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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지금 이 순간 집중하라

이제 남은 건
몰입뿐이야

몰입을 이야기하려면, 중독을 말해야 한다. 살짝만 비뚜름한 시선으로 본다면 몰입의 끝은 중독이니 말이다.
우리에게 중독은 가닿을 수 없는 희뿌연 일이다. 그렇다고 아예 모를 일도 아닌 것이, 알코올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살면서 한
번쯤은 중독의 입구에 다가서곤 하기 때문일 터다.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엔 우세스러운 것에 빠져있을 수도 있겠다.
흔히 마주하는 중독은 아무래도 ‘게임’이다. 학창시절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즐겨본 이들도 모래알처럼 많고, 다 큰 어른이 되
어도 게임에서 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굳이 자신이 아니더라도, 사춘기의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우
리 아이 게임 줄이기’를 고민해봤을 터니, 게임 중독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그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많은 이들이 게임에 푹 빠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재밌어서다. 중독을 할 수 있게끔 게임의 제작사들은 다양한 장치를 심어두고,
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그것에 훅훅 넘어간다. 이제 얘기하려는 건 단순한 몰입을 넘어 중독까지 만드는 게임의 그 장치들이다.

중독의 이유
게임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당연하게도 재미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에서 재미를 느껴야 하는지
를 생각해야 하는데, 대개는 ‘분명한 목표를 성취함’에 있다. <마인크래프트>나 <울티마> <문명> 등과 같은 목표가
다소 모호한 게임들도 있긴 하다만, 대체로 게임은 아주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
90년대 수많은 코흘리개들의 100원짜리를 가로챘던 <스트리트 파이터2(스파2)>를 떠올려 보자. 스파2는 아주 단
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조종할 캐릭터를 고르고 상대와 싸워 이기면 된다. 조작을 요리조리 잘 해서 상대의
체력을 모두 깎기만 하면 된다. 무력으로 누군가를 꺾는다는 경험을 일상에서 얻기란 영 쉽지 않기에, 우리는 여기서
대체경험을 하게 되고 동시에 쾌감을 얻는다.
단순히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 때문에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에 이르는 일 자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다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장치가 아주 평범해서 별다른 재미를 느낄 수 없다거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지나치게 어렵다면 그건 실패한 게임이다. 적당한 어려움으로, 매 순간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주는 요소가 필
수다.
<애니팡>은 작은 성취를 모아 최종 목표에 다다르는 게임의 전형이다. 최종 목적은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르러 ‘엔딩’
을 보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이르는 길은 ‘단판의 합’으로 이뤄진다. 하나하나의 미션을 차례차례 깨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게임을 이어갈 동력이 된다. 몇몇은 미션을 얼마나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지에 몰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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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목표달성 실패는
몰입을 방해한다.

몰입의 상황

지나치게 어려운 게임에
손이 쉬이 안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행히 2018년의 회사와 회사 구성원을 둘러싼 난
도는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적당한 수준에서,

를 괴롭혔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포기하지 않을 수준에서는

방어체계)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잠잠해졌다. 또 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널드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아메리카 퍼스트
(America First)’ 정책도 다소 옅어진 상황이다.

난도가 책정되어 있어야

물론 난도가 낮아졌다고,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우리는 동력을 얻는다.

쉬워진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국내외 제조업 경기는
불황의 늪에 빠져있고, 본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은 추락하고 있다. 수출의 주
요 수입원인 우리 회사로서는 방심할 상황이 아니다.
적당해진 난도에서 남은 건 내적 변수다. 끈기 있
게 자신의 일에 몰입해 순간순간 전진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에 이르는 길이다. 물론 그것조차 그저 쉬
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목표 달성의 난도

167억원으로 2016년 대비 93.6% 감소했고, 당기순손

시인 박도해는 그의 시 ‘겨울날의 희망’에서 이렇

실은 63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때때로 삶은 그 자체로 게임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

모그룹의 실적도 잿빛이긴 매 한가지다. 현대차의

이가 흡사 RPG(Role-Play Game)의 레벨이고, 학교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5747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서 치른 다양한 시험은 게임의 튜토리얼로 느껴지는

감소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 학창시절의 목표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정도가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무려 8년 만의 일이다.

일반적이고 취업시장에 나와야 상황에서는 ‘괜찮은 회

다시 얘기하지만, 연이은 목표달성 실패는 몰입을

사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방해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게임에 손이 쉬이 안 가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정도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것과 같은 이치다. 적당한 수준에서, 포기하지 않을

삼고 살아갈 것이다.

수준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책

이 시선을 회사로 옮기면 목표는 조금 더 명확해 진

게 노래했다. “우리 희망은, 긴 겨울 추위에 얼면서/
얼어붙은 심장에 뜨거운 피가 돌고/얼어붙은 뿌리에
푸른 불길이 살아나는 것/우리 겨울 마음을 가질 일
이다/우리 겨울 희망을 품은 일이다”
지금은 꽁꽁 언 최악의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
지만, 분명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몰입해야 할 그리
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는 여전히 존
재한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충분
히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겨울은 가고

정되어 있어야 우리는 동력을 얻는다.

다. 회사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최종적 목표이며,

회사생활에서의 이 난도는 대체로 외부에서 작용하

회사에 속한 구성원으로서는 ‘지속성장하는 급여와 성

는데,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취’가 목표일 테다.

정부 정책의 변화 같은 것들이다. 게임의 난도를 우리

지난 3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대외 변수는 성장하고

길은 지나치게 험난했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우리 회

자 하는 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하고는 한다. 그

사의 매출은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고, 당기순이

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우리 회사와 그룹의 난도는 가

익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최근 발표한 지난해 실

히 최고 수준이었다.

온화한 봄바람은 불어올 테니 말이다. W

적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우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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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직원 종합복지시설
‘이룸재’ OPEN

- 경남 창원 본사에 6000평 규모 멀티플렉스형 종합복지시설
- 기숙사·피트니스·교육장·북카페·미용실 등 복지시설 총 망라
- 임직원 전용 145평 규모 어린이집도 3월 개원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을 위한 기
숙사와 어린이집 등 종합복지시
설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1월 31
일 창원 본사 맞은편에 위치한
현대위아 복지관 ‘이룸재’에서 준
공식이 열렸는데요. 이룸재는 기
숙사, 교육장, 북카페와 함께 어
린이집이 있는 멀티플렉스형 직

임직원 기숙사

비전홀

탁구장

원복지관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약 6000평에 달합니다.
이 날 준공식에는 김경배 사장과 손성환 노조 지회장 등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
석한 김경배 사장은 “임직원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이룸재」 이름의 뜻처럼, 많은 임직원들이
이 곳에서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

이룸재는 크게 임직원 기숙사, 교육장, 복지공간 세 가지 테마로 활용할 수 있는

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간입니다.
이룸재에는 400여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 210실을
마련해 창원 지역에 연고가 없는 임직원과 출장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층에 위치한 비전홀은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는 107
평 크기의 다목적홀입니다. 또 교육장 두 곳과 직원들이 스터디 모임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토론실도 네 곳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하게 임직원들의 복지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약 70평 규모의 피트니스 시설과 약 57평 크기의 탁구장, 임직원들이 퇴
근 후 책을 읽으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북카페와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미용실
도 들어섭니다.

오는 3월에는 ‘현대위아 어린이집’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총 49명과 교사 6명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전국에서 100곳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솔어린
이보육재단이 맡습니다. 차후에는 직장과의 밀접한 위치를 이용해 ‘점심 번개’
등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 프로그램도 행할 계획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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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도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안전제일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 인류는 지난 한 세기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고 자찬한다. 하지만 언론매체에는 10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안전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소개된다. 게리 사장의 경
영철학은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그것이 내재화되는 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까.

현장에 답이 있다.

안전한 현장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던 1906년, 미국의 철강회사 US스

사례1

사례2

사례3

모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사고

모 제철소 안전사고

모 부두 현장

사건 : 아파트 공사현장의 작업구간

사건 : 설비 정기보수 중 정상 작동여

사건 : 현장 경비실 지붕 데크 설치를

옆 PHC 파일(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작업자가 유압

위해 데크 상부를 이동중인 근로자가

적치장에서, 작업자가 PHC 파일을 밟

밸브 안전체결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위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크

고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PHC

치로 들어갔다. 그때 예상치 못하게 설

플레이트를 밟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

파일에 안면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

비가 가동되어 설비 사이에서 작업자

생했다.

