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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날이 거듭납니다. 내 나이 여든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변화의 모험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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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에서 철학자이자, 화가, 소설가, 시인으로 유명한
작가 칼릴 지브란 (Kahlil Gibran)의 시 '내가 만약 어떤 이의 마
음 속에'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다음은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은 더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과거일 따
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매년 맞는 1월입니다. 어떤 이는 년도가 바뀔 뿐 새로울 것 없
는 새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1월이 있고 새해가 있어 우리는
삶 한 가운데서 한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요. 1월에 어울리는 시
한 구절처럼, 사우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해가 또 다른 모험
의 설렘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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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essage

현대자동차그룹 신년사

변화와 혁신의 2019년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지난 2000년 정몽구 회장님께서 우리 그룹을 출범시키신 지 햇수로 20년째가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우리 그룹은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품질경영’·‘현장경영’
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동차산업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 5 자동차 업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장님의 숙원 사업인 일관제철소 완성을 통해 국내 소재산업을 더욱 발전시
켰으며, 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사 반열에 올라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그룹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글로벌 사업 점검과 업무 협업을 위
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곳곳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
니다. 상상과 미래의 영역으로 구분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업종 간 경계 없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됨에 따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 중
국 등 주요시장에서의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대응력을 강
화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아 경영 과제를 신속
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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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타입의 전동화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 44개 모델, 연간 167만
대 판매를 통해 『Clean Mobility』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소전기차는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를 선
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여 퍼스트무버로서 수소사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2021년 국내 자
율주행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외부 글로벌 선도업체와의 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혁신성과 안전성
을 모두 갖춘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룹의 역량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외부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유연한 기업 문화가 필
수적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주주와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주주가치와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
다.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협력사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부터 임직원 여러분들

그룹 임직원 여러분 !

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전적 실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부터 열린 마음

앞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업의 추격자 중 하나”가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체인저”로 도약할 것이며, 2019년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으로 서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도와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을 즐겨 주십시오.
실패를 회피하고 비난하는 문화에서 탈피하여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
는 문화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제거하여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임직원의 시

먼저,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경쟁력을 고도화하여 수익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장을

간과 역량을 집중하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을 일상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신적인 기업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위한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올 한해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갖춘 총 13개의 신차를 출시하여 미국과 중국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바, 솔선수범하여 변화와 혁신의

등 주력시장의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지를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중국, 유럽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금년 출시되는 SUV모델을 비롯한 라인
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해오신 ‘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도전정신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빛나는 성과물을 만들어온 저력이 있

질’, ‘안전’, ‘환경’과 같은 근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로 완벽함을 구

습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이끄신 정몽구 회장님의 사업보국의 의지와 경영철학

현해 나가겠습니다.

을 계승하고 우리의 저력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실천한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체인저로서

아울러,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여 군살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강화
하는 동시에 사업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생존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부품사업은 그룹 내 테크 리
더로서 핵심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강사업은 첨단 소재 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건설사업은 설계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회사와 각자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2019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및 엔지니어링 역량 등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사업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판매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2일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이러한 내실경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여 ICT 융합, 공유경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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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현대위아 신년사

기계 부문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연구·영업·품
질·생산 등 전 부문이 한마음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 변화에 대한

더 나은 현대위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기를 기대합니다

강한 의지로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지속가능한 현대위
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2019년의 시작에 즈음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2019년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주력 부품인 엔진과 등
친애하는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9년이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합니다.
지난 2018년 우리는 쉽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 의
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

속조인트, 4륜 구동 시스템 등 자동차부품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갈수록 높아지는 관세장벽을 넘어 서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계부문 또한 국내외 영업조직과 연구, 서비스, 생산 등 전 분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확립
하고 고객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 있는 제조사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대고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정립해 회사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을 분명하게 확립했습니다.

둘째, R&D 역량 강화와 우수한 품질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기존 제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고부
가가치 제품을 연이어 개발하며 분명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성과는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
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시장을 압도하는 품질 수준을 갖추
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R&D 역량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었고, 더 이상 기술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구동
부문에서 전 연구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룬 IDA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사와의 비교 우위를 넘어,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임직원 여러분!
2019년의 사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인 연구개발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원가를 관리하고, 불필요
한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망됩니다. 국내 제조업 경기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이
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보호 무역 주의

셋째, 미래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

두 달 전, 우리는 통합열관리시스템, 친환경 4륜구동, 스마트팩토리, 협동 로봇의 ‘4대 미래사

요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회사의 명운을 가를 분

업’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 4대 미래사업의 안정적인 착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린 충

기점이 될 것입니다.

분히 해낼 기술과 역량이 있습니다. 관련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사업전략을 구체화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점을 명확히 고민하
며 전에 없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유한 브랜드로 소비자를 만나는 공작

다면 비전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대 미래사업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기술 진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팔로워가 아닌 리더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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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창의로 혁신하고 소통으로 화합하는 현대위아를 만들어 갑시다
올해 우리는 ‘조직문화 개선’과 ‘프로세스 혁신’의 투 트랙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안목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회사 곳곳의 그릇된 옛 문
화를 겸허하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24년 이상 이어 온 노사 화합의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 나가야 할 전통입니다. 상대가 아닌
동료로 함께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고객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웃에
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수칙과 정보보안 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의 인적, 물적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업무체계로 안팎에서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중석몰촉(中
石沒鏃)’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장군인 이광(李廣)이 초원에서 호랑이를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발필살
(一發必殺)의 신념으로 활을 쏘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호랑이가 아닌 큰 바위였고, 그가 쏜 화살은
바위에 깊이 박혀있었습니다.
화살을 보고 경탄한 이광은 여러 차례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을 쏘아 보았지만, 바위를 뚫지 못하고
튕겨 나오기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중석몰촉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급, 본부, 직군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소임을 다하면서 위기극
복과 재도약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전력을 다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19년 대망의 새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와 우리 현대위아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3일

대표이사 사장 김 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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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HOT ISSUE
세계 최초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 개발
- 엔진서 만든 동력을 바퀴로 연결하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휠 베어링’ 일체화
- 세계 최초로 자동차 구동축 구조 100년 만에 바꿔
-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품질은 강화하고, 무게는 크게 줄여
-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최초 적용

우리 회사가 기존 기술의 한계로 10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자동차의 구동축 구조를 바꾸는데 성공했
습니다. 자동차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Integrated
Drive Axle)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축인 ‘드라이브 샤프트
(Drive Shaft)’와 이를 바퀴에 연결하는 ‘휠 베어링’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입니다. 두 제품을 하나로
통합한 구동축을 개발한 것은 세계 자동차 부품사 중 우리 회사가 최초입니다.
IDA는 1920년대 드라이브 샤프트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쓰인 바퀴의 연결 방식을 완전
히 바꾼 부품입니다. 현재는 변속기에서 나온 동력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바퀴에 고정되어 있는 휠
베어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볼트와 너트가 만나는 것처럼 이어져, 연결 부분
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IDA는 이러한 문제를 드라이브 샤프트의 끝 부분이 휠 베어링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며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부품이 연결되는 곳에서 생기는 불량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
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면서 강성은 기존 제품보다 55% 가량 높였고, 동시에 무게는
10% 이상 줄였습니다.
IDA는 자동차의 승차감과 핸들링 성능(R&H, Ride & Handling)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
다.바퀴로 이어지는 부분의 베어링 직경을 종전보다 40% 넘게 확대해 핸들링 성능을 크게 강화하고
제품 자체에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2년 개발을 시작
한 이후 제품의 최적화와 품질 강화를 위한 테스트를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기술과 품
질을 인정받아 해외 2건, 국내 16건 등 총 17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토대도 마련했죠.
IDA는 현대차의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에 최초
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임직원의 노력으로 전 세계 어떤 자동차 부품사도 100년이 넘도록 바꾸지
못한 제품을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한 우리 회사!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글로벌 TOP자동차 부
품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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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GWP

변화와 혁신 대상 조직부문 대상
[세계최초 기능통합 드라이브 액슬(IDA)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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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대상은 2007년부터 시행된 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매년 실시한 개선 및
혁신과제 중 우수 과제를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100년 동안 변함없던
드라이브 샤프트를
새롭게 혁신하다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 모듈설계팀이 혁신을 일구어
냈다.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세계최초 기능통합 드라이브액슬(이
하 기능통합 IDA)로 현대기아자동차는 더 즐거운 드라이빙
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혁신을 가능케 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차랑부품연구센터 모듈설계팀

박기동 책임연구원
서중규 책임연구원
유광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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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대상 조직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합
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차량부품연
구센터 모듈설계팀을 소개해주세요.
유광식 팀장_ 모듈설계팀은 샤시계의 구성부품인 승
차감을 향상시키는 현가,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는 조
향, 차량을 정지시키는 제동, 구동장치의 품질향상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 최적화를 목적으로 시스템 통합
화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승차감
이나 핸들링 성능, 차량연비 향상을 위해 부품간 기능
을 통합하고 신소재, 신공법 등 최고의 기술을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가진 샤시부품 및 모듈 연구 개발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기능을 일체화한 신기술입니다. 한 세기 동
안 누구도 깨지 못한 구조의 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중규 책임_ 기능통합 IDA의 개발계기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드라이브 샤프트 시장점
유율은 세계 4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강했죠. 드라이브 샤프트의 효율을 높이는 연
구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완벽한 개
선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차별화된 기술도 아니었
어요. 변속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새로

이범재 파트장_ 기능통합 IDA(Integrated Drive Axle)
은 세계최초로 베어링과 드라이브 샤프트를 일체화
시킨 드라이브 액슬 개발을 말합니다. 차량을 움직이
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차량의 핏줄’이라고 할까요?
드라이브 샤프트는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
는 부품이고 베어링은 바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마
찰 저항을 작게 해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축인데 기
존 액슬은 휠베어링과 드라이브 샤프트를 스플라인과

박기동 책임_ 모든 신기술 개발이 그렇듯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만들지 못한 기술이었기
에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
생될 예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까지 염두해
개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WE'RE Sharing

에 생각했던 설계를 뒤엎고 대대적으로 구조변경을 한
거죠. 조립성향상을 위해 복열 베어링을 적용하는 등
17번의 사양변경을 통해 드라이브 샤프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의 일입니다. 4년
만에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죠. 17번의 사양변경, 6번
의 시제작, 2,000회 이상의 수 많은 시험을 통해 기술
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잡아내는 설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설계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과제가 튀어나올 때 고민스럽더

기능통합 IDA 적용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요. 특히, 기능통합 IDA는 각각 나뉘어 관리되던 부

도전적 실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품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품질적

이범재 파트장_ 소통과 협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

관련팀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고성능차샤

습니다.

