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있다면 올해

호텔에서 정년 퇴직자 위안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년 퇴직자

의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호 및 가치 제고를 당부했다.

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이 전달됐다.

이날 우리 회사는 사업장별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안전 담당자

지난 한 해 국내외 제조업의 극심한 침체와 자동차업 부진으로 인해

이날 사령장을 수여받은 한 승진자는 "노력을 인정 받아 기쁘다"며, "기

행사에 참여한 한 퇴직 직원은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였던 회사에서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 회사는 국내외 사업장 확대는 물론 신제

쁜 마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직급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성과를 거

30여년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회사

품 개발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 임직원들의 의지와

둘 수 있도록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모 대표이

한편 우리 회사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안전관리

사는 "재임기간 동안 회사에 쏟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에 참여해 사전에 불안전 요인을 발굴, 꾸준한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제로화에 집중하고 있다.

Opening ceremony for Promoted Employees

Farewell Party for the Retirees

Company Safety Campaign

On January 3rd, HYUNDAI WIA held a opening ceremony for the
promoted members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At the ceremony, Yoon Jun Mo the CEO, expressed his enthusiasm
for the employees who worked hard in the past year.
The CEO said, “The members who are here must set an example
for the others; therefore I believe if there is a leading effort by the
promoters, HYUNDAI WIA will be able to achieve its business goals
this year.“
One of the members who got promoted this year said, “I am glad
that my efforts have been recognized." continue saying, "I will try
my best to have the ability to meet my new job title."

46 employee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for the company
development have retired last month. To thank their devotion and
bless their future, HYUNDAI WIA held a farewell party for the
members at Changwon Hotel and delivered commemorative
plaques and souvenirs were to the retirees.
A retired employee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said,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after working more than 30 years in
HYUNDAI WIA. I will always support the company as my heart’s true
home.”
Yoon Jun Mo, the CEO, replied back saying; “I sincerely thank you

Last year on December 14th and 21st HYUNDAI WIA carried out
safety campaign to prevent fire and safety accidents at workplaces.
Due to the dry weather in winter, large and small fire accidents
are increasing nationally so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for the
employees.
On this day, Safety & Environment team members wore helmets
and safety shoes and hold up the pickets and shouted out safety
slogans so that the employees who come to work c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afety.
Meanwhile,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HYUNDAI
WIA members are focusing on to make a zero accident field by
constantly participating in improvement activities.

단결력으로 견고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우리 회사는 올해의 노력을 발판 삼아 2020년 비전을 가시화 하는 한

들이 피켓을 들고 안전구호를 외치며 출근하는 직원들이 다시 한번 안전
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다.

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17 Annual Kickoff Meeting
On January 3rd, to greet the New Year of 2017, annual kickoff meeting
was held with the members of HYUNDAI WIA.
Approximately 350 employees, including Yoon Jun Mo, the CEO, and
the representatives have attended the meeting.
Through the CEO’s speech, he asked the members to strengthe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maximize durability, expand global
sales and secure stable sales base, build a sustainable growth system
and protect assets and enhance its value.
Last year, even though there was a severe recession in manufacturing
and automobile business in domestic and overseas, HYUNDAI WIA have
been actively expanding its busines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also engaging in securing future food by developing new products.

16 2017January/February

for your enthusiasm and hard work during your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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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05
산동법인 실험학교 장학금 전달

06
산동법인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07
강소법인 화재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08
강소법인 신입사원 교통 봉사활동

산동법인은 지난 1월 8일 산동성 일조시에 소재한 일조직업기술학원을

산동법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문상호 법인장과 주재원들이 참석한 가

강소법인은 지난해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아침, 동문과 북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소법인은 지난

찾아 교육 실습용으로 차량 엔진을 기증했다.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현

운데, 올해 졸업을 맞이한 신입사원 44명의 입사를 환영하는 행사를 가

에서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위치별로 각 9명의 인원을 배치해 화재예방

해 12월 18일 멘티-멘토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 봉사활동을 벌였

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참여한 이날 기증식에는 그룹 주요 관계

졌다. 일조시 링해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입사원들은 입사 결의

구호를 외치고,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임직원들의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 참가자들은 회사 복지동 대강당에서 교통 교육을 받고 규정을 숙지한

자들과 중국 지방정부 인사를 비롯해 연구센터 관계자, 교사, 학생 등 총

문을 낭독하며 신입사원의 패기와 굳은 다짐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신

일깨웠다. '작은 일부터 화재예방, 전원 참여'를 주제로 임직원들의 자발

뒤 봉사에 나섰다. 멘토와 멘티 2인 1조로 팀을 꾸린 뒤 봉황진 주요 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조직업기술학원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을

입사원들은 장기자랑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열정을 보여주며 축제

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거리의 교통을 정리했다.

통해 지역 산업 일꾼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분위기를 만들었다.

동절기는 전기 난방기구의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전기화재 사고가 어

이들은 오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일조시 개발구 실험학교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

문상호 법인장은 신입사원들에게 “졸업과 함께 현대위아 가족이 된 신

느 때보다 많아지는 계절이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시민들을 제지하고 교통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했다. 문상호 법인장과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 그리고 일조시 민정국 팽

입사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예

강소법인은 이번 활동으로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한편 멘토와 멘

위학 부서기와 개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만7000 위안(한화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정이다.

티가 더욱 가까워지고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山东法人 举行新入社员欢迎典礼

江苏法人 开展火灾安全预防站岗活动

江苏法人开展新员工交通安全岗公益活动

약 2,0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山东法人 开展社会公益活动及校企合作
1月8日，山东法人向日照职业技术学院进行教学设施捐赠活动，

2016年12月19日，山东法人于日照凌海大酒店举行了16年新入社

江苏法人在12月的第二、第三周周三开展了安全火灾预防活动。

江苏法人12月18日，以新员工师徒为对象开展了交通安全岗活

除此之外，现代汽车集团下其他的子公司也参与了此次捐赠。集团主

员欢迎典礼，法人长文相鎬专务及各部署驻在员、现采人等出席了

活动当天早上，在公司的东门和北门各有9名员工站岗，手持“预

动，本次活动共38名员工参加。参与者首先在公司福利楼大讲堂参

要领导携地方政府相关人士、研究中心负责人、学院教师、学生等

此次典礼。新入社员共44名，首先由新入社员代表进行了决议文朗

防火灾”等宣传横幅，以“全员参与，从每一件小事做起”为主

加了交通安全教育，熟悉交通安全法规。然后由师徒两人一组在凤

1000余人出席了此次捐赠仪式。通过与日照职业技术学院的合作，

读，向大家展示了新入社员们入社的激情与释放梦想的决心，随后新

题，强调预防火灾的重要性，动员全体员工一起参与进来。

凰镇的主要道路上执勤。

为现代汽车集团的人才培养做出巨大突破。

入社员代表依次进行了歌唱表演、萨克斯吹奏等节目表演，现场氛围

2016年12月27日，山东法人向日照市开发区中学捐赠助学金。法
人长文相鎬、经营支援部部长李弘烈及日照市民政局书记彭为鹤及开
发区主要领导出席了此次捐赠仪式。总善款达11.7万元（约2030万韩
元），44名贫困学生得到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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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片欢乐。
法人长文相鎬对加入现代威亚大家庭的新入社员们表示真诚祝贺与
欢迎，并希望他们能够在各自的领域内闯出一番天地。

进入冬季，取暖器的利用率大幅上升，冬季比任何一个季节都更

为了往来的车辆与市民出行交通顺畅，交通岗员工一方面对违反

容易引发火灾事故。江苏法人为了营造安全的工作环境，通过多样

信号灯的人员进行劝导并告知遵守安全法规的重要性，一方面吹响

化的安全活动，对员工进行持续性的安全教育。

口哨指挥交通。本次交通安全岗活动，不仅对外宣传了公司的安全
交通文化，也加强了师徒间的相互协作的团队感情，大家都表示受
益匪浅。

19

WIA Special

현대위아 CSR

VISION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TRUE Dream

최근, 기업체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과 이해관계자가 복잡 다양해짐에

SLOGAN Happy Today, Dream Tomorrow

EDU Dream

FUN Dream

SOCIAL Dream

임직원 자발적 참여

교육 기부 및 공헌

지역사회 협력

사회적 임팩트 창출

1% 나눔 캠페인
헌혈 캠페인
천원의 사랑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NC 스쿨
NC 경진대회

