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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 없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를 꼽을 것이다. 1992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당시 빌 클린턴의 구
호다. 과장을 다소 보태면 클린턴은 ‘제대로 잘’ 만든 이 구호 덕에 제 42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구호가 어떻게 힘을 발휘했는지 알려면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한다. 클린턴은 상당히 오래 전
부터 미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다. 매우 젊은 나이에 아칸소 검찰총장과 주지사
역할을 꽤 훌륭하게 수행했고, 이에 민주당은 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차기 대권 후보로 낙점을
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대선이 만만할 리가 없다.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우리가 아는 2000
년대의 그 조지 부시의 아버지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며 한껏 치솟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었
다. 그리고 클린턴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심을 잔뜩 받고 있었다.

It’s the
economy,
stupid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바로 저 구호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당시 부시는 인플레이션 억제
책을 과도하게 쓰는 바람에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1989년 1월부터 1992년 9월 말까
지 ‘부시의 경제성적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2%, 고용증가율 0.9%, 가처분소득 증가율
3.9%에 불과했다. 심지어 시간당 소득증가율은 0%, 인플레이션과 실업지수는 10.5%에 달했다.
지금이야 낯익은 수치였지만, 당시 미국의 시민들에게 이 수치는 낯선 경제학 용어에 불과했다.
게다가 각종 전쟁이 이어지던 ‘냉전의 시대’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이런 경제는 어려운 남의 일
일 뿐이었다. 이 상황을 돌려놓은 것이 바로 클린턴의 한 마디다. 실제 92년 대선 당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의 43%가 경제 문제에 따라 표를 던져 놓았다고 할 정도다.

2018년 현대위아는?

2015년 5010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6년 2630
억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고 지난해에는 170억

클린턴의 구호가 수많은 미국인들을 흔들 수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930억원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말이 매력적이기 때문만

(2015년)에서 1310억원으로 전년에는 마이너스

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현 상황을 아주 정확

630억원이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말았다.

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구호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회사
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차의 실적을

지금의 우리 회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기’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다. 현대차

라는 모호한 말을 수년 동안 지속하고 있지만, 어

는 지난 1월 총 33만4217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

떤 지점이 위기인지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년 대비 1.4% 감소한 실적이다. 국내 판매가 다소

이때 살펴볼 것은 무엇보다 실적이다. 우선 매출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가 3.8% 줄어든 것이 영향

액을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을 미쳤다. 2월에는 더욱 안 좋았는데 총 31만148

걷고 있다. 2015년 7조8840억원이던 우리 회사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1%가 줄었다. 이

의 매출은 2016년 7조589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역시 중국시장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이

7조4870억원으로 줄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어져 판매량이 8.6% 줄어든 탓이 컸다. 그나마

없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상당

다행인 것은 3월 판매가 싼타페 등 신차 출시로

수준으로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해 전년보다 1.6% 늘어났다는 점인데 안심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한층 더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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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아니다.

시작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지난 2016년 출간된 <어느날 400억원의 빚을 진 남자>라는 책을 아시는지. 책
의 저자 유자와 쓰요시는 책 제목 그대로 갑자기 빚더미에 앉는다. 평범한 대기
업 직장인으로 살던 1999년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400억원의 빚을 떠
안게 된 것.
유자와가 물려받은 회사는 ‘규동(소고기 덮밥)’ ‘이자카야’ 등의 요식업체다. 이
회사는 당시 주거래은행인 지역 신용금고에 280억원, 부거래 은행인 대형은행에
120억원 부채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 회사의 연 매출은 200억원. 매출보다도
두 배나 빚을 짊어진 유자와는 진심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라며 생각했다고
한다.
결론을 눈치 챘겠지만 유자와는 이 회사를 일으켰다. 2015년 5월 그의 회사
는 겨우 20억원의 빚만을 남긴다. 유자와의 비법은 바로 할 수 있는 하나에 집중
하는 것. 그는 빚 위에 올라 선 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어차피 모든 일이 잘
안된다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만 잘 되는 일을 만들자’고. 전략을 단순화한 뒤의
처방 역시 단순했다. 그는 여러 지점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상 매
장’을 만드는 것에 매달리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매장은 요코하마 시에 있는 이자카야 ‘도쓰카점’. 이유는 단순했
다. 그저 그의 집에서 이 지점이 가장 가까웠다. 그는 없는 돈을 쥐어 짜 이곳을
리뉴얼했다. 벽지도 유니폼도 주방 설비도 심지어 가게 이름도 바꿨다. 물론 점
장 또한 바꿨다.
인터넷 상에는 이대로 곧바로 성공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
니다. ‘소고기 파동’에 ‘노로바이러스’ 사태 등 이 매장 하나 성공도 쉽지 않았다.
그는 하지만 끝까지 그곳에 집중했다. 고객들의 조언을 언제나 귀를 열고 받아들
였고, 주저앉지 않고 적용했다. 그리고 끝내 그 매장은 이익을 내는 ‘정상매장’에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시작,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
이 두 방법으로 그는 이 매장과 회사를 일으키는데 성공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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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작이야
미국의 작가 톰 우젝(Tom Wujec)은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을 고안한 적이 있다. 룰은 단순하다.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스파게티면과 실 테이프를 이용해 18분 안에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
다.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①건축학도 ②유치원생 ③MBA 학생 ④포춘 50대 기업 CEO ⑤CEO와 비
서 ⑥변호사. 이들 팀 중 1등은 누구였을까.
1등은 건축학도가 차지했다. 이들은 건축공학적 접근으로 상당히 높게 쌓았다. 그렇다면 유치원생들은
몇 등을 했을까. 바로 3등이다. 50대 기업 CEO와 변호사, MBA학생은 유치원생만 못한 팀이었다.
유치원생들이 놀라운 기록을 낼 수 있던 건 그들의 ‘시작’에 있다. 그저 호기심으로 하나 둘 쌓아보고 그
것에서 얻은 실패, 짧은 시간이지만 축적되는 노하우로 정직하게 쌓아 올렸다. 그리고 이들의 실패와 재시
작은 어른들의 어쭙잖은 회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선보였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작’이 필요하다. 유치원생처럼 정직하게 시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슬로건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를 발표했
고, 회사의 이름인 WIA에도 ‘World-best, Innovative, Advanced Manufacturer’라는 새 뜻을 부여했다.
새 뜻과 새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지다.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도약의 가장 좋은 시작일 것이다.W

The

Marshmallow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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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1공장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

창원1공장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HW-MMS’를 통해 공장 내 공작기계의 가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우리 회사 창원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창원1공장은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HWMMS Edge'와 'HW-MMS IoT'를 도입했는데요. 창원공장은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최종 시험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창원 1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작기계의 완성도
를 한층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공작기계 통합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고장 예방
우선 공작기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HW-MMS Edge’를 창원1공장에 적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든 공작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작기계의 가동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작기
계를 가동하는 공장에 있지 않더라도,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공작기계의 가동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가공 정보 외에 가공을 담당하는 ‘주축’의 부하율, 각종 공구의 포
지션, 가공 프로그램의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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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창원1공장에 적용
- 공작기계 품질 확보 및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완성도 높여
- 2020년까지 무인 가공 라인 구축해 ‘스마트팩토리’구현

자체적으로 개발한 ‘HW-MMS IoT’ 시스템도 창원1공장에 시범 도
입했습니다. 공장 내 다양한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인데요.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주축진동모니
터링’의 경우 주축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문제점을 찾아내
관리자에게 알리는 식으로 작동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쌓이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장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누적된 데이터를 장비에 탑재한 'AI스마
트솔루션'이 분석해 장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을 분석하고 사전에 스
스로 고치는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원1공장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공장 내 공작기계의 가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무인가공에서 AR까지…2020년 ‘스마트팩토리’
완전 구현
우리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창원1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완전히
변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도입한 모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상용화 나서
창원1공장에 도입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안정화 과정을 거쳐

터링 시스템에 무인가공 시스템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고객들이 스마트팩토리를 직접 경험할

먼저 내년까지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과 VR(Virtual

수 있도록 공작기계 생산라인 앞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로 공작

Reality·가상현실)을 이용한 공작기계 보전 서비스 체계를 적용합

기계의 가동 현황과 각종 통계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

니다. 공작기계를 가동하는 중에 AR과 VR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점

습니다.

을 원격으로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AR을 이

우리 회사는 2년 전 국내 최초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인 HW-

용해 가상의 화면에 문제점과 수리 방법을 띄우거나 VR로 수리법

MMS를 개발하며 국내 스마트팩토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등을 원격으로 배워 작업자가 곧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창원1공장 도입을 계기로 더욱 빈틈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

현장 작업자를 최소화하는 무인 가공 시스템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해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제공할 수

가공물을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협업로봇과 공작기계에 소재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W

를 공급하는 장치를 배치해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
획입니다. 여기에 IoT와 CPS(Cyber-Physical System, 사이버물리
시스템)를 이용,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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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반의
추진력을 엿보다.
‘긍정의 추진력’이란 것이 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긍정의 추진력
이 높은 조직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몰두하는 반면, 낮은 조
직은 쉽게 좌절감에 빠진다고 한다.
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연 ‘소통’이다. 조직원 각자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대
화. 1차선 도로보다 4차선 도로가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처럼,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
적 소통은 긍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평균연령 36세. 정밀가공반의 장점은 바로 ‘젊음’이다. 그만큼 긍정의 추진력도 활활 타오른
다. 본인들도 반의 최대 장점으로 ‘세대 간 격차’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포진해 있지만 그만큼 서로간 이해가 깊다. 단순히 물리적 조건 때문은 아니다. 정밀
가공반은 같은 반 내에 소그룹 두 개 조를 운영하는 적극성, 반원들이 직접 소그룹장을 맡는
자발성을 자랑한다. 오차범위가 없는 정밀가공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정확하기만 할 것만
같았던 정밀가공반의 긍정적이고 친밀감 넘치는 현장을 가보자.