시성능팀에서는 성능평가에 대한 검증을 해주었습니

서중규 책임_ 앞서 드라이브 샤프트의 사이즈를 줄

다. 구동설계팀에서는 설계 어드바이스를 아끼지 않았

이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업이 난이도

죠. 기술적 지원과 협업에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이 더

가 높았습니다. 기술적 한계, 핵심기술이 없었기 때문

해지자 엄청난 시너지가 나더군요. 특히, 현대차 남양

에 개발이 어려웠던 거죠. 2012년부터 드라이브 샤

연구소와의 협업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박기동 책임_ 베어링과 드라이브 샤프트 일체화였습

프트의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했습니

방향키가 되었습니다. 미래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게를 줄이면서 성능

다. 사실 처음에는 두 부품의 기능을 통합만 하면 완성

가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기능통합 IDA가 회사를 성장

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베어링의 직경을 증가시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머지 않아 그 생각이 매

시키고 생존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에 깊은 공감대가

야 차량의 조향감이 향상 되는데 베어링을 키우면 차

우 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부품을 하

형성되자 큰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도전적 신

량이 무거워지고, 승차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나로 만들다 보니 드라이브 샤프트의 사이즈가 증가했

기술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설명해 무거운 망치는 흔들기 어렵고 망치가 가벼워

고, 브레이크와 각종 센서 등 주변부품과 간섭이 일어

합니다.

지면 흔들기 쉬워지는 것처럼 베어링의 직경과 무게

났고, 조립성과 A/S성이 저하되는 등 초기 목표대비

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운 드라이브 액슬’을 개발해야만 판을 뒤집고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발상의 전환
을 통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고 압도적인 성능을 구

기능통합 IDA는 100년간 변화하지 않던 구조를
뛰어 넘는 기술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인지 설명해주세요.

가장 힘들었던, 위기를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WE'RE Looking

현 가능한 기술의 혁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는 신념으로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나요?

결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앵글옵셋’이라는 신

너트로 체결하는 구조였습니다. 100년동안 이 구조가

기술을 적용한 드라이브 샤프트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바뀐 적이 없었죠. 기능통합 IDA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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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기능통합 드라이브 액슬(IDA),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박기동 책임_ 단기적으로는 구조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을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따라오고자 하는 업체가 나타날 겁
니다. 이 업체와의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벌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전기차를 시작으로 일
반차량의 스포츠모델과 제네시스 모델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능통합 IDA는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 대상 조직부문 대상’ 수상소감을 말해주세요.
서중규 책임_ IDA는 아이디어 발굴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여 애정을 쏟은 프로젝트
라 수상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기술이 무르익은 분야였기에 연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과 협업
을 통해 두텁게만 느껴지던 벽을 부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험은 앞으로 다른 신기술 개발로 연계가 되
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큰 상을 받아 감사 드리며 우리 그룹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
록 IDA가 양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재 파트장_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는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주해 2등에 머물면 미래가 없다. 기존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서 혁
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세계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우리 회사와 그룹의 미
래를 밝혀주리라 생각합니다. 그 혁신의 길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뜻 깊은 상을 받아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없었다면 기능통합 IDA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이끌어 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서중규 책임_ 꾸준한 소통과 공유였습니다. 신기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설계, 생기, 생산, 품질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능통합 IDA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협력사와 고객
사, 사내 팀과의 협업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개의 제품을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이다 보니 ‘이것을 어
디서 만들어야 하는가’, ’개발해도 소용 없을 것이다’, ‘기능통합 IDA가 개발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유광식 팀장_ IDA 개발에 같이 노력해주신 남양연구소 연구원들과 우리 회사 관련 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최초의 기술개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몰랐습
니다.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문제를 개선하며 기술을 성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많
은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최고가 되고자 노력했던 점을 높이 평
가해주셔서 조직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상의 의미를 잘 새기며 더욱 정진 하겠습니다. W

니냐’, ’신기술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 등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11차례 이상의 기술설명회를 통해 기능통합 IDA 기술의 중요성을 어필했습니다. 한 명의 설득부터 시작하자
는 마음이었지요.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이 기술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알리는데 정성을
기울였죠.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각을 틀을 깨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느끼는 분
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설득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의견이 모아지자 현대
자동차그룹과 현대위아 양산화 TFT 조직을 만들어 양산시 예상되는 생산기술, 원가, 품질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처음의 우려를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박기동 책임_ IDA가 탑재된 차량을 운전할 때 아마도 주행이 즐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틀림 강성이 향상됩니다. 차량의 응답성 측면에서 빠르게 반응하여 가속성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밟
는 대로 민첩하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인 주행상황 보다 막힘 없는 도로를 달릴 때 다이나믹한 운
전이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캠버 강성이 향상되어 코너링 주행시 안정적이고 빠른 코너
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자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차가 내 몸과 같이 느끼고, 생각대로 움직인다’
는 것이죠. 한마디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FUN 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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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품질은 기본이자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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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률 ZERO!”

차량부품품질관리팀
구동공정검사반

이진용 선임
김종규 선임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차량부품품질관리팀 구동공정검사반에서 일하

박기제 반장
신천섭 기사

는 박기제 반장입니다. 우리 반은 각자가 ‘최고’
라고 생각하는 품질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반이

남궁영수 선임

에요. 제품은 작년까지 ATC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곧 액슬 제품까지 맡게 될 예정이에요. K9,
G70, G80, 스팅어 등 주로 고급차종에 들어가
는 부품이죠.

구동공정검사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
다면?
첫째도 기본, 둘째도 기본! 첫 번째 기본은 인성
이에요. 항상 반원들에게 본인의 인성을 잘 다
듬어야 남들과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강조
해요. 특히 품질 업무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인사만 잘 해도 사람
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인사 잘 하는 사람에게
는 누구나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한다고 후
배들에게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 기본은 업무의 기본이겠죠. 품질은 기
본이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업무라고 항상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한 라인을 책임지다 보
니, 자기가 맡은 라인에 대해서는 모든 문의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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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만큼 책임감과 부담도 따라야겠죠. 아무래도 품질은 고객의 클레임에 가장 민감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만 발
생하란 법이 없기 때문에 매번 업무가 챌린지와 같죠.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소그룹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개선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하이포이드 기어를 용접하는 단계에서 흠집이나 금이 생기는 일이 잦았어요. 이 문제를 개선 테마로 잡았죠. 다방

서강일 기사

전수익 사원

면에서 원인을 분석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공정 과정을 관리하는 틀이 없었던 게 주요 문제였어요. 청결도 관리 방

장성용 기사

허종길 선임

법을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작업 환경 정돈도 강조했죠. 그 외에도 치수를 변형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꾀했어요. 당시 장려상을 받기도 했던 사례라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해 맞이한 소감?
반원들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안 아파야 맡은 바 일에 충실할 것 아닙니까(웃음) 2월 1일이면 제가 반장 맡은 지
딱 1년이 되는 때입니다. 작년 한 해는 반장을 처음 맡아 정신 없이 지나갔어요. 반원에서 반의 책임자가 되고 보
니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도 반원들을 위해 여러모로 ‘섬긴다’ 생각
하면서 도와주고 이끌며 화합을 위해 가장 힘쓰려 합니다. W

품질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나요?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다면

우리 반은 창원 2공장과 3공장 나뉘어 있어 일부러라도

ATC 제품을 맡으며 때 소음불량 문제를 해결한 일이 기억

한 달에 한번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고자 합니

에 남아요. 17년 당시 TFT를 구성할 정도로 해결이 시급

다. 전체 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이슈를 공유하고

한 건이었죠. 6개월간 원인을 찾았는데도 이렇다 할 해결

해결방안을 토론하며 노하우를 나누고 있어요. 주 단위로

방법이 안 나와 여러 부서에서 힘들어했어요. 지나고 보면

는 메일로 자료를 공유하며 각자 업무에서 얻은 노하우들

프로젝트 초기에 부서간 소통이 미흡했던 점이 원인 파악

을 틈틈이 공유하고 있죠.

