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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의
사냥법
영화 <프리윌리>를 기억하시나요. 1993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범고래 윌리와 어머니에게 버림 받은 12세 꼬마 제시입
니다. 이 둘은 우연히 수족관에서 만나 감정을 나누고, 표현을 섞으며 교감합니다. 윌리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또 착한 범고래고, 이 둘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범고래는 그렇게 착하기만 한 동물은 아닙니다. 범고래의 영문명인 ‘Killer Whale’에서 알
수 있듯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상어나 물개는 물론이고,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고래까
지도 잡아먹기로 유명하죠.
범고래는 어떻게 ‘바닷속 깡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서너배는 더
큰 향유고래나 대왕고래, 긴수염고래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이들의 ‘협력’에 있습니다. 범고
래의 지능지수(IQ)는 80~90에 이른다고 하고, 제대로 집단 생활을 할 줄 아는 동물들입니다. 사
냥을 할 때도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범을 잡을 때 갖은 궁리를 하듯, 범고래도 머
리를 싸매고, 전략을 공유한 뒤 달려듭니다.
보통 범고래의 사냥에는 할머니나 어미 돌고래가 사냥을 주도한다고 해요. 사냥 경험이 많은 베
테랑 범고래가 선두에서 어린 범고래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들은 또 예행연습을 진행하며 해
변의 표면과 기울기도 계산하고, 자신들의 속도와 지구력까지 철저히 파악합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2016년에 쓴 책 <동물의 생각에 대한 생각>에서 “범고래는
사냥을 하기 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동물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유된 의도성
은 아마도 범고래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협력은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조차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리더는 앞장서
며, 동료들은 믿고 따르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3월호에는 협력의 이야기를 담았
습니다. 어떤 협력으로 중국에서 1조원 규모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는지, 특수생산부 열처리반
의 이야기를 통해 생산현장에서는 어떤 협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등을 이번 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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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부터 20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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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차저·4WD 등 패키지로 제안해 수주 성공

현대위아 산동법인이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엔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해외 완성
차 업체와 엔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동법인은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인 장풍기차
와 8400억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TU와 전자식 커플링 등 4륜구동(4WD) 부품과
배기가스 후처리 부품 등도 수주예정으로, 이를 합하면 모두 1조200억원 규모입니다. 장풍기차는 1950
년에 세워진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로 생산 규모는 연 약 13만대에 달합니다.
현대위아 산동법인은 오는 2020년 8월부터 2.0 가솔린 터보 GDI(WIA2.0T-GDI) 엔진을 장풍기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물량은 1년에 약 6만대씩 5년 동안 총 30만대입니다. 이 엔진은 장풍기차의 대형
SUV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산동법인은 2006년 11월 현대위아가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 설립한 엔진,
자동차 부품 소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을
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엔진과 함께 터보차저, 4WD 부품
까지 패키지로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파워트레인 부분의 추가 수주 가능성을 크게 열었습니다.
수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최종 계약에 이르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인 ‘China6’와 연비 규제 모두를 충족하는 엔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 주효했습니
다. 엔진뿐 아니라 터보차저와 4WD 부품을 통합 패키지로 제안한 것도 수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
히 터보차저는 ‘다운사이징’을 추구하는 중국 내 자동차 판매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
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중국 현지 자동차 업체가 만드는 엔진의 터보차저 장착률이 2017년 50% 수준에
서 오는 2021년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엔진 공장을 가동 중인 중국 산동법인을 활용해 인건비·물류비·관세 등을 절감해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한 것도 수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동법인은 지난해 2월 엔진 누적생산 500만대를 돌파했
고, 연 최대 80만대의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장풍기차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부품 공급의 쾌거
를 이룰 수 있었던 만큼,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성장하는 현대위아를 기대합니다! W

현대위아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앞줄 오른쪽)와 장풍기차 동국발(邓菊发) 구매부사장이 지난 2월 22일 중국
장풍기차 창사연구소에서 1조원 규모의 20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 공급 계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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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작업이란 없다!
그룹 작업으로
팀워크가 살아있는
특수생산부 열처리반
"특수생산부의
특수성, 그 책임감과
자부심!"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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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반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입사 전 원래 전공은 가공이었는데 당시 열처리반 반장이던

열처리 반에서는 소그룹 활동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요

김기하 명장이 저를 콕 집어 이 반에 데려왔어요. 이유는 단

열처리의 가장 숙제는 변형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제

순했는데요. 제 인상을 좋게 봐주셨대요(웃음). 그 때 반장

품과 함께 열처리가 가해지는 치구, 일종의 프레임인데 이

님이 열처리반에서 교육같은걸 많이 시작하려 했는데, 제가

치구들도 똑같이 열처리를 받다보니 변형이 생기죠. 이 변

잘 따라올 것 같은 인상이라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을 잡는 것이 정확한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해요. 쉬운 것이
아니라서 차근차근 반원들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년차 새내기 반장으로서 반을 이끄는 소감이 어떤가요
솔직히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계속 배
우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반은 네 파트가 있다보니, 열처리

우리 반의 경우 개인 작업이 없고 모두 그룹 작업이거든요.

만 맡던 제가 모든 파트 골고루 전문지식을 쌓기까지 아직

파트 안에서 2~5명까지 한 그룹을 이뤄 작업을 해요. 그만

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별로 연차도

큼 사람 간 소통이 매우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협업이란

높고 경력 많은 선배 반원분들에게 도움 받으며 열심히 배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고 있는 중이죠.

에요. 누군가의 의견를 받아주고 양보 조금씩만 하면 일은

특수생산부 열처리반의 2년차 새내기 반장 배성준입니다. 우리 반은 항공기, 화포 부품등의 소재가
들어오면 가공으로 넘어가기 전, 금속의 구조와 성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맡고 있어요. 우리 반은 네
파트로 나뉘어요. 열처리, 쇼트피닝, 도금, 도장 총 네 가지 공정을 합니다. 쇼트피닝이란 말은 처음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십년을 다르게 살아

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이나 역량이 있을까요

온 동료들이니만큼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텐데,
그럴 때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

들어보셨죠? 기본은 강으로 된 작은 구를 제품 표면에 분사시켜 피닝효과를 주어 재료 표면을 단련

우선 우리 반의 좌우명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이

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가공 공정이 끝나면 조립에 들어가기 전 도장 업무도 우리 반에서 하고 있죠.

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행동할 수 있으니

또 국내 유일의 대형염욕로를 보유하고 NADCAP (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Contractors

무척 중요하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 반은 정해진 절차대로

Accreditation Program)이라는 국제항공인증 같은 세계적 공인기관에서 품질보증체계를 인정받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 각자가 배우려는 의지가 꼭 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해요. 앞서 말했듯 작업자 인증교육도 있지만, 인증을 받

우리 반이 위험한 물질이나 장비도 다루다 보니, 첫째는 안

은 후에도 매 공정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

전사고 없이 1년 내내 모든 반원 분들이 무탈했으면 합니

이 함께 따르죠.

다. 둘째는 지금처럼 신구간의 세대 조화를 잘 이뤄 항상 웃

NADCAP 인증이 무엇인가요

하지 않을까요.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신임 반장이라 부족한 것이 많
NADCAP은 국제항공인증이며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인증서인데
요. 2013년 취득해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시 통과하지 못하면 작업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을

반원들의 특징 같은 것이 있나요

수도 있는 감사이다 보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민간 항공기 등 사람 생명과도 연

네 파트가 있지만 열처리 작업으로 봤을 때 여름엔 더 덥고

관되는 제품을 다루는 특수공정의 특성상 작업자 인증교육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6개월 정도

겨울엔 더 추운 작업이거든요. 오랫동안 이를 맡아와서 그

교육과정을 거친 후 작업자인증 시험을 통과해야만 직접 작업에 투입될 수 있어요. 담당 공정을 완

런가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노는, 그런

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의 경우 더 까다롭게 자격

화끈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

을 정해두고 있죠.

는 스타일이죠. 좌우명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웃음).

