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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품격있는 조직

기억이

만드는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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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다. 아이
를 키워본 사람은 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에 직면하는
지를.
돌쟁이 아이를 떠올려 보자. 이때의 아이들이 흔히 접하는 실
패는 걸음마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집에 너부러진
휴지 조각을 밟고 ‘벌러덩’ 넘어지기도 하고, 장난감을 밟고 코
를 찧기도 한다. 그렇게 온 몸에 멍이 나고 머리에 혹이 수차례
나야 아이들은 비로소 제대로 걷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걷기까지 무려 2000번을 넘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건 실패가 기억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
로 발을 들고, 어떻게 내밀어야 넘어지지 않는지를, 어떤 것을
밟지 않아야 되는 지를 지난한 반복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부단하게 찾는다. 손과 발로 엉금엉
금 기던 아이가, 직립해 걸을 수 있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로
진화하는 건 순전히 기억의 힘이다.
기억은 그래서 중요하다. 처음을 또 실패를 이겨낼 힘이 여기에
있다. 영화 <메멘토>에서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온
몸에 문신을 하며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도 기억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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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기억

림에서는 나이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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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과 왜곡의 위험성

몸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겹쳐져 누구의 몸을 그린 것인
널리 알려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기억

지도 파악이 잘 안 된다.

문제는 망각과 왜곡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을 해체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의식 하에 기

프로이트는 이 작품에 다빈치의 유년기 기억이 투영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왜곡해 기억한다면 그것

억한 것들이 삶에 변화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빈치는 다섯 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알츠하이머

트는 무의식의 기억도 우리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친어머니와 지냈고, 이후 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지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점차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건 어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성

냈다. 프로이트는 안나와 마리아에 다빈치가 자신의 두

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기 때

안나와 세례자 성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자>라는 그림

어머니를 투영했다고 분석한다. 또 예수를 자신이라고

문이다.

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예

생각하고 두 어머니에게 안겨 있는 듯한 모습을 그렸다

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가 예

고 설명한다.

망각과 왜곡은 회사생활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 때문
에 우리는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들에게 ‘초심을 잃

수, 요한과 함께 있는 그림이다. 잘 보면 무엇인가 묘한

다시 그림을 살펴보자. 마치 두 어머니가 한 몸을 하

지 마라’고 조언하고는 한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가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마리아와 안나의 구분이

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다빈치가 이

득한 입사 초의 마음이 없이 회사생활을 한다면, 회사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인데도 그

렇게 보이기를 의도하지 않았겠지만-그는 분명 마리아

지겨운 밥벌이의 현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그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과 성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것은 명확해 보인다.

직장 생활 깨나 한 상사가 망각과 왜곡에 놓였다면 더

뇌과학자인 한나 모니어와 철학자 마르틴 게스만도

욱 위험하다.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를 구분하는 쉬운

기억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책 <기억은

방법이 있다면 역시 ‘자신의 신입사원 시절을 제대로 기

미래를 향한다>에서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억하느냐’다. ‘나는 그때 서툴렀지만, 이렇게 배우며 성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일

장해나갔어’라고 한다면 꽤 괜찮은 상사다. 반면 ‘나는

인 기억이 실상 미래를 위해 존재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열정적인데다가 실수도 별로 없는 완벽한 신입사원이었

다.

어’라며 기억을 왜곡한다든가, ‘나의 신입 시절은 잘 기

철부지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다시 어른이 되는 과

이들은 “기억이 경험을 재처리한 후 미래를 유용하게

억이 안 나네’라고 하는 이들은 십중팔구 나쁜 상사일

정은 실패와 기억의 중첩으로 가능한 일이다. 어른이 되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뇌의 뉴런이

것이다. 물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며 시작하는 말

었다고 이 과정을 멈춰야 할까. 모든 것을 경험한 나이

경험으로 축적된 기억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조합하며

들도 대체로 다 왜곡이다. 정확히 기억했다면 대체로

가 되었으니 더 이상 실패의 기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최적의 해답을 찾도록 운동한다는 것이다.

‘우리 때도 그랬다’일 테니까.

까.

어떤 기억을 채워야 할까

이들은 실제 이런 뇌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회사로 봐도 망각과 왜곡은 위험하다. 우리 회사가 현

모니어와 게스만은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 기

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뇌 속

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매년 놀라운 성장을 거듭

억을 유지하라”고 권한다. 기억을 홀로 꽁꽁 붙들고 있

신경세포들의 배열과 도식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할 수 있던 것은, 숱한 위기의 기억을 고스란히 지니고

을수록 왜곡이 생기고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니 끊임없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을 두고 한

있었기 때문이다. 매출신장이 어려울 때, 직원들의 사기

이 노력하라는 조언이다. 이들은 “새로운 주제와 내용

창 골머리를 앓다가 불현듯 해답이 떠올렸던 기억은, 과

가 떨어졌을 때, 신사업에 도전할 때 등 다양한 상황을

에 기꺼이 마음을 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도 보탰다.

학적으로 머릿속 기억의 흔적이 재조합되며 일어나는

슬기롭게 헤쳐나간 기억들이 있기에 순풍을 만난 돛단

현상이다.

배처럼 순항할 수 있었다.

직장인으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의 품격은 기억을 통
해 완성된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
이 더 나은 기억으로 채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최
근 타계한 번역가 황현산 고려대 교수는 암 투병 중에도
글쓰기를, 젊은이들과 소통하기를 쉬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품격 있는 어른’으로 추모하는 건 이 때문
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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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공작기계 경진대회

‘스마트 NC 경진대회’
성황리에 마쳐

-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창원·경기도 의왕에서 개최
- 고등·일반부 1위에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장학금 수여
- 기술 인재 육성 위해 ‘주니어기술 아카데미’ 등 시행 예정

대회는 참가자들이 공작기계를 이용해 얼마나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는 지를 겨루는 방식으
로 열렸습니다. 총 320명의 참가자들은 지멘스의 공작기계 수치제어(NC)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주어진 도면과 똑같이 공작기계가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이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회에 앞서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작기계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공작기계 전시장 투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창원에서 대회를 치른 학생들에게는 ‘공작
기계 생산 공장 투어’를 진행해 공작기계 제작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공작기계 경진대회가 기술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판단해 대
회를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주니어 기술 아
지난 7월 18일 창원기술지원센터에서 ‘제 5회 현대위아-지멘스 스마트NC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회는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창원기술지원센터와 의왕기술지원센터에서
동시에 열렸는데요, 이번 대회 고등부에서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유정근(17)군이, 대학부에서는

카데미’와 공작기계 사용기술을 배울 수 있는 ‘NC스쿨’ 등도 연내 개최합니다. 국내 유일의 공작
기계 경진대회인 이 대회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미래 뿌리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

울산과학대학교 노지건(23)씨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스마트 NC 경진대회’는 기술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뿌리산업인 공작기
계 기술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 대회입니다. 고등·일반부 1
위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함께 200만원의 장학금이, 2위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회장상’과
1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는데요. 평균점수가 우수한 참가자가 많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와 가
장 많은 학생이 참가한 오산대학교에는 별도의 단체상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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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차량부품 생산설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프로 보전맨’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차량부품보전반을 만나다.

3공장 설비를 담당하는 차량부품보전부 일원.

두 번의 실패는 부끄럽게 생각하라

생산설비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 매뉴얼 관리는 필수다. 설비

2공장 설비를 담당하는 차량부품보전부 일원.

‘슈퍼맨(Super Maintenance Engineer)’들의 도전

량부품을 생산하는 현장 곳곳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한 대만 하더라도 기계, 전기, 보수설명서까지 숙지해야 할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는 이 때 가장 바쁜 사
우들이 있다. 더운 날씨에 설비가 고장나면 어디선가 나타

매뉴얼이 상당하다.

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이들은 사내 ‘우수 소그룹 발표회’ 때마
보전반은 문제가 생기면 출동한다.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다 매번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고, 지난 상반기에는 목표로 삼았

보전반원들은 “한 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두 번의 실패는

틀리다. 사후 보전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보전반에게 더욱 중요

나 문제를 해결하는 차량부품 보전반원들. 오늘의 주인공은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말을 마치 ‘급훈’처럼 새기고 다닌다.

한 것은 예방이다. 사소한 결함이 큰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 이 ‘슈퍼맨’의 중심에 새내기 반장 이창민 반장이 있다.

바로 이들이다. 보전반 사무실은 흡사 책의 숲에 온 듯 느껴

‘프로 보전맨 정신 10계명’중 하나인데, 스스로 맡은 일에 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일어나면 근본 원인을

반장자리에 오른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지만, 그는 부지런하고

진다. 천장에 닿는 높은 책장에 각종 책들이 빽빽이 꽂혀있

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낸다는 이들의 프로정신이 고

찾아내 어떻게든 해결한다. 혹 업무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

꼼꼼하게 또 살뜰하게 반원들을 챙기고 있다. 물론 보전 분야에

다. 책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차량부품 생산설비의 매뉴

스란히 담겨있다. 불볕더위에 수많은 작업량까지 이중고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제안한다.

