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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TORY

有備無患
이글을 쓰는 입장에서, ‘글을 잘 쓰는 일’을 말하기란 깨나 열없습니
다. 다행히 이미 수많은 현인(賢人)들이 글 쓰는 법에 대해 말했기에, 그
들의 말을 빌려 얘기는 꺼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글쓰기를 논한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중국 송나라의 문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입니다. 송나라 초기에 미문조(美文調) 시
문인 서곤체를 개혁한 인물이자, 시와 글씨로 그 옛날부터 이름을 날렸
던 양반입니다.
구양수는 글쓰기의 비법을 딱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다독(多
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하면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쓰기 비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다(多)’입니다. 책을 읽되 많이 읽어야 하고, 글을 쓰되 많이 써야하고,
생각하되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글 좀 써보겠다고 글쓰
기 관련 책 몇 권 읽고, 몇 번 휘적거리고, 잠깐 생각한다고 결코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쓰기에 요행은 없습니다.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그의 글쓰기 책 <
글쓰기의 공중부양>에서 “그대가 좋은 글을 쓰고 싶다면 몇 번씩이라도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라...(중략)... 등껍질이 찢어지는 아
픔을 감내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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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레알 마드리드)

연습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조성진

방향

트답게 아주 어릴 적부터 2만 시간 이상을 높이뛰기에 쏟아 부었죠. 그
러나 2007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고작 높이뛰기를 시작한지 8개월밖에 안 된 선수에게요.
앱스타인은 이 사건을 두고 “남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유전자 힘 면

결국은 연습입니다. 연습이 없다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준비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그럴듯하게 승화한 것이 한번쯤 들어봤을 법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을 두고서는 반론도 많습니다. <스포츠 유전자

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99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Anders Ericsson)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의 저자 데이비드 앱스타인(David Epstein)은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빼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

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모든 사람

어 연주자 간의 실력 차이는 결국 연습량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2008년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1만 시간의 법칙’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는 “천재는 재능

습에 시간을 쏟아 부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1만

이 있어도 1만 시간을 쏟아 부어야 비로소 관철할 수 있다”고 말하죠. 글래드웰은 천재라고 평가받는 모차르트도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떠올라 명곡

시간을 쓰면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을 작곡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차르트 최고의 협주곡이라고 평가 받는 협주곡 9번은 그가 협주곡을 작곡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에서야 완성할

것입니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서 홀름이 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

앱스타인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재능을 제

유비무환의 길은 연습과 방향성에 있습니다. 다가올 일을 그리고 목

대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성 설정을 명확히 해야

표를 분명히 알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적성을 찾는 과정을 ‘샘플링’ 이라고 부

해야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 열심히 뛰어봐야 돌아오는 소득은

관련 일화도 차고 넘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동료였던 파트릭 에브라(Patrice Evra, 마르세유)는 인터뷰에서 “호날두는 스타가 된 후

른다”며 “음악을 예로 처음부터 한 악기에 올-인(All-In)하면 실패할 가

미미할 게 분명하고, 반대로 자기가 달릴 트랙을 찾더라도 달리지 않으

더욱 최고가 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더욱 더 훈련에 매진했다”고 했었습니다. 같은 팀의 골키퍼 에드윈 반데사르(Edwin van der Sar, 은퇴)

능성이 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한 샘플링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면 결승점에 영원히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도 “호날두는 경기장 밖에서도 몸을 단련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다”며 훈련이 끝난 뒤에도 자기를 불러 프리킥 연습을 쉴 틈 없이 했다고 밝혔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레알 마드리드)는 재능 이상의 연습량으로 더 유명한 선수입니다. 팀의 누구보다
가장 먼저 연습장에 출근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하죠.

습니다. 반데사르는 “그 훈련이 웨인 루니와 호날두의 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죠.

물론 두 일 모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이나

앱스타인이 그럴듯한 말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 역시 우리가 몸소 알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재능으로 보는 사람까지 있으니까요. 방향

고 있는 얘기입니다. 악보만 겨우 볼 줄 아는 제가 이제와 피아노에 매

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서있는 그곳이 내게

달린다고, 조성진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어울리는 곳일까라는 의문은 아마 영원히 가시지 않을 겁니다.

실제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조성진도 그다지 연습벌레는 아니

그럼에도 객쩍게 이 얘기를 한 건 어쨌든 미래는 다가오고, 준비를 해

라고 합니다. 그가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할 때도

야 하기 때문이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늘 투자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만 연습에 매달렸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 외의

를 성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노아의 법칙

시간에는 낮잠을 자거나,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을 위반했다.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음악을 들었다고 하죠.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아닐

2004년 아테네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

까요.

W

(Stefan Holm)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금메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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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성 강소법인에 310평 규모 전시장 열어
- 고성능 X시리즈 등 현대위아 공작기계 한 눈에
- 오픈하우스 행사 열고 생산 전 과정 공개해

우리 회사가 중국에 대규모 공작기계 전시장을 열고 중국 시장 확장에 나섰다.
지난 10월 16일,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위치한 강소법인에서 공작기계 전시장
개소식을 열고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1024㎡(약 310평) 규모로 지어진 전
시장에는 고성능 공작기계 라인업인 X시리즈를 비롯한 공작기계 16종을 전시했다.
행사에는 중국 공작기계 대리상과 고객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올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공작기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전시장을 열었다. 중국 고객들이 직접 공작기계를 살펴보고, 실
가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별도의 교육공간을 마련해 기술교육도 주기적
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강소법인,

대규모 공작기계 전시장
그랜드 오픈!

공작기계 또한 중국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
발을 주도한 고성능 머시닝센터 XF6300과 XH6300이 대표적이다. XF6300은 머
리카락 한 올을 10등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정밀성이 특징인 제품으로 중국에서
급성장 중인 금형 시장이 타깃이다. XH6300은 대형 가공기 중 가장 빠른 가공·이
송 속도가 강점으로, 제품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공작기계중국판매법인장 장정규 이사는 “강소법인 전시장은 중국의 고객들이
원하는 공작기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제품 전시 외에
도 제품 및 가공 교육 등 다양한 이벤트로 중국 고객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픈하우스 행사를 찾은 고객과 대리상을 위해 공작기계 생산현장
투어를 진행했다. 공작기계 제작 전 과정을 공개해 고객들이 현대위아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열린 기술세미나에서는 주요 제품에
대한 기능 설명과 ‘세일즈 포인트’ 특강이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장 오픈을 기점으로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 시
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내 현지 생산
공작기계 기종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기종을 중국에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윤준모 사장은 “강소법인 전시장 개소를 기점으로 중국 시장에 꼭 맞는 신제품
을 개발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고
객 서비스 확대로 중국 시장에서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작기계 고객들이 10월 16일 강소법인 공작기계 전시장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우리 회사의 대표 공작기계인 XF6300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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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2017에서
첨단 무기 체계 대거 전시

우리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 체계

우리 회사는 5인치 함포(KMK45)의 실물도 함께 전시했다. KMK45

를 대거 선보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는 국내 최대 전투 함정인 이지스에 설치되는 무기로, 24㎞에 달하는

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동급 최대 사거리를 자랑한다. 함포 전면에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최

2017(ADEX 2017)’에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Remote Control

소화하는 ‘스텔스형 실드’를 적용해 함정 생존률을 극대화했고, ‘자가

Weapon System)와 5인치 함포 등을 공개했다. ADEX 2017은 33개

진단’기능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10월 17~22일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 ‘ADEX 2017’ 참가

국 4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다. 우리 회

105㎜ 곡사포 ‘KH178’과 ‘81㎜ 박격포’ 등도 함께 선보였다.

- 원격사격통제체계·5인치 함포 등 전시해

사는 기아자동차, 현대로템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방위산업 계열사들

KH178은 GPS와 항법장치 센서를 장착해 정확도를 대폭 높인 것이

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꾸렸다.