0.003mm ~ 0.005mm 오차범위를 만족시키는 ‘초정밀 가공’
창원 1공장 공작기계 생산공장에 들어서면 ‘정밀가공실’ 명패가 붙은 분리된 공간이 눈에
띈다. 명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곳이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정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뭔가 수치에 매우 엄격할 것 같은 느낌, 생산 환경
을 유별나게 철저히 관리할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하다.
정밀가공반은 말 그대로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을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을 한다. 이
들의 작업은 연삭과 보링, 두 가지 가공법으로 나뉜다. 연삭은 숫돌로 쇠를 깎는 가공법, 보
링은 공구를 이용해 쇠를 깎는 가공법을 말한다. 1mm의 1/1000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
를 사용하는 초정밀가공의 경우 공기 중 흩어지는 미세한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반에 소그룹 2개조 운영, 남다른 열정의 비결
가공 방식이 첨예하게 다른 만큼 소그룹도 반 내에서 두 조로 나눠 활동 중이다. 소그룹명은
‘1미크론(보링)’과 ‘정밀마스터(연삭)’. 전사 소그룹 발표대회에는 두 그룹이 번갈아 격년으로
출전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대회와도 상관없이 두 조가 1년간 함께 활동을 했다. 같은 반 내
에서 두 조가 활동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각자의 업무에 맞게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모습
에서 정밀가공반 사람들의 열정과 원칙을 엿볼 수 있다. 총 16명의 정밀가공반을 5년 넘게
이끌고 있는 김인곤 반장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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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밀가공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인곤 반장 1986년 8월 우리 회사에 처음 와서 ’87년 2월 정식 입사했죠. ’86년일 때 19살이었으니, 가공은 10대부터 현재
50대까지 해왔습니다. 정밀가공반에는 반이 생기면서 바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공작기계 생산부 내 조립, 가공 2조직이었는
데, 가공생산부가 다시 대형, 정밀 2개 반으로 나뉘면서 우리 반에 오게 되었어요.

Q. 정밀가공은 어떤 일을 하나요
김 정밀가공반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들을 정밀한 치수에 맞게 가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헤드(head)에
들어가는 스핀들, 하우징, 새들 등의 제품은 공차가 매우 타이트합니다. 정해진 치수에 아주 정확히 맞아야 범위를 만족시킬
정도에요. 앞서 말한 대형가공반에서는 베드와 같이 크고 기초가 되는 제품들을 가공한다면 정밀가공반에서는 이런 공차범
위가 작은 제품들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Q. 정밀가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김 정밀부품 가공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차범위가 5미크
론 이하 작업은 초정밀가공이라 합니다. 이런 초정밀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격이 꼼꼼해야 하죠. 그렇다 보니 반
원들도 대체로 꼼꼼한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실수가 품질, 불량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후 조립반이나 품질 담
당인 QC반과도 자주 교류를 합니다. 우리 반에서 가공한 제품이 필드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도 알아보며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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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밀가공반은 어떻게 해결해가나요
김 일단은 반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마인드가 굉
장히 긍정적이에요. 세대 간 격차가 많지 않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매개체가 되며 문제를 찾아가곤 합니다. 반장인 저 역시 어떤 문제
가 생기더라도 모든 걸 공개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
면 서로 많이 듣고 이야기하게 되고,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더라고
요. 반장이 무슨 일을 숨기려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때 신뢰가 깨
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
고 있습니다.

Q. 반 내에서 새로운 것을 실천한 사례가 있나요
김 이전에는 반 내에 각 작업자가 개별 공구함에 자신의 공구를
구비해놓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반 내 공구 재고 파악
이 어려워 과다 청구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
려고 공구를 한데 모아서 공용 공구함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옆에 안 쓰는 컴퓨터를 비치해 전산으로 재고를 관
리하고 적정 수요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 청구되도록 절차를 만들
었어요. 원래는 ‘밴드머신’이라고 전산으로 자동 입출이 가능한 공
구함이 있는데,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이
런 시스템을 만든 셈이죠. 이 때 공구 청구비율을 전년대비 45%,
금액은 1560만원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반면 작업 효율은 늘어나
니 본부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Q. 반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는 없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장감독자 교육에서 나무랄 때는 일대일
로, 칭찬할 때는 모두가 있을 때 하란 내용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교육에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해보니 좋은 것 같았어요. 물론 품질
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만족 못할 때는 많이 나무라지만, 가급적 칭
찬을 아끼지 않고 업무 지시를 할 때에도 권위적이지 않으려 노력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정밀가공반에 하고 싶은 한 마디
김 지금도 반원 모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현장에서 뭘 하자! 하면 협업도 잘되고 마
찰음도 발생하지 않는 편이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서 정밀가공반 하면 ‘그 반 참 잘하지~’들을 수 있는 반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나를 믿고 묵묵히 잘 따라와주
는 반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바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웃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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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2018에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 공개
우리 회사는 3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리는 생산제조기술전시회 ‘SIMTOS 2018’에서
새 슬로건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와 스마트팩토리 통합 플랫폼 IRIS를 공개했습
니다. 이와 함께 고성능 공작기계 XF8500 을 포함한 신제품 16종 등 총 22종의 공작기계를
함께 선보였는데요.
전시회 개막과 함께 새로운 슬로건(Experience The New Technology)을 고객들에게 선보이
며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들에게 감
동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를 발표
했습니다. IRIS는 스마트팩토리용 공작기계 소프트웨어와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 망라
하는 플랫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팩토리로 변화를 시도하는 고객들에게
IRIS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IRIS의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으로 ‘HW-MMS(Hyundai Wia-Machine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전시회 ‘SIMTOS 2018’의 현대위아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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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기업 슬로건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발표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총 망라한 차세대 플랫폼 IRIS 선보여
- XF8500 등 공작기계 신제품 16종도 함께 공개해

이번 SIMTOS 2018 전시 공간에 선보인 '로봇자동화(Robot Automation) 가공라인' 의 모습으로 고객들이 미사일 부품의 가공부
터 최종 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Monitoring System)’를 내세웠습니다. HW-MMS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작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공장 관리
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공장의 가동 현황과 장비의 이상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원격지원 시스
템을 활용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공작기계든지 곧바로 경남 창원 본사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A/S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IRIS의 공작기계 수치제어(CNC) 시스템으로는 ‘HYUNDAI-iTROL+’를 선보였습니다. HYUNDAI-iTROL+는
기본적인 공작기계 제어기능에 ‘에너지 모니터링’ ‘가공이력 모니터링’ ‘공장 심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모니
터링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죠. 특히 에너지 모니터링의 경우 장비가 운용하는 에너지를 정확히 분석하
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XF8500을 이번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독일에 위치한
현대위아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한 XF6300의 확장형 모델로 항공·우주 산업 분야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가
공에 최적화한 제품입니다.
이번 SIMTOS 전시 공간에 공장 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과정을 맛볼 수 있는 자동 가공 라인을 함
께 구성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가상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공작기계 두 대(HD2200, KF5600C)와 검사기
를 함께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가공물을 자동으로 이동해주는 최첨단 PLS(Pallet Line System)를 연결해 자
동 가공라인을 구성, 고객들이 미사일 부품의 가공부터 최종 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로의 위지를 다지고,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하겠다
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혁명을 이끌어 낼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더욱 응원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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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트럭구함’
게시글의 주인공,
손웅희 연구원 부부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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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부부의 신혼집
‘오손냥도손냥’을 소개합니다.

“Enjoy Your Life”
3년 전 광주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남자의 동기
가 자리를 만들어 줬을 그때만 해도 이 둘은 몰랐다. 불과 3년 만
에 이들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살게 될 줄은.
“저는 부산, 아내는 광주 사람, 저의 회사는 창원이에요. 제가
여자친구를 보러 광주에 갈 때도, 여자친구가 저를 보러 창원에 올
때도 늘 여행 같더라고요. 중간에서 만날 때도 있고, 연애는 언제
나 여행이었어요”.(손웅희 연구원)
두 남녀는 무엇보다 여행을 사랑했다. 영화 <헤드윅>에서 '사랑
의 기원'은 남녀가 한 몸인것에 있다고 했던가. 여행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그랬다. 마치 둘이 원래 한 명이었던 것처럼. 휴양
지 사이판에서는 외딴섬에 들어가 작살로 함께 물고기를 잡았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인생을 즐겨(Enjoy your life)!”라 했고,
이들은 정말 더 즐기기 위해 결혼을 했다.

신혼여행지가 어디라고?
두 남녀가 결혼 날보다 먼저 잡은 것은 신혼여행 날이었다. 목적
지는 네팔의 히말라야. 가방에는 깃발 두 개를 만들어 꽂았다. 내
용은 바로 ‘We got married’ ‘Honeymoon HIMALAYA’. 히말라
야에서 만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들을 축복했다.
고산병으로 고생한다던 히말라야에서 이들이 얻은 건 감동과 행복
의 끝이었다.
“다른 이들이 일을 한다면 저희는 이나 삼 정도를 하는 사람이었
다고 할까요. 남들 보다 조금 더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이
만나 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시너지 이펙트’를
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아내 양아름씨)
남다른 신혼여행의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 이들은 신혼집에 두 사
람의 색이 가득 담긴 반려견을 데려왔다. 이들의 이름은 ‘마차’와
‘푸차’. 네팔에 있는 ‘마차푸차레’라는 산에서 딴 이름이다. 네팔에
서도 신성시되는 산이어서 먼발치에서만 감상하던 예쁜 산, 그 추
억의 이름을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붙였다.
17

‘오손냥, 도손냥’ HOUSE
“처음부터 집을 집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을
사서 신혼생활을 하려 했어요”(손 연구원)
손 연구원 부부는 여행 같은 삶을 결혼 후에도 이어가고 싶었다
고 했다. 로드무비에서도 볼법한 일을 삶으로 옮겨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주말이면 캠핑카를 끌고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어디에
01

도 정박하지 않은 그런 삶.