서의 실력도 손에 꼽힌다. 그를 만나 ‘슈퍼맨’이 슈퍼맨일 수 있

얼들이다. 작업자마다 특정 설비만 지정해 담당하는 것이 아

싸우는 중에서도 프로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30명의 차

니라, 보수 의뢰가 접수되는 대로 창원 2, 3공장의 차량부품

부 보전반이 있기에, 생산현장은 언제나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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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슈퍼맨’은 예방보전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
다. 실제적 개선 성과도 상당하다. 이들의 이름인 슈퍼맨처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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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금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는 비결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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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의뢰 수리 외 시간을 활용하는 정기점검
만 하더라도 육안으로라도 보면서 유압이 샌다든지, 부품이 파
손되었다든지, 문제되는 사항을 미리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고칠
수 있으니 훨씬 효과적이죠.

Q. 소그룹 활동에서 고장률 줄인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이 대표적으로 등속조인트 가공설비 중 오쿠마 사의 연삭기 예
방보전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요. 설비 안쪽에 밸브가 있었는데
절삭유 침투가 많아서 고장이 잦았어요. 소그룹에서 안쪽의 밸
브를 아예 밖으로 빼내어 고장을 줄여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설비를 멈추는 주말에 예방보전활동을 벌였죠. 일주일에 의뢰서
가 20건까지도 올 정도로 고장이 잦던 설비들인데 이후로는 지
금까지도 고장이 안 납니다. 이 설비가 20대 정도 되니 라인 효

Q. 차량부품보전반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뢰도 많겠죠? 가동하다 보면 설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도

이창민 반장 대표업무는 설비보수입니다. 창원 2, 3공장 차량부

상당한데, 여름에는 공장 내 온도도 높아지다 보니 고장이 잦을 수

품 가공, 조립, 열처리 등 생산설비 보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기,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라인 돌아갈 때 온도 재는 것과 휴가 때 온

기계, 원동 파트로 나뉘어 있고 현장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에도 구

도 재는 것 차이가 커요.

분해서 들어오죠. 현장에 MES 시스템이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고
장발생 등록을 하면 현황판에 빨간 불이 뜨고 알람이 울려요. 보전

Q. 보전은 건수로 업무 성과를 확인하나요

반원들이 투입되면 주황색으로 바뀌는데, 이 라인은 수리 중이라

이 ‘보전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현황으

는 표시에요. 완료 등록을 하면 파란 불로 바뀌죠. 수리 기간은 어

로 체크하고 있죠. 수리 의뢰 외에도 일일 정기점검을 시행해 그

떤 건인지 따라 상이해요. 간단한 수리는 5분만에 끝나기도 하지

주 예방보전을 계획하고 시행하죠. 정기점검의 경우 라인을 꼭 멈

만 라인 가동을 멈추고 장기간 수리하는 일들도 있어요. 일정이 빠

추지 않아도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이상이 발견되면 라인

듯한 생산부서 사정도 있고, 그럴 때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을 멈춘 주말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율성을 엄청 높인 성과였죠.

Q. 보전 업무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이 매일 수요일 예방보전 회의를 열고 있어요. 한주간 있었던

Q. 반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반장님의 노하우가 있나요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죠. 현장 작업자들이 나에게 전달 준 사

이 특별히 한 건 없고 반원들 고충 상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관리직 각 파트 담당자들과 공유하며 주말에 어떤 예방

또 반에 정년 퇴직을 앞두는 선배들이 몇 분 있는데, 이 선배들

보전이 필요한지 계획 잡아 실천하고 있죠. 이 때를 활용해 소그

이 솔선수범을 많이 해줍니다. 나서서 뭐 하자 하면 알아서 다들

룹원 뿐만 아니라 모든 반원들이 개선 아이디어를 활발히 내주

돕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반장으로서는 반원들 힘들어 할

고 있어요.

때 도울 수 있는 게 따뜻한 위로 한 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사주는 일 정도밖에 없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회
식이나마 자주 하고 있죠. 최근에 관리직 인원까지 차부 보전부
전체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했어요.

Q. 설비 생산품목 따라 보전 업무가 다른가요

이 자리를 계기로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보전 업무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차량부품이여도 변속 부품과 등속 부품

이 사무실에 붙은 ‘보전 10계명’이 보전반에 딱 맞는 문구들 같아

의 기능이 다르듯 시스템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 반의 경우 전기,

요. 그것 외에 보전반 후배들에게는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해야

기계, 원동으로만 나뉘고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인원을 투입하다

한다는 사명감이 있으면 분명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얘

보니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설비를 맡는 편이에요.

기를 하고 싶어요. 반원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술을 배워

그러다 보니 반원들도 평소에 매뉴얼 공부를 하고 자기계발도 해

야 한다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거 힘든데 외주화하자

야 하죠.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업무입니다.

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고생이 많지만 그때그때 힘든걸 조금씩 참

Q. 올해의 다른 목표?
이 소그룹 활동 금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반원
전체의 소그룹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운데 바쁘게 일
하다 보니까 반원들이 조금씩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엇
보다 반원들 건강 잘 지켰으면 하는 게 또 다른 목표입니다.

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Q. 요즘 많이 바쁘다던데, 여름에 특히 바쁜 이유가 있나요
이 여름이야말로 보전반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설비가 고장
나는 이유는 설비가 오래된 경우 혹은 설비 작업조건이 열을 많이

이 특히 지금이 가장 일이 많은 시기여서 고생이 무척 많은걸

Q. 그래도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고장이 발생하면 어떡하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반원들 보

나요

면 반장으로서 미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서로가 힘들 때일수

받을 때에요. 절삭유를 많이 쓰며 가공하는 설비는 열화가 되면서

이 저희 반에서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예방보전

고장이 특히 많이 생기죠. 열기 때문에 냉각기계 통에도 고장이 발

을 통해 고장률을 줄이려 하고 있죠. 특히 후보전보다 예방보전을

록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서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동료들을 좀 더

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한 설비에 냉각기계 4대 정도가 기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는 주말을 활용해

생각하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해주고 있지만 좀더

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설비가 한 라인에 4~6대씩 있으니 보수의

미리미리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가 교체와 수리를 해서 큰 고장을

단합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반이 됩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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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흔한 위아人의
“퇴근 후 일상”

떤 여가활동으로 퇴근 후 시간을 꾸리고 있을
까요? 누군가에게는 배움과 충전의 시간, 누

요?

엔진생산2부 한범수 기술사원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내가 바로 서산의
운동마니아

평택에서 즐기는
현지 양꼬치의 맛

서산공장으로 갑자기 오게 되면서 평일 저녁 시간의

8시에 출근하여 스마트하게 일하고, 5시에 행

취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 많이 하던 운동인

복하게 빨리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가는 요

마라톤과 탁구를 다시 추억 속에서 꺼내 시작하였죠.

즘, 항상 회사에서 먹던 저녁을 이제는 밖에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

도 2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30

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양

스윙재즈에 몸을 맡겨~
린디합!

살의 젊은 친구가 11월에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한다

꼬치집을 소개합니다. 평택공장에서 차로 5분

하길래 퇴근 후 집까지 뛰어서 이동하며 함께 운동을

거리에 위치한 포승읍 '위창양꼬치'입니다. 중

하고 있습니다. 귀가 후에는 식사를 마치고 탁구장을

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현지의 맛을 인

갑니다. 두 운동 모두 10여년 전의 실력만큼은 아니

정받은 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1년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스윙댄스의 한 종류인 ‘린디합’이

겠지만 무료한 퇴근 후 일상을 제압하기엔 충분한 매

간 살다 온 저 역시 놀랄 정도로 현지와 맛이

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공대생은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양꼬치 맛집입니다. 게다가 마음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한 취미인데, 지금까지 즐겁게 하고 있어요. 스윙댄스는

씨 좋은 사장님은 항상 갈 때 마다 서비스를

스윙재즈 음악에 추는 춤을 말하는데요, 신나는 스윙재즈 음악에 춤을 추다 보

주십니다. 이번에는 물만두를 서비스로 주셨

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또 해외 어디를 가도 스윙댄스를 출 수 있는 장소가

기계해석팀 정순철 연구원

네요. 맛있는 양꼬치와 더위를 잊는 시원한 칭

있어 해외 여행을 하며 외국인 친구도 사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고마운

딸과의 데이트 (a.k.a. 육아)

다오! 이 조합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하루의 스

취미에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하면서 평일에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
니다. 퇴근 후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죠. 연습 덕분인지
최근 ‘Rhythm Korea 2018’ 행사 중 4년차 댄서들끼리 겨루는 더블 루키 부
문에 참가해 1등을 했습니다. 취미생활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예상 못한 성
취도 생겨 무척 기쁩니다!

트레스를 날릴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작은 일
#5시 퇴근하면서부터 생긴 딸과의 데이

상이지만, 이런 일상이야 말로 소소하지만 확

트 시간 #놀이터_물놀이_연극_쇼핑_도서

실한 행복 아닐까요?

관 등. 이렇게 좋아하는 딸을 볼 때마다 이
제까지 그러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딸과의 더 많은 추억을 쌓길 바라
며.. 사랑해!