이 길어진 이유였던 것 같아요. 생산, 연구, 생기, 품질 …

“고객들이
타는 차의
품질을 책임진다”

이정천 선임
김춘월 기사

임봉석 선임

부서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

업무의 매력을 꼽아주세요
아무래도 ‘불량률 제로화’ 달성했을 때 가장 품질 업무의
매력을 느끼죠. 보통 불량률 제로 달성은 한번에 이뤄지지
않아요. 월, 분기, 연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해 불량률을
체크합니다. 한 가지 제품을 맡아 조기 검사, 발생하는 문
제 발견, 원인 파악, 작업자와 공유하며 해결까지 달성하게

데 초기에는 데이터만 갖고 각자의 관점에서만 파악을 했
어요. 그러다가 수치로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노하우로 원
인을 파악하기로 했죠. 관련된 모든 부서가 모여서 내용을

정경호 기사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종합해 전체적인 치형이나 각도 등
을 줄여 소음불량을 잡았습니다. 당시 불량률이 굉장히 높
았던 건이어서 성취감이 어느 때보다 컸어요.

되면 성취감이 매우 크죠.
또 최근에 제가 품질을 담당했던 차를 직접 구입해 탄 적

업무의 고충도 있나요?

이 있어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고객이 되기도 하니

반원들 모두가 프라이드가 굉장히 커요. 나와 우리 가족에

항상 주인의 자세에서 업무에 매진하게 되는 점이 또 매력

서 시작해 한 명 한 명 다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고객들이

인 것 같아요.

타는 차의 품질을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크죠. 하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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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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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사우들의 비전키트 싹을 자랑합니다!

루꼴라

지난해 11월 모든 사우들이 우리의 비전을 담은 화분키트를 선물받았습니다.
레몬바질, 스위트바질, 루꼴라 세 종류의 씨앗이 랜덤으로 지급되었는데요.
각자의 노하우로 멋진 싹을 피워낸 사우들의 화분을 자랑합니다!

레몬바질
구동생산부 김부교 선임

설비구매팀 조동수 부장 &
구매지원팀 김가은 사원

레몬바질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연구원

심은날짜 : 2018.11.07

심은날짜 : 2018.11.10

피아노 위에서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의 피아노 연
주를 자주 들려주고 있어요. 음악을 들려주면 화분이 더
잘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잎의 모양과 빛깔도
뮤직뮤직 합니다 ^^ 참고로 분갈이도 해줬습니다. 줄기
가 자라면서 뿌리가 비좁지 않을까 싶어 좀 더 큰 화분으
로 옮겨줬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관심을 갖고 봐주는
것이고 둘째는 화초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제때 수분을 공
급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은 적당한 햇빛과 거름, 비타민
같은 약간의 영양소를 더해주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느
덧 꽃몽우리가 맺혔답니다. 곧 레몬바질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E'RE Looking

WE'RE Sharing

스위트바질
주물생산부 박상현 대리

심은날짜 : 2018.11.05

심은날짜 : 2018.11.30

햇빛은 기본! 물은 영양 가득 수돗물로 매일 매일 거르지
않고 듬뿍 줬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손가락 반 마디 정
도 심었고 화분 중심부에 심었습니다. 알아서 쑥쑥 잘 자
라는 덕분에 좀 더 자라면 분갈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색빛의 사무실에서 파릇파릇 푸른 잎을 보며 마음의 위
안을 얻는답니다!

창가자리에 햇빛이 잘 들도록 화분을 뒀습니다. 또 한쪽
으로 기울어 자라지 않게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줬어
요. 사무실이 건조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긴 연휴기간에
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흠뻑 주고 휴가를 다녀왔습
니다. 씨앗을 심을 당시 잘 키워서 피자에 루꼴라 올려먹
자며 부장님과 농담을 했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정말
먹어도 될 만큼 자랐습니다. 2개월 동안 정이 들어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분 밖으로 넘치는 루꼴라 잎들
때문에 곧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쑥쑥 자
라는 비전 키트를 보며 회사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몬바질
제어개발팀 이형주 연구원

심은날짜 : 2018.11.13

제가 좋아하는 마블캐릭터, 그루트 화분에 심었습니다.
애정 담긴 화분이라 아침에 출근하면 물을 더 정성껏 주
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그루트와도 무척 잘 어울리는 푸
른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스위트바질

루꼴라
공작제품검사팀 양정용 선임

등속생산부 김종호 부장

스위트바질

심은날짜 : 2018.11.12

첫째는 햇빛, 온도, 물. 둘째는 사랑,관심,대화! 모든 식
물은 햇빛, 온도, 물을 골고루 갖춰야만 생명을 유지하
고 성장하죠. 그렇다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저절로 싹
이 녹거나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물로만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햇빛, 온도, 물 다음으로 사랑, 관
심, 대화가 꼭 필요해요. 저는 매일 식물에게 음악을 들
려주듯이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나름의 대화로 관심을
보이면 식물도 생명을 느끼고 더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언제쯤 루꼴라 샐러드로 맛난 저녁만찬을 맛볼지 마냥
기대 중입니다!

소재개발팀 박지수 사원

심은날짜 : 2018.11.02

씨앗을 한곳에 많이 뿌리지 말고 널널하게 뿌리기, 물 살
살 주기, 너무 깊게 심지 말기! 저만의 세 가지 팁입니다.
회사에서 비전키트를 받아 태어나 처음으로 ‘스위트바질’
화분을 키워봤습니다. 매일매일 제 자리에서 보고 물도
주고 신경을 써주니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이제 잘 자
란 잎을 따서 샐러드에 넣어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정말 좋았던 것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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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날짜 : 2018.11.07

화분의 물은 넉넉하게 매일 주고, 해가 뜨는 날은 창가
쪽으로 햇빛을 잘 보게 하면 새싹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특히 주말에는 물을 듬뿍 주어 흙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하
고, 겨울철 냉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면 좋습니다.
출근 시 창가에 두고 퇴근 시에는 책상에 두면 좋지요.
모든 식물은 심을 때 적당히 깊이 심어줘야 뿌리가 튼튼
해지고, 물이나 비료를 줄 때에는 식물에 직접 주는 것보
다는 뿌리 외곽으로 빙 돌려가며 주면 좋습니다. 또 식물
이 자라는 곳은 그 외 지역보다 도톰하게 흙을 올려주면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물인지라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이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레몬바질
특수생산부 송진환 사원

심은날짜 : 2018.11.13

현장 온도가 낮아서 작업등 근처에 화분을 배치했습니다.
작업등 덕분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추운 날씨에도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요. 금요일 퇴근할 때 주말 동안 물을
주지 못하는 것이 걱정돼 아이디어를 발휘했어요. 옷걸이
를 이용해 물병을 거치해두었죠. 500ml 용량으로 2~3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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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2019년도 1월 트렌드 고사

신조어 영역
새해를 맞아 신세대 언어 트렌드를 엿볼 겸 사우들을 대상으로 <신조어 영역 TEST>를 실시했습니다.
안 풀어본 사우들이 있다면 정답 확인 전 한번 풀어보세요!

2. 갑분싸

3. JMTGR

난이도 ★★★★

난이도 ★

난이도 ★★

갑자기 분식을 싸와

존맛탱구뤠~?

갑자기 분위기 싸이다

존맛탱구려(존맛탱의 반대)

정답 :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정답 : ‘존맛탱구리’의 영어약자,
엄청 맛있다는 뜻

오늘 놀고 아침까지 놈
(유사답안: 오늘도 놀고 아직도 논다)
오늘 안 옴
오 놀라워라 아첨 떠는 놈
오늘도 놀고 아빠랑 놀고

4. 믿거페

2. 갑분싸

난이도 ★★★

3. JMTGR

믿고 거르는 페이스
믿고 거르는 페션
믿고 거르는 페퍼민트치약맛 아이스크림
믿고 거르는 페인
믿고 거르는 페리카나

4. 믿거페
5. 만반잘부
6. 혼틈
7. 자만주
8. 롬곡
9. 뽀시래기
10. 아이엠그루트
시행 기간 : 2019.01.07 ~ 01.15
응시 직원 : 73명

사우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 Top 5

22%

17%

15%

12%

9%

만반잘부

아이엠그루트

오놀아놈

자만추

롬곡

1위

2위

3위

4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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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놀아놈

정답 :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1. 오놀아놈

WE'RE Looking

오답대잔치!
비록 정답은 아니지만
창의성을 발휘한 사우들의
가지각색 오답을 공유합니다.

