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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7

뜨거웠던 2017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들의 발자국

기술력의 혁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로
올해는 우리 회사가 AWD 제품의 풀 라인업 구축에 성공한 한 해였다. 먼저 지난 5월, 후륜 기반 자동차
의 AWD 시스템인 ‘ATC(Active Transfer Case)’의 독자 양산을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륜
기반 AWD 자동차의 동력 배분을 정하는 ‘전자식 커플링’을 독자 개발했고, 9월에도 자동차 좌우 바퀴의 토
한 해가 저물 연말이 되면 늘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사실 그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을까.
수천만이 살아가는 우리 나라,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는 온 세계가 다사다난하지 않았다면 거짓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 유독 우리 회사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방향으로 흘렀던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
게 변화된 해이기도 했고, 국내외 정치상황의 급변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임직원들은 고군분투했다.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과감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혁신했
고, 다양한 글로벌 전시회에 참여해 우리 제품과 기술을 알리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우리 경쟁력의 핵심인 품질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무수한 노력을 거듭하며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크를 제어하는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 (e-LSD) 양산을 시작했다.
공작기계 파트 역시 괄목할 기술적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9월에 열린 독일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고성능 공작기계 라인업 ‘X시리즈’를 론칭하며 항공·의료·자동차부품 등 초고정밀 가공시장 공략을 시
작했다. 특히 신제품 XF2000은 유럽 최고 권위의 공작기계 상인 ‘MM Awards’를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수
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제조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스마트팩토리’ 시장에서도 활약은 두드러졌다. HW-MMS, HYUNDAIiTROL+ 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대대적으로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아직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달리다보면 언젠가는 밝은 빛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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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선순환 고리,
아름다운 동반성장 문화 정착
우리 회사는 협력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소외이웃 등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상생의 선순환고리를
만들며 아름다운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경영진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들은 1, 2차 협력사 및
고객사를 방문해 ‘품질 지도’,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또 원가절감과 공
정개선,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아이디어 제안 품평회’를 정기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아
이디어는 품질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현장 자발적으로 주도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소
그룹 개선활동’은 우리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
공헌 활동 ▲교육 공헌 활동 ▲지역사회 협력 활동 ▲지역 사회 발전 활동 등 4대 ‘드림(Dream)’ 활동을 펼
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최고를 향해 질주한
경쟁력 혁신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기계기술의 선두주자로서, 기계산업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나
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장을 펼쳤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스마트 NC 경진대회’는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전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명성을 갖춘 대회로 거듭났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훈련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센터들을 대상으로 ‘공작기계 서비스 경진대회’를 새롭
게 시행했으며, 연구개발본부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했다.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 달라졌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을 다짐한
‘WIA勵’ 교육과정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임직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내년 초 완공을 앞두고 있는 복지관(경남 창원)에는 최신 시설이 구비된 다양한 복지/교육시설과 사
원 기숙사가 들어선다. 임직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여 임직원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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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TORY

끝 이

있 을 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 이다.

돌이켜보면 언제든, 어떤 일이든 끝은 없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대 포수 요기 베라(Yogi Berra)의 그 유명한 말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도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은 “끝이 없다”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지만, 가장 간절히 끝나길 원했던 건 ‘공부’였습니다. 내로라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없지만, 영원히 공부하지 않는
삶을 언제나 꿈꿔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땐 절정을 이뤘죠.
공부하지 않고서는 참 살기 힘들더군요. 대학 때는 학점 3점은 넘겨야겠다는 생각에 뒤늦게라도 공부에 매달려야 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는 취업

공부만 그럴까요. 드라마·영화·스포츠 등 모든 것은 끝나지만 내 삶과 연결되는 일들은 결코 쉽게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습게 들리지만 제겐 다이어
트도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가끔 체중계에 오르면 깜짝 놀랄 숫자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늘 정신 차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고, 운동도 주 3회 정도는 하고 그렇게 조금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 목표치 근처까지 가고는 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의 ‘끝’에 다다를 때면 지방은 다
시금 본색을 드러내며 식욕을 자극하죠. 방심한 틈을 타고 살은 조금씩 오르고 정신을 차릴 때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갑니다. 저에게 이 다이어트는 다람쥐 쳇
바퀴처럼 영원한 굴레입니다.

을 하겠다고 도서관에 반 강제로 붙어있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들어오긴 했지만 직장에서도 공부는 끝나지 않았음은 자명합니다. 쓸모를 찾
기 어려운 전공 덕에 일은 죄다 새로 배워야했고, 지금도 배워야 합니다. 아마 공부는 평생 제 곁을 따라다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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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끝의 시작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연애의 상대는 변할지언정 사

끝 아닌 끝

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
일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
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설상 지금의 연애가 끝날

공부도 다이어트도 이것에 비하면 그래도 끝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때라도 새 사랑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편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끝을 모를,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끝인 줄

이전의 연애에서 배우는 것이 없었다면, 발전이 없었다

알았더니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관성입니다.

면, 새로 시작하는 연애 역시 오래 이어가기는 어려울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내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왕가위 감독의 명작 <중경삼림>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금성무(경찰223

정말 끝일까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각별했던 사람과 다
시는 안 볼 것처럼 끝나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져놓고 언제 그랬냐

그래서 끝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하
트마 간디는(Mahatma Gandhi)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역)의 대사입니다. 영화 이상으로 유명한 대사죠. 왕가위 감독은 이 대사
를 통해 사랑의 유한성을 말하는 동시에 무한한 기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한 사람과의 연애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저
대상이 바뀔 뿐 사랑의 감정은 한 동안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지난해 말 개봉한 <라라랜드(La La Land)>의 두 주인공이 그랬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란 없고, 더 나은 내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 서있는 이곳에서, 이 순간을 제대로 보내야 합니다.

죠. 라이언 고슬링(세바스찬 역)과 엠마 스톤(미아 역)은 운명적인

지금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은 겨

이러한 연애의 무한성은 섣부르게 끝을 예측 할 수도, 예측하기도 어

사랑에 빠지죠. 우연히 간 식당에서, 우연히 첫 만남을 가지게 되

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끝이라

렵게 만듭니다. 분명한 건 연애의 대상은 변할지언정 사랑하고자 하는

고, 우연히 한 번 더 만나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후 이들은 그야말

고, 모든 것을 서둘러 끝내고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겁니

그 마음은 그대로란 점 하나겠지요.

로 꿈같은 나날을 보냅니다. 배우지망생인 미아도, 실력은 있지만

다. 사랑은 물론이며 가정·직장·취미 등을 더 오래도

인기는 없는 재즈 피아니스트인 세바스찬도 보잘 것 없는 인생이

록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

지만 말이죠.

장은 이 순간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시

는 듯 다시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사랑은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가 인연을 맺은 영화 <만추>는 끝이 정해진 상황
에서의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립니다. 7년째 수감 중이던 여자 주인공 탕
웨이(애나 역)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겨우 3일의 휴가를 얻습니다. 휴가
중 아주 멋진 양아치(?) 현빈(훈 역)을 만나게 되죠. 다시 교도소로 들어

물론 이들의 연애는 결국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세바스찬과 미
아는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났고, 사랑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작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2017년의 끝자락에서, 2018년 그리고 더 나은 미래

가야 하는 애니도 문제이지만, 훈도 썩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누군

영화는 아름답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미아를 마음에서

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가에게 계속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을

지울 때의 세바스찬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녀를 ‘쿨’하게 떠나보내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

합니다. 끝이 정해진 것을 두 주인공 모두 몸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은

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죠. 그것을 두

떨까요. 분명 그것은 끝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죠.

고 그가 후회했는지는 영화에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아마 땅을 치

겁니다.

이들의 연애는 결국 종착역에 다가설까요. 아니면 정말 영화처럼 사랑

며 후회하지 않았을 까요. 비록 연애는 끝났지만, 그녀를 향한 그

을 이어갈까요. 영화는 끝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의 사랑은 그대로였으니까 말이죠. 세바스찬이 떠올린 여러 장면

사랑을 이어가는지, 아니면 결국 예정된 수순을 밟으며 남으로 남을지

들 중 하나라도 그가 다른 행동을 보였다면, 미아는 여전히 그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를 사랑

곁에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세바스찬의 사랑도 조금 더 행복했을

하는 마음만큼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지도 모르죠.