위키즈 데이
명절 떡 나눔, 김장 나눔
1사 1병영 캠페인

드림시티
1사 1하천 운동
지붕 개량 사업

1단계 | 전략 및 체계 정립

2단계 | 프로그램 고도화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개선

3단계 | 사회적 혁신 창출

통합 CSR 추진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동반성장 및 공유가치 추구

따라서 사회공헌 관련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
련해 각종 표준제정 및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요구수준도 날로 높아지
고 있다. 또, 단순 보여주기식 기부와 봉사활동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급격
히 저하되면서, 사회공헌 패러다임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비단 소외계층 지원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기
후,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밑빠진 독의 물 붓기'식의 활동도 인기가 시들해졌다. 기업의 사

해 사회공헌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업

회적 책임의 이행 정도가 소비자의 구매활동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미지 창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보이면서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유수

급여 1% 나눔 캠페인 뿐만 아니라,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위키즈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실제

데이, 드림시티 등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에서부터 교육 기부, 지역

판매실적 향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돕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옛

사회 협력, 그리고 사회적 임팩트 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

속담은 실제로 증명된 것이다.

램을 내세웠다. 우리 회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이에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 비전과 슬로건을 제정하고, 전략목표
별 추진방향을 수립해 사회공헌활동의 체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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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회공헌 비전처럼, 우리 회사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해 이해관
계자와의 상생과 사회적 혁신을 추구해나갈 예정이다.

TRUE Dream

EDU Dream

FUN Dream

SOCIAL Dream

나눔의 가치 확산

대한민국 기계기술
저변확대의 초석

아이들의 친구가 됩니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다

급여 1% 나눔 캠페인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

위키즈 데이

현대위아 드림시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인 급
여 1%를 모아 지역사회에 환원하
고 있습니다. 매월 협의회를 통해
직원대표들이 모여 기부 아이템을
선정하고 직접 이웃에게 전달합니
다. 어려운 이웃들의 걸음을 도울
수 있도록 차량을 기증하기도 하
고, 청년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
출을 위해 거들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정성이 모인 1%
나눔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기술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선물하
고 있습니다. 배움의 욕구는 높지
만 여건상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일류로 거듭난 현대위아
의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대한민
국에서 손꼽히는 명장들의 진로
멘토링 교육의 기회는 일생의 전
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어린이들에
게 따뜻한 사랑을 건네고 있습니
다.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에게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방문
은 손꼽아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기계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물키트 역시 훌륭한 학습 도구
이자, 흥미로운 장난감일 겁니다.
아이들과 현대위아의 만남은 새로
운 미래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우리 회사의 따뜻한 마음은 마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쓸모 없이 버려진 황야에 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
자 어른들의 수다마당으로 거듭났
습니다. 우리 회사의 세심한 배려
는 세상의 쓸모 없는 것들을 소중
한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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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만드는 작은 기적
급여 1% 나눔

너, 나 그리고 우리

2016년 현대위아 나눔릴레이

1%나눔은 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

지난 2016년 한해도 뜻깊은 나눔 릴레이가 펼쳐졌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집행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물품과 사회복지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인 급여 1%나눔이 운영된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처럼 노사 임직원들이 한마

웃과 단체에 더 큰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누계된 모금액은 약 25억 원을 넘어섰으

음으로 나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사내소통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

며, 매달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은 아동,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더욱 뜻깊은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
정을 전하고 있는 ‘급여 1%나눔’
현대위아가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소외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건,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가 소외이웃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 조금 더 특별했는데,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자역사회를 돕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W

급여 1%나눔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현대위아의 1% 나눔 참여자 모
두가 이 상의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1% 나눔의 대표사업인 차량기증 사업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어,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활동이 대외적으로도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1월

2월

지역아동센터
방한복 지원

3개소

누계모금액

원

누계집행금

원 (2016년 연말기준)

참여인원

명 (2016년 연말기준)

5월

미혼모 육아용품
지원

저소득 노인 변기
교체 지원

18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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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안마기 지원

100세대

6월

복지시설차량 지원

4시설

9월

3월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

다문화아동
도서 지원

4개소

장애아동 유모차형
휠체어 지원

24개소

7월

저소독 청소년
생리대 지원

10개소

10월

4월

50세대

8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

100세대

11월

소외아동 겨울
잠바 지원

200명

4개소

12월

복지시설차량
지원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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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전세계 제조업체들의 취.향.저.격

공슐랭 가이드
작
기
계

TOP5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위아 공작기계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 수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유럽연구센터 주관으로 탄생한 고성능

5축 가공기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7년을 빛낼
현대위아의 공작기계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
어떤 기계들이 전 세계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지

TOP 1

TOP 2

고속가공 수평형 머시닝센터

최첨단 수직형 머시닝센터

XF6300

KF5600

● 테이블 사이즈 (L×W) : Ø630×400

● 테이블 사이즈 (L×W) : 1250×560 mm

기대되지 않는가. 지금, 당당히 TOP 5에 이름을

● 주축 최대회전수 : 15,000 rpm

올린 제품을 확인해 보자.

● 이송거리 (X/Y/Z) : 650/600/500 mm

● 주축 최대회전수 : 8,000
[8,000(β)/12,000/15,000/20,000] rpm
● 이송거리 (X/Y/Z) : 1,100/560/520 mm

우리의 기술로 CNC 콘트롤러 HYUNDAI-iTROL을 만들고, 스마트팩토리의 시발
점인 HW-MMS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고성능 공작기계를 연이어 개발하며
글로벌 공작기계 메이커로 도약한 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톱 메이커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공작
기계는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OP 3

TOP 4

TOP 5

갱타입 CNC 터닝센터

고속가공 수평형 머시닝센터

Y축 가공 CNC 터닝센터

● 척사이즈 : 6″

● 파렛트 사이즈 (L×W) : 2-630×630 mm

● 척사이즈 : 8″

● 주축 최대회전수 :
6,000 [i-TROL : 6,000] rpm

● 주축 최대회전수 :
10,000 [8,000] [16,000] rpm

● 주축 최대회전수 : 5,000 rpm

● 이송거리 (X/Z) : 450/300 mm

● 이송거리 (X/Y/Z) : 1,050/900/1,000 mm

KIT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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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6300

L2000LSY

● 이송거리 (X/Z/Y/ZB) :
265/830/120(±60)/8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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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TIME

지나가서 아쉬운 일과 지나가서 다행인 일이 있다. 지나가서 아쉬

운 일은 어떤 걸까. 행복하지만 계속 붙들어둘 수 없어 추억으로 남
긴 일, 이루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은 일, 당시엔 소홀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 뭐 그런 것들이다.

“그때 참 좋았지”라는 말을 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시간은 멈추지도 거꾸로 가지도 않으니 좋은 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보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책하게 되는 일이 많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라며 원망하게 되는 일도. 감히 말해 그게
보통의 인생이다.

‘지금’ 이라는

시간여행
26 2017January/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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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라는 시간여행
지나가서 다행인 일은 뭘까. 우리를 힘들게 한 문제나 관계, 또 그런 것
들을 유발하거나 포괄하는 상황일 것이다. 힘든 업무, 힘든 시험, 힘든 사
랑 같은 것들. 다만 이런 일들이 ‘지나가서 다행’이려면 잘 마무리됐어야
한다. 적어도 스스로는 만족할 만큼. 일과 시험을 망치고 사랑이 엉망이
된 뒤에 “그래도 지나갔으니 다행이야”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잘 끝나지 않아도 끝난 것만으로 다행인 일이 있지만 잘 끝나지 않으면
안도감보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대부분이다. 지금 “아무래도 상관없
어”라는 일이라면 나중이라고 크게 아쉬울 일도, 다행일 일도 아닐 것이
다(물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지나가서 아쉬운 일’과
‘지나가서 다행인 일’은 일 그 자체보다는 결과가 어땠느냐로 갈린다.

