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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이겨낼 수 있을까
‘봄의 불청객’은 황사고, 보다 정확히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
니까 ‘봄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겠네요. ‘언제나 불청객’인 미세먼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이어지지만, 분명한 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를 온 몸으로 견뎌내
야 하는 불편이고, 이를 줄이려면 우리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불편이죠. 당장 중국발 미세
먼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국내 미세먼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미세먼지는 정직하다”고 말
합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 깨끗한 공기는 욕심”이라고 말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각종 배출가스를 줄이
고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삶은 분명 조금은 더 불편해질 겁니다. 기존 삶의 궤
적에서 멀어져야 하니까요.
환경을 위한 일상의 불편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
의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올 4월부터는 전
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스타벅스는 플
라스틱 빨대도 종이 빨대로 전환했고, 덕분에 커피에 종이 맛이 섞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를 견뎌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커피가 맛이 없어졌다고 익숙하고 편한
것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리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기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폐기 플라스틱은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쌓이고 말 테니까요. 이
불편함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인 빅토르 시클롭스키는 문학을 문학답게 만드는 방법론 중 하나로 ‘낯설게 하
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익숙한 패턴, 익숙한 사물, 익숙한 정경, 익숙한 언어에서 한 발 떨어져
낯설게 바라볼 때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 것이죠.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모두에서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음은 분명하죠. 변화가 낯선가요. 혹은 불편한가요. 그걸 견뎌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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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몰드 2019에서
차세대 금형 공작기계 대거 선보여
-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 주도한 고성능 공작기계 출시
- 5축 금형기 XF시리즈로 고급 금형시장 공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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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자동화 시스템·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함께 공개해

우리 회사가 국내 최대 금형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금형 공작기계를 대거 공개했습니다.지난 3
월 12~16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금형 전시회 ‘인터몰드 코리아(INTERMOLD KOREA)
2019’에서 신형 고성능 금형 공작기계 5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회사는 약 765㎡(약
230평)의 대형 전시공간에 10종의 공작기계와 함께 ‘공장 자동화’ 라인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인터몰드는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계 3대 금형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회사는 ‘Advanced Mold Generation(더 진보한 금형 세대)’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오차 없이 더욱 정밀하고 빠르게 금형을 만들 수 있는 고성능 금형 가공기를 선보이겠다는 것
이죠. 금형은 특정 모양을 대량으로 찍어낼 때 쓰는 금속 거푸집으로 공작기계의 가공 정도에 따라 금형에
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전시 슬로건에 맞춰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기종인 XF시리즈(XF2000·XF6300·XF8500)를 주력으
로 내세웠습니다. XF시리즈는 모두 독일 뤼셀스하임시(市)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설계에서부터 시
제작까지 연구 전 과정을 총괄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형 금형 가공에 특화 한 XF2000은 기계 구조부터
기존 공작기계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다수 공작기계 메이커들이 소형 5축 금형 가공기의 주축을
수직으로 움직이도록 한 것과 다르게 XF2000은 주축과 테이블 모두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설계한 것인데
요. 이 덕에 가공 후 생기는 금속 잔여물 처리와 이송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공장 자동화’ 장비도 대거 전시했습니다. 전시장 내 공작기계(KL2300A)
와 로봇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자동화 장비와 공작기계(HD2600)과 갠트리(Gantry)에 주행로봇을 적용
해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가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죠.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우리 회사는 고성능 금형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한 XF시리즈 등 고성능 금형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나서며 연구 개발
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고객을 언제나 만족시키는 공작기계 제조사로
발돋움해나갈 우리 회사를 기대해봅니다. W

공작기계와 자동차부품
두 분야의 전문가
우리 손으로
만든 라인에서

FA조립반

고객사의 자동차가
완성된다!

우리 회사의 비전과 관련한 4대 신사업 중 제조업 전반의 화두로 꼽
히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기계 기술을 넘어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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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제조 산업 전반에 스마트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있
다. 주로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가공에 특화된 공작기계 제작, 자

허일중 선임

조양제 선임

최상은 사원

동화 설비 구축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키워온 우리 회사 FA(Factory
Automation) 사업부이다. 공작기계 부문에 포함돼있지만, 자동차 부품
에 대해서 역시 누구보다 전문가인 FA제작관리팀의 유일한 현장부서,
FA조립반원들을 만나보았다.