생했다.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 :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 용접을

원인 : 말뚝이 둥근 형태인 탓에 밟으

원인 : 사람의 실수 혹은 설비 오작동

하지 않고 연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에도, 재해

등 돌발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고정방법이 불량했다. 또, 근로자가 생

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명줄에 안전고리만 체결했더라도 데크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수칙에 따라 가장 안전한 동선으

플레이트는 추락했더라도, 근로자는 안

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

전했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틸은 경영 최우선 방침 슬로건으로 ‘안전’을 내세웠다. ‘생산제일

이 중요하다.

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안전제일주의’라는 패러다임을 선보인
세계 최초의 사례다.
당시 미국 내 철강제품 생산량의 70%를 맡고 있던 US스틸은 대
량의 철강을 생산하며 성장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성장의 뒤편
에는 산업재해라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다. 철강업계 특성상 열
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탓에 많은 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사고

안전제일의 완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안전 의
식’을 갖추고 ‘메뉴얼’에 의거한 업무태도다. 안전사고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 단 한순
간의 방심, 단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최악의 선택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안전한 현장, 그 곳에 나와 너, 우리의 미래
가 있다. W

로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 게다가 철강업에 불황까지 닥치며,
생산성은 날로 저하되고 경영상태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에 당시 사장이었던 E.H. 게리 사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10대 안전수칙

‘생산제일, 품질제이, 안전제삼’이었던 사훈을 ‘안전제일, 품질제
이, 생산제삼’으로 바꾸며,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안전
제일’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게리 사장은 구호
에만 그치지 않고, 위험한 생산설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했으며, 임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허가 이행

정비/청소 중
안전표지판 부착

화기 작업시
소화기 비치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운전/기계조작 中
휴대폰 사용금지

안전장치
해제 금지

중량물 하부
이동 금지

사업장 內
과속 금지

지정장소 外
흡연금지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안전재해 수치는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과 경영환경은 급속도로 회복된다. US스틸은 안전제일
슬로건으로 한때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의 지위에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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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people

금형에
푹 빠진 사람들,
흔히 어떤 일에 푹 빠진 사람을 두고 ‘○○쟁이’라고 부르는 경우

‘금형쟁이’
금형반을 만나다.

가 있다. 밥을 먹다가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본인이 빠진 일이라
면 바로 집중하는 사람. 순수 우리말로 전문가를 뜻하는 ‘장이’ 대
신에 어감이 더 친근하여 사람들이 애칭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우
리 회사에는 금형에 푹 빠졌다 하여 스스로를 ‘금형쟁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다. 창원 4공장 금형반 사우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금형은 생산의 ‘품질’을 만든다
‘금형’이란 주어진 형상의 물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즉 틀
을 말한다.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 대
의 자동차만 봐도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 수많은 부품이 금형
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회사 금형반에서는 바로 이러
한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 크랭크 샤프트와 커넥
팅 로드, 그 외 단조 200여종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1년에 약 2000개
가량 제작한다.
금형은 최소 2개가 모여야 하나의 제품을 찍을 수 있다. 붕어빵 기계
를 생각하면 쉽다. 이게 최소의 숫자지 보통은 6~10개가 모여야 하
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려 20개의 금형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 평균적으로 금형 1벌은 7000개의 제품을 찍을 수 있다.
당연하게도, 금형은 수명이 중요하다. 오래 사용할수록 틀이 헐거워지
거나, 금형이 늘어나는데 치수가 변해 허용오차범위를 넘어가면 수명
이 다하게 된다. 제대로 잘 만들어서 오래오래 버티는 금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금형인들의 숙제다.

소그룹 베스트 팀의 비결
금형반은 소그룹 ‘금형쟁이’는 우리 회사의 ‘소그룹 활동 경진대회’의
최강자다. 매년 그들의 성적표는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금형파트의
내로라하는 에이스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 낸 결과다.
금형쟁이는 금형반을 이루는 여러 파트 중 공정 별로 한 명씩 뽑아 만
든 팀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일인 금형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
들이 몰입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실력의 비결을 들어보고자 총
19명의 금형반을 이끌고 있는 손영구 반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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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서는 고충이라면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팀이라

Q. 소그룹 활동을 이끄는 비결이 있나요

는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형을 제작해 시중에 파는 게 아

손 금형을 하려면 최소 ‘쟁이’는 되어야 한다고 해서 ‘금형쟁이’

니라, 틀을 주면 다른 부서들이 그 틀로 생산을 하니까 ‘잘하는

라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결에 특별한 것이 없죠. 머리 맞

것’이 당연한 팀이거든요.

대고 잘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비결입니다. 반장으로서는

물론 다른 팀이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한 금형을 만

계속 자리를 마련하고 해달라고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품질의 금형을 대주려 반원 모

제 역할이고요. 소그룹 활동은 사무실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

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니다. 무슨 일이든 다들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38년째 금형기술을 맡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Q. 소그룹 활동으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것이 있다면
손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기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개

손 소그룹 활동의 하나로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얼 책

인적으로는 일할 때 기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록을 좋아해

이 있습니다. 금형기술은 공정마다 일이 다 다르다 보니 내가 하

서 20년 넘게 기록한 결과물도 있어요. 다 자료가 되기 때문입

는 일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거

니다. 1991년부터 작성을 시작한 장부가 있는데, 이전에는 금형

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 메뉴얼 참고해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되

을 만들어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력이 하나도 없었

었습니다.

습니다. 혹시 장착 시 문제가 발생해도 추적할 수 없었죠. 완벽
한 금형을 만들자 해서 장부 작성을 시작해 지금도 하고 있어요.

Q. 금형반의 올해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런 기본이 기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손 소그룹 활동은 매년 ‘올해 특별히 더 잘 해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꾸준히 잘 하자는 정도입니다. 특별하게는 오는 5월부터

Q. 금형반에서 자부심 있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는데,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는게 가장

손 현재 금형공장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크랭크샤프트 금형을

큰 목표입니다. W

우리 회사 Hi-MOLD 6500 설비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시중에 양산도 하기 전에 이 설비를 제일 먼저 설치한 곳이 우리
반이었는데요. 당시 6개월동안 장비 특성 연구하고 공구 개발해
서 기계 활용을 양산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전시회 가면 우리 반에서 만든 가공 프로그램, 공구,
금형물로 시연회하고 그랬어요.

Q. 금형기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손영구 반장 이전 창원공업 시절, 1980년 11월에 입사해 38년간 줄곧 금형 기술을 해왔습니다. 기술 중에서도 금형을
선택한 건 나름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손을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실제로 금형과 손 움직
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특히 지금에야 기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80년대에는 금형을 사람 손으
로 다 만들었거든요.

Q. 금형반은 어떤 역할을 하며, 특성상 고충은 없나요
손 금형은 제품의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치수가 금형에서 다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 고충이라 한다면, 금형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단순업무와는 거리가 멀어요. 작업방법이나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
선의 여지를 찾고 최적화한 방법을 찾아 금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고민해야 하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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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강성 공작기계
신제품 대거 출시

- ‘박스가이드’ 설계로 정밀도·강성 크게 높여
- 신제품 대규모 출시로 시장 점유율 확대 나서

중절삭 머시닝센터 시장공략을 위해 출시되는 KF5700B, KF6700B,

리즈 5종과 중절삭 가공용 선반 HD시리즈 8종 등 13종의 공작기계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KF7700B도 높은 가공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가공을 진행하는 주축의 모터와

KF-B시리즈와 HD시리즈는 머시닝센터와 선반을 대표하는 범용 기종인데요. 우리 회사는 강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해 소음·진동·발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동급 장비

성과 정밀도를 크게 높인 공작기계 신제품을 연 초 대규모로 투입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극

중 최대 크기의 가공물 이송장치를 채택, 범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HD시리즈는 중절삭용 CNC선반 HD2600과 HD3100으로 나눠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13종의 공작기계는 모두 ‘박스가이드’를 적용했습니다. 박스가이드란 가공

여기에 각 기종 별로 가공물을 올리는 베드의 크기와 공구대의 특성에 따라

물을 올리는 테이블과 공구대 등 고하중 구조물이 별도의 베어링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도

최대 8종으로 구성, 고객의 선택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록 설계한 제품을 말합니다. 베어링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LM가이드’ 방식보다 진동이 적고

HD시리즈는 중절삭에 특화한 기종임을 감안해 강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안정성이 높아 ‘중절삭’ 가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뒀습니다. 최첨단 구조해석 기법을 적용해 경쟁사 대비 1t 이상 중량을 올렸

총 5종이 출시되는 KF-B시리즈 중 KF790BM과 KF960BM은 중대형 금형 가공에 특화한 제

고, 박스가이드 설계로 진동과 열변위를 최소화했습니다.

