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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

너를 알고 싶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애타는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얼마나 민감해지는지를. 상대의 한 마
디에 얼마나 소심해질 수 있는지를. 늦은 시간 울리는 “뭐 해”라는 한 마디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
거리는 것은 사랑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온 몸의 세포는 살아난다. 이 세포는 사랑의 상대를
향해 안테나를 세운다. 인간의 말을, 언어를 낱낱이 뜯으며 기호체계를 분석한 자크 데리다가 된
것 마냥 사랑은 상대의 언어를 쪼개고 분석한다.
사랑하는 상대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애쓴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먹었
는지, 내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든 알아내야 한다. 상대가 지난날 어떤 연애를 했
는지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한 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을 테니까. 지피지기(知彼
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손자병법의 고루한 승리의 비법은 짝사랑에서도 유효하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반할 수는 있어도 그것
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앎’은 필수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알수록 더 깊은 사
랑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물론 아주 가끔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독(毒)이기도 하다
는 점도 기억해야 하지만 말이다.
슬프게도 요즘 시대에 ‘회사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공허한 말은 드물다. 애사심(愛社心)은 그저
사전에나 나올 법한 단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직장인으로 회사와 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자기 발전’과 ‘욕구의 실현’이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적 욕망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회사기 때문이다. 회사를 애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
고 반대로 회사가 미울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러나저러나 회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앎’이다. 회사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 있으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위아가 지난 1년 동
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샅샅이 살펴보자.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다 보면 다시 내년을 그리고 그
이후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애정이 피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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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IDENTITY 재정립
올해 우리 회사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확립했다. 우선 그동안 모호하고 어법에 맞지 않았던 회사명 ‘WIA’
의 뜻을 확실히 했다. WIA의 「W」는 ‘World-best’를 의미한다.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꾸준히 쌓은 국내 최고의 공작기
계 및 자동차부품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담았다.
「I」는 Innovative 즉 혁신을 뜻한다. 임직원 모두의 열정으로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방위사업 등 전 사업부문에서 혁
신적 기술로 제조업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A」는 Advanced Manufacturer다. 기
술개발의 근본인 연구를 중심으로 생산과 품질, 구매, 영업 등 회사 전 부분에서 한 걸음 앞선 변화로 고객만족을 실현
하겠다는 강한 포부의 표현이다.
대외적으로 회사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새 슬로건 ‘Experience The New Techonology’도 발표했다.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라’는 이 슬로건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마주하는 고객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다. 공작기계와 자동차부품 모두 현
대위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을 선사하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비전 발표
지난 11월 1일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 대강당에서는 지난 1년 중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이벤트가 열렸다. 바로 ‘비전 결의 대회’. 10년 전에 세운
비전인 ‘비전 2020’을 대신할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김경배 사
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직원들은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날 발표한 비전은 ‘현대위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다’
라는 ‘WIA, The Next Solution’이다. 비전과 함께 우리 회사는 2030년까지
연 매출 16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인 비전 달성 전략도 세웠다. 바로 ▲NEXT MOBILITY(미래지
향 이동성 구현) ▲NEXT TECHNOLOGY(첨단 미래기술 선도) ▲NEXT
POSSIBILITY(상생 및 혁신 창출)’이다. 우리 회사는 ‘NEXT MOBILITY’의 일
환으로 ‘차세대 4WD(4륜구동) 시스템 전문 부품기업’으로 도약하고, 현재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를 상용화해 비전 ‘NEXT TECHNOLOGY’
를 달성할 계획이다. ‘NEXT POSSIBILITY’의 일환으로는 협력업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과 사내 혁신 창출 문화를 더욱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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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동행한 현대위아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미래 먹거리는 바로 ‘스마트팩토리’다. 오랜

올해 우리 회사는 예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함께 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월급의 1%를 모아 마음을 전하는 ‘1%의

기간 공작기계와 공장자동화(FA)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4

기적’으로 매달 주변의 이웃들을 도왔다. 특히 올 한 해 ‘DREAM CAR’를 통해 전국 복지기관에 차량 총 25대를 전달했다. 이 차

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미 국내 스마트팩토리 시장

량을 지원하는데 드는 기금은 대부분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돈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을 이끄는 위치에 서 있다.

또 매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1% 기적’은 매달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저소득 아동·청소년

그리고 지난 4월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열린 ‘SIMTOS 2018’
에서 스마트팩토리 통합 플랫폼인 iRiS를 발표했다. iRiS는 우리 회

새학기 책가방 전달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 ▲중증장애인 가정 기저귀 전달 ▲다문화가정 아동 유모차 기증 ▲성폭력 피해자
및 미혼모 시설에 생필품 기증 등을 펼쳤다.

사가 만든 스마트팩토리용 공작기계 소프트웨어와 제어 및 모니터

자동차 부품 회사의 특징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도 열었다. 지난 11월 우리 회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어린이

링 시스템을 총 망라하는 플랫폼이다. 앞서 올해 초 우리 회사는 이

용 안전 가방 덮개’ 총 8000여개를 경남 창원시 지역 31개 초등학교에 선물했다. 또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도 13개 초등학교에

iRiS를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에 도입하며 완성도를 끌어 올리고 있

4000개의 안전 가방 덮개를 전했다. 또 내년 1학기 개학 전까지 서산, 광주, 울산 등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총 2만여 개의 안

다.공장에 직접 적용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전 가방 덮개를 기증할 계획이다.

효용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웃과 지속적으로 상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행복한

우리 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보다 완전한 ‘스마트팩토리’를 구
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모니터링 수준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TRUE Dream) ▲교육 공헌 활동(EDU Dream) ▲지
역사회 협력 활동(FUN Dream) ▲지역 사회 발전 활동(SOCIAL Dream) 등 4대 ‘드림(Dream)’ 활동의 발전이 기대된다. W

무인가공 시스템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원격 수리
체계 등을 갖춘다는 목표다.

#4륜 구동 풀 라인업을 확보
우리 회사는 12월 초부터 마그나와의 합작사인 위아마그나파워
트레인을 통해 ‘전자식 커플링’의 양산을 시작했다. 전자식 커플링
이란 지형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자동차 네 바퀴에 배분하는
전자식 4륜 구동(AWD) 통합 제어 부품이다. 그동안 국내 AWD 차
량의 전자식 커플링은 전량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지만, 현대위아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전자식 커플링의 양산으로 우리 회사는 우리 기술로 AWD
와 관련한 모든 부품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우리 회사는 이
미 전륜 기반 AWD 동력장치인 PTU를 35년 동안 650만대 이상 생
산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후륜 기반 AWD 시스
템 ATC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는 또 고성능 차량에 탑재하는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인
e-LSD도 지난해부터 양산 중이다. e-LSD는 현대자동차의 i30N과
벨로스터N 등 고성능 차량에 탑재되는 부품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부품이다.
우리 회사는 여기에 더해 친환경 AWD 시스템인 e-PT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AWD 시스템을 개
발하고, 2025년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AWD시
스템의 양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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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안전 가방 덮개’ 2만여 개 배포
- 경남 창원시 안민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 펼쳐

01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2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안민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캠페인’을 열

또한 우리 회사는 이날 안민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

고 어린이용 안전 가방 덮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김경배 사장과 강계천 창원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교통사고를 알려주고,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정원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회장 및 안민초등학교 학생

있도록 했습니다. 이면도로, 횡단보도, 주·정차된 차량 사이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가르치며 아이들

이날 안민초등학교에 260개 등 우리 회사 본사가 위치한

의 안전의식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 31개 초등학교에 총 8000개의 안전 가방 덮

이날 기증식에 참여한 김경배 사장은 “현대위아가 우리의

개를 선물했습니다. 또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도 13개 초등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항상 돕겠다”

학교에 4000개의 안전 가방 덮개를 전했습니다. 또 내년 1

며 “이 안전 가방 덮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

학기 개학 전까지 서산, 광주, 울산 등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

전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

에 총 2만여 개의 안전 가방 덮개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습니다. W

이번에 기증한 안전 가방 덮개는 아주 멀리서도 가방을 멘
학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초록색으로 만들어
졌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학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형
광 물질로 제작해 어두운 밤이나 빗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덮개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주행 속도 30㎞를 준수하라는 의미의 ‘30’이 크게 적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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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4륜 구동 통합 제어 부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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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 4륜 구동 제어하는 ‘전자식 커플링’ 국내 최초 양산
- 해외 험지에서 극한 테스트 펼치며 세계 최고 수준 품질 확보
- 전·후륜 차량용 AWD 부품 풀 라인업 갖추고 글로벌 시장 공략

02

제동시스템과 전자식 커플링의 유기적 협조 제어로 모든 노면
에서 전·후륜에 최적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 주행을 돕는 ‘스노우 모드’ ▲모랫길 주행에
가장 적합한 토크를 공급하는 ‘샌드 모드’ ▲진흙 길에서도 안
정적인 접지력을 발휘하는 ‘머드 모드’ 등 3가지 타입의 험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전자식 커플링의 반응 속도도 극대화했습니다. 초당 100번
의 연산으로 주행 상황이 바뀌는 것을 감지해 0.15초 내에 최
적의 구동력을 바퀴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스노우 모드로 눈
길을 달리는 중 앞바퀴가 미끄러질 때면 바퀴의 미끄러지는
우리 회사가 전자식 4륜 구동(AWD, All Wheel Drive) 통합

정도를 0.15초 내에 판단, 뒷바퀴에 구동력을 모아 탈출을 돕

제어 부품을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자식 커

는 식입니다. 어떤 노면에서도 실시간으로 최적의 동력을 전해

플링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 장착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형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자동차 네

성능과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2년이

바퀴에 배분하는 AWD 통합 제어 부품 ‘전자식 커플링’을 개

넘는 기간 동안 해외 주요 험지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기

발해 양산을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동부 지역의 데

AWD 차량에 달리는 모든 전자식 커플링 제어 기술은 전량 해

스밸리 등 사막 지역을 찾았고, 겨울에는 혹한 테스트를 위해

외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식 커플링

스웨덴 알예플로그 지역에서 강도높은 테스트를 펼쳤습니다.