지만 항상 격려하고 많이 도와주는 선배님들, 성실하게 잘
따라주는 후배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W

열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금속 소재의 단단함 정도를 경도라고 하죠.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성을 위해 경도를 맞추
는 것도 있고, 소재의 특성에 따라 요구규격에 맞는 경도를 만들기 위해 열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
습니다. 열처리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수치로 예를 들면 경도가 0인 제품을 열처리 후 50이상까지도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반에서는 K9/KMK45/76mm함포등의 방산부품, A320/A350등의 민항기 착
륙장치 등 대표 부품 외에도 수십여 개 품목을 맡고 있는데, 각 부품마다 요구하는 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도 제품 특성에 맞춰 다르게 들어가죠.

열처리반 쇼트피닝 파트 반원이 공정을 시작하며 직접 프로그램을 설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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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팀워크란 무엇인가요

중국 장풍기차 1조원 규모 수주
성공을 이끌어내기까지
중국차량부품영업총괄 정세희 부장

그가 말하는 협업의 성과
➊

➋

1. 장풍기차 이건신 동사장과 중국차량부품영업총괄 정세희 부장
2. 2.0TGDI 엔진 양산공급 계약체결 경영층 교류회
3. 장풍기차 경영진 현대위아 산동법인 방문
4. 북경모터쇼 장풍기차 부스에서 (좌측부터) 정세희 부장,
장풍기차 연구소원장, 차량부품해외영업담당 최선필 이사

장풍기차 수주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주위 몇몇 분들로부터도 축하의 인사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사적인 협업과 지
원으로 추진되어 최종 수주에 성공한 프로젝트로, 개인이 축하를 받기보다는 직간접

➌

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우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 축하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그룹사의 차량부품관련 모든 영업부문에 당면한 최대의 과
제가 타사수주 확대를 통한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 최
대시장인 중국에서 사드 사태 등 외부 환경요인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사적인 타사 판매활동을 추진했고 이번 수주로 이어지게 됐습니
다.

우리 회사 제품이 특별히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품으로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엔진 및 4WD제품’입니다. 수주 규모도 물론 의미
가 있지만 영업 부문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를 제외한 타 완성차 업체에 처음으로
엔진을 판매하게 되었다는 점, 우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커플링이 탑재된
4WD시스템도 역시 타사 초도 수주를 이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제품 경쟁력에 대해 말하자면 2.0TGDI의 경우,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국의 배기규제
를 만족하면서 중국 소비자에게 민감한 연비 향상에 중점을 둔 최신 엔진입니다. 여
기에 현대트랜시스의 8AT 변속기까지 패키지로 들어가면서 최상의 파워트레인 조
합으로 고객에게 제안했던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제품이
갖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변속기, 4WD까지 포함한 파워트레인 패키지를 제안
한 본사의 영업적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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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ia + To be gwp

중국 장풍기차와 1조원에 달하는 엔진 수주에 성공해 회사 내외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주 성공을 축하하며, 이번 수주는 어떤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
는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수주인 만큼 성공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요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같이 소주잔이라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야 제대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까 합니다만(웃음). 물론 과정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주에 이르기까지는 가격협상, 기술협상 그리고

줬어요. 기획을 비롯한 간접 지원부서는 그룹 승인을, 또한 연구소는 여러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프로젝트 추진
을 위한 기술부문을 전담해줬습니다. 경영층에서는 필요한 시점에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프로젝트의 순조
로운 마무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 성과는 누구 한 개인이 축하 받을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임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이룬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개발일정 협상을 위한 양사 연구소간의 밤샘 기술협의까지, 각 순간마다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때
마다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양사간 신뢰를 확인하며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그 중에서도 작년 9월경, 사장님께서 직접 중국에 오셔서 장풍기차 동사장 만남을 통해 최고 경영층 간의 신뢰

고맙다기보다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같이 고생한 분들을 먼저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차량부품해외영업

를 쌓은 후에는 이전 협상부터 묶여있던 여러 매듭이 풀리면서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11

팀을 담당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이병문 부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관 부문과의 협업, 그룹사 관련 업무에 누

월 장풍기차 동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당사를 답방해 사장님과 회합을 갖고 중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재차 확

구보다 고생한 정혜철 차장, 장풍기차 연구소와 본사 연구소 간 접점이 되어 완벽하게 대응한 차혜영 과장, 제

인했던 것이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 엔진 쪽 수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4WD 관련 업무를 잘 대응해준 이세현 사원 등 모두가 같이 고생했습니다.
영업조직 외 연구소 쪽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으며, 굳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다

그 외 수주 건을 진행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장풍기차와 공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건 지난 2월이었지만, 영업 부문에서 장풍기차와 처음 접촉했던 때
는 2017년 6월경 4WD 프로젝트 건 방문 때였습니다. 당시 4WD프로젝트는 상품성 부족으로 도중에 차량개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분을 꼽으라면 이번 장풍기차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초
기에 고객사를 발굴하며 같이 고생한 찐타이꽝(김태광) 책임이 생각납니다. (참고로 찐타이꽝은 동료들이 애칭
처럼 부르는 김태광 책임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계획이 중단됐고, 다음으로 추진한 당사 1.6TGDI엔진 프로젝트 역시 장풍기차 자작 1.5TGDI 장착으로 결정되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으며, 다음 계획이 있나요

이 비록 수주는 못 이르렀지만 당사 엔진을 지지하고 추천한 장풍기차 연구원장에게 별도로 진정성 담긴 감사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장풍기차 프로젝트는 작년 사장님이 장풍기차를 다녀오시면서 확정이 된

서신을 보냈어요. 저도 상해에서 새벽에 떡을 주문해 받아서 첫 비행기 타고 장풍기차 창사연구소에 넘어가 “다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본사와 함께 벌써 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 프로젝트도 수주 못하면 나는 한국 본사로 바로 복귀다”라고 농담하며 함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물론 그

초도 엔진수주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에 못지 않게 추가 엔진수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해도 2.0TGDI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중국말에 “先做朋友，后做生意”로 “먼저 친구가 되

혹시 이번 엔진수주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엔진수주로 이어져 타사 엔

고, 그 다음에 사업이야기를 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앞서 약 1년이 장풍기차와 친구가 되는 시간

진 사업이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업부분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겼으면 합니다. 중장기 회사 발전을 위해 반드

이었고, 그 이후 시간이 본격적으로 사업 협의를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 필요한 미래 사업이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가 수주가 필요하겠죠. 영업 조직은 이를 위
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회를 빌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에는 변함없는 협업 관계를,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 나라와는 또 문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차량부품영업총괄을 담당하는 경험담을 소개해주세요

간접 부문 사우 분들께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앞으로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

중국 현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중국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나라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다양함을 품고 있고 여전히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
요. 이러한 제 생각과 고민 때문인지 재작년 “나는 중국이 매일 낯설다”란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
어요. 중국이 낯설어 보이나 본질은 같으며, 중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보편적 가치와 논리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우선은 각자의 문화를 인
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수주 건 달성을 통해 배운 점, 혹은 깨닫게 된 성공요인이 있다면
많은 사우들과 공유 부탁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며 추진한 프로젝트였죠.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저
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정확하게 본사로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
에서는 사내 및 그룹사간 업무 조율 등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해
현대위아/케피코/오트론 장풍기차 방문 기술교류 후

장풍기차 부원장 일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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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17년 12월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본사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분

엔진품질관리1팀 이찬희 사원

직 사관이 내무반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말년 병장이 나서서 음소거한 상태로 TV

나의 스포츠스타는? ─ 축구선수 김진수

를 켜고 내무반 인원 모두 숨죽이고 몰래 경기를 보고 있

나의 인생경기?

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옆 내무반에 들어가는 인기척이

7개월만에 돌아온 나의 롤모델, 그의 복귀전

들려 TV를 끄고 안 본 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때!