특징이다. 81㎜ 박격포는 사거리를 약 6㎞까지 늘려 보병대대에서 주

원격으로 안전하게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RCWS가 특히 관람
객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전방경계부대 내 상황실이나 장갑차 안에

력 화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알루미늄과 경량형 마운트를 이용
해 이동에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서 모니터로 외부 상황과 표적을 감지해 리모콘으로 기관총을 발사

특수영업팀의 관계자는 “ADEX는 전 세계에 현대위아의 방위산업

하는 제품이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주간에는 최대 2.5㎞, 야간에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매

는 1.8㎞까지 동작을 인지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또 자동 자세 안

달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

정화 장치를 장착해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표적을 놓치지

다”고 각오를 밝혔다.

W

않도록 만들었다. RCWS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병사를 보호
하고 이동과 동시에 적을 공격할 수 있어 우리 군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2017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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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MATOF 전시회서
최고 수준 기계 기술 자랑
- 10/25~27 세계한상대회, 10/31~11/3 MATOF 참가
- 고성능 공작기계·스마트팩토리 시스템 등 전시
세계한상대회

- 자동차 부품·방산제품 함께 전시해 이목 끌어

이번 전시회에서 한상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기술력을 알리는 데 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HW-MMS’와

우리 회사가 세계한상대회와 창원국제제조기술전(MATOF)에서 기술력을 뽐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

점을 맞춰 전시 제품을 구성했다. 대표적인 제품은 여러 번 소개된 바 있

‘HYUNDAI-iTROL+’도 선보였다. 우리 회사가 지난해 공개한 HW-MMS

16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고성능 공작기계 XF6300과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네트워크 활성

는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XF6300. XF6300은 글로벌 최고 수준을 목표

는 원격 유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만 있으면 언제

화를 위한 자리로 국내외에서 약 3000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시회다. 우리 회사가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어디서든 공장의 모든 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작업

XF6300과 함께 전시된 KF5600 역시 일반 부품은 물론 고품질 금형가
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공작기계다. 우리 회사의 차별화 한

자가 현장에 없어도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도 원격으로 가능하다.

구조해석 기법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위를 최소화해 설계했

올해 초 공개한 ‘HYUNDAI iTROL+’는 지멘스와 함께 개발한 국산

다. 또 X·Y축 강성 모두 평균 20% 이상 향상했다. Y축의 이송 속도 또한

CNC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공작기계 콘트롤러에 접목한 제품이다.

분당 40m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HYUNDAI iTROL+는 스스로 가공시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공장 내 다른 공작기계의 상황도 한 눈

소에서 열리는 ‘2017 MATOF(창원생산제조기술전)’에 연이어 참가했다.

에 파악할 수 있다.

MATOF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내 최대 기계 산업 전시회다.

공작기계 제품 외에도 주요 생산 제품인 자동차부품과 방위산업 제품

세계한상대회와 같은 전시품으로 MATOF를 준비해 관람객들을 맞았다.

산업기계도 함께 전시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자동차 부품 분야

세계한상대회와 MATOF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창원은 물론 전 세계

에서는 ▲엔진 ▲등속조인트(C.V.Joint) ▲ATC(후륜 기반 AWD 시스템) ▲

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각종 전시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e-LSD(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등을 전시했다. 특히 ATC와 e-LSD는 국

종합기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W

내 기업 중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제품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세계한상대회 이후 10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같은 장

12 2017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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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이디어 페스티벌 성료
연구원의 ‘드론커터’가 차지했다. 드론커터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

- 연구원들 자유 주제로 상상 속 아이디어 현실로 옮겨
- 드론커터·먼지 없는 공작기계 등 참신한 아이디어 뽐내
- 연구 역량 증진 위해 매년 개최 예정

이 그대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품이다. 라디오 주파수

함께 우수상을 수상한 설계원가팀 김남기 강종욱 연구원과 선행유닛설

나 GPS 통신을 이용해 작동하는 드론의 원리를 역이용, 방해전파를 발생해

계팀 이동주 책임연구원의 ‘공작기계 선반 포지션 코더 대체제안’은 ‘자동차

드론의 조정과 운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 스스로 불법 드론을 찾고 추적

부품을 공작기계에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이들은

할 수 있도록 레이더와 광학장치를 함께 활용하도록 했다.

정확한 가공조건을 확인하고 가공 원점을 확인하는 부품인 ‘포지션코더’를

정 책임연구원은 우리 회사가 제작 중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자동차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센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았다. 이를

Remote Control Weapon System)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양산 가능성도 소

통해 부품 수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제작 원가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소개

개했다. 원격으로 적을 감지하고 기관총을 발사하는 RCWS에 드론 비행을

했다.

우리 회사 연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 데 모였다. 지난 10월 27

페스티벌 본선에는 12개 팀 중 연구개발본부 전 직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

방해하는 ‘재머(Jammer)’를 설치하는 식이다. 영상과 레이더로 주요 안보

우리 회사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나온 연구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면

일 의왕연구소에서 '2017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열렸다. 페스티벌은 연구원

쳐 6개 팀이 참가했다. 구체적으로 ▲A필러 장착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시설을 비행 중인 드론을 파악하고 동시에 비행을 막을 수 있어 시장 가능

밀히 검토해 양산 제품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페스티벌

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제안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야 확장 장치 ▲공작기계 선반 포지션 코더 대체 제안 ▲드론커터(Drone

성도 높을 것으로 파악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원들의 창작 의욕과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정기화하기

진행됐다. 우리 회사에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Cutter) ▲모터리스(Motor-Less) 공구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작업

우수상은 공작기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에 돌아갔다. 우수상을 차지한

로 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연구개발지원팀의 담당자는 "아이디어 페스티

이번 페스티벌 주제는 '어쩌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엉뚱

자 편의성 증진 시스템 ▲초소수성을 이용한 공작기계 가공실 내 작업자 환

선행유닛설계팀 정민혁 연구원의 ‘자연의 초소수성(Super Hydorphobic)을

벌이 연구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한 상상?!'으로 잡았다.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

경개선이 진출했다. 최종 심사는 연구개발본부장과 각 연구실 대표 6명이 진

이용한 공작기계 가공실 내 작업자 환경 개선’은 풀잎 위에 이슬이 스며들

도 연구원들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

상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5월 공모를 시작한 이후 총

행했다.

지 않고 그대로 맺히는 특성인 ‘초소수성’을 공작기계에 접목했다. 초소수성

고 말했다.

12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14 2017 November

이날 최우수상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항공특수개발팀 정철곤 책임

W

성분을 가진 ‘실리카 도료’ 등을 기계에 코팅해 금속 가공 후에 생기는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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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30일 창원 기술지원센터에서 ‘제1
회 현대위아 공작기계 서비스 경진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공
작기계 서비스센터의 역량 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개 서비스센터가 참가했다. 결선에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열린 예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0개 서비스
센터가 경합을 벌였다.
대회는 공작기계 설치부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얼
마나 더 정확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보여줬는가를 겨루는 방
식으로 열렸다. 고객이 공작기계를 새로 구입한 상황을 가정
해 ▲정확한 장비 설명 ▲안전규정 준수 ▲복장 준수 ▲설치
숙련도 등을 평가했다.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한 별도의 필기평
가도 이뤄졌다.
대회 최종 1위는 대구에 위치한 서비스센터인 ‘제일기전’
에게 돌아갔다. 제일기전은 공작기계를 매우 정확하고 빠르
게 설치하는 것은 물론 고객 응대까지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
다. 제일기전의 담당자는 “평소 고객을 대할 때 진짜 나의 가
족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리 회사는 경진대회 이후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공작
기계 제작 과정을 모두 공개했다. 기본 틀에서부터 공작기계
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직접 확인해,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회사는 대회가 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역량 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실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선 당시 고객들은 ‘서비스 경합으
로 A/S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설치는 물론 장비 사용
교육을 친절하고 꼼꼼히 해주는 것 같다’고 평했다.
고가의 공작기계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우리 회사는 서비스

- 창원기술지원센터에서 10개 서비스센터 서비스 ‘질’ 겨뤄
- 설치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 테스트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W

- 대구 서비스센터 ‘제일기전’ 최종 1위 차지해

16 2017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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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동료를 구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재해예방 유공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측부터 김상재 과장, 박경진 기술사원, 윤준모 대표이사, 김윤두 기술선임

부상을 무릎쓰고 동료애를 발휘한 박경진 기술사원이 상장을 수여받고 있다

심/폐/소/생/술
초등학생 이모 양은 엄마와 시장을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렸지만 모두 손을 쓰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엊그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이 양은 곧바로 남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고사리 같은 손을 가슴에 올리고 수차례 압력을
주자 남성은 큰 숨소리를 내뱉으며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소녀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

1. 의식확인
환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2. 도움 요청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하고 "여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어요. 119에 신
고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119에 환자발생을 신고한다.