을 개발, 양산까지 이른 것은 우리 회사가 처음입니다. 우리 회

HMG TV에서 나온 ‘험로 주행 모드’ 영상에 나오는 눈길 주행

사는 현대·기아자동차 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공략

영상이 바로 우리 회사 연구원들의 연구 모습입니다. 매우 거

해 오는 2024년까지 연 70만대 이상의 전자식 커플링을 양산

친 현장에서 오랜 시간 검증을 거치며 매우 높은 성능과 품질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자식 커플링은 AWD 차량의 동력 배분을 정하는 핵심 제

이 전자식 커플링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는 보다 적극적으

어 부품입니다. 노면과 주행 상황을 이 전자식 커플링이 스스

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전륜 차량

로 판단해 앞바퀴와 뒷바퀴에 전달할 최적의 구동력을 찾아

용 AWD 구동부품인 PTU와 후륜 차량용 AWD시스템인 ATC

줍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앞바퀴에 동력을 집중해 주행 안정

와 적극적으로 수출에도 나설 생각입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감을 높이고, 눈길이나 모랫길 같은 험지에서는 뒷바퀴에 동력

“전자식 커플링 양산으로 AWD 구동 및 제어부품을 모두 양산

을 나눠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

이번에 만드는 전자식 커플링은 ‘험로 주행 모드(Multi Terrain
Control)’를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엔진·변속기·

12

13

동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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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공작기계 품질의
최전선을 책임지다
공작기계제품검사팀

Q. 공작기계제품검사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양정용 공작기계 부품검사 파트에서 부품 품질을 검사해 생산부서 조립 공정에 넘겨주면 완성
기 조립 후 우리 반에서 완성기 검사와 출하 검사를 담당합니다. 완성기 검사는 고객사가 있든
없든 완성된 기계가 넘어오면 실시하는 검사이고, 출하 검사는 완성 후 고객이 요구한 옵션사항
까지 다 부착한 다음 출하 직전 실시하는 검사에요. 출하 검사의 경우 한 가지라도 놓치면 바로
고객 클레임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DI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마치면 스티커를 부착해 인증 완료를 명시하고 있어요.

Q. 품질을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양 86년 11월 25일에 입사한 이후 계속 품질을 맡고 있어요. 선반 전공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
이 품질 쪽으로 났죠. 현장 가공라인에서 부품 검사부터 시작해 완성기, 출하 검사까지 맡게 되
었습니다.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30년이 넘게 품질을 맡고 있네

우리 회사 공작기계 품질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반이 있다. 고

하다. 완성기 검사의 경우 한 사람이 기계 한 대를 맡아 짧게는

객이 받아보는 공작기계의 품질을 출하 직전까지 책임지는 공

10시간, 길게는 54시간 검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모

작기계제품검사팀이다. 완성기 품질검사와 출하검사를 담당하

든 반원들이 기종 별로 순환하며 기술을 익히고 있다. 말 그대

며, 출하 직전 이중검사인 PDI인증까지 완료하면 ‘현대위아가

로 반원 한 명 한 명이 품질 만능인의 자질을 요구 받는다.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라는 대표성을 띠게 된다. 때문에 남다른

고객과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품질개선에 노력한 결과, 공작기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42년차 사우까지 검

계제품검사팀은 ’18년 전사 우수 소그룹 발표대회에서 차량부품

사 노하우를 발휘하며 품질 개선에 열정을 기하고 있다.

보전부와 함께 공동 대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 ‘흙 속의

공작기계제품검사팀에서 담당하는 기종은 OEM까지 합치면

진주처럼 겉으로 밝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개선활동에 최선을

300여종에 달한다. 한 달에 한 두 대 팔리는 기계라 하더라도

다하는 현장의 보배’라는 소그룹 이름의 뜻처럼 묵묵히 품질개선

품질 검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같은 기종이더라도 고객 요구

을 실천해온 결과다. 검사 노하우 하나만큼은 우리 반이 회사에

사항에 따라 옵션이 변경되니 그에 맞는 출하 검사도 여러 기술

서 최고라 자부하는공작기계제품검사팀 양정용 반장을 만나보았

이 필요하다. 때문에 사무실에는 세부적인 품질 매뉴얼이 빼곡

다.
14

요. 해보니 품질 업무에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항상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소
통하는 부서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출장도 잦았어요. 중국 강소법인 품질 지도교육을
가거나 중국 애플 사에 1500대 출하할 때도 검사를 나갔죠. 일본 기술교류 경험도 있었고요. 이
처럼 대내외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협업도 많은 부서라 매력이 있었죠.

Q. 공작기계제품검사팀 업무에는 특히 어떤 매력이 있나요
양 부모가 자식 키워서 내보내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뿌듯하면서도 섭섭한 마
음이 듭니다. 온 정성을 다해 품질 검사를 마친 후 출하를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 만족감도 들
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계가 고장 없이 잘 작동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들죠. 우리
가 검사 마친 기계에 대한 자부심,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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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대로 업무상 고충은 없나요
양 일정이 빠듯할 때 품질 검사를 충분히 하기 어려워 아쉬운 부분이 있
어요. 고객이 급하게 요구하는 기계들의 경우, 우리 반에서는 1부터 100
까지 꼼꼼히 검사해 완벽한 기계를 출하하고 싶은데 검사 기간이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간 확보가 충분히 안 되어 있으면 아쉬움이 남
을 때가 있죠.

Q. 소그룹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양 우리 반 ‘흙돌’의 역사는 198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임조 활동
시절, 발표대회하면 항상 상위권에 올랐던 팀이죠. 그룹 발표대회에서 최

분임조 시절부터 수상한 상장이 빼곡하다.

우수도 하고, 사내 최우수 분임조 선정돼서 일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어
요. 대통령상, 장관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죠. 원래는 검은 돌이라 해서
‘흑돌’이었는데, 마치 부모가 출생신고 때 자식들 이름 잘못 올려서 그 이
름으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소그룹명이 ‘흙돌’로 잘못 기입
된 이후로 흙돌이 되었어요(웃음). 나름 흙 속의 진주, 다이아몬드라는 의
고객에게 제품 인도 전 출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를 담았죠.

Q. 이번에 소그룹 활동 수상한 개선사례가 무엇인가요
기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제안을 한다거나 일을 챙긴다거나 해요. 소그룹원들에게 도움을

양 머시닝센터 누유테스트 방법 개선을 제안했어요. 출하 후 고객들이
가공하는데 절삭유가 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했거든요.

많이 받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 얻는 것이라 하잖아요.

완성기 검사 단계 중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고 치구를 다시 제작하는 등 설계개선을 통해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는데 사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을

문제점을 보완했죠. 현재 특허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실링 처리

어디선가 듣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책도 많이 읽

와 같이 작업자들이 놓치고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적해주

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죠. 리더가 되고 소통하기 위해 나름

면서 개선을 했어요. 덕분에 누유 문제를 많이 줄였죠.

노력은 하는데 마음 훔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웃음).

또 FFT분석기를 도입해 진동소음을 개선한 사례가 있어요. FFT분석기

Q. 2018년, 우리 회사 비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는 주파수 변환해서 진동소음 원인이 어디인지 찾아주고 해결법을 찾도
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주니 불량 잡는 속도가 굉

양 ‘WIA, The Next Solution’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비전이죠. 한 사람이라도 ‘내

장히 빨라졌어요. 올 초에 도입해 아직은 데이터도 많이 수집하는 중입니

가 아닌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
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

다. 예를 들어 ‘이 정도 주파수는 베어링의 문제이다, 교체가 시급하다’와
출하 검사 후 이중검사까지 마치고 나면 PDI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같은 문제해결과 직결되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두고 있죠.

고 상이 부여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조
금이나마 희생해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현대위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
고요.

Q. 우수 소그룹으로 꼽힌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양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틈틈이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부 내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죠. 공동수상이 조금은 아쉽지만(웃음) 함께
대상을 수상한 차량부품보전부 ‘슈퍼맨’ 역시 잘 하는 팀이니 자랑스럽죠.

양 언제나 맡은 일 묵묵하게 해주니 감사하고 현재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

사실 공작기계 부문에서는 대상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큽

다. 다만 우리 반 업무 특성상 개인별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개성과 자존심이 강한 것

니다.

같아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하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부드러운 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하다 보니 타 부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타협도 잘 했으

Q. 반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공작기계 제품검사팀에서 제작한 품질 검사 매뉴얼

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회사와 품질 본부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반이 됩시다! W

양 워낙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 고마울 따름입니다. 반장인 제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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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우수 소그룹 발표회 열어

WE'RE Looking

- 올해로 5회째 맞이한 전사 우수 소그룹활동 사례 발표 및 시상식
- 차량부품보전부 '슈퍼맨'과 공작기계제품검사팀 '흙돌' 대상의 영광 얻어
- 현장에서 도출한 개선사항으로 생산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도움

03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 비전홀
에서 ‘18년 전사 우수 소그룹 활동 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뛰어난 현장 개선활동을 발표하며 모든 참가자들의 이목을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표준화하고 치구도 개선했습니다. 또 이를 측정하는 장치

집중시켰습니다.