원가분석팀 이주희 사원

상남동 식사 한 끼
퇴근 후 부서 직원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
저녁식사를 즐기곤 합니다. 최근 상남동의
유명한 맛집 ‘키하야’에 방문했습니다. 인
상적일 만큼 두꺼운 연어, 부드럽고 바삭한
새우튀김, 강한 레몬 맛이 특이한 냉우동까
지!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단품 메뉴당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맛에 후회하지 않을
맛집이었습니다. 연어를 좋아하는 사우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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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Sharing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며 여유시간이 많아 평일에

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여유로운 시간
이 되는 각자의 퇴근 후 일상! 함께 들어볼까

WE'RE Looking

PT전장개발팀 최진우 연구원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더욱 다채로워진 요즘
직장인들의 여가생활! 현대위아 사우들은 어

WE'RE Talking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① 메일로 추천지, 이유,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② 사보 맨 뒷면 엽서 이용 ③ 카카오톡에서 ‘현대위아’ 검색 – 친구추가 – 메시지로 내용 송부
15

WE'RE Looking

WE'RE Talking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사내 에티켓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
엇이라 생각하나요?

기타

4%

WE'RE Looking

WE'RE Sharing

인사예절

상호존칭 사용,
공용공간 사용 매너,
흡연장소 준수 등

19%
시간준수

15%

대화태도

54%

전화매너

15%

복장예절

0%

Q

우리 회사
에티켓 점수는
몇 점?

다음 중 사내에서 가장 잘 안 지켜지는 에티켓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35%

1. 인사없이 삭막한 사무실! 사내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2. 감사표현 없이 업무 요청사항만 전달한다.

10%

3.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다.

8%

4. 회의실, 교육장 등 공용장소 사용 후 미흡한 뒷정리

18%

5. 식당 이용시간 준수, 주차질서 등 기본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
다. 각자의 생활습관, 생각이 다르다 보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 배려해야 할 부

직급이 낮으면 반말로 업무 대응,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사용,
회의시간 미준수 등

2%

6. 기타

분도 분명 많을 텐데요. 품격은 기본에서 온다고 하죠? 품격 있는 위아인을 만드는 직장
내 기본 에티켓에 관한 사우들의 생각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아봅시다.

Q

에티켓이 잘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25%

1. 나만 편하면 된다는 무한이기주의!

6%

2. 에티켓은 에티켓일뿐! 잘 안 지켜도 페널티가 없다.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177명
설문기간 : 2018년 7월 26일 ~ 2018년 8월 9일

25%
35%

3. 한순간에 고치기 어려운 오래된 습관
4. 비매너 행동인지도 모르는 에티켓 무지

6%
3%

5.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순간의 유혹에 잘 넘어가곤 한다.
6. 기타

Q

직장동료간 꼭 지켜줬으면 하는 에티켓은?
60%

1. 공손하고 정중한 언어 사용하기

12%

2. 사생활에 대해 필요 이상 간섭하지 않기

8%
5%
6%
6%

3. 출근, 회의, 미팅시간 준수하기
4. 습관적인 뒷담화 자제하기
5. 공용공간 사용 후 소등, 정돈은 철저히!
6.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하기

3%

7. 기타

Q

우리 회사 에티켓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만점)

Q

5점

1점

12%

4점

스스로 사내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
고 생각하나요?
10%

3%

28%

20%

2점

혹시 내가 비매너 유형...?
솔직히 자신없다.

20%

내가 바로 모범직원!
잘 지키고 있다.

Q

이런 에티켓 좋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동료의 굿 매너는?
30%
24%
30%

1. 먼저 웃는 얼굴로 건네는 기분 좋은 인사
2. 아무리 급한 업무라도 정중하게 요청하는 태도
3. 전화와 문의에 귀찮아하지 않는 대화 태도와 빠른 대응

11%

4. 엘리베이터, 주차장, 탕비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느끼는 서로간 배려
3점

나 정도면 보통!

45%

62%
16

2%
3%

5.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과 스타일
6. 기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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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안전교육 이수제도 설명회 시행

2018년 하계 인턴사원 수료식 시행

우리 회사는 8월부터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는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테
스트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우리 회사 사업
장 출입과 공사작업을 허가하는 제도다. 기존
안전교육은 외부 공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시
행해 교육 이행 여부와 교육효과 입증에 어
려움이 있었다. 우리 회사 안전환경팀은 외
부 공사 작업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이
수제도 설명회를 지난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이는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시, 경기도 의왕시의 각 사업장에서 총 200여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교
육 이수제는 8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7월 26일, 우리 회사는 창원1공장 미디어홀에서 ‘2018 하계 인턴십’ 수료식을 개
최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10명의 인턴사원들은 5주간의 경험이 담긴 수행과제를 발표하
고 수료증과 기념품을 받았다. 하계 인턴십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됐
다.
인턴 사원들은 입문교육을 거쳐 자신이 지원한 현업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경험했다.
이들은 단순히 현업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기존 업무를 개선하는 과제를 진행하며 회사
에 신선한 시선을 제시했다. 한 인턴 사원은 “관심이 있던 기업과 직무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Safety Training Completion System operated at all Worksites
HYUNDAI WIA conducted a 'safety education system' starting in August. Those
who are in charge of construction work must take safety education courses and
pass the test to enter the company and to work at their worksites. Usually, the
safety education program was implemented at offsite construction companies,
which made it difficult to prove whether the education was implemented or not.
Therefore,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the safety and
environment team decided to implement the safety training completion course in
Changwon, Gwangju, Seosan, and Uiwang. From July 4th to 19th, a total of 200
construction companies visited the company to be aware of the changes and
future plan. The program and will be formally operated in September.

2018 Summer Internship Completion Ceremony
On July 26, HYUNDAI WIA held the '2018 Summer Internship' completion
ceremony at the headquarters in Changwon. 10 interns who attended the
ceremony announced their five-week work experience and received a completion
certificates and a souvenir. The summer internship lasted from June 25 to July 27.
The interns were assigned to the team, which they applied for and not only
have learned various business skills but also sought ways to improve the work
efficiently with its new perspective. One of the intern said, “Although it was a bit
short, it was a valuable time for me to experience the business work and to work
with great people.”

2018년 신입사원 멘토링 Closing Ceremony

그룹 품질업무 교류회 시행

지난 7월 25일, 경남 창원 본사와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에서 ‘2018년 대졸 신입
사원 멘토링 Closing Ceremony’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졸 신입사원 63명과 멘토
들이 참석했다. 신입사원 멘토링은 선배사원과 1:1 연결을 통해 업무와 회사생활의 노
하우를 배우는 조직 적응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멘토링 기간 중 왕성한 활동을 펼친 7팀을 ‘우수 활동 커플’로 선정
했다. 선정 커플들은 활동 사례와 소감을 직접 공유하며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
던 비법을 소개했다. 우리 회사는 창원과 경인 지역 우수 활동 커플 중 가장 창의적이
고 알차게 시간을 보낸 ‘베스트커플’ 두 팀을 선정, 해외 배낭여행의 기회를 선물했다.

지난 7월 10일 충남 서산시 서산공장에서 ‘그룹 부품 계열사 품질업무 교류회’가 열
렸다. 우리 회사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등 총 5개 계열사 품질 담당 실장 및
팀장 총 30명이 모여 품질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교류회에서는 완성차와 부품 계
열사 간의 품질 정보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 이후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내실화 방
안과 그룹 품질경쟁력 전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각 회사
의 품질 비용을 절감한 사례와 하반기 품질 생산성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논
의도 이어졌다. 우리 그룹은 오는 3분기 현대모비스에서 ‘품질 개선현황 방문 교류회’를
열고 부품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18 Mentoring Closing Ceremony for New Recruits
On July 25, the company held '2018 Mentoring Closing Ceremony’ at its
headquarters with 63 new recruits and mentors at Changwon, and Uiwang
R&D Center. The purpose of the mentoring program is to make sure the new
recruits learn know-hows from their mentors and to adjust easily to the new
organization atmosphere.
At the event, seven teams gave a presentation and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feelings with the participants. After the presentation two teams were voted
as the most creative and active couples, and got a chance to go travel the
overseas for 3nights and 4days.

18

HYUNDAI MOTORS GROUP Quality Exchange Meeting
On July 10, Quality Exchange Meeting was held at Seosan Plant with a total of 30
heads of quality and team leaders from five affiliates, including Hyundai Mobis and
Hyundai Power Tech and so on.
To share quality inform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quality the members
gathered together. and discussed on how to improve quality and how to increase
the quality competitiveness of each group. There were also discussions on reducing
quality costs for each company and changing standards for assessing quality
productivity in the second half of 2018.
HYUNDAI WIA is planning to hold quality exchange meeting with Hyundai Mobis in
the third quarter of this year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ponents.