기적을 만드는 심폐소생술

동료애로 똘똘 뭉친 사우들이 만든 기적

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식 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지난 9월 27일 우리 회사 창원2공장 사내식

지난 11월 7일, 우리 회사는 망설임 없이 동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사람을

당인 ‘드림하우스’에서 생긴 일이다. 점심식사가

료를 구한 세 영웅을 재해예방 유공자로 칭하고

흔들어 깨우려고만 한다.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

한창이던 식사 시간, 한 직원이 갑자기 의식을

포상했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서 김윤

혀뒀다면 이때 죽음의 문턱에 선 환자를 구하는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모두가 당황해

두 기술선임, 박경진 기술사원, 김상재 과장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서 발만 동동 굴릴 때, 시설동력팀 김윤두 기술

침착한 대처와 몸을 사리지 않는 동료애로 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환자를 더

선임이 지체 없이 나섰다. 그리고 평소 익혀둔

생명을 구했다. 그들의 헌신과 협력이 없었다

위험하게 만들거나, 책임공방에 휘말릴까 하는

심폐소생술을 그대로 시행했다. 입에 남은 이물

면, 그날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걱정에 선뜻 나서지 못할 때도 있다. 실제 구조

질 탓에 기도가 막혀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옆

에 나선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

에 있던 특수생산부 박경진 기술사원이 손가락

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응

으로 혀를 잡아 기도를 확보하고 이물질을 제

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환자에

거했다. 환자에게 검지를 물리기도 했다. 국내

게 응급처치를 하던 중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

서비스팀의 김상재 과장도 뛰어들어 심폐소생

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술을 도왔다. 그들의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을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했

회복했고, 곧 119가 도착해 즉각 경상대병원으

다. 이른 바 ‘선한 사마리안법’이다.

로 무사히 이송되었다. 검진결과 큰 이상이 없
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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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도 유지 및 호흡 확인
의식이 없어진 환자가 똑바로 누워 있을 경우 혀가 기도를 막아 기도가 막히게 되므로 턱을 들고 머리를
젖혀 기도를 유지해 준다. 환자의 기도를 유지한 채로 고개를 숙여 환자의 얼굴에 귀를 대고 숨을 쉬는지
여부를 5~10초 정도 확인한다.

4. 인공호흡 2회
환자에게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코를 막고 기도를 유지한 채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5. 흉부압박 30회
환자의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정중앙을 압박한다. 이때 압박하는 깊이는 약 4~5cm정도이며,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한다.

6.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5회 반복

우리 모두를 위한
심폐소생술!
배워봅시다.

인공호흡 2회, 흉부압박 30회를 한 세트로 생각하고 5회 반복한다.

7. 의식 확인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5회 반복한 후 면 처음에 했던 의식확인을 시행한다. 만일 의식이 없으면 다시 인
공호흡과 흉부압박을 반복한다. 119구급대나 전문의료인이 올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그
러나 실제 상황 시 일반인들은 당황하여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기
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흉부압박이다. 흉부압박은 심장의 펌프기능을 인공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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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로 그린 이야기

안전한 오늘, 희망찬 내일!
현대위아 안전특공대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

공작기계품질관리팀

을 위해 올해도 우리 회사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UCC 경진대회를 시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올해 2회째
를 맞아 더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료된 가운데,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성 넘치는

현대위아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돌아왔다. 그

UCC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작품들이지만 그 중 창의성, 공감도, 노력도, 완성도,

우수

이름.. WIA안전특공대! 어떠한 작업 환경 속에

활용도를 종합 고려해 우수작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서도 현대위아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현대위
아 안전특공대의 활약

대망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7개를 여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안전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10대 필수안전수칙 준수
현대위아 “10대 필수 안전 수칙”을 아십니

365일간의 동행
365일간의 동행을 위한 첫걸음, 기본 안전수

현대위아 안전지식 challenge

산업기계생산부

대상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현장 안전수칙. 게임은

까? 금지 5항목, 준수 5항목 안전 실천을 통

두 번 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

해 만드는 안전한 환경. 기본을 지키면 위험

다. 생명은 두 번 살 수 없으므로 조심하십시

은 사라집니다.

오!

안전작업, 평안귀가

모듈생산2부

최우수

안전은 직원 생명의 기반이자 회사의 생명선

칙 준수에서부터! 협착, 전도, 추락, 화재 4대

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기

사고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당신의 생명을 지

다리는 가족을 위해 안전해야 합니다. 생산은

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전을 잊지 말자.

현대위아 안전GO!
현대위아에도 위아볼이 떴다! 안전용품을 찾
아 떠나는 모험, 현대위아 안전 고! 안전한 퇴
근을 위해 오늘 하루 미션을 수행하는 김위
아. 각 공장별 숨겨진 안전용품을 찾아 오늘
도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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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우수

산동법인 엔진생산2부

장려상

산동법인 엔진생산1부

장려상

안전책임 중점 실시
현대위아 강소법인의 안전담당자로 일하게
된 서이카와 조정 사원은 안전생산발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보여주기식 안전이 아니라
안전담당자로서 책임감을 키우게 된 계기를
고백하며 조정 사원은 현장 내 안전책임 중점
실시를 전파합니다.

강소법인 안전환경부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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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사막화 방지 행사 열어

산동법인 상해 CIAPE 참여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1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제 2회 주니어 기술

미주법인은 지난 9월 중순에 열린 오픈 하우스를 시작으로, 캐나다 공

지난 9월 8일, 산동법인이 중국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시

산동법인은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CIAPE(중국국제자동차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

작기계 전시회, 위스콘신 기계기술 전시회, 멕시코 고객의 멕시코 공장 방

린궈러맹에서 열린 사막화 방지 사업에 참여했다. 이곳은 워낙 강수량이

상품전시회)에 참여했다. 65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한 대형 전시회에 우

로 결정을 돕고 기계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문, 위치타 산업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호응도를 높이고

적고 비가와도 대부분 지하수로 빠져 지표가 금방 마른다. 여기에 햇빛이

리 회사는 중국 일조시 개발구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1,000여 명의 글

딜러지원을 강화했다. 미주법인 시장개척을 위해 대형 국제 전시회는 물

달구면 상승기류가 발생해 비구름의 접근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로벌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의 생산, 영업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 부

론 소규모 이벤트까지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딜러를 지원했다.

오래 전 바다였던 이곳의 알칼리성 토양은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까지 날

스를 찾아 현대위아와 현대자동차그룹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

아와 인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

다.