02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가로막기 마련이다. 카라반을 세워두고 지
낼 땅을 먼저 계약하고 보니, 토지계획 상 건축허가가 필수라 아주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했던 것. 부모님들도 캠핑카를 신혼집 삼는
것에 반대해 결국 이들은 스몰하우스를 짓기로 했다.
“아파트는 답답해서 싫었어요. 꽤나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서 네
모난 공간에 딱 맞춰 혼수를 하는 일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
죠. 대신에 땅을 사고 그곳에 작은 집을 지어,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
면 좋을 것 같았어요”.(아내 양씨)
그렇게 지은 집에는 ‘오손냥 도손냥’이라는 문패를 달았다. 부부의
성인 ‘손’과 ‘양’에 오손도손 살고 싶다는 이들의 희망을 담은 이름이
다. 이 젊은 부부는 명패처럼 자신들의 공간에 자신들의 삶을 오순
01 네팔의 산 ‘마차푸차레’에서 이름을 딴
반려견 마차와 푸차
02 새로 장만한 천체망원경을 자랑하는 손 연구원
03 집안 내부. 증조할머니 때부터 사용한 발재봉틀도
보인다.
04 하늘과 맞닿은 마당. 검은색 난간은 두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

도순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남자가 트럭을 애타게 구한 이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직접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건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지독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손 연구원 부부는 시멘트
바닥에 콘테이너 두 채가 덜렁 놓인 집에 입주했다. 날이 추운 건 문
제가 아니었다. 일단 공간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막막했다. 콘테이너
를 둘러 쌀 난간을 만들어야 하고, 보일러실도 구성해야 했다. 마루
역할을 할 나무 데크도 깔아야 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재료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어떻게 가져올 방

03
04

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트럭 한 대는 있어야 할 것 같아 글
을 올렸는데, 댓글만 많고 정작 아무도 판다는 사람이 없어서 난감
했습니다(웃음)”.
손 연구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기계품질보증팀의 홍순국 사우
다. 홍 사우는 고향에서 쓰던 트럭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고, 손 연구원
부부는 이 트럭을 이용해 난간도 보일러실도 마루도 만들 수 있었다.
“아직은 멀었어요. 앞으로 5년은 계속 손보고 꾸미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중고로 트럭 파실 분
있으면 꼭꼭 연락 주세요!”(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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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괜찮아
오손냥 도손냥 부부가 전하는
시골라이프 팁!

추운 겨울 집 안팎을 드나들며 작업을 하다 보니 부부의 손은 엉
망이 됐다. 하지만 집의 구색을 갖추고 또 봄이 오며, 이들의 신혼

1. 땅은 작게 사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전기, 수도, 하수도 확인

생활에도 꽃이 피고 있다.
“원래 몸이 엄청 건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유행하는 전염병이라

3. 도로 근접성 확인

면 모두 걸렸죠. 잔병치레도 잦았고요. 한 번을 무사히 지나간 겨울

4. 건축허가 가능한 땅인지 여부 필히 확인

이 없는데, 이번 겨울에는 신기하게도 감기 한 번을 안 걸렸어요.

5. 주변 사는 이웃을 꼭 만나본다. 아파트와는

불편한 삶에 적응하며 강해진 게 아닐까요”(아내 양씨)

또 달라서 그들에게 얻는 정보가 유용하다.

이제 이들 최고의 여행지는 '집'이 됐다. 흔한 텔레비전 하나 없지
만 이곳의 삶은 늘 다채롭다. 낮에는 주변 땅을 일궈 나무를 심고,
저녁에는 장작불을 켜놓고 부부가 함께 맥주 한 잔을 기울인다. 최
근에는 해가 지면 빛이 사라지는 시골의 밤을 한껏 누리려고 천체
망원경까지 샀다.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텃밭에 콩을 심을까 생각중이에요. 콩밭
을 일구고, 콩이 자라면 수확해 된장도 담가보려 합니다. 그 된장
으로 쌈도 싸먹고요. 때로 불편하고, 또 힘들긴 하지만 언제나 함께
여행같은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웃음)”.(손 연구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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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현대위아 사우들이 즐기는

‘봄맞이’ 여행
3월 중순에도 때아닌 눈발이 날리던 유난히 길었
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볕이 가득해졌
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기를, 봄이 오기를 더 기다
려지게 만들던 장소가 있지 않았나요? 봄이면 더
욱 가고 싶은 곳, 현대위아 사우들이 봄을 즐기는
곳! 함께 살펴봅시다.

고즈넉한 하루 여행
경북 예천 금당실 마을
엔진생산1부 이정훈 부장
1박 2일 여행으로 구경거리, 먹거리 가득 즐길 수 있는 경북
예천 “금당실” 마을을 추천합니다. 옛것을 찾아 고즈넉한 하루

봄기운에 포근한 길
덕수궁 돌담길
법무팀 형정우 사원

여행을 통해 삶의 가치를 가족 혹은 연인과 공유하는 몰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저녁은 아이들과 한옥마을 체험하

두꺼운 겉옷 대신 얇은 옷을 꺼내어 입고, 겨울 끝물 3월의 눈이 녹아

고, 구룡포 벽화 마을 둘러본 후에 전국의 마지막 주막이라는

내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발걸음마저 가벼운 봄, 덕수궁 돌

‘예천삼강주막’을 들러 도토리묵, 파전 등 한 상 먹으면 최고입

담길을 가곤 합니다. 조금은 차가운 봄바람과 옛 정취가 가득한 돌담

니다. 예천 읍내에 있는 ‘맛고을 문화의 거리’도 들러 유명 맛

길을 걷노라면 봄이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생각에 괜스레 미

집도 즐겨보고 오세요. 예천의 명물인 ‘매운면’, 20년 전통의

소를 짓기도 합니다. 덕수궁 돌담길 외에도 주변에 광화문, 정동길 등

‘따로국밥’, 한우도 맛있으니 꼭 먹길 추천합니다!

둘러볼 거리가 많아 여유롭게 밤 산책을 하며 봄을 맞이하기에 더 없
이 좋은 장소이기에 사우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현대위아 사보를 받아보시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각 사업장 주변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위주로 상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참여방법

① 메일로 추천지, 이유,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② 사보 맨 뒷면 엽서 이용 ③ 카카오톡에서 ‘현대위아’ 검색 – 친구추가 – 메시지로 내용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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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은 걷기에도 좋고 근처에도 예쁜 카페와 맛집들
이 정말 많습니다. 길이 넓어서 편하게 걷기도 좋고 남산
인재육성팀 정성희 사원

걸으면 행복한 길
남산공원 둘레길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서울의 전체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
습니다. 벚꽃 구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환한 모습을 보
면 저까지도 행복해집니다! 남산 둘레길을 걷고 내려오면
코스에 따라 명동, 동대입구 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 시내
구경과 자연 힐링 둘 다 할 수 있어요.

일산호수공원
봄 나들이

아름답고 이국적인
거제 외도 보타니아

차량부품해외영업팀 지현 사원

선삭기설계팀 안순호 연구원

형형색색 피어난 꽃과 함께 여유롭게 즐기는 호수

거제에서 자란 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 산책을 추천합니다. 매년 4월 초는 벚꽃이

그리고 고등학교 봄 소풍으로 항상 거제 외도 보

개화하고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고

타니아를 가곤 했습니다. 열 번도 넘게 간 외도

양 꽃 박람회도 열립니다. 봄에는 역시 꽃을 즐겨

이지만 매번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

야 봄 느낌이 나지 않나요? 더불어, 저녁에 선선한

요. 그만큼 매력 있는 장소이기에 사우 분들에

바람을 맞으며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즐기는 치

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맥, 호수공원 옆 복합쇼핑몰 원마운트에서 즐기는

꽃과 바다, 예쁜 정원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습

쇼핑,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킨텍스 전시

니다. 생각해보니 군대 선임이랑도 둘이서 놀러

회도 매력요소입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갔었네요.

꽃보다 아름다운 일산으로 봄맞이 추천 합니다!

서울의 봄은
응봉산에서의 산책과 함께
선삭기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서울 한강 근처엔, 노란 물결로 봄이 왔음을 알
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 ‘개나리
산’으로 유명한 응봉산입니다. 한강 경치와 어
우러진 노란색 개나리 물결은 서울의 봄을 황홀
한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산 아래에서 노란 옷
을 입은 산을 바라보는 경치도 좋고, 산 정상에
올라 한강을 바라보는 경치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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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식목일의 유래를 아시나요?
4월은 지구와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두번이나 있습니다. 바로 4월 5일 식목일
과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식목일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날인데요. 애림의식 고취
와 국토미화, 산지 자원화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지구의 날
은 세계적 기념일로, 지구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보호주의자들
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원유 유출사고 이후, 1970년 4월 22일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의 날 선언
문을 발표하며 첫 행사가 열린 것이 기념일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네요.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67명
설문기간 : 2018년 3월 22일 ~ 2018년 3월 28일

그렇다면 잠깐! 우리나라의 식목일이 4월 5일로 지정된 유래는 무엇일까요?
① 우리나라 24절기 중 이맘때인 '청명' 무렵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어서
②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날
③ 조선의 제 9대 왕인 '성종'이 직접 밭을 일군 날
④ 1910년 4월 5일 '순종'이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심은 날
⑤ 네 가지 모두 맞다.
퀴즈를 통해 식목일의 유래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환경보호'와 관련한 현대위아 사우들의 생각을 살펴볼까요?
(정답: ⑤번. 네 가지 모두 유래가 맞습니다.)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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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Q

예

98%

아니요

53%
42%
2%
1%
1%
1%

3. 온오프라인 환경관련 캠페인 메시지를 통해
4. 강의, 강연 혹은 포럼 등에서 환경에 대해 언급할 때
5. 주변인 혹은 유명한 사람이 문제의식을 제기할 때
6. 기타

평소 환경보호에 신경을 쓰시나요?