About Time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시간여행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시간을 거슬러가는 능력이 있는 주인공 팀(돔놀 글리슨)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해 수시로 과거로 간다.

아쉬움과 후회, 혹은 그리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거로 돌아가 일이든 공부든 사랑이든 그 무엇을 더 열심히 하거
나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 시절이
행복했다면 행복감을 다시 맛보는 것만으로도 돌아가 볼 가치가 있다. 하

시간여행 영화가 남기는 것

시간여행의 재정의

지만 1초가 뭔가. 시간은 100분의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철벽이다. 세상

하지만 시간여행 영화란 태생적으로 결말의 상투성까지 피하기는 어

그렇게 새 출발의 순간은 매순간 주어진다. 1월 1일이나 매달 1일이

모든 시계바늘을 일제히 뒤로 돌린대도 우리 시간은 티끌만큼도 되돌아

렵다. 사람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데 시간여행이 가능한 판타지를 현

나 매주 월요일처럼 어떤 주기의 첫날에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시간

가지 않는다.

실보다 나은 것으로 묘사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영화는 희극

을 거슬러가거나 건너뛰어야만 시간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꼬박

이든 비극이든 하나같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꼬박 살아가는 것도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

교훈으로 끝난다. <어바웃 타임>도 결국 그런 영화다.

여행에도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음을 생각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그래서 간절하고 달콤하다. 2013년 겨
울 개봉한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시간을 거슬러가는 능력이 있는 주인
공 팀(돔놀 글리슨)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가족의 비극을 막기 위

영화 막바지에 팀은 시간여행 능력을 물려준 아버지의 조언대로 평범

해 수시로 과거로 간다. 연애에 영 소질이 없는 그는 이런 반칙성 ‘미세 조

하게 하루를 산 다음 그 하루의 처음으로 돌아가 똑같이 살아보기를 반복

정’으로 사랑에 있어서만은 목표를 달성한다. 우연히 만나 반해버린 메리

한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당황하고, 일과 시간에 쫓기던 팀은 같은 일상

시간의 진행을 거스를 수 없는 한 지금보다 나은 ‘지금’은 없을 것이

(레이첼 맥아담스)의 마음을 완벽히 얻을 때까지 그는 시간을 되돌린다.

을 반복할수록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는다. 처음 살 때 보지 못했던

다. 우리가 일상을 유심히, 또 새롭게 들여다볼 때 삶은 다시 출발하듯

장면들을 다시 살면서 보게 되고, 느끼지 못하던 감정들도 느끼게 된다.

새로워지고 행복에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돌이킬 수

시간여행 영화치고 팀의 능력에는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온건한 규칙이

다면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불확실성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는 없어 보인다.

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과거로, 그때의 자신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팀은 그러고 언젠가부터 더 이상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

없을 때에야 새 출발도 있다. 돌이킬 수 있다면 과거로의 회귀와 반복되

것. 몸과 복장도 당시의 상태가 되고 거기에 다른 자신은 없다. 열 살 때

패, 슬픔과 분노를 겪더라도 시간을 돌이켜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남

는 수정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 시간의 출발선

로 가면 그냥 열 살의 자신이 된다. 그래서 과거로 갔을 때 또 다른 자신

들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얘기다. 팀은 “(지금이) 나의 특별하면서

에 섰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흥분한다. 매일을 그렇게 맞을 수 있다면 더

과 부딪히거나 신분을 의심받거나 하지 않는다. 다른 여러 시간여행 영화

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며 즐겁게 지내려고 매일 노

할 나위 없을 것이다.

에서처럼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을 만나거나 몰래 훔쳐보는 상투적 장면

력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인생의 하루하루를 항상

은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여행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W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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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Oman

프랑스
France

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다.

내부 서버를 조정해 퇴근 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 않고 있다.

NEWS

아버지는 하나 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의 죽음

라는 독일이다.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2011년부터

동안 할아버지는 총 4번을 결혼했으며 10명의 자식과

가 생겨났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 이상에 팔았다고 한다.

수많은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뒀다. 그러나 고토 할

기 힘들만큼 여전히 건강하다. 물론 오랜 세월을 사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초과근무
4000만원)을 제시하여 총 100만 오만리알(약 30억

업무 e메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처음 선보인 나

현지 언론이 공개한 고토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믿

넘는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고토 할아버지는 그가 세

다.
언뜻 냄새나는 돌처럼 보이지만 ‘억’소리 나는 가치로

지만 e메일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을

망 할머니(1875~1997)의 122년 164일을 훌쩍 뛰어

일에 얽매이게 되는 모순을 ‘노동권’으로 접근한 것이
다. 향수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인 용연향은

다. 사우디아라비아 상인은 Kg당 1만500오만리알(약

이는 공식적인 세계 최고령 기록인 프랑스 출신 잔 칼

다고 보도했다. 기술 발달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성분이 변하면서 달콤하고 사향 같은 냄새를 갖게 된

비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란다.

고토 할아버지의 생년월일은 1870년 12월 31일.

될 권리를 규정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
바다 위를 수 십 년 간 부유하며 햇빛에 의해 형태와

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 온 나라다. 하

바 고토)가 역사적인 생일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간이 아닌 때 e메일을 읽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아도
워낸 것이다. 처음에는 대변과 같은 악취를 풍기지만,

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개인이 구매에 나섰

라건 리젠시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소디므조(일명 음

상 사업장은 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상을 할 때 업무시
등을 먹고 소화하지 못한 것을 장에서 다시 바다에 게

계 최고령이라 주장하지만 출생신고서 등 서류가 미

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중부 자바 주(州) 스

1일(현지시간)부터 새 고용법이 시행되면서 50명 이
고래가 정기적으로 토해내는 토사물인데, 대왕오징어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노동을 정착시키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146번 째 생일을 맞았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AFP 등은 2017년 1월
용연향을 건져 30억 원의 대박이 났다. 용연향은 향유

바다의 로또인 셈이다. 이번에 건져 올린 용연향은 인

비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할아버지가

최고령 할아버지 146번째 생일 맞아 “내가 원하
는 건 이제 편안히 죽는 것”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퇴근 후에 업무 e

신년부터 퇴근 후
업무 e메일서 해방

인도네시아
Indonesia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어린이들일 것이다.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마도 13세 이상 어린이만 놓고

라붙고 눈꺼풀이 얼어붙을 정도의 맹추위를 뚫고 등굣길에

다. 시베리안 타임즈는 이 곳 학생들은 안경테가 얼굴에 달

에 뿌려진 상태로 얼어붙는 신비로운 장면이 포착되기도 한

마자 즉시 얼어붙는다. 공기 중에 뜨거운 물을 뿌리면 공중

최근 오만의 한 어부가 우연히 약 80Kg에 달하는

‘용연향’을 아시나요?
향유고래가 만들어 내는 바다의 로또

전해본다.

지구마을 구석구석의 소식을 정리해서

영하 50℃ 이하의 날씨에는 눈물이나 콧물이 몸에서 나오자

않는다. 야쿠티아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구지만 이제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다.
서로 부대끼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

지 않지만, 13세부터는 추위로 인한 잦은 결석이 용인되지

온이 영하 45℃ 이하로 떨어지면 12세 어린이까지는 등교하

러시아 연방 극동부에 위치한 야쿠티아 공화국 아이들은 기

극한의 기온 영하 53℃에도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다.

각기 다른 인종, 기후, 문화를 가진 지

으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연결된다.