독일 교환학생을 갔던 당시 학교 근처에 ‘호펜하임’이라

박지성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어버린 겁니다! 숨죽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제대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의 물오른 경기력 덕분에 국내 축구팬들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는 독일 분데스리가 팀이 있었고 그 당시 한국의 김진수

고 보던 20명 남짓의 인원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

미국 농구 스타들이 펼치는 NBA 경기도 한창, 곧 메이저리그와 프로야구 시즌도 시작할 참인데요. 축덕, 야덕, 농

선수가 그 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2주에 한번 홈팀 경

을 순간 망각한 채 ‘와아아!’ 라는 환호를 질렀고 그 숨기

덕 등. 현대위아에도 남다른 스포츠 덕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추천하는 인생경기와 갖가지 재미난 사연 함께 보

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응원을 하였고, 김진수 선수는 한

지 못한 기쁨의 표출로 인해 저희는 자정 무렵까지 얼차

실까요?

번도 빠짐없이 경기가 끝나면 한국 팬들에게 찾아와서

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김진수 선수

억의 경기가 되었죠! 당시에는 '저 당직사관은 한국사람

의 팬이 되었고 김진수 선수가 K리그로 복귀한 이후에도

도 아니다' 라며 속으로 많이 욕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전북 경기를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년 월드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밉습니다.

컵을 3개월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했고 월드컵 출전 기회
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재활 후,
18년 10월 28일 수원과의 경기에 복귀하면서 그는 팔에

FA설계팀 하영진 사원

새긴 문구 ‘백전불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 번 넘어
질지라도 굴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그와 잘 어울렸죠. 복

나의 스포츠스타는? ─ 리오넬 메시

귀전에 교체 투입되던 당시 김진수 선수가 눈물을 흘리

나의 인생경기?

며 그라운드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 저 또한 눈물을 참

80만원도 아깝지 않았다! 메시의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을 수 없었고, 그때부터 김진수 선수는 제 삶의 롤모델이

2017년 1월 1일 현대위아 입사를 앞두고 버킷리스트 중

되었습니다.

하나였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직관하기’를
이루기 위해 스페인으로 날아갔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

선행유닛설계팀 김지훈 연구원

대감과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
득 찼었죠. 새벽에 TV로 시청만 하던 내가, 직접 경기장

Soccer

나의 스포츠스타는? ─ 태극전사 박지성 선수

에서 선수들을 본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나의 인생경기?

밀려 왔습니다. 이 날 보았던 축구경기는 기대만큼이나

신성한 점호도 막을 수 없던 감동의 골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인생경기가 되었죠. 다만

보통 월드컵 경기는 2002년 월드컵을 많이 추억할 텐데

3등석 8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봤음에도 1등석(약

요. 저는 2010 월드컵 그리스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200만원)을 보지 못한 아쉬움만 컸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해 6월 12일 20시 30분에 시작된 이 경기는 제가 이

이후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스페인을 다시

등병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에 본 경기였죠. 군에서는 21

한 번 방문해 이번에는 꼭 ‘1등석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시 30분이 되면 인원을 파악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점

마드리드 경기 직관하기’를 실행할겁니다!

호를 합니다. 원래는 TV를 끄고 꼿꼿하게 앉은 상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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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현대위아
스포츠 덕후들이 추천하는
인.생.경.기!

# 내_인생의_팔할은_축구_대표축덕

나의 스포츠스타는? ─ 농구선수 서장훈
나의 인생경기?
경상남도 직장인 농구 제패의 첫 시작, 3위 입상 경기!
현대위아 농구동아리 ‘슬램덩크’ 팀의 일원으로 16,

구매지원팀 박재준 대리

17년도 2년 연속 경남 직장인 농구대회에 참가해 3
위에 입상했습니다. 슬램덩크는 월 1회 연습을 하고

나의 스포츠스타는?

있는데요. 사우들과 업무 외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NBA 스테픈커리 선수(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KBL

건강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대회를 앞두고는 창원

김종규 선수(LG세이커스)

시 타 기업 농구팀과 교류전을 하며 실력을 쑥쑥 키

나의 인생경기?

웠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채워 팀원들과 농구대

극적인 플레이가 일품! NBA 인생경기

회에 참가했어요. 연습과는 달리 긴장도 되고 실수도

2019년 1월 4일 미국 오클랜드에서 열린 ‘미국프로

있었지만 한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예선 통과, 8강전

농구(NBA)’ 정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vs휴스

승리, 준결승 진출이란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8강

턴로케츠 경기를 인생경기로 꼽았습니다. 집에서 시

전 경기에서 정재훈 차장이 선보인 버저비터 역전 골

청했음에도 양팀 경기력과 선수들의 실력에 감탄을

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 한 골로 승리를 했고 팀

금치 못해 인생경기로 선정했죠! 비록 제가 좋아하는

원 모두가 껴안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요즘도 슬램

골든스테이트 팀이 휴스턴 로케츠 팀에 134:135, 단

덩크 동호회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

1점차로 진 경기였지만, 경기 내내 양팀의 엄청난 3

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승으로 현대위아 이름

점슛 릴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하든

을 더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선수는 116:119로 휴스턴이 뒤쳐지던 4쿼터 막판에
3점슛을 쏘아 올려 119:119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후 그는 경기 종료 직전
에 극적인 3점을 또 성공하며 휴스턴의 1점차 역전
을 이끌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선수들도 환상적인
슛들을 선보였지만, 최근 5경기 연속 40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물 오른 하든의 비디오게임 같은 플레
이가 경기의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 더 재미있었죠.
현대 농구의 진정한 승부와 경기력을 볼 수 있는 경
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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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자재관리팀 박상철 대리

basketball

# 농구덕후는_농구를_직접_뛰고_보고_즐기고

#한번_야구덕후는_영원한_야구덕후_나야나!
공작기계품질개선팀 정운득 반장

선수와 신시내티 레즈 추신수 선수의 첫 맞대결
을 직관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휴가기간과 경

나의 스포츠스타는? ─ NC다이노스 나성범 선수

기 날짜가 맞아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경기?

류현진 선수는 선발로, 추신수 선수는 1번 타자로

비 내리던 잠실구장의 정취

출전해 경기의 시작을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하는

10년 전쯤 여름 휴가 기간에 가족, 지인들과 서울

걸 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고 가슴 벅찼던 경험이

구경할 겸 직관한 두산vs롯데 야간경기가 제 인생

었어요. 게다가 류현진 선수의 깔끔한 투구로 선

경기입니다. 잠실구장의 아름다운 불빛과 치어리

발 승~!

더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 경기를 관람했죠. 모두가
집중하던 후반부 갑자기 소낙비가 한 줄기 내리더
니 경기는 심판 지시에 의해 중단되고 경기장 위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잔디는 빠르게 방수 커버로 덮였어요. 그 위에 빗
물이 고였는데, 선수들이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나의 스포츠스타는? ─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서비스 차원에서 모두 나와 슬라이딩을 선보이며

나의 인생경기?

보답해줬습니다.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선수

양현종 선수의 배짱이 만들어낸 역대급 명장면

들의 색다른 모습, 비를 맞으면서도 쉬지 않고 멋

2017년 기아타이거즈는 정규리그 1등으로 한국

진 응원을 이어가던 치어리더들, 잠실구장의 환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앞둔 그

조명 불빛에 반짝이던 빗방울 등 아름다운 풍경이

해 10월 30일 열린 5차전, 저는 친구들과 모여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경기는 롯데 승!)

TV앞에서 우승을 기도하고 있었죠. 그 경기에
서 양현종 선수는 2차전 완봉승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마무리로 올라와서는 1사 2,3루 상황에서

모듈설계팀 손혁호 책임연구원

포수 김민식 선수의 볼넷 사인에도 응하지 않고
똑바로 앉으라며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나의 스포츠스타는? ─ 류현진, 박찬호 선수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던져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인생경기?

8년간 야구를 보았지만 그런 상황은 처음 보는 광

미국 현지에서 직관한 류현진vs추신수 맞대결 현장!