품입니다. 두 제품은 금형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표면 조도’를 크게 높여, 누구나 매끈한 금형

이번 신제품은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고객들이 가장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높은 1만2000rpm 속도의 주축을 표준 사양으

많이 찾는 기종인 만큼 오랜 시장조사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로 구성했고, 가공 중 진동을 줄이기 위해 공구교환대의 성능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공작기계의 중량을 최소화하는 시장 분위기와 정 반대로 범용기종에서도 고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고성능 모델 XF시리즈를 조작 중인 모습

품질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중량을 오히려 늘린 것이 강점입니다.
지난해 고성능 모델인 XF 시리즈에 이어 경제형 범용기에서도 선보이는 새로
운 공작기계 라인업!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선보일 현대위아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W

KF960BM
HD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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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닝센터 및 선반 범용기 13종 연속 출시

우리 회사는 새해를 맞아 공작기계 신제품을 대거 선보입니다. 수직형 머시닝센터 KF-B시

KF760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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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WE'RE Looking

오늘 뭐 입지?
신입사원이 되어 첫 정장을 사고, 비즈니스 캐주얼에 발을 들여놓는 등 기존에 입던 옷 스
타일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복장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날 때도 쇼윈도에 걸친 옷
을 보며 ‘예쁜데 회사에 입고 가기 적당할까?’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회사원들을 보며 ‘아

신입사원들에게

저렇게 입으면 되겠다!’ 하고 팁을 얻기도 합니다. 캐주얼 옷들과는 잠시 작별하고 회사원
의 TPO에 맞는 옷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요즘! 저에게 비즈니스 캐주얼 팁 좀 알려
강민희 사원

물었습니다.

주실 선배님들 안 계신가요?

재테크, 너를 알고 싶다!

요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 인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목돈인 월급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직장인들에게 hot한 비트코인부터 금테크, CMS통장 등등… 저에게 가
장 적합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고 찾고 있는 제 모습, 신입사원답나요?
김민구 사원

겨울을 즐겨라!
평소에 추운 겨울은 방 안에서 TV를 보며 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TV를 보며 쉬는 것
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활동적인 휴일을 보내고 싶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을

아침 일기 쓰기가 유행이라고 하죠. 아침 일기는 앞으로 시작할 하루

시작했습니다. 바로 겨울 스포츠, 보드입니다. 이번에 시즌권을 끊어 꾸준히 다니고 있습

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핵심은 매일

니다. 초보자이다 보니, 많이 넘어져 엉덩이가 아프지만 이 실패들이 쌓여 그 누구보다 보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김화연 사원

드를 잘 타는 직장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제, 일주일 전의 고민이나 관심사도 가물가
물할 때가 많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직무에 임하는 태도

이제 막 우리 회사에 들어와 한창 교육을 받으며, 그룹과 회사의 핵심

최근 들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장생

가치를 익히고 실무자로 성장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은 어떨까

활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일이 행복으로 다가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일

요? 학생과 사회인의 촘촘한 경계에 서 있기에 어쩌면 가장 신선하고

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 아닌 성장의 기회, 베품의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제

어쩌면 가장 공감 가는 관심사를 갖고 있을 신입사원들의 생각이 궁금

나 최선을 다하며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직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

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신선함 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록이 될

손주원 사원

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것이고, 당사자들에게는 나중에 보면 추억이나 잊은 목표를 떠올리는
기록이 되겠지요?

나의 비전, 회사와 함께 걸을 길의 방향성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비전 세우기’ 입니다. 목적이라는 뜻도 되
기 때문에 신입사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one thing이기도 합니다. 저의 비전은 엔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가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이
정구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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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합니다. 비전달성을 위해 넘어져도 일어서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19

WE'RE Sharing

WE'RE Talking

내 차 마련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차들에 관심을 가
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인 코나를 구매하려 마음먹었었는데, 최근 새벽
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된 신형 벨로스터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
김명진 사원

금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채성원 사원

중국어에 집중하라!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 이제 경쟁의 땅입니다. 경

외할머니, 건강하세요♥

쟁을 위해선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우선

평소에 건강하시던 외할머니의 건강이 최근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면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까지 딸 모임 3명이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었습니
다. 할머니께서 어서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 셋이 손잡고 제주도 나들이를 하면 좋겠습니
염슬기 사원

다. “할무이~ 어서 빨리 나아라! 손녀랑 놀러가자!”

입니다. 또한 우리 그룹에서도 중국은 중요성이 크고
비중 있게 다루는 나라입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중국어 말하기 시험인 TSC를 꾸준히 공부
하고 있고, 얼마 전 level 3도 취득했습니다.

저는 뷰니멀 족 (view+animal) 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친구의 고양이를 1개월
정도 탁묘했던 일을 계기로 동물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첫 월
급도 받지 못한 신입사원이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견 카
페에 놀러 가 강아지들을 구경하거나 유튜브의 ‘크림히어로즈’라는 고양이 채널을 구독하
정민석 사원

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모아 꼭 같이 살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이 저

김광태 사원

의 목표입니다.

20대의 목표, 몸짱 프로필
다이어트 시작과 함께 시작한 헬스를 계기로 ‘몸짱 프

현대위아 주가는 내가 책임진다.

로필사진 찍기’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신입 교육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엔진과 공작기계를 책임지고 있는

받으면서도 조원들과 같이 운동하며 꿈을 준비하고

현대위아 주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있습니다. 복지관 헬스기구가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주가 부흥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운동 가르쳐주실 분을 구합니다. 저를 몸짱으로 만들
어 주실 분, 급구!!!

도희철 사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영상 만들기
최근 여행을 다니면서 GO PRO와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과 사진을 찍어 동영상을 만드는 취
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촬영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평생 간
직할 수 있는 추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바쁘더라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꾸
준히 취미생활을 즐길 생각이고, 촬영용 드론 조종을 배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밋밋한 여
하정민 사원

행사진보다 멋진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간직하는 것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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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Q

나는 미니멀리스트에 가깝다.

당신은
‘미니멀리스트’ 인가요?

WE'RE Looking

미니멀리즘은 어느 정도 '집중하는
삶'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모르겠다

14%

아니다

20%

1%
그렇다
그렇다

소위 ‘비워야 알게 되는 가치’라 불리며 미니멀리즘은 라이프 스타일, 인테리어뿐 아니

79%

86%

라 뷰티, 패션,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미니멀리
즘이란 단순하고 간결한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일컫습니다.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한
다면, 가능한 필요 이상의 것을 제거함으로써 본질에 집중하려는 사고방식과도 이어집
니다.
"미니멀리즘은 당신의 삶에서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제거하며 정말 중요한 것에

Q

나는 미니멀리즘을 이렇게 실천한다.

대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이를 통해 당신은 행복과 충만함, 그리고 자유를

33%

1. 책상, 방 등 내 공간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둔다! 사물 미니멀리즘

느낄 수 있다."

26%

2.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쇼핑 미니멀리즘

미국에서 미니멀리즘을 트렌드로 일으킨 36세의 두 젊은이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

3. 차, 집 등 자산이라 여기는 것들도 최소화한다. 소유 미니멀리즘

언 니커디머스가 정의한 미니멀리즘입니다.

4. 항상 우선순위를 세워 단순하게 일한다. 잡념 미니멀리즘

메시지 과잉의 시대, 표면적으로는 맥시멀리즘에 가까운 현대사회이기에 오히려 단순,

5. 가깝지만 친밀한 관계를 중시한다. 인맥 미니멀리즘

심플, 미니멀한 삶이 각광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은 어

6. 항상 내 최대치로 살아간다. 미니멀리즘 안 한다!

떠신가요?

7. 기타

Q

4%
15%
15%
5%
2%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32%

1. 곳곳에서 정보가 쏟아진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113명
설문기간 : 2018년 1월 18일 ~ 2018년 1월 26일

2. 세일 정보를 들으면 정말 합리적인 소비같아서 사게 된다.