10 2017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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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연구소와
생산 현장 전격 공개

고객 초청
‘공작기계 테크데이’ 개최해
- 의왕·창원 기술지원센터에 고객 초청
- X·KF시리즈 등 최신 고성능 기종 대거 선보여
- 공작기계 연구소 및 생산현장 모두 공개

12 2017 December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10일과 17일, 각각 의왕과 창원에 위치한 기

조로 설계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술지원센터에서 ‘테크데이(TechDay)’를 개최했다. 테크데이는 우리 회사

외에도 우리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인 Hi-MOLD 시리즈와 i-CUT 시리

고객들을 초청, 공작기계 기술과 연구·생산 인프라를 소개하는 행사다.

즈 등도 함께 선보였다.

두 번에 걸쳐 열린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250여명의 고객이 몰렸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HW-

우리 회사는 글로벌 톱 수준의 공작기계 기술력을 알리는데 초점을

MMS’와 ‘HYUNDAI-iTROL+’등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도 전시했다.

맞춰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공작기계 연구와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는

HW-MMS는 원격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지 알 수 있도록 현장을 공개했다. 창원기술지원센터를 찾은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공작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HYUNDAI-

창원1공장으로 이동, 공작기계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

iTORL+는 지멘스와 함께 개발한 공작기계 콘트롤러로 사물인터넷(IoT)

었다. 의왕기술지원센터에서는 공작기계 시험 평가 전 과정과 시제품 제

기능을 접목, 해당 기계 하나 만으로도 공장 내 다른 기계의 상황을 파악

작 현장을 소개했다.

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주요 제품의 가공 시연도 펼쳤다. 고객들의 관심이 가장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라인도 함께 구성했다. 공작기

큰 공작기계인 XF6300은 주축 회전 사양(15,000rpm·24.000rpm)을

계와 갠트리(Gantry) 로봇, 로봇 팔 등을 이용해 소형 자동화 라인을 만

달리해 창원·의왕기술지원센터에 각각 2대씩 총 4대에서 가공 시연을

든 것. 고객들이 이를 통해 자동화 공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

진행했다.

로 움직이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금형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제품 KF6700도 이번 테크데이를 통해 공

한편, 많은 고객들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이

개했다. KF6700은 주축 회전 속도를 8,000rpm에서 최대 20,000rpm까

번 행사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지 선택할 수 있어 범용성이 매우 크다. 특히 주축을 ‘빌트인(Built-In)’구

더욱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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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오늘,
희망찬 내일
그룹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공로상 수상
우리 회사가 2017년 현대자동차그룹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포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그룹 안전
로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1위)을 거둬 이 상을 시상했다.
지난 10월, 현대차그룹은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그룹 공모를 거쳐 ‘그룹 안전 캐
릭터’와 ‘로고’를 선정했다. 디자인, 의미, 독창성, 활용성 등을 종합심사했으며, 우리 회사가 현대차그룹 안전경
영 의지와 안전 제일 철학을 녹여 친근한 이미지를 컨셉으로 기획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캐릭
터와 로고는 각종 그룹 안전 홍보물과 안전 정보 시스템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재해율을 큰 폭으로 낮추고,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는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HSE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
해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힘써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안전심볼 (당사 공모작)
안전심볼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상징하는 알파벳 ‘H’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신
뢰감과 책임감을 악수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맞잡은 두 손과 안전모를 상징하는 녹색
반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안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다.

동절기 화재/안전사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국내외 사업장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
행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우리 회사는 사업장별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안전 담당자들이 홍보피켓을 들고 안전구호를 외치
며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화재 및 안전 관리에 참여해 사전에 불안전 요인을 발굴, 꾸준한 개선활동
을 통해 화재 안전사고 제로화에 집중하고 있다.

14 2017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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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
행안부장관상
영예 안아

우리 회사가 지난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회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
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산업보호대상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국가 경쟁력 발전의 신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정품사용 문화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든다는 취
지로 제정되었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11곳의 기관과 기업, 그리고 10명의 개
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 회사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소프트웨어 자체 점검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정품 보유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자
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다방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보호와 활성화에 앞장
선 점을 인정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사 등 3차에 걸친 엄격하고 공정
한 심사를 통해 이번 수상 명단에 올랐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해 수상자로 나선 정보기획팀 박성욱 부장
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전 직원이 앞장서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W

'제5회 소프트웨어(SW)산업보호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단
체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모두 20개 단체와 개인이 과기정통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디지털타임스 사장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정책관,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김은현 한
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과 SW업계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수상자들은 부문별로 정품SW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 확대에 앞장서 SW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6 2017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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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본부,
DFSS 우수사례 발표회 열어

우리 회사가 지난 11월 14일 의왕연구소에서 DFSS Day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개발본부 과제 우
수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무결점 설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연구개발본부 임직원 190명이 참가
한 가운데 DFSS 발표회, 우수테마 시상,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R&D 분야의 혁신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DFSS(Design For Six Sigma)는 제품 개발단계 초기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고 제품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기법을 의미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DFSS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각 현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고객 지향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편, 각 개발실별 1차 예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4개의 테마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나선 연구원들은 ▲등속조인트 아웃보드 정비성 개
선 ▲유압캠 APC 국산화 개발 ▲ 영상 기반 지능형 객체 추적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선보이
며 동료들과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연구개발본부장과 각 연구실 대표가 모여 진행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트윈클러치 커플
링 모듈 신규개발'을 주제로 발표한 구동설계팀의 문진성 책임연구원이 차지했다. 4WD의 전후륜 및
좌우륜을 제어하는 장치의 설계 최적화를 통해 구동력, 핸들링,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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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 그리는 이야기

Machinery Story
전기차는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기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만 1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시장의 호성적에 따라 우리 그룹의 전기차 성적도 상승세

전기차 시대를 열어갈
핵심 부품,

다.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국내에서만 올해 6000대가 넘게 팔렸다.
전기차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장의 시선은 한층 더 우호적이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와 테슬
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연 30만대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 그룹 또한 2
만대가 넘는 전기차를 팔며 이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 회사라고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를 중심으로 전기차 시대를 착실히 준비 중이다. 2012년 레이EV 감속기 양산으로 시작한 우리

감속기 그 주역을 만나다

회사의 감속기 사업은 쏘울EV, 투싼수소전기차, 아이오닉EV로 이어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구동설계팀의 신제운·최성하·이주형 연구원
이 있다.

Q. 감속기는 낯선 부품이다. 어떤 부품인가.
최성하 연구원) 간략히 말해 전기차의 모터 구동력을 차량

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하지만, 감속기는 무에서 유
를 창조하는 느낌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구동에 필요한 정도로 토크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신제운 연구원) 기존 내연 기관은 엔진의 힘을 변속기로 조
절하며 차를 구동하지 않나. 감속기도 마찬가지다. 모터의 힘
을 감속기로 조절해 차를 원만히 굴러가게 하는 부품이다.

Q. 개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
신) 앞서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상용화가 안됐기 때문에 기
준이라는 것이 없다. 목표치도 그저 ‘최고’ 수준에 맞춰져 있
다. 과장을 안 보태고, 양산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계속 개발

Q. 변속기과 감속기가 크게 다른가.
신) 변속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감속기는 단 하나의 기

개인적으로는 소음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담당 파

어로 모터의 전 회전 구간을 커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

트이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한 모든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용

기차는 엔진보다 훨씬 높은 15,000rpm까지 모터가 회전하기

하다’이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소리 안나게 굴러가게

때문에 이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완벽하게 세팅하는 일이 매

만드려고 애 많이 먹었다.

우 어려웠다.
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1단 기어를 넣으면

최) 프로젝트 개발 기간 전체를 거의 테스트하는데 썼다고
보면 된다(웃음).

힘은 세지만 속도가 안 나오기 마련이다. 반면 고단으로 갈수

이) 감속기 케이스 개발 담당인데 정형화된 모양이 없었다.

록 힘은 약해지지만 속도는 빨라진다. 이걸 단계를 나눠 각 영

애초 처음 만드는 차종이다 보니, 플랫폼도 신규 플랫폼이고

역에 맞게 소음·진동을 잡고, 효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면 된

거기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한다. 감속기 위치 방향 모양 모두

다. 감속기는 이게 안 된다. 단 하나의 기어만으로 모든 상황

‘정답’이란게 없으니 애먹을 수밖에 없었다.