창원기계공고 학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주요 생산 제품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창원1공장과 창
원3공장을 방문, 공작기계와 자동차 부품 생산 전 과정을 둘러 봤다. 이후

미주법인은 다양한 전시회에 우리 공작기계를 전시하는 것이 높은 가

에는 현업에서 기술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

치가 있다고 판단, 기술지원은 물론, 기계 대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10년째 사막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는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야 새로운 산업

는 멘토링 강의를 열었다. 현장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배우는 NC 스쿨도

으로 우리의 기술을 전시하고 시연해 구매 담당자들을 공략했다. 미주법

울여왔다. 그리고 산동법인 자원봉사자들도 여기에 참여해 황사의 발원

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향후 다양한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이어졌다. 올해 2차례 열린 주니어 기술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인은 품질, 납기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제품을 보다 빠르고, 더 스마트

지를 안정적으로 녹화시키고 초원을 보호하는 데 한 몫 거들었다.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대상을 확대해 매 분기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하게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동법인은 이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등 우리 회사 4대 사회공헌 사업인
‘Social Dream’ 이행에 주력할 계획이다.

The 2nd Junior Technology Academy Enforcement
HYUNDAI WIA held ‘The 2nd Junior Technology Academy’ to nurture
students with technical talents. The Junior Technology Academy is a
social contribution program designed to help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ake career decisions and help them understand
machine technology. 26 students from Changwon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were able to visit the factory and directly check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company's major production products. The
participants visited Changwon Plant 1 and Changwon Plant 3 to explore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machine tools and auto parts. After
that, the students got an opportunity to talk with their seniors who have
worked for over 20 years in the industry. Moreover, to learn the field
know-how and the skills directly, the students participated at the NC
school program. The Junior Technology Academy, which was held twice
this year, plans to expand its coverage nationwide starting next year and
proceed the program every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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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MA Supports Dealers through Machine Tool
Exhibition
Starting from the Open House in mid-September, the company raised
customer satisfaction and strengthened dealer support through various
events such as the Canada Machine Tool Exhibition, the Wisconsin
Mechanical Technology Exhibition, and the Wichita Industrial Fair.
Recently,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HWMA)
participated in large international exhibitions as well as small-scale
events to support US dealers in various fields.
To attract foreign purchasers, HMWA decided that it would be a great
value to display its machine tools at various exhibitions, therefore, the
company exhibited and demonstrated its own technology in various ways,
from technical support to machine rental.
The company plans to make various efforts to show the customers that
it can prevail the competitive edge of quality and delivery, and produce
machine tools faster and smarter.

山东法人志愿者赴内蒙古参加治沙活动

东法人赴上海参加 CIAPE

8月7-9日，现代威亚山东法人选派两名职员作为公司CSR担当和

9月20-22日，应日照市开发区政府邀请，我公司赴上海参加中

公益志愿者参加了现代汽车集团组织的内蒙古锡林郭勒盟地区的治沙

国国际汽车商品交易会（CIAPE）,共有来自全球的650多家企业参

活动。这里降水稀少，土地皲裂。尤其是光照充足时阻挡雨云层的接

展。展馆接待国内外整车及汽车配件生产销售企业参观者数千人，很

近，使土地陷入干旱的恶性循环。

多参观者对我们公司展品和现代汽车品牌产生了浓厚的兴趣。

现代汽车集团投入治沙志愿事业已有10余载，我们山东法人的志

法人长文相鎬在展会中指出只有加强我们企业自身技术与品质，才

愿者们也为这一片黄沙描绘了一抹绿色，为草原维护作出了一份贡

能跟上新能源发展趋势，提高市场竞争力。今后公司将会继续参加此

献。今后山东法人将持续参加此类活动，不断履行公司“4大社会责

类活动，不断提高自身产品的品质和品牌知名度。

任”的‘Soical Dream’计划，为社会公益添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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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소방훈련 실시

착한 기업
‘현대위아’ 만들기
05

06

06
인도법인 ISO14001 환경인증 취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노사

슈입니다.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해지고, 사람들은 나쁜 기업 내

합동 협의체 운영(각 본부 대표직원 및 노동조합)을 통해 내규에

쫓기, 착한 기업 찾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범기업으로 부각되

따라 투명하게 집행 대상과 규모, 주제를 선정한다는 점도 눈에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10일, 안전의식과 화재 발생 시의 대처능력을

인도법인은 지난 10월 ISO14001 환경인증을 취득했다. ISO14001 인증

제고하기 위해 본관과 공작기계 임직원들이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진행했

은 환경경영시스템으로 친환경 경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어 사명 앞에 ‘갓(god)’이라는 단어가 붙는 신조어로 주목 받는 기

띄는 항목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다. 훈련 전 안전환경부는 공장 레이아웃에서 따라 최적화된 비상탈출 방

있다는 인증이다. 공식 인증업체인 DNV GLOBAL 측은 인도법인이 안전,

업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혀 불매운동까지 이어지

여러 기업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그치

안을 수립,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했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비상벨

보건,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있다고 판단, 인증서를 부

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우수성

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생각이 더 정교하게 반

이 울리자, 각 부서 직원 174여 명이 안전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1분 안

여했다. 이로써 인도법인은 지난 2015년 3월 OHSAS 안전보건 인증을 취

을 판단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기업 이미지가 기업의 생사를

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

에 전원 대피에 성공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었다.

득한 데 이어 환경인증까지 취득하며 각종 제도적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려 합니다.

소방훈련이 끝난 후 훈련 중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해 비상 시 임무와
개선방안을 수립했고, 올바른 소방기기 사용법을 시연하며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江苏法人进行消防演练
为了提高安全意识及火灾发生时的应对能力，江苏法人在10月10
日开展了本馆、数控联合逃生演练活动。
演练前，安全环境部结合公司实际，认真细致的制定了此次消防应
急逃生演练方案，公示全体动员会议明确职责要求。在演练过程中，
随着警铃的想起，各部署员工在安全协调员的帮助下，迅速撤离到安
全避难集合场所，演练共用时1分钟，近174名员工全部疏散完毕，这
个过程紧张有序，实用性强，收到了预期效果。
安全疏散演练结束后，各部署安全担当分别对本馆及数控的应急逃
生演练做出了细致的总结，强调了逃生过程中还需要注意的问题，并
进行了灭火器、消防栓的操作教育，强调了火灾初期灭火及迅速火灾
申报的重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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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그래서 CSR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클 포터가 주

이와 별개로 올해는 전략적 CSR을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닦은

장한 CSV(공유가치 창출)의 시대가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전략을 새롭게 수

체계규격을 만족할 경우 제3자의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사실 CSV는 전략적 CSR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이 세계적인

립하고 비전과 대표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있다.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 역시 업종, 경영환경의 특성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 기부성 공헌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간의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잘못 시행했다가 진정성 결여

상생과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의심으로 역풍을 맞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CSR에 대한 깊은

이로 인해 그룹 사회공헌평가의 체계/제도적 영역에서 좋은 평가

성찰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새로운 시류만을 좇는, 이른바

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사 규모 기업에 비해서는 월등하고, 상위

CSV 신드롬이 최근 몇 년 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열풍이 일긴

규모 계열사에도 상당히 근접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년에는 이

했습니다. 하지만 CSV를 한다고 밝힌 국내 기업들의 활동은 기존

기틀을 바탕으로 더 투명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에 노력을

의 CSR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학계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ISO14001은 ISO에서 지난 1996년 제정한 환경경영에 대한 국제
인증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조직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환경경영

HWI acquires ISO14001 Environmental Certification
Last Oct, HYUNDAI WIA INDIA (HWI) acquired ISO14001 environmental
certification. ISO14001 certification i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at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s eco-friendly
management in the work field. DNV GLOBAL, an official certification
firm, has granted a certificate to HWI for reaching a global level in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s a result, HWI has met various institutional requirements by acquiring
the OHSAS safety and health certification in March 2015 and the ISO14001
Environmental Certification this year.
Meanwhile ISO14001 is an international cer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established by ISO in 1996. If an organization that can
pollute the environment meet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tandard, it will be certified by a third party certificate authority.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해서 벌어진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입니다.