터넷으로 연결되는 세상은 동시다발적

에 가까운 손과 발을 달아 주었다. 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신

영하 53℃에도 학교 가는 아이들
눈꺼풀이 얼어 붙어도 공부는 해야지…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World

흥미진진
지구촌
이모저모

세계는 이렇게 말했다

WIA Sense

31

치됐다. 경매 주관사인 월드와이드 옥션 측은 "오랜
시간 숲 속에 방치된 탓에 차량 전체가 녹이 든 상태"
라면서 "복원하면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밝
혔다.

아와 전화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에서 촬영됐
다는 것 외에 두 사람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
많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 데일
리메일 등 해외언론들은 "아픈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
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러(Andrew Taylor)는 지난 1년간 감자 다이어트로 성공적
인 체중 감량을 이뤄냈다. 테일러는 지난 1월1일 전분성 채
소 외에는 입에 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후, 쇼셜미디어를

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 길에 놓인 먹이를
먹이기 위해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얌체족도 있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길에 먹이를 두지 않는 게 이런 일을 방
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길에 먹이를 놓거나 유기견에
게 먹을 것을 주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또 지난 10년 간 관절 통증에 시
달려왔지만 그것도 사라졌고, 높았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
압과 당수치도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감자에서는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며 감자에는 탄수화물은 물론,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 비타민C와 철분도 풍부하다는 감자
예찬론을 폈다.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W

못하게 하려 한다며, 수많은 현안을 두고 시의회가 엉뚱한

01+02

다.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이유를 들어 유기견을 돌보지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조례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

에 반려견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으려

으며 체중을 감량한 후 어떠한 항우울제도 없이 푹 잠을 잘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것에 우려와

(?)를 거부하는 일이 잦다는 것. 또 길에 먹이를 두는 바람

란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들이 먹이 때문에 귀가
그는 자신이 지난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감자만 먹

그의 몸무게는 323일 만에 99.8kg으로 줄었다.

유기견을 돌보지 말라는 이유는 다소 황당하다. 그 이유

서는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례 제정

남성이 있어 화제다.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앤드류 테일

통해 몸의 변화를 기록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151.7kg이던

남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의 알타그라시아라는 도시에

유기견에게 먹이주면 벌금?
반려견들이 귀가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나…

아르헨티나
Argentina

면 세상에 비뚤어지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1년 동안 오로지 감자만 먹고 50kg 넘는 체중을 감량한

1년간 감자만 먹고
50Kg 다이어트에 성공한 남자

호주
Australia

년 대 초반까지 운행되다가 지금의 숲 속에 그대로 방

오지 못하는 어린 제자를 위해 매일 이렇게 병실로 찾

헌신이 눈물겹다"면서 "선생님들이 모두 이 사람 같다

고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이다. 이후 이 차량은 1970

산된 '애스턴 마틴 DB4'(Aston Martin DB4)다.

자아낸다.

그의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암 치료 때문에 학교에 나

의 가치가 매겨진 이 차는 지난 1960년 영국에서 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무슨 상황인지 자못 궁금증을

오는 차량은 1960년 영국에서 생산돼 이듬해 배를 타

~47만 5000달러(약 4억 5000만원~5억 7000만원)

밖에 앉아 있는 한 성인 남성이 병실과 연결된 전화로

며 병실 밖에서 태블릿 PC를 보며 통화하는 남자는

의 차량 한 대가 경매에 나왔다. 약 37만 5000달러

공유되고 있는 이 사진은 병실에 누워있는 한 소년과

DB4는 총 1,113대가 생산됐으며 이번에 경매에 나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숲에 방치된 애스턴 마틴

된 사진 한 장이 있다. 최근 SNS에서 100만 회 이상

사연은 이렇다. 사진 속 어린 소년은 암 투병 중이

으로 무려 5억 원을 호가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40년 이상 숲 속에 방치된 고물차 한 대가 우리 돈

40년 동안 숲에 버려진 고물차…
알고 보니 5억

미국
USA

미국 소셜사이트 레딧과 각종 SNS를 통해 화제가

아픈 제자 위해 매일 병원 찾아
수업하는 선생님

이란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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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7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2017년의
자산시장을
엿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가 가

난 12월 연준의 FOMC회의에서 2017년 기준

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금리 인상 횟수가 2회에서 3회에서 높아진 점

도 유로존 주요국가들의 정치 이벤트, 미국과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인플레상승 및

2016년의 빅 이슈들은 브렉시트 찬성결정,

일본과의 통화정책 이원화, 미국의 기준금리

금리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

정상화로 달러가치의 상승압력은 여전할 것으

그렇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와 금리

선, 유가 반등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문제는

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시대에는 신

상승을 효과적으로 헤지할수 있는 상품을 반

이들 이슈들이 단순히 작년 한 해에 국한된 이

흥국 투자자들이 자국통화를 미국달러로 바꿔

드시 편입할 필요가 있다.

2017년은 2016년의
빅이슈들이 본격화되는 해이다.

벤트가 아니라 올해 그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

투자하는 달러 표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물가연동채펀드를 들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라는 점이다. 자산배분관점에서 상반기는 미국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달러 환매

수 있다. 물가연동채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예정되어 있다. 이날 취임식 연설의 주제가 ‘미국인이여, 크게

의 재정정책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조건부채권(RP), 달러 예금, 달러 표시 채권,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물가연동

꿈을 꾸자(Dream Big)’로 정해졌는데 그간 그가 강조해온 ‘위

구간으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상대적

미국 주식 등이다. 이들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대한 미국’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를 만들기 위한 주요 방안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식, 금리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이미 국내 거액자산

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하고 실질구매력을

담길 예정이다. 2017년 미국 주도하에 전세계의 질서가 어떻

연동채권 및 물가채 등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

가들에게는 낯익은 금융상품들이다.

높인 채권이다. 그러나, 물가연동채 역시 만기

게 정립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시점이다. 그

란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

러나, 대선 경쟁 때 ‘막말’로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던 그가 대통

유럽의 정치, 정책 이슈 확대, 부동산시장 회복

령 직에 당선되면서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세 둔화 및 글로벌 부채 이슈 재부각으로 투자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트럼프
의 주요 공약 중 법인세인하, 재정부양책 및 금융규제완화 등
으로 인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은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
운 질서를 찾아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에
게는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대응이 어느때 보다 필요할 구간으
로 보인다.

가 길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중간 매도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관련
금융상품 주목하라

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자산에

손해를 볼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중간 매
도시 이익을 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자
금의 일정부분만 투자하길 바란다.

전세계가 인플레 초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또 하나 주목할 상품은 금리연동상품인 시

있다.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로 국제유가가 작

니어론이다. 시니어론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그래도 달러자산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년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경

투자등급(BBB-) 이하 기업에 담보를 받고 자

달러 강세의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트럼

기회복에 트럼프의 경제정책까지 더해져 인플

금을 빌려주는 변동금리 대출로 뱅크론 이라

프의 경기부양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레이션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

고도 불린다. 시니어론 펀드는 이들 대출을 기

의 경제공약 가운데 법인세 인하정책, 인프라

년 금리는 작년 10월 이전까지 1.6%대에 머

반으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한다. 시니어론은

투자 계획 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경기회복

물렀으나, 연말 2.5%대를 육박하고 있다. 지

이자가 변동 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대한 차익실현 등을 포함하여 현금비중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오른다면 이자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2017년은 정치, 경제적으로 예상이 힘든
혼돈기로 판단된다. 우선, 성급한 투자를 자제
하고 1월 미국의 의회 개회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화추이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투

Investment
Trends
자의사 결정을 내려보길 권고한다.

34 2017January/February

W

35

WIA Sense

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정유년 키워드 : 각자도생(各自圖生)
2017년의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혼재해
있다는 것이다. 어지러운 정치와 국정,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또
한 올해의 경제성장률도 2%대로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며, 미국발 금리 인상은 국내 가계부채의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자
연스럽게 시장경기는 위축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기해결을 위한 정부 콘트롤 타워의 부재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사자성어가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되는데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 보인다.

VR

Trends in 2017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2017년 트렌드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각종 분야의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것’들의 출현을 계속 앞당기고 있다.