도 새롭게 바꾸고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은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

먼저 소그룹 ‘슈퍼맨’은 ‘설비 관리 최적화를 통한 고장

도로 생산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ZERO화’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운용하는 설비를 진단할

이 외에도 금형쟁이들(금형기술팀), 디딤돌(모듈생산2부), 위가이버(소재보전팀), 정

한 활동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소그룹 활동

수 있는 기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실제 적용해 고장을 최소

밀마스터(공작기계생산부), 도화선(특수생산부) 등 총 7개 소그룹이 우수상을 받았습

발표회에서 각 소그룹들은 현장에서 도출한 개선사항을 함

화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LM Guide’의 교체방법을 개선

니다. 이들 역시 각각 현장에서 발견하고 또 적용한 아이디어로 품질을 극대화하고

께 공유하며,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

해 고장시간을 줄이고, 연삭설비의 유압계통 고장을 최소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 올렸습니다. 이번 소그룹 발표회를 통한 개선 효과는 무려 12

습니다.

화한 것입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약 1억6000만원 정도

억4000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날 대상의 영광은 두 소그룹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인공

의 유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은 차량부품보전부의 ‘슈퍼맨’과 공작기계제품검사팀의 ‘흙

또 다른 대상 소그룹인 ‘흙돌’은 ‘MCT 쿨런트 누수테스트

돌’이었습니다. 이 두 소그룹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방법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머시닝센터의 쿨런트에 누수가

18

흙돌의 아이디어도 역시 1억6000만원 가량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소그룹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여러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각
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W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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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WE'RE Looking

WE'RE Sharing

차량부품국내영업팀 손상현 대리

나의 2018은 ‘다이어트’다.

나의 2018년은 ♡♡♡이다.

오랜 기간 아내와 함께 야식을 심하게 즐기다 보
니 결혼 전보다 무려 15kg나 살이 쪘습니다. 위
기를 직시하고 밤마다 함께 걷고 뛰었더니 올해
10kg 감량에 성공했어요. 아직 목표 달성까진 조
금 더 가야 하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제 자

엔진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신과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2018년은
‘추억과 슬픔의 공존’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들을 되돌아보기에 좋은 연말입니다.

한 해 동안 유럽여행, 몽골여행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

2018년을 나름대로 정의한 사우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라보았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쌓아 뿌듯함이 남는 반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 막내 ‘여름이’가 잠시 제 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키워온 내 가족, 여름이. 할 수만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항공특수개발팀 김일호 연구원

나의 2018은
‘아쉬운 여행을 떠난 유일한 해’이다.

나의 2018은 ‘이너피스’이다.

직장생활을 하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1년에 한번은 여행을 가자

2018년을 맞이하며 세웠던 수많은 계획 중 가장 확실하게 성공

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쉴 때 잘 쉬어야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한 한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정신건강에 좋은 취미생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업무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을 갖자’ 였습니다. 여러 취미생활에 입문했지만 꽤나 혼란스럽

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고 힘들었던 한해 동안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취미는 바로 ‘홈가

특성상 휴가 날짜를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올해 휴가는 급하게 다

드닝’이었어요. 우연히 선물 받은 식물을 키우다 보니 재미를 붙

녀오느라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혼

였고 소위 말하는 ‘이너피스(inner peace)’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계획 없이 떠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

지금은 자연스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자리잡게 되었

귀고 리프레시를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휴가계획을 더

습니다. 현재 집에 스투키, 은행목, 연화죽, 하트아이비, 만세선인

꼼꼼히 세워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 네티지아, 루꼴라 총 7종의 반려식물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
로 더 많은 식물들을 키워가며 지식을 쌓아 더 깊게 홈가드닝에
빠져볼 계획입니다!

있다면 시간을 돌려 여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2018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차량부품해외영업팀 지현 사원

나의 2018은
‘온중구진(稳中求进)’이다.
온중구진이란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2017년은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아쉬운 한 해였는데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2018년은 목표와 휴식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오롯
이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도 가졌더니, 효율도 늘고 삶의 만족도
도 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중 가장 여유로웠던 한 때의 사진
을 공유합니다. 자연 속에서 독서도 즐기고 반려견과 시간도 보내는 힐
링의 시간이었습니다. W

현대위아 사보를 받아보시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각 사업장 주변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위주로 상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참여방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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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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25%
22%

25일과 1월 1일 등 빨간 날과 샌드위치 휴가

1%
3%
6%

지인들과 신나는 파티, 망년회
연말 콘서트, 공연 등 문화 생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연말은 한 해의 아쉬움을 훌훌 털고, 뿌듯함을

왠지 들뜨는 거리 곳곳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발판 삼아 새해의 새로운 소망을 빌어보는 시

연말을 위해 아껴둔 연차, 휴식 혹은 여행 계획

간 아닐까요? 2018년이 나와 우리 회사에 어

올해는 과연? 새해보다 더 반가운 진급 소식

떤 한 해였는지 사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타

Q

11%
14%
15%
4%

다음 중 새해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골라주세요.
9%
10%

팀워크로 뭉친 동료 간의 신뢰와 사랑

1%

더해진 연차만큼 프로다움도 향상! 업무 능력

40%

실적이 고공행진, 우리 회사의 전성기

33%

개인 혹은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Q

Q

나에게 연말은?
16%

업무 마무리, 정산 등 할 일 많은 시간
가족, 연인, 친구가 더 보고 싶은 시간

18%
6%
31%

벌써 연말이라니! 놀라워요

기타 5%

3%

Q

올해 가장 뿌듯했던 것은?

43%

스스로 발전했어요.

13%

자기계발

8%
14%
20%

Technology 0%

연애 or 결혼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절주 or 금연

올해도 유혹을 참지 못했어요.

기타

ex) 특별히 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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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42%

Global

16%
워.라.밸

6%

SPA 점수 올리기

건강이 제일 중요!

다시 찾아올 회사의 전성기

0%

Happy Together 0%

41%

12%

가족들과 해외 여행 가고 싶어요

여자친구와 결혼할래요
주 52시간 31%

아직 성장에 목말라요.

드디어 나도 커플.

ex) 가족과 함께 한 시간

책을 써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Smart 5%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우리 팀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분위기로 일하고 싶어요!

한 단계 발전하는 나의 모습

22%

건강한 몸을 만들었어요. 운동 or 다이어트 맛있는게 너무 많았어요.

2%

나와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4%

Possibility 6%

알뜰살뜰 혹은 신의 한 수. 저축 or 재테크 님아 그곳에 투자하지 마오.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리스트?

우리 회사 주식 30만원 이상
Solution

Vision 8%

Q

Q

올해의 현대위아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꼽는다면?

12%

빨리 지나갔으면. 힘들었어요
기타

Q

19%

더 열심히 할걸. 아쉬워요

3%

기타

11%

수고 많았어요. 이 정도면 만족

28%

한 해를 돌아보는 반성과 격려의 시간

기타

2018년을 평가한다면?

즐거운 일 가득했어요. 행복해요

7%

크리스마스, 새해 등 왠지 설레는 시간

5%
3%

미래 산업에 반향을 일으킬 우리 회사의 기술개발 소식

최선을 다했어요. 스스로에게 엄지 척!

24%
22%

새로운 내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

WE'RE Sharing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올해의 나,
올해의 현대위아!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118명
설문기간 : 2018년 12월 7일 ~ 2018년 12월 13일

WE'RE Look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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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본사 방문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회사 창원공장을 방문, 김경배 사장을 비롯
한 임직원을 만났다. 창원시 대표 제조기
업인 우리 회사와 창원시가 함께 지역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 차량부품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협업로봇 등 미래 성장 방
향을 설명했다. 창원시는 현재 계획 중인
자동차 부품혁신센터와 미래 자동차 지원사업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허성무 시장은 “경제위기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현대위아
임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창원시의 미래를 선도할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
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23일과 27일 양일간 점심시간을 활용해 각 공장 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은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를 위해 열렸다.
올해 캠페인은 특히 직원들이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고 구호를 함께 제창하는 등 직원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 담당자들이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구
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개인별 전열기구 사용 불시점
검 및 사내 탈의실 등 전기장판 관리 상태 점검 등 화재 예방 노력을 철저히 실시할 계
획이다.

Changwon Mayor visits HYUNDAI WIA
On November 21, Changwon Mayor Huh Sung-moo visited HYUNDAI WIA
Changwon Plant and met with executives and employees, including President
Kim Kyung-bae. After the tour, HYUNDAI WIA discussed ways to grow the local
economy with visitors from Changwon city. The company presented plans for
growth such as eco-friendly automotive parts, Smart Factory solutions, and
collaborative robots. Changwon city has promised active cooperation by sharing
its plans with automotive parts innovation centers and projects that support
automobile industry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growing up as a top
company that will lead the city's economy." Mayor Huh Sung-moo said.

정년퇴직자 위안의 밤 행사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시 풀만호텔에서 ‘18년 정년 퇴직자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환송행사에는 총 105명의 정년 퇴직자와 배우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김경배 사장이 정년 퇴직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으
로 시작했다. 공로패와 기념품 전달, 식사, 환송도 진행됐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05년부터 당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보답하는 의미로 환송 행사를 열고 있다.

Farewell Event for Retirees
HYUNDAI WIA held an event for retirees at Pulman Hotel in Changwon on
December 3. A total of 105 retirees and spouses attended the event. CEO Kim
Kyung-bae and Labor leader Son Sung-hwan also attended. In addition, they
awarded an appreciation plaque and gave the remembrance. All retirees were
seen off by their colleagues. HYUNDAI WIA has held a farewell event to repay the
retirees’ contribution si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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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ampaign for Winter Season
HYUNDAI WIA held a safety campaign to prevent accidents at all worksites on
November 23 and 27. During winter season, when there is a high risk of fire with
dry weather, it is highly needed to promote safety awareness among executives
and employees. Employe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by using
fire extinguishers themselves and singing slogans together. Also, safety managers
shouted slogans while wearing safety boots and a safety helmet, drawing
attention.
Starting with this campaign, HYUNDAI WIA will thoroughly conduct the fire
prevention efforts by the end of December.