63%

7%

30%

그런 편이다

전혀 생각이 없다

때때로 다르다

일상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가장 공감하게 되는 경우는?
5%

1. 멸종위기 동물들의 소식을 접할 때

21%

2.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급격한 계절변화가 느껴질 때

60%

3. 미세먼지, 매연 등 공기 질의 변화로 괴로울 때

8%

4. 들, 산,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보기 싫을 때

5%

5. 때아닌 가뭄,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을 목격할 때

1%

6. 기타

Q

심각하지 않다

주로 환경오염에 대해 인식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2. TV,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

Q

2%

심각하다고 느낀다

1.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

Q

WE'RE Sharing

평소 환경오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3%

17%

Q

Q

식목일의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WE'RE Looking

나는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70%

1.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

11%

2.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
3.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한다.
4. 샤워시간은 짧게, 양치컵 사용 등 물 사용을 줄인다.
5.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용 등 전기사용에 신경쓴다.
6. 친환경차 이용 or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7. 천연세제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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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현장감독자 세미나 시행
우리 회사는 3월 5~6일, 12~13
일 총 2회에 걸쳐 경북 경주 현대호
텔에서 현장감독자 87명을 대상으
로 세미나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
는 현장리더의 역할 인식을 강화하
고, 업무 지식과 조직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
은 ▲업무지식 교육 ▲코칭과 피드
백 기술 교육 ▲리더십 비전 풍등 제작 등을 통해 현장감독자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다
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교육시간이었다”며 “이곳에
서 배운 기법을 현장에 활용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2018 On-Site Supervisor Seminar
HYUNDAI WIA held a seminar for 87 on-site supervisors at Gyeongju Hyundai
Hotel in March. The event was held to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role as a field
leader and to enhance the work capacity.
Participants had time to cultivate their competence and vision through ▲ job
knowledge education ▲coaching and feedback skill training and ▲making wish
lanterns. One of the participants said, "It was a very useful education. I will apply the
working techniques that I learned today and do my best to improve the work field.”

제 4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6일 경남 창원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 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
고 '2017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사 선임의 건·이사 보수한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주주총회로 김경배 사장이 대표이사로, 최정연 부사장과 이상훈 재경본부장이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우리 회사는 또 연결기준 2017년 연간 매출 7조4873억원,
영업이익 1671억원, 당기순이익 -630억원의 재무제표 승인과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
금 지급을 함께 확정했다.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국내 외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불확실해지고 있어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지만, 올해 재도약의 목표를 달성해 위기
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Holding the 42nd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March 16, HYUNDAI WIA held the 42nd annual general meeting for
th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ppointment of internal directors, and cash dividend. HYUNDAI WIA approv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7.5 trillion won for annual sales, 161billion won for
operating profit, -63billion won for net profit, and decided to pay dividends of
600 won per share. As the uncertaintie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environment persisted, HYUNDAI WIA business growth has declin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HYUNDAI WIA is planning to overcome the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by strengthening management efficiency and focusing
on aggressive marketing activiti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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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협력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3~24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2018 협력사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김경배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협력회 회원사 대표
등 총 136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력회 감사 보고 ▲사업계획/실적 보고 ▲협력회 임원 선임 및
회원사 가입/탈퇴 승인 등을 처리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 비
전 ▲명품품질 확보 ▲동반성장 ▲협력사 아이디어 제안 사례 공유 등 위기극복 과제를
중점 논의하며 상생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트래킹 투어를 함께 하며 협력사 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2018 Suppliers Regular Meeting
HYUNDAI WIA held a "Suppliers Regular Meeting" at Jeju Haevichi Hotel for two
days from March 23 to March 25. 136 members Kim Kyung Bae, the CEO, and the
representative of each supplier have attended the event.
At the meeting, the members dealt with various topics such as ▲suppliers
report inspection ▲2017 performance ▲2018 business plans and ▲Approval for
membership join/withdrawal.
In the following seminar, members encouraged each self by discussing various
solutions such as ▲mid-long term vision ▲mutual growth and ▲sharing partners’
idea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lso, sports activities such as tracking tour were held and members had a time
to promote friendship during the event.

본부별 조직문화 개선 주니어 워크숍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8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본부별 주니어 워크숍’을 진
행했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는 이룸재 교육장에서, 그 외 사업장은 대부도 엑스퍼트 연
수원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사원·대리 직급 직원들이 본부 내 조직 문화를 함께 분석하
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 회사는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조직을 선정,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을 주최한 조직문화개선 TFT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발전적인 토의의 장이었다.”고 전하며 워크숍에서 마련한 개선
방향을 반영해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Junior Workshop held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To analyze the organization culture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TFT team hosted
a workshop and juniors of HYUNDAI WIA staffs gathered at the headquarters on
March 22nd. Based on the results, each division will establish an action plan and
make a group which will refine its activities. One of the TFT team member said,
“It really was a meaningful time for me since I was able to get to know how the
young staffs thought about the company." continue saying, “We, the TFT group,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by reflec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which were decided at th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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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판매법인 딜러 컨퍼런스 개최
미주법인은 지난 2월 27~28일 이틀 동안 ‘딜러 컨퍼런스’를 열었다. 올해 판매 목표
달성 방안을 협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17개 딜러업체 대표를 포함해 총 30명이 참
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성장세를 보이는 미주 공작기계 시장에 맞춰 어떻게 공
작기계 신 기종 판매를 확대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과 재고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구체적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새로 런칭하는 공작기계와 올해 SIMTOS 및 IMTS 전시회 참가 소
식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올린 우수딜러를 포상하는 자리도 마
련했다. 미주법인은 판매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HYUNDAI WIA America holds a Dealer Conference
HYUNDAI WIA America held a dealer conference from February 27 to 28, and 30
dealers from 17 companies attended the meeting to discuss ways to achieve the
business goal for 2018.
The machine tool market in America has been growing since the end of last year
and to follow up the growth the company talked about strategies for revitalizing
sales of new machines and plans for inventory management, and discussed
detailed ideas for expanding sales. There was also a time introducing specific plans
for participating SIMTOS and IMTS exhibition this year. In addition, the company
rewarded the best dealers who had achieved the best results last year.

멕시코 법인 정기 안전 워크숍 실시
멕시코법인은 지난 3월 12~16일 ‘2018 정기 안전워크숍’을 열었다. 안전 소방 환경
전 부문에 걸쳐 현장을 점검하고 ‘18년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본사와 협의하는 시간
이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유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집중 안전점검도 펼쳤다.
멕시코법인은 양산 이후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없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환경개선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HYUNDAI WIA MEXICO holds 2018 Regular Safety Work
Shop
HYUNDAI WIA MEXICO held ‘2018 Regular Safety Workshop’ from March
12 to 16 and on-site inspections of safety, fire, and working conditions were
conducted and discussed about specific safety plans for 2018. At the event,
Safety Environment Team members working in Korea visited Mexico and gave a
special lecture to the local staffs. They dealt with recent accident cases which
occurred in Korea, and also conducted safety inspection to prevent accidents. As
HYUNDAI WIA MEXICO has not suffered a major disaster for three years, it plans
to continue educating the staffs and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to prevent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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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조기 대청소 시행
인도법인은 4월 격주 수요일마다 ‘조기 대청소’를 시행한다. 사업장 주변 환경을 개
선하고 임직원들의 환경관리 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행사다. 대청소는 50명의 임직원들
이 공장과 사업장 외곽 지역을 구역별로 나눠 펼쳤다. 공장 내의 가동 라인 지역은 안전
상의 이유로 제외했다.
인도법인은 이번 행사를 ‘3정(정위치, 정품, 정량)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목표달성의 시간으로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인도법인은 생산라인의 효율성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청결한 현장 만들기에 노력할 예정이다.

Spring-cleaning of HYUNDIA WIA INDIA
In April, HYUNDAI WIA INDIA conducted a major cleanup operation to improve
cleanliness of the working environment. On Wednesday morning bimonthly, a total
of 50 people, including employees and field managers, conducted activities for
distributing the facilities of factories in different areas. For safety reasons, except for
the line operating area in the factory, six areas of the plant’s line operations were
handled by department.
This activity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3C 5S goal. HYUNDAI WIA INDIA will
continue to work on creating a clean site in the future to make the production line
efficient and safe site.

을 만들기 해 앞으로도 청결한 현장 만들기에 노력할 예정이다.