전화가 발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가 등장한다. 얼마 후에는 개인용 휴대전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더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온 세상이 이어지고

이러한 변화는 100여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기원전부터 존재해 온 인간에게 지금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혁신적인 것들 투성이다. 이 변화와 발

있다. 현재는 이보다 더 발전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들이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다.

전이 인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변화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다면 타인보다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예상

하는 2017년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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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自圖生

그럼에도 과학은 발전한다
: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세계 각지에서는 과학발전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장 주목받을 분야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분야
와 인공지능 분야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현실분야가 신(新)산업 성
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미국의 페이스북은 영상콘텐츠 분야에 가상현실(VR) 촬영 기능을 제공하기 시
작하였으며, 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가상현실 기기
와 콘텐츠 개발 업체인 오큘러스사(社)를 인수하였다. 페이스북은 이를 통해 게임
및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흥행하지 못하였지만 미
국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스냅챗은 가상현실에 스냅챗의 아이덴티티를 주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특히 엔터테인먼트분야에 있어 큰 활약을 할 전망이다. 플레이스테
이션으로 유명한 소니사(社)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출시하며 가상현실을 본격
적으로 게임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발매하고 있는 갤럭시VR 또한 VR시장의 대중화를 이끌
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강남에는 VR을 체험할 수 있는 'VR방‘ 1호점이
문을 열었고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에서는 가상현실세계를 인공지능과 접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작년에 구글에서 선보인 '알파고'는 컴퓨터 인공지능의 혁신을 보여주었다. 이
를 기반으로 구글에서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구글 홈'이라는 인공지
능 비서를 내놓았다. 현실을 뛰어넘어 세상 어디에서도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가

2016년 연말에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VR

사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구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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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와 혼술남녀

가상현실 세상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대두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인 콘텐츠 산업

혼술남녀

은 VR산업의 주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VR로 인하여 결혼
대한민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 노년층은 증가하

을 기피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또한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선이 모호해질수록 그 괴

고 신생아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야기 한다.

들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쉽사리 해결점을 찾을 수는 없을

이러한 높은 우려의 목소리만큼,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산업은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로 다가오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실버산업이라는 신(新)시장의 규모가 확대되
고 있다. 노년층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에서는 의료 및 헬스케어 제품들을 웨어러블 기기들

일맥상통

과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S헬스 시스템은 ‘심박수’ 산소포화
도‘ ’스트레스지수‘ ’수면패턴‘등을 측정할 수 있게 출시되고 있으며, 갤럭시 기
어라는 시계와 연동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혈당검

영업과 홍보는 일맥상통!

사도 자택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돼 실버세대를 타깃으로 한 제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기어3

2017년의 기업운용 트렌드는 영업과 홍보이다. 상품성과

품 개발에 각 기업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디어 역시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동시에 1인 가구 520만 시대에 도래했다. ‘1코노미’(1인가구 + 이코노

것은 영업과 홍보라는 이야기이다. 약 3년 전부터 홍보시장이

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나홀로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각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왔고, 온라인에서의 홍보 트렌

27.7

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이

평균나이 27.7세의
열정 넘치는 회사

1인 가구를 위한 식재료들을 구성하여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세분화되고 있는 온라인 홍보 시장에

유통업체들은 이 트렌드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식재료 부문

세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있다. 작년 여름에 출시돼 편의점에서 히트상품으로 매출을 올렸던 애플수박을

오프라인 영업은 날이 갈수록 위축될 예정이기에 2017년에

비롯하여 땅콩호박 같이 1인가구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상품을 구성한
것이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할 것이고, 각 유통업체에서는 1코노미

는 고도화된 영업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시장 및 오프라인 시
장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다. 비디오커머스라는 새로운 홍보장르는 기존의 이미지, 문

1

동영상 전체 6개월만에 1억 달성
SNS에서 빠르게
주목 받는 컨텐츠를 만듬

구 홍보를 타파하고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
상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남성을
위한 미용용품이라는 특별한 타겟팅으로 많은 인기와 수익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영업과 홍보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3개월 15억
3개월만에 매출 15억
이상을 달성

운용이 된다면 2017년도 기업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리
라 보인다. 특히 네이버에서 독점하던 온라인 홍보시장이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새로운 홍보 플랫폼들로 다분화하면
서 홍보 트렌드 또한 짧은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
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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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억

‘블랙몬스터’를 브랜드화 시킨
㈜블랭크티비의 매출 및 운영상황

트렌드세터

통해 비디오커머스 시장을 선점한 '블랙몬스터' 제품군이 있

6

개월만에

지난 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애플수박

당신이 트렌드를 이끌어라
: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렌드’라는 단어는 패션분야에서나 사용되는 용
어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트렌드를 잘 읽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나 홍보의 성패가 갈리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과학이 발전함
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다변화 되고 있기에 기민하게 파
악하고, 신속·정확한 대처가 중요시 된다. 이와 동시에 무작정 트렌드를 따라
가기 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
터(trend setter)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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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tory

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끝은 또 다른 시작
해남 땅끝마을
인생을 웬만큼만 살았어도 끝이 곧 시작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오늘의 끝은

01

내일의 시작이고, 낮의 끝은 밤의 시작이며, 이 해의 끝은 새 해의 시작이
다. 졸업은 새로운 학교 혹은 직장으로의 새 출발을 예고하고, 결혼은 미혼
의 끝 기혼의 시작이다.
02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

03

한반도를 휘휘 감아온 우리 땅의 장대한 기상이 그 마침표를 찍는 곳이 있다. 저 백두산 천
지에서부터 북녘의 높디높은 산줄기를 거쳐 남으로 남으로 내달려온 백두대간의 숨찬 호흡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다. 더 이상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육지를 만날 수 없는 탓에
백두대간의 기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해남 땅끝마을이다.
한반도 뭍의 최남단에 자리했다 하여 땅끝마을이라 불린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던
가. 덕분에 사람들은 끝과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쫓아 해남땅 끝을 찾아든다. 정식 지명은 해남
군 송지면 갈두리. 우리 땅의 끄트머리라는 상징성과 함께 그 지명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분분

04

한 땅끝마을은 갈두리(葛頭里) 혹은 칡머리로 불리었는데 이곳에 칡이 많아 그렇다는 설이 있
는가 하면 사자봉 형세가 칡의 형상이어서 이렇게 이름지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갈두는 예전
부터 제주도로 통하는 중요한 뱃길이었는데 제주도에서 군마를 싣고 와 육지로 보내는 통로였
다고 한다.

달마산 미황사

01_땅끝모노레일카 체험은 땅끝의 아름다움을 더

해남IC에서 빠져나와 13번 국도를 타고 땅끝으로 향하는 길 먼저 닿는 미황사부터 둘러보

욱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자.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해발489m)을 병풍삼아 자리한 미황사는 보는 순간 절로

02_남해안의 절경과 쪽빛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

탄성을 자아낸다. 신라 경덕왕 8년(749)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다. 대웅전(보물 947호)천장에는

할 수 있다.