착한 기업 ‘현대위아’ 만들기.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도움이 절
실합니다. CSR의 영역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각설하고,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기부를 통해,

품질 좋은 제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사내외 기초질서 및 안전수칙

‘1% 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동안 많은 이웃들을 도와 상처를

준수, 고객에 대한 성실한 응대, 협력업체와의 상생 그리고 사회

돌보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실어왔습니다.

공헌 대표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까지. 착한 우리가 모

이 프로그램은 진정성 측면에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여 착한 기업을 만듭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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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다 잘 풀리면
○○이 아니다

하루키의 헬싱키,
나의 멜버른
나는 책 선택의 결정적 이유가 된 저 문장이 어디에 나오나 하고 한참
을 찾아 읽었다. 자주 여행을 다녔고 해외 여러 곳에서 살기도 했으며 드
라마틱한 소설을 쓰는 작가는 타지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까. 그 경험은 내
경험을 새 발의 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기대에 가까운 생각으로 하
루키가 애먹은 사례를 뒤져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 별
건 없었다. 음 그 정도 문제쯤은 나도, 하는 생각이 들었달까. 하긴. 드라마
틱한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일상까지 드라마틱할 거라는 가정은 애초 근
거가 없다. 하루키의 고생담은 핀란드 편에 나온다. 1986년 9월 핀란드 헬
싱키 여행 중에 평소 하던 대로 이른 아침 조깅을 나갔다가 ‘진눈깨비처럼’
찬비를 맞게 됐고, 더 이상 뛰는 건 무리다 싶어 발길을 돌렸는데 돌아가는
길을 못 찾아 헤매게 된 데다 숙소 이름까지 까먹는 바람에 길을 물을 수
도 없어 ‘추위에 호되게 시달’리며 고생했다고 한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
이었다”고 하루키는 당시 기분을 설명했다. 만약 출국 시간을 앞두고 있었
다면. 그건 나도 아찔하다.
내가 지난여름 호주 멜버른에서 겪은 곤란은 좀 더 엎친 데 덮치는 식이
었다. 울고 싶은 심정까진 아니었지만 적잖이 참담했다. 그럴 땐 “아아 신
이시여”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내 경우 역
‘여행지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다.’ 연한 청록색 커버 뒷면에 큼직하게 적힌 이 한 문장 때문에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

시 누군가에게는 ‘음 그 정도 문제쯤은 나도’ 하는 일일 거라는 점을 말해

요?>라는 책을 집어 들었다. 저녁미팅 상대를 기다리며 잠시 시간을 때우려고 들른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 중고서점에서 즉흥적으로(라지만 ‘유비무

둬야겠다. ‘에게 고작 그거야?’ 수준일지도. 어쨌든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환’이라는 주제어가 걸린 이번 기고로는 여행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이 책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기인데 그가 (지금

는 얘기. 미리 말하자면 나는 그 흔한 소매치기나 강도도 당하지 않았고 폭

의 나처럼) 기고 의뢰를 받아 잡지나 항공사 기내지에 실은 글 10편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행기 모음집’이라는 표현이 더

력적 상황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지 멀쩡히 돌아와서

정확하겠다. 제목이 저렇다고 라오스 기행문만 담긴 건 아니고 미국 보스톤과 뉴욕과 2곳의 동명(同名) 포틀랜드, 북유럽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남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그래. 일상으로 돌

럽 그리스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그리고 검은 곰 캐릭터 ‘구마몬’이 홍보하는 일본 구마모토까지 여러 지역 여행담 혹은 체류기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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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면 그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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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심은 다음날 오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래 시작에는 애를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여행을 즐기는 일만 남았어. 그러
고 이틀 뒤 전화기 파손 사태가 벌어진다. 아니 2년 가까이 쓰면서 돌바닥에 여러 번 추락하고도 멀쩡하던 폰이 세찬 비에
축축해진 나무 데크에 ‘단 한 번’ 툭 떨어져 액정이 나가다니. 그때부터는 시간 확인부터 메시지 전송과 확인, 위치와 경로 검
색, 음악 감상 등등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해온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구글맵을 사용할 수 없다
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다. 스마트폰은 이 시대 최고의 여행 동반자이자 가이드였던 것이다. 다음날 ‘그래도 글로벌 브랜드니
까’ 하면서 찾아간 삼성전자 매장에서는 “호주 모델이 아니라서 취급하지 않아요”라고 했다. 사설 매장에서는 수리비로 299
달러(약 26만원), 399달러(약 35만원)를 불렀다. 그들도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있다 가는 거면 그냥 한국 가서 고치세
요”라고 말했다. 길을 몇 번이나 헤맸다. 시내버스를 탔는데 내릴 곳을 놓쳐 다운타운을 벗어났다가 걸어 돌아오기도 했다.
돌아오는 날엔 경유지인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엉뚱한 환승 게이트로 가 비행기를 놓칠 뻔했고(하필 비슷한 시간
에 같은 항공사 여객기가 똑같이 인천으로 출발했다), 2㎞ 가까운 거리(수완나폼 공항은 엄청 크다)를 전력질주해 간신히 비
행기에 타고 보니 모자에 걸쳤던 안경이 사라져 있었고, 천신만고 끝에 집에는 잘 왔다 했더니 위탁수하물로 부쳤던 캐리어
가 부서져 있었다. 재작년 여름부터 두어 달에 한 번씩 짧게라도 여행을 해왔는데 그동안 겪지 않은 문제들을 이번에 준-종
합선물세트 수준으로 겪은 듯하다.

나는 보통 해외에 갈 때 스마트폰에 쓸 현지 데이터 유심을 한국에서 준비해 간다. 현지에서도 살 수 있지만 이편이 마
음 편하다. 말 그대로 유비무환이랄까. 그런데 멜버른에 가면서는 현지에서 사기로 했다. 한국서 사 간 유심은 데이터(인
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지에서 사면 합리적인 가격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말
이다. 나는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았는데 집을 찾아가려면 집주인 친구 폴에게 전화해야 했다. 멜버른에 도착하면 곧장
공항 입국장에서 유심을 사고 폰에 장착한 뒤 폴에게 전화한다, 이게 내 계획이었다. 상점 이름과 위치는 미리 파악해뒀
다.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나는 계획대로 유심을 샀다. ‘계획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였다.

아아 신이시여
유심이 작동하지 않았다. 매장 옆 공항 휴게실 의자에 앉아 신호가 잡히기를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여전히 먹통. 점원
은 계산대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가리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심이 활성화되려면 최대 4시
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헐. 이미 시간은 밤 9시에 다가가고 있었다. 자정 넘어 연락하는 건 예의도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원래 그런 거야

폴이 잠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디서 노숙을 하나. 이런 생각으로 초조해하며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집주인에게 보냈지만 묵묵부답.
일단 숙소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에어비앤비는 대강의 위치만 알려준다). 그사이에 전화가 터지면 폴한테 연락하면 된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공항을 떠나 시내로 와서 어두운 밤거리를 걷는데 추적추적 비가 내리
기 시작. 생각지도 않게 눈에 띤 공중전화가 아니었다면 난 그날 밤 어찌 됐을까. 자정 가까운 시간에 숙소에 와서도 휴대
전화는 여전히 ‘난 누구, 여긴 어디’ 모드였다. 된다던 숙소 와이파이도 먹통. 일반 주택가라 공공 와이파이도 안 잡혀서 원

에 더 취약해진다. 일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갈 때 앞
서 준비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우리는 속수무책
이 된다. 유비무환은 옳은 말이지만 완벽히 실천되지는 않

여행지에서 모든 게 잘 풀리면 여행이 아니다. 이 구절이

는다. 상투적이기도 한 하루키의 저 ‘철학(비슷한 것)’은 우

마음에 와 닿은 건 어떤 위안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괜찮아

리가 낯선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다독임. 준비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

망, 좌절, 공포 같은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멘탈리티를 지탱

는 건 아니다. 모든 게 완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발 상황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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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유심으로 갈아 끼우고 데이터 로밍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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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요
동양과 서양의 점성술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인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미리 알고 싶어 했다.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욕망이 자연스럽게 종교와 주술로 발현되었고, 각 지역의 사정
에 따라 특색을 띄며 발전해 나갔다.
동양의 경우 인도를 필두로 점성술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중
국의 점성술과 명리학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체계적으로 이론
이 발전하였다.
인도는 별을 보며 미래를 읽는 수리천문학(탄트라tantra), 세
상 전반에서 일어나는 전조들을 통해 해석을 하는 세속적인 점성
술(삼히타samhita) 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였는데 헬레니즘 시대

불확실한 미래와 다가오는 위기

(기원전 330~27년)가 도래하며 유럽에서 발달한 천문학과 적절
히 융합되어 호라(hora)라는 점성술이 기준이 되어 발달하기 시작

삶을 살아가며 의도치 않은 일들이 수 없이 많이

했다.