강소법인 화재예방 연습 실시
강소법인은 최근 임직원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돌발 화재사고의 처리절차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연습을 실시했다. 소방기계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
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이어진 교육을 통해 소화기
사용 유의사항과 소방용 호스 사용법을 숙지하고 대처행동을 수정하는 훈련을 펼쳤다.
연습을 주최한 안전환경부는 “안전의식 강화는 잠복기의 병을 치료하는 일과 같다.
각 부서 직원들이 실제 소방기구 사용 훈련을 통해 화재예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대처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江苏法人 火灾演习
为了增强公司职工的安全防火意识，让大家进一步了解掌握火灾等突发事件的处
理流程，以及提升在处理突发事件过程中的协调配合能力，我们安环部在2月底举
行了一次消防演习活动。通过此次火灾演练我们发现员工在使用消防器材时存在一
些问题：使用灭火器灭火时，部分人员距离火源过近。消防水带使用时，部分人员
水带使用不熟练，不知道如何连接水枪头。通过此次的消防演练，我们及时发现了
存在的一些问题并及时加以改正，在一定程度上降低了火灾隐患，这也提醒我们各
部署在开展消防教育的同时，也应进行消防器材使用的实物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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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협력사 간담회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3월 22일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동반성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7명의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완성
차 시장 분석 ▲사업계획 공유 ▲원가절감 토론 ▲품질향상 목표 등 상생협력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서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강소법인은 협력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위기극복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江苏法人开展协力社恳谈会
3月22日 ,江苏法人召开了协力社恳谈会，共有37名协力社代表参加了当天的活
动。首先由法人长致欢迎词，由购买部姜部长为大家分析了中国完成车市场的现
况，共享了江苏法人明年的运营计划，希望各供应商能齐心协力，商讨原价节俭
的方案，共同提升产品竞争力。会上，购买部姜部长回答了很多各供应商代表的
问题，会议在和谐的气氛中结束。大家都表示通过这次会议增强了凝聚力，也加
强了共同克服危机的信心。

산동법인 여성의 날 행사 시행
산동법인은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꽃 선물 대신 여직원들이 직접 꽃꽂이를 체험할 수 있
는 강좌를 마련해 큰 호응을 끌었다. 또 모든 여직원들에게 세제 및 샴푸 등 생활용품
을 지급하고, 모범 직원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포상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엔진생산실 임승빈 부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하고 향후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더 큰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山东法人举办丽人节活动
丽人节来临之际，山东法人于3月8日在技术教育中心举办丽人节活动。活动当
天，公司举办了插花沙龙，受到了女员工的一致好评。此外，公司还为女员工发
放了洗衣液、洗发水等精美礼品，并评选出4名“巾帼模范标兵”，对她们进行了
表彰。
发动机生产室任承彬室长出席了当天的活动，他表示，“大家应当认识到，女
员工在公司起着非常重要的桥梁作用，希望以后大家能够不断提升自己，承担更
重要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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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식목행사 시행
산동법인은 지난 3월 24일, 삼장진 구전촌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법인장 문
상호 전무, 엔진생산실 임승빈 부장, 경합금생산실 최길환 부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130여명이 참여해 버드나무 약 300그루를 심었다.
산동법인은 2007년부터 매년 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우리의 생활터전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사회공
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山东法人举行义务植树活动
3月24日上午，山东法人组织志愿者到三庄镇邱前村开展了义务植树活动。公司
总经理文相鎬专务、发动机生产室任承彬室长、轻合金生产室崔吉焕室长及经营
支援部李弘烈部长等公司领导出席参加了此次活动。此次活动共有130余名山东现
代威亚员工及家属参加，共种植竹子300余株。
山东法人自2006公司成立以来，每年都会组织员工参加植树活动，为保护日照
的蓝天做出应有的贡献。参加活动的志愿者表示：“绿化环境，保护家园是我们
对子孙后代最好的投资”，“今后我们也将继续积极开展保护环境的活动，为社
会公益事业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중국 판매법인 대리상 대회 실시
공작기계 중국 판매법인은 지난 3월 16일 상해에서 중국 공작기계 전 대리점을 초청
한 대리상 대회를 열었다. 공작기계 시장동향 공유와 함께 대리상 의견 청취가 이뤄졌
으며, 주요 신기종 교육 및 미래 비전 공유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기계사업본부 홍
진영 전무와 강소법인 주요부문 임직원이 참석해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행사를 주최한 중국 판매법인장 장정규 이사는 “중국 공작기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18년 판매목표달성을 결의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中国销售法人举办2018年代理大会
数控机床中国销售法人于3月16日在上海举行了全国代理商大会。大会期间，和
本社市场部共同促进数控机床市场调查并听取代理商意见，同时还对参加人员进
行了新机型培训以及共享销售法人中长期愿景。值得一提的是，本社机械事业本
部洪振荣专务及江苏法人总经理等相关部门领导，也在百忙之中抽空参加了本次
活动，为本次活动添光加彩。活动结束时，销售法人总经理张正奎理事带动参席
人员决誓”2018年的销售目标必定达成；今后在中国数控机床市场中，现代威亚
要扮好领头羊角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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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글 이소현 아주경제 기자

“MWC 너 마저...”
‘신스틸러’로 등극한

車車車

30

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MWC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메인
3홀에 있는 ZTE 전시장.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ZTE는 전시장 입구에 커넥티드카(초연

결 지능형 자동차)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ZTE는 커넥티드카
솔루션 시뮬레이션을 위해 자동차 운전석을 통째로 옮겨놓았다.
55인치 대형 패널 3개를 이어붙인 화면에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를 활용해 얻은 다른 차량이나 도로 정보가 떴다.
제프 이(Zeff Yee) ZTE 제품 마케팅 및 전략 담당 부사

장은 “ZTE는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동차에 접목하는
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 기술 개발에 전념하
고 있다”라며 “가까운 미래에 C-V2X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퀄컴과 협력을 통해 C-V2X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 및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MWC는 대표적인 모바일 전시회이지만, 자동차가 주연
못지않은 조연으로 등극해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통
신기술의 발달과 IT(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전
자제품’이 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었다.

2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8 ZTE 전시장에서 한 관람객이 커
넥티드카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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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8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에 완전자율주행 콘셉
트카인 '스마트 비전 EQ 포 투(for Two·2인 승차)'가 전시돼 있다.

2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8 퀄컴 전시장에 스냅드래곤 신규 모뎀 X50을 탑
재한 5G 시범용 차량이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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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은 “최근 CES와
MWC 등 전자와 통신 전시회에서 자동차가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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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에서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 집합체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미래 정보통신기술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시장 중앙에 완전자율주행 콘

(ICT) 산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5G,

셉트카인 ‘스마트 비전 EQ 포투(For two·2인 승차)’

스마트시티 등은 자동차 산업과 깊숙이 관련돼 있다”

를 전시했다. 이 차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도심을 누

라고 강조했다.

빌 수 있다. 전면부 스크린에 ‘내 갈 길 가는 중(On

실제 MWC 2018 전시장 현장에는 자동차가 눈에 띄
었다. 인텔·퀄컴·노키아·에릭슨·ARM·휴렛팩커

my way)’이라고 표시하고 돌아다니다 승객의 호출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

드(HP)·SAP·AT&T·SK텔레콤 등 다양한 업체들

또 메르세데스-벤츠는 A클래스에 차세대 인포테인

이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를 전시해 ‘작은 모터쇼’

먼트 시스템 ‘엠벅스(MBUX)’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시

를 방불케 했다.

제품을 공개했다. 벤츠 관계자는 차 안에서 “헤이, 메

우선 칩 제조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퀄컴 전시
장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전시돼 있었다. 하드웨

르세데스”라고 호출하면서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등을
제어하는 모습 등을 시연하기도 했다.

어만 보면 일반 차와 다를 게 없었지만, 차이의 핵심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스마트 비전 EQ 포투

은 소프트웨어였다. 내부통신용 칩인 스냅드래곤 신규

와 공개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량 공유

모뎀 X50을 탑재한 5G 시범용 차량이었다. 인텔도 에

서비스 시장 등으로 확대돼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릭슨과 손잡고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5G 커넥티드카

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텔레콤이 돋보였다. 박정호

를 선보였다.
자동차업계 전통 강자인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SK텔레콤 사장도 5G 기반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도 MWC 2018에 모습을 드러내 자존심 대결을 펼쳤

자율주행차를 지목하며 자동차와 ICT 기술의 융합사

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과 혁신 커넥티드카 솔루션

업에 힘을 실었다.
전시장에는 올해 2월 초 K-시티에서 실제 운행한

에 주목했다.
BMW는 전기차 i3를 기반으로 한 ‘레벨 5’ 수준의 자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보행자와 전방사고 상황을 감

율주행차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자율주행차

지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플랫폼 및 3차

기술 수준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있다. 레벨 5는

원 고화질(HD) 지도 등 자율주행 기술에도 집중했다.

자율주행차의 마지막 단계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알아

SK텔레콤은 올해 초 복수의 자율주행차가 5G 네트워

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크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주행하는 모습을 세

BMW 안내원은 “스마트폰의 앱(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해 차를 부르고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 동안 차 뒷
33

계 최초로 구현한 바 있다. W

WE'RE Looking

W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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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끈한 정과
팀워크로 뭉친
플레이어들
우리 회사 배구단 ‘시간차(時間差)’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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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의 한자어는 밀칠 배(排)와 공 구(球). 일부는 밀칠 배 대신 나눌 배(配)를 써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배구는 믿음과 배려의 스포츠이자 ‘더불어 정
신’의 대표 스포츠로 손 꼽힌다.
20년 전 우리 회사를 기억하는 사우들이라면 바로 이 배구와의 추억이 남다를 것이다. 모든 직원이 함께 배구를 즐기고, 그 속에서 끈끈한 팀워크를
느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할 듯 하다. 그리고 이때의 정과 추억을 가진 사우들이 모여 만든 ‘배구 동호회’가 우리 회사에 있다. 바로 2014년 다시 결
성된 ‘시간차(時間差)’ 배구단. 배구 경기에서 유명한 시간차 공격이야말로 팀플레이의 상징인 만큼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에 어울리는 이름이
다. (‘시크하고 간지나는 착한 사람들’의 의미라는 비화도 있다.)
지난 3월 말, 때마침 시간차 배구단이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탁월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예선을 통
과해 본선 8강전 진출. 선전을 펼치고 돌아온 시간차 배구인들을 만났다.