5. 만반잘부
난이도 ★★★★★
만만하고 반반하고 잘 생긴 부자
만찬을 반 친구들보다 잘 차리면 부자
만두 반 개를 잘게 부순다
만원 반만 줄 테니 잘 부탁해

정답 :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정답 :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6. 혼틈

7. 자만추

난이도 ★★★

난이도 ★★★

혼자 먹는 틈새라면
혼날 틈도 없다
혼자 틈틈이
혼자 틈바구니에 끼다

자주 만나면 추하다
(유사답안: 자주 만나보니 추남)
자신감만 있으면 추한 것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
자전거만 타면 추해

정답 : ‘혼란을 틈타’

정답 :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8. 롬곡

9. 뽀시래기

10. 아이엠그루트

난이도 ★★★

난이도 ★

난이도 ★★★★

방에서 곡소리
로마스타일 노래(곡)
노래저장

시래기 네 개
귀여운 꼬마
과자 부스러기처럼 작고 귀엽다
축구선수 이승우

마블 캐릭터 그루트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말
나는 나무 토막이다!
할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정답 : 눈물. (‘롬곡’을 180도
뒤집어 읽으면 눈물로 보임)

정답 : 부스러기의 방언.
귀여움을 표현하는 단어

정답 : ‘I am Groot.’ 하고 싶은 말을
숨길 때 사용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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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작기계 목표달성 결의대회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7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19년 공작기계 목표달성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배 사장
과 공작기계 부문 임직원 및 대리점 대표
등 총 68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2019년 새해의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공작기계 시장전망과
타겟시장을 분석하며 올해 영업 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공작기계 신제품과 전략기종을
교육하고 기술지원 사례를 나누는 '판매자 역량향상 시간'도 마련됐다. 이후 이어진 우
수대리점 시상식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수상자를 축하하며 2019년 목표달성의 결의를
다졌다.

2019 Meeting for Achieving Machine Tools Goals

강소법인 주물 공급업체 대회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12월 24일 주물공장에서 ‘2018 주물 공급업체 대회’를 개최했다. 주
물 제품의 품질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에는 강소법인 주물 담당자들과 한신
금속, ABC기계 등 5개의 주물 공급업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품질 문제를 공유하고, 원인을 함께 분석하며 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또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급업체의 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방안을 도모했
다. 강소법인은 주물 공급업체 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체와 소
통을 강화하고 부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8年第四季铸物供应商大会
12月24日，公司召开了2018年第四季度江苏现代威亚铸物供应商品质交流会，
公司铸物工厂各部署主要领导、业务担当、韩申金属、爱贝西机械等5家铸物供应
商代表共同出席了此次会议。会议上，对全年度各供应商在合作中存在的突出问题

On January 7, our company held a 2019 machine tools meeting in Changwon.
A total of 68 people attended the event, including CEO Kim Kyung-bae and
representatives of sales agency. On this day,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sales
strategies this year by analyzing the prospects of the machine tool market and
the target market. Also, training session has been prepared to improve sellers’
capacity. They were taught where to put their sales points and cases of technical
support. At the award ceremony that followed, all participants celebrated the best
sales agency which highly contributed to increase the machine tools sales in 2018.
At the end, all members promised to achieve goals this year.

进行了通报，各供应商代表针对本次会议通报的问题点发表了品质管理确保方案。

2019 대졸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강소법인 신입사원 봉사활동 열어

会议上，铸物室还将优秀供应商在质量管理等方面的先进管理经验及案例进行共
享。铸物室通过每季度的品质交流会，加强与供应商沟通与理解，进一步完善供应
商管理体系，建立高效供应链，提升配套产品质量，从而促进顾客满意度的提升，
为江苏法人未来发展打下良好基础.

지난 1월 2일, 우리 회사에 총 46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이 입사했다. 이들은 1월 3일부

지난 12월 26일 강소법인 신입사원과 멘토 26명은 봉황진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터 2월 9일까지 총 6주간 체계적인 입문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의 기본기를 갖춰갈 예정

펼쳤다. 참가자들은 함께 ‘위아심(心)’ 조끼를 맞춰 입고 양로원을 청소했다. 2시간의 봉

이다. 4주간은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자사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와 업무 기초지식을

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함께 한식을 나누며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이번 활동은 ’18년 하

이해한다. 의왕, 광주, 서산 등 전 사업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진다. 2주간은 경기도 용
인시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자동차그룹교육을 통해 그룹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구성원
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한다. 이후 입문교육을 마치면 2월 12일에는 사령장 수
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Start-up Training for New Employees in 2019
On January 2, a total of 46 new college graduates joined our company. They are

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첫 멘토링 활동으로 열렸다. 참가 직원 중 한 명은 “평소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동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신입사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 노
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멘토링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下半季新人社员师徒制公益活动

preparing basic skills for new employees through systematic introductory training

12月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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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total of six weeks from January 3 to February 9. For four weeks, they will learn

有新入社员师徒26人参加。大家穿上“威爱心”马甲前往凤凰镇养老院，经过2个

about organizational culture and basic knowledge through HYUNDAI WIA learning

多小时的辛苦劳动，看着干净整洁的玻璃窗，都感到满满的成就感。结束后，大家

program at Erumjae, Changwon. It also takes time to visit all of its work-sites such

一起在附近的韩餐厅享用了丰盛的韩国料理,让新员工体验了韩国的饮食文化。

as Uiwang, Gwangju, and Seosan. For two weeks, they will internalize Hyundai

本次活动是2018年下半季新入社员实行的第一次师徒活动，参加本次活动的一名

Motor Group’s core values and acquire basic skills as a member of HMG at Human

新入社员说道：“平时很少有机会参与这类活动，和同事们一起做了一件非常有意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in Gyeonggi. After completing the introductory

义的事情！”。 另外，江苏法人为了提高新员工的归属感，持续性的开展着社会

training session, the ceremony will be held on February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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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活动，让员工们有更多的机会贡献自己的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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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현대위아 장학금' 전달
산동법인은 지난 12월 14일 일조시 실험고등학교에 장학금 12만 위안(한화 약 2000
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산동법인장과 직원들을 비롯해 일조시 민간조직관리국
류효화 국장, 일조시 자선총회의 허암 주임 등이 참석했다.
산동법인이 전달한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조시 저소득층 학생 총 45명에
게 전달됐다. 산동법인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앞장서
는 모범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산동법인은 현재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지
역 인재와 농촌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이 장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山东法人捐赠现代威亚助学金
12月14日上午,山东法人威亚助学金发放仪式在日照市实验高中举行，捐赠助学
金总额为12万元。本次活动由山东现代威亚发起，日照市民间组织管理局局长刘
晓华，日照市慈善总会办公室主任许岩等领导出席了此次活动。本年度(2018年)
共资助了品学兼优的贫困学生45名，活动现场还进行了助学金的交接仪式。 山东
法人长在致辞中说道：“为了地区人才的培养，我们是引领的模范企业。”
同时，为求学之路上的学子们尽一份绵薄之力，山东现代威亚每年都坚持发放威

인도법인 2019년도 시무식 개최
인도법인은 지난 1월 2일 법인 내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목표를 당부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경배 사장의 신년사를 영어와 타밀어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우수사원 포상, 인도법인장 신년사, 현지 직원 대표 감사가 이어
졌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은 ‘sweet bag’ 선물을 받고 서로 새해 덕담과 격려를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법인장 전우환 부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영방침을 근간으로 한 4대 과제 △ 3정5S,
작업표준 준수 등 기본 △제안제도 활성화 △부품 현지화 강화 통한 법인 손익개선 △
윤리경영 강화 달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HYUNDAI WIA INDIA held the New Year's Day Ceremony of 2019
On January 2, HYUNDAI WIA INDIA held a ceremony to announce its goals
for the New Year. The event began by sharing Kim's New Year's message in
English and Tamil. Since then, awards of outstanding employees, New Year's
greetings, and audits of representatives of local employees have been followed.
Finally, employees received a 'sweet bag' gift and had time to share New Year's
compliments and encouragement with each other. In his speech, Director Jeon
Woo-hwan stressed that we should strengthen its quality competitiveness
through four major tasks △compliance with working standards △activation of
the proposal system △improvement of corporate profit through strengthening
localization of components △achieving a stronger ethics management.

亚助学金，勇于承担社会责任，希望日照市的明天将会更加美好。

산동법인 2019년도 시무식 개최
산동법인은 1월 2일 산동법인 기술트레이닝 센터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시무식에는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모범사원과 공로자, 승진자를 표창한 뒤 신문영 상무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신문영 상무는 “모든 임직원의 합심으로 18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사업계
획 목표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며 "모든 성과는 각자 최선을 다한 임직원
들 덕분이다. 2019년도 회사와 개인 모두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山东现代威亚新年表彰大会成功举行
1月2日，公司在技术教育中心举行了2019年新年表彰大会。山东法人长辛文榮
常务、韩方驻在员、中方领导及班长等200余人参加了此次表彰大会。本次活动以
模范社员、功劳者、晋升者表彰、山东法人长新年致辞等顺序依次进行。辛文榮
常务发表新年致辞时，说道：“在全体同仁齐心协力的努力和殷切期盼下，我们
克服了18年出现的经营环境困难，顺利达成事业目标并取得了优异成绩。”辛常
务又强调“正是因为有全体在各自岗位的默默坚守，我们才能取得这样的成果。
希望在2019年公司与职员可以一同发展壮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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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전 임직원 크리스마스 파티
멕시코법인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크리스마
스 파티를 열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송년회이자, 연말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시행
되는 멕시코 전통 행사다. 이날 행사는 우수직원 포상과 직원 댄스파티 순으로 진행되
었다. 참여한 한 직원은 “동료들과 연말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즐겨 충분히 리프레시가
되었다”며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내년 업무에 더욱 열정을 내겠다”고 말했다.
멕시코법인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직원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모든 임직원이 만족하는 친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hristmas party held in HYUNDAI WIA MEXICO
HYUNDAI WIA Mexico held a year-end Christmas party for all its employees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1. The annual event is a year-end party and
a traditional Mexican event that ends the year. The event was held in order of
award for excellence and employee dance parties. "We enjoyed the event to
finish the year-end with our colleagues, and we have become fully refresed,"
said an official who participated. "We will look back on the results of the year
and become more passionate about next year's work." HYUNDAI WIA Mexico is
planning various employee participation events to satisfy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In the future, the company plans to organize a new program and hold
social events that satisfy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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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BMW는 인텔리전트 커넥티드 기술 '비전 i넥스트'를 선뵀다. 체험 차량 내에서 음성인식으
로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가상현실 완전자율주행 시운전'을 체험하도록 했다.