03_맴섬 한가운데 바위섬 사이로 떠오르는 장엄

1천부처가 그려졌는데, 이곳에서 세 번만 절을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대웅전 지척

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의 일출

의 응진당(보물 1183호) 마당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광은 그림 중의 그림으로 매월당 김시

04_달마산을 평풍삼아 자리한 미황사

습은 이곳을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지금도 해남의 일몰 포인트로 손꼽
히고 있다. 1727년에 그려진 미황사괘불탱(보물1342호)은 1년에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이 때 열리는 산사음악회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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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 중의 땅끝 ‘땅끝탑’
땅끝마을에 도착하면 먼저 관광안내소에서 안내책자부터 챙기자. 땅끝마을 전체 지도가 있어

땅끝탑비

알아두자! 여행 TIP

동선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관광안내소는 보길·노화도행 배가 오고가는 선착장 부근, 땅끝마을
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편의점 등이 모여 있고 광주와 목포

이 곳은 우리나라 맨 끝의 땅
땅끝 특산품

갈두리 사자봉 땅 끝에 서서

등을 잇는 고속버스가 이곳에서 들고 난다.
땅끝전망대와 땅끝탑을 둘러보자. 여기에 완도 방면으로 자리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과 사구
미 해변, 해남읍 가는 길에 닿는 송호해변과 송호리 오토캠핑리조트도 더하면 알찬 여행이 된다.
땅끝마을을 돌아보려면 선착장 부근 주차장이나 모노레일 사무소 옆에 주차하는 편이 좋다. 땅끝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 사무소 옆으로 해안 산책로가 펼쳐진다. 땅끝전망대와 땅끝탑은
송호리 오토캠핑리조트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손이여

땅끝햇살

땅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하늘과 땅의 정기가 모인 땅끝 해남에서 깨끗한 물, 풍성한 햇빛, 비옥한
간척지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고급쌀.

먼 선 자락 아스란 백령도, 흑일도, 당인도
장구도, 보길도, 노화도, 한라산까지

해남김

수묵처럼 스며가는 정

옛날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맛과 향이 독특한 해남 김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무공해 김으로, 그 맛과 향이 어느 김보다도

한 가슴 벅찬 마음 먼 발치로

땅끝 중의 땅끝, 땅끝탑으로 이어진 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다.

‘맛’으로 차별화되는 최고의 상품이다.

백두에서 땅끝까지 손을 흔들게
해남황토고구마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가 막힌 다도해 풍경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넉넉하게

수천년 지켜온 땅 끝에 서서

20분이면 닿는다. 갈림길마다 땅끝전망대, 오토캠핑장 등을 알리는 안내판이 있다. 땅끝탑을 마주

수만년 지켜갈 땅 끝에 서서

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밤과 같이 포근포근하고 당도가 높아 맛이 으뜸.

한 채 바다로 스며드는 태양은 땅끝을 찾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땅끝탑도 일

꽃밭에 바람일 듯 손을 흔들게

농협 등 생산조직에서 품질이 좋고 맛이 좋은 것만 골라 최상품만 골라

몰 포일트 중 하나이다.

마음에 묻힌 생각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황토밭에

선별 판매하고 있다.

하늘에 바람에 띄워 보내게

겨울배추
오염되지 않고 질 좋은 토양에서 자란 해남 겨울배추는 흰 눈이 쌓인 겨

05
05_땅끝 조각공원은 국내원로작가와 유명작가

울철(12월~2월)에도 얼지 않고 배추 맛 그대로 남아있어 항상 싱싱한

글/글씨 : 손광은/ 하남호 / 1987. 7. 18

김치를 담을 수 있다.

들이 해남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한 작품 26점
이 설치되어 있다.

여객선 문의

06_갈두산 사지봉 정상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

땅끝매표소 : 061-535-4268, 산양매표소 : 061-553-6107
넙도매표소 : 061-553-4466, 해광운수 : 061-535-5786

다도해를 한눈에, 땅끝전망대
땅끝마을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 세워져 있는 땅끝전망대는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땅끝전망대는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맑은 날이면 추자도와 제주도까지 볼 수 있다. 땅
끝전망대의 야간 조명은 야간 등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땅끝탑에서 땅끝전망대로 가려면 왔던 길을 조금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400m 정도로 멀리 않은 거
리니 포기하지 말기를... 전망대로 가는 길은 땅끝탑으로 가는 길에 비해 조금 가파르다. 갈두산 정상
땅끝전망대까지 오르막 계단이 이어진다. 혹시 관절이 좋지 않다면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라갈 때만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땅끝탑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06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땅끝탑에서 송호리 오토캠핑리조트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다. 선착장의 맴섬을
마주하고 산책로 입구가 있다. 맴섬은 해남의 일출 포인트다. 맴섬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건 2월(13~18일)과 10월(23일~28일) 1년에 약 10여 일 뿐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선착장-모
노레일사무소-땅끝전망대-땅끝탑-송호리오토캠핑리조트까지 이어진 산책로는 걷기 좋아하는 이들에
게 단연 인기다.

42 2017January/February

W

43

2017
WIA Story

위아 탐구생활

2017

02

2017년 나는 이런 직장인이 되고 싶다

45%

NEW YEAR

설문기간 : 2016.12.29 ~ 2017.01.03
설문대상문 : 163명

'2017년이 돌아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당신의 심정

2016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누구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가 어떨지 가늠해보기도 합니다.
2017년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6%
2%

Make a Opportunity!

03

6%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않겠어.
열심히 긁어모아 자산가로
거듭나기.
기타

30%

집에 좀 보내주세요. 칼퇴 시키는 선배!

기타

11%
18%

3%

2016년 이 목표는 내가 이뤘다
2017년 이 목표만큼은 내가 이룬다

04

2017년 회사에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30%

2017년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사랑하는
가족(연인)과의 더 행복한 시간!

32%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선배!

더 많이 도와주고 가르쳐주세요. 일 잘하는 선배!

2016년

일단 성과가 좀 좋아야지!
일 좀 잘하고 싶다.

2017년 우리 선배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배!

01

27%

직장인이라고 일만할 수는
없는 법. 일과 여가의 완벽한
밸런스를 꿈꾼다!

제가 요즘 고민이... 내 고민 잘 들어주는 선배!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7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0%

건강관리!

업무처리!

대인관계!

취미생활!

재테크!

실패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

직장인에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은 서로
기대고 있어서 사람이지

여가는 내 삶의
비타민

직장인의 가장 큰 기쁨은
통장보는 일

이런 것 좀 묻지마라

13%

15%

10%

10%

23%

기타

2%

6%

6%

15%

16%

0%

기타

3%

2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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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장인의 행복은 급여에서
나온다. 매출 폭발!
내 연봉도 폭발!

아무리 그래도
직장에서 살 수는 없지.
더 많은 칼 퇴근!

10%

직장은 자아실현의 場이다.
내가 원하는 업무로 변경!

27%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일하느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하기!

1%

기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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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1

엔진품질보증팀 정영호 대리

힘찬 닭의 울음처럼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떠오릅니다. 어느덧 일생에서 세번
째로 맞이하는 나의 닭의 해네요. 요즘 닭들이 AI로 고전
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힘찬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
이 온누리에 퍼질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자신이 아닌, 내 가정을 위한 헌신

3일이라도 지켜보자.

현대위아
프로계획러들의
정유년 계획 세우기

산업기계생산부 김태민 기술선임

또 새해 계획을 세웠는가? 매번 지키지도 못할 다짐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인가 자책해보기도 한다.
모름지기 변화는 불가능한 도전을 통해 시작되는 법.
새로운 출발 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

안된다고 핑계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
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아 안타깝고 마음이 메어집니다.

3

꽃아재로 거듭나겠습니다!

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같이 극복해나가는 든든

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룬다
는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듯합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어리숙했던 지난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내 가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6

16년도는 현대위아의 미래 성장을 향한 달리기를 위한 준

어떻게 하면 좋은 부서를 만들수 있는지 한계에 봉착하면

총무팀 안지원 사원

점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목표달성!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 마음고생

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함께 할 동반자와 언약을 맺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

공작품질보증팀 박승욱 사원

입사한 지 30년이 지나온 길목에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내 일처럼, 남 탓 말고,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실천하는 모

2017년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저와 평생을

한 동반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행복한 마음이 들기도 합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고마운 나의 회사

서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2017년엔 나부터 회사일을

5

FA기계설계팀 손정우 사원

4

ERP운영팀 하성문 사원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는 세 줄 일기 쓰기
어느덧 직장 생활 4년차로 접어 들었습니다. 회사에 적응
이 되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익숙한 것을 찾게 되고, 매일
이 쳇바퀴처럼 어제 오늘 구분없이 흘러가다보니 어제 뭘
했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7

비과정이었던 해였습니다. 17년도 새해는 비전 2020 목
표 달성을 위해 전 사원이 전력으로 뛰기 시작하는 한해
가 되도록 현대위아 달려봅시다. 힘들 때 다 같이 지혜를

소재개발팀 김영철 차장

모아 좀 더 노력하면 보다 나은 우리 회사가 되리라 믿으

지금 인생을 다시 한 번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자

면서 홧팅해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치 보기와 자기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
으로 사는것 같아서 내 맘을 새롭게 다짐을 해봅니다.
"매사에 당당함과 솔직함으로 모든 행동을 하자"

8

인사팀 최봉림 대리

17년, 신입사원의 앵커가 되다!