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야 하고, 소음과 진동까지 최소화해야
하니 개발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주형 연구원) 게다가 감속기라는 부품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부품이라는 점도 힘들다. 변속기야 예전에 만들어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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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봐야 한다.

신) 이 연구원이 말한 부분이 정말 어려웠다. 단순히 감속
기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더라도 설계는 처음부터 해야 한다.
그 때부터 다시 분석을 하고 테스트하고 머리가 아플 수밖에

구동설계팀

신제운
연구원

구동설계팀

이주형
연구원

구동설계팀

최성하
연구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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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CSR
Q. 연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
최) P(Parking)단 시험 중에 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33%나 되는 아

Q. 그렇게 힘들게 개발했는데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서 성능
은 어떤가.

주 가파른 등판로에서 P단을 넣었다 뺐다하는 시험이었다. 주차만큼 중

신) 기본 성능은 물론이고 NVH(소음 및 진동·Noise, Vibration,

요한 기능이 없으니 매우 신경 쓰며 시험 중이었는데, 시험 중 차가 바퀴

Harshness)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본다. 현대·기아차 연

축이 아예 고장이 났다. 겨우겨우 경사로는 내려왔지만 이걸 어떻게 끌

구소에서 잡은 NVH 기준 자체가 그 수준이었다.

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견인차를 부를 수도 없었고. 결국 다른

최) 최근 해외의 한 업체는 현대차의 전기차를 테스트 하던 중 감속기

차를 가져와서 마치 범퍼카로 차를 밀 듯 퉁퉁 치며 차를 끌고 갔던 기억

좀 확인해보자고 할 정도였다. 주행 중 소음이 거의 없으니 신기했던 모

이 생생하다.

양이다. 차를 몰다가 갑자기 내려서 소음을 어떻게 잡았느냐고 꼬치꼬치

이) 충돌시험 할 때가 가장 긴장도 많이 되고 힘들었다. 안전성 테스트

- 창원 지역 저소득 아동 130여명에
겨울 패딩 전달
- 임직원 직접 월급 1%씩 모아 재원 마련

캐물었다.

인 만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과정이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든다. 감속기

우리 회사 ‘1% 기적’이 지역 저소득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Q. 거리의 전기차를 보면 남다른 기분이 들 것 같다. 어떤가.
또 계획이 있다면.

날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식이다. 수억 원이 매 순간 하늘로 날아가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케이스 설계를 고쳐야 하고, 마땅한 정답은 없으니 경

신) 요즘 전기차는 번호판부터 다르지 않나. 그 차를 보면 친구들에게

험치가 쌓여야 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해서 매번 신중에 신

열고 약 130명의 아동들에게 겨울 패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자랑이야 못하더라도 말 못할 뿌듯함이 있다. 한편으로는 ‘별 탈 없이 잘

중을 기해 설계를 해야 했다.

굴러 갈까’라는 걱정도 든다. 동시에 앞으로 지금처럼 모두가 열심히 노

장착하고 차를 부딪혀보고 만족할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실험하고 이런

신) 무엇보다 감속기를 다뤄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차량

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전기차가 소형차 위주로 출시됐고, 감속기도

맡아 하는데, 감속기는 연구원이 직접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

거기에 맞춰 만들고 있는데, 기술을 잘 쌓아서 고급차나 고성능차에도

다. 감속기 무게가 거의 30㎏쯤 하는데, 이걸 차에 붙이려고 사수는 볼트

기여를 하고 싶다.

(웃음).

대상은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선정한 창원 지역 내 저
소득가정 아동들입니다.

력해서 더 좋은 차세대 감속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에 장착하고 분해하고 할 때도 다른 부품이라면 전문 인력이 이 일을 도

를 조이고 나는 머리로 붙들고 있고. 힘들기도 하면서 재밌는 기억이다

해피타임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 아동 겨울 패딩 전달식’을

‘1% 기적 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추운 겨울
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지
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창원시지역아

신) 나도 다른 두 연구원과 생각이 비슷하다. 아무래도 처음 개발이
다 보니 모두가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후배들에게는 미안

동센터연합회 지종근 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종근 회장은

하고 그렇다.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제품 더 인정받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후원으로 따뜻한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W

지역 저소득 아동
겨울나기 지원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며 고마움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산업기계생산부 권영상 과장은 “기금이 정
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 같아서 더없이 뿌듯하
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
는 비전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TRUE Dream)
▲교육 공헌 활동(EDU Dream) ▲지역사회 협력 활동(FUN
Dream) ▲지역 사회 발전 활동(SOCIAL Dream) 등 4대 ‘드림
(Dream)’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임직원들의 정성이
모인 ‘1% 기적’은 True Drea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액은
참여 임직원의 소속 사업장별로 비율을 산정, 각 지역에 배분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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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인 GM으로부터 우수 품질 협력사로

우리 회사가 11월 28일 창원지역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7

지난 11월 24일 오후 창원본사 본관 대강당에서 ‘현대위아 어린

지난 11월, 국내 모범사원 총 100명은 3차수로 나누어 중국지역 연수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22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GM社 부평공장에서

년 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한

이집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입소를 희망하는 아

를 실시했다. 산동법인을 찾은 연수단은 3공장 영상회의실에서 법인현황

‘GMIO(GM International Organization) 품질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이 열렸

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임직

동의 학부모 7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현대위아 어

을 소개받은 후, 엔진공장과 경합금 및 금형공장을 참관했다. 이어 강소

다. 이 행사에서 우리 회사의 울산1공장 Crank Shaft 外 3종이 부품품질

원들이 혈액수급 안정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

린이집의 보육 업무 및 교사 교육을 맡은 ‘한솔교육희망재단’의 보육

법인도 방문해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살피고 장점을 배우며 안목을 높였

부문에서 SQ(Supplier Quality; 공급자 품질) Excellence Award를 수상했

여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한 직원은 “예년보다 이른 한파와 지진피해 등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 소개, 어린이집 운영

다. 부서 간 간담회에서 한 사원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산동법인의 기

다. 평가항목은 GM사의 품질 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입고 불량, 필드 불량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었

등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 1공장 제품들은 완벽에 가까운 품

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직

질을 인정받았다. 한편, 우리 회사는 부품의 혹독한 자체평가를 통해 여러

원으로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최고의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고객

한편 우리 회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

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해외시장 수주에 나서 글로벌 자동차

며, 참여한 직원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부품 기업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HYUNDAI WIA Receives GM SQ Excellence Award
On November 22, GM Korea, the global car maker, opened the "GMIO
(GM International Organization) Quality Excellence Award Ceremony"
at GM's Bupyeong factor and through the event HYUNDAI WIA was
recognized as a superior quality supplier.
HYUDANI WIA won the SQ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 in
crankshaft and 3 other automobile parts which are being produced in
Ulsan Plant #1. The evaluation items consisted of 12 items including the
quality system certification of GM, and the products of Ulsan Plant #1
have been recognized as being close to perfection.
On the other hand, HYUNDAI WIA has been recognized as the best
quality by many car makers through harsh self-evaluation of its own
automobile parts. In addition, the company plans to build up its position
as a global auto parts maker by taking aggressive overseas market
orders rather than being satisfied with its current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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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방안 설명, 학부모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현대위아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은 손서영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위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부모가 믿고 맡
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위아 어린이집은 만 1~5세 원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업문화에 감명을 받았다”며, “이같은 저력을 기반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
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를 통해 모범사원들은 해외에서의 우리 회사 활약상을
직접 보고 느꼈으며, 이를 발판으로 해외 동료들과 함께 일치단결 노력해
현대위아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오는 3월 개원 예정이다.

Blood Donation Campaign held in the Second Half
of 2017

Briefing session for parents of Hyundai WIA

On November 28, HYUNDAI WIA held a 'Blood Donation Campaign' for
employees in Changwon plant. The employees actively participated in
this campaign to stabilize blood supply and spread the culture of sharing,
as the Red Cross has a lack of blood reserves due to seasonal problems
such as cold weather.
One employee who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said, “These days many
people are struggling from cold weather and earthquake. So, to give
strength to the local community I decided to donate my blood.” continue
saying, “As a member of society, I will continue to volunteer and give hope
for those who needs love and care.”
Meanwhile, HYUNDAI WIA regularly carries out blood donation
campaigns twice a year, and donors donate their blood donor card to
neighbors in need.