경이었으며, 아직까지도 양현종 선수의 두둑한 배

2013년 7월 27일,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처형이

짱과 멘탈,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라

사는 미국에 미리 방문해있었고 저도 여름휴가를

생각합니다. 8년만에 기아가 통합우승을 차지한

맞아 금요일 퇴근 후 바로 공항으로 가 LA행 비

그날 저와 친구들은 환호하며 우승을 즐겼고, 이

행기를 탔습니다. LA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당시

경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만의 인생경기가 되

떠오르던 코리안 메이저리거, LA다저스 류현진

었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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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박스카를
거부한

벌써 11년, 기아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 내린 차

쏘울 부스터

처음 쏘울이 등장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2008년
9월이다. 기아차는 1900억원을 들여 30개월동안 연구개발
끝에 1세대 쏘울을 선보였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디자인

강력한
성능으로
돌아왔다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대 쏘울의 디자인은 곡선과 직선을 고루 섞은 박스형 차체
1세대 쏘울

로 당시로서는 파격 그 자체였다. 지금은 소형 스포츠유틸
리티차량(SUV) 차급으로 분류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쏘울
은 'SUV의 스타일과 실용성에 세단의 승차감을 더한' 크로
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의 개념에 가까웠다.
1세대 쏘울은 강렬한 첫 등장만큼이나 연간 판매 2만대를
넘어설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진짜
성공을 거둔 곳은 바로 북미시장이다. 2009년 1
월 북미 시장에 출시된 1세대 쏘울은 2족 보
행으로 현란한 춤을 추는 햄스터와 함께
한 광고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데 이어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공간활용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코닉'의 대명사 기아차 쏘울이
6년 만에 '부스터'라는 이름을 더해
3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개성 강한 외모는 여전하고
강력한 동력 성능은 더해졌다.

쏘울 부스터(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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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연구소와 한국 남양 디자인 연구소의 합작으로 탄생한 1세

당시 톰 러브리스(Tom Loveless) 기아차 미국법인(KMA) 판매담당 부사장은 "쏘울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3세대 쏘울 부스터, 강력한 동력 성능+미래형 디자인

새로운 차급의 탄생"이라며 "쏘울이야말로 기아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 내릴 차"라고 자신했다.
그 결과, 쏘울은 북미시장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바탕으로 도요타 싸이언xB, 닛산 큐브 등 경쟁 박스카들을

2019년 1월 출시된 쏘울 부스터는 2008년 쏘울 1세대, 2013년 2세대를 거쳐 6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

압도하며 현지 박스카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지)을 거친 3세대 모델이다. 박스카라는 수식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6년만의 풀체인지(완전변경)로 돌
아온 쏘울은 최고 출력 204마력의 파워풀한 주행성능과 완전히 새로워진 하이테크 디자인, 최첨단 멀티미
디어 기능 등의 특징을 담아냈다.

교황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2세대 쏘울

쏘울 부스터는 가솔린 1.6 터보와 EV 등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쏘울 부스터는 이름만큼이나 동급 최고출

2세대 쏘울은 2013년 10월 '올 뉴 쏘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올 뉴 쏘울은 2010년 프로젝트명 'PS'

능을 보여준다. 소형SUV 쌍용차 티볼리 가솔린 모델이 최고출력 126마력에 최대토크 16.0kg·m, 현대차

로 개발에 착수, 44개월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2400억여원을 투입됐다. 개발 기간 5년새 기아차는 글로벌

코나가 최고출력 177마력 최대토크 27.0kg·m이다보니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췄는지 가늠이 된다. .

브랜드로 자리잡으면서 올 뉴 쏘울 역시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으로 돌아왔다.

쏘울 부스터 EV 모델은 1회 충전 시 서울과 부산 사이 거리인 386㎞를 주행한다.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

2세대 쏘울은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포프 모빌'(교황의 차량)로 선정돼 전 세계인의 관심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을 받기도 했다. 평소 검소한 생활습관으로 주목을 받았던 교황은 방한 기간동안 포프모빌을 기아차 쏘울

쏘울 부스터는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내에서 저절로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로 정했다. 이같은 교황의 선택은 유럽 시장 판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컨트롤' △전면 주차된 차량을 후진시킬 때 뒤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을 방지해주는 '후방 교차충돌

실제로 자동차산업협회가 종합한 2014년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쏘울은 지난해 총 21만6096

방지 보조' 등의 기능이 적용됐다. 또 키 큰 성인이 불편함 없이 앞자리와 뒷자리에 탑승할 수 있다.

대로 전체 수출 순위 5위에 올랐다. 또한 쏘울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4년 7월 세계 3대

기존 모델보다 차 길이·높이·축거(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 거리)가 각각 55㎜, 15㎜, 30㎜ 길어진

디자인상 중 하나인 'IDEA 디자인상'을 수상, 기아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상', 'iF 디

덕분이다. 센터페시아에는 10.25인치 HD급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날씨, 지도, 음악 재생 등 여러 편

자인상', 'IDEA 디자인상'을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의 사양을 3분할된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기아차 최초로 블루투스 기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멀티커넥션' 기능이 적용됐다. 기아차는 쏘울 부스터의 판매 목표로 가솔린 1만
8000대, EV모델 2000대를 제시했다. 새롭게 태어난 3세대 쏘울이 시장의 선택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진
다. W

2세대 쏘울
쏘울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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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204마력에 최대토크 27.0kg·m,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로 파워풀한 동력성

“골프는 용사처럼 플레이하고 신사처럼 행동하는 게임이다.”

동호회를 만든 계기가 있나요

각자 골프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국내에서도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이다. 때문에

하헌권 사우_ 처음에 회사에 ‘골목길’이란

하헌권 사우_ 제 아내나 주위 동료들이 추천을 해서 시작하게

동호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호회는 두 번째

됐죠. 아는 것 없이 시작했다가 레슨도 3개월 정도 받고, 지금은

로 생긴 골프 동호회에요. 동호회가 어려운

재미에 푹 빠져있죠.

스로의 양심이 심판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게임의 룰이 된다.

게 사람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자주

권홍현 사우_ 저는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시작했어요. 한번 하

귀족 스포츠, 사교 스포츠 등 오랜 역사와 함께 여러 이미지를 거친 뒤에 최근에는 국

만나기도 하고, 모이기 쉬운 사람들끼리 20

다 보니 정말 골프에 빠졌죠. 너무 좋아서 한 달에 다섯 번도 라

내에서도 대중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골프! 2017년 이미 1조 200억

명 정도가 모여서 처음 만들었어요.

운딩을 나가고 그랬어요.

정지만 사우_ 20명 정도가 딱 좋은 게, 골

정지만 사우_ 저 같은 경우도 아내가 먼저 골프를 치고 있었어

프가 장소 제한도 있고 비용, 시간 제한도

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골프는 정말 좋아요. 나이

리 회사에도 골프의 매력, 특히 초록 잔디 위 필드에서 즐기는 라운딩의 재미에 푹 빠

있다 보니 무조건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가 들수록 부부끼리 레저로 즐기기에 더욱 좋다 보니 함께 운동

진 사우들이 있다.

아니더라고요.

하며 계속 하고 있죠. 다만 하다 보면,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지

하헌권 사우_ 스크린 골프장을 가도 20명

만 골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골프는 1등하는 선수가 꼴등

이 넘어가면 한 가게에서 모임 하기 어렵거

을 하기도 하고 변수가 많은 운동이거든요.

든요. 많아야 방 4~5개이다 보니 그 정도

하헌권 사우_ 골프는 통달이 안돼요. 도가 안 트이거든요. 오늘

인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르고 내일 다르죠. 아무리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도 실제 코스

with wia + W INSIDE

원을 넘어선 국내 스크린골프장 시장 규모만 봐도 골프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다. 우

그린(Green)을
사랑(愛)하는 사우들!

나가보면 바람, 지형 등 변수도 많고요. 또 공은 한번 날아가면
그 자리에선 또 칠 수 없죠. ‘원샷 원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현대위아 골프동호회

‘그린애’
그린애 골프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참여 문의 : 총무 권홍현 (010-4551-3326)
정기 모임 : 매달 1회 라운딩
(8월, 12~1월만 스크린 골프로 대체)

총무 권홍현
(경력5년)

회원 정지만
(경력7년)
회장 하헌권
(경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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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번만 같이 해봐도 상대방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골퍼 스

골프 실력을 키우려면요?