일어난다. 기쁜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일까? 그리고 나쁜 일들은 하필이면 오래 지속되

이러한 인도의 점성술은 중국으로 건너가 초기점성술과 융합하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점을 볼 수 있는 시대
가 도래했다

여 많은 발전이 진행되었다. 기원전 2세기 사마천이 『사기』에서 점성
술을 정리하여 체계화 하였고, 인도에서 발전한 호라(hora)를 정리한

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이’

『숙요경』이 한역된 후에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이 중국에서 발

는 이를 통계학적으로 접근하여 ‘하인리히 법칙’을

전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 이론의 기초가

만들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되어 주었으며, 현재에는 ‘사주팔자’라는 이름으로 집대성 되었다.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일어난

서양의 경우도 헬레니즘 시대의 천문학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견하

다는 이론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한 분석이

는 점성술이 발달하였다. 특이한 것은 별자리와 각 별에 대한 해석을

었던 ‘하인리히 법칙’은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적, 경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을 택한 분야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법적

제적, 개인적인 위기와 실패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

인 요소와 결합되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타로로 발전하게 되었

되고 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

다. 타로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이러한 점성술에 유래하여 발전하게

실한 미래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다면, 위기를 맞
이하는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 및 공동체는 큰 타격

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나 타로를 보기 위해서 예전

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찾아가야만 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했
다. 사주를 비롯하여 타로를 핸드폰으로 손쉽게 체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은 ‘점신’이라는 어플은 사주, 타로, 꿈해몽 등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매일 매일의 운세도 제공해주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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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미래?
미래는 바꾸는 것이 아닌 대비하는 것.
이제는 ‘과학’이 미래를 바꾼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미래를 예견하고 인간의 임의대로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두가 알다시피 점성술은 비과학적이다. 인간은 이러한

일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물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

경험과 기대를 통해 도출된 ‘비과학적 문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기예보만 하더라도 다음날의 날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항거불능한 일을 논외로 하더라도 조금씩 신경

벌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꿈꿔

을 써 일반적으로 일어날만한 상황들에 대비를 해 놓는다면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는 항상 긍정만이 가득할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낚

왔다. 이 염원은 자연스럽게 과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아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W

했고 조금이나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
다. 그 중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된 분야는 기후측정 분야이다.
태풍이나 기근처럼 기후로 인한 피해는 한 나라의 존립에 영
향을 미칠 만큼 그 피해가 막대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
은 인간의 숙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셉티디는 범죄율을 줄이는데
심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은 컴퓨터를 탄생시켰고, 컴퓨터의 발전은 슈
퍼컴퓨터를 만들어 냈다. 슈퍼컴퓨터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이제는 ‘심리학’이 미래를 바꾼다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기에 기후측정 분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제는 기후를 예측하는 것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는 심리학의 발전도 미래에 있을 재난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날씨를 조종하기 위한 기술들까지 개

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발되고 있다.

이 셉티드(CPTED)인데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건

중국의 경우 2007년 6월 중국 랴오닝성에 56년만에 찾아

축설계기법을 일컫는다. 셉티드는 1970년대 미국의 오스카 뉴

온 대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강우용 로켓 1500발을 발사

먼이라는 학자가 시행한 연구를 통해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았

해 약 3억톤의 비가 내리도록 유도하였다. 과학을 이용하여

는데, 그는 뉴욕의 어느 두 마을의 주민생활수준이 비슷함에도

기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불구하고 범죄발생 수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의문을 품
었고, 두 마을의 건축양식과 디자인에 따라 범죄의 빈도가 차
이가 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만큼 공간의 배치가 어떤지에
따라 인간 심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릭에 의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발전해 나간다. 평소에 자신이 자주 가던
거리에 상점의 쇼윈도 유리창이 몇 일간 깨진 채로 방치될 경
우 개개인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도 점차 비슷
하게 슬럼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 이론이다. 1995년 뉴욕에서
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뉴욕시 정화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결
론적으로 뉴욕시의 범죄율은 80%나 급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 (출처 : 서울신문)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여 각 지자체에서 여
러 가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셉티드
를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의 경우 수치적으로도 중요범죄
의 경우 22.1%포인트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큰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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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일석삼조 태백 여행
안전과 풍경과 지질을
원스톱으로 체험하다.

태백
태백시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낙동강 발원
지 황지연못이 있는 땅이다. 한반도 4대강 가운데

안전(安全)도시, 태백

리 쇼, 메인 쇼, 포스트 쇼로 진행한다. 해당 재난 상황을 전달
하고 실제 체험을 한 뒤, 사후 조치를 설명하는 순서다. 3D와

두 강이 한 고장에서 발원한다는 사실은 태백의 기

4D 영상 속에 라이더를 타고 체험해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운이 범상치 않음을 증명한다. 태백산, 함백산, 금

‘365세이프타운’은 ‘안전’이라는 공익적 테마를 주제로 교육

대봉, 매봉산 등 백두대간이 아우르는 산세 역시

과 놀이시설을 접목하여 태백시가 국내외 최초로 조성한 에듀

장관인데, 특히 태백산은 백두에서 비롯한 큰 산줄

테인먼트(Edutainment)시설이다. 크게 장성지구(한국청소년안

기로, 남쪽의 백두산이라 여겨 해마다 개천절에 천

전체험관)와 중앙지구(챌린지월드), 철암지구(강원도소방학교)

제를 지내고 있다. 최근 태백은 ‘365세이프타운’으

로 나뉜다. 그 사이를 곤돌라로 이동할 만큼 넓고 다채롭게 꾸

로 ‘안전’ 테마여행지로도 유명하다.

며졌다. 전체를 알차게 체험하고 싶을 때는 서울의 테마파크에
갈 때처럼 하루를 비워두어도 좋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다.
HERO 체험관을 중심으로 소방문화전시관, 곤충체험전시관, 키

재난 대처 요령을 익힌다.
챌린지월드에서는 최고 높이 11m 트리트랙, 호수 위를 가로
지르는 100m 거리 플라잉폭스 등 극한 도전이 이어진다. 자연
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친밀감을 도모한다. 만 11세,
키 145cm 이상 아이들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한
다.
단순 전시영상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라이더형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인 이 곳은 전 국민 누구나 안전체험시설을 즐기는 동
시에 자연스럽게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다.