19

NEWS

HYUNDAI WIA Monthly magazine

August +08

팀워크 강화 Play Shop 시행

강소법인 신입사원 봉사활동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8일 경기도 수원KB인재니움, 14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18년 팀워크 강화 Playshop을 시행했다. 팀 미션을 재정립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목표달성 다트대회, 소통과 화합의 윷놀이, 협업 탁구대회 등 기존
워크샵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액티비티 위주의 과정으로 꾸려져 자유로운 소통을 독려
했다.
이번 Playshop에 참여한 사원은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팀원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
껴졌고 팀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 의미있었다”며 “함께 참여한 타 부서와도 한층 더 가
까워져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팀워크 강화 Play shop은 10
월 초까지 진행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 2018년 강소법인 신입사원 멘토, 멘티 40명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지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8시 조끼를 맞춰 입고 일사일촌 결
연을 맺고 있는 봉황진 금곡촌으로 향했다. 이후 2시간동안 구역을 나눠 환경미화 활동
을 행한 후 점심 식사로 한식을 나누며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소법인은 신입사원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소속감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보호 등 사
회기여의 보람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직원 중 한
명은 “평소 이런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회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여유 시간에 내 손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 좋았다”고 말했다.

Developing and Enhancing Teamwork
HYUNDAI WIA conducted ‘Play Shop’, a newly developed program to develop and
enhance the members’ teamwork in Suwon on August 8 and Eumjae in Changwon
on August 14. It was aimed to redefine the team mission and to strengthen team
work. Unlike the original workshop program, various activities were conducted.
Free communication, dart competition, table tennis, and yut play were organized.
One of the participants said, “Through the Play Shop, I felt more closed to my
team members.” Continue saying, “It was a meaningful time since we were able to
discuss and to our own team goal during the program.” Meanwhile, Play Shop will be
implanted until October.

江苏法人开展上半年度新入社员师徒制公益活动
7月7日，江苏法人组织新入社员师徒进行了一次师徒制公益活动。本次活动共有
新入社员师徒40人参加。早上8点，穿上“威爱心”马甲的大家显得格外精神。
大家前往了一社一村结对社区金谷小区，师徒们到达活动地点后，根据小区地
形划分了包干区，大家分组行动，迅速投入到分拣垃圾的工作中。经过2个多小时
的辛苦劳动，看着手上满满的垃圾袋，都感到满满的成就感。结束后，师徒一起在
附近的韩餐厅享用了午餐，丰盛的韩国料理，不仅缓解了半天的疲劳，而且让新员
工体验了韩国的饮食文化。
本次活动是2018年上半季新入社员实行的第一次师徒活动，为期半天，不但使
新入社员找到了归属感，服务了结对社区。参加本次活动的新入社员小周说道：
“作为新员工通过这次活动真真实实的感受到了公司在公益志愿活动中的投入，真
的非常棒！”。

강소법인 상반기 결산 조회 개최

산동법인 전 직원 대상 하계용품 지급

지난 7월 3일, 강소법인은 본관 대강당에서 상반기 결산 조회를 열었다. 임직원 3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소법인장 서민석 이사가 상반기 수익성 개선 우수 부서 및 사원,
안전의식 우수사원 포상을 진행했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성 개
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뤄졌다. 정보 보안을 더욱 준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번 조회에서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제품 품질을 제고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
하고 안전 생산에도 더욱 주의하자는 방향성도 공유했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을 더욱
격려하고 단결해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16일, 산동법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계용품을 지급했다. 하계용품은 아
이스크림, 바디워시, 샴푸, 핸드워시 등으로 무더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작업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됐다. 산동법인은 이와 함께 여름철 건
강 관련 강좌를 개최해 직원들이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좌에 참여한 한 직원은 "회사의 배려 덕분에 지치기 쉬운 요즘 날씨를 쉽게 이겨내
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효율을
위해 다양한 복지행사를 마련하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7月早会活动
江苏法人7月3日在大讲堂召开了2018年7月早会，约300名员工参加了此次早

山东法人发放夏日清凉用品

会。在早会上，总经理表彰了上半年收益性改善优秀部署及个人，安全意识优秀

随着伏天的来临，气温不断攀升，为保障员工身体健康，提高工作积极性，7月

员工，并在讲话中向全体员工嘱咐希望大家能在下半年度继续完善强化产品竞争

16日，山东法人组织开展了为员工夏日送清凉的活动。为了做好一线员工的防暑

力，收益性改善及信息情报等方面工作。

降温工作，下午两点，公司向全体员工不仅每天发放雪糕，还发放了花露水、沐浴

在去年艰难的经营环境中，我们公司不仅保证了安全生产而且在产品品质提高等
方面积极进取，通过提升员工素养及凝聚力维持了坚固的劳动关系确保实现公司
跳跃的发展，希望积累今年的努力实现公司2020年的远大愿景。

露、洗发水、洗手液、收纳箱等生活用品。此外，山东法人还陆续开展夏季防暑健
康知识讲座。
一名员工感慨道“虽然天气炎热，但时刻能感受到公司领导的关怀，定将以更饱
满的热情投入到工作中去，争取优质、高效地完成工作任务。”实行发放夏日送清
凉活动的目的是使员工在炎热的天气中得到必要的休整，关注员工的身体健康，提
高工作效率。此后，山东现代威亚将持续开展关怀员工的身体健康的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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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100일 안전 무사고 결의대회 개최

멕시코법인 원가절감 우수사례 발표회

지난 7월 19일, 산동법인은 '2018 산동법인 100일 안전 무사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산동법인 부서장을 비롯해 생산부 직원대표 등 총 70여명 임직원이 참
석했다. 대회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고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엔진생산실 임승빈 실장은 "안전관리는 모든 임직원의 책임이며 일상 업무 중에 스
스로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관리자들은 자신의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히 이행해야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산동법인은 올해 100일 무사고 기
록 달성을 위해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7월 4일 멕시코법인은 관리직 현채인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사례 발표회를 진
행했다. 한 달간 원가절감 활동사례를 접수하여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회를 가
졌다.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례에는 포상이 주어졌다.
멕시코법인은 이번 행사로 원가절감 활동을 일회성이 아니라, 평소 직원으로서 당연
히 따라야 할 지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직원들의 원가절감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山东法人开展百日安全无事故启动仪式
7月19日，山东法人组织驻在员和生产班长共70余人聚集在一起召开了“100
日安全无事故”启动仪式。大家再次强化了对安全事故的警戒心及零安全事故的
决心。此次安全活动由专项安全检查、岗位风险辨识和隐患排查、安全守则自查
互查三部分组成。通过这三种检查结合，将公司内各类人员、设备、设施潜在的
风险、隐患彻底消除。任承彬室长在会上致辞说道：“安全隐患是事故发生的温

HYUNDAI WIA MEXICO Holds a Presentation on Best
Practices for Cost Saving
On July 4, HYUNDAI WIA MEXICO members gave a presentation on the subject
of cost reduction. The members introduced various practices and activities and
one of the members was rewarded for sharing his best ideas with the group.
The company emphasized that cost-cutting is an essential activity which all the
members should follow. HYUNDAI WIA INDIA plans to encourage and increase
employee’s participation to reduce costs through various activities.

床，杜绝事故的发生必然要消除安全隐患。我们所有的管理者在日常工作管理
中，心存‘问题意识’去观察事物，投过现象找出设备、设施、人员、管理中潜
在的问题，并积极进行改善，才能真正打造安全无事故工厂。”
山东法人为了达成100日安全无事故积极开展了多样化的活动。

인도법인-본사 합동 로드쇼 개최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법인은 신규수주 확대를 위한 본사-법인 합동 로드
쇼를 개최했다. FORD, MAHINDRA, ASHOK 등 로컬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
로 한 제품 설명회가 열렸으며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로드쇼는 최근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모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인도 내수시장 성장 배경에 힘입어 열렸다.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적극 수주활동에도 가시적 성과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도법인은 향후 타타그룹 및 마루티 스즈키 사를 대상으로 한 2차 로드쇼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HYUNDAI WIA INDIA held a Roadshow
From July 2nd to 6th, HYUDNAI WIA INDIA held a road show to expand its
contract with local and global auto manufacturers. Product demonstration was
held with global groups such as FORD, MAHINDRA, and ASHOK and actively
carried out to secure a contract.
The road show was held recently thanks to the strong economic growth rate
of 7 percent per year and the domestic market growth of the Modi government.
As the middle class, which has a high purchasing power, continues to expand,
visible results will follow in aggressive order-taking activities
HYUNDAI WIA INDIA will hold its second road show with Tata Group and Maruti
Suzuki in upcoming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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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로부터 내 PC, 스마트폰 보호하기!
1. 랜섬웨어(Ransomware)?
●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
●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이를 인질로 현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 주로 e-mail, 메신저를 통한 파일 송수신으로 유포

2. 내 PC, 스마트폰 보호하기!
● 랜섬웨어 유포자가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하여도 시
스템과 데이터 완전 복구 불가능하므로,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
● 백신 프로그램 (V3, 알약 등) 설치 후 최신 버전 업
데이트 유지할 것
● 알 수 없는 e-mail이나 메신저 메시지 및 파일 수신
시 열람하지 않고 완전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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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WE'RE Talking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WE'RE Looking