’18년 R&D 이노베이션 챌린지 어워드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의왕연구소 대강당에서 ’18년 R&D Innovation
Challenge Award 행사를 열었다. 최정연 부사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차
량부품 및 기계연구센터의 모든 임직원이 참석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를 보인 연구원을 시상하고, 연구내용을 소개
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술대회 우수논문 5건, DFSS테마 6건, 원가절감사례
5건, 특허 부문 3건 총 19건이 시상대에 올랐다.
우리 회사 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연구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연구에 대한 포상과 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18 R&D Innovation Challenge Awards
On November 16, HYUNDAI WIA held ‘R&D Innovation Challenge Award' at the
Uiwang R&D center. All employees of the Automobile & Machinery Parts in R&D
center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organized by Choi Jeong-yeon. During the
event, researchers who showed outstanding performances were awarded. They
also announced their best research performances. A total of 19 cases, including
5 outstanding papers, 6 DFSS themes, 5 cases reducing production cost and 3
patent applications, were awarded on this day.
HYUNDAI WIA R&D center plans to actively reward and share outstanding
research in order to motivate and promote self-esteem in R&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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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그룹사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수상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그룹사 안전관리 부문 워크숍에서 ’18년 안전관리
부문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우수 사업장 포상은
업종별로 최우수 1개사를 선정한다. 우리 회사는 이날 수상으로 상패와 상금 300만원
을 받았다.
안전관리 KPI 평가결과 우리 회사는 중대 및 일반재해 감소율, 안전신문고 등 예방활
동 성과 결과, 중대재해 ‘ZERO’ 및 산업 재해 감소 2%를 달성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
다. 또 올해 최초로 도입한 ‘안전교육 이수 프로세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세
스는 그룹사 대상 우수사례 발표로도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안전
관리 부문 지속 강화에 힘써 대표 안전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HYUNDAI WIA selected as an Excellent Workplace in HMG
HYUNDAI WIA was selected as a leading company in the safety management
at a Hyundai Motor Group on November 29. Each year, HMG’s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selects one of the best companies by industry. HYUNDAI WIA
received a prize of 3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safety management KPI evaluation results, the company
received positive reviews for achieving the results of preventive activities such
as ‘ZERO’ major disasters and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lso ‘Safety
Training Completion System’ operated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lso received
positive reviews. With this award,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safety management.

강소법인 사내 농구대회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18년 하반기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강소
법인장 서민석 이사의 개막사와 함께 시작한 농구대회는 10일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성황리에 열렸다. 우승팀은 본관2팀이 준우승은 등속팀이 차지했다. 동상은 품질
보전팀에게 돌아갔다.
이번 사내 농구대회 행사는 강소법인 임직원들의 소통 강화와 부서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심 강화를 위한 업무 외
친목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江苏法人举办社内篮球比赛
11月12日至11月22日，江苏法人开展18年秋季篮球赛，各部署同事积极参加比
赛，给观众更是热情高涨，江苏法人徐敏锡致开幕词。经过一周的激烈角逐，在
22日决赛中分出胜负，本馆2队勇夺冠军，等速队获得亚军，品质保全队紧跟其
后，获得季军.
本次比赛丰富了员工的文体生活，促进本部署间的团队协作精神，增进各部署
间友谊，以更饱满的热情投入日后的工作中，为建设更美好的威亚，献出一份力
量。

강소법인 주임 직급 대상 교육 실시
강소법인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주물 3공장 내 교육장에서 주임 직급을 대상
으로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획, 실행, 결과보고 세 가지 측면
의 처리능력 강화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업
무처리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업무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직급별 유익한 교육 기회 마련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 자기
계발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江苏法人实施以主任职位为对象的教育
11月12日至13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开展了以“主任级业务能力提升教育”
为题的人事教育。通过对项目计划、项目执行、项目结果报告及落实三方面的系统
教育，让员工能将理论联系实际，运用到实际工作中，提高业务处理能力。参加教
育者纷纷表示：“此次教育受益匪浅，学到了很多有关沟通和项目处理的技巧，对
日后的工作帮助很大。

산동법인 사업계획 발표회 시행
지난 11월 1일, 산동법인은 일조시 우롄 현 비천호텔(Wulian Feitian Hotel)에서 사업
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산동법인장을 비롯한 임직원 64명이 참석하여 ’18년 실적 보고,
중장기 전략, ’19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산동법인장은 한 해 동안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성과상을 지급할 것이라 밝히며, 모든 직원들이 내년에도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산동법인은 내년 전 부문 품질경쟁력 강화 노력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재도약 의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山东法人成功举办2018年度事业计划发表会
11月1日，公司在日照五莲飞天宾馆召开了2019年干部社员事业计划Workshop发
表会。本次事业发表会主要对公司一年来的工作进行总结分析，并树立了明年的工
作目标和方向。
回顾过去艰难的两年，公司在大家团结一致的努力下，取得了不错的成绩。展望
2019年，市场风云变幻，我们更要团结一心，迎接新的挑战。总经理在做年度总
结发表时向大家提出以不断提高自身来完成事业计划目标的要求。为感谢全体职工
的辛勤付出，总经理宣布对全公司职员发放成果奖，并激励大家明年再接再厉，奋
发向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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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사내 농구대회 개최

멕시코법인 ‘망자의 날’ 행사

산동법인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계 농구 경기대회를 열고 전 직원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총 7개 농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9일에 걸쳐 열렸
다. 최종 우승의 영광은 경합금 생산실이 차지했다. 산동법인 직원들은 경기 결과에 상
관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산동법인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애사심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
정이다.

지난 11월 2일 멕시코법인은 멕시코에서 가장 역사 깊고 대표적인 전통 축제기간인
‘망자의 날(The Day of the Dead)’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열었다. 망자의 날은 죽은
친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현생으로 오는 것을 기리는 날로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세계 무형 문화유산 중 하나다.
멕시코법인은 사내 식당에 제단을 만들어 직원들의 전통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점심
시간을 활용해 망자의 모습으로 꾸미고 사진을 찍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현지 전통을 존중하는 근무 문화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山东法人开展2018年秋季篮球赛

HYUNDAI WIA Mexico holds a ‘The Day of the Dead’ Event

为丰富公司员工业余文化生活，展现公司员工积极向上、勇于拼搏的精神风貌，
山东法人于10月22日至11月2日开展了2018年秋季篮球赛。本次比赛历时9天，共
有7个队伍参赛，为全体员工带来一场精彩绝伦的视觉盛宴。最终，发轻合金生产
室获得了冠军。员工不仅通过体育活动释放了平时的压力，也增进了相互间的交
流。
参加此次活动的员工说道“这是一次提高团结意识的愉快竞赛,通过与其他同事
的交流沟通，更加强烈的感受到了威亚大家庭的氛围”。山东法人将继续通过丰
富的活动，提高员工的士气和信心，奋发向前，努力打造世界一流工厂！

인도법인 예방보전 활동 실시
인도법인은 인도 명절 ‘디왈리(Diwiali)’ 기간인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라인 미
가동 시기를 활용해 예방 보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설비 결함을 사전에 발견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고주파 열처리 설비 수리, 탱
크 청소, 노후 에어호스 교체 등 예방 보전활동과 함께 현장 바닥타일 공사 등 사내 보
수 작업도 펼쳤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직원들에게 예방보전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한 인도법인은 향후
에도 생산 안정화와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HYUNDAI WIA Mexico held an event commemorating "The Day of the Dead,"
the most historic and representative traditional festival in Mexico. The Day of the
Dead is one of the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ed in UNESCO as a day
of honor for dead relatives and loved ones coming to the present age for a while.
HYUNDAI WIA Mexico supported employees’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by
preparing an altar. During lunch time, employees enjoyed the event by dressing
up to look like dead people and taking pictures. The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working culture of respecting local
traditions.

PC 내 정보 탈취하는 이모텟(Emotet) 악성코드, 피싱메일 통해 다량 유포 中
● PC내 개인 계정 패스워드 정보나 금융 정보는 물론, 기업 내부의 중요 정보를 탈취 하는 이모텟
(Emotet) 악성코드가 피싱메일을 통해 최근 국내외 다량 유포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HYUNDAI WIA India Implements Preventive Maintenance
HYUNDAI WIA India conducted preventive conservation activities from
November 4 to 7, the period of non-operating lines. Activities are planned to
secure stability in production and prevent accidents by detecting defects in
facilities in advance. During this period, employees repaired high-frequency heat
treatment facilities, cleaned tanks, and replaced old air hoses. Also, repair work
such as construction of floor tiles on the workplace was conducted.
With these activities, HYUNDAI WIA Indi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maintenance to employees. It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tabilize
production and create a saf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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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12월 첫째 주 일주일간 약 300건의 이모텟 악성코드가 첨부된 피
싱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12월 첫째 주 당사 수신 이모텟 피싱메일 제목 Best 3
- 1위(29건) : New invoice
- 2위(27건) : Thanksgiving eCard
- 3위(25건) : Acknowledgement DRJ-67-8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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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G90’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시작이자 완성

그리고 G90의 출시로 G70부터 시작하는 제네시스 G 세단 라인업을 완성했다. ‘기원, 창시, 시작’을 의미
하는 제네시스는 고급차의 신기원으로 성능,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진보와 혁신으로 새
롭게 태어나는 고급 명차를 의미할 뿐 아니라, 럭셔리 메이커로서의 현대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
징적 의미를 함축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GENESIS)가 최
고급 세단 G90을 본격 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3년의 시간동안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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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완성되다
1세대, 2세대 제네시스의 글로벌 성공이 보여주는 지난 10여년간의 축적
된 자신감은 2015년 11월 제네시스 브랜드 독립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이 만드는 차 브랜드는 기존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 제
네시스까지 3개로 늘어났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 브랜드를 육성
해 세계 유수 브랜드와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네시스 론칭 이
EQ900

유를 설명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에쿠스라는 이름도 버렸다. 당초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은 에쿠스 이름으로 나왔다. 하지만 에쿠스 후속 모델로 개발
된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은 제네시스가 출범하며 새 브랜드의 첫 번
째 신차가 됐다. 이후 제네시스는 'G80', 'G80스포츠'에 이어 지난해 G70을
선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80

G90가 공식 출시됐다. G90는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90 출시를 계기로 차명을 북미, 중동 등 주요 럭셔리 시장과 동일
하게 G90로 일원화했다.