On November 24th, HYUNDAI WIA held a ‘Briefing Session of HYUNDAI
WIA Day Care Center’ for parents at Changwon headquarters. More than
70 parents who wished to enter their kids to day care center attended
the meeting. Starting with the explanation of Hansol Education Hope
Found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HYUNDIA WIA's day care center,
introduction of the teachers and explanation of operating plans were
followed.
Meanwhile, Son Seo Young, the head of HYUNDAI WIA’s day care center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child care center is safety and
hygiene, and also a safety place where parents can trust and send their
kids. Therefore we will do our best to make a warm and loving place for
the kids.”
The center is operated for 1-year-old to 5-year-old kids and will be
opened in March, 2018.

韩国本社优秀社员到我公司研修访问
11月7日-11月21日期间，韩国现代威亚本社优秀社员共100人分
三批对我公司进行参观访问。公司总经理文相鎬专务等领导对来访
社员表示了热烈的欢迎，在发动机三工厂大会议室，事业支援部李
尚铉部长对山东威亚法人的工厂现况及发展历程做了详细介绍；随
后，在经营支援部李弘烈部长带领下，本社社员一行实地参观了发
动机工厂、轻合金及模具工厂。在接下来的部署沟通交流会中他们
表示，山东威亚的企业文化理念顺应时代发展，切合企业实际，同
时又独具特色，相信在这样的文化推动之下，威亚定会取得更大更
快的发展。通过一系列的参观学习，大家亲身感受到了威亚在海外
的发展壮大，这也使他们更加有信心面对困难和挑战，与所有威亚
人一起创造美好的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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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제1회 한중 우호 사생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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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법인, 딜러 초청 5축 공작기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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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멕시코법인 전 직원 축구대회 개최

종양절을 앞둔 지난 10월 27일, 산동법인 자원봉사자 40명은 지역사

지난 10월 28일, 장가항 지양호 공원에서 제1회 한중 우호 사생대회

미주법인은 성장하고 있는 5축 공작기계 시장 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멕시코법인은 전 임직원들이 참가한

회 양로원을 찾아 위문활동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로원의 어르신들

가 열렸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과 외국어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

을 위해, 11월 6일에서 9일까지 고객사 엔지니어들을 초청, 5축 공작기

가운데, 멕시코법인장배 축구대회를 열었다. 총 22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

에게 명절 안부를 묻고, 위문물자 기증 및 대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운데, 강소법인의 7개 가정, 총 22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계 교육을 실시했다. 공작기계영업기술팀 강민석 과장이 직접 교육을 맡

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멕시코법인 최강의 팀을 가르기 위해 자

한편, 간담회 자리에서 양로원장은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경영

이날 행사는 오랜 역사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우호

은 가운데, Sussex Tool, Compumachine 등 주요 고객사들이 참여해 우

웅을 겨루었다. 임직원들은 건강한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모처

지원부 이홍렬 부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 행사를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국의 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기

리 회사 5축 가공 공작기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가공 방법을 전수 받았다.

럼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 간 화합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매우 영광스럽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이 발전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이

회를 통해 장가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장가항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소프트웨어 협력사인 Siemens사가 함께 참가해 활발한 기술 교

치열한 경기를 거듭해 최종 우승의 영광은 엔진크랭크 팀이 거머쥐었다.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의 씨앗을 넓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강소법인은 지역

류와 토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미주법인은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이날 결승전을 참관한 멕시코법인장 손준철 이사대우는 “직원들의 호응이

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이어가는 한편, 장가항시도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있는 X시리즈를 앞세워, 미주 지역의 5축 공작기계 시장의 신흥강자로

기대보다 매우 좋아서 기쁘다”며, “임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지원할 전망이다.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딜러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

이벤트를 통해 업무 능률을 높이고, 화합의 기회를 늘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한중 사생 대회에서 강소법인 경영지원부 김상기 차장이

련, 전문성을 강화해 더욱 체계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성인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年重阳节慰问奎山敬老院活动

江苏法人参加第一届张家港美丽暨阳湖(中韩)写生友谊赛

10月27日在2017年重阳节来临之际，公司各部署40名志愿者一行

10月28日上午，第一届张家港美丽暨阳湖（中韩）写生友谊赛开

到奎山敬老院向老人们致以节日的慰问。经营支援部李弘烈、弘报科

幕式在暨阳湖生态园举行，共吸引张家港韩国商（人）会会员家属

张磊科长与奎山敬老院申院长进行了会谈，敬老院申院长对参加此次

（中、韩职员）和张家港新加坡外国语学校韩国学生、家长等300余

活动的领导和志愿者表示了热烈的欢迎，李弘烈部长现场向老人们表

人参加活动,江苏法人有7组家庭共22名参加。

示了节日的慰问，他说道：今天非常荣幸参加重阳节慰问活动，公司

中韩两国友好往来历史悠久，长久以来，两国在政治、经济、社会

在生产经营发展的同时，也应该积极履行社会责任，我个人的体会

以及文化等领域积极互动，此次写生友谊赛是推动居住在张家港市的

是：要努力帮助需要帮助的人们，把爱心传递下去，为社会尽自己一

韩国人和张家港市民更加友好的沟通与和睦相处的良好契机。在活动

份责任。随后，李弘烈部长代表公司向奎山敬老院赠送了节日的慰问

的这个平台上，向大家展现了江苏法人热心公益活动和张家港市政府

物资，接着志愿者们对敬老院大厅和敬老院房屋寝室的卫生进行了清

积极支援企业交流活动的热情。

扫，一片其乐融融的欢庆氛围萦绕着整个敬老院。

最后江苏法人经营支援部金相基次长以优秀的作品，获得了本次大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 Trains
5-axis Machine Tool for Dealers
From November 6th to 9th, HYUNDAI WIA MACHINE TOOLS AMERICA
invited client’s engineers and conducted 5-axis machine tools training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growing demand for the 5-axis machine tool
market. Kang Min-suk, the manager of the machine tools sales team,
was in charge of the training and major clients such as Sussex Tool and
Compumachin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and studied the machines.
In addition, Siemens, a software partner,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exchanged techniques and held a discussion time.
Meanwhile the company is growing as a emerging leader in the five-axis
machine tool market in the Americas by introducing its popular X Series
to overseas customers. HYUNDAI WIA plans to continue marketing more
systematically by establishing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dealers and
strengthening their expertise.

HYUNDAI WIA MEXICO Holds Football Competition
From October 15th to November 5th, HYUNDAI WIA MEXICO held
a football competition with all the employees. A total of 22 teams
participated and the competition was held in the form of a tournament,
where they competed for the best team. Employees had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y and get away from work in a long time.
After the fierce competition, ‘Engine Crank’ won the final championship.
Son Joon-chul, the oversea president of HYUNDAI WIA MEXICO said,
"The staffs responses are much better than I expected," continue saying
"In order to promote the welfare of our employees, I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increase unity through various events.”

赛成人组大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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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눈
물
이
마
르
듯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법 같은 걸 내가 알 리는 없다.
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미 엉망이 돼버린 과거는 대체로 바로잡기 어
렵다. 이제 와서라도 잘해볼 수 있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올해 첫 호에 실
었던 글(‘지금’이라는 시간여행)도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매순간 새 출발을 하

영화 눈물이 주룩주룩

듯 충실히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였다.
직업적으로는 알은 체하며 글을 쓰지만 일상에서는 나
역시 제 앞가림을 하기에 벅찬 사람이다.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아쉬운 게 많다. “좋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적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반대인 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

들이다. 좋다 만 경우, 시작이 좋아서 나중에 더 낙담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일들은 대체로

최근 찾아본 일본 영화 <눈물이 주룩주룩>(2007년 국내 개봉)의 한 대

잘 안 된(뜻대로 안 풀린) 쪽인 것 같다. 그런 내역들과 함

목에서 나는 마지막이라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마지막-바꿔 말하면 절

께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결국 할 수

망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랄까, 그런 것들과 함께. 아무래
도 ‘마지막’은 끝나버려서 어쩔 수 없게 돼 버린 일들 앞에 선 순간일 것

있는 말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나 “좋은 경험으로
남을 거야” 정도의 위로일까.