WE'RE Sharing

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스포티지’ 25년의 역사,

진화를 거듭하며
완전체로 거듭나다

바야흐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성시대'다. 국내, 수입 브랜드를 막론하고 대형, 중형, 소형 등 크기와도
상관없이 자동차 시장은 SUV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수많은 SUV가 시장에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 자동차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포티지(SPORTAGE)'. 스포티지라는 브랜드명은 스포츠(SPORTs) + 대중(mAss) + 명품
(prestiGE)의 합성어로,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매스티지 계층을 위
한 차'를 의미한다. 스포티지는 지난 1993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25년만인 올해 2월 글로벌 시장 누적판매 500만
대를 넘어선 기아차의 베스트셀링 SUV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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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의 시작 - 1세대 스포티지(NB-7)

2
2세대 스포티지(KM)

3

4

3세대 스포티지(SL)

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스포티지 더 볼드

스포티지가 SUV 시장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93년 7

2세대 모델인 KM은 기아자동차가 현대차그룹에 편

2010년 3월 '스포티지 R'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3세

스포티지 더 볼드는 스포티하고 강인한 모습의 외장

월. 1세대 스포티지는 기아차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입된 이후 '뉴 스포티지'라는 이름으로 2004년 8월, 세

대 스포티지는 2세대 이후 6년 만에 출시한 후속 모델

디자인과 고급스런 실내공간, 높은 효율성과 연비를 갖

개발한 첫 4WD 차량이다. 당시만해도 생소하던 스포

상에 나왔다. 고급스러운 SUV를 원하는 젊은 감각의

로 프로젝트명 ‘SL’로 개발에 착수, 3년 7개월의 연구개

춘 파워트레인, 한층 강화된 주행안전성, 더욱 편리해

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고객과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동시

발기간 동안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진 커넥티비티 서비스와 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다.

이전의 SUV들이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이었다면 곡선
을 많이 활용한 도시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많은

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KM은 온로드 개념이 가미
된 모노코크 바디의 컴팩트 SUV다.

새로운 혁신(Revolution)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파워트레인은 R2.0 디젤, 스마트스트림 D 1.6, 누우

서브네임 R을 붙여 차명을 완성했다. 일명 '피터 슈라

2.0 가솔린 등 3가지이다. 스포티지 더 볼드 R2.0디젤

사랑을 받았다. 이같은 디자인은 향후 도요타의 '라브4'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현대적 감각의 스타일

이어 디자인'이 입혀진 스포티지R은 기아차 패밀리룩인

에는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동급 최초로 장착했다. 최

와 '혼다 CR-V' 디자인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

을 갖춘 것은 물론, 감성적인 뉴 컬러를 가미한 스포

호랑이 코와 입을 형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최초로

고출력 186ps, 최대토크 41.0kg.m을 발휘하고, 복합

다. 1세대 스포티지는 2003년 5월 단종되기까지 국내

티하고 세련된 디자인, 넓고 다양한 공간활용성, 국내

적용했다.

연비는 L당 14.4㎞로 이전 모델에 비해 0.5㎞ 높아졌

외 시장에서 55만대가 판매되며 스포티지 역사의 시작

SUV 중 최고연비 실현 등이 특징이었다. 2세대 스포티

을 알렸다.

지는 2016년까지 122만3776만대(국내 20만9746대, 수

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스트림 1.6'은 기아차가
고연비, 실용 성능, 친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

4세대 스포티지(QL)

출 52만7783대, 해외공장분 판매 48만6247대)가 팔리
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로 새로 개발한 차세대 파워트레인이다. 알루미늄 소재
2015년 9월, 기아차는 4세대 스포티지 모델인 '더
SUV, 스포티지'를 다시 선보였다. 프로젝트명 ‘QL’ 개
발에 착수, 4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900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주행품질 확보를 위해 개발기간 동안 주행
테스트만 100만㎞ 이상 기록한 것은 물론 기아차의 품
질 컨트롤 타워인 글로벌 품질센터에서 300대 이상의
선행 양산 차량을 제작, 고객 관점에서의 무결점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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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통한 경량화 및 제원 최적화로 복합연비는 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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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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월드컵은
끝나지 않는다!
현대위아 축구 동호회 ‘거성’
6월 중순부터 시작해 7월 중순까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한 달. 누구보다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다. 일명 축덕, 축구를 보고 하고 즐기는 덕후들
이라면 누구보다 더 즐거운 시간 아니었을까.
사람과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 이렇다 보니 우리 회사에도
사업장마다 축구팀이 있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역사와 명성이 자자한 동호회가 있으니, 바로 이름부터 ‘큰 별이 되라’는 포부가 담긴 ‘거성’. 회원
수 79명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거성의 주역들을 만나봤다.

Q. 나에게 축구란?

새로운 도전!

일요일만 되면
기다려지는 것,
설렘!

생활의 활력소!

Q. ‘거성’ 동호회를 소개해주세요

았고, 바로 시작했죠. 좋은 사람이 많아 가입했는데 축구 외에

한현철 1990년도에 창립해 29년째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로,

도 수련회, 회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송년회 등 즐길 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와 활성화된 모임이 특징인 축구 동호회입니

많고 가족적이어서 좋았습니다. 회사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돼

다.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김낙현 선후배 간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29년 활
동하며 불미스러운 일 한 번 없었어요. 선배들은 후배들을 격

Q. 정기모임 외 친목행사가 많은가요

려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하며 현재는 79명 인원이 참

김 대구, 삼천포 등 다른 지역에서 초청받아 연간 2~3회 정

여하고 있습니다.

도 원정경기를 갑니다. 전적은 객관적으로 90%이상 거성이
승리하는 편이죠! 그 외 여름 수련회와 일년에 두 번 가족동반

Q. 동호회 활성화의 비결이 있나요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 회원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크죠! 축구 열정이 대단한

한 매번 모든 회원들은 운동장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거성 축구 동호회 일원이라는 것 자

래서 운동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리로 상, 하반기

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회장인 것을 떠나, 회원으로서 좋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보지는 못 하

은 사람들과 있으니 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성의

더라도, 식사자리에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일원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 이제 올해 남은 계획으로는 10월 가족동반 삼천포 원정
경기와 12월 가족동반 송년회가 남아있어요!

Q. 동호회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 회원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크죠! 축구 열정이 대단한

Q. 스타감독도 있을 만큼, 감독의 재량이 큰 축구! 감독

사람들이 많습니다.

님의 역할을 알려주세요
양용모 미드필더를 뛰다가 8년 정도 거성 감독을 맡고 있어

총무

회장

한현철

김낙현

(미드필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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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양용모

Q. 동호회 활성화의 비결이 있나요

요. 감독의 역할이야 전체 경기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에게 부

한 거성 선배들과는 입사 전 직업훈련원에서 회사를 드나들

족한 점을 코칭해주고 새로운 경기마다 전략을 짜고 설명하는

때부터 연이 있었습니다. 입사 후 선배들에게 가입 권유를 받

역할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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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호회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김 매년 하는 가족 송년행사가 동호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아요. 회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까지 100여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장유
외식1번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노래, 행운권 추첨, 자녀들 선
물 증정 등 여러 이벤트를 벌였어요.
한 총무를 맡다 보니 행사나 연습 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때마다 뿌듯하죠.
양 10년 전 한창 대구의 축구 팀들과 경기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당시 가을 즈음에 우리가 초청해서 경기한 적이 있
는데, 대구 사람들은 회를 잘 못 먹으니 창원에만 오면 같이
전어 먹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Q. 축구 잘하는 팁이 있나요
한 거성에 가입하면 됩니다! 운동장에 자주 나오면 축구를 잘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사비 들여서 1:1 레슨도 받고, 개인기
연습도 하지만, 거성 축구회에 나오면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김 감독님이 팀 전체 인원의 역량을 알고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또 상대 팀 따라 전체 경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과 분석도 담당해요. 회원들의 추천으로 축구 실력도 좋으면서 이런 전략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지

선수 출신들도 있습니다. 이 회원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같이 게임을 뛰면서 감독님에게도 코치를 받
을 수 있으니 실력이 늘 수 있죠!

금 감독님이 활동하고 있죠.