닛산 전시관은 'I2V' 체험코너를 마련해 어려운 건물 뒤편이나 코너 주변을
보여 주는 주행정보 기술을 선보였다. I2V는 Invisible-to-Visible로 현실과 가
상을 결합한 미래기술을 뜻한다.

[자동차 이야기]

생태계 '협업', 자율주행 역할 찾기 분주

‘포스트 자율주행시대’
사람에 더 다가간 자동차

이번 CES는 자율주행 시대가 단순히 완성차 기업만이 만들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완성차 기술은 물론, 5G를 기반으로 한 통신, 빅데이터를 통한 지
도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석 기술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가

- 자율주행 상용화와 더불어 5G, 증강현실(VR),
가상현실(AR)의 결합
- 생태계 간 협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어져

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CES에 참가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가오는 자율주
행 시대에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
자가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디지털콕핏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 8~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19에서
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둔 업계의
기술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나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던 이전과는
달리 본격화 될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콘텐츠'
와 '플랫폼' 구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실했다.

IT업체의 자율주행 플랫폼 경쟁도 치열했다. 중국 바이두는 자사의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가 설치된 차량 3대를 선보였다. 퀄컴과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업체들도 각각 완성차업체와 손잡고 자
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자동차를 전시했다.
이 분야의 협업도 활발히 이뤄졌다. LG전자는 AI 자율주행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방송그룹과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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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는 CES 2019에서 미래 도심 자율주행 콘셉트 M.VISION(엠비전)을 공개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주력해 온 센서 기술과 미래차 램프 기
술을 융합해 구체화한 자율주행 콘셉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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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요성 강조,
다양한 협업 가능성 제시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새로운 협
업 가능성도 나타났다. 박일평 LG전자 최고기
술책임자(CTO)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자율주
행 시대 자동차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움직이
는 생활공간”이라고 규정했다. 자동차 안에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게 일상화될 것이
라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집이 수많은 ICT 기
기의 각축장이 됐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실제 완성차 업계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콘텐츠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에 차량의 개념이 완전히

CES 참관객이 기아차 R.E.A.D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실시간 감정반응 제어(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R.E.A.D. 시스템'은 운전자 생체 신호를 자동차가 인식, 탑승객이
느끼는 차 안의 환경을 통합 제어해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세계 최초 기술이다.

변화하는 만큼, 이동 공간으로서 차량의 의미
에 집중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을 이용한 ‘콘텐츠’에 집중한 것이다.

완전자율주행 신중론… ‘안전’과 ‘고도화 혁신’에 방점

기아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사람의 감정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였다. 현장에서 참관객들은 자율주행차에 올라 가속과 감속, 진동, 소음 등 다
양한 주행 환경과 실내외 환경 조건 최적화, 각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작동해볼 수 있었다.

오는 2022년 초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
입 고객을 1000만명 이상 확보하고 모든 글로

이처럼 이번 CES에서 업계의 공통된 고민은 자율주행이 인간에게

벌 차종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탑재하겠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는 점이다.

비전을 내놓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길 프랫 토요타 TRI 사장은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도요타 가디언의

최초로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픈

본질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것. 충돌 사고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인한 십대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CES를 통해 선보인 '자율주

그는 “TRI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완전자율주행인 ‘쇼퍼(chauffeur)’와

행을 넘어(Beyond Autonomous Driving)'라는

사고를 막는 ‘가디언’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비전에 이어 올해 CES에서는 이를 한 단계 발

“완전 자율주행인 ‘쇼퍼’는 언젠가 할 것이지만 이 시스템이 정착되

전시켜 자율주행 시대 이후의 시대상으로 감

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사고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년

성주행을 제시했다.

간 토요타 가디언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아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모빌리티 기술

완전자율주행보다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기술들의 고도화에 집중

R.E.A.D. 시스템은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자동

했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의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자동차의 ‘책임’

차가 인식해 차량 내의 오감 요소를 통합 제어

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기에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감정과 상황에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맞게 차량의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사장) 역시 비슷한 뉘앙스의

다. R.E.A.D.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의 머신러

말을 남겼다. 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지금 얘기되는 기술격차라던

닝 기술과 고도화된 카메라 및 각종 센서, 그리

지 일부 회사의 파일럿 차량 전시 등에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본다”

고 차량 제어 기술을 결합해 탄생했다.

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우리 차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현대차가 CES 2019에서 전시한 미래 모빌리티 체험 전시물은 자율주행 전기차의 미래형 칵핏을 둥근 코쿤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탑승한 고객은 학습, 운
동, 업무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 중 개인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 경험할 수 있다.

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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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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 최익원
(경력 7년)

회장 김영복
(경력 15년)

강사 서한주
(경력 30년)

요가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힐링과 치유의 운동,
요가의 고수들

요가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참여문의 : 총무 최익원
(010-7671-3556)
정기모임 : 정기모임 점심시간 11시 (20분)
창원1공장 요가실
준비물 : 요가에 대한 관심과 열정!

김영복 사우_ 사우 동호회 회원들 대부분이 허리나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
이 많아요. 저 역시 허리가 워낙 안 좋아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상태가 안 좋
다고 할 정도였어요. 수술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던 중에 이 동호회에 가입해

창원1공장 요가 명상회

요가를 시작하게 됐죠. 요가를 한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
나 회사 오는 날이면 무조건 이곳에 들러 동작을 했죠. 그 덕에 허리 근력을
강화시켰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최익원 사우_ 저희 반 김인곤 반장이 요가의 매력에 빠져서 동호회를 추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순화시키
는 인도 고유의 수행법에서 유래된 만큼,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뭉친 어
깨, 목, 등의 피로 회복에도 탁월해 우리 나라에서
도 ‘웰빙’ 열풍의 하나로 인기였던 운동이다. 이러
한 요가의 매력에 빠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호흡

천해주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한번 따라와서 했다가 저 역시 매력에 빠져서
계속 하게 됐어요. 서한주 회원이 강사 자격증이 있어 자세를 다 배울 수
있었어요. 현장에 특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에게 특히 요가를 추천하고 싶어요.

서한주 회원이 강사 역할을 하며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동호회로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과 명상을 지속하며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

서한주 사우_ 요가 동호회가 30년쯤 됐습니다. 제가 동호회를 만들 당시

련하는 사우들이 있다. 우리 회사 창원1공장 요가

회사에서 안전 사고도 생기고 산업 재해에 관심이 커지는 등 직원들 건강

명상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관리에 신경 쓸 요소가 많을 때였어요. 당시 교육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 요
가 동호회를 만들어 직원들과 운동할 생각이 없는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갓 만들었을 당시에는 현장 회원뿐만 아니라 관리직 회원들도 많아서 자리
가 부족해 이곳 저곳 옮겨 다닐 정도로 인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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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가 동작 소개
물고기 자세
등이 굽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으며 목 뒤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
1.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2.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고 손은 가슴에 가볍게 얹는다.
3. 숨을 내쉬며 팔꿈치로 바닥을 밀며 상체를 든다.
4. 이때 턱을 하늘 향해 들며 정수리를 바닥과 직각으로 세운다.
5. 자세 2~30초 유지

코브라 자세

요가의 매력을 꼽자면
김영복 사우_ 무엇보다 몸의 통증 해소에 도움이 크죠. 건강
한 일상이 가능하고요. 어렸을 때 저는 축구선수로 실제 필드
에서 활동했을 만큼 운동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요가를 꾸준히 하고 난 후로 격한 운동 후 몸이 회복되는 능
력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요즘도 취미로 축구를 하는데, 운동
후 근육 뭉치는 정도가 남들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
아요. 평소에 발목을 삐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도 없죠.
최익원 사우_ 저도 공감해요. 제가 마라톤도 열심히 하는 편

척추 교정과 혈액순환 효과와 함께 허리통증에 도움이 되는 자세
1.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후
2. 팔꿈치를 천장 향하게 구부려 손바닥을 바닥에 얹는다.
3. 숨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펴 상체를 세운다.
4. 머리와 가슴은 뒤로 젖힌다.
5. 자세 유지하며 2~30초간 복식호흡 유지

세를 취해도 그 사람은 스트레칭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
고 보면 됩니다.
최익원 사우_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기 전 잠깐 들러 20분
씩만 연습해도 정말 좋아요. 일주일 꾸준히 오기가 제일 힘
들고, 한 달, 두 달 늘려가는 것이 또 어렵다고 하지만 잠깐

활 자세

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차차 안 되던 자세가 되고 실력이

굽은 등과 어깨, 비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는데 효과적인 자세
1.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발목이나 발등을 잡는다.
(이때 무릎은 골반 너비만큼 벌린다.)
2. 호흡하며 다리를 들어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위로 일으켜 세운다.
3. 2~30초간 자세 유지

늘어갑니다. 요가의 참 매력 역시 최소 6개월, 1년은 해야
제대로 느낀다고 생각해요. 요가에 빠지면 꾸준히 하게 되고
자연스레 자세도 좋아지죠.