이다. 지나가버린 일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이미 뒷모습마저 보
이지 않게 된 일들을 자꾸만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아쉽거나 허탈하거나 후회스럽거나 슬프거나 서글프거나
한 기분에 휩싸인다. 아 끝나버렸네, 하면서.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를 배
경으로 한 이 영화 종반부에서 주인공은 그렇게 ‘끝나버린 건가’ 하는 얼
굴로 자신에게 닥친 그 슬픈 일을 마주하듯 바다를 본다.
바다와 바람만 존재하는 듯한 해변에서 망망대해를 향해 서 있는 인물
들의 뒷모습. 카메라로는 꽤 멀리서 당겨 찍었을 그 장면에서 수평선은
인물들의 머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 닿아 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청록 바다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온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
며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모습은 누군가의 소중한 것들을 집어삼킨 무정
하고 거대한 생물처럼 보인다. 이 바다는 어떤 마지막 그 자체이면서 멀
리 떠나버려 영영 닿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랑 같은 것들, 혹은 그런 것들
의 무덤을 상징하는 듯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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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도 괜찮아
모든 시간은
뒤로 뒤로 흘러가서는

한 해의 마지막을 경험한 횟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부지런히 걸었든, 열심히 뛰었
든, 가만히 서 있었든, 대중없이 떠돌았든, 뒷걸음질 쳤든 한 해의 끝은 결국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온다
는 걸. 누군가 12월 31일을 맞았을 때 다른 누군가는 아직 10월 23일이나 8월 14일이나 5월 3일을 살고 있

‘과거’라는 앨범에

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똑같이 1월 1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로 한 해를 끝낸다. 공평하게. 시간이 왜 이

꽂힌, ‘추억’이라는

리 더딘가 싶다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도 싶지만 시간만큼 일정하고 일률적인 규칙도 없다. 그리고 그 마지

몇 장의 사진이 된다.

막이라는 것 역시 같은 속도로 지나가고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는 어김없이 오고, 간다.

눈물이 펑펑

‘1월 1일’이라는 출발점에서 보이지 않던 ‘12월 31일’이라는 종점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쭉 뻗은 길 너
머에 정수리를 드러낸 수평선처럼, 혹은 절벽의 가장자리처럼. 우리는 내일이 온다는 걸 알 듯이 12월 31일이

흐른 자리가 결국에는

올 것임을 연초에도 알지만 그 시점에서 내일과 12월 31일에 대한 체감 정도는 무척이나 다르다. 현금 계산

마르듯이 슬픔, 고통,

과 할부 신용 결제의 차이 같은 거라고 할까. 안다고 다 실감하는 건 아니다. 하루하루 앞으로 갈수록 기억과

절망, 분노 같은

감정이 쌓인다. 그렇게 1년을 꽉 채우고 맞는 12월 31일은 1월 1일에 상상했던 것과 같을 수 없다. 우리는 한

감정도 언젠가
사그라진다.

해를 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고, 기대했던 것들을 좌절당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정당과 부당을 따
질 여지가 없다. 할머니 말처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모든 시간(경험)은 뒤로 뒤로 흘러가서는 ‘과거’라는 앨범에 꽂힌, ‘추억’이라는 몇 장의 사진이 된다. 눈물
이 펑펑 흐른 자리가 결국에는 마르듯이 슬픔, 고통, 절망, 분노 같은 감정도 언젠가 사그라진다. 나는 5살 때
의 공포와 15살 때의 혼란과 25살 때의 슬픔 중 어느 것도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 당시의 문제들은 각각의 시
간과 함께 소멸했다. 소멸 과정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마지막을 좀 더 편하게
대해도 되지 않을까.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려는 주인공에게 말한다. “참지 말고 울어도 괜찮아. 슬플 때는 실
컷 울어도 괜찮아.” 그래. 슬플 때는 울어도 된다. “울지 마”로 시작해서 “울어도 괜찮아”로 끝나는 <눈물이 주
룩주룩>은 참고 참은 눈물을 마침내 쏟아내는, 그러니까 숨기고 숨겨온 감정을 뒤늦게나마 솔직히 드러내는
자기 해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달엔 한 해를 근사하게 보낸 사람보다 아쉬움이나 실망감, 후회나 자책, 슬픔이나 부끄러움 같은 기분으
로 연말을 맞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글은 그런 글이다.

W

상심한 채 바닷가에 서 있는 주인공에게 그의 할머니가 다가와 읊조리듯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
머니가 너만 할 때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다. 분하고 슬퍼서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나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을 전쟁에서 잃은 젊은 여자와, 그 여자가 느꼈을 분노와 슬픔을
상상했다. “그래도”라며 이야기가 이어진다. 할머니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너희 같은 손자도 생기고 이
렇게 오래 살고 있단다, 라고.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겠다. 저 짧은 이야기에 영화 한 편을 압도하는 드라마가 있다. 한 여
자가 ‘제일 좋아하던 사람’을 잃고도 수십 년을 더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아득하다. 영화에서 부각되지 않지만 할머니는 부모와 남편, 딸과 손자까지 먼저 떠나보냈다. 이런 인생을
산 할머니가 덧붙인다. “사람에게는 말이지. 긴 생명과 짧은 생명, 저마다 여러 가지 인생이 있는 거야. …
어쩔 수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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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트렌드를 읽다

특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간단한 메모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 이루고자 했던 계획과 소망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계획들을 이루었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요치 않다. 다가오
는 2018년 ‘황금 개띠의 해’, 올해보다 나은 계획으로 차분히 발걸음을 옮기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테니 전
혀 아쉬워 말라. 다사다난했던 2017년! 조용하지만 센스있게 끝을 맺어보자.

특별한 시간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그대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한 해의 마무리에서 송년회를 빼놓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약속들로 당신의 캘린더가 빼곡히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허겁지겁 퇴근한 후
술을 진탕 마시며 서로에게 마음에도 없는 덕담을 주고받는 송년회는 이제 지
겹지 않은가? 이러한 무료하고 반복적인 만남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들이 감
지되고 있다. 서양식 파티문화가 우리의 생활속에 조심스럽게 파고들고 있는
것인데, 큰 연회장을 빌려 진행하는 미국식 파티가 아닌, 레지던스 호텔 혹은
파티룸을 대여하여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진행을 하며 힐링을 하는 모임이 많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할 수 있는 한옥형 파티룸 창신기지.
히노끼 노천탕도 이용할 수 있다.

아지고 있다. 분위기 있고 저렴한 파티 공간의 경우 현재 연말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이다.
사당의 파티룸 『테라스』의 경우 고층 라운지 파티룸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단위, 인원별 요금을 내며, 그 가격도 저
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다.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파티룸 예약도 어렵고,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원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망이 좋은 루프탑이나 고즈넉한 한옥들에서 친구
혹은 직장동료들과 힐링할 수 있다면 그곳이 무릉도원 아닐까?

2017년에도 각자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 중 소
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들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
로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서울타임캡슐』이 그 곳이다.
이곳에는 누구든 본인만의 디지털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임캡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서울시청 타임캡슐 어플(App)을 다운받아 작성, 저장
그리고 확인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곳에서만 타임캡슐 어플
작동한다는 것인데, 해당 장소에서 특정한 초음파를 흘려 보내 앱에 로

사당역에 위치한 파티룸 『테라스』

특별한 장소

기억 저장소

그인 한 사람을 인식하는 사운드태그(Sonud TAG)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혹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간
직하고픈 추억들을 『서울타임캡슐』에 방문하여 저장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타임캡슐』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간단하게
『타임캡슐 편지』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어플은 미래의 본
인에게 보내고 싶은 콘텐츠를 작성하여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봉인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다짐이나 결심들을 작성하여 원하는 시간에 보여준다면, 올해보다
는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추억저장소 『서울타임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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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음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음주로 인해 지친
마음과 몸을 힐링할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부산에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의 스파랜드는 저렴한 가격에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백화
점 오픈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정에 없던 온천수가 터져
나와 만들어졌다는 스파랜드는 적당한 가격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온천욕을 비롯하여 찜질, 족욕,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성수기에는 줄을 서서 입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대중적인 곳이 아닌 프라이빗한 장소를 원한다면 기장에 위치

힐튼호텔 맥퀸즈 풀의 뛰어난 전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한 힐튼호텔 아난티코브의 워터하우스를 추천한다. 고급스러운 수
영장을 비롯하여 사우나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10

특별한 계획

특별한 시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쳐있는 심신을 해외 여행으로 달래려는
직장인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행경비 절약은 필수가 아니겠는
가. 떠날 곳이 정해졌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권 예약일 것이
다. 많은 루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스카이 스캐
너(sky scanner)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을 찾아보자. 항공사의 얼
리버드나 특가 정책을 제외하고는 스카이 스캐너가 당신이 원하

끝이 아닌 시작 2018년을 기다리며

는 여행지까지 가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내 줄것이다.
2017년이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층의 맥퀸즈 풀에서는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

여러 가지 기분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올해가

길 수 있다. 수려한 풍경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끝났다는 생각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끝이라는 생각보다는12월31일
의 해가 저물면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유
종지미(有終之美)라는 말이 있다. 끝맺음이 중
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무리가 아름답
다면 또 다른 시작 또한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
한다. 남은 2017년, 아름다운 마무리와 2018년
새 해, 가슴 벅찬 시작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
원한다.