2016년이 지나면 어느덧 입사 3년차, 20대를 지나 서른

세줄 일기를 써볼까 합니다.

"개처럼 살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자"

살 로그인... 아직 사원이지만 몸은 먼저 승진을 거듭하여

1. 오늘 일어난 일 중 가장 안좋았던 일

"앞집 개가 짖는다고 따라 짖지 말라. 앞집 개가 짖은 이유

과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꽃아

2. 오늘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았던 일

를 모르면서 앞집 개가 짖으니 따라 짖는 의미없는, 생각

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3. 내일의 목표 또는 다짐

없는 삶을 살지 말자"

돌아가자! 몸무게 앞자리 7!

새해부터는 어제의 나를 돌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이 힘듭니다. 거대한 계획도 중

일의 현대자동차 그룹 연수기간을 통해 그들에게 현대위

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를 알리고, 나아가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을 심어줄

다시입자! 100사이즈!
벗고 가보자! 워터파크!

17년 현대자동차그룹 신입사원 그룹연수를 담당하는 앵
커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 분들의 빠른 조기정착과 핵심
가치 이해를 위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중요한 사명을
받게된 17년,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1월 9일~ 20

수 있는 현대위아 인사팀 멋쟁이 최봉림 대리로 거듭나겠
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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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L

더욱 강해진,
새롭게 돌아온, 경쟁자들
수년째 최강의 자리에 군림했던 폭스바겐 팀의 이탈로, 주력 선수들은 다른 경쟁 팀들로 이적했다. 특히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에 올

라 최고의 선수로 불리던 '세바스티앙 오지에'가 M-스포트로 이적해 포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형 랠리카인 '피에스타 RS'를 몰고 랠리
에 나선다. 또 하나의 경쟁자였던 시트로엥은 WRC에서 7번의 월드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전설적인 드라이버 '세바스티앙 로브'의 출전
이 점쳐진다. 지난 시즌 세계에서 가장 거친 자동차 경주로 불리는 '다카르 랠리'에서 활약해온 그는 최근 시트로엥으로 복귀를 선언했
다. 왕년의 최강자와 시트로엥의 조합은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선이 쏠리는 곳은 도요타의 복귀다. 지난 1990년부터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며 WRC 무대를 활약했던 그들이 1999년
무대를 떠난 바 있다. 그런 그들이 18년 만에 그룹 총수 아키오 사장이 진두지휘하며 소형 해치백 '야리스'를 앞세워 복귀 첫 해 우승을
노리고 있다.

현대 i20 신형 랠리카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
현대 모터스포츠 월드랠리팀

자동차 레이스 대회
W o r l d R a l ly C h a m p i o n s h i p 2 0 1 7

올해는 더 흥미진진해졌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월드랠리챔피언쉽(WRC)에 참가

90% 이상 완전히 새롭게 변신한 신형 머신은 i20 쿠페 3도어 모

하고 있는 '현대 모터스포츠 월드랠리팀(이하 현대팀)'을 후원하고

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전장, 전폭이 늘어났으며, 거대한 리어

있다. 현대팀은 WRC 대회에 처음 참가했던 2013년 이래, 불과 3

윙 스포일러를 달았다.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

년만인 지난해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 세

드되었다. 여기에 1.6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계 최정상의 완성차 업체로 인정 받는 데 이르렀다.

380마력, 최대 토크 45.8kg.m으로 엔진 성능도 대폭 강화했다.

WINNER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2017년부터는 대회 기술규정이 바뀌어 WRC 랠리카의 엔진 성

지난 시즌 종합 개인 2위 티에리 누빌을 비롯해, 4위 헤이든 패

능은 강력해지고, 차체는 크고 가벼워졌다. 이제 자타공인 세계에

든, 5위 다니 소르도 등의 세계적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은 올해

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WRC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엔진의

도 함께 우승을 향해 질주한다.

에어 리스트릭터 크기가 33mm에서 36mm로 커져 출력 제한을

부족한 WRC 경력에도 훌륭한 랠리카와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기존 300마력에서 380마력으로 높였다. 차체 폭은 1,820mm에

아우르는 팀워크로 현대팀은 이제 WRC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으

복귀한 팀들이 있어 그 열기는 더 높아졌다. 개막전이 열리는 모나코 몬테 카

서 1,875mm로 55mm 넓어졌으며, 길이 역시 3.9m를 넘어야 하

로 떠올랐다. 그들의 유니폼과 랠리카에 곳곳에 새겨진 현대위아

를로에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대혼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도록 바뀌었다. 또한 허용 최소 중량은 1,200kg에서 1,175kg으로

의 이름은 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2017년 포디움(우승)

25kg 가벼워졌다

으로 가는 현대팀의 질주, 현대위아가 함께 한다.

2017 월드랠리챔피언십(WRC)의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강자 '폭스
바겐'이 올해부터는 WRC를 떠났지만, 전력을 재정비한 기존 팀들과 새로이

W

현대팀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설계된 신형 랠리카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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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공작기계, 방산/항공, 발전설비, 환경/에너지 등
TBM 5개 사업 분야 활약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러한 위기와 시련은 이엠코리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편중된
공작기계 사업에서 벗어나 방산 사업과 발전설비 사업 등 사

이엠코리아는 공작기계, 방산/항공, 발전설비, 환경/에너

업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 TBM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엠코리아의

이처럼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강 회장이 제조

근간이 되고 있는 공작기계 사업은 설계, 가공, 조립, 시험,

업이라는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제조업체 오너로서의 보

검사 등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44개 기종의 CNC공작기

람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해 현재 300여명의

계를 연간 3,000대 규모로 생산, OEM 및 ODM 방식으로 공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일군 것 자체가 일련의

급하고 있다.

보람있는 여정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특히 엔지니어 출신이

방산/항공사업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AS9100인증을 보

다 보니 R&D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공작기계로 시작해

유하고 K21보병장갑차, K9자주포 등 육상장비의 주요부품을

방산, 발전설비, 환경에너지 그리고 최근의 TBM에 이르기 까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공군의 T-50 및 TA-50항공기의 유

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이들 제품이 시장에

압저장조와 도어 액츄에이터, 랜딩기어 등을 생산•공급하고

서 인정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있다.

'사람'에 '긍정'을 더해 10년 후를 준비하다
위기와 시련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엠코리아의 성장 DNA는 ‘사람’과 ‘긍정'의 힘이다. 그동

종합기계 및
신재생 에너지의 절대강자

이엠코리아

이엠코리아 강삼수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배워 엔

안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일해 준

지니어 일을 시작했고, 기계를 다루고 쇠를 만지는 일이 적

직원들이 있었기에 R&D와 생산역량을 쌓으며 내실있는 성

성에 맞는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1987년

장을 할 수 있었다. 이엠코리아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

맨몸으로 동우정밀을 설립하고 직원 5명과 함께 오로지 최

사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유류비 지

고품질의 공작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성

원, 전세자금 대출 등 기본적인 복지 외에도 사내 물리치료

장시켜왔다.