역사의 시작

앞으로 제네시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
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 디자인,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국산 최고의

제네시스는 지난 2004년 프로젝트명 'BH'로 후륜구동 모델 개발에 착수, 2008년을 목표로 론칭이 추진됐다. 이후 4

차를 넘어 글로벌 명차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년여 간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5000억원이 투입된 1세대 제네시스는 ‘고품격 프리미엄 세단’을 기본 콘셉트로 개발
됐다.

G70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당시 신차발표회에서 "제네시스는 유럽 최고의 업체들이 주도하는 세계 고급차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제네시스 출시를 계기로 현대차는 해외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
고 국내에서도 선도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네시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등 시장 상
황에 맞춰 G90를 순차 출시할 예정이며, G90, G80, G70로 완성된 세단 라
인업에 SUV 3종을 2021년까지 출시해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모델도 내놓을 계획이다. W

하지만 2008년 1세대 제네시스 차량의 성공적인 출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브랜드는 출범하지 못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급차 시장이 위축됐고, 내부 기준의 완벽한 충족과 복수의 라인업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브랜
드 런칭을 연기한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현대차그룹은 전사에 걸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글로벌 고급차 시장
조사 및 경쟁 업체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최고의 고급차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대규모 투자 결정으로 이어졌다. 1세대 제네시스 출시 직후 현대·기아차 연구
소에 대한 시설장비 업그레이드 계획안이 수립됐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단행됐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진행된 연구소 시설장비 투자금액은 앞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이뤄진 투
자금액을 넘어섰다. 연평균 투자금액이 2010년을 전후로 3배 가량 증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차를 만들 수 있
는 토대가 됐다. 이 기간 동안 남양연구소에 전자개발동, 파워트레인환경선행연구동, 재료개발동, R&H성능개발동, 주
행성능시험동 등이 새롭게 들어섰고, 의왕 중앙연구소에 선행 기술 관련 연구동이 증설됐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지난 2013년 11월 출시한 2세대 제네시스를 통해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세대 제네시스는 진일보한 주행성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현대제철의 초고
장력강 기술이 본격 적용된 ‘뼈대부터 다른’ 차로, 5대 기본성능(동력성능, 안전성, 승차감 및 핸들링, 정숙성, 내구성)과
디자인을 글로벌 명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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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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지면서 줄어든 활동량이 걱정인 사우들이 있을 것

생활체육의 꽃!
어떤 날씨에도 즐길 수 있다!

이다. 그럴 때 관심 가는 스포츠가 바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
는 운동이다. 우리나라 각 도시 별 등록된 동호회 수 혹은 대
회 수로 따졌을 때 가장 인기 많은 생활 체육 종목이 무엇일
까? 바로 배드민턴이다. 배드민턴은 낯익은 운동이다. 학창시

현대위아 창원 4공장
배드민턴 클럽

절 반 친구들과 짝을 이뤄 경기하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난
다. 라켓과 셔틀콕, 파트너 한 명만 있다면 공을 주거니 받거
니 하며 얼마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생활체육의 꽃으
로 불리는 배드민턴의 매력에 폭 빠진 ‘창원 4공장 배드민턴
클럽’ 사우들을 만났다.

Q. 동호회를 소개해주세요.
서성희 ‘4공장 배드민턴 클럽’은 2010년 4월 25일에 창단해 5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동호회입니다.
이용식 2개월에 한번씩 모여 동호회원들과 게임도 하고 다과회도 합니다. 모임은 회원들뿐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 가족 전체가 참여해 야유회 겸 정기모임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요.

Q. 배드민턴 동호회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이용식 사원들간의 친목 도모가 제일 중요한 이유죠. 4공장 대다수 사우들이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트에서 땀 같이 흘리면 친근감이 더 생기니까요. 또 배드민턴은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무척 좋은
운동이잖아요. 가족 동반으로 동호회를 진행해보니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어 무척 즐거워합니다. 친구들이랑
도 치고, 부모님과도 활발하게 치면서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창명 배드민턴을 많이 좋아하진 않았는데 서성희 총무가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을 많이 해서 동호회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이 구기 종목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고 운동효과가 커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동보
다 동호회 분위기가 좋아서 참여하다 보니 실력은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웃음)
서성희 4공장에서 여러 사우들이 각각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호회 지원을
시작한 김에 친목 도모 겸 운동을 같이 하고자 동호회를 만들었죠. 특히 동호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잔업도 많
고 근무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생활만 반복하는 것 같아 퇴근 후 운동도 하고, 일상의 활력을
좀 얻고자 해서 동호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원

회장

총무

이창명

이용식

(경력 3년)

서성희

(경력 18년)

(경력 15년)

Q. 배드민턴의 매력을 꼽자면
서성희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받을 정도로 배드민턴에 깊게 빠져있었어요. 초보 때는 공을 칠 줄만 알면 되
는 줄 알지만, 정식 레슨을 받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6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며 여러 기술을 익히
면 게임을 훨씬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이용식 배드민턴이 쉬운 운동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어린 아이들도 라켓만 잡을 줄
알면 금방 게임을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매력인데, 반면 빠지다 보면 또 새로운 매력이 보여요. 서 총무 말
처럼 레슨도 받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기술이 늘고, 이렇게 실력이 늘수록 파워풀하고 와일드한 게임을
즐기게 되거든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배울수록 재밌는 여러 매력이 있는 운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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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배드민턴 전용 신발을 선물 받았어요. 그 때 장비도 생겼
겠다,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이네요. (웃음)
이용식 한겨울에 정기모임을 진행할 때 서성희 총무의 아내
가 회원들을 위해 따뜻한 어묵탕을 끓여와 함께 나눠먹었던
기억이 나요. 회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무척 따뜻했죠. 그 외에도 서 총무가 매번 모임 때마다 이벤트
를 많이 준비해와요. 가족들도 함께 하는 모임이다 보니 아이
들 이름까지 넣어서 회원권 추첨을 하는데 보통 110% 당첨
이 되게끔 이벤트를 준비해옵니다. 아이들이 당첨 한번 되면
무척 좋아하면서 뛰어나오는데 막상 선물은 주방 세제거든요.
뾰로통한 얼굴로 선물을 받는 모습이 또 재미있죠(웃음). 세심
한 총무 덕분에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Q. 레슨에 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나요

움이 많이 될 거에요.

서성희 스텝, 클리어, 헤어핀, 스매싱 등 배드민턴 기본 기

이용식 배드민턴은 팔을 많이 쓰는데, 직접 운동을 해보면

술을 배워요. 이런 기술들을 익혀두면 경기할 때 훨씬 재미

서 자신의 팔에 맞는 라켓을 찾아야 해요. 자신의 근육과 맞

있죠.

는 헤드 무게가 있으니까요. 또 처음엔 미숙하다 보니 바닥
을 많이 치게 되는데, 라켓이 쉽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처

Q. 동호회원들의 평균 실력은 어떻게 되나요

음부터 고가 제품을 사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용식 4공장 동호회 사람들 배드민턴 실력은 아주 상위 클

서성희 그래도 제일 유명한 브랜드를 꼽자면 ‘요넥스’ 브랜

래스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클럽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

드가 인기가 많긴 해요.

회에 함께 나가 보면 우리 동호회원들 실력이 아주 월등하

이용식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사용하는 국산 ‘비트로’ 브

다고 느껴요. 최근에도 밀양 대회 나가서 혼합복식을 우승한

랜드도 많이 추천해요.

서성희 이전에 1공장 회원들과 한번 다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후에도 더 추진해보
려 했는데 반응이 뜨겁지 않아 아직은 4공장끼리만 활발히 하
고 있죠.
이용식 4공장 회원들 실력이 무서워서 그런 걸 거예요(웃음).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서성희 배드민턴이 좋은 운동인 만큼 많은 사우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또 배드민턴 할 때 다들 안 다치고 재미있게 즐기
며 회사생활 할 수 있길 바라요!

사우, 창녕 대회 나가서 우승한 사우 등 생활체육대회 수상
이력도 화려하죠.

Q. 다른 공장 배드민턴 클럽과 교류전도 하나요

Q. 모임은 어떻게 연습이 진행되나요
서성희 4명이 복식으로 20분 정도의 한 게임을 진행합니다.

Q. 배드민턴을 시작하려면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단식 경기는 힘들거든요. 회원들이 하고 싶은 만큼 경기를 진

이용식 한 게임만 하면 땀이 많이 나니 반팔, 반바지 체육복

행하는데 보통 5~6게임씩 하면 적당하더라고요. 전체 모임

이면 충분하고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발이에요. 마

은 한 세 시간 정도 하는 셈이죠. 게임을 마친 후엔 뒤풀이를

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드민턴 전용화를 신는 것

하며 운동 안 하는 회원들도 합류해서 친목을 나눕니다.