신세계 센텀시티의 스파랜드는 당신의 지친 심신을 달래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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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권 예매사이트 1위인 스카이스캐너는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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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tory

함께 떠나요
글 김현정 여행작가

그린과 화이트의
오묘한 조화
겨울 담양

02_죽녹원

초록의 고장 담양에도
겨울은 있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와 이어지는 관방제림은 조선 인조 26
년에, 홍수로 해마다 인근의 가옥이 피해를 당하자 당시 부사
를 지낸 성이성(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
려졌다)이 제방을 쌓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숲길이

담양은 대나무와 초록의 고장이다. 사철 푸를 것 같은 담양

다. 담양천변을 따라 약 2km 거리에 푸조나무, 팽나무, 개서어

에도 겨울은 온다. 초록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쌓인 눈이, 마치

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아름드리나무들이 가득하다. 200년에서

인(仁)과 의(義)에 청춘을 다한 선비의 유유자적한 모습이다.

길게는 300년 수령의 고목들이 천변을 묵묵히 지키고 늘어선

담양 시내에는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길이 있
다. 메타세콰이어길과 관방제림을 지나 죽녹원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12월. 열두 장 달력 중 마지막 한 장만이 남아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던가. 지나간 시간
이 아쉽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다. 또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붙들고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잘 마무리하여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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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메타세콰이어길

담양

풍경은 엄숙하고 아름답다.
관방제림 초입에서 죽녹원 입구까지는 도보로 1분 거리다.
죽녹원은 대숲이 빼곡한 성인산 일대를 조성해 만든 대나무 정

먼저 영화와 CF의 단골 배경인 메타세콰이어길을 걸어보자.

원이다.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는 선비의 길, 죽마고우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길, 철학자의 길 등 이름만 들어도 걷고 싶어지는 8개의 코스로

조성되었다. 어느새 높이가 20m에 달하는 수령 40년의 굵직한

구성됐다. 깊고 그윽한 대숲 사이의 길은 완벽하게 고요하다.

고목이 되었다. 2002년 고속도로가 될 뻔한 이 길을 담양 주민

봄, 여름, 가을까지 초록으로 찬란했을 대나무길. 그러나 희끗

들이 지켜냈다. 차량 출입이 제한된 학동리 앞의 1.5km 구간은

희끗 눈 덮인 겨울의 대나무길도 상쾌하기 그지없다. 걷기만 해

사계절 내내 인기다. 눈덮인 메타세콰이어 길은 겨울에만 누릴

도 덕망(德望)이 쌓여가는 느낌이다.

수 있는 담양의 치명적인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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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축제가 열리는

500살 명품정원

화이트 담양

소쇄원의 겨울은?

메타스콰이어길 바로 옆에는 작은 유럽마을이 있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별서정원으로 꼽히는 소쇄원은

다. 메타프로방스. 레스토랑, 카페, 디자인소품점이

담양 남쪽에 있다. 500살이 다 된 한국의 명품 정원이다.

모여 있는 쇼핑단지와 호텔, 팬션 등 숙박시설까지 갖

조선시대 문인인 양산보는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추어진 작은 관광단지이다.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

사약을 받자 고향에 내려와 소쇄원을 짓고 자연을 벗 삼

는데다가,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온 듯 빨간 지붕과

으며 여생을 보냈다. 입구의 대나무 숲길을 백여 미터 걸

파스텔톤의 벽들이 동심을 자극한다.

어가, 야트막한 구릉의 꼭대기에 오르면 깊고 고요한 정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

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소쇄(瀟灑)’라는 이름 뜻

프로방스 일원에서 ‘2017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다.

그대로 맑고 깨끗하다. 울창한 숲 사이로 계곡이 흐르고

담양만의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개발하여

숲과 계곡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에 정자인 광풍각과

독특한 크리스마스마켓도시를 조성했다. 겨울 이미지

사랑채 겸 서재의 기능을 하는 제월당이 다소곳이 자리

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과 조화를 이뤄 서정적인

잡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겨울의 소쇄원은 여유롭다. 여름 한창 녹음의 매력을

메타프로방스는 이국적 풍경과 어울릴 수 있는 다

발산하느라 바빴던 소쇄원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면서

양한 조명과 대형크리스마스트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휴식하는 느낌이다. 뜨거운 여름 청춘을 불태웠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또 캐럴 음악회, 버스킹 등 주

던 젊은 선비가 어느덧 은발의 노인이 되어 세상의 어떤

말 공연으로 젊은 층은 물론이고 가족단위 여행객들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을 듯한 평온함을 준다.

03_프로방스

도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04_슬로시티 창평

보슬보슬 눈 덮인
슬로시티, 창평
담양 창평면 삼지내마을은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창평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들어서서 몇 발자국만 옮기면 시간을 거슬
러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곳에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도, 거세게 부는 바람도 그 흐르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것 같
은 착각이 든다. 마을을 굽어 도는 3600m의 돌담을 따라 난 흙길과 길옆의 개울은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다. 돌담 사이로 백년이 넘은 고택과
오래된 옛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이 너무 따뜻해서 얼어있던 마음은 금세 녹아내린다.
담양군 창평면은 고려 시대부터 존재하던 마을이다. 조선 시대 정조 때는 2400가구, 7600명이 넘는 고을이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행
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담양군에 편입되기까지, 일대에서는 담양과 견줄 정도로 큰 고장이었다. 고씨 집안의 고택과 문화재로 지정된 옛 담장이
유구한 역사를 대변한다. 월봉천과 운암천, 유천 세 갈래 물길이 만나 삼지내(삼지천)마을로도 불리는데, 창평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마을 사람
들의 자부심이 남다르다.
마을 여행은 이야기길 3개 코스를 따라 일대를 크게 둘러볼 수도 있고, 돌담 중심으로 알차게 탐험할 수도 있다. 쌀엿과 한과 등이 유명하고,
다채로운 슬로시티 체험도 할 수 있다. 슬로시티방문자센터나 창평면사무소 앞 달팽이가게에서 자료를 얻은 뒤 출발해도 좋다. 사람이 사는 마
을인 만큼 에티켓을 지키는 센스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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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소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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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손목이 블링블링

아듀 2017년!
한 해를 보내는
그림일기

어린 시절 방학이 끝날 때면 아쉬움은 뒤로 한 채, 한 달간의 그림일기를 하룻밤에 그리던 기억처럼.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1년을 정리하는 그림 한 컷을 나눠봅니다.

학창시절 취업한 선배들이 고가의 시계를 차고 비싼 밥

현대위아 임직원들은 이번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을 사주시곤 했습니다.그 땐 선배들이 차고온 시계가 그

각자의 개성이 가득 담긴 여러분의 한 해를 공유합니다.

렇게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취업해서 나도 비싼 시계 사야지'라는 작은 목표를 가지
고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멋진 시계를 차고 좋은 회
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흐렸다 맑음
내 집 마련의 꿈
대학생 때부터 캠핑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
분으로 비싼 장비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주변에 캠핑을 좋아하는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연구원

2017년 9월 16일, 기계 가공기능장 실기 시험을 쳤습니다. 현대

볼빨간사춘기 콘서트

위아 선반이 있었지만 조작법을 까먹어서 다른 회사 기계로 시
험을 쳐서 슬펐습니다. 하지만 합격해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
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 볼빨간사춘기 콘서트를

형들과 교류하며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라이브로 보게 되다니 온몸에 전율이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이기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소비가 가능

느껴질 정도로 소름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캠핑 장비를

빨간사춘기의 모태귀염에 반하고 말았지요. 어디 한

차례대로 구매했는데 현재 모양새가 제법 갖추어져서 몹시 행

번 그 매력에 다 같이 빠져보실래요?