회원

하정훈
(배구경력 8개월)

회장

구병삼

총무

김진수

(배구경력 20년)

(배구경력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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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차’ 배구단을 소개해주세요

Q. 시합 연습기간 외에 다른 친목행사가 있나요

김진수 2014년 1월에 창립해 현재는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

구 간단하게 회식을 가질 때도 있고, 야유회도 갖곤 합니다. 이

다. 정기모임은 따로 없고 배구 시합 일정에 맞춰 일년에 2~3번

번에 다녀온 전국 규모 대회도 1박 2일간 부산 기장에서 하기에

집중연습기간을 갖습니다. 주로 성주초등학교 옆 체육관을 빌려

회원들 야유회를 겸해 다녀왔습니다. 우리 배구단 특징이 공작기

서 연습하고 있어요.

계 파트 쪽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 대 비공작기계

구병삼 예전에 배구했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팀이

부문으로 나눠 자체적으로 시합을 주최하기도 합니다. 동호회 분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서로의 지인을 데려와 만들어진 팀이다 보

위기상 모이자! 하면 대체로 잘 모이는 편입니다. 5월에는 노장,

니 두루두루 친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장 나눠서 친목 시합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Q. 배구대회 이력을 자랑해주세요

Q. 배구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구 창원시장기 대회, 창원시 배구협회장기 대회 등 주로 창원에
서 1년에 4번 정도 출전을 합니다. 창원시배구협회장기 대회 우

김 배구는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함께 경기를 하다 보면 단
합이 잘 되고 서로 친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 창원시 경기 준우승 등 대다수 대회에서 수상이력을 거뒀고,

구 팀플레이가 중요한 만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커버

출전하는 경기마다 못해도 3위는 줄곧 해왔죠. 지난 3월 24일에

해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며 운동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참가한 전국 규모 대회도 다른 곳들은 시 대표 팀이 나오는데, 우

또 실내 스포츠여서 날씨, 계절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점도 장

리는 회사 팀이 나와서 대단하단 소리도 들었습니다. 본선 8강에

점이죠.

진출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름난 강팀을 만났어요. 나름 강팀을 상
대로 듀스를 거듭했지만 아쉽게 졌습니다.

김 단점은 작은 체육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천장
높이와 경기장 크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해서 제약이 아주 없
지는 않죠.

Q. 시합 연습은 얼마나 하고 출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 시합 전 2~3번 모여 연습합니다. 한번 하면 3시간 정도 경

Q. 운동경기로서 배구만의 매력은요

기 연습을 해요. 회원 32명 중 출전선수로는 보통 15명 뽑습니

구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 몰입도가 있고 집중력

다. 기준은 철저히 실력이죠! 보통 나이 제한 있는 대회들은 나이

이 있는 운동이죠. 각 포지션 별로 공격수는 점수 냈을 때 뿌듯하

따라 구성하기도 해요. 대회 성격에 맞게 출전합니다.

고 수비는 상대방 공격 받을 때 뿌듯하죠. 축구나 다른 구기종목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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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알아보는
배구 RULE

한 게임 하면 두 골, 세 골 넣기도 많잖아요. 배구는 21점이
니까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내거나 역할을 한몫씩 다 할 때
가 있어요.
김 시합에서 무엇보다 멘탈이 중요한 운동이죠. 특히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실수를 하면 공에 대한 긴장도가

배구경기는 6인의 선수가 뛰는 프로 리그, 9인의 선수가 뛰

높아지다 보니 더 어려워지죠. 자기 위치를 못 지키면 점

는 아마추어 리그 경기 규칙이 조금씩 다르다.

수가 나니까 누가 대신해주기 어려워 본인이 잘 집중해야

<점수 방식>

하죠.

아마추어 경기 기준으로 경기 RULE은 3SET 중 2SET를 먼
저 이기는 팀이 승리한다. 1, 2SET는 21점, 3SET는 15점을

구 어찌 보면 분위기를 많이 타는 운동입니다. 실수해
서 주눅이 들면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럴수록 옆에서 파

먼저 딴 팀이 승리한다.

이팅 해주고 격려하고 또 경기장 밖에서는 작전타임을 통

<듀스 제도>

해 힘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분위기 가져가기 위해

배구에는 ‘듀스’ 제도가 있어 매치포인트 상황에 동점이 되

다같이 노력하는 과정이 또 배구만의 매력이에요.

면 원래 달성 포인트가 되더라도 경기가 끝나지 않고 두 팀
의 점수가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만
약 양쪽이 계속 1점씩 번갈아 가며 획득할 경우 ‘듀스 어게

Q. 동호회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인’이 되어 박빙의 승부를 계속하게 된다.

구 이전에 현대로템과 경기할 때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 역전패를 당해 진 적이 있어요. 기분이 굉장

<타임아웃 제도>

히 안 좋았죠. 결국 나중에 저희 팀이 다시 우승해서 이

또한 배구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경기 중 타임아웃을 쓸 수

때의 아쉬움을 되갚아 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있는 운동이라는 것. 선수는 9명이지만 한 팀의 감독, 코치
등 스태프들이 타임아웃 때 작전을 논의하며 경기에 함께
한다.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김 못해도 회장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십시오. 초보자라도 언제든지 발 들일 수 있는 곳이 우
리 시간차 배구단입니다!

‘시간차’ 배구단에 함께 하려면?

구 사실 아예 초보 때부터 시합에 나가 뛰기는 어렵습

참여 문의: 총무 김진수 (010-9088-1749)

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문을 두

준비물: 체육복, 배구화, 무릎보호대, 배구를 즐기려는 마음

드려 주세요. 본인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배구
단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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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렌드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우리 다시
실행해보자

꽃내음이 코를 간지럽히는 따뜻한 봄이 물씬 다가왔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하늘은 뿌옇지만 길가에는 ‘벚
꽃엔딩’, ‘봄이 좋냐’, ‘봄봄봄’ 등 속칭 봄의 좀비 곡들이 울려 퍼지며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사계절의 시작인 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고 싶지만 나른함으로 포장된
나태함이 그것을 방해하곤 한다.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행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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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 쿠니타케는 일본에서 기업비지니스에 대한 컨설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업무 실행력 - 디자인적 사고에서 찾다.
일본의 사소 쿠니타케는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P&G에서 마케터로 일한다. 업무에 있
어 곧 한계에 부딪힌 그는 일리노이 공과대학 디자인스쿨에 유학하며 디자인적인 사고를 접
하면서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고, SONY의 혁신을 이끌 수
있었다.
사소 쿠니타케는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실행’을 통해 해답을 찾
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작정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닌 ‘올바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미지화’ 하여 정리하는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데이터중심이 아닌 직관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케빈시스트롬,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체스키, 유
튜브의 채드헐 리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디자이너 출신의 CEO라는 것이다.
결국에 그가 말하는 디자인적인 사고는 ‘기존의 상황을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
으로 사람의 행동양식을 직관적으로 고안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스텐퍼드나 하버드 등 내로라하는 MBA과정 중 디자인적인 사고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데이터분석에 치중하여 실행에 머뭇거리던 과거의 방식보다 직관적
이고 인간의 행동학적인 패턴을 인식하여 실행력에 힘을 실어주는 디자인적인 사고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의 장벽을 뛰어 넘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에서 집요한 데이터분석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업무의 효율과 트렌드를 좇
기 위에서는 요식행위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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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행력 – 나도 해내고 싶어!
앞서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일상생활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금연이나 다이어
트 등의 단순한 버킷리스트들이 일상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도구를 통해 어떻게 버킷리스트들을 해결해 나
가야 할까? 유형별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의 실행력 - 당신은 어떠한 유형이십니까?
좀처럼 목표한 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유형들을 크게 ‘스칼렛
오하라형’, ‘용두사미형’, ‘시간부족형’의 3가지로 나누곤 한다.
스칼렛 오하라형의 경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을
모티브의 유형인데 그녀는 자존심과 과시욕이 강하며 이기적
인 인물이다. 만들어 놓은 목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인해 실행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며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유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용두사미 유형은 목표는 거창하게 잡았으나 너무나 막연한
목표 때문에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 유형을 말하며,
시간 부족형의 경우 시간분배의 실패로 인해 실행도 미뤄지고
마는 유형이다.
각 유형별로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스
칼렛 오하라형의 경우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성취한 일이 있
다면 그 리스트를 정리하여 추후에 성취욕을 이끌어 내야한
다. 용두사미의 유형은 메모를 자주해야 한다. 막연한 계획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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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눈앞에 놓인 일들을 리스트화해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부족형의 경우 실제
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으로 잘 알려진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의 기본을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고, 당장 시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한 목표부터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실행력, 결국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영역과 업무적인 영역
을 구분치 않고 실행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명
확한 목표 설정과 행동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메모는 행동의 습관화와 명확한 목표설정에
기초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
필자가 실제로 매일 작성하는 체크리스트. 실행력에 큰 도움을 준다.