즈랜드 등을 돌아본다. HERO 체험관은 산불, 설해, 풍수해, 지
진, 대테러 등 다섯 가지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체험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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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고랭지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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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바람의 언덕 배추밭

석탄과 지질의 보고, 태백

음의 양지, 진주성, 봉화식당, 산울림, 페리카나 등 선

03_황지연못 단풍

3대강의 발원지, 태백

술집과 식당, 치킨집 간판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
태백하면 석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전
국 석탄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640만 톤을 생산했
으며, 1989년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 약 50개 광산이 있었다. 그 가운데 철암 일대
는 석탄을 운반하던 철암역과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
설(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 등록문화재 제 21호)로 번성했다.
철암역은 1940년 묵호-철암 구간 철도가 개통하
면서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역사는 1985년에 지은
것이다. 철암역 앞에는 당시 번성하던 시절을 웅변하
듯 4층 건물이 우뚝 서있다.
철암역두선탄장은 70년이 넘는 역사가 녹아든 우
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이다. 국내 최초 무연탄 선탄
시설이자 우리나라 근대산업사의 상징적인 시설로
평가받아, 등록문화재 21호로 지정됐다.
선탄장 건너편에 자리한 마을 풍경도 독특하다.
1970년대나 1980년대 어디쯤에서 멈춘 듯, 2~3층
건물이 당시 모습 그대로다. 호남슈퍼, 한양다방,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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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은 철암탄광역사촌으로 재단장해 박물관과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쪽 신설교에서는 철암천 변을 따라 선 ‘까치발
건물’ 11동이 있다. 까치발 건물은 주민에 비해 부족
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천 바닥에 목재나 철재
로 지지대를 만들어 넓힌 집으로, 탄광촌의 상징물과
같다. 물속에 기둥을 박아 세운 수상 가옥과 비슷하다

태백의 웬만한 고원지대는 1000m가 훌쩍 넘는다. 고원 도시 태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매봉산(1303m) ‘바람의 언덕’이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채소밭 사이사이로 거대한 하얀 풍차가 천천히 돌고 있는 모습은 낭만적이고도 아주 멋진 풍광을
자아낸다. 아쉽게도 지금은 배추를 볼 수 없다. 대신 산꼭대기에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매봉산 아래 있는 ‘삼대강 꼭짓점’에 들러보자. 한강과 낙동강,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의 경계가 되는 곳
이다. 여기에 떨어진 빗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한강이 되고,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 동쪽으로 흐르면 오십천이 된다.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다. 울창한 숲 속, 푸른 이끼 가득한 바위 웅덩이에서 하루 2000~3000톤의 물이 샘솟는다. 오랜 세월 물줄기가
흘러 2ｍ 정도 되는 암반이 구불구불하게 파였다. 이끼 가득한 암반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가 신비스럽다.

고 보면 된다. 철암역 건너편 미로마을은 거미줄처럼

황지연못은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못에서 솟아나는 물이 드넓은 영남평야를 도도히 흘러가게

연결된 1km 골목에 광산 근로자들의 생활상을 담은

된다. 연못의 둘레가 100m인 상지와 중지, 하지로 구분되며 1일 약 5,000톤의 물이 용출되어 상수도 취수원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곳

벽화가 있다.

에 살던 황부자가 시주를 요하는 노승에게 시주 대신 두엄을 퍼 주어 이에 천지가 진동하면서 집터가 연못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

철암초등학교 앞 철암천 병풍바위절벽은 단풍군락

다.

W

지로 유명하다. 태백시 동쪽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철
암천 바위 절벽에 울긋불긋 피어난 단풍은 화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묵직하고 진중한 멋이 있다.
구문소는 오랜 세월 거센 물줄기가 뚫어놓은 절벽
과 그 아래 웅덩이를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이
름은 ‘뚜루내’였다. 계곡물이 바위 절벽을 뚫고 흐른
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04_산불체험관

05_철암탄광역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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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개발팀 ○○○ 연구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었다.

주님과의 이별
주님을 영접한지도 어언 10년 째, 그와의 이별을 고하려 합니다. 매

유비무환(有備無患).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평가팀 ○○○ 연구원

번 멀어지려 멀리 떼어내려 노력해도, 차가운 냉장고 속 몸을 바들바

할 지금 이 시점, 다시 한 번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를 했으면 더 완벽했을 것을,

아니 설마 이게 고장날 줄이야!

들 떠시며 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 이제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말
로만 멀어지겠다 멀어지겠다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썸을 끊어낼

정해진 규칙을 숙지하고 따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원 2년차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공작기계의 유닛들을 수십만

지금부터 현대위아인들의 후회를 살펴볼까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모두가 이런 일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번 동작시켜 내구수명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
니다. 원래 유닛들이 같은 동작을 수십만 번 하게 되면 유닛의 특정
부분이 고장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험기가 멈춰있

이미 진짜 늦은 거니까요.
기에 유닛이 내구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나보다 생각했습

때가 된 것 같군요. 하지만 한방에 끝내기엔 우리의 지난 정이 있으
니 철저한 계산 아래 주님을 두도록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평일엔
만나지 말도록 해요. 주님을 밀어내는 일은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젠 평일엔 만나지 말도록 해요. 주말에만 만나요

입사 후 실장님도 들어가시는 꽤 중요한 회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회의 직전까지 다른 일로 정신없이 보내다가, 회의 준비를

임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지원팀 ○○○ 책임연구원

진급을 위한 영어 시험

명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NG를 하면 됐지만, 시험기 자
체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것은 일정에 따라서 진행 되어야할 시험
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점과, 중지된 시험을 당분간 재개하지 못한

올해 진급을 앞두고 SPA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평소 영어에 자신이
있지는 않았지만 SPA시험쯤이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미리 시험을 봐야지 하고 생각하던 것을 9
월이 되어서야 시험을 쳤구요. 그러나 결과는 점수 미달! 시간이 얼
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SPA 강의도 듣고 문제집도 사서 풀고 있습니
다.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미리미리 영어공부도 하고 시험도 쳤더라
면 여유 있게 통과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꼭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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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스페어 파트를 추진하는데 소요된 일
정만큼 시험일정이 지연되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오는 속상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드시 시험기에 필요한 스페어 부품을 즉시
에 교체할 수 있도록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회의 준비는 철저히!

소주님... 안녕!

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닛을 시험하는 시험기 자체가 반복된 움직

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처럼 유닛이 파손된 것이었다면 내구수

□□기획팀 ○○○ 사원

전혀 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도 하나도

사원
팀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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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지 못한 채로 들어가 멍하게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죠. 그러다
가 회의 막바지에 저에게 질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고, 그
날 하루종일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회의 들어가기 전
에 자료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 의견도 정리
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하는 것들을 줄
여나가면서 완벽한 프로의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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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실제로 안전규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는가?

위아 탐구생활

53%

핵심자원 유출의 주범인 각종 보안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소한 실수는
있지만, 대체로
따르는 편이다.
(70% 이상)

44%

보안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미흡

15%
18%
21%

관련 법규, 정책 미비

29%

보통이다.
(50% 이상)

체계적인 교육 부족으로 인한 보안사고 대처에 대한 기본상식 무지
규칙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有備無患
아직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까?

거의 챙기지 못하고
% 있지만, 따르려고
노력한다. (30% 이상)

13
5%

완벽한 수준으로
따르고 있다.
(90% 이상)

2%

기타

따르지 못하고
있다. (10% 미만)

0%

나는 보안규칙을 숙지하고 있다.
안전, 보안에 대한 불감증. 어제 오늘 이슈가 된 주제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각종 재난재해를 경험했고, 그로 인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51%

하지만 아픔은 그때 뿐인지, 오늘도 사람들은 불감증을 안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보통이다 (50% 이상)

그리고, 우리도 불감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현대위아 직원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23%

완벽하다

21%
조금은 알고 있다
(30% 이상)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68명
설문기간 : 2017년 10월 17일 ~ 2017년 10월 24일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사내 안전규칙을 숙지하고 있다.