4%
36%

3.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못 버리다가 쌓인 물건이 한 더미

13%
12%

4. 소유가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5. 물욕, 식욕 등 욕심이 많아서

2%

6. 기타

Q

맥시멀리즘 vs 미니멀리즘, 현대인에게 필요한 라이프스타일은
어느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나요?
1. 현대인은 너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생활만큼은 간소하게! 미니멀리즘!
2. 기술, 물리적으로 풍족해진 시대를 제대로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맥시멀리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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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맥시멀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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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작기계 목표달성 결의대회

모바일 위클리뉴스 발행

지난 1월 9일 2018년 공작기계 목
표달성 결의대회가 창원 풀만호텔
에서 열렸다. 결의대회에는 김경배
사장과 임직원, 판매 대리점 대표
등 총 44명이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각 산업별
공작기계 시장수요를 분석하고 당
사 올해 영업전략과 마케팅 활동 방
향성을 공유했다. 또 신제품 세일즈포인트 교육과 기술지원 사례를 나누며 담당자 역량
향상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우수대리점 포상을 축하하고, 올해에도 내실강화와
고객감동 실현을 다짐하며 ’18년 목표달성의 결의를 다졌다.

우리 회사는 1월 셋째 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위클리뉴스’를 발행했다. 모
바일 위클리뉴스는 우리 회사와 현대차그룹의 소식은 물론 자동차업계, 일반 경제 뉴
스 등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간추려 구성한 모바일 콘텐츠다. 매일 아침 사내 그룹웨
어에 게시하는 ‘오늘의 뉴스’를 더 많은 임직원들이 모바일로 간편히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바일 위클리뉴스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현대위아’를 검색해 친구등록을
하면, 매주 금요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임직원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8 Meeting for Achieving Machine Tools Goals
On January 9th, a total of 44 people including CEO Kim Kyung-bae, and
representatives of sales agency participated in 2018 resolution meeting for achieving
the machine tool goal in 2018 in Changwon. On this day,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sales and marketing direction in 2018 through industry market demand results and
HYUNDAI WIA sales strategy announcement. Participants were taught where to put
their sales points when introducing new products and also shared customer support
cases. At the end, the members congratulated the best sales agency which highly
contributed to increase the machine tools sales in 2017 and promised to strengthen
substantial manage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year.

2017년 단체교섭 조인식
지난 1월 22일 창원 본사 시작동 2층에서 임금협상 조인식이 열렸다. 조인식에는 김경
배 사장과 손성환 노조지회장 등 노사 단체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1월 19일에 열린 '2017년 임금협상안 찬반투표'에 약 60% 조합원의 찬성으로 임
금협상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23년 연속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조인식에서는 노사는 2018년 노사가 더욱 협력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신명 나는 일터
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배 사장은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상생
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 Singing Ceremony for Collective Bargaining
On January 22, the signing ceremony for collective bargaining was held between
Hyundai WIA and its labor union in Changwon. CEO Kim Kyung-bae and Labor
leader, Son Sung-hwan and other managements have attended the meeting.
Earlier in the week its management and labor union concluded their negotiation
by receiving 60perenct of vote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for the
year 2017. With this, HYUNDAI WIA could continue its 23rd consecutive year
of no-strange tradition. On this day, Kim Kyung-bae, the CEO, said, “I hope
we could have trust and maintain win-win relations.” At the signing ceremony,
management and labor agreed not only would grow further by cooperating
more, but also build a promising workpla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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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ing Mobile Weekly News
HYUNDAI WIA started to publish "Mobile Weekly News" through mobile for
employees from Jan. 3rd. Mobile Weekly News is a mobile content that outlines
news that has been an issue for a week by category, ranging from company
news, group news, to auto news to general economic news. The key point of
Mobile Weekly News is to make more executives and employees easily access
news scraps through mobile phones.
Those who have add ‘HYUNDAI WIA’ as a friend via Kakao talk messenger can
get weekly news every Friday. The company plans to utilize various new media
channels to actively communicate internally and externally.

2018년 공작기계 서비스향상 결의대회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3일 경남 창원시 CECO에서 ‘2018년 공작기계 서비스향상 결
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시행을 약속하
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기계사업본부장 홍진영 전무와 위탁센터 대표 등 총 49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고객지원실은 견적요청 지연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부품 운
영방안을 이날 공지했다. 또 교육을 활용한 서비스 인원 육성으로 실질적인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2018 Machine Tools Service Workshop
A workshop for Machine Tools Domestic Service was held to resolve the
customer's voice and provide field-oriented services.
A total of 49 people attended the resolution meeting held at Changwon CECO
on Jan. 23, including Hong Jin-young the General Manager of Machine Tools
Division, Director of Domestic Center, and the head of outsourcing.
The Customer Support Office, which hosted the event, announced management
plans for service parts in order to improve the delayed request for quotation. In
addition, Mr. Hong Jin-young urged to cultivate service staffs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to provide real customer service.

25

NEWS

February +02

구매본부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실시
구매본부가 지난 2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블루몬테리조트에서 '구매본부 조직문화 활성
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매본부는 지난해 그룹에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바탕
으로 이번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구매본부 내의 취약점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과장 이상으로 이뤄진 '시니어' 그룹과 사원-대리로 구
성된 '주니어' 그룹 간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도 수
립했다. 구매본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한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해, 조직문화를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Workshop for Organizational Culture of Purchasing Division
On July 2, the purchasing division held a workshop to promote the organizational
culture at Anyang Blue Monte Resort in Gyeonggi. The workshop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examination conducted by HYUNDAI
MOTORS GROUP last year.
The members analyzed the weak points within the division and planned various
activities to improve them. The members divided the group in two; senior team
and junior team based on the position, and conducted a variety of activities to
narrow the perception gap. The division will improve the organization's culture
by continuously evaluating and managing the action plans to converse the
atmosphere and to vitalize the organizational culture.

강소법인 일사일촌 봉사활동 시행

HYUNDAI WIA Monthly magazine

강소법인 안전검사 실시
강소법인은 지난 1월 12일 안전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검사를 시행했다. 겨울철
화재가능성이 높아, 화재예방을 중점으로 법인장과 각 부서장, 경리, 안전 및 협력업체
담당자 등 총 40명이 10개 팀의 점검 조직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2개의 안전문제를 발견했고 즉시 개선방안을 검토해 문제점 개선에 착수했다.
강소법인은 매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직원들의 안
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사고 목표를 이어가
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江苏法人开展安全大检查活动
为打造无事故时也常，1月12日，江苏法人进行了安全大检查。此次安全大检查
的主题为冬季火灾预防。进入冬季，各工厂的火灾预防尤其重要。法人长带领各部
署的部署长、经理、安全担当以及协力单位负责人共40人分成11个小组对公司每个
工厂进行了大检查。在此次大检查过程中，参与者共发现了12个需要改善的问题，
其中有9个正在改善中，剩余3个也将立即检讨改善方案。江苏法人通过持续开展每
月安全大检查活动，不断发现公司的安全问题，及时排查安全隐患，同时也强化员
工安全意识。今后也将开展更多的安全活动全力打造安全无事故事业场。

산동법인 노무조직 격려 워크숍 시행

강소법인 임직원들은 지난 1월 13일 봉황진 금곡촌을 찾아 ‘일사일촌’ 봉사활동을 펼

산동법인은 지난 1월 5일, 춘풍십리소진에서 노무담당 공동책임 강화와 노무관련 업

쳤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건넸다. 강

무의 개선을 위해 ‘노무조직 격려 워크숍’을 실시했다. 인사과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소법인은 또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금년 계획을 소개하며 지속

는 각 부서 노무조직 구성원 19명과 부서장 11명이 참석했다.

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소법인은 2015년부터 금곡촌과 일사일촌 결연을 맺고 각종 생활필수품을 기증하
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2017년 운영현황 및 2018년 업무계획 소개에 이어 각 부서 노무 담당자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지난 한 해 온풍기 정상사용 및 안전용품 즉시지급 등의 노력
으로 회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성과도 공유했다.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과 조량진 부서장은 각 부서 노무담당자들에게 1년간의 업무
성과 칭찬과 새해 격려를 전했다.