Q. 지난 여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우승팀으로 응원한 나라가 있다면
한 저는 우승팀을 맞췄죠! 프랑스를 우승팀으로 점 찍어두었고 응원했는데 실제로 우승했어요.
김 우리 나라는 예선 경기를 치를 때부터 16강은 올라가기 힘들겠다고 느꼈었죠. 우승팀으로는 포르투갈을 응
원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떨어져 아쉬웠어요.
양 저는 벨기에를 응원했죠. 특히 잉글랜드와의 경기는 정말 멋졌어요.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동호회 회원들이 운동장 잘 사
용할 수 있도록 날도 더운데 항상 잔디도 깎고 관리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하는 시설동력팀 사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축구팀뿐 아니라 다른 동호회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
는데 전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한 가족과 같이 축구하고 싶은 분들 모두들 거성 축구회로 오

Q. 축구 마니아인 만큼,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한 이번 월드컵에서도 활약한 선수인데, 벨기에의 케빈 데 브라위너 선수를 좋아합니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세요!
양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

어시스트를 아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김 포르투갈을 응원한 것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화려한 플레이가 멋져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양 크로아티아의 10번이었던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눈에 가장 띄더라고요. 이 선수 역시 공격으로 이어지는 골
배급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거성에 함께 하려면
Q. 축구는 보는 것도 무척 재미있죠. 경기 보면서 플레이에 도움을 얻기도 하나요
양 집에 있으면 스포츠 경기를 자주 보는데, 국내 리그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며 해외 팀들의
플레이에 감탄할 때가 많죠. 국내 리그와 실력 차이가 큰 걸 느끼면서 우리 역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게임을
보면서 눈여겨본 플레이들을 거성 연습 때 회원들과 나누고, 설명도 좀 하면서 수준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여문의 : 총무 한현철 010-3550-8781
정기모임 : 격주 1회 일요일 오전
모임장소 : 창원 1공장 내 운동장
준 비 물 : 축구화, 축구에 대한 열정 (유니폼 증정)
회
비 : 2만원/월

한 감독님은 유럽 리그를 보면 안됩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 선수들이 못 따라 갑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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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이야기

글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 이번 호부터 일상 법률 상식 코너를 통해 사우 분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소개해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일상 속 법률이야기 1

‘시효’

보호받지 못한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남으

상거래로 발생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기에, 위 기간이 도과되면

로써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

더 이상의 청구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업무를 진행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

다.

을 듯 합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권리관계가 실

더 나아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와 관련된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물

질과 다르더라도 위 사실 상태 그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시

품 등에 대한 사용료는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고, 교육비, 음식료, 숙박료 등은

효는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해 그 물건의 권리를 부여받는 ‘취득시효’, 일

소멸 시효가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권리를 상실하는 ‘소멸시효’ 그리고 형법상
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기재한 사례에서, 핸드폰 요금을 내라고 독촉 받은 M씨는 어떻게 해
야 할까요? XX텔레콤이라는 대기업 앞에 무력하게 핸드폰 요금을 내어야만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있거나,
이미 상실된 권리인데도 그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가 많아, 법률이야기의 첫 꼭지로
이 소멸시효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
지만, 예를 들어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지났다면, A가 B에
게 1000만원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도의적인 정답은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답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 핸드폰 요금은 무선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
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
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거래의 안전과 사
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에 있기 때문이고, 권리 행사 태만에 관하여는 제재를
통하여 그 남용을 막는 것이 법의 존재이유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을 한다면, A는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만약 내가 타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그 반대로 타인에게 줄 채무가 있다

10년으로서 돈을 빌려준 B가 10년 동안 1000만원의 독촉을 전혀 안해왔다면 돈을 돌

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록 자신이 법원의 판

려 받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A가 ‘시효가 도과하였다’라고 주장한

결에 의해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다면 B는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과하면 이 또한 소멸시효가 도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사례를 들어 볼까요? 실제 사례입니다. M씨는 XX텔레콤으로부터 ‘약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하

5년 전 미납된 요금 50만원과 그 이자 100만원이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받았습니다. M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상 위 채권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

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

게 되고, 신용정보회사는 터무니없는 이자까지 더하여 소비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멸시효는 중단되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법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세

보내면서 위 채권을 추심하곤 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 후에 이야기

요! W

하겠습니다.
상거래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으로 짧아집니다.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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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이런 어른, 어디 없나요

언젠가부터 이리저리 장식처럼 쓰이는 ‘품격’이라는 말은 그런 ‘유행용’ ‘상업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상한 태도
를 말하는 언어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언어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저 말은
분명 상당히 가벼워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품격’은 진지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한 고상함을 말하기보
다는 고상한 척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류층이라도 되는 양 잘난 체하는 태도랄까. 그러니 이렇게 일부러 꾸미고
스스로 으쓱해 해서는 “품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품격은 안에서부터 갖추는 성품이다. 그래서 언행으로 절로 배어나오는 것이지 멋진 옷을 입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다. 영화 <인턴>(2015)에서 70세 인턴 직원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가 젊은 사장의 비서 노릇
을 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멘토로 보이는 건 흰머리나 주름이 아니라 언행의 품위 때문이다.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가
르치려들 법한 나이의 벤에게서 그런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 꼰대에 관한 기사를 쓰며 그 유형을 9가지로 나
눴는데,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그들은 독선적이고 과시하고 강요하고 참견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충고하고 희생시키면
서도 죄의식은 희박하다.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 중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고, 하나만 하는 꼰대
도 없다.

조용히 조력자 역할을 한다.

‘70년 인생, 10초 소개’가
가능한 남자

우리는 연장자가 될수록 자신을 과시하려 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늘어놓으며 고비 고비
가 얼마나 극적이었고 자신이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

34

벤은 한 회사(전화번호부 제작업체)에서 40년간 일하

한 것인지를 강조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뻐기

며 부사장까지 지내고 은퇴한 경력자지만 이를 앞세우

는 듯한 말들이 기대하는 반응은 “와 대단하세요” “정말

지 않는다. 자신감과 활력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누구를

고생 많으셨겠어요” 같은 인정일 것이다. 하지만 벤은

대하건 겸손하고 조심스러우며 다정하고 유쾌하다. 세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는다.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는 먼

상에 이런 연장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영화는 “우

저 하는 법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대화를 유도

리에게 필요한 어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하

하지도 않는다. 그는 과거를 앞세워 남이 자신을 알아봐

다. 현실에서 어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태도(대체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언행)는 영화

벤이 줄스 회사의 ‘고령 인턴’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자

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소개는 현재에 집중돼 있고 담백하다. 업무 적합성에

벤이라는 멋진 노인이 서른 살 CEO 줄스 오스틴(앤 해

관해서는 “아직 배울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

서웨이)과 동료 직원들 곁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며

어요. 충성심이 있고 믿음직하고 위기관리능력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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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품위 있는 어른인가
하루는 줄스가 벤과 이야기한 뒤 “어른과 어른다운 대화를 해서 좋았다”고 말한다. 벤은 어른임을 드러
내려 하거나 어른처럼 보이도록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에게 공감하고 격
려하는 사람이다. 줄스가 벤과 나눈 ‘어른다운 대화’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 대화가 아니었다. 만약 벤이
자신의 연륜을 강조하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면 줄스가 만족이나 위안
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연륜은 남을 위한 지혜가 될 수 있고, 연장자는 멘토이자 지원군이 될 수 있
지만 그러기를 자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오래된 가치나 옛 습관이라고 다 구식이 아니며 그것을 어
영화 <인턴>에서 벤은 연륜을 과시해 강요하지도, 섣불리 조언하지도 않지만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는 인물이다.

떤 방식으로 지켜가고 있느냐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기도 하고, 품위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벤은 보여준다.
품위는 성직자나 공무원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연장자가 되어가는 모두에게 품위는 요구된다.
품위 있는 연장자를 꼰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스스로를 향한 잦은 질문과 반성이 품격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어른인가’가 아니라 ‘나는 품위 있는 어른인가’를 묻고, ‘나는 선배인

나요”라는 말이 전부다. 악상이 떠오르는 한 은퇴가

보다도 젊은 동료 직원들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가 아니라 ‘나는 품위 있는 선배인가’를 자문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덜 불편한 연장자가 될 수 있지

없는 뮤지션처럼 자기 안에도 아직 ‘음악’이 있다는

섣불리 충고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

않을까. W

비유는 울림이 있다. 마음에 드는 동년배 여성에게

울이고, 자신감을 북돋우고, 돕더라도 티가 나지 않

자신을 소개할 때도 치장하지 않는다. 우리 나이에는

게 한다. 가르치려드는 사람, 참견하고 지적하는 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으냐

람이 직접적 이해관계 없이는 말 이외의 방식으로 누

는 여성에게 자신은 10초면 충분하다며 이렇게 말한

군가를 돕는 사례를 보기는 어렵다. 벤은 시내에 집

다. “홀아비, 아들 하나, 손주 둘. 이제는 쓸모없어진

을 구하지 못해 꼭두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해

전화번호부를 평생 만들었고 지금은 인턴으로 일하

야 할 처지의 동료에게 기꺼이 방을 내어주지만 생색

고 있어요.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을 내려는 기색도 없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배우려 하
지 않는 사람에게서 품격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이
자기에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듯 하는 사람을 존경

품격을 완성하는 건
연륜이 아니다

할 수는 없다. 벤은 자기 세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
려워하는 온라인 의류업체에 인턴으로 입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소개를 동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어두운 사무실

벤은 노련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그를 멋진 어른으

에 남아 야근을 하는 동안 노트북 컴퓨터로 페이스북

로 만드는 것은 겸손함이다. 연장자가 될수록 생기는

계정도 만들어 보려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난 그런

단점 중 하나가 타인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 든다는

거 모른다”며 내치거나 귀찮아하지 않는다. 벤의 이

것이다. 여기에 구하지도 않은 충고를 남발하고 함부

런 태도로 단순히 ‘근면한 근로자의 자세’ 따위를 말

로 말하기까지 하니 달가운 사람일 리 없다. 벤은 복

해서는 곤란하다. 까다로운 상사에게 맞추면서도 군

장이 자유로운 회사에서도 양복을 차려 입고 70년대

소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솔선수

식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는 식으로 오랜 습관을 지켜

범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직원은 이런 사람”이라는

가는 고집이 있지만 자신의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벤이라는 등장인물은

하지 않는다. 지적하거나 가르치지도 않는다. 아들

과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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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
기적