인데, 요가로 기본 스트레칭을 꾸준히 돕고 몸의 균형을 잡
아주니 다른 운동을 해도 남들보다 효과가 배가 돼요. 평소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중급 요가 동작 소개

에 근육을 잘 풀어주니 마라톤 하면서도 크게 다치는 경우도

최익원 사우_ 건강할 때 운동해야 합니다! 모든 사우들이 안

없고 호흡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우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픈 후에 운동을 시작하면 더 오

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거나,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을

래 걸리고 힘들어요. 아프기 전에 시작하면 꾸준하게 좋아져

많이 보니 디스크, 거북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 오히려 더 쉽게 효과를 봅니다. 따로 시간 내고 어디 가서

요가로 계속 자세를 잡아주니 이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얻고

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점심 식사 전 잠깐 들러 운동하며 더

덕분에 남들보다 피로가 덜 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건강한 사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한주 사우_ 스트레스 해소에 이만한 운동이 없죠. 오전 내

김영복 사우_ 저 역시 주위에서 갑자기 자세가 틀어졌다, 몸

내 뻐근하던 몸도 점심시간에 와서 잠깐 물고기 자세 한번만

이 아프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 좀 잡아

어깨로 서기 자세 (쟁기 자세의 변형)

하면 싹 풀려서 신체 기능이 훨씬 좋아지죠. 호흡과 명상을

달라, 주물러달라 하면서 찾아오는데, 사실은 제가 운동할

함께 하는 운동이기에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마음

때보다 다른 사람 근육을 주물러주고 풀어주는 것이 배로 힘

의 안정까지도 챙길 수 있어요.

들거든요(웃음). 얼마나 답답하면 얘기를 했나 하는 안타까

신진대사 효과와 두통해소에 도움,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자세,
1. 쟁기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두 다리를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다.
2. 이때 두 손으로 등을 받치며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3. 턱과 쇄골을 붙인 후 복부와 허벅지에 힘을 줘 1~3분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다리를 내릴 때에는 복부 힘으로 천천히 쟁기자세로 돌아온다.
* 목과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움이 들고, 많은 동료들이 이렇게 아프기 전에 저처럼 요가

요가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서한주 사우_ 요가는 절대 무리하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당
연히 안 되는 동작이 훨씬 많아요. 안 되면 되는 만큼만 연습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무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치거나 안 좋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근
육과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

의 효과를 톡톡히 봤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죠. 요가실은 항

쟁기 자세
어깨와 목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교정에 도움이 되는 자세
1. 누운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두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올린다
2. 두 손은 바닥에 댄 자세로 두 다리를 모은 채 머리 뒤로 넘긴다.
3. 발 끝이 바닥에 닿으면 2~3분간 호흡을 유지한다.
4. 내쉬는 숨에 천천히 등, 허리, 다리 순으로 바닥에 내려놓는다.

상 열려있으니 언제든 찾아오세요! 우리 동호회는 가입비도

고양이 등펴기 자세

없습니다(웃음). 관심과 열정만 갖고 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고양이가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굽은 어깨, 허리, 등을 시원하게 펴주는 자세
1. 양손과 무릎을 동일한 너비로 벌려 기어가는 자세를 잡는다.
2. 양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고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후
3. 겨드랑이를 바닥에 댄다는 생각으로 가슴과 턱을 끌어내린다.
4. 엉덩이는 최대한 하늘로 올리고 등은 곧게 편 채로 30초 자세 유지

알려드릴게요!
서한주 사우_ 저 역시 사우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서 더 건
강한 몸으로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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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행사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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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중심에서
현대위아를 외치다
장장 4개월의 시간동안 진행된 글로벌 사진 공모전 결과를 공모합니다.
전 세계에서 현대위아 CI 깃발을 휘날린 사우들의 멋진 사진을 함께 감상해주세요!

우
수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스타디움

* 접수기간 : 2018년 7월 31일 ~ 11월 31일 (4개월)
* 응모사진 : 105장

손진우 사원 (원가기획팀)

제 인생 버킷리스트였던 유럽 축구 직관의
꿈을 마침내 이뤘습니다. 신입사원 동기들

최
우
수

끼리 떠난 여행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죠.
현대위아는 사랑입니다.

장
려

우
수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자부심
허윤구 기술선임 (구동생산부)

사원부인들의 탁구 동호회 인연으로 만난

#일본 #마츠모토성 #동기여행 #입사30주년

소중한 동료들과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장봉 기술기사 (시설동력팀)

깃발 덕분에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으며

모처럼 동기들과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대위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현대위아와 함께하니 더욱 뜻 깊은 추억이 되었네요.

있었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입사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기들, 모두 사랑합니다

#스위스 #그린델발트 피르스트 #가족여행
안기석 차장 (특수영업팀)

네 식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멋진 자연, 특히 설산을 마주했을 때의 벅찬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설산을 배경으로 현대위아 깃발의
자태가 더욱 멋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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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장
려
#일본 #유후인 #긴린코호수 #온천여행
박지웅 차장 (부품품질혁신팀)

가족과 겨울 온천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온천의 조화가 근사한 여행지죠.
유후인의 전경을 현대위아 깃발과 함께 사진으로
남기니 더욱 멋지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장
려

장
려
# 몬테네그로 #페라스트 #부부동반
김문성 기술기사 (공작기계품질관리팀)

로맨틱한 동유럽의 정취와 웅장한 자연경관,
발칸반도의 매력에 흠뻑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서 현대위아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김정현 사원 (금형기술팀)

#영국 #런던 #타워브릿지 #신혼
이승현 과장 (사업기획팀)

2년 만에 다시 찾은 신혼여행지인 유럽. 회사의 좋은 이벤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금각교가 한눈에 보이는
독수리전망대. 여러분도 이 도시를 방문하시면 꼭 들러보세요.
여름휴가 기간에 다녀왔는데 한국보다 시원해서 좋았죠^^
회사 이벤트 덕분에 추억도 생겼네요.

덕분에 다시 한 번 신혼여행의 추억을 떠올렸네요.
런던의 중심에서 현대위아 깃발을 휘날리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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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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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사이버 모욕죄
일상 속 법률이야기 7

‘사이버 모욕죄’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다소 늦었지만 올 한 해 댁내에 두루 건강과

와 같이, 욕설이 아니라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응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귀와 눈을 닫고 그냥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 외출

표현’도 포함하는 바, 판례는 “무식하다”, “눈X이

참고 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어 호흡기질환에 유의하여 주세요. 이

장식품이다” 등의 표현도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어 고소를 꼭

번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지 고민이 되던 차에 어느 사우에게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듣

평가절하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으로 평가하고 있습

해야겠다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여 주세요.

고 매우 불쾌하였던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사이버 모욕죄>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

니다.

습니다.

모욕죄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채팅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온라인 접촉

먼저, 피해 사실과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가 나타

②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나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사실

상태에 놓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카카오

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페이지 주소도 함

톡 등의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모욕을 하

께 캡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링 등을 통

였을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 가해자의 신상을 최대한 파악하여 둡니다. 아무

이 늘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

③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

리 수사기관에서 공문 협조를 구하더라도 해외에

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떤 악플러가 입에 담을 수 조

해자의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표현의

본점을 두고 있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사에서는

차 없는 심한 욕설과 조롱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위

취지나 주위 사정에 따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아래 내

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ID나 닉네임이 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여된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특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분(주소, 이름, 휴대전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이유로,

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직접 언급해야 합니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이란

앞서 예를 들었던 A씨의 블로그가 욕으로 도배되더

다.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신분을 알고 있는 지인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라도 A씨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 ‘해당 피해 사실 화면을 보고 피해자가 본인임을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뉴스 상에

알 수 있다’는 진술서를 마련해 두어, 본인이 피해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너 지난번에 XX를 했잖아”라는 사실을 말하

서 악플러들이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위 자

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는 명예훼손이고, “야이XX야!”라는 욕설을 퍼붓

내뱉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기

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게 되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익명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익명성에 기

피해자가 연예인과 같이 유명인이라면 특정이 용이

대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겠죠?