복합니다.

부품품질혁신팀 김근용 과장
엔진생산2부 허설 기술사원

50번째 헌혈
대학생때 시작한 헌혈이 올해 50회를 달성했습니다. 건강이 허
락되는 그날까지 헌혈에 동참하려구요,
작지만 생명나눔의 실천!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도 함께하

소재영업팀 지현 사원

시겠습니까? 헌혈은 사랑입니다!

시험평가팀 정원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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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나만의 송년 비법이 있다.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어떤가요?

15%

힘들었던 한 해가 드디어 간다! 시원섭섭

7%

뿌듯한 일이 많은 한 해였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18%

내년은 새로운 목표를 다질 것이다. 불타는 열정

한 해를
보내는 법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Yes
50%

47%

무사히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함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

No
49%

11%

매년 오는 연말, 특별한 것은 없다. Let it be...
기타

2%

주변 사람에게 연말 선물을 나눈다면 어떤
것을 주고 싶나요?
어느덧 연말입니다. 이 때만 되면 통과의례처럼 지난 달력을 뒤지며
작년 말에는 어떤 다짐과 약속들을 했었나 되새겨보곤 합니다. 지난
한 해가 아쉽기만 하고, 못다 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연말을 향해

바쁘더라도 얼굴 보는 시간이
선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

치닫는 시간을 붙잡아 보려 하지만, 또 다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71%

맞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 알아서
살 수 있는 실용주의!
상품권 선물
당신의 신년까지
응원한다!
다이어리, 달력선물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2018

7%
3%3%
3%

년을 맞이하기 위한 '송년(送年)'! 지금부터 송년에 대한 '현대위아인'
들의 생각과 자신만의 특급 송년 비법을 공유합니다.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53명
설문기간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24일

나만의 겨울&송년나기 비법은?

여행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소품, 악세서리 등

시간과 마음을 함께
선물한다.
연말 공연 티켓

기타

연말에는 이걸 안 하면 아쉽다!

추운 겨울 외출시 붙이는 핫팩을 등쪽 옷속에 붙이기(한파도 걱정없음)

가족과 특별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밝아오는 새해를
이불안에서 만화책 유튜브 보기해맞이(과메기에 떡국먹기)

주말에 푹자기 신년계획
주위 사람과의 인사 나눔

해외여행

준비하는 계획작성

실내수영장
겨울여행
운동 건강관리
보일러 고장여부 체크!

전기장판 영화 겨울잠 쿨쿨

술자리 최소화, 맛있는 음식먹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신년 행사 및 주요계획 다짐

아무것도 안하기 운동

연말 콘서트로 한해 마무리!

전기매트는 필수품! 신년 새로운 계획 정리하기(다이어리)

힘나게 생활 하기
가족과 함께사우나&헬스로
지난한해 되돌아보기비타민 챙겨먹기, 온수매트와 물아일체!
건강한 겨울나기
뜨끈한 사우나
군생활하면서 추위를 좋아하게 되어 겨울나기 비법은 그저 업무나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나갑니다 꾸준한 운동
지인들과 송년모임 가족과 신년계획 세우기

가까운 뒷산 정상올라가서 새해 첫날 일출 보기 한해동안 고마운 분들께 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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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족들과 사람들 북적이는 곳에서 야경 즐기기

필요한 약속외는 잡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도 운동 등 건강 챙기기

한 해를 보내며 묵은 때도 보낸다 연말 대청소

4%
40%

동창회, 향우회, 송년회 등 각종 친목도모 모임들

25%

식구 다 모여서 식사 등 연말 맞이 가족모임
한 해동안 고마웠던 주변 사람들에게 카드나 선물 등 감사인사
봉사, 기부 등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나눔
마무리와 시작을 꼼꼼히! 다이어리 정리와 신년계획
따로 챙기는 연례행사는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2%
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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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양공업 주식회사
남양공업은 1969년 5월 설립 이래 약 50년 가까이 한결같이 자동차 부품만을 생산해 오고 있는 자동차부품 전문 메이커다. 우리나라
의 자동차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남양공업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Brake Disc, Brake Drum, Hub등의 제동부품과 Steering Column, Intermediate Shaft, EPS Parts, Rack & Pinion
등의 조향부품이 있다. 남양공업이 생산하는 모든 부품들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부품으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생
산, 공급하고 있다.

책임 성의, 정직 정확, 지속 발전.
대표이사 홍병헌 사장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품 하나하나의 품질이 자동차 전체의 품질을 좌우
합니다. 이에 저희 남양은 새로운 형태의 진화된 독자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선행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주요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 자립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심부품의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고객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양은 고객 여러분의 차별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과 더불어 성장
하는 신뢰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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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High Productivity, Harmonization을 뜻한다. 고객의 중요 요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부품 업계는 기술의 변화주기가 점

구사항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도약4H 등의 운동을 전개하며 고객 제일

점 짧아지고,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정체된 매출 성장을 극

의 품질경영을 실천해온 남양공업은 1991년 11월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복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경진대회 금상 수상과 함께 국무총리로부터 전국 품질관리 대상을 수상

분산시키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매출처를 찾음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동

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고객사로부터 더 많은 수주를 받게 되었

시에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으며, 이와 동시에 신제품 개발 요청이 증가했다.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국내

주행 자동차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두 차량이 보편화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992년 4월 기술연구소를 설

및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필요한 부품이 완전히

립했다. 명실상부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달라질 것이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다. 1996년 6월에는 100PPM 상을 수상하고, 1999년 9월에는 말레이시

CFT를 구성하여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스티어 바이 와이어 등의 제품 개

아 WSA사에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발과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접이식 스티어링 제품 등을 연구 및 개발을 할

1997년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IMF가 닥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기

시작은 미약했지만…

설하였고,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주력했다. 그 결과 1984년 11월 품질관

한편, 해외법인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고객 확보하는 등 공격적

를 믿고 어려움을 견뎌 위기를 극복해 준 모든 임직원들 덕분에 이 위기

인 마케팅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중국과 폴란드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

를 넘길 수 있었다.

및 유럽지역의 신규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사에 CFT를 구성하여 정
기적으로 해외법인을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 품질수준과 기술수준

창업자 홍성종 회장은 1969년 5월 9일, 서울 원효로2가에 남양공업

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일본정공㈜과의 기술제휴를 하며 제품 품질

을 설립했다. 사명은 남양 홍씨의 본관 지명에서 따온 것이며, 초심을 잊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후 품질을 인정받아 프라이드 승용차

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담은 이름이다. 처음 회사를

용 칼럼을 수주 받고 2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늘어난 생산

남양공업은 향후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설립한 당시에는 설비나 경영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20평 남짓한 공장

직 직원들의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1988년부터 분임조 활동과 과

계적인 생산기지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 생산 설비라고는 달랑 선반 몇 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술과 열정 하

제 제안 실시 등의 개선활동 등을 실시하며,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

중국 진출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2003년 11월 중국 현지법인 ‘강

나로, 영업을 하고 생산도 했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화시켰다.

소남양’을 설립했다. 강소남양도 투자규모 확충과 더불어 품질, 기술력 향

적으로 증가하여 구로공단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구로동 남양공업 본

공격적인 해외 진출, 세계로 뻗어나가다

을 본사 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려 기존 고객과는 거래량을 늘리고, 신규
고객까지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북미시장 개척을 위
한 사무소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결국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인 GM과도 거래를

DOYAK-4H 운동으로 품질 능력을 인정받다

사와 대방동 영남공업 그리고 당산동의 경남공업을 합쳐 마침내 1977년
11월 15일 주식회사 남양공업이 탄생했다.

예정이라고 한다.