박경태 선임

이남우 선임

하현규 반장

FA조립반 내 반원들 파트가 따로 있나요
설치와 TO 파트로 나뉘어요. 옛날에는 한 명이 설치에서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분
업화가 됐습니다. 몇 명 단위로 묶어 프로젝트로 운영이 됩니다. 요즘은 그냥 기계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전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그러니 최소 2~3명은 항상 함께 작업을 하죠. 규모나 기
계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프로젝트당 90~100대의 설비, 적게는 10~20대의 설비를 담당하고는 합니
다.

업무의 어떤 면에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우리 반에서 만든 FA라인에서 차량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부품으로 자동차가 완성됐을 때 굉장히 뿌듯해요.
10여년 전에 기아차의 봉고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는 FA라인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현대차의 아반떼나
쏘나타 엔진을 만드는 라인을 맡고 있죠. 사실 거의 모든 차종을 다뤄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가 바뀌는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항상 바뀐다는 점이 어려
울 수 있지만, 저는 신차도 빨리 접할 수 있고 업무도 다양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어요.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FA에 잘 맞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할까요? 다들 열심히 한다는 점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의 특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로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하고 싶은 방향이 다를 때가 종종 있겠지만, 그럴 때 내

FA제작관리팀 FA조립반의 하현규 반장입니다. 저희 반은 옛날 공작기계 전용기에서 시작해 현재는 자동차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조직을 위한 목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만 생각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 자동화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범용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FA기계입니다.

같거든요. 가끔은 개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 반 전체 의견도 들어보고 수용해보는 열린 생각을 가

WH50C, WH63T 등 일반 범용기와 다른 기종을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의 실린더 헤드와 블록

진다면 더욱 즐거운 FA조립반이 될 것 같습니다! W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종입니다.
저희 반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는 창원 내 다른 공장에 있다가, 지난 3월부터 창원1공장에 들어왔습니다.
12년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새 공간에서 업무를 하려니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웃음).

자동화 라인을 만드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엔진이 계속 바뀌잖아요. 신차가 아니더라도 엔진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이 주기에 따라 공작기계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마다 기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양산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기계를 조금만 바꿔도 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예 바꿀 때도 있어요.

FA만의 업무 특성이 있나요
FA는 공작기계 부문에 있지만 차량 부품과 연관이 참 많아요. 차량 부품을 만드는데 특화가 된 기계가 바로
FA거든요. 그만큼 기계도 잘 알아야 하고, 자동차 부품도 잘 알아야 합니다. 고객사 요구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를 잘 반영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른 팀과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출장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10명 중 4명은 출장 중입니다. 국내외
를 막론하고 중국, 미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외국은 일단 나
가면 1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 같은 반원들이라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웃음).

10+11

성을 잘 알고 이해하는 반원들이죠. 다만 ’둥글둥글하게 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직이 많이 바뀌면서 서

따뜻한 봄 날씨가 반가운 것도 잠시, 봄철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는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사람은 물론 차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FA설계팀 권오성

이에 대처하는 현대위아 사우들의 지혜로운 차 관리 비법을 들어볼까요?
나에게 자동차는
‘친구’와도 같다! 제 차는 아캉(아반떼+car)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제 겨우 한 살이 조금 지났지만
혼자 가는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저와 춘하추동 함께 움직이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봄철 차량관리 노하우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차량을 바로 수건으로 닦는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스크래치를 남
길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물 세척을 한 후나, 비 온 후에 수건으로 닦는 편입니다.

그 외 나만의 차량관리 꿀팁
차를 처음 구매하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대시보드 커버'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설치 후에 여름철 지나치게 차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
을 방지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봄철부터 직사광선 햇빛이

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이면 차량 실내가 뜨거워 지는 것을 불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자동차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상당히 고가의 장난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동경의 대상. 장난감 중의 일명
‘끝판왕’.