江苏法人开展一社一村活动
1月13日，江苏法人在金谷村开展了一社一村活动。这次活动以“威爱心·关爱

山东法人劳务组织年度激励 work shop 活动举行

未来”为主题， 为金谷村的贫困学生发放了助学金并给贫困家庭送上了慰问。活

为强化劳务担当职责认同，积极开展劳务工作进度， 2018年1月5日，“劳务组

动当天，公司代表对去年开展的一社一村活动做了总结，并对今年计划中的支援

织年度激励Work Shop活动”在春风十里小镇隆重举行。本次活动由人事科李冬

活动做了简要介绍，约定将持续推进一社一村支援活动。

科长主管，人事科劳务担当，19位各部署劳务组织成员及11位部署长共同参加。会

江苏法人自2015年起与金谷村结成“一社一村”兄弟村后，先后为金谷村支援

上人事科劳务担当对17年度劳务组织运营现况及18年计划做了简短的介绍，各劳务

了各种生活必需品，更与村名一起开展了洁美村庄、爱心理发等活动，在区域内

担当代表分享了去年一年内本部署的劳务工作成果，肯定了劳务组织在基础设施建

公益活动上起到了带头榜样作用。今后，公司将开展更多样的社会公益活动，携

设及员工满意度方面的积极贡献，如四工厂暖风机正常使用、劳保用品的发放及时

手共创美好未来。

等。晚宴中，经营支援部部长李弘烈、部署长赵良晨对各部署劳务担当一年内的工
作表示肯定和支持，并向大家送上美好的新春祝福。本次活动大大增强了各部署劳
务担当间的彼此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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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안전생산책임서 체결식 개최

인도법인 유틸리티 관리개선 현지화 실시

지난 1월 11일 산동법인은 2018 안전생산책임서 체결식을 열었다. 체결식에는 산동

인도법인은 지난 1월 7일부터 총 10일간 유틸리티 관리개선 및 현지화를 위해 현장

법인 문상호 전무를 비롯해 주재원, 부서장, 반장 등 총 9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전

점검과 진단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전기수급과 기온 문제로 인한 설비 고장이 잦은 인

책임자들의 2017년 안전현황 및 실적과 2018년 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책임서 체결, 안

도지역 특성상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자체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점검 및 교육이다.

전구호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문상호 전무는 안전의식 우선, 안전책임 이행,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시작점은 있지만 종점은 없으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안전사고 제로임을 당부했
다. 산동법인은 매년 안전생산책임서 체결식을 진행하며, 행사를 통해 각 부서의 안전
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山东法人召开安全责任书签字仪式
2018年1月11日，公司召开了一年一度的安全生产责任书签字仪式，总经理、驻
在员、部署长、科长和白班班长共96人参加，签字仪式共分为2017年公司安全管
理实绩及2018年计划、安全生产责任书签字仪式、总经理讲话、宣誓等四部分。
总经理文相鎬在讲话中表示，保障安全首先要提高安全意识，其次要落实责任、
遵章守纪，倡议安全工作只有起点没有终点，安全零事故才是我们追求的最高目
标。只有我们每个人都能够安全工作和生活，现代威亚的明天才能更加美好。通
过此次签字仪式，强化部署自我约束和自主安全管理意识，提升公司整体的安全
管理水平。

인도법인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설비 관리방법뿐 아니라 사고사례, 개선사례 등을 직
원들과 공유하며 관리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지 직원들이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Training for Utility Management Improvement in India Plant
To improve utility management and localization, HYUNDAI WIA India has
conducted on-site inspections and diagnostic training for 10 days since Jan. 7.
This training was conducted in order to raise the ability of self-solve quickly
in the event of breakdowns since India has frequent facility breakdowns on
electricity supply and temperature problems.
Training on facility management methods was shared, as well as accident cases
and energy saving improvements, with the aim to improve local management
capabilities efficiently. HYUNDAI WIA India is expected to foster management skills
that local people can manage themselves through the localized education and
inspection and look forward to future improvement activities.

사용자 보안수칙

중국 판매법인 지역별 목표달성 결의대회 실시
공작기계 중국 판매법인은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2018년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북경사무소를 시작으로 광주사무소까지 시행한
이번 결의대회는 각 지역별로 열렸으며, 각 사무소 인원 및 딜러들이 참석했다.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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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실행 자제

OS(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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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보안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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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나 SNS에
포함된 URL 실행 자제

모바일 전용 보안앱,
스미싱 탐지앱 설치 및
최신버전 유지

“알 수 없는 출처
[소스]”허용금지 설정/
앱 평판정보 확인

목표달성 공유와 신규 영업정책 및 신기종 교육, ~2020년 중장기 동반성장 캠페인 발
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중국 GDP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경쟁사와 치열한 판매전략 접점이 예
상되는 시기에 중국판매법인과 딜러들이 모여 목표달성 의지를 다지고, 동반성장 비전
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PC 사용자
보안 수칙

销售法人举办区域别目标达成动员大会
数控机床销售法人举办的2018年销售目标达成动员大会，开始于1月11日从北京
办事处，结束于1月29日北京办事处，期间共有5场会议。各办事处职员和主要代
理商聚集一起，一起签署了目标达成誓约书，一起听取新的营销政策和接受新机
型培训。同时，销售法人还发布了'18年~'20年的中长期共同双赢成长愿景。虽然
2018年中国的经济增长率依旧在下滑，竞争对手也在通过无底线的销售政策保证
市场份额。这此背景下，中国销售法人和代理商一起主动签署目标达成誓约书和
分享双赢的发展愿景，是非常有意义的。

스마트폰
사용자
보안 수칙

보안이 열리면 당신의 미래는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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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매년 1월이면 전세계 산업계의 이목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집중된다. 이는 바로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CES는 해마다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나
흘간 열린 올해 CES는 150여 개 국가에서 40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도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국내 기업

[CES 2018] CES에서 엿본 새로운 미래

스마트시티의 미래
The Future of Smart Cities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현대·기아차 등이 참여하고 지난해보다 30여개 늘어난 총 179개 업체가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CES 2018의 공식 슬로건은 '스마트시티의 미래(The Future of Smart Cities)'. 이는 지난해 '스마트홈'에서 도시 전체로 그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개인 공간은 물론 도시 내 모든 공간을 연결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통해서다. 이는 곧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교통시
스템,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 등 가정 밖 일상에서까지 제품·체계 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나 올해 CES에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폭스바겐그룹, 르노닛산얼라이언스,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참가, 자율주행·인공
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엔비디아, 오로라 등 자율주행 IT기업들과의 협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허물어진 전통적인 산업 간 경계
특히 올해 CES는 개막식 기조 연설자를 자동차업체 CEO(최고경영
자)로 선정할 만큼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다. 박람회의 주요
부스 또한 자동차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차세대 성장동
력으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스마트카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기술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CES의 무게 중심이 가전과 자
동차, 양대 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이번 박람회에서 미래형 SUV NEXO(넥쏘) 1대, 수소전기
차 절개차 1대, 수소 전기 하우스를 공개함과 동시에 음성인식 비서 서
비스 기술, 웰니스케어 기술, 차량 개인화 기술 등이 탑재된 ‘인텔리전
트 퍼스널 콕핏(Intelligent Personal cockpit)’도 함께 전시하며 혁신
적인 미래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 ‘오로라’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업계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레벨 4(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의 자율주
행 기술을 스마트시티 내에 우선적으로 구현해 상용화한다는 ‘신 자율
주행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양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두
회사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제어 기술을 공유하고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도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다.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고객 경험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비
전인 ‘Boundless for All(경계 없는 모빌리티의 혜택)’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이번 CES에서 인공지능 기반 드라이브 IX 플랫폼을 적
용한 콘셉트카 '아이디 버즈'를 공개했다. 엔디비아와의 협업도 선언했
다. 또한 오로라와도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을 맺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인공지능(AI)이 자동차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AI와 딥러닝 시스템이 없으면 완전 자율주행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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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등 무공해 차와 디지털 네트워킹 관련 업무를 진행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AI 시대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정해진 구간을 움직이는 자율주행

변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택시는 내년, 일반 자율주행차는 2021년이면 상용화될

콘텐츠 기업과의 접점을 넓힌 것. 전기 자율주행차 'e-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

WE'RE Sharing

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팔레트'로 카 쉐어링, 병원 셔틀버스, 음식 배달 등 고객

WE'RE Looking

이밖에도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보쉬 등 부품사들도
참가해 저마다의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히기도 했다.
도요타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현하는 모빌리
티 서비스 플랫폼(MSPF)을 구축하기 위해 다수의 글로

삼성과 LG 등 스마트시티 한 축 담당

벌 기업과 동맹을 체결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파트너로
는 아마존, 디디추싱, 피자헛, LLC, 우버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은 AI와 IoT

기술 파트너로는 디디추싱, 마츠다, 우버 테크놀로지가

등을 자사의 제품에 접목하며 스마트시티의 한 축을 담

각각 참여한다.

당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양사는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

도요타는 이를 통해 2020년대 전반기에 미국을 비롯

인 AI 기술력을 강조했다.