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지면의 한계상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
시된 명예훼손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법률

훼손하여 그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와 권리까지 침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

상대방의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 좀 자세히 알게 되었나요? 다음 호에서는 또 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

다시 돌아와서, 모욕죄는 ①모욕 ②공연성 ③ 특정성의 요건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① 모욕은 사회통념상 누구나 욕설로 충분히 인지하면 되는데, 앞서 설명 드린 바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

44

른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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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수호천사가
되어본 적 있나요
프랑스 영화감독 장 피에르 주네의 2001년작 <아멜리에>는 이렇게 시작한다. “1973년 9월 3일 오후 6시28분32초. 분
당 1만4670회의 날갯짓을 하는 검정 파리가 몽마르트 생 뱅상 거리에 내려앉았다.”(내레이션) 그때 화면 뒤쪽에서 질주
해온 차 한 대가 파리를 뭉개고 지나간다. 같은 시간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사라진 근처 식당 테라스에서는 바람에
부푼 식탁보 위에서 와인잔들이 아슬아슬하게 들썩인다. 창밖 멀리 몽마르트 언덕이 보이는 한 아파트에서는 친구 장례
식에 다녀온 유진 콜레르라는 노인이 수첩에서 고인 이름을 지우고 슬퍼한다. 이 시간 라파엘 풀랑의 정자 중 하나가 아
내의 난자를 향해 열심히 헤엄치고 9개월 뒤 딸 아멜리가 태어난다. 옴니버스 같은 이 도입부는 제각각의 사건들이 우
리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려는 듯 보인다. 그리고 서로 우연해 보이는 사건들 간의 어떤 연결
성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느끼게 된다.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도미노
한참을 날아와 도로 어느 지점에 앉은 파리와 하필 그때 그 위로 차를 달린 운전자에게는 서로에 대한 어떤 의식
도, 감정도 없다. 파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그 파리에게 앙심을 품어 들이닥쳤다
고 생각할 수 있을까. 파리는 그저 양측의 물리적 접점에서, 좀 무책임하게 말하자면, ‘재수 없이’ 압사한 것이다. 운전
자는 자신이 파리를 깔아뭉갠 사실을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없는 테라스에 바람이 불어 유리잔이 아슬아슬
하게 흔들리는 장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여러 사건에 대한 또 하나의 예시다. 뒤집어 말하면 그 많은 사
건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식의 한계에 대한 예시다. 누군가가 잉태된 날이 다른 누군가가 장례를 치른 날인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공존하며 그 공존만으로
도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영화는 되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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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멜리에>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로 마음먹은 스물세 살 아멜리(오드리 토투)에 관한 이야기다. 감독
은 아멜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단번에 설명해버리지 않고 성격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연결고리가 느슨해 보이는
사건들은 어쩌다 툭 건드리듯 무심코 영향을 주며 앞으로 뻗어나간다. 이런 식이다. 어린 아멜리는 진찰 때만 다가오
면 아빠의 손길에 심장이 뛰고, 냉담한 아빠는 요란한 심장고동을 심장병으로 오해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한
다. 아멜리를 혼자 돌보며 신경쇠약이 깊어진 엄마는 아들(새 가족)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성당 꼭대기에
서 투신한 외국 여행객 밑에 깔려 숨진다. 이후 아빠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 끊고, 어린 아멜리는 더욱 외로워진 환
경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져가며 어떤 궤적을 그린 도미노가 아멜리
의 인생이다. 아멜리 덕에 삶을 돌아보게 된 남자의 말처럼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된’ 일은
없다고 감독은 말하고 싶던 듯하다.

멜리는 여행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

타인을 돕는 기쁨과 슬픔

다. ‘이런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멜리는
고민하고, 아버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아멜리가 돕는 이들은 아멜리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

정작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하는데, 남

람들이다. 그중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과 동네 청과물가

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아멜리 자신에게는 기적이

게 종업원처럼 수시로 마주치게 되는 사람도 있고, 40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불행은 누가 해결하느

년 간격을 두고 같은 집에 살았던 보물상자 주인처럼 지

냐”는 질문에 아멜리는 “남을 돕는 게 인형과 노는 것보

금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아멜리

다 낫지 않으냐”고 답할 뿐이다.

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거기서 거기인 남
남으로 살았을 이들이다. 그들은 아멜리가 돕는다는 사
실을 모른 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나 기적으로

왕세자비의 죽음과 어느 소년의 추억상자

생각할 뿐이다. 아멜리 덕에 추억을 되찾은 남자는 사람

행복의 기회는 ‘투르 드 프랑스’

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수호천사가 도와준
독립한 아멜리가 1997년 8월 31일 집에서 맞게 되는 일생일대 사건을 보자. 그 사건은 그날 톱뉴스인 다이애나 영
국 왕세자비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이 아니라 아멜리가 이 뉴스를 듣다 떨어뜨린 화장품 병뚜껑 때문에 일어난다. 뚜
껑은 바닥을 굴러가 욕실 벽에 부딪치는데 이 때문에 틈이 벌어진 타일을 아멜리가 떼어내자 그 속에서 상자가 나온
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사진과 호루라기를 비롯한 소품들이 담겨 있다. “40년 전 한 소년이 숨겨둔 보물상자”라
고 내레이션은 설명한다. 상자에 푹 빠진 아멜리는 방해가 된다는 듯 세기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TV를 꺼버린다. 그
러다 주인을 찾아 상자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그가 감동한다면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다.
이 장면은 누군가의 추억 상자와 영국 왕세자비의 죽음을 한 자리에 놓고 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다이애나가 파리
의 터널에서 숨진 사건에 세상 이목이 집중된 순간 아멜리는 터널처럼 뚫린 벽 속에서 추억 상자를 발견하고 마음을
뺏긴다. 아멜리의 선택은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같은 질문들. 몸이 약해 집 안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화가는 다이애나의 유골이 어떻
게 처리될지 궁금해 하는 청년에게 “다이애나, 다이애나. 그만 좀 해라. 지겹다!”라고 소리친다. 아멜리에게 거울에
비친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독신 화가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들의 일상이
담긴 비디오 영상이다. 우리는 호기심과 상상력, 공감능력을 통해 일면식 없고 평범한 타인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아멜리는 남들보다 더 발달된 그 능력으로 누구보다 더 세상에 주의를 기울

게 틀림없어”라며 자기 삶을 돌아본다. 아멜리는 수호천

세상에는 남이 가져다주는 행복보다 자신이 만들어

사가 자신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다. 외톨이로 살아

야 하는 행복이 많다. 행복을 위한 시도에는 용기가 필

온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

요하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의 일에는 더 소극적이 된다.

히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돕

아멜리는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만 더는 다

는다.

가가지 못한다. 화가는 행운이란 기다리면 눈 깜짝할 새

근본적인 고독은 대개 혼자만의 공간으로 몰려오는 법

에 지나가버리는 ‘투르 드 프랑스’(Tour-de-France·

이다. 집에 돌아온 아멜리는 스스로 차린 한 사람분의

자전거 경주 대회) 같은 거라고 조언한다. 그의 말처럼

식사를 보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였던 사실을

“이 기회를 놓치면 괴로워질 거”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자각한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느끼지만 그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때만큼이나 자신의 행복을

들은 아멜리의 존재나 역할을 모른다. 아멜리는 여전히

위해서도 좀 더 필사적일 필요가 있다. W

혼자인 것이다. 상상의 뉴스는 평생 남을 돕다 그 자신
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아멜리의 장례 소식을 전하며
“그녀 역시 가여운 존재였다”고 평가한다. 아멜리의 상
상은 남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면서 정작 자신의 아버
지는 돕지 못한 채로 떠나보내는 장면에까지 미친다. 아

이고, 나아가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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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작은 손길이 더해져 큰 기적을 만듭니다.
현대위아 1%기적

1%
기적

장애인 복지시설 겨울 내의 지원

2018년 한 해도 임직원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아동, 노인, 장애인, 미혼모 등 각 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달 노사 임직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1% 기적 협의회'를 운영해 기부물품과 대상처를 협의, 선정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물품, 기금과 함께 따뜻한 온정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관심으
로 만들어지는 1%기적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
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저소득 아동/청소년
새학기 책가방 전달

2월

190명

5월

성폭력 아동 치유
프로그램 지원

3월

저소득 장애인 가정
목욕의자 전달

독거노인 사랑의
생필품 전달

78세대

6월

4월

저소득 다문화 아동
유모차 전달

300세대

7월

중증장애인가정
기저귀 전달

노인복지센터 틀니
세척기 기증

60세대

8월

저소득가정 아동
운동화 기증

연말에 가장 많이 읽는 책 중 하나는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자신의 직
원에게 주는 월급마저 아까운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죠. 이야기 속 스크루지는 과
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을 만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열심히 돕는
500만원

25세대

3개소

340명

사람으로 변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말이죠.
우리 현대위아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캐롤이 또 기적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 지원

10월

11월

미혼모 시설 및
성피해 시설
생필품 지원

장애인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겨울 내의 지원

12월

아동양육시설
겨울이불 지원

해 12월 27일 우리 회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하늘정원’을 찾았습니다. 하늘정원은
장애를 겪는 이들이 재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 주었습
니다.
우리 회사는 이곳에 ‘겨울 내복’ 300만원어치를 지원했습니다. 이곳 외에도 ‘아름다운학원’

1300만원상당

4개소

4개소

6개소

‘해강마을’ ‘예향’ 등 창원 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총 1300만원 가량의 겨울 내복을 전달했습
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시린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이 되고는 합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M/

DREAM CAR

C설계2팀의 박종민 책임연구원은 “크리스마스에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18년 집행금
상반기 차량기증 10대
하반기 차량기증 15대

참여인원

원 (1~12월)
명

기쁘다”며 “이 내복을 입은 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
습니다.
이날 선물한 기금은 전액 우리 회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1%의 기적’을 통해 마련됐습니
다. 여러분들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물이었습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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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1억년의 신묘한
기운을 간직한

북한의 개마고원과 쌍벽을 이루는 곳이 전북의 진안고원이다.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머릿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첩첩산중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이곳은 해발 400m 고원지대의

‘마이산’에서 2019년을
충전하자

52

전형적인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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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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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사

금당사에서 20여 분을 더 오르면 마이산의 상징인 탑사

탑사에서 계단을 올라 5분쯤 걸어가면 숫마이봉 아래 은

가 있다.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사이에 들어앉은 이 절은

수사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이 절에서 물을 마시고 물이

이갑룡 처사가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을 응용해 쌓

은같이 맑다고 해서 은수사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았다는 탑들이 즐비하다. 절 마당이 온통 탑이다. 천지탑,

은수사는 겨울철에 특히 유명하다. 신비의 역고드름 때

중앙탑 등 80여 기의 석탑을 막돌 허튼층 쌓기 기법으로

문이다. 청배실나무 아래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쌓아올렸다. 보기에는 돌무더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것

기도하면 물 그릇 안의 물이 얼면서 하늘을 향해 고드름이

같아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치솟는다. 학자들은 일종의 대류현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탑사 뒤로는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이 우뚝 솟아 있다. 그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역고드름은 마이산 다른 곳

런데 암마이봉을 자세히 살펴보면 윗부분에 폭격을 맞은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은수사 쪽에서 가장 두드러

듯 크고 작은 홈 여러 개가 움푹 패여 있다.