실 설치로 현장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강삼수 회장은 “회사 창립 이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엠코리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10년 뒤를 생

1997년 IMF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한다. 당시 주

각하며 고민하고 연구한다. 덕분에 남들이 주저하는 어려운

거래처의 부도로 일감이 100% 감소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신규사업에도 과감히 진출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속

전 직원과 합심하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

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사가 오랫동안 내실

이엠코리아는 지난 1987년, 동우정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었다. 이후 2009년에도 글로벌 경기악화로 공작기계의 매출

있게 성장하여 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수 있는 좋은 회사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매출액 1,100억 원, 종업원 300여 명으로 구

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으나 회사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10년 후 미래

성되어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 또, 2007년에는 코스닥에 상

와 직원들의 혁신적인 원가절감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함께

를 열어 갈 기술과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W

장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해 각종 설비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질적으로도 성장해 명실상부 대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엠솔루션,
웰켐텍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이엠코리아는 창원과 함안에 각각
10,000평이 넘는 대형 사업장을 보유하며 있다. 종합기계 및 신재
생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공작기계와 방
위산업 부문에서 우리 회사와 많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
자적인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해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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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01+02

책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정유년 새해를 풍성하게 채워줄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이은 추운 날씨에 움츠러드는 겨울인데요. 다양한 공연으로 실내 데이트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공연들이 있는 곳을 소개해 드려요.

뮤지컬

지리의 힘

사피엔스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팀 마샬 저/김미선 역

유발 하라리 저/조현욱 역/이태수 감수

지금 전 세계에서는 [지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머나먼 인류의 시원에서 사이보그까지,
한 권으로 읽는 인류의 탄생과 진보 그리고 미래!

중국은 왜 그렇게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바다에 집착하는지,
러시아는 왜 크림 반도에 목매고 어떤 지리적 아킬레스건을 가졌기에

작년과 올해 전 세계 출판계와 언론을 들썩이게 한 책이 있다. 거의 무

초강대국이 될 수 없는지, 남유럽은 왜 서유럽에 비해 재정 위기에 취

명이나 다름없는 젊은 이스라엘 학자의 책 한 권이 몰고 온 파장은 엄

약한 건지, [미국]은 어째서 초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는

청났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세계뿐 아니라 브라질 등의 남

왜 사드가 배치되는지, [파키스탄]보다 [인도]가 더 빨리 성장하는 이유

미와 중국과 대만 아시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베스트

는 무엇인지, [중동과 아프리카]에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도대체 무슨

셀러가 되었으며, 올해의 책에 선정하거나, 출판상을 수여했다.

짓을 저질러 놓았기에 지금도 피의 전쟁이 계속되는지, [라틴 아메리

《사피엔스》는 약 135억 년 빅뱅으로 물리학과 화학이 생겨나고 약 38

카]와 아프리카는 왜 발전이 더딘 건지, 왜 세계는 남극이 아닌 [북극]

억 년 전 자연선택의 지배 아래 생명체가 생겨나 생물학이 생기고, 약

으로 향하는지 등에 대한 답은 바로 [지리]에 있다. 각 지역의 이 같은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이 발전하여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개척

문제를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 거
대한 수만 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인간의 진로를 형성한 것으로 세 가

고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 농업혁명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

연극

판타스틱 (Fanta－Stick)

라이어 그후 20년

체인징 파트너

타악가문과 현악가문의 현란한 라이브 배틀 쇼! 시
작부터 끝까지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100% 라
이브 국악연주로, 영화 ‘쌍화점, ’구름을 벗어난 달
처럼‘의 김백찬 음악감독이 직접 작곡한 곡들로 구
성된 퓨전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타악,
퓨전국악, 코믹, 전통국악기와 창, 상모 돌리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해학적이면서도 애절한 한국의 한을 아름답게 표
현했다.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뛰어넘어 함께 만들
어가는 소통하는 공연 판타스틱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

1998년 초연 이후 무려 19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 중인 라이어. 기막힌 거짓과 어설픈 진실, 속
고 속이는 우리의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
하는 국민연극 ‘라이어’는 오늘도 대한민국 연극사
를 다시 쓰고 있다.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는 20년
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윔블던과 스트리트햄을 오
가며 두 집 살림 중이다. 하지만 인터넷 채팅을 통
해 알게 된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의 만남으로 인해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 날 위기를 맞는다!
다시 시작되는 거짓말과 마지막 대반전은 과연?

국내 최대 웨딩업체 ‘쥬오’의 스타 커플 매니저 김
중매는 스펙과 성격 등 맞춤형 맞선을 주선하는 것
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호기롭게 두 커플의 만남을
주선하지만 비슷한 이름과 약속시간이 엇갈려 맞
선 상대가 바뀌가 되는데... 파트너가 바뀐 것도 모
른채 의심만 쌓아가던 네 남녀의 사랑은 어떻게...
아니, 누구와 맺어질까? 연애, 결혼, 출산 3포시대
를 살고 있는 당신이 꼭 봐야할 맞춤형 연극!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2017년01월01일(금) ~ Open Run
공연장소 서울 NH아트홀 판타스틱 전용관
티켓정가 VIP석 60,000원 R석 50,000원
S석 40,000원
관람등급 36개월 이상
관람시간 85분
공연시간 월~일 오후 5시, 8시 (휴일없음)

지 대혁명을 제시한다. 바로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약 12,000년 전
의 농업혁명, 약 500년 전의 과학혁명이다. 과학혁명은 여전히 발전하

연극

현대자동차그룹

45%

할인

2017년01월01일(금) ~ 02월26일(일)
부산 센텀시티 KNN시어터
30,000원
만 13세 이상
90분
평일(화~금) 오후 8시 / 토 4시,7시 / 일
2시, 5시 (월요일 공연 없음)

현대자동차그룹

40%

할인

2017년01월01일(금) ~ 02월19일(일)
대전 아신극장1관
R석 30,000원
만 12세 이상 관람가
90분
화~금 오후 8시 / 주말 3시, 6시

현대자동차그룹

30%

할인

고 있지만, 인지혁명은 여전히 많은 부분 신비에 싸여 있다. 끝나지 않
은 발견과 빈약한 사료들을 근거로 펼쳐내는 상상의 언어들은 놀랍도
록 이성적이며 빈틈이 없어 독자들을 몰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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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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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Autopedia

현대자동차 그룹 용어 사전

운수 좋은 날

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이때 사보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 우리 회사는 현장직원들이 직접 생산 현장의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문제점을 찾아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
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혁신활동에 대한 직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며 현

지난호 정답

대위마만의 고유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 활

1. 초연함 2. 유럽 3. 치쥬바 이수취(798예술구)

동의 명칭은?

개선 활동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종달 / 단조품질관리팀

2. 지난 시즌 WRC 대회에서는 현대 모터스포츠
월드랠리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맹활약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개인 랭킹 2위를 차지
한 선수는?

Notice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신민석 / 부품품질혁신팀
이호찬 / 등속설계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종영 / 부품생산부
김창수 / 기계품질보증팀
김윤철 / 단조품질관리팀

공지사항
2017년 정보보호 10대 이슈
1. 사물 인터넷 보안위협 증가
2.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이슈
3.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이슈
-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드론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가
4. 인공지능 기술을 보안에 적용하는 시도 증가
5. 랜섬웨어에 의한 지속적인 피해
-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 공격 예상
6. 생체 인식기술을 활용한 보안(FIDO)
- 지문인증, 음성인식, 얼굴인식
7. 국가기간망에 대한 APT 공격
8. 클라우드를 활용한 보안 서비스
9. 핀테크 보안
10.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 비트코인, 가상화폐 (분산성, 보안성, 무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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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뉴스, 사내/그룹 방송, 그리고 SNS에 올라
온 콘텐츠까지. 이제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뉴스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현대위아 소식을 개인 메일함에
서 확인하십시오. 더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 메일링 서비스 받는 법
1. 대상 : 현대위아 임직원 및 가족, 협력/고객사
2. 신청 : 홍보팀 홍성률 사원(ryul@hyundai-wia.com) 앞
신청메일 발송 (단, 임직원은 자동 등록)

용어사전 접속 방법
1. 오토웨이 상단 메뉴<Autopedia> 클릭
2. 오토웨이 내 우측하단<Autopedia> 버튼 클릭

새 출발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칼 바르트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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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