한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는 자사의 AI 음성비서 ‘빅스비’와 연동해 집

일부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내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안의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관리할 수 있는 미래

를 보여줬다. 이들은 자사의 모바일·스마트 TV·패밀

해 큰 인기를 끌었다.

리허브 냉장고는 물론 제3의 기기와 스마트싱스 애플리
케이션을 어떻게 연동하고 제어하는지 상황별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꾸렸다.

스마트시티의 한계점도

동글이나 칩셋 형태의 ‘앰비언스 모듈’을 탑재하면 IoT
기기가 아닌 화분·의자·조명 등 주변의 어떤 사물이든

이번 CES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편,

빅스비와 연동해 스피커·마이크 기능을 하는 기기로 변

그 한계도 확실히 드러냈다.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 때

신하는 ‘신세계’도 보여줬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전사

문이다. 행사 두 번째 날인 10일 오전 11시15분쯤 CES

적으로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해

2018의 메인 행사장인 LVCC 내 센트럴홀은 암흑으로

연결성을 확대하고, 빅스비를 가전에서 전장까지 적용한

둘러쌓였다. 이는 전날 내린 비가 원인이었다. 라스베이

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거스는 사막에 만들어진 도시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LG전자는 AI 브랜드 ‘씽큐(ThinQ)’를 알리기 위해 자

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라스베이거스는 전날 상당한 양

사 부스의 3분의 1가량을 ‘씽큐 존(624㎡)’으로 조성하

의 비가 내렸고 제대로 대비를 못한 행사장은 정전이라

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씽큐는

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일부 시설물에서는 천

LG전자의 AI 제품·서비스를 아우르는 브랜드다. 이곳

장에서 물이 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결국 첨단기술이

에서는 거실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LG전자가 독

집약된 초연결 사회인 스마트시티에서 인프라의 문제가

자 개발한 AI 플랫폼 ‘딥씽큐(DeepThinQ)’ 등이 어떻게

얼마나 주요한지 현실적인 고민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줬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서빙

셈이다. W

로봇, 포터로봇, 쇼핑카트로봇 등 차별화된 제품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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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side에서는 사내 운영 중인 동호회, 향우회, 소모임 등 사우들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모임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거나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은 사우들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055)280-9057

Q 산은 몇 년째 타고 있나요

산 따라
전국 팔도를 누빈다!

김상식 사우 2000년대 초반부터 탔으니 15년은 넘었다고 할 수
있죠.
조수제 사우 그 당시 회사에서도 산을 자주 탔을 때라 산악회원
대부분이 그 즈음부터 산에 취미 붙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Q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우들의 모임

김상식 육체건강이 정신건강이라고 일단 몸에 좋죠! 돈도 적게 들
고 건강도 되찾고 힐링도 됩니다. 안전만 주의해서 즐기면 운동효
과는 최고입니다.

현대위아 산악회

조수제 접하기 쉬운 운동이죠. 아침에 등산화 신고 물통 하나 들
고 가면 앞산이든 뒷산이든 편하게 부담 없이 다니기 좋습니다.

Q 야간산행도 즐긴다 하던데, 등산의 묘미를 말한다면
조수제 야간산행은 올라가서 라면 끓여먹는 맛이 남달라요.

83년도부터 시작된 35년의 역사,

김상식 산행은 아무래도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크죠.

145명에 달하는 수많은 회원.

온 풍광이 발 아래 있는 걸 바라보는 기분이 짜릿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어울리는 산을 찾아

김용석 주위의 추천으로 산악회 가입을 해서 몇 년째 몸담고 있

전국팔도를 누비는 산악회의 명성은 이미 대단하다.

는데, 처음엔 부담도 되었지만 한두 번 가보니 좋은 게 많더라고

전국의 100대 명산은 거의 다녀봤을 정도로

요. 동호회 덕분에 전국의 산 탐방하는 계기도 가져 굉장히 좋았습

산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니다.

산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Q 산악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 회사 산악회 대표 3인방을 만나봤다.

김상식 2년 전 지리산 산행을 갔을 때 게스트로 온 사우가 내려
오는 길에 다리를 삐끗해서 7-8명이 업고 내려온 적이 기억에 남
습니다. 또 작년에는 산에 케이크를 가져가서 회원 한 분 생일파티
를 해주기도 했어요. 당사자가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산에서 하는
특별함도 있어서 올해 산 속 생일파티를 정기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총무

회장

조수제

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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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이모저모
정기산행 : 매주 둘째 주 일요일

난 후 갖는 뒤풀이도 특별하다. 지역별로 다니다 보니, 전
국 곳곳의 맛을 찾아 식사하는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절마다 특별한 행사를 가진다.
- 봄: 특별산행 및 자연보호 캠페인

2018년 산행지

- 여름: 하계 수련회
- 가을: 광주 및 평택공장 산악회와 교류산행

산악회의 자연보호 캠페인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만큼, 산악회는 정기적
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년 봄 4월, 대암

김상식 전국 100대 명산은 거의 다녀봤고, 최근에는 일본 후지산

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쪽은 산이 높지는 않은데 암벽이 많아서

이나 대만 옥산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히말라야에 올라보는 게 최

쉽게 보고 갔다가 큰 코 다치죠.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산의 분위

종 목표입니다.

조수제 봄에는 꽃이 좋은 산이 좋죠. 합천 황매산 철쭉이 예쁩니

말이 생각납니다. 걷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

다.

들에게도 등산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김상식 장흥 제암산이나 남해 망운산도 꽃이 예쁩니다. 가을에는

조수제 굳이 멀리 안 가도 창원만 돌아도 등산은 정말 좋아요.

전라도 강천산이나 충북 속리산이 좋았고, 겨울에는 눈꽃이 예쁜

김용석 특히 둘레길은 다녀본 곳 중에 창원이 정말 최고입니다.

충북 소백산, 그리고 무주 덕유산도 설경이 멋집니다.

사우 분들도 정말 좋은 등산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W

귀암괴석 산행

경남 밀양 제약산

계곡 산행

8

하계 수련회
억새 산행

12

경남 통영 한산도

송년 산행 및 섬 산행

Q 다녀본 산 중 최고 난이도 산을 꼽자면
조수제 전남 주작산. 산이 닭벼슬처럼 능선이 뾰족한데, 흙길이
36

경기도 가평 운악산

7

단풍 산행 (광주공장 교류)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김상식 “와사보생(臥死步生)”이라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6

전남 장성 백암산

기나 산행의 특징이 다르다고 느낀 게 인상 깊습니다.

Q 계절별로 아름다운 산을 추천한다면

한반도지형, 꽃 산행

11

피어서 수북해 예쁘더라고요. 평소 주변 풍경과 달라서 더 기억에

김용석 지역마다 산의 특색이 다른 게 있구나 느껴서 인상 깊었

진달래꽃 산행

충북 영동 월유봉

충남 예산 오서산

각자 준비하되, 산에 올라가 함께 나눠 먹는다. 산행이 끝

Q 등산에 있어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충북 괴산 군자산

5

전북 완주 대둔산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산행에 필요한 점심 채비는

남습니다.

4

9

참여할 수 있다. 산행 공지는 매달 사내 식당 혹은 현장게

오래 걸리고 하여튼 암릉산은 다녀오면 힘들긴 힘들어요.

암릉산행

10

는다. 정식 회원이 아니더라도 당일 차비 2만원만 챙기면

남습니다. 보통 철쭉은 사람 키만한데, 그 곳의 철쭉은 나지막하게

특징

경남 합천 남산제일봉

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산악회는 연간 산행계획을 정해 월마다 산행 신청을 받

하나 없고 바위로 되어 있는 돌산입니다. 6~7시간 탔으니 시간도

산행지

3

산, 정병산 등 창원 근교 산을 찾아 등산로 주변의 쓰레

산행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조수제 특별산행으로 제주도 한라산 철쭉 보러 갔을 때가 기억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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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변속생산부 김상식 (010-2078-7248)
총무/ 차량부품생산관리팀 조수제 (010-9677-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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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몰
입
당신이 더욱 단단해 지는 시간
나도 몰입하고 싶다!
몇 해 전 ‘몰입’이라는 도서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몰입의 중요성과 몰입의 방법을 설명한 이 책은 후속작이 나올 정도
로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고
사법고시의 경우 보통 기본서를 10회독하면 합격을 노릴 수 있다고 한다

도의 집중력은 인간이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몰입’
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도 몰입의 방법을 배워보자.