봄철 차량관리 노하우
1) 유리창 관리. 아무리 미세한 황사나 미세먼지의 입자라 해도 자동차 유리에 흠집을 남길 수 있
는데요. 이는 야간운전 시 난반사 등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창 관리에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셔야 해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자동차 앞 유리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을 경우, 무
턱대고 와이퍼를 작동하기 보다는 워셔액을 충분하게 분사해 와이퍼 블레이드와 유리면의 흙먼
지를 깨끗이 제거하고, 유막이 생기기 전에 수시로 유리창을 닦아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2) 에어필터의 정기적인 교체. 자동차 통풍구에는 에어컨이나 히터와 같은 공조장치 이용 시 외
부공기를 차량 내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에어필터가 장착돼 있는데요. 미
세먼지나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는 그만큼 에어필터의 오염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봄날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에어필터가 오염되면 연료를 연소시켜 자동차의 동력을 생산하는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당신의 차 관리법은?

그 외 나만의 차량관리 꿀팁

연소실에 공기의 양이 부족해져 차량의 구동력과 연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에어필터 점검은 철저
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에어필터의 교환주기는 15000km 정도이며 그 이내에서 교
환을 해주시는 것이 각종 먼지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후에는 차량 대청소! 자동차 내부는 평소에도 상당한 양의 먼지와 세균이
존재합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더해진 후에는 반드시 차량의 외부는 물론 실내까지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매트와 트렁크 바닥과 같이 직물이 사용된 시트가 깔려있
는 곳은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에는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듯이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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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발팀 신태준 연구원

선행생산기술팀 이경양 과장
나에게 자동차는
우리 가족의 여행을 책임져주는 착한 ‘부릉이’. 운전할 때는 언제나 뒷자리 설치된 카시트에 나란히 앉아
까르르 웃고 떠들어주는 쌍둥이 덕분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자동차는 “멋”, “자유”라고 생
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Family Car라는 의미가 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는 언제나
안 지나서 먼 산 바라보듯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공작품질보증팀 허문식 과장

봄철 차량관리 노하우

나에게 자동차는

봄이 되면 벚꽃놀이부터 캠핑 등 매주 여행을 떠나는 편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 켜듯

젊었을 땐 과시용 또는 자기만족이었으나, 지금은 소중한 네 식구를 지

이 잠시 미뤄뒀던 가족 여행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즉 매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차가 많

키는 방탄차와 같다! 잠시 저의 ‘애마’ 연혁을 밝히자면, 2008년 매형

이 더러워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봄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외관상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에게 얻은 아반떼, 2010년 주임님에게 얻은 옵티마, 2013년 최초로 내

주 세차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외부 세차보다도 에어컨 필터 교체! 봄이라도 차 안에 있

손으로 구매한 새 차 ‘백 그랜저’! 지금까지 무탈하게 사용 중입니다.

으면 낮에는 은근 더울 때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사용 안 하던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니 필터를 꼭 교체합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직접 교체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 쉽게 숙지할 수 있으니, 5분만에 할 수 있어요.

봄철 차량관리 노하우
1) 와이퍼 사용 전 물티슈로 미세먼지 제거 후 워셔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뿌려 유리창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 외 나만의 차량관리 꿀팁

2) 황사 철에는 필터를 내기순환모드 유지로 바꿔줘요. 외기순환은 외

와이퍼를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고 있습니다. 와이퍼에 은근 먼지, 황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상태에

부 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이에요. 에어필터는 20000km마다, 에어컨 필

서 와이퍼를 작동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인해 앞 유리에 미세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

터는 10000km마다 교체해줍니다.

습니다.

3) 실내청소 시 매트는 중성세제로 세탁하고 서늘한 곳에 말립니다. 시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놀러 다니느라 시간 여유가 없어 세차를 자주 못하는데, 월 세차를 신청해 차

트는 차량용 청소기로 구석구석 쓸어주고, 직물은 정전기 때문에 전문

량 외관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어요. 월 세차는 월 1만원(1회)으로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날짜만 알

가에게 맡기죠.

려주면 업체 직원이 알아서 직접 아파트 주차장에 와서 세차를 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그 외 나만의 차량관리 꿀팁
겨울철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은 차량 하부를 부식시켜요. 때문

자동화기술팀 유동현 대리

에 고압 세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일필터, 벨트, 타이어 등
소모품은 연 1회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냉

나에게 자동차는

각수,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과 엔진오일을 정기 점검 해주는 것이 저

현대위아 입사 이후로 만난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고, 아이가 생겨 내가 또 아빠가 되기까지 많은 추억을

만의 차량관리 꿀팁!

만들어주는 고마운 물건 이상의 존재!