노인복지센터 ‘틀니세척기’ 기증

지난 7월 27일, 우리 회사 1%기적에 동참하고 있는 공작기계생산부 황수용 기술선임과 하정훈 과장이 창원 동
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틀니 세척기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착용하는 틀니, 하지만 사용
자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틀니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약으로만 세척을 하거나 물로만 살짝 헹구다 보니
세균에 감염되어 틀니•구강 위생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잘못된 틀니 관리법으로 인해 입안이 따갑
고 화끈거리는 통증이나 잇몸 출혈, 구취 같은 증상을 호소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1%기적에서는 어르신들의 올바른 틀니•구강 관리를 통한 2차 질병 예방을 위해 창원 내 노인복지센
터 3개소에 틀니 세척기를 기증했습니다. 구순임 창원 동진노인복지센터장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세척기를 사용
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여름철 세균 감염 우려에 걱정이 많았는데 현대위아 직원들이 챙겨준 틀니 세척
기 덕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접 선물을 전달한 공작기계생산부 황수용 기술선임은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다. 천연 살균수인 오존수를
활용해 세균을 99.9% 살균해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된다. 구강위생관리로 어르신들이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
다” 고 말했습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전문 생산업체인 ㈜와이제이테크는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동을 받아 틀니 세척기를 설
치하면서 세척기 받침 서랍 및 틀니 보관 케이스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1%기적! 동참해주시는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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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평택의 역사 문화 자연
둘러보기
품격 있는 역사와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하다

평택은 경기도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로 충
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평택은 平澤이라
는 한자 그대로 확 트인 평지가 보편화된 데
다, 연못이 많아 평택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드넓은 호수와 평야지대를 품은 평택은 미공
군기지와 국제무역항까지 들어서 있어 국제
도시, 신성장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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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이끌었던 그의 업적

개발이 제한되자 젊은 주민들이 하나 둘 마을

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국악계에 있어 매우 가치가 높고

을 떠났기 때문이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택호는 평택호 방조제를 쌓으면서 조성된 24㎢에 달

희귀한 다량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해금 체험 프로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학교는 이내

하는 인공호수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구성해 평

램과 다양한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한국소리터는 전

마을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택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호수 이름을 놓

통문화의 허브이자 평택 문화예술의 거점이다. 주말공연,

2006년 잡초만 무성하던 흉물스러운 폐교는

고 아산호다, 평택호다 지차제 별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리터 전통공연이 상설로 개최되어 평택호와 함께 아름

전통과 놀이가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끝없이 이어지는 목조수

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주축이 돼 생활도

평택호관광단지

변데크를 걸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와 맑은 하늘을 마

예,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음껏 볼 수 있고, 우리 가락이 들리는 국내 최초의 소리의

웃다리문화촌을 조성한 것이다.

자도 있다. 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한국소리터, 평택호 예

웃다리문화촌

트, 땅콩보트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수도 있고, 요

이름도 생소한 웃다리문화촌.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잔디 운동장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돗자

운영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다. 2000년 폐교됐던

리를 깔고 잠깐 휴식을 취하기에도 안성맞춤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평택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을

이다. 잔디 운동장 한켠에는 동물원이 아담하

위한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단장해 운영하고 있다.

게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 돼지에서 꽃사슴,

즘 인스타에서 사진 잘나오기로 유명한 평택호 예술공원

웃다리는 농악의 한 종류이다. 농악은 지역에 따라 부

토끼, 흑염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들

에서는 넓은 잔디와 바다를 배경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을

이 작은 울타리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아

조형물들 사이에서 인생 최고의 멋진 사진을 건질지도 모

웃다리 농악이라 부른다. 그 중에서도 평택농악은 지난

이들이 주변에서 뜯어온 풀을 토끼와 흑염소

른다.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웃다리 농악을

에게 먹이기도 한다.

평택호 예술관은 피라미드형 건물로 1층은 대형전시실,
2층은 다목적홀, 3층은 명상공간이다. 연중 다양한 문학,

01/02 평택호관광단지는 평택호 방조제를 쌓으면서 조성된 인공호수.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구성해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
꼽힌다. 끝없이 이어지는 목조수변데크를 걸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와 맑은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도 감
상할 수 있다.
03/04/05 웃다리문화촌은 2000년 폐교됐던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평택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학습장으로 단장해
운영하고 있다. 60~70년대 초등학교 모습을 보존하면서 당시 각종
생활소품들을 전시하고, 생활도예 및 공예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운동장이 가장 먼저 반긴다. 깨끗하게 정리된

시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고 있어
추억의 오리배는 물론 수상스키, 보트투어, 플라이보

WE'RE Sharing

웃다리문화촌에 들어서면 아담하고 산뜻한

술관, 모래톱공원에서는 서예,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전
허기진 예술감성도 충전할 수 있다.

WE'RE Looking

대표한다. 이곳 문화촌 이름을 웃다리라 지은 것도 이런
자부심 때문이다.

03

04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삐걱거리는 나무복도,
뻑뻑하게 열리는 미닫이 교실문, 엉성한 책걸

사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지영희국악관은 평택

1945년에 개교한 금각초등학교는 서탄초등학교 금각분

상 등. 완전 60~70년대 옛날 국민학교 시절

이 낳은 근대 국악의 아버지 지영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

교를 거쳐 지난 2000년에 폐교되었다. 미군 부대 때문에

의 모습이다. 다듬잇돌, 홍두깨, 풍금, 타자
기, 재봉틀, 흑백텔레비젼 등 아이들에게는 신
기하기만 한 오래된 골동품이 가득하다.
웃다리문화촌에서는 생활도예와 공예 등 다
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생활도예체험이 대표적이다. 생활도예체험은
물레체험, 손작업, 데코 체험, 핸드페인팅 등
으로 나뉜다. 물레체험과 손작업은 손수 도자
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이고, 데코 체험과 핸드
페인팅은 초벌 제작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
고 색을 입혀 도자기를 완성하는 체험이다. 그
릇이 만들어지면 무늬와 이름을 새겨 완성하
게 된다. 이렇게 만든 그릇은 가마에서 구워
한 달 뒤 집으로 보내준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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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삼봉 정도전기념관

07
08

고려말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꾼 학자이자 정

최근 평택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소풍정원이다. 소풍정원은 자연과

치가인 정도전. 삼봉기념관은 조선 개국공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습지공원이다. 이름 그

중 제일 가는 인물이라 알려진 삼봉 정도전의

대로 바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바람을 쐬는 것

사당과 그의 정치 철학, 삶의 신념 등이 적힌

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곳이다. 드넓은 논 사이로 조금은 비

삼봉집목판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조선 건국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6/07/08 진위향교는 조선 초기에 설립된 향교다.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대성전을 제외한 건물들은 수차례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봄
가을로 지역 유림들에 의해 석전의 제례가 봉행되고 있다.

소풍정원

좁은 농로를 지나면 한눈에 보아도 시원하게 펼쳐진 나무 데크와 연못

09

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0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소풍정원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해질 무렵 진위천변에서 볼 수 있는

삶을 다룬 삼봉집은 조선시대 내내 국가 통치

아름다운 노을이다. 1984년 MBC창작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

에 귀감이 될 만한 자료로 여겨졌다. 아울러 민

노을'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소풍정원이다.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

본재의 현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식인 중

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

한 명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것으로 알려져

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 작사가 이동진 선생은 이곳 진위천의 노을

있다.

을 보면서 가사의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정도전의 출생지는 단양, 본가는 경북 영주,
평택에 삼봉기념관이 왜 있는지... 정도전의 아

진위향교

소풍정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나무데크로 된 소풍산책길
11

을 따라 가다보면 연꽃습지와 모래놀이터가 나온다. 총면적 12만1232

들이 진위면 은산리에 살면서 정씨일가 집성촌

㎡(3만6000여 평) 규모의 넓은 공원은 곳곳에 그늘과 벤치가 있어 일상

이 생겨서 이 곳에 삼봉 정도전 기념관이 생겼

에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했다. 연못 주변을 둘러싼 나무데크

다고 한다. 정도전 사당은 평택시향토유적 제2

를 걸으면 통통 경쾌한 소리가 나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

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당은 1912년 봉화 정

바람개비, 커다란 배 모형의 화장실도 재미있다. 세월을 낚고 있는 강

된 교육기관이다. 성균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중앙의 최고 교육기

씨 문중에서 건립해 1930년 당시의 종가 터에

태공 노인의 조각과 정자, 돌에 소원을 적어 쌓아 놓은 돌무더기도 인

관이라면 향교는 중등 교육기관,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옮겨 세웠다. 사당 5칸, 외삼문 3칸, 홍살문 3칸

상적이다. 작은 볼거리 하나하나가 모여 공원 전체가 빛이 난다.