몰입으로 나를 변화시키다
조선 선조 때 태어난 시인 백곡 김득신은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효종도 그의 시를 극
찬하며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그는 어릴 시절 병을 앓아 상당히 노둔한 편이었는데 독
서에 몰입하는 능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고 한다. 그는 본인이 타인보다 모자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독서에 집중했으리라.
김득신은 자신이 읽은 책들의 독수기를 본인의 저서인 ‘백곡집’에 남겨 놓았는데 사마
천이 저술한 『사기』 중 ‘백이전’의 경우 11만3000번이나 읽었고, 『노자전』, 『분왕』 등은 2
만 차례 『제책』, 『귀신장』 등은 1만8000차례 읽었다고 기록하는 등 1만 차례 이상 읽은
책만 36권이나 된다고 전해진다.
다산 정약용은 김득신의 『사기』의 ‘백이전’ 독수기를 두고 하루에 100번씩 읽어도 4년
을 읽어야 하는 것이라 추정할 정도였으니 하루에 그가 독서에 몰입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혼례를 마친 첫날 밤 조차도 『책력』이라는 책을 밤새 읽었다고 하니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몰입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몰입은 남보다 뒤쳐졌던 김득신에게 관직을 가져다주었고
그의 문호를 떨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38

39

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나만의 시간을 갖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경우에도 업무에 있어
서 ‘몰입’을 중요시 하는 인물이다. 주변 환경을 오롯이
업무를 위해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별한 방법으
로 몰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특별은 방법은
바로 일 년에 두 차례씩 ‘생각 주간(think week)’을 갖
는 것. 생각 주간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호숫가 근처 통
나무집에서 미래의 방향과 아이디어에 대해 몰입한다고
한다.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은 그의 회사인 마이크로소프
트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다. 마이크로소프
트의 생각 주간에는 임직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제
출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아이디어들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심리학자로 몰입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려진다.(출처:TED)

에 몰입해 그 원석들이 어떻게 핵심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이크로소프트
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된 것
이다. 어떻게 보면 업무시간에도 몰두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는 업무시
간에는 집중의 한계가 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

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다는 한계 때문에 고안해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몰입

몰입에도 강약이 필요하다.

빌 게이츠와 무라카미 하루키 모두 몰입에서 한 걸음 떨어진 '쉼'을 강조했다.

도 중요하지만 ‘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

지금까지 몰입을 통해 대성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 해

기 한다. 허나 쓰지 않는 고통이 큰 그이기에 번역을 하며

보았다. 세 인물의 공통점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

한템포씩 호흡을 고른다고 한다. 그리고 곧잘 여행도 다

어서는 치열하게 몰입한다는 것이다. 그 치열함 속에서

니며 몰입의 템포를 본인에 맞게 조절하곤 한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다. 몰입하여 무

미국의 도예가 스테판 디 스태블러는 “예술가들은 작

하지만 무작정 쉬어가는 것이 아닌 순간과 순간에도 그

업을 하지 않는 고통이 작업의 고통을 넘어서야만 비로

의 몰입은 이어지는 듯하다. ‘하루키의 여행법’이라는 책

소 작업에 임하는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설 <상

에서 그는 말한다.

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몰입이론의 창시자인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시
간을 매일 2시간정도 갖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사회인이

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숲)>를 쓴 무라카미 하루키도

“어쨌든 그때그때 눈앞의 모든 풍경에 나 자신을 몰입시

된 지금 굳이 2시간이나 몰입할 필요가 있을까?(물론 업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키려 한다. 모든 것이 피부에 스며들게 한다. 나 자신이

무에는 강제로 몰입해야겠지만!) 나는 당신이 하루에 10

집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업을 하는 고통이

그 자리에서 녹음기가 되고 카메라가 된다. 내 경험으로

분이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길 원한다. 그것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너무나 고

보건대 그렇게 하는 쪽이 나중에 글을 쓸 때도 휠씬 도움

을 굳이 업무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이 책을 읽어도 좋고,

통스러워 때때로 자신의 뼈를 깎고 근육을 씹어 먹는 것

이 된다.”

명상을 해도 좋다. 몰입하는 그 약간의 시간이 올 한해 당

같은 기분조차 들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글을 쓰지 않는

이렇게 본인을 몰입의 끝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강약

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

고통이 더 컸기에 계속해서 써나갔다고 했다. 이때 가

을 조절 할 수 있었기에 베스트셀러가 탄생할 수 있었으

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매일의 10분들이 모인다면 무엇이

장 중요했던 것이 그 세계(쓰고 있는 글의 세계)에 몰입

리라.

든 술술 풀리는 무술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겠다. W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이 집중을 가능한 길게 가지

40

하루에 단 10분만 당신의 시간을 갖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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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행복으로의
탐험
올해 나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는 행복한가에
대해, 우리는 행복한가에 대해. 행복하면 좋겠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뤄지기 어려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우
리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행복한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행복인지
를 먼저 정의하고서야 내놓을 수 있는 걸까. 행복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에야 나나 당신이 행복한지를 평가할 수 있을까. 행복이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기술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행복은 마음의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월터 미티와
귀도 오라피체의 삶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속 월터는 상상을 벗어나 진짜 모험을 하게 된다.

특별한 경험이 없나요?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참고할 만한 예는 아무래도 다
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두 사람, 월터 미티와 귀도 오
라피체의 경우를 보자. 월터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의 주인공, 귀도는 <인생의 아름다워>(1997)의 주인공
이다. 이들은 어느 날 각각 구조조정과 강제수용이라는 가혹
한 현실에 포위당하는데, 삶이 무너져 내려야 할 그 순간 오히
려 혹은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해나간다. 두 영화
가 개별적인 삶의 문제들에 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건 아
니지만 적어도 인생을 대하는 법,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점은 무기력한 인생론들
보다 낫다.
월터(벤 스틸러)는 전통 있는 시사 사진잡지 라이프(LIFE)
의 필름현상부서 책임자다(라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한 명
뿐이다). 그는 마흔두 살 생일에 자신이 16년간 일한 라이프의
폐간 소식을 듣게 된다. 라이프를 인수한 쪽에서 잡지 발간을
중단하고 온라인 매거진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월터에게
올 초 회사 선배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나는 “다

는 마지막 호 표지사진 현상 업무가 맡겨지는데, 유명 사진작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새해인사와 함께 물었

가 숀 오코넬(숀 펜)이 보냈다는 사진이 행방불명되면서 정리

다. 선배들은 그동안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는지.

해고 위기에 놓이고 만다.

20, 30년 경력의 그들은 직장생활은 노동을 제공

‘월터는 소심하고 판에 박힌 삶을 사는 인물이다.’ 영화 도입

하는 것이기에 본래 즐거울 수 없고 퇴근 후나 주

부가 그렇게 설명한다. 넥타이를 단단히 졸라맨 반팔 와이셔

말에 자기 생활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

츠 차림에 안경을 쓰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쓰는 모

사에 비하면 우리 회사가 낫다는 말도 했다. 누군

습, 좋아하면서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 없는 직장동료 셰릴

가와 비교하며 ‘그래도 우리가 낫다’고 자위하는

멜호프(크리스틴 위그)의 온라인 매칭 사이트 프로필을 읽는

(자기최면을 거는) 건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러

모습. 셰릴이 좋아하는 남자상은 ‘모험적이고 용감하며 창의

면 행복해지는가. 인생 선배들은 삶이 행복하지

적인 사람’이다. 그 바로 뒤에 괄호를 치고 ‘아니면 직장이 있

않다고 답하고 있었다. 훈계나 다름없는 인생론은

는 사람’이라고 덧붙여져 있다. 우리가 이상을 앞세우면서도

이구동성 이렇게 이어졌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

현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듯이. 월터는 심

아.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싫으면 회사

각하게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셰릴의 프로필에 일

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지.” 이런 일반화라니. 그

종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데, 웬걸, 보내지지 않는다. 업체

리고 기껏 내놓은 해법이 ‘퇴사’라니.

에 문의하니 ‘특별한 경험’란을 입력하지 않아서라고. 그냥 넘
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월터에게 전화상담원은 “적을 만한 경
험이 없느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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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의 상상, 귀도의 최면

주인공으로서 살아간다. 월터였다면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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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향인 사이코패스에

아름답고 신비롭고 소중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귀도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문 인물이다.