봄철 차량관리 노하우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쌓인 날에는 바로 와이퍼로 닦지 않고 걸레로 미세먼지를 닦아낸 후에 와이퍼를
사용해 앞창유리의 기스를 방지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지나 정기점검을 받아 사전에 자동차 문제를 예
방합니다. 온도에 따라 타이어압 변화가 크기 때문에 봄철 환절기에 적정 공기압으로 바꿔줍니다.

그 외 나만의 차량관리 꿀팁
아기가 있어 자동차 실내 환경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발 매트는 먼지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
니다. 주기적으로 털어주거나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 실내 먼지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어
요. 또 환절기에는 냉각수를 체크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라 하는데요. 우리 몸도 그렇듯이 추운 겨울을 버텼던 자동차가 따뜻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준비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중 냉각수는 엔진의 과열을 막고 동파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
는데요. 겨울 동안 오염된 냉각수가 있다면 탁한 색일 수 있어요. 냉각수가 오염돼있거나 양이 많이 줄
어있다면 교체를 해줍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쌓인 날에는 바로 와이퍼로 닦지
않고 걸레로 미세먼지를 닦아낸 후에 와이퍼를 사용해
앞창유리의 기스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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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가 정말 마음에 들지만, 싼타페를 구입한지 4년밖에

친환경 차 트렌드
‘EV와 FCEV’ 톺아보니
* 톺아보다 :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

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최근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기
술 확보와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이 미세먼지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비롯해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판매량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비롯해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보급은 꾸준히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코닉'의 대명사 기아차 쏘울이
아직은 HEV, 친환경차 시장 주도

6년 만에 '부스터'라는 이름을 더해
3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해 우리나라
친환경차 여전하고
연간 판매량은 전년비 26.2% 증가한 12만4979대를 기록하며
개성
강한 외모는
1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차의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2015년 2.8% 수
강력한
동력 성능은 더해졌다.
준에서 2018년 8.2%로 확대돼 서유럽(6.6%)과 미국(3.9%)을 앞지르게 됐다.
친환경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HEV가 친환경차 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했다. 하이브리
드차는 휘발유 가격 인상 및 고급화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등으로 그랜
저, K7 등 대형세단 모델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로는 10% 증가한 9만3094대를 기
록했다.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수소전기차(FCEV)다. FCEV는 전용 모델인 현대 넥쏘
를 중심으로 전년비 780% 이상 증가한 731대(버스 2대 포함)가 판매되며 정부 보급목
표(659대)를 넘어서며 급성장했다. 전기차(EV)는 신규 모델 출시, 정부 구매보조금 및
세금감면 규모 확대로 전년비 110% 이상 증가하며 연간 판매가 3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EV와 FCEV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EV와 FCEV는 모두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같지만 전
기를 얻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EV의 경우 우리가 익숙한 플러그인 충전 시스템을 이용한다.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플러그를 연결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다. 반면 FCEV는 수소 탱크에 충전된 수소를
이용,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낸다. 고압 수소탱크에 충전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
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 더 친환경적인지 따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를 짚어봐
야 한다. 대부분 발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국내 상황에선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친환경에 가깝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수력발전 등으로 전기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면 전기차가 더 친환
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FCEV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연료를 어떻게 얻는지 따져봐야한다. 수소연
료를 얻는 방법은 현재 크게 두 가지다. 부생수소를 활용하거나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법이다. 부생수
소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석유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지만 충분한 양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에 산소를 더하는 방식이다. 천연가스(CH₄)와 물(H₂O)을 반응시켜 이산화탄
소(CO₂)와 수소(H₂)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소보다 많은 질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지만 아직은 전기분해에 드는 전기가
너무 커 상용화하긴 어렵다.
이로 인해 EV와 FCEV 모두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발전방식과 수소연료
확보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는 만큼 획기적인 진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소비자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EV가 훨씬 효용성이 높다. FCEV에 더 큰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비슷한 성능의 차를 구매하면 아직 EV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
급 대상도 훨씬 많다.
운용비 측면에서도 현재로선 EV가 훨씬 앞선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나오는 전기차
의 평균전비 기준으로 km당 이동에 드는 비용은 20~25원 수준이다. 100km를 이동하
는데 연료비가 2000~2500원 안팎이 드는 셈. 이에 반해 수소연료전지는 100km를 가
는데 약 1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EV든 FCEV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V는 이제 대중화단계에 왔다고 여겨질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FCEV도 정
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으로 대중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연기관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공학회는 최근 2030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동력 비중
이 내연기관 65%, 하이브리드 28%, 전기차 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후에도 90% 이상의 차에
내연기관이 달려있다는 것.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
로 EV와 FCEV 인프라를 보급한다면 전문가들의 예
상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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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와 FCEV, 어떤것이 더 친환경?