다. 메모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상시 업데이트
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과 했
던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새벽에 리스트화하
며 매일 실행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
로 리스트를 정리하지 못한 날에는 모든 일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근래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pc들이 발달했
기에 굳이 종이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페달’이라는 어플이 있다. 페달의 경우 일반

굳이 종이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활용방법에 따라 어플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적인 스케쥴러 어플과는 달리, 나만의 알림기
능과 각종 프로그램 실행기능, 모니터링 리포
트, 위젯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전화장치를 개발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행력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
일 것이다. 마음먹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라. 따뜻한 봄날 당신이 내딛은 한 걸
음이 올 한해를 바꿔 놓을지 모르는 일 아닌
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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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E'RE Talking

국경 너머로

WE'RE Looking

WE'RE Sharing

여자의 삶과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관성적으로 페미니즘(여성주
의)이라는 용어 안에 가둬버리는 태도는 환영하기 어렵다. 그런 분
류는 “여자들은 이쪽으로”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이야기라고 해서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구역으로 몰아넣고

도주와
전진 사이

하나의 관점(필터)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렇게 해서
는 이야기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미를 발
산하지도 못한다. 여자의 삶과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장르로
분류되기 전에 한 인간의 개별적 삶과 보편적 권리에 관한 이야기
로 읽히는 것이 옳다. 남자의 삶과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한 장르로 구별하지 않는데 여자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성
별을 강조하는 하나의 용어로 묶어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델마와 루이스>는 1991년(국내 1993
년) 개봉 후 오랫동안 대표적 페미니즘 영화로 꼽혀왔지만 오늘 이
작품을 통해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류가 아니다. 영화는 두 백인
여성, 델마 디킨슨(지나 데이비스)과 루이스 소여(수잔 서랜든)를
앞세워 동시대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겪는 억압과 폭력을 고발하
는데, 여기서 대결구도를 이끄는 성(性)이라는 한 꺼풀만 벗겨내면
저 이야기는 저마다의 억압을 겪으며 해방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초상이자 판타지가 된다. 델마와 루이스는 어느 한 시대, 한 사회
여성들을 대변(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성별과 세대, 출신지나 인종, 직업이나 취향 등 모든 차이를 떠나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장구한 생명력이다. 그럼
이제, 나와 당신이기도 한 델마와 루이스를 쫓아 그 해방의 여정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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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뭇 과감해진다. 원피스를
입은 채로 다리를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평소 피

델마와 루이스는 잠시 여행을 나섰을 뿐이었다. 그저 바

지 않는 담배를 입에 물고는 도도하게 “나는 루이스야”라

람을 쐬려고. 친구 사이인 여자 둘이서 자신들이 묶여 있

고 말한다. 갈 길이 멀다는 루이스에게 술집에 들르자고

던 집과 직장을 떠나 교외 산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조르더니 술까지 권하고, 치근대며 접근해오는 남자를 웃

뒤 ‘(제자리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렇게 이틀 일정으로

으며 받아준다. 루이스는 오히려 조심스러워한다.

멋진 차를 몰고 떠난 여행은 기분 좋게 들른 술집에서 벌

남편에게 억눌려온 델마에게 여행은 작정한 일탈(탈출)

어진 사건으로 끝이 안 보이는 도주로 돌변하고 만다. 그

로 보인다. 혼자 집을 떠나본 적 없는 그는 세상 물정을 잘

리고 도망칠수록 두 사람은 엉망이 되고, 여행 전까지 살

몰랐기에 더 분방해졌지만 이미 무서운 일을 겪은 적 있

아온 인생에서 멀어져간다. 성폭력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는 루이스는 더 경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터지자 델

되면서 도망자가 되고, 절도를 당한 뒤 강도가 되고, 경찰

마는 루이스 뒤로 숨는다. 루이스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

관을 협박·감금하고, 경찰차들을 만신창이로 만든다. 평

다 하면 깨워”라며 침대에 눕고, 루이스가 방법을 찾는 동

생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

안 비키니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일광욕을 한다. 루이스가

해보려고 애쓰지만 뜻대로 풀리기는커녕 설산 꼭대기에서

제시한 길에 대해서는 “몰라”라고 할 뿐이다. 그게 델마가

굴린 눈덩이처럼 사태는 커져간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델

살아온 방식이었다. 델마는 남편이 주인인 울타리 안에서

마는 얌전한 가정주부, 루이스는 평범한 식당 웨이트리스

결정의 주체였던 적이 없고, 감히 그러지도 못했으므로 그

였다.

럴 필요도 없어졌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내 일이 아니

성격은 거의 정반대였다. 주도적인 루이스와 달리 델마

라는 듯 ‘보이지 않는 울타리’ 뒤로 물러서는 델마에게 루

는 수동적으로 살아왔다. 루이스는 화를 내며 탁자를 뒤엎

이스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순진한 척, 제정신이 아닌

는 남자친구에게 눈을 부릅뜨고 “이러면 가겠다”고 말할

척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달라”라고 꼬집는다.

수 있는 사람이지만 델마는 남편에게 여행을 다녀오겠다
는 말조차 끝내 꺼내지 못한 채 “일 잘 하고 오세요”라거나
“저녁에 뭘 먹고 싶어요”라는 딴소리만 하고 마는 사람이
었다. 델마는 결국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오는데, 루
이스가 몰고 온 청록색 1966년형 포드 썬더버드에 올라탄

44

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델마, 루이스 두 사람은 소소한 일탈에서 예기치못한 사건을 겪으며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않았을지 모른다. 델마는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무

도피에서 희망의 전진으로

법자가 된 셈이었다.

두 사람은 국경을 넘기로 한다. 저 너머에서는 새로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갑자기 곤경에 빠뜨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어차피 이곳에는 버리지 못

문제적 상황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할 만큼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없었다. 처음에는 자신들

모른다. 도망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가 크게

의 정당방위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도망

다르지 않다. 델마와 루이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삶

쳤고, 도망치는 동안에는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은

은 많은 부분이 ‘아차’ 싶도록 저질러지며 전개되는 이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범행을 저지르면서 돌이

기다. 도망자 신세가 된 두 사람이 번갈아 차를 몰며 끝

킬 수 없어진다. 델마와 루이스의 돈을 훔쳐 달아나고도

없이 이어지는 황야의 도로를 밤낮 없이 달리는 장면은

뻔뻔하게 발뺌하는 건달 제이디(브래드 피트)에게 형사

막막하게 느껴지면서도 절망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슬로컴브(하비 케이틀)가 다그친다. “네가 돈을 훔치지

달리는 포드 썬더버드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않았어도 델마가 강도짓을 했을까? 그 여자들한텐 아직

이 된 델마가 루이스에게 말한다. “깨어 있는 느낌이야.

기회가 있었어. 네가 그걸 망친 거야.” 잘잘못을 가리기

한 번도 이렇게 깨어 있던 적이 없는 거 같아. 모든 게

전에 원인을 따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델마와

달라 보여. 새로운 게 우릴 기다리고 있는 거 같지?” 경

루이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질문.

찰에 포위된 뒤에도 “잡히지 말고 계속 가자”고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위해 자신들을 잡아

이들에게는 국경 너머라는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가

세운 경찰관에게 총을 겨눈 델마는 이렇게 말한다. “3일

면 새로운 삶이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 삶은 앞서의 삶

전만 해도 이런 짓은 꿈도 못 꿨어요. 우리 남편을 보면

보다 더 ‘나다운’ 것이다.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가고 싶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델마는 권

않다.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이름도 바꾸고, 큰

위적이고 신경질적이기까지 한 남편의 속박에서 잠시라

목장에서 살고, 휴양지 일자리도 구할 거”라는 꿈을 꾼

도 벗어나려고 루이스를 따라 여행에 나선 것이었다. 위

다. 그러니 이제 델마와 루이스는 무언가로부터 달아나

기에 처한 뒤에는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남

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여

편은 집에 없었고, 뒤늦게 연결된 첫 통화에서는 자초지

정은 ‘절망적 도피’가 아니라 ‘희망적 전진’이라고 불러야

종도 묻지 않고 허락도 없이 여행을 떠난 사실만으로 윽

한다. W

박을 질렀다. 이런 남편이 아니었다면 델마는 도망치지

45

WE'RE Sharing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기적 저소득 장애인 가정
‘목욕의자’ 전달식 시행

지난달 20일 현대위아 '1% 기적'에서는 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때 편안하게 앉아
서 할 수 있도록 1370만원 어치의 목욕의자를 진해장애인복지관에 기증했습니
다. 이번 전달식에는 공작기계성능개선팀 황선진 조장과 공작기계설계개선팀 조
기봉 책임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의자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
인 가정 78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증한 목욕의자는 매우 인체공학적 구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미끌림이 적은
소재를 사용해 목욕할 때 미끄러질 염려가 없고, 팔걸이와 등받이도 있어 안정적
인 자세에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볍고 이동도 편리해 보호자들의 관리
도 매우 쉽습니다. 박국향 진해장애인복지관 사무장은 "많은 장애인들이 목욕할 때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일이 생기곤 한
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준 현대위아 임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
다.
조기봉 책임연구원은 "전달식에 오기 전까지는 목욕의자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며 "실제로 보니 패드가 모두 부드럽고 미끄
럼 방지 기능의 고무캡까지 의자 바닥에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매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의 필수 아이템인 목욕의자. 이번에도 사랑을 나누어 준 '1% 기적' 동참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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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소식

우리 회사 로고와 슬로건을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현대차투자증권 새로운 CI 공개
우리 회사 임직원들도 많이 이용 중인 현대차투자증권이 새로운 CI

전북현대모터스와 기아타이거즈의 홈구장 경기에서 우리 회사 로

를 소개했습니다. 현대차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신

고와 슬로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

뢰를 바탕으로 제작한 새로운 CI는 상승화살표(↗)와 플러스(+) 기

13일에는 광주공장 사우 및 사원부인 20여명이 기아챔피언스필드

호를 상징요소(Motif)로 시각화하여 현대자동차그룹계열 증권사로

야구장을 직접 방문해 애사심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서 고객 자산가치의 증대 및 신뢰 상승을 표현함과 동시에 안정적

은 경기장 시설을 견학하고 기념촬영 및 단합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새롭게 뻗어나가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장세현 기술선임은 “야구 경기장에 붙은 우리

그리고 메인 색상은 블루컬러(HMI&S Blue)를 사용하여 현대자

회사 광고로 인해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배가 되는 계기가 됐다”고

동차그룹과의 일체감 및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골드컬러(HMI&S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우 여러분들도 기아챔피언스필드 혹은

Gold)는 고급감과 안정성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새로운 CI로 재

전북현대모터스 경기장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회사 로고와 슬로건

정비하며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현대차투자증권

을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의 약속을 응원합니다.