동호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하헌권 사우_ 새파란 잔디를 보며 즐기는 라운딩이 제일

하헌권 사우_연습을 해야죠. 집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 해

권홍현 사우_ 처음 동호회 결성할 때 일화가 떠올라요.

매력적이죠. 보통 필드 가서 18홀 다 돌고 들어오면 6km

야 해요. 혼자 연습할 때는 ‘그물망’ 이라고도 하죠. 그물

동호회 만들기 전 동료들과 라운딩을 잡고 거창까지 차

정도 걷는 셈이거든요. 걷기도 하고 집중도 하고, 특히 봄

망 있는 연습장을 한 달 정도 등록해 두고 꾸준히 가서

를 2시간 타고 갔는데 도착하고 나니 비가 엄청 많이 왔

에 야외에서 즐기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연습하는 거죠.

어요. 앞에 대기하던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비가 많

정지만 사우_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과격한 운동을 할 수

권홍현 사우_ 자세가 무척 중요하죠. 골프처럼 자세를 중

이 와서 칠지 말지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치자!

가 없어요. 골프는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

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없거든요. 골프방송도 챙겨 보면

해서 아무도 안 치는데 우리만 치게 되었죠. 2시간을 갔

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경기하기 좋은 것이 장점이

서 폼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비를 엄청 맞

죠. 젊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 모두 동등하게 칠 수 있어

정지만 사우_ 드라이브로 칠 경우에 0.5도만 틀어져도

으면서 치고 있는데 3홀 정도 지나니 비가 싹 그치면서

요.

멀리 나가면 타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필드에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파란 하늘이 나오던 순간을 잊을

권홍현 사우_ ‘그린애’ 장점은 직장 동료 선후배들끼리

나가서 치면 바람, 지형 등 변수도 여러가지이죠.

연습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수 없죠. 그날 같이 갔던 사람들과 뜻이 맞아서 그때 바

모여 치다 보니 라운딩 한번 잡으면 정말 즐거워요. 원래

권홍현 사우_ 골프는 또 채 종류가 열 몇가지 되거든요.

권홍현 사우_ 라운딩 한번 잡히면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로 동호회까지 결성하게 된 거죠.

도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니 마음도 더 편하고 즐겁죠.

제일 멀리 나가는 드라이브부터 제일 가까운 홀에 넣는

데, 다들 연습한다는 소리는 안 하면서 숨어서 연습을 하

하루 다 함께 잔디 밟고 공 치며 시원한 마음 가지면 그

퍼트까지. 모든 채를 고르게 잘 다루는 사람들은 프로 중

고 갑니다(웃음). 저는 일주일에 한번, 1시간 30분 정도

입문하려면 골프용품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야말로 힐링이죠.

에도 손에 꼽는다고 해요. 연습할 것이 많죠.

연습을 해요.

하헌권 사우_ 처음엔 안 사는 게 나아요. 연습장에 있는

하헌권 사우_ 저는 세 번 가는 대신 30분씩 해요.

하우스채를 쓰다가 내 몸에 맞는 용품을 프로들이 권해

정지만 사우_ 요즘은 아파트 지하 피트니스센터에 다들

주면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 사면 최소 5년 이상

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거죠.

은 써야 하거든요.
권홍현 사우_ 다 비슷해보여도 샤프트가 강도, 길이, 무

골프의 장단점을 꼽자면요?

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본인의 체형, 힘에 맞게 조언을

하헌권 사우_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권하고 싶은 스

듣고 사는 게 좋아요.

포츠에요. 특히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서 노래방
이나, 술집보다도 모임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넷이 가면

사우들에게 한 마디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은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권홍현 사우 _ 골프를 시작하려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

정지만 사우_ 예전엔 회식 때도 2차를 가면 한잔 더 하고

을 때 하길 추천합니다! 유연성이 많이 좌우되는 운동이

이런 문화가 컸는데, 요즘에는 동료들끼리도 스크린 골프

기 때문에 젊을 때 시작할수록 실력도 부쩍 늘고 부상 위

장을 자주 갑니다. 가장 큰 장점이 직급 상관없이 누구나

험도 적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허리나 갈비

어울리기에 좋다는 점이에요. 요새는 특히 운동보다도 레

뼈도 많이 다치거든요. 골프는 제일 중요한 게 ‘부드러움’

저, 게임처럼 즐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다 보니, 젊을 때 시작해야 좋죠!

권홍현 사우_ 아무래도 단점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정지만 사우_ 50대 넘어서 처음 접하게 되면 아무리 프

점이겠죠(웃음). 근데 원래 골프는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

로가 알려주고 해도 뭔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더라구요

다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본인과 함께 운동할

(웃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진짜 즐길 수 있죠. 혼자서는

하헌권 사우_ 많은 돈 드는 것 아니니 시작하려면 빨리

라운딩을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동료들과 같이 쳐야

하라! W

자세도 서로 봐줄 수 있고 하죠.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
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동호회가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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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즐겨보는 분들이 많으시

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죠? 누구나 콘텐츠 제작과 배포가 쉬워지면서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가 있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요. 아래 사례를 보며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먼저 사례 1입니다. 우리 판례는 저작권자의 노력을 통해 창작한 각각의 글꼴 파일을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
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형태의 글꼴 파일만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1) 이모씨(36)는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글꼴(폰트) 파일을 검색하였고, 이용을 제한하는

폰트 사건은 전문 로펌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형사 고소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표시가 없어서 내려 받아 설치하였다. 이모씨는 페이스북에 이 글꼴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

생각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폰트의 제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할 경우 저작

는데, 괜찮을까?

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세요.
그런데 저작권법은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즉, 글꼴에 대한 형상을 이미지 파일로

(사례 2) 박모씨(49)는 지인들에게 매일 오전마다 카카오톡으로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공
유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만들어서 홍보물이나 간판 제작업체가 사용하였더라도, 이 이미지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니,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3) 김모씨(29)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유튜브에 최신 영화에 대하여 10분 정도로 스토리를 구

다음은 사례 2입니다. 단순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기자의 평가까지 포함한 뉴스기사 또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로

성하여 올리고 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하여, 김모씨의 콘텐츠에 열광하

볼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에 기사 전문을 ‘복붙’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사 전문을 다른 사람들

고 있는데, 김모씨는 괜찮을까?

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직접 링크’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뉴스기사가 아
닌 URL 링크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기사의 내용을

위 사례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출처를 명시하고 비평의 목적으로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가

일까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이 저작물은 우리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제2조).

마지막 사례 3입니다. 유튜브는 아마도 저작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이트일 것입니다. 사례 3과 같은 최신 영화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를 재구성하여 유튜브에 올린 것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것이고, 이용된 부분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

굳이 높은 수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성,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목적 및 성격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공정이용인지 판단합니다. 즉, 편집한 내용이

최근 스마트폰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인터넷플랫폼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면서 사이버 공간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만큼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착권침해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의 내

에서의 정보처리나 교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면대면 교류의 한계를

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업로드 하였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벗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를 교

저작권법에 대하여 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

환하고 타인과 교류합니다. 이 때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는 저작물을

다. 그럼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저작권이 민사상의 불법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저
작권침해의 죄는 실행행위만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SNS를 주로 사용하면서, 형사처벌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표시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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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법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인류 불임으로 인한 세기말 풍경을 그린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
런 오브 맨(Children Of Men)>은 예지적인 데가 있다. 2006년 9월 첫선
을 보인 이 영화는 21년여 뒤인 2027년 11월 영국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2008년 유행성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쓴 것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에서 영국 정부가 이민을 원천봉쇄하고 난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대목들
은 이민자를 적대시하며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유럽 극우 정권이
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꼬집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제작 당시
는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지금만큼 주목받던 때가 아니었고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였다. 난민의 생존과 처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이탈이 시작된 2010년 이
후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장벽을 치고 황폐화한 영화 속 영국의 모습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후를 염려하는 요즘 영국 내부의 불안과 혼돈을
반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쿠아론 감독이 예감(혹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개봉 후 10년여간 <칠드
런 오브 맨>의 시사성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영화가 2016년 9월 한국에
개봉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강화된 시사적 에너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
화가 절묘하게 복제해낸 이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여기저기
서 글자를 오려붙여 만든 문장을 보면서 글귀는 읽지 않고 글자들의 출처
를 논하는 데 그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칠드런 오브 맨>은 현실의 여러
비극과 종교적 상징들을 재료로 완성한 콜라주에 가깝다. 그렇게 구축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 답할 수 있
다. 영화는 자국 우선주의와 이민자 차별, 파멸적 전쟁 같은 부조리를 구
체적으로 저격하지만 영화가 갖는 영속적인 힘은 절망적 현실에 대한 자
조나 비판을 넘어 희망에 대해 진술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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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2009년 A형 독감인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유행했다. 영화

버리는 쪽. 테오(클라이브 오웬)는 후자다. 그는 한

투쟁가로서의 전의마저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다.