이용식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정말 즐겁게 운동할 수 있어 추
천해요. 딸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같이 쳤어요. 아
이들도 쉽게 재미 붙이는 운동이니 함께 하기에 특히 좋은 운
동이고요. 실력 차이가 있더라도 잘하는 쪽이 조절해서 공을
주면 얼마든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
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또 큰 매력이죠. 이미 배드민턴
을 즐기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안 다치고 즐겁게 운동 함께 해

이 안전합니다.
서성희 라켓의 경우는 종류 별로 헤드 무게가 달라요. 초보

Q. 동호회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가의 제품을 사지 말고 중저가로

이창명 저의 경우 레슨을 받을 정도로 배드민턴을 열심히

사거나 선배들의 라켓을 빌려 직접 체험해본 후에 장비를

하기 보다 동호회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참석하고 있는데요.

고르는 것이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해본 선배들의 조언이 도

첫 모임에서 이벤트 추첨 1등에 당첨되어서 15만원 상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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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자고 하고 싶어요.
이창명 저처럼 배드민턴을 잘 못 치더라도 와서 즐길 수 있는
동호회이니 많이 오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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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장 배드민턴 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참여 문의 : 총무 서성희 (010-6398-7248)
준비물 : 간편한 체육 복장, 실내 스포츠화
(라켓은 동호회 장비 빌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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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여행

‘여행’

일상 속 법률이야기 6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이 글을 작성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을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

자는 여행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감액, 그로 말미

하는 오늘은 12월 초인데, 어제와 달리 기절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

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정도로 추워졌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여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임의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

에 따뜻한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

674조의3, 국외여행표준약관),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

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5월 다음으로 제2의 가정의 달인

결기준’에 따라 배상하면 됩니다. 즉, ①여행개시 30

최저행사인원의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한편, 여

12월을 맞이하여, 미리 알면 좋을 여행의 주요 이슈를 안

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②여행개시 20일 전,

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여행사는 여행계약 전

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

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행사가 여행자를 모집하는

10일 전, 8일 전, 1일 전까지 통보 시 각각 여행요금의

체의 기획자로서 여행자가 다수인 경우 법률관계가 복

우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

이른바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을 중심으로 우리 임직원 여

10%, 15%, 20%, 30%, ③ 여행 당일 통보 시에는 여행

잡해질 위험을 부담함을 감안하여, 최저행사인원 미

이 적게 들었다면 여행주최자는 그 차액을 여행자에게

러분들께서 여행자로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기초 지식을

요금의 50%를 배상하시면, 얼마든지 여행을 취소하실

충족에 의한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권을 인정합니다.

환급하여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기준)

몇 가지 사례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고시).

이에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여행계약이란?

또한 당초의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른 하자가 있는 경

최저 인원 미달로 인하여 여행이 취소될 수 있나요?

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행 1일 전에

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표준약

교통수단의 연착 및 수하물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을

여행을 취소하고자 할 때, 여행사는 내부적인 규정을

관). 위 표준약관에는 최저인원미달로 여행계약을 이

여행사에 물을 수 있나요?

여행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

들면서 50% 내지 7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일 내로 해제통지가

여행사는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

거에는 여행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여

여행 취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 자체도 틀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

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행자 보호에 매우 취약했죠. 이에 우리 민법은 2015년

말은 아닙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는 특약으로 별

금을 환급하는 외에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를 한 경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기획여행을 규율

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우에는 여행요금의 20%, 여행출발 당일 통지 할 경우

우,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행사와 여행자가 첨예하게

우리 임직원들께서는 여행사가 특약내용에 대한 명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항

대립하기도 하고,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위 공

하고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역시 같은 취지의 보

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우선 민법 규정을 좀 살펴 볼까요?

정위고시를 보여주며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

우리 민법은 여행계약을 “여행이라는 목적을 실현하

해야 하죠(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

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다른 곳을 운송하여 숙박 또는

여행지에 태풍 경보가 발생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관광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약정

수 있나요?

여행의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나 그 사용인

여행의 내용은 여행사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되어서

이 여행자의 수하물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2).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여행사

는 안 됩니다. 다만, 기획여행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

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행자의

그리고 여행 계약의 해지·해제, 대금의 지급시기, 여

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여행계약을 취소하여야 할

터 실제 여행이 실시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

되고, 급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여행지)가 계약체결 장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국외여행표준약관).

아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일상적으로 주요 문제되는

행자는 여행출발 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임의해제할

소와는 멀리 떨어진 장소인 만큼 일정한 범위내의 사

올 겨울, 한 해를 보내거나 맞이하며 가족·지인들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여행자의

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이 예견되므로, 합당한 범위 내

홀가분하게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

특수한 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여행 계

에서 그와 같은 변경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면 여행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큼 여행사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약을 해제하여야 할 경우,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습니

그런데 만일 여행의 내용이 변경되어 여행의 형태가

할까요?

다(국외여행표준약관). 예를 들어 태풍, 지진 등의 천

전체적으로 종전과 다른 모습의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

여행 계획 초기부터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여

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

라면 이는 이미 허용 가능한 범위내의 급부의 변경이

러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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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안하셔서 안전하고 또 즐
겁게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합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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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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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사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목소리를 잃은 공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생각
한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사랑이
꼭 연인 간 애정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가족에게 충실

영화는 한 남자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누군가의 집

한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마찬가지

은 해저에 가라앉은 배의 선실처럼 물로 가득 차 있다. 탁

로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로맨

자와 의자, 소파, 스탠드 조명, 탁상시계 따위가 무중력 상

스와 함께 가족 영화가 쏟아지고 자선행사도 줄을 잇

태인 것처럼 떠 있고 수면안대를 쓴 여자가 수중에 잠들어

는다. 왠지 12월에는 모두가 로맨티스트가 되고 세상

있다. 남자는 주인공에 대해 ‘목소리를 잃은 공주’라며 앞

이 조금이나마 더 선량해진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

으로의 이야기가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귀띔한

다. 아무래도 추위에 몸을 떨게 되는 겨울은 온기에

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목소리를 잃은 공주’는 인어공

대한 그리움을 계기로 자신이나 타인의 외로움에 대

주다. 그는 사랑을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내주고 다리를

해 생각하는 시기인 듯하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얻어 육지로 나왔다. 그러나 엘라이자(샐리 호킨스)가 알람

에는 남의 아픔과 쓸쓸함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

소리에 깨어난 현실에는 동화적인 데가 없다. 소파에서 잠

렵다.

을 자는 엘라이자의 좁고 침침한 집은 소방차 사이렌 소리
와 아래층 영화관 음향으로 시끌벅적하다. 이곳은 1962년

소설이든 영화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결국 사

미국 항구도시 볼티모어다.

랑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설정과 묘사가 다를 뿐 사랑의 정의나 당위에는

엘라이자는 아기 때 강에서 발견돼 고아원에서 자랐다.

어떤 공감대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랑 이야기가 누

그는 농아(벙어리)다. 청력에는 이상이 없어 귀로 듣고 손

군가의 결핍에서 시작한다. 세상에 결핍이 없다면 사

으로 말한다. 엘라이자가 매일 같은 시간 잠자리에서 일어

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결핍이

나 출근길을 나서기까지 정해진 일과처럼 되풀이하는 일들
을 무미건조한 삶을 암시한다. 낡은 욕조에 물을 받고 달걀

클 때 사랑의 울림도 크다. 올해 초 개봉한 기예르모

을 삶는 동안 물속에 몸을 담근다. 달력에서 어제 날짜를

델 토로 감독의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는 다양한 배

뜯어내고 구두를 닦는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집을 나선다.

경으로 소외된 이들과 기원을 알 수 없는 괴생명체를

한밤의 출근. 딱히 이렇다 할 딴 짓을 하는 게 아닌데도 엘

등장시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

라이자는 늘 지각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 도착한다. 개인을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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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는 시간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하듯이. 세상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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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이자는 괴생명체와 사랑에 빠진다. 엘라이자의 언
어장애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괴생명체와의 관계

WE'RE Looking

WE'RE Sharing

‘사랑’이라는 신

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랑은 말보다는 마음을 나눔
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며 마음은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

괴생명체의 탈출을 계획하는 엘라이자는 “그는 혼자”

로도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엘라이자와 괴생명체는 보여

라며 자일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거부당한다. “우리도

준다. 이들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 서로를 살피며 깊어진

다 혼자인데 그가 혼자인 게 어쨌다는 거냐”는 자일스의

다. 그리고 우리는 저편에서 번지르르한 말을 서슴없이

말은 누군가의 고독과 고통에 무뎌진 채 살아가는 우리

선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의 기만성을 확인하게 된

의 자기 방어적 독백이기도 하다. 괴생명체는 사람이 아

다. 자동차 판매원은 알지도 못하는 스트릭랜드의 사회

니라 ‘그냥 괴물’이라는 자일스에게 엘라이자는 반문한

적 지위를 한껏 치켜세우며 비싼 자동차를 사도록 부추

다. “나는 뭐죠? 나도 그 사람처럼 입을 움직여요. 나도

기고, 자일스가 호감을 가진 파이 가게 바텐더는 늘 멋

그 사람처럼 소리를 못 내요. 그럼 나도 괴물이에요?”

국과 소련 간 우주경쟁이나 핵 대결로 떠들썩한 시기에 엘라이자는 항공우주연구센터라는 정부 연구소의 1급 기밀구

진 웃음을 머금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인사한다. 자

우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다시 한 번

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이 설정은 개인의 삶이 한 시대의 거대 사건과 얼마나 가깝고도 먼지를 함축한다.

일스는 그 말이 진심일까 생각하며 설레어 한다. 하지만

괴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일스에게 엘라이

바텐더는 흑인 고객을 가게에서 쫓아내면서도 “또 오세

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에

요”라고 말한다.

요”라고 말한다.