도 했다. 그러나 남양공업이 그 동안 쌓아온 품질 및 기술력, 그리고 회사

리유공자 대통령 표창 및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

기아자동차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생산량이 지속

이에 남양공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시장을 주도할 전기 자동차와 자율

체결하게 됐다.
또, 고객사들로부터 품질5스타, 기술5스타, 납입5스타 인증을 받았고,

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1991년 들어 남양공업은 전사적 품질관리 실천운동의 일환으

마침내 2013년에는 그랜드5스타 인증까지 받으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우리 회사는 남양공업 매출액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거래를

서울에 회사를 두었던 남양공업은, 정부의 서울시내 공장의 수도권 이

로 DOYAK-4H 운동을 전개했다. DOYAK-4H의 DOYAK은 원가절감

기업으로의 초석을 다졌다. 이를 계기로 2014년에는 BMW에 수주하고,

하고 있다. 주로, 디스크, 허브, 드럼 유조인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전 정책에 따라 1979년 9월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전했다. 안산으로 이전

(Decrease of Cost), 납기준수(Observance of Delivery), 긍정적 사고(Yes,

TRW를 통해 VW 제품을 납품하는 등 남양공업의 품질과 기술력이 세계

있다. 남양공업 담당자는 “현대위아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로 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1년 석유파동이 일어났는데 국내 자동차산업

I can), 품질보증(Assurance of Quality), 기술 축적(Know-How)이라는 5

로 뻗어나갔다.

명한 만큼, 남양공업이 공급하는 부품 또한 고품질, 고정밀이어야 한

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고객 만족 최우선’을 외치며 품질관리과를 신

가지 원칙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4H는 High Quality, High

이와 동시에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2014년 7월 독일 사무소 설

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립, 같은 해 10월에는 폴란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유럽진출에도 박차를

남양공업은 고품질과 고정밀이 요구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가했다. 2015년에는 생산성 종합대상을 5회 연속 차지하여, 한국능률협

우리 회사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작기계

회에서 주최하는 생산혁신부문 명예의전당에 헌액됐다.

들을 활용해 브레이크 디스크 뿐만 아니라 웜 샤프트도 생산하고 있
으며, 지금까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진정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큰 문제 없이 제품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우리 회사와 남양공업은 이러한 상생관계를 바탕으로 훌륭

남양공업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한 제품을 만들어 냈고, 상호 이익은 물론 자동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

이를 위해서 남양공업은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미래 성장동력 제품 개

객들까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두 회사가 더 큰 시너지 창

발 ▲연구개발 강화 ▲신규고객 확보라는 전략을 세웠다.

출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서 동반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W

남양공업은 매출증대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미래 성장동력 제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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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2017+12

책

뮤지컬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철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사고력 강의 | 인공지능의 원리를 찾아,
인간의 ‘마음’을 묻다

관계와 감정이 편해지는 심리학 공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는 철학자 김재인의 서울대학교
인기 교양 과목인 ‘컴퓨터와 마음’의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수년간 공대생들에게 필수 과목이었던 이 수업에서 저자는 이미 다가
온 인공지능 시대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시기
임을 말해왔다. 저자는 뛰어난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의인화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우리의 지능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되새긴다. 인공지능에
게 문제란 인간이 정해준 과제인 반면, 생명체에게 문제는 환경으로부
터 닥쳐오는 생존의 과제이고 문제의 포착과 해결은 진화의 과정이기
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겪는 문제나 문제 해결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갖
는다고 강조한다.

콘서트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난쟁이들」

컬투 콘서트 「관종」

THE 신승훈 SHOW 「Winter Special」

왕자 공주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화
나라. 여기 난쟁이 마을에 찰리가 살고 있다. 그는
다른 난쟁이들처럼 광산에서 하루 종일 보석을 캐
지만,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답답한 현실에서 벗
어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동화
나라에 무도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난다. 무도회에
서 사랑에 빠져 키스를 하는 커플이 새로운 동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찰리는 이번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데렐라를 공주로 만들어 준
마법사 할머니를 찾아간다. 찰리는 과연 공주를 만
나 왕자가 될 수 있을까?

연말콘서트의 대명사 절대강자 2017 컬투콘서트
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다! 피로를 싹 날려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버라이어티한 컬투쇼를
즐겨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계획
하는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석도 마련되어있다. 특
별한 프로포즈를 고민하는 연인들의 고민을 컬투
가 해결해준다! 회당 한쌍에게만 주어지는 평생 잊
지 못할 단 한번의 기회도 놓치지 말라!

언제 들어도 마음 깊이 울리는 특별한 목소리, 2년
만에 돌아온 THE 신승훈 SHOW가 잠시 잊고 지
냈던 마음의 울림을 되찾아준다. 눈 감으면 들려올
것 같은 잊지 못할 마음 속 플레이리스트, 시린 12
월의 초겨울 추위를 잊게 해 줄 다정한 음성, 우리
가 그의 무대를 기다렸던 2년의 시간동안 그 역시
이 무대를 그려왔다. 2017년 겨울, 마음을 따뜻하
게 녹여 줄 가수 신승훈의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
다.

공연기간 2017년11월26일(일) ~01월28일(일)
공연장소 서울대학로 TOM 1관 (구, 필링)
티켓정가 툐엠꿀석 65,000원
고도리석 55,000원
관람등급 만 15세 이상
관람시간 110분

공연기간 2017년12월22일(금) ~ 12월24일(일)
공연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티켓정가 R석 110,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관람등급 만 7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120분

공연기간 2017년12월30일(토) ~ 12월31일(일)
공연장소 KBS부산홀
티켓정가 VIP석 143,000원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관람등급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관람시간 120분

변지영 지음 | 더퀘스트 | 2017년 11월 10일 출간

김재인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09월 27일 출간

인간은 인공지능에 모든 일을 뺏기고 마는 것일까?

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이면 소중한 사람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연 소식이 유독 많죠?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 소식들 놓치지 말고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답게 사는 삶의 실마리를 찾는 데 필요한 도구들!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은 지금껏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했던 내
용들 가운데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한 개념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자기분화, 애착, 정서분별, 정서조
절, 마음챙김, 자기자비, 조망수용 등 삶을 탄탄하게 만드는 7가지 마음
도구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며 감정을 보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1부에서는 나를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관계’와 ‘감정’을 통해 나를
읽는 마음도구 4가지를 등장시켜 내 마음 읽는 법을 소개한다. 2부에
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부에서
파악한 나 자신과 함께 삶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쓸 마음도구 3가지
를 만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40%

할인

현대자동차그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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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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직장인들의 하드캐리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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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 이외에도 다양한 사보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1. 국내 최초로 자동차 좌우 바퀴의 토크를 제어

1. 미혼자 배우자 공제

7. 교육비 공제 확대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이 2017년에 결혼했거나 12월에 예정인 경우 오는

근로자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다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바로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챙겨서 연말정산에 활용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하는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e-LSD) 양산을 시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다. 초·중·고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

작하는 달은 몇월인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원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지난호 정답
1. 정철곤

2. ③

금과 이자를 상환중이라면 상환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2. 둘째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액 인상

다.

2018년부터 자녀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지원되고 출산,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

8.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최재을 / 기계품질보증팀

째 이상부터는 7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정광재 / 모듈부품개발팀
김가은 / 구매지원팀

3.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9. 핸드폰 번호 변경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최성하 / 구동설계팀
신제운 / 구동설계팀
이주형 / 구동설계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봉 7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월세를 부담하면 연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이

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2%를 공제받는다.

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전화번호에

월

2. 33%나 되는 가파른 등판로에서 P단을 넣었다
뺐다하는 시험에서, 바퀴축이 고장나 다른 차로
범퍼카로 차를 밀 듯 퉁퉁 치며 차를 끌고 갔다
는 경험이 있는 연구원의 이름은?

연구원

또,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
증이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의해 동일인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

4. 장애인 공제

이다.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
통해 추가로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주소상 함께 거

10.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 납부가
유리

주하고 만 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면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부부가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납입하는 것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리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

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 등을

Notice

공지사항

만,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
5. 카드 공제율 인상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일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2.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이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은 40%이다. 카드 공제

11.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500만원 소득공제

3.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최고한도는 300만원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한도는 각각 1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4. 홍보, 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 위탁시 고객 고지 후 관리 철저

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 총한도는 500만원이다.

자에 한해 연간납입액의 4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
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는 연 500만

5. 개인정보 파일은 DB보안 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 및 보관
6.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숙지 및 준수

6.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의 10% 카드공제 대상에 포함

7.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후 식별할 수 없도록 파기

2017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 카드 결제금액은 구입대금의

8.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10%를 신용카드 공제액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의 중고차를

12. 면세점 이하 소득자 연말정산 서류 불필요

9. 개인정보에 관한 지침, 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

카드로 구입했다면 결제금액의 10%인 150만원을 카드 소득공제로 받게

회사에 중도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 경우에는 세금(결정

10.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집단분쟁 조정, 단체소송 대비

되는 것이다.

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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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한 해를 보내는 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 이다.
Andrew Mattews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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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