료선에 태워 인간프로젝트에 데려갈 계획이었다.

＼

때 반전운동을 벌이던 활동가였지만 지금은 염세주

불임 치료 연구단체로 알려진 ‘인간프로젝트’에 대

그런 줄리안이 죽자 키는 테오에게 도움을 청한다.

영화는 세계 최고령자가 아니라 세계 최연소자의

의에 가득 찬 공무원이다. 테오는 디에고 사망 소식

한 이야기를 나오자 테오는 말한다. “그런 단체와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된다”며 물러서던 테오는 키

죽음을 전하는 뉴스로 시작한다. 사망자는 2009년

을 전하는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설비가 있고 불임이 치료된다 해도 늦었어요. 이미

가 내보인 만삭의 배를 보고 흔들린다. 키의 아기를

생 디에고 리카르도. 2027년 11월 16일 현재 18세

사이를 무표정하게 오가고, ‘국민아들’의 죽음을

세상이 다 썩었으니까. 그거 알아요? 불임사태 이

정치적 단결과 투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피시단원들

인 디에고는 사인을 부탁해온 팬에게 침을 뱉었다

슬퍼하는 사무실 분위기를 참지 못해 자리를 박차

전부터 다 늦었어요.” 이 말은 관객인 우리에게 중

이 키의 거취를 놓고 논쟁을 벌일 때 테오는 “정치

가 칼을 맞고 숨진다. 뉴스는 디에고의 나이가 18

고 일어난다. 조퇴를 신청하면서는 정작 “디에고의

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일깨운다. 하나는 인류의 근본

적 목적 때문에 이성을 잃었느냐”며 “키에게 필요

년 4개월 20일 16시간 8분이라고 설명한다. 인류

죽음으로 충격이 너무 크다”고 핑계를 대고, 앞서

문제는 불임이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절망이 미

한 건 의사”라고 말한다. 키의 임신은 인류 불임 18

가 2009년 6월 말 이후 18년 넘게 아이를 낳지 못

출근길에 몇 걸음 차이로 폭탄 테러를 모면한 사실

래(영화 속 현재)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

년 만의 기적이지만 테오에게는 인류나 정치의 문

했다.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 인류 최연소

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모습은 세

영화의 본론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가상의 미래

제가 아니라 한 여성과 아이의 생명에 관한 문제였

자는 종의 최후까지 남은 시한을 의미할 것이다. 그

상과 삶에 대한 냉소를 엿보게 한다. 생일에 뭘 했

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저 절망적 인식

다. 20년 전 무기력하게 아이를 잃고 죽은 사람처

래서 디에고는 인류의 희망처럼 떠받들어졌지만 그

느냐는 오랜 친구 재스퍼(마이클 케인)의 질문에 테

에서부터 시작한다.

럼 살아온 그에게 키를 돕는 일은 자기 구원의 길

는 남은 기대수명이 남들보다 조금 더 길 뿐 인류

오는 “평소처럼 엿 같은 기분으로 일어나 엿 같은

이기도 했을 것이다. 키의 곁을 지키는 미리암이 조

의 구원이 될 수는 없는 존재였다. 구원자의 자격은

기분으로 출근했다”며 “정말이지 사는 게 무의미하

산사 시절 목격했던 인류 불임의 징후들을 회상하

마지막까지 남아 최후를 지켜볼 사람이 아니라 새

다”고 말한다.

구원의 여정

며 “난 마지막(인류의 최후)을 봤어요”라고 말할 때

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사람에게 있다. 사람들이

테오를 비관적 허무주의자로 만든 계기가 아들 딜

＼

테오는 키를 보며 “이제 시작을 보게 될 거예요”라

디에고에게 쏟아 부은 애정은 그를 망나니로 만들

런의 죽음이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테오는 20년 만에 나타난 아내 줄리안의 요청으

고 말한다.

고 수명까지 단축시켜버렸다. 디에고는 모두의 마

테오는 2008년 갓난아기였던 딜런을 독감에 잃었

로 불법체류 여성 키(클레어-홉 애쉬티)를 해안까

테오와 키의 여정은 종교적 상징과 설정으로 가득

지막을 지켜보는 대신 모두가 마지막을 지켜본 인

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내 줄리안

지 데려다주는 여정을 돕게 된다. 줄리안은 반정부

하다. 몇 가지를 볼까. 이름이 ‘Key’로도 들리는 키

물로 남은 것이다.

(줄리안 무어)과도 결별해야 했다. 이듬해 집단 불

단체 피시단(Fishes)의 리더였다. 어쩔 수 없이 동

(Kee)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조하고 있다.

희망의 빛이 소멸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크게

임이 시작돼 두 사람은 새로운 아이를 가질 수도

행까지 하게 된 테오가 여정의 목적을 알게 되기까

그가 테오에게 배를 드러내는 헛간은 마리아가 예

두 부류로 나뉘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가짜 희망에

없었을 것이다. 어느 사태도 막지 못하고 주저앉은

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줄리안은 임신 8개월째

수를 낳았다는 마구간을 연상시키고, 아이 아빠가

매달리는 쪽과 더 이상 희망은 없다며 냉소적이 돼

테오는 더욱이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올려다보며

인 키를 투모로(The Tomorrow)호라는 이름의 의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키는 “난 처녀(동정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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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냉소의 시대

구원자의 자격

테오와 키는 영유아 학살을 계획한 유대왕 헤롯을

＼

피해 애굽(이집트)으로 피신한 요셉과 마리아를 떠

테오와 키가 조각배를 타고 칠흑 같은 하수도를 관

올리게 한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성탄절을 개봉일

통해 새하얀 바다로 나가는 장면은 출생이나 출산

로 잡은 것은 종교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

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태어나듯 도달

이었을 것이다. 미리암은 구약 지도자 모세의 누나

한 바다는 안개로 자욱해 오히려 방향을 알 수 없

이름을 가져왔다.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를 상징하

다. 누구에게나 세상으로 나오는 길은 하나지만 세

는 인물이다. 애굽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

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일 때 모세는 상자에 뉘인 채 강에 띄워졌는데 이

없듯이. 총에 맞은 테오가 마지막 힘으로 노를 저어

를 따라가 지킨 사람이 미리암이었다. 테오 일행이

나간 바다에서 ‘내일’이라는 이름의 배는 아득한 종

인간프로젝트행 배를 타기 위해 해안으로 가는 설

소리와 함께 안갯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정은 모세와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로 가는 이야기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듯 영화는 열

와도 닮아 있다. 이민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

릴 결말을 취하고 있지만 그 끝에 싱그러운 아이들

의 이름으로 쓰인 ‘물고기(fish)’는 로마시대 기독교

의 웃음소리를 넣은 것은 키와 아이, 그리고 인류의

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헬라어 표식이었다. 키의

미래가 어디까지나 희망적으로 상상되기를 바랐기

아기 앞에서 몸을 숙이고 손을 뻗는 난민들은 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주를 만난 이들처럼 묘사된다. 총탄을 퍼붓던 정