엘라이자를 둘러싼 환경은 푸른빛이 도는 녹색으로 가득하다. 영화에서 녹색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색으로 설명되지만 이 색이 지배하는 인물들의 삶은 외롭고 생기가 없다. 등장인물들은 제각각 소외된 사람이

영화는 본질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엘라이자와

다. 엘라이자는 고아이면서 농아(벙어리)인 여성이고, 회사에서 유일한 말동무인 동료 젤다(옥타비아 스펜서)는 흑인

괴생명체는 서로를 불완전하거나 괴상한 존재로 생각하

여성이다. 젤다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고 남편은 말이 없다. 엘라이자의 독신 이웃 자일스(리차드 젠킨스)는 사진에

지 않는다. 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복해한다.

밀려난 퇴물 광고포스터 화가다. 노인임을 한탄하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는 또한 동성애자다. 고독

괴생명체는 자일스의 고양이를 잡아먹고 자일스도 다치

은 사회적으로 주류냐 비주류냐를 가리지 않는다. 보안책임자 스트릭랜드(마이클 섀넌)는 단란한 가족과 따뜻한 집이

게 하지만 자일스는 야생생물이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있지만 위안을 얻지 못하고, 스파이인 연구책임자 호프스테틀러(마이클 스털버그)는 정체를 숨긴 채 살고 있다.

탓하지 않는다.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스트릭랜드는 사랑받지 못한 채 인정받으려고만 애쓰

무언(無言)의 사랑

는 인물이다. 상류층 대부분이 탄다는 말에 비싼 자동차
를 사고, 어서 임무를 완수해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

엘라이자는 비밀 연구실로 옮겨져 온 괴생명체를 보게 되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몸

언제나 윗선의 기대에 부응하다 단 한 번의 임무 차질로

이 미끈거리는 점액과 비늘로 덮인 괴생명체는 사람처럼 눈·코·입과 팔다리가 있다. 물속에서 사는 이 생명체는

몰락 위기에 처한 그는 얼마나 자신을 증명해야 훌륭한

굳이 말하자면 인어일 테지만 우리가 상상해온 인어의 모습과는 다르다. 괴생명체는 양서류처럼 물과 육지에서 모

사람이 되는 거냐고 상관에게 묻는데, 실패는 한 번으로

두 호흡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생존은 물에서만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생명체를 소련과의 우주경쟁을 위한 연

도 충분하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구 대상으로 잡아왔다. 괴생명체는 연구실에 갇혀 고문당한다. 그를 잡아온 장본인이면서 임시로 부임한 보안책임

영화 끝에 가서 다시 생각하는 되는 ‘물’의 의미는 사

자 스트릭랜드는 연구와 상관없이 그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며 괴롭힌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랑하는 ‘당신(의 존재)’다. 사랑은 그 대상을 통해 가능해

질문을 던진다. 괴물에 가까운 건 모습이 기괴한 쪽보다 그 남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하려는 쪽일 것이다.

진다. 그 사랑은 물처럼 정해진 형태가 없다. 어떤 모습

입단속을 위해 엘라이자와 젤다를 부른 스트릭랜드는 괴생명체가 인간처럼 생겼다고 동정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으로든 가능하면서 무엇이든 수용 가능하다. 우리를 둘

(성경대로라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저 생명체가 신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면서

러싼 우주와 같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

신은 자신(백인 남성)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젤다(흑인 여성)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할 때 인간

랑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자신이 된다. 그렇게 초월적이

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며 폭력적인지 생각하게 된다. 유색인종과 여성이 오랫동안 인간으로

고 창조적이라면 사랑은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

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도 그런 기준 때문이었다. 그래서 괴생명체는 장애인, 흑인, 여성, 노인, 동성애자 같은

까. 스트릭랜드의 마지막 대사가 유독 의미심장하게 들

차별적 배경들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영화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장

린다.W

된 거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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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
기적

2018년 하반기 DREAM CAR 기증

‘Walk with 현대위아’ 임직원 걸음 모아 보행 보조기구 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7일 전국 복지기관에 승합차 14대
와 경차 1대, 총 15대의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차량 구입 금액
의 대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월급을 모으는 ‘1%기적’을 통해 마
련됐습니다. 이번에는 1%기적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경남 창
원시, 경기도 의왕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충남 서산시
등 전국 사업장 인근의 복지기관에 기증되는 차량을 직접 운전
해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 소화성가정

이날 창원시에 위치한 ‘회원 큰별지역아동센터’에 승합차 1대
를 직접 전달한 특수생산부 양희천 기술선임은 “오늘 직접 수혜
기관을 방문해 차량을 전달하며 좋은 일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
어 뿌듯했다”며, “특히 오늘 방문한 아동센터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차량이 없어 전달한 차량이 더욱 귀중하게 쓰일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에 더 자
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의왕]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창원] 회원큰별지역아동센터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12일 경남 창원시 본사에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국제 구호 개발 NGO ‘세이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으로 꼽히는 1%기적의 ‘Dream

서 ‘WALK with 현대위아’ 전달식을 열고 중앙가정

브더칠드런’의 산하시설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Car’ 기증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 복지기

위탁지원센터에 보행 보조기구 구입 기금 총 4036

도움으로 수혜 대상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동에 불편

관에 총 80대에 달하는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올해는 회사 기

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장애와 노

함을 겪는 위탁 장애 아동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건강

금 1억원에 임직원들이 1%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약 4억

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 아동과 부

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들을 돌보는

원을 통해 기증 차량이 마련되었는데요. 상반기 기증식에서 전

모 총 135명이 휠체어·목발·지팡이 등 보행 보조

위탁 부모들 중 보행이 어려운 이들도 함께 지원하기

달한 10대의 차량과, 이번에 열린 하반기 DREAM CAR 기증

기구를 구입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로 했습니다.

식을 통해 전달된 차량 15대까지 총 25대를 기증했습니다. 차

이번 보행 보조기구 구입 기금은 특별히 우리 회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소재개발팀 김영철 차장은

량을 기증받은 복지기관은 각 지역 지자체의 도움으로 차량이

사 임직원들의 ‘걷기’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매일 여가시간에 걸은 것으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

없거나, 차량 교체 시점이 시급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전달하

사회공헌 플랫폼인 ‘빅 워크(Big Walk)’ 애플리케이

어서 정말 뿌듯하다”며 “현대위아가 지속적으로 많은

였습니다.

션을 이용해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간 걸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더욱

은 거리 1㎞ 당 1만원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했기 때

께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

노력해나갈 우리 회사 1%기적! Dream Car 이외에도 다양한

문입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목표

로도 직원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해나갈 예정이오니, 내

인 2018㎞를 조기에 달성하며 2018만원을 조성한

확대해가며 이웃들과 함께 성장해가기 위해 더욱 노

년에도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후, 새 목표인 20만1800㎞를 추가로 달성하며

력할 계획입니다. W

2018만원을 더해 총 4036만원의 기금을 마련했습
[평택]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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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호남의 명산 무등산(無等山)의 기상

무등산 자락 은빛 눈꽃여행

광주광역시 대표 아이콘 ‘무등산’. 광주·전남의 진산(鎭

예향의 도시 광주의 혼을
느끼다

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2013년 3월, 우리나라
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해발 1,187m, 전체
면적은 75.425㎢이다. 무등산(無等山)은 ‘비할 데 없이 높
고 큰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이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입석대·광석대
등 수직 절리상의 암석이 석책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룬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
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 생태경관이 뚜렷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하늘다람쥐·으름난초 등이 서
식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당산나무코스는 남녀노소 무등산에 오면 가장 많이 찾는
코스로, 무등산 중턱에 올라 전체적인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탐방코스다. 증심사에서 당산나무를 거쳐
중머리재에 이르는 코스인데 4.0km, 1시간 35분 정도 소
요된다.
이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따라가는 코스로 누구
에게나 쉬운 산행으로 추천한다. 증심사에서 당산나무를
거쳐 중머리재에 이르는 코스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
제사를 지냈던 당산나무를 지나 위에서 보면 중의 머리같
이 생겼다하여 이름 붙여진 중머리재까지 이른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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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무등산 서석대의 겨울-동쪽에서 서쪽
을 향해 줄지어 서 있다. 저녁 노을이
들 때 햇살에 반사되어 수정처럼 빛나
기 때문에 서석을 수정병풍이라고도 했
다고 전한다. 맑은 날이면 광주시내에
서도 서석대 병풍바위의 수려함을 바라
볼 수 있다.
02/03 중심사 일주문은 부처님 도량인 절
과 오탁악세의 세상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생이 사는 곳을 예토(穢土),
부처님이 계신 곳을 정토(淨土)라 하는
경계의 표시라고 한다.

01

편안하고 중간에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코스로 무
등산 대표코스로 추천한다.

특히 입석대·서석대가 있는 주상절리는 2014년 국가
지질공원으로, 2018년 4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03

국사가 고쳐 짓고, 조선 세종 때(1443년) 김방이 삼창

건물로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과 계통을 같이 하는 정면

하였는데 이때 오백나한의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지붕의 다심포 양식으로 그

증심교를 지나 계곡을 건너면 증심사 200m전에 있는

으로 확정된 곳이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지금으로부

이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09년(광해군 1)

희귀성이 돋보인다. 또한 오백나한상은 우리나라에서

입구 표지석을 지난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숲

터 8700만 년 전부터 85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화

에 석경(釋經)·수장(修裝)·도광(道光)의 3대 선사가 4

보기 드문 불상들이다. 이에 증심사는 1986년 11월 1일

속 길을 지나가면 증심사를 지나게 되고 이후 본격적인

산폭발 때문에 생성됐고, 적어도 세 차례 분화가 이뤄졌

창(四創)했다고 한다. 그 후 신도들의 정성으로 몇 차례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이다.