WE'RE Looking

경악하지만 이런 경향은 가까운 곳에 널렸다. 가장 많은

두 영화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배우가 감독과 주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우리는 동료의 아픔, 슬픔, 기쁨

연을 함께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 누가 마음이 아프면 “뭐 그런

와 마찬가지로 <월터의 상상은 …>의 원제(The Secret

일로 끙끙대느냐”고, 몸이 아프면 “일손이 줄게 됐다”고

Life of Walter Mitty)도 ‘인생’(Life)이 강조돼 있다. 아

투덜댄다. 환한 웃음을 반갑게 맞아주지 못하고, 제때 퇴

마 ‘Secret’은 중의적 표현으로 쓰였을 것이다. 월터는 남

근하거나 휴가를 가며 조금이라도 여유를 누리는 것에는

몰래 ‘은밀한’ 인생을 상상하기만 하는 ‘루저’로 보이지만

냉소나 비아냥 한마디씩 보탠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신비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히히덕대느냐”고 속으로, 혼잣말

이었고, 한편으로 이미 그전부터 자신의 삶에 애정을 가

로, 혹은 서로 쑥덕댄다. 이런 공동체는 건강하다고 말할

지고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

수 없다. 언제까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같은 질

사람이었다. 영화 종반부에 가서야 생각이 미쳤다. 월터

문만 던질 것인가. 월터처럼 모험도 하고 귀도 같은 친구

가 일하는 회사 이름이 ‘인생’(LIFE)이었다는 사실에.

도 만나 당장 행복에 빠져들고 싶다. W

나래만 펼치고 말았을 행동을 귀도는 망설이

월터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다. 갑자기 넋

지 않는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수백, 수천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상상에 빠지는 것. 그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고백하고, 교

상상의 세계에서 월터는 폭발 직전의 건물에

사인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장학사를 사칭

뛰어들어 개를 구할 만큼 용감하고, 여러 사

하고, 그의 약혼자 앞에서 말을 태워 도망치

람 앞에서 직장상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 만

기도 한다. 영화는 귀도로 인해 내내 유쾌하

큼 유머러스하며, 몇 마디 말과 눈빛으로 셰

지만 유태인이었던 그를 둘러싼 현실은 참혹

릴의 마음을 얻을 만큼 로맨틱하다. 월터의

한 것이었다.

상상과 현실은 대부분 행동으로 옮기느냐 마

아들 조수아가 다섯 살 생일을 맞은 날 귀

느냐로 갈릴 뿐이지만 그 사이에는 도저히

도는 아들과 함께 유태인 수용소로 끌려간

뚫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방탄벽이 놓여 있

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귀도는

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월터도 어릴 적에는

수용소 생활을 ‘게임’이라고 속인다. 아들

과감하게 모히칸 헤어스타일을 하고 스케이

이 믿게 하려고 독일군 통역을 자원해 엉터

트보드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멀리 유

리 통역까지 한다.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다.

럽으로 배낭여행도 다녀왔다. 그러다 언젠가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우승자고, 상품

부터 상상 속에서만 주인공으로 살아온 그는

은 탱크다. 매일 그날의 일등을 스피커로 방

즉흥적으로 숀의 사진을 찾아 나서면서 진짜

송할 것이다. 우리는 소리치는 나쁜 사람 역

모험을 하게 된다.

할을 맡았다. 겁을 내는 사람은 점수를 깎겠

모험을 떠나기 전의 월터가 현실과 상상(희

다.” 귀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 상상의 공간으

망사항)의 간극이 뚜렷한 인물이라면 2차 세

로 변한다. 절망이나 공포감을 찾아볼 수 없

계대전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인생은 아름다

는 그의 삶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워>의 귀도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문 인

더 슬픈 것인지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물이다. 낙천적이고 입담 좋은 그는 기발하

귀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의 최면(유쾌

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한 이야기)에 빠져 따분하거나 무섭거나 슬

들어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

픈 현실에서 구조된다.

가 있다. 최면이라도 걸듯이. 그는 스스로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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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흥은 지난 2009년 세계적인 공작기계 전문업체를 목표로 설립하여 고급형 CNC선반 및 볼스크류, 주축, 공구대 등을 생산

경험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공작기계 생산 전문기업

덕흥(주)

하는 공작기계 전문기업이다.
연간 1400대의 CNC선반을 생산할 수 있는 5000평 규모의 사업장을 창원과 김해에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년 이상 공작
기계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인력 다수가 근무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공작기계
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후배양성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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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든다
덕흥은 100년 동안 존속 가능한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 현재
주생산품인 CNC공작기계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OEM 공작기
계 생산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볼스크류 가공 생산라인을 성
장시켜 생산품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볼스크류 가공방식인 하드터닝 가공 생산방식을 적
용하여 산업용 볼스크류의 개발과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를 가
공하기 위한 하드터닝 전용 설비 및 공구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과 스마트 공장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공
작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마트형 센서 기반의 모니
터링 및 실시간 가공조건이 도출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S/W를
개발 중이다.
더불어,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 중 하나로 조직
문화 개선에도 힘을 가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 자율성
을 최대한 확대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스스로의 업무평가가
가능한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미래에 유연

일괄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도전정신이

하게 대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출발이다
덕흥은 수평 및 수직 CNC 공작기계 45기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1400대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고객이 요구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를 기회로」라는 도전정신으로

하는 다양한 옵션품을 개발 장착하여 최고의 기술을 적용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전 임직원이 도전정신과 혁신활동을

고급형의 공작기계를 우리 회사에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바탕으로 단기간에 높은 품질향상과 매출신장을 이루게 되

있다. 공작기계의 주요 유니트인 주축, 공구대를 가공, 조립,

었다.

생산, 시험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니트 전문
공장을 운영하는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작기계 분야에서만 30년 이상을 근무한 신현성 대표이
사는 공작기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노력으로 회사를 경영

덕흥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설립초기 L210

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 1000평 규모의 협소한 공장에서 연

기종의 CNC선반을 개발하여 매출액 110억원을 달성하였고,

간 50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해야 했기에 효율적인 공간 활

연간 2기종 이상의 파생기종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45개 기

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절실함이 현재 생산 운영의 근간

종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2018년은 매출액 250억 원

이 되었으며 2011년 김해시로 이전 확장된 공장의 생산운영

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서도 최우선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덕흥은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2020년 매출
액 400억원 달성과 기술혁신, 품질혁신, 생산혁신의 「3대 혁
신 목표」를 설정하여 경영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
다.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덕흥
덕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
하고 있다. 상생 협력의 큰 성과로 4가지를 내세울 수 있다. 첫
째, 경영협력 성과로 “제 52회 무역의 날”에 한국무역협회로부
터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둘째, 기술협력 성과로 “칩 배
출 기능을 구비한 CNC 선반”, “하부 툴 테이블을 구비한 선삭
기”에 관한 공동 특허가 등록되어 기술 확보가 이루어졌다. 셋
째, 정보보안 협력 성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승인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 H-ISMS’를 인증 받았다. 넷째, 품질협력 성과로
우리 회사에서 ‘OEM부분 품질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 우리 회사와 덕흥은 지속적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 21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덕흥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
로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작기계 제조 기업으로 동
반성장 해나갈 미래를 기대해본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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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현대위아 후원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천원의 사랑>을 통해
후원에 동참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후원 받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손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매
달 면학 보조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하는 임직원들의 1000원 모금
을 회사기금과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조성해 자발적인 나눔 문화로 확대시키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모여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천원의 사랑은 매월 여러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원!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천원의 사랑, 앞으로도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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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 이외에도 다양한 사보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1. 창원 4공장 금형반의 소그룹 명칭은?

존재의 이유
2. 새로 오픈한 종합복지시설의 이름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아! 우리는 세월을 헤아려 여기저기에
단락을 만들고, 중지하고, 또 시작하고
그리고 두 사이에서 어물 거리고 있소.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친한 관계에 있고, 태어나고, 자라고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손영구 / 금형기술팀

1. 마크 트웨인
2. XH6300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송식 / 항공생산부
배재열 / 주물생산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문종윤 / 설비구매팀
김서현 / 시설동력팀
안부식 / 단조품질관리팀

자기 자신으로 교육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결국 그저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단순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말이요.
마치도 대지가 사계절의 돌아감에 동의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 졌다 하며 공간 속에 푹 파묻혀서
하늘의 별들이 편안하게 위치하는
그 숱한 인력의 그물 속에 쉬는 것 밖에는

엽서를 보내는 게 귀찮고 불편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엽서를
이용해보세요!
<현대위아 사보>는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와 자원 낭비를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 보내는 법 : 카메라로 엽서의 앞뒷면을 촬영한 후 담당자 앞(sumsum@hyundai-wia.com)으로 보낸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과 같이......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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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