진다.

마이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타포니(tafomi) 지형이 발달

은수사 왼쪽 뒤편에는 암수 마이봉 사이로 계단이 놓여

한 곳이다. 타포니 지형이란, 풍화작용은 보통 바위 표면

있다. 계단을 올라서면 정상인 천황문이다. 천황문은 일반

에서 시작되나 타포니 지형은 풍화작용이 바위 내부에서

적인 문이 아니다. 물이 갈라지는 분수령이다. 암마이봉

시작하여 내부가 팽창되면서 밖에 있는 바위 표면을 밀어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금강, 수마이봉 남쪽으로 흐르는 물

냄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이산은 암석이 자갈로 이

은 섬진강의 원류가 된다.

루어져 절벽에서 자갈덩어리가 빠져나오면 그 곳을 중심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마이산’

금당사

으로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1억 년 전 퇴적층이 쌓인 호수 바닥이 지각변동에 의해

남부매표소를 지나면 제일 먼저 금당사가 나온다. 탑사

솟아오르면서 기이한 봉우리 한 쌍이 생겨났다. 불끈 솟

에 정신이 팔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작은 절이나, 역사가

01 말의 귀처럼 쫑긋 솟은 마이산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아 오른 두 봉우리는 마치 말의 귀를 닮았다 하여 ‘마이산’

무려 1300년이나 되는 고찰이다. 경내에는 금칠을 입힌

02 금당사전경. 탑사에 정신이 팔려 자칫 지나치기 쉬운 작은 절이
나, 역사가 무려 1300년이나 되는 고찰이다.

이라 불리게 되었다.

대웅전이 화려하게 빛나고, 종무소 옆 작은 오층석탑도

마이산은 조선왕조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산이다. ‘조선

인상적이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가 등극하기 이전에 꿈에 신인(神

오층석탑은 탑신과 옥개석이 제각각으로 초기의 원형은

人)이 ‘금으로 된 자(金尺)’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주

아닌듯하다. 기단부 중석은 다른 돌로 대체했고 갑석 위

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을 사람은

에 몸돌과 지붕돌을 올려놓았다. 상륜부도 나중에 얹은

경이 아니고 누구겠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환여

것으로 보이지만 절에서 몇 안 되는 문화재 중 하나다.

승람’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가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
은 장소가 진안 마이산이었다고 한다.

02

03 탑사 전경. 천지음양의 이치와 팔진도법을 응용해 쌓았다는 탑들
이 즐비하다.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니 신묘하다.
04 은수사 전경. 태조 이성계가 이 절에서 물을 마시고 물이 은같이
맑다고 해서 은수사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극락전에도 주요 문화재 두 점이 있다. 은행나무를 통으
로 깎아 만든 금당사목불좌상과 폭 5m 높이 9m에 이르

마이산은 암마이봉(686m)과 숫마이봉(680m) 두 봉우

는 괘불탱화다. 괘불탱화는 통도사의 관음보살괘불탱화

리가 있다. 여기를 오르는 길은 북쪽과 남쪽 두 곳이다.

나 무량사의 미륵보살괘불탱화와 더불어 보살 괘불탱화의

산의 풍취를 제대로 느끼고 겨울트레킹의 즐거움을 누리

걸작으로 꼽힌다.

려면 남부매표소에서 출발하는 남쪽 길이 더 좋다. 산 중
턱 은수사까지 완만한 평지인데다 길도 험하지 않아 산책
하듯 올라갈 수 있다. 반면 북부매표소에서 오르는 길은
500여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어 조금 지루한 감이 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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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채마을과 금굴의 머루와인

07

특히 이른 아침 용담호에 가면, 고즈넉한 수면 위로 아
스라이 피어오르는 하얀 물안개를 볼 수 있다. 물길을

리를 이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
져 있다.

노채마을은 농촌체험과 머루와인으로 유명한 고장이다. 겨울철에는 추위 때

따라 소리 없이 펼쳐지는 호수의 물안개는 한 폭의 그림

개인 욕조에 홍삼액을 넣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로

문에 농촌체험은 뜸하지만, 마을 특산물인 머루로 담근 와인 저장창고의 진면

이다. 호수라고 해서 물안개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마테라피, 물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운드 플로

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장창고는 다름 아닌 금굴. 일제 때 실제로 금을 캐던

다. 일교차가 크고, 바람 한 점 없이 맑아야 물안개를 볼

팅, 홍삼성분이 함유된 거품이 가득한 버블 테라피 등 9

갱도를 와인 저장고로 활용중이다.

수 있다. 진안 용담호는 고원지역답게 바람이 적어 비교

개 스파 코스를 통해 몸의 기를 보충할 수 있다.

금굴에 들어서면 와인 익어가는 향기가 코를 찌른다. 벽면으로 와인병이 줄

적 쉽게 물안개를 만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노천욕을 할 수 있는 옥상 야외노천탕이

줄이 놓여 있다. 외부 기온이 아무리 추워도 금굴 안은 연중 12℃로 일정하

인기다. 왜냐하면 하얀 눈이 덮인 마이산의 절경을 감상

다. 와인을 보관하는데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몸으로 먹는 홍삼 ‘홍삼스파’

하며 온천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두한족열

노채마을 머루와인은 이곳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후 세상으로 나온다.

을 즐기면서 암·수마이봉의 귀경을 감상하기에 이보다

머루와인은 포도와인보다 신맛이 강하고, 머루 본연의 향과 맛이 있어 포도와

홍삼스파는 마이산 북부주차장 입구에 있다. 특이하게

좋은 장소는 없다. 기묘한 경관과 신비로운 자연현상 그

인과는 다른 풍미가 있다. 금굴에는 머루와인 외에도 금을 캐기 위해 굴을 파

홍삼을 복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몸을 보할 수 있도

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체험까지... 겨울 진안 여행은 힐

던 흔적, 불발탄으로 남은 다이나마이트, 금광맥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록 했다. 몸에 좋은 홍삼과 한방 약재로 음양오행의 원

링이다.W

05 노채마을에서는 금굴을 와인창고로 이용
한다.

얼음꽃과 물안개가 환상적인 ‘용담호’
진안 여행은 주로 홍삼스파로 마무리한다. 여행의 피로도 풀고, 한겨울 추
위에 고생한 몸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채마을에서 홍삼스파로 가는 길에 용담호라는 호수가 있다. 진안
은 본래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이었지만, 2001년 용담댐이 완공되면서 내수면

06 용담호는 금강의 청정수를 담아 놓은 인
공호수다. 이른 아침 물길을 따라 소리 없
이 펼쳐지는 호수의 물안개는 한 폭의 그
림이다.
07 홍삼스파. 몸에 좋은 홍삼과 한방 약재로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해 오감을 자극하
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애저찜
전라북도 10미(咪) 중 하나다. 엄마 젖을 떼기 전 새끼돼지로 만든 요리
다. 태어난 지 한두달 정도 된 사료 먹기 전의 새끼돼지를 갖은 약재와
함께 푹 고아낸다. 한상에 다리 하나씩 나가는데 성인 서너명이 먹을 양
이다. 맛과 고기질감은 백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취향에 따
라 깻잎절임, 김치, 새우젓 등과 곁들여 먹으면 된다. 국물이 진해서 고
기를 다 먹고 남은 국물에 묵은지를 넣고 끓이면 이 또한 일품이다.

형 관광도 가능하게 되었다. 용담호는 금강의 청정수를 담아 놓은 인공호수
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댐인 용담댐으로 거대한 호수가 형성됐고, 맑은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길을 따라 호반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울 호수는 무겁고 차분한 느낌으로 길손을 맞는다.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
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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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1. 우리 회사 모듈설계팀이 세계 최초 기능통합 IDA 개
발에 성공했습니다. 적용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사우의

내가 만약
어떤 이의 마음속에

이름은 무엇일까요?
칼릴 지브란

내가 만약 어떤 이의 마음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면
2. 요가 동호회 사우들이 6가지 요가동작을 추천
했습니다. 그 중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자세이

그에게 있어 나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자 신진대사 효과와 두통해소에 도움이 되는 자
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생 그 자체는 하나의 실제일 뿐
환희나 고통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홀로 가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자신의 삶을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전자식커플링
2. 품질관리부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전지헌 / 차량부품품질관리팀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조영락 / FA영업팀

나는 나날이 거듭납니다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신관균 / 엔진생산 1부
안진홍 / 공작기계생산부
김동우 / 모듈설계팀

내 나이 여든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변화의 모험을 계속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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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과거일 따름입니다
나에게는 껴안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삶의 한 가운데에.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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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