43%

기타
솜방망이 처벌

1%

체계적인 안전
교육 부족

13%
5%
안전 관련 법규,
정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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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시, 보안규칙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70% 이상)

19%

완벽한 수준으로 따르고 있다. (90% 이상)

21%

31%

보통이다.
(50% 이상)

64%

사소한 실수는 있지만, 대체로 따르는 편이다. (70% 이상)

15%

보통이다. (50% 이상)

넓게 퍼진
안전불감증

조금은 알고 있다. 잘 모른다.
(30% 이상)
(10% 미만)

60%

거의 챙기지 못하고 있지만, 따르려고 노력한다. (30% 이상)
따르지 못하고 있다. (10% 미만)

0%

13%

5%
잘 모른다
0%
(10% 미만)

0%
2%

13%

완벽하다.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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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2017+11

책

어느덧 첫 서리를 맞는 지역도 있고 추운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미 들려오는 따뜻한 연말 공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더욱 따뜻하고 알찬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뮤지컬

공연

트렌드코리아 2018

기술지능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18 전망

TQ 미래의 속도를 따라잡는 힘

뮤지컬 <타이타닉>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부산] 2017 박정현 연말 콘서트<LET IT SNOW>

| 미래의창 | 2017년 10월 30일 출간

정두희 지음 | 청림출판 | 2017년 11월 07일 출간

한국 트렌드 분석서의 현대적 고전 「트렌드 코리아」시리즈!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트렌드 코리아2009》가 출간된 이래로 어느덧 10주년을 맞은 「트렌드

리고 거대한 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기

코리아」 시리즈. 해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정확하게

술지능』.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을 앞다투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

어 선점하고 있는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바

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18』은 도서

로 미래 사회의 무기가 되는 기술에 익숙하고, 기술이 일으키는 변화의

발간 10년, 키워드 발표 12년을 기념하는 특별판으로, 지난 12년의 키

흐름을 꿰뚫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기술지능

1985년, 타이타닉 호의 선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
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극작가 피터스톤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이 만
나 뮤지컬 <타이타닉>이 탄생하였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역사적인 첫 출항
을 했다. 타이타닉호의 소유주 이스메이는 전설적
인 배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 설계자인 앤드류스
는 자식과도 같은 배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테랑 선장
스미스, 선원과 승무원들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故김광석 그룹 ‘동물원’의 리얼 감동 스토리
8090세대의 추억을 깨워줄 감성 뮤지컬이 돌아왔
다! 그룹 동물원의 멤버이자 정신과 의사인 창기
는 ‘그 친구’의 기일을 맞아 추억 가득한 오래된 연
습실을 찾는다. 어느새 마흔이 된 자신과 달리 영
원히 서른 둘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의 노래를 떠
올리며 다섯 친구가 함께였던 그 때 시절을 떠올린
다. 1988년 대한민국 포크송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룹 동
물원. 무대 위 100% 라이브 공연으로 즐기는 90년
대 주옥같은 음악!

누구보다 겨울과 잘 어울리는 보이스, 'R&B요정' 가
수 박정현의 겨울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 박정현
은 1998년 데뷔, 특유의 맑은 음색과 독보적인 가
창력으로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
민국 대표 여성 보컬리스트다. 2017년의 'LET IT
SNOW'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
해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단독 콘서트에서는 '꿈에', '나의 하루', 'P.S I LOVE
YOU', '편지할게요' 등 박정현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르 받아온 노래들을 선보여 가슴 속에 내리는
포근한 눈 같은 음악 선물을 선사한다.

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로부터 대한민국 최근 10여 년간의

(Technology Quotient)’이다. 기술지능은 기술이 일으키는 시장과 산업,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는 특집 원고를 마련했다.

사회 변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 속에서 경

2018 황금 개의 해를 맞이하여 <트렌드 코리아>가 뽑은 키워드는

쟁력을 창출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탁월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창출하

WAG THE DOGS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의 이 말은 작금의 대

거나 주도해 나가는 힘이다.

한민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반전’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산업이 구조적으로 급변할 미래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과 기회

공연기간 2017년11월08일(수) ~ 02월11일(일)
공연장소 샤롯데씨어터
티켓정가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관람등급 만7세이상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관람시간 150분

공연기간 2017년11월07일(화) ~ 01월07일(일)
공연장소 한전아트센터
티켓정가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66,000원
관람등급 만 7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110분

공연기간 2017년12월30일(토) ~ 12월31일(일)
공연장소 부산 BEXCO 오디토리움
티켓정가 VIP석 143,000원, R석 132,000원
S석 99,000원, A석 88,000원
관람등급 만 7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120분

있다. 일반적으로 트렌드가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전 기간 동조하

를 감지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기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 에

는 변화된 소비가치’를 의미한다면, 메가트렌드는 ‘사회 대다수 사람들

그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동조하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향’을 뜻한다. 그간 한국 사회의 커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 터득할 수 있

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은 메가트렌드 9가지까지 살펴본다.

다. 그리고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중요한 연관성을 감지해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서유현, 이수진 지음

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이 어디서 잘못될 수 있을지 꿰뚫어 볼 수 있
다. 이러한 감지 능력이 바로 미래에 일을 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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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20%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30~50%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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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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정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혈액은 여전히 부족하다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남을 위한 헐혈이 나를
위한 헌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나와 너를 위한 헌혈,
그 장점을 살펴보시죠!

운수 좋은 날

남을 위한 선행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선행이기도 한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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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본부에서 주최한 제1회 아이디어 페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의 이름은 무엇
일까요?
항공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지난호 정답
1. 구철환

2. 형정우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조윤상 / 산업기계생산부
2. 착한 기업 만들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나부터 기초질서 및 안전수칙을 지킨다
② 무결점 제품을 만든다
③ CSR이 아닌 CSV에 중점을 둔다

Notice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동우 / 엔진품질보증팀
김진수 / 공작기계제어개선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전욱진 / 물류지원팀
성기대 / 엔진생산기술팀
김은필 / 단조생산1부

헌혈의 장점 1

헌혈의 장점 2

혈압 조절 효과 UP

심혈관 질환 위험 DOWN

헤모글로빈, 백혈구·혈소판 수, 간수치, 총단백 등
건강 상태 예측 가능

심혈관이 원인인 철분이 감소해 끈적한 피를 묽어지게
하는 효과

B형 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 여부 확인
심장질환 예방에 간접적인 도움
최대 6주간 혈압 강하 효과 지속 가능

특히 고혈압 또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신선한 혈액 생산(최대 8배 기능 향상)

※ 헌혈 전후 주의사항
공지사항

스마트 홈가전 IP카메라 보안 가이드
1. 초기 패스워드 변경 및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2. 영상정보 유출방지 위해 SSL, TLS, SRTP등의 보안 프로토콜 적용

헌혈 전

헌혈 후

♥ 8시간 이상 공복 피할 것 ♥ 외국 방문 및 특정 약물 복용 시 헌혈 불가
♥ 헌혈 복용 금지 의약품
- 3일 : 아스피린
- 7일 : 처방받은 감기약, 항생제
- 1개월 : 습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탈모·전립샘비대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 6개월 : 탈모·전립샘비대증 치료제
- 3년 : 건선 치료제

♥ 직후에 편안한 자세료 15-20분 휴식
♥ 평소보다 물을 3~4잔 더 마시기
♥ 철분이 많은 음식 섭취(예 : 멸치, 시금치, 해조류)
♥ 사우나, 찜질 피할 것
♥ 1-2시간 내 운전 금지
♥ 어지러움증 발생 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식

3. 비 인가자 접속 방지를 위해 ID, P/W 외 IP나 MAC주소 필터링 통한 접근 제한
4.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 등 방지 위해 주기적 펌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적용

11월 28일 화요일

헌혈 캠페인

에 참여해 주세요

내 용
창원 1공장
10:00~17:00
헌혈버스 1대
창원 2공장
13:00~17:00
헌혈버스 1대
창원 3공장
10:00~13:00
창원 4공장
13:30~17:00
헌혈버스 1대
창원 5공장
10:00~13:00
참여방법 : 헌혈버스 사내 대기 / 희망자 참여
'신분증' 지참 후 공장별 운영시간에 맞춰 헌혈버스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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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보안

有備無患
나무를 베는 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 데 45분을 쓰겠다.
Abraham Lincoln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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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