이 이야기에서 구원자는 누구인가. 서로를 살리기

부군과 반군도 일제히 공격을 멈추고 길을 터주는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이다. 키를 인간프로젝트에

데 일부는 성호를 긋고 무릎을 꿇는다. 이때 흐르

데려가려다 숨진 줄리안, 죽음을 감수하고 테오 일

는 ‘Fragments of a prayer’(기도의 파편들)를 비

행을 피신시킨 재스퍼, 키를 보호하려고 군인에게

롯해 ‘The lamb’(어린양) ‘Mother of God, Here I

끌려간 미리암, 테오와 키를 바다로 밀어내보고 자

stand’(성모여 내가 여기 섰사오니) 같은 배경음악

신은 수용소에 남은 집시, 투모로호를 탈 수 있는

은 깊은 절망 속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곳까지 키와 아이를 안내하고 눈을 감은 테오. 이
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최후를 지켜본 사람’이 아니
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구
원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망적 환경에서도 간단히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함께한다면 그들도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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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농담으로 받아친다. 피시단을 피해 도주하는

CSR

3월이면 즐거운 입학과 새 학기로 설레어야 할 시기에 입학 준비가 어려워, 위축
된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활기찬 새 학기, 새 출발을 응원하
기 위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1%기적을 통해 책가방을 선물해주었는데요. 지난
3월 5일,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새 학기 책가
방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총 1300만원 상당의 책가방을 지원
했으며,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 184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달되
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마케팅팀 박주철 과장과 기계품질보증팀 최효욱 사원이 직접 참
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박주철 과장은 “아이들이 얼굴에 그늘 없이 웃으면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 이렇게 와서 직접 기증품을 보
고 얼마나 소중히 사용되는지 듣고 나니 아이들보다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
다”고 말했습니다. 최효욱 사원 역시 “아이들에게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방이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
영희 회장은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이 알록달록 새 가방을 마련해주어 아이들에
게 설레는 마음까지 선물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은 특별
히 감사인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각 지역아동센터장 10여명도 자리를 함께 하
며 우리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기적은 앞으로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 사회 곳곳에
필요한 손길을 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항상 큰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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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적
저소득 아동/청소년 대상
새 학기 책가방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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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전 사원 기초질서 및 보안교육 실시

강소법인 봉황진 금곡촌 일사일촌활동 실시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소법인은 전 사원 790명

강소법인은 지난 2월 1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일사일촌

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기초질서 및 보안 강화 교육을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모인 총 15명의 임직원 봉사자들

진행했다. 인사과 육위연 경리는 지난해 회사의 규정위

은 ‘위아심(心)’ 조끼를 맞춰 입고 봉황진 금곡촌에 위치

지난 3월 7일 창원 이룸재 비전홀에서 ’19년 안전관리자 워크숍이 열렸다. 국

반 사례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규정준수를 당부했다. 이

한 60세 이상 노인 가정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장소를 정

내 부서 및 관계사 안전담당자 총 136명이 참석해 안전 부문 주요 현안을 토

어, 보안 담당자 채송양 사원은 최근 유행하는 사기, 스팸

리하고, 중국에서 정월대보름에 먹는 전통음식인 탕위안

론하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안전결의서 제창으로 시작해 안전KPI평가현황

수단에 대해 설명하며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교

(湯圓)과 만두를 만들며 노인들과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및 사고사례 공유, 그룹사 우수 안전문화개선 사례 공유, 안전환경팀 주요활동

육을 진행했다. 또한 문서는 회사의 무형재산임을 교육하

함께 만든 만두는 나눠 먹으며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강

계획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특히 안전사고 시나리오 상황극을 선보여

며 직원들의 기밀유출 예방을 특히 강조했다. 이번 교육

소법인 직원들을 밝게 맞아준 한 할머니는 “매년 강소법

안전 담당자들에게 사고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안전

을 계기로 강소법인은 전 직원들의 회사 규정 준수와 보

인에서 이런 활동으로 찾아와 무척 기쁘고 따뜻하다”고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부서별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

안 의식 강화를 한층 강화했다.

말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이웃들과 따뜻

’19년 안전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일사일촌활동을 지속해나갈 계

로 시행하고 있다. 그룹의 안전제일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
터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19 Safety Manager Workshop
On March 7, '19 Safety Manager Workshop was held at the Vision

Hall in Erumjae, Changwon. A total of 136 staffs participated and
discuss major issues in the safety sector. The workshop started with
the introduction of safety decisions, followed by sharing the status of
safety KPI evaluation and accident cases, sharing cases of superior

safety culture improvement in HMG, and introducing plans for major

activities by safety environment teams. This year, theatre of situations

of accident was played on the stage, which awakened employees to

the dangers of accident.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HYUNDAI WIA appoints departmental safety personnel and regularly
implements relevant training. We will emphasize the group's safetyfirst policy and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build a safe workplace.

江苏法人开展全体员工基础秩序教育及安
保教育

획이다.

2月15日至 18日，江苏法人分6个批次对790名员工及协

江苏法人开展金谷村一社一村活动

力社职员进行了基础秩序及安保强化教育。

2月16日，江苏法人在金谷村组织开展了一社一村公益活

会上，人事科陆卫娟经理对过去一年公司出现的违规违

动。本次公益活动契合元宵节为主题，邀请了40名60周

纪现象进行了事例通报，希望大家能从实际情况中吸取

岁以上老人代表来参加，共有15名志愿者前往支援。

教训，避免再犯。希望每个员工都能积极全面的解读公

大家在活动场地分成三个小队伍专门进行场地整理、包

司的规章制度，强化公司的基础秩序管理。

汤圆、包馄饨小分队，迅速投入到工作中。经过1个多小

另外，在安保强化教育上，公司安保担当蔡松阳详细的

时的辛苦劳动，300多个馄饨就制作完成了。这项活动

为员工介绍了当前的主流的诈骗手段，通过案例解读诈

不仅调动了元宵节的气氛，也给老人们带去了温暖，而

骗手段及术语，希望员工能提高自己的安全防范意识，

且增进了社企间的交流，大家在活动相互帮忙，相互学

防止诈骗；公司的文书资料是公司的无形资产，所有的

习，也学会了一项项新的技能。

员工有义务做好文书保密工作通过这次教育，使一部分

参加本次活动的老人说道：“每年公司都组织各种节日

新员工更加了解公司的规章制度，同时也强化了大家的

活动邀请我们老人参加，真的是非常开心。时间过得太

安保意识。

快了，去年元宵节做彩灯还历历在目，一年又去过了，
今年的做汤圆活动也是非常的新颖，让我们感觉到了温
暖，谢谢威爱心的志愿者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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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일조시 환경보호활동 실시

산동법인 임직원용 통근버스 신규 도입

지난 2월 23일, 산동법인 임직원 60여명은 일조시 은하

지난 2월 2일, 산동법인은 임직원들의 더 안전하고 편안

공원을 찾아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경

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통근버스 운영을 도입

합금생산실장 최길환 부장,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

했다. 기존 운영하던 버스 차량은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지난 3월 4일 우리 회사 그룹웨어 '오토웨이'가 새롭게 오픈했다. 오토웨이는

롯해 부서장 및 지원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팀으

잦아 불편함이 많았으며, 큰 소음과 높은 배기가스 수치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현대차그룹 네트워크망 명칭으로 이메일, 전자결

로 나뉘어 오전 8시부터 2시간동안 공원 곳곳에 널린 쓰

도 문제가 되었다. 반면 새로 도입한 버스차량은 전기를

재, 게시판,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오픈한 차세대 오토웨이는 편리

레기를 정리하며 미화활동을 벌였다. 쓰레기 분리수거까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조용한 승차감, 높은 연비효율

한 UI, 폭 넓어진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임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지

지 마친 후, 구역별로 정돈 심사를 벌인 결과 엔진생산부

로 유지비 절감 효과까지 얻게 됐다. 또한 산동법인은 기

원할 예정이다. 문서 공동작업, 회의방 자동개설 등 직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가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서로 축하하며

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도 실시하여 책임감과 관

수 있는 APP기능이 추가됐으며, 메일 용량도 기존 200MB에서 1GB로 대폭

봉사활동의 보람을 더욱 나눴다.