탐방로가 시작된다. 길은 폭 넓게 잘 정비되어 있으며

다. 정상부인 천왕봉을 비롯해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6·25전쟁 때 많은 부분이 소실

일부 돌계단을 지나면 오래된 거목의 당산나무를 만나

신선대, 백마능선(낙타봉·촛대봉) 등에 주상절리대가

되었다가 1970년에야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복구

게 된다. 수령이 5백년이 넘은 느티나무로서 광주광역

분포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11㎢ 이상으로 세계적 규

되었다.

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모이다.

무등산 풍경 속의 미술관, 의재미술관

증심사는 무등산이라는 빼어난 산세의 중심에 있을

당산나무를 지나 숲 속 오솔길을 지나치면 육산의 모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다. <신증

증심사 아래에는 진도에서 태어나 무등산 자락에 30

습을 벗고 돌과 계단, 너덜지대의 험난한 길이 이어진

동국여지승람>에는 호남의 빼어난 명승으로 꼽았고 <

년을 거하면서 평생 남도의 산수를 그리다 간 남종 문

광주읍지>에도 무등산의 정기를 함축하고 있는 곳이라

인화의 마지막 대가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 선

고 찬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건물들은 1971년에 중창

생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의재미술관이 있다.

다. 천제단, 봉황대에서 올라오는 삼거리와 만난 후 넓

무등산 정기를 입은 명승고찰 ‘증심사’

게 자리한 평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중머리재다. 중
머리재는 무등산 등산길의 요충지로 무성하게 자라는

증심사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도량으로 무등산

20여분 완만한 등산로를 천천히 걸어가면 길 왼쪽에

된 것이 대부분이다．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말이면 무등산에 오르는

증심사에는 오백전(五百殿)과 비로전(사성전)에 봉안

건물 하나가 나타난다. 무등산 등산로 지형을 그대로

이 코스는 비교적 쉬운 코스로 무등산을 찾는 이들의

사람들이 절 앞을 숱하게 지나간다. 무등산 정상 부근은

된 철조비로자나불 좌상(보물 제 131호), 신라 말기의

살려 비스듬한 경사 위에 앉힌 ‘풍경 속의 미술관’이 의

대부분이 다녀가는 곳이다. 탐방로는 전반적으로 쉽게

겨우내 새하얀 눈으로 덮여 아이젠 없이 산행하기 힘들

석탑인 증심사 삼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1호), 범종

재미술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은 건

구성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탐방하여도 좋다. 그러나

지만, 증심사까지 오가는 데는 운동화로도 충분하다. 등

각, 각층의 4면에 범자가 새겨진 범자칠층석탑 등 수많

축가 조성룡과 김종규가 공동 설계하여 지었다.

중반 이후에는 탐방로에 돌들이 많아 등산화는 필수적

산이라기보다는 산책이 알맞은 표현일 듯하다.

은 문화재가 있다.

억새와 철쭉으로 유명하다.

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곳을 통하여 더 올라가면 중불재
로 가고 이어 입석대, 규봉을 갈 수도 있다.

미술관은 모두 3개의 건물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

증심사는 통일신라 때 고승 철감선사(澈鑒禪師) 도윤

특히 대웅전 뒤에 있는 오백전은 무등산에 남아 있는

있다. 증심사를 향해 오르다 처음 만나는 건물은 전시

(道允)이 517년에 세운 절로 고려 선종 때(1094년) 혜소

사찰 건물들 중 현재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세종 25년)

동이고, 바로 그 옆이 삼애헌이라는 작은 건물,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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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대학로 ‘광주 예술의 거리’
예향 광주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서울에 대학로와 인사동 거리가
있고, 부산에 BIFF 거리가 있다면 광주에는 ‘예술의 거리’가 있다. 예술
의 거리는 호남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예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조성했다. 3백여 미터의 길에는 갤러리와 화랑 화방 소극
장 등이 70여개나 있어 크고 작은 전시회나 공연이 열린다. 현재 동호인
04 의제미술관은 무등산 등산로 지형을 그대로
살려 비스듬한 경사 위에 앉힌 ‘풍경 속의 미
술관’이 의재미술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은 건축가 조성룡과 김종규가
공동 설계하여 지었다.

의 편의도모를 위해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이 지방 예술의 상징적 작
품을 집산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고, 한국화, 서예, 남도창을 중심으로
한 남도예술의 진수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성화 했다. 거리
06

05

는 광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중앙초등학교 뒤편 사거리까지다. 돌아보는

05 춘설헌은 광주시 문화재 제 5호로 일본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이자 서예가인 남용 김
용구의 설계로 1956년 지어졌다. 처음에는
본채만 지어졌으나 제자들이 늘면서 뒷 채를
달아냈다.

된다. 광주가 초행이라면 꼭 들러볼 만한 곳이다.
예술의 거리를 제대로 보려면 토요일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07 예술의 거리 3백여 미터의 길에는 갤러리와 화랑 화
방 소극장 등이 70여개나 있어 크고 작은 전시회나
공연이 열린다. 토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
어 보거리가 더욱 더 풍성해진다.

06 허백련

옆이 관리동이다. 살아생전 의재 선생이 농업학교로 쓰

데 구경만 하면 1시간 정도, 들어가서 감상까지 하면 2시간 정도가 소요

의재 허백련 화백에 대하여

던 건물을 수리해 만든 삼애헌은 차문화교실로 쓰인다.

매주 토요일 예술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두루두루 구경하
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300m 정도 차 없는 거리에는 다양한 거리공연
이 펼쳐지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남도문화예술진흥회가 주축이 된
음악회, 빛의 축제, 언더그라운드 공연, 캐릭터 문화 상품전, 빛의 축제
등이 열린다. 그리고 각종 고서예품과 비녀 놋그릇 등 다양한 민속예술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 유리로 마감한 의재미술관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출생한 허백련 화백은 동경의 메

산과 물과 나무들 옆에 무심한 듯 툭 놓여 있다. 자연을

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법정학을 전공하다가 그림으

압도하지 않으면서 의재 선생의 작품과 무등산이 조화

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동경에 약 6년간 머무르며 당

를 이룬다.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

시 일본의 대표적 남종화가(南宗畵家)였던 고무로(小室

미미원 ‘육전’과 ‘해산물전’

다.

翠雲)의 영향을 받아 정통 남종산수화를 지향하게 되었

고즈넉한 한옥과 잘 꾸며진 정원이 반기는 ‘미미원’은 육전과 해산물전 맛집이다.

전시동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통유리 너머 바깥 풍

다. 1922년 서울에 올라와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전통

직원이 손님상에서 직접 전을 부치는 곳으로 유명하다. 바로 부친 뜨끈한 전을 쏙

경이 작품이다. 티 라운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노라면

적인 산수화를 출품하여 입상하면서 각광을 받았지만,

유리는 마치 여섯 폭 병풍처럼 느껴진다. 바깥의 무등산

1927년까지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고, 그 뒤 전라

슬쩍 익힌 육전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계절에 따라 다른 해산물전은

풍경은 그대로 병풍 속 그림이 된다. 눈이 오면 눈 내리

남도 광주에 정착하여 독자적 화필생활과 문하생 지도에

낙지전이 단연 인기다. 산낙지를 다져 한입 크기로 부친 낙지전은 부드럽고 쫄깃한

는 그림이, 부슬부슬 비가 오면 비 내리는 그림이 된다.

전념하였다.

맛이 일품이다. 돌솥밥 또는 매생이 떡국, 굴떡국 등의 메뉴를 시키면 식사 메뉴를

품이 판매되는 ‘개미시장’도 열리고 있다.W

쏙 집어 먹으면 전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새삼 느끼게 된다. 이곳의 대표 메
뉴는 생아롱사태를 얇게 썰어 부친 소고기 육전. 찹쌀가루와 달걀물 순으로 묻혀

위한 정갈한 남도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미술관을 나와 계곡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춘설헌과

그는 같은 세대의 신예들이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근대

의재 선생의 묘소가 있다. 춘설헌은 의재 선생이 해방

적 작풍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오로지 예법에 충실한 화

직후인 1946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0년간 기거했던

격(畵格)으로 자신의 세계를 심화시켰다. 1966년에는 예

작업실이다. <5시>의 작가 게오르규를 만난 곳도, 육당

술원상 미술부문을 수상하였으며, 한시(漢詩)와 고전화

최남선 등과 교류하며 지낸 곳도 모두 이곳 춘설헌이다.

론(古典畵論)에 통달하고 서법(書法)도 독특한 경지를 보

육수의 맛이 칼칼한 고추장과 어우러져 맛이 일품이다. 커다란 냉면 그릇 가득, 일

증심사 뒤편으로 펼쳐진 차밭은 의재 선생이 해방 직

인 전형적 남종화가로서 호남서화계의 상징적 거봉으로

단 양으로 압도된다. 포장은 포장할 그릇을 가져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광주 송

후 일본인으로부터 인수해 아끼며 가꿔온 곳이다. 이 차

추앙되고 있다.

밭에서 생산된 ‘춘설차’는 그윽한 맛과 향으로 지금도 많

송원식육식당 ‘애호박사골국밥’
듬성듬성 큼지막하게 쓴 돼지고기와 족히 한 개 정도가 통으로 들어간 듯한 애호박
을 고추장양념에 푹 끓여서 만든다. 끓인 애호박 특유의 단맛과 오래 구수한 고기

정역에서도 가까운 이곳은 오히려 저녁시간보다 점심시간에 사람이 더 많다. 근처
산업단지 직원과 인근 주민,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다. 관광객보다는 현지
인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은 차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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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양산을 시작한
AWD 통합 제어 부품의 명칭은?

2. 올해 정년 퇴직을 하는 김문성 기술기사가 첫
업무를 시작한 부서의 이름은?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문성 / 공작기계품질관리팀

1. MOBILITY
2. 성주사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심재석 / 특수생산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가은 / 구매지원팀
백우현 / 차량부품품질관리팀
고재천 / 부품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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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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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