IP 카메라 설치하셨다고요? 반드시 보안설정 변경 및 패치 하세요

IP 카메라 접속
패스워드 변경

1. IP카메라 공장 출고 시 설정된 초기 아이디 패스워드 변경
2. 영문자(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
드 설정바랍니다. (단, 특수문자 사용불가시 9자리 이상 설정)
3. 동일 패스워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보안에 취약하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IP카메라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1.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영, 정보유출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기적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2.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많은 시간을 소요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중
시스템 종료금지
3. 업그레이드 후 아이디, 패스워드 초기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
재설정 필요

47

WE'RE Thinking

회사 근처 여행지도

글 김현정 여행작가

48

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서산’에서 느끼는
그윽한 봄의 미소

서산은 풍경과 역사가 가득한 매력적인 도시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로림만의 갯벌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은 서산의 청정한 자연을 대
표하고, 해미읍성, 개심사, 간월암 등 고성과 사
찰은 서산의 긴 역사를 이야기 한다. 느릿느릿한
말과 후한 인심 덕에 충청도 중의 충청도라는 서
산. 서산으로 거침없이 떠나보자.

01 고려 말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던 중 달을 보고 홀연히 도를
깨우쳤다 하여 암자 이름을 간월암이라 하고, 섬 이름도 간월도라
하였다고 한다. 간월암은 밀물과 썰물 때 섬과 육지로 변화되는 보
49

기 드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진 낙
조와 함께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을 때의 경관이 빼어나다.

02

‘해미읍성’에 얽힌 슬픈 이야기
남쪽 정문 격인 진남루에서 동헌으로 가는 길 중간에
서산 여행 제1경은 해미읍성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해

는 둥근 담장을 두른 옥사가 있는데, 천주교가 박해를

미 IC로 나와 5분이면 닿는다. 읍내 한가운데 우뚝 선

받을 당시 옥사는 충청도 각지에 잡혀온 천주교 신자들

성이 인상적이다.

로 꽉 찼다. 옥사 앞에는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는데, 이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쌓기 시작

나무 가지 끝에 철사를 매달고 신자들의 머리채를 묶어

해 세종 3년 때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높이 5m, 둘레

고문하고 처형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나무에는 사람을

1.8km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우리나라 읍성 중

내단 철사 자국이 남아 있다. 심지어 신자가 많아 처형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는데, 전남 순천의 낙양읍

하기가 힘들어지자 읍성 밖 해미천 옆에 구덩이를 파고

성, 전북 고창의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 3대 읍성’으로

생매장했다고 한다.

불린다.
해미읍성은 천주교 순교자들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서산과 당진, 보성, 홍성, 예산 등 서해 내륙 지방을 내

해미읍성에 얽힌 이와 같은 사연으로 2016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곳을 방문해 세계적으로 관
심을 받기도 했다.

포지방이라 부르는데, 조선후기 서해 물길을 따라 들
어온 한국 천주교는 이곳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포교되
었다. 19세기에는 주민 80%가 천주교 신자였을 정도로
교세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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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만발한 ‘개심사’의 봄
해미읍성에서 나온 길은 운산면 목장지대를
지나 ‘개심사’로 이어진다. ‘마음이 열리는 절’
이라는 뜻이다. 일주문을 지나 10분정도 솔숲
을 걸어가면 무심한 듯 서 있는 절집을 만난
다. 개심사는 백제가 망하기 6년 전인 654년
(의자왕14년)에 창건되었으니 천년이 넘는 고
찰이다.
개심사 해탈문에 들기 전 반듯한 직사각형
연못에 큰 통나무 다리가 걸쳐있다. 굳이 다
리를 건너지 않아도 경내를 들 수 있건만, 오
는 사람들마다 이 풍경에 반해 굳이 외나무다
리를 건너 들어간다.
개심사에는 또 특이한 점이 있다. 각 가람을
받치는 기둥이 하나같이 굽었거나 배가 나왔
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기둥이 하나도 없다.
나무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사용
했다. 굽은 나무로 이토록 아름다운 집을 지
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개심사의 봄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 봄

03

의 상징 벚꽃이 피는데, 다른 벚꽃에 비해 다

04

소 늦게 만개하는 왕겹벚꽃이 화려한 색깔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
다는 청벚꽃은 신기하고 아름답다.

02 해미읍성은 서산 여행 제1경. 우리나라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되
었다고 평가받는데, 전남 순천의 낙양읍성, 전북 고창의 고창읍
성과 함께 ‘조선 3대 읍성’으로 불린다. 천주교 성지로 2016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곳을 방문해 세계적으로 관
심을 받기도 했다.
03 개심사 각 가람을 받치는 기둥은 하나같이 굽었거나 배가 나왔
다. 나무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사용했다. 굽은 나
무로 이토록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04 개심사의 봄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 다른 벚꽃에 비해 다소
늦게 만개하는 왕겹벚꽃이 화려한 색깔로 장관을 이룬다. 특히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다는 청벚꽃은 신기하고 아름답다.

51

05

05 ‘백제의 미소’로 애칭 되는 마애여래삼존상.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지금도 여행객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낸다.
06 간월암 이곳에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어리
굴젓을 보냈는데 그것이 궁중의 진상이 되었
다고 한다. 그래서 매년 정월 보름날 만조시에
간월도리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 굴의 풍년
을 기원하며 굴부르기 군왕제가 열리고 있다.
07 철새박물관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의 새와 숲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태로
서산 버드랜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제의 미소 ‘마애여래삼존상’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백제시대 조각의 백미로 국보 제 84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의 미소’로 애칭 되는 마애여래삼존상은 약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에는 본존불이, 좌우에는 반가사유상과 보
살입상이 서 있는 삼존형식을 취하고 있다. 삼존상의 온화한 미소는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지금도 여행객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낸다. 특히 삼존
상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시간에 따라 표정이 다르게 보여 더욱 신비롭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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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였다 섬이었다 ‘간월암’
간월도 어리굴젓

간월암은 부석면 간월도리에 위치한 작은 암자

간월암에서 수도하던 무학대사가

로 조선 초 무학대사가 창건하였고, 송만공 대사

이태조에게 진상하였다는 전통공중

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특이하게 간조 때는 육지

음식이다. 간월도와 웅도에서 생산

가 되고 만조 때는 섬이 되어 물 위에 떠 있는 암

되는 자연산 서산굴은 몸에 미세한

자처럼 느껴진다. 밀물과 썰물이 6시간 마다 바

털이 많아 양념이 골고루 배이고 발효

뀌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옛 선조들의

가 잘 되어 그 맛이 일품이다.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어리굴젓을 보

게국지

냈는데 그것이 궁중의 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역향토음식으로 서산지역에서만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정월 보름날 만조

맛볼 수 있는 별미다. 게장국물(게

시에 간월도리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 굴의 풍년

국) 또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의

을 기원하며 굴부르기 군왕제가 열리고 있다.

국물(갯국)을 넣어 만든 김치라는 뜻
으로 보이는데 살림이 어려웠던 과거

주변에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천수만 철새도래

에는 김장하고 남은 시래기조차 버리지 않

지로 유명한데, 붉은 낙조 속으로 힘차게 날아가

고 염장해 두었다가 겨울 반찬으로 이용했다. 절인 배추와

는 철새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

무, 무청 등에 게장 국물이나 젓갈 국물을 넣어 만든 음식으

진 풍광이다.

로 민물새우, 농게, 돌게 등이 있어 구수하고 개운한 맛이 매
력적이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 ‘서산버드랜드’
밀국낙지탕
서산의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육

서산하면 철새를 빼 놓을 수 없다. 서산버드래

질이 연하고 맛이 담백하여 박속과

드는 우라니라 대표 철새 박물관으로 세계적인

함께 탕으로 조리해 먹는 서산 전통 음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

식이다. 박속밀국낙지탕은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 밀과 보

리하고자 조성되었다. 철새조형물, 조각상 등 다

리를 갈아 칼국수와 수제비를 뜨고, 낙지 몇 마리를 넣어 먹

채로운 야외전시장과 천수만에 서식하는 다양한

었던 밀국낙지탕을 상품화 한 것이다. 박속의 깔끔한 맛과

종류의 철새표본과 영상자료 등을 전시해 두고

낙지의 구수함이 일품이며 조선시대 낙향한 선비들이 즐겨

있다. 또 철새 탐조투어, 숲속 생태체험, 야생동

먹었던 음식이다.

물치료센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
영하고 있다. W

영양굴밥
서산 지역민은 특산물인 굴을 이
용한 다양한 음식을 발달시켜왔다.
풍미 가득한 서산의 굴에 갖은 재료를
넣은 서산 영양굴밥은 영양도 맛도 일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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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Q u i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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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회사가 참가한 국내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의 이름은? (영어로)

2. 지난 3월 부산 기장에서 열린 전국 규모 시합
에 참가한 우리 회사 배구단의 이름은?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500만
2. 토요일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최상만 / 변속생산부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이광섭 / 자동화기술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전성훈 / 주물생산부
고재천 / 부품생산부
이수환 / 선삭기설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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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항제
배종고

하천에는 개나리 늘어지고
도심에는 아름드리 왕벚꽃이 피었네
제황산 만국기는 꽃비에 덩실춤을 추고
춘심은 전야제 축포에 격하게 요동하네
남녀노소 즐길 곳을 찾아
밀려가고 밀려오다 흩어지고
가지 사이 사이 숨은 꽃송이는
꽃이 되고 싶은 상춘객들

* 이달의 시는 항공생산부 열처리반에 근무하는 배종고 사우가 직접 지은 시입니다.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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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