리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늘어났다.

산동법인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환경보호활동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직원들이 회사 업무에 더욱 집중해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및 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

을 통해 일조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효율을 보일 수 있도록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임직원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오토웨이 오픈

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사회공헌

NEW ‘Autoway’ Open
On March 4, our groupware 'Autoway' was newly opened. Autoway
is the name of Hyundai Motor Group's network for in-house
communication and provides e-mail, electronic approval, bulletin

board and community functions. The 2.0 autoway, which opened
this month, will support efficient working environment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convenient UI and expanded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e APP function, which can be useful to employees, has
been added, and the capacity of mail has also increased from 200MB
to 1GB.

HYUNDAI WIA plans to make various efforts to create an efficient
working and collaboration environment for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책임과 가치를 나눌 예정이다.

山东法人开展绿地环境保护活动

山东法人新能源班车运营
为使职员能更加安全、便利地乘坐班车上下班，2月2
日，山东现代威亚投入使用了新能源班车，实现班车最

2月23日，山东现代威亚在日照市银河公园开展了绿地环

优化运营。

境保护志愿者活动。公司轻合金生产室崔吉焕室长，经

以前班车老旧、故障频发，而且柴油车运行噪音大，环

营支援部李弘烈部长，各部部署长、科长及志愿者共60

境污染严重，燃油费高。现在投入的全新电动班车，不

名，共同为公园环境的清洁贡献了自己的一份力量。早

仅运行安静、乘客乘坐舒适度高，而且新能源费用低，

上8点，志愿者们分为三组捡拾公园垃圾，将散落在公园

节省了班车运营费用。同时强化对班车司机的管理，提

各处的垃圾分别装好。根据各组捡拾垃圾的成果，最后

升司机安全意识、服务意识、个人素质、专业技能等能

发动机生产部被评为优秀组。短短两个小时，大家众志

力。持续管理和提升班车服务意识，做到以优质服务为

成城，公园恢复了清洁干净的美好环境。山东现代威亚

第一宗旨。

通过海边沙滩清扫活动，奏响了绿色和谐之曲，成为了

今后，山东法人将从各个方面不断的努力，改善员工福

日照市名副其实的“绿色企业”楷模。今后，山东法人

利，提高员工满意度。

将继续推行有意义的社会公益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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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판매법인 멕시코고객 초청행사 개최

중국판매법인 ’19년 목표달성 결의대회 실시

미주판매법인은 지난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멕시코

공작기계 중국 판매법인은 각 지역별 대리점 직원들을 초

생산법인을 방문해 합동 고객 초청행사를 열었다. 멕시

청하여 ’19년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

코 시장 공작기계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

자들은 공작기계 트렌드 및 시장 현황 공유, 신기종 교육,

멕시코법인은 지난 2월 1일부터 1박 2일간 ’19년 사업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는 총 22개 고객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대위아 멕

19년도 판매법인 정책 설명 등을 통해 목표 초과달성의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주재원 및 현채인 매니저, 각 부문 담당자

시코 엔진 FA공장, 기아차 완성차 자동화 조립라인, 서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각 대리점간의 건의 및 요청사항,

인 파트장들이 참석하여 책임감을 고양했다. 부문별 사업계획 발표를 마친 후,

오토 멕시코 가공공장 등을 방문하며 우리 회사 공작기계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중

소그룹으로 나눠 현지화, 직원 애사심 증진 아이디어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라인업을 살펴보고 기능 및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

국 판매법인은 중국 내 현대위아 대리점간 긴밀한 소통을

다음날에는 직원들간 단합 및 소통을 위한 산행 행사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다. 미주판매법인은 앞으로도 북미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

더욱 강화해 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 멕시코법인장은 19년도 손익목표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의 적극적 노력을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 늘려가 공작기계 판매 활성화에 기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목표달성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

여할 계획이다.

멕시코법인 사업계획 목표달성 워크숍 실시

리했다.

HYUNDAI WIA MEXICO held a Workshop for
Achieving Goals
HYUNDAI WIA MEXICO held a ’19-year business plan meeting’
workshop for 2 days from February 1. The workshop was attended by
resident workers and managers who are in charge of each sector, and

part leaders who are in charge of each sector, to raise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project plan by sector, a

small group held a discussion on localization and the idea of increasing
employee satisfaction. The next day, hiking session was held for unity
and communication between employees. At the event, the head of

the company called for active efforts by executives and employees to
achieve goals. The participants all wrapped up the event, renewing
their determination to achieve their goals.

HYUNDAI WIA America conducts
Mexico Customer Invitation Event

中国销售法人19年目标实现誓师大会举行

HYUNDAI WIA America held a customer invitation

会 圆满举行数控机床销售法人邀请各区域主要代理商，

event during a two-day visit to HYUNDAI WIA
MEXICO plant on February 27 and 28. A total of 22
customers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held to

boost sales of machine tools in the Mexican market.

Participants visited Hyundai-Wia Mexico Engine FA
Factory, Kia Motors' auto assembly line and West

Han-Tao Mexican processing plant to check our
machine tool lineup and verify its capabilities.

HYUNDAI WIA America plans to continue to
increase its contact with customers in Latin America

as well as North America to help boost sales of
machine tools.

数控机床中国销售法人，'19年办事处别 目标达成誓师大
共同召开了'19年目标达成誓师大会。在会上 通过分享中
国数控机床市场信息、新机型培训及'19年销售法人新政
策说明等，大家表达了'19年一定要超额完成销售目标的
决心。同时，通过倾听代理商的建议和要求 以及对市场
情况的相互沟通，现代威亚与代理商今后将保持更紧密
的沟通 以此更进一步提高产品竞争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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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매거진,
함께 만들어요!

독자
의견

사보가 새롭게 개편을 맞았습니다. 색다른 표지 디자인 외에도 코너 곳곳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사보를 구독하는 사우 및 가족 분들의 참여가 더 다채로운 사보를 만듭니다. 참여와 함께 푸짐한 상품까지 받아가세요!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사보에 참여하는 5가지 방법
나만의 사보 만들기, 표지 컬러링

이번 달 사보를 읽고

개성을 담아 표지 색칠 후 사진 촬영 → 담당자 송부, 상품으로 고급 색연필 세트를 드려요.

WE'RE Talking + 독자코너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매월 새로운 주제로 찾아가는 직원참여코너 사연응모 (주제 그룹웨어 공지 예정)

「W INSIDE」

▲ 위 지면에 작성해 사진 찍어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송! 손글씨가 번거로우시다면 텍스트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나 혹은 주변 사우의 추천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가족 또는 동료들에게 전하는 칭찬, 감사의 메시지

독자의
소리

독자 의견 코너
당월 사보를 읽고 자유로운 감상평 및 의견

✚"특수생산부 노재일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직원 가족의 애경사에 빠지지 않고 명절 또는 연말이면 문자로 행운을 빌어주기도 하고 항상 변함 없
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남편의 동료이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독여주고 진심 어린 충고로 질책도 해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칭찬 릴레이 글을 게재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위아 사우 분들의 긍정 마인드를 만들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 아부성 칭찬이 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칭찬은 적게, 동료들의 일상 행동들
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전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 구동생산부 최상만 기사의 아내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2월호 사보 잘 읽었습니다. 직접 독자사연을 적은 적은 처음입니다.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강헌 책
임님의 인터뷰를 읽으니 꼭 한번 사보 퀴즈에도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임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

>

갖고 업무를 진행하셨는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

외에도 업계 최초 중국 장풍기차 완성차 업체에 동일제품(커플링)을 영업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
헌 책임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접속

ID/플러스친구 검색

검색창에 '현대위아'
입력 후 친구등록

간단하게 카톡으로
내용 전송!

2. 홍보팀 사보 담당자 김수민 사원 앞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net)

- 차량부품해외영업팀 이세현 사원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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