있다.

으로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형태다.

소풍정원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산책길 뿐만 아니라 아이들

평택시 진위로 49번지에 위치한 진위향교는 조선 초기에 설립되

가지런히 잘 닦인 돌계단을 다 오르면 삼봉

을 위한 식품, 갈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식물원과 조류 관

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 소실되어 대성전을 제외한

정도전의 사당 입구로 닿게 된다. 유종공종(濡

찰대 등 생태학습 공간도 있다. 소풍정원은 작은 전시장처럼 아기자기

건물들은 수차례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은 현재 경

宗功宗)’이라 쓰인 현판은 태조가 하사한 것으

하다. 소풍정원을 끼고 진위천변 바람새길로 접어들면 야생화와 들풀

기도 문화재자료 제 40호로 지정되어 있다.

로 ‘유학적 지식은 물론이요, 공적 또한 으뜸이

이 자라는 둘레길이 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길을 따라 걷다

다’라는 뜻이다.

보면 캠핑장이 보인다. 소풍정원에 자리한 캠핑장은 도시와 가깝고 화

진위향교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00년의 느티나무와 수령
250년의 회화나무가 있다. 명륜당 옆 느티나무는 수령 200년으로

사당 안에는 그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

높이는 20미터, 나무둘레는 370Cm로 그 자태가 웅장하다. 수령

다. 매년 봄과 가을에 봉화 정 씨 문중 후손과

250년 된 회화나무는 높이가 20미터이고 나무둘레는 300Cm다.

평택시·평택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회화나무는 푸름이 깨끗하고 나뭇가지 뻗음이 자유로워 학자의 기

데 사당에서 제향을 올린다. 진위면 은산리 정

개를 상징한다. 하여 학자수(學者樹)라 불렀으며, 궁궐 또는 정3품

도전사당 바로 아래 삼봉기념관에는 삼봉 정도

이상의 당상관 집이나 성균관, 향교 등에 심었다고 전해진다.

전 선생의 문집인 <삼봉집>을 인쇄할 때 사용

대성전 안에는 공자의 위패와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향교가 지

하는 원판인 ‘삼봉집목판’(경기도유형문화재 제

닌 교육적 기능은 상실했지만 제례의 기능은 지금도 남아 봄가을

132호)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인근 풍경도 좋아

로 지역 유림들에 의해 석전의 제례가 봉행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번쯤 둘러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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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 샤워실, 작은 무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농촌체험
09 정도전의 출생지는 단양, 본가는 경북 영주, 평택에 삼봉
기념관이 왜 있는지... 정도전의 아들이 진위면 은산리에
살면서 정씨일가 집성촌이 생겨서 이 곳에 삼봉 정도전
기념관이 생겼다고 한다.
10 최근 평택의 핫플레이스. 소풍정원에서 가장 특별한 것
은 해질 무렵 진위천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노을이
다. 1984년 MBC창작동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노을'
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11 통복시장청년숲은 젊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맛
집과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통복시장청년숲
통복시장 청년숲은 통복시장 2로 11번길을 고쳐 새롭게 개장한 공간
이다. 평택역에서 걸어서 10분, 시장 공영주차장과도 가까워 접근하기
편하고, 젊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맛집과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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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inking

WE'RE Talking

함께하는것에 대하여

WE'RE Looking

WE'RE Sharing

Technology for your future

대원강업㈜
대원강업(주)은 지난 1946년 창립한 이래 72년 동안 차량용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각종 스프
링과 시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소재개발에서부터 제품의 설계, 생산, 설비, 기술제공에 이
르는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스프링·시트 종합 메이커로, 국내 스프링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1위·세계 5위권의 업체이다. 역사를 더한 기술로 스프링·시트의
세계 최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천안공장 전경

주요 연혁
1946. 09 회사설립
1964. 01 해외수출 개시
1997. 07 대원유럽 설립
2005. 03 북경대원 설립
2006. 11 대원아메리카 설립
2007. 06 미국 디트로이트 R&D 지원센터 설립
2007. 12 대원인디아 설립
2009. 01 현대 기아자동차 2008년 협력사 대상 수상
2009. 07 러시아 법인 설립
2010. 01 철도산업 IRIS 인증 국내 최초 취득
2010. 03 미국 GM 우수협력업체상 4년 연속 수상
2011. 03 독일 프랑크루르트 R&D 지원센터 설립
2011. 03 강소대원 설립
2014. 06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선정
2015. 10 대원멕시코 설립
2016. 10 회사 창립70주년
2017. 09 중국 R&D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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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WE'RE Looking

WE'RE Sharing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부드러운 힘
대원강업은 현재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등지에 7
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해 세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 현대·기아자동차뿐 아니라 GM, 크라이슬러,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천안지역으로 본사, 연구소(개발센터), 경인 지역에
분산된 공장을 통합 이전해 관리와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

대원의 역사가 곧 한국 스프링의 역사

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8 현대기아
R&D 테크데이’에서 기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으며, 풍부한 노하우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원강업은 이제 70년
을 넘어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73년을 이어온 한 우물 정신
대원강업은 ‘우리가 맡은 것 하나라도 최고가 되자’는 한 우물 정신으

우리 나라 스프링의 발전은 대원강업이 앞장서왔

대원강업은 풍부한 연구개발 노하우와 글로벌 네

다. 광복 직후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품질

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사에게 최

제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울과 중국의 기술연구

않았고, 제품이 입 소문을 타면서 인정받게 되자

소에 더해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타 업체에서 대원강업의 스프링과 같은 색으로 도

중국 상하이에 각각 R&D 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색한 사례도 있다.
1955년에 생산된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자동

로 지난 72년간 스프링·시트에만 매진해 왔다.

4현주의, 현장과의 소통 강화

○ 대표제품 1. 스프링

차’에 스프링을 납품했으며, 1958년에는 장갑차 바

한 대의 차량에는 현가스프링, 정밀스프링 등 대략 100여종 이상의

퀴를 활용해 우리나라 산업계 최초로 컨베이어 시

각종 스프링이 채용되는데 대원은 이 모든 종류의 스프링을 생산한다.

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1964년에는 국내 자동차 업

현장 작업자들의 손끝에서 제품이 탄생하는 만큼

창립 이후 전문업체로서 쌓아온 그 동안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계 최초로 해외수출의 쾌거를 달성했다. 판스프링

현장과 사무직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4현주

대한민국 스프링 업체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으로, 이는 국내 자동차

의란 ‘현장에서·현물을 보고·현상을 파악해·현

산업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장사원과 함께 해결한다.’는 뜻으로, 기존의 3현주

대표 제품으로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의에 더해 현장사원과의 협력을 강조한 원칙이다.

판스프링과 코일스프링, 차량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해 커브
길 주행 시 차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바가 있다. 또한 엔
진밸브스프링, 오토클러치리턴스프링, 커브드스프링 등 정밀스프링과

미래를 만드는 R&D 투자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정신

철도용·중장비용·선박용 스프링도 생산한다.
대원강업은 최첨단 설계와 해석 기법을 활용해

○ 대표제품2. 시트
탑승객과 가장 오랜 시간동안 밀착되어 있는 제품인 시트는 인체공

최상의 제품을 향한 혁신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지난 2010년부터는 ‘대원협력회’를 발족해 협력사

학적 설계와 안전성이 결합된 첨단 기술의 총체이다. 대원강업은 지난

펼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량화

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

1955년부터 시트 사업부를 발족, 국내 자동차용 시트뿐 아니라 철도차

(Weight Reduction)와 강건성(Robustness)을 목

를 개최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 교육 실시, 정

량용·중장비용 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쌍용자동차

표로 신제품, 소재, 신공법, 시험기술, 해석기술 등

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을 향해 나아

티볼리 세미버킷 시트로 인간공학 디자인상(EDA, Ergonomic Design

폭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가고 있다.

Award)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대원 고유

또한 국내 최초로 지난 2010년 철도산업 국제 인증규격 요구사항인

대원강업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동
일한 목표를 가진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파트너이

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IRI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락하고 안전한 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철

또한 차량의 실제 주행조건과 동일한 6축 로드시

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와 대원강업이 상호 협력의

도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하철, KTX 등 국내 철도차

뮬레이터, 모의 충돌 실험인 슬레드 테스트기 등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공고히

량 시트는 대부분 대원강업에서 설계·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

최첨단 시험 장비를 갖추고 전문기술 확보에 아

해나갈 미래를 기대해본다. W

강선(EMU-260/320)시트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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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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사우들이 사내 에티켓 중 가장 중요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칼릴 지브란

2.축구동호회 '거성' 김낙현 회장이 지난 2018 월
드컵 우승을 예상했던 나라는?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 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 주되 한 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도화선
2. 마이볼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안진홍 / 공작기계생산부

서로의 빵을 주되 한 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이봉수 / 항공특수개발팀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문성 / 공작기계품질관리팀 양철석 / 선삭기설계팀
박진욱 / S/W개발팀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속에 묶어 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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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속에선 자랄 수 없다.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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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