서각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민수 사우_ 서각은 나무에 글을 새겨 작품을 만드는 거죠.
보통 은행나무가 결이 부드러워 잘 깎이다 보니 많이 써요. 서

나무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

나뉘거든요. 전통의 경우 작품에 나무 결을 많이 살리다 보니
소나무, 느티나무 등도 많이 써요.

서각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민수 사우_ 원래 목공이 취미였어요. 아내 화장대와 자녀들

우리 회사 ‘서각’ 장인
공작기계자재관리팀 김민수 기사

침대를 직접 만들어줄 만큼 목공에 한창 빠져있었죠. 그러다
가 길에서 서각회 모집 공고를 보고 서각에 관심을 갖게 됐어
요. 손재주도 있는 편이고, 나무를 다룰 줄도 아니 저에게 아
주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 어느새 목공은 13년, 서각은 6년 정도

서각(書刻)이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넣는 전통 공예

했네요. 사실 서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남들에게 선물할 목적

를 말한다. 나무의 결과 향 속에서 ‘삭삭’하며 나무가

이 가장 컸어요. 근데 막상 다 완성하고 나면 선물하기 어렵

떨어져나가는 손맛이 일품이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더라고요(웃음). 아예 처음부터 줄 상대를 정해두고 만들면 또

보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이 된다.

모를까,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어서 그런지 남들

흔히 볼 수 없지만, 고혹적 매력을 가진 취미 서각. 바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로 이 서각에 푹 빠진 우리 회사의 김민수 기사를 만났
다. 그는 무려 4개 기관에서 ‘초대자격증서’를 획득하
며 서각을 향한 열정과 재능을 인정 받았다. 초대자격
증서는 한 기관에서 열리는 여러 번의 공모전에 출품
해 입상경력에 따라 12점을 달성해야만 주어지는 인
증서다. 즉, 그는 4개 기관의 공모전을 졸업한 셈. 서각

서각은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요
김민수 사우_ 서각 작품을 보면 무슨 글을 새겼는지 알아보기
어렵죠? 우리가 흔히 아는 한자나 한글이 아니라 중국 주나라
시대 금문(金文) 등 옛날 글자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
각의 틀이 되는 ‘서고’는 좀더 연륜 있고 전문적인 사부가 작성
하곤 해요. 저도 매주 화, 목은 서각실에 오지만 월요일은 또

에 몰두하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라는 그를 통해 퇴근

서예를 배우러 가거든요. 제가 작성한 서고로 서각 작품을 만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법을 생각했다.

들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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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미술처럼 작품의 스타일 따라 전통서각, 현대서각으로

서각의 기법

서각의 매력을 말해주세요
김민수 사우_ 작품을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함이 제일 큰 매력이죠. 같은

서각 제작 과정
❶ 서고에 맞춰 나무판에 글자를 새긴다.

서고로 서각을 해도 절대 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법이 다

음각

르기도 하고, 채색도 천차만별이고요. 저마다의 개성이 다르다 보니 작

V자로 파 서고의 형태를 만듦. 가장 쉬운 서각법

품을 만들 때 더 특별히 와 닿는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몰두하는 그 시간도 정말 좋아요. 또 신기한
게 조바심을 내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날도 그렇고요. 마치 자기 수양과 같은 측면도 있죠. 제

음양각

가 느낀 매력은 이런 것들이고, 서각 자체의 장점을 더 꼽자면 온몸 운

음으로 파면서 능선의 각이 45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법
(샌딩 작업 때 깎이지 않도록 능선이 원 바닥 면보다는 낮아야 한다.)

서각의 틀 – 서고 (서예 붓으로 작성)

초보자 맞춤형 서고
덕에 서각 체험도
해볼 수 있었다.

❷ 모양에 맞춰 채색 작업

동이라는 점이에요. 손가락을 쉼 없이 움직이고 팔 근육도 쓰죠. 채색의
선택지를 고민하다 보면 뇌 건강에도 좋아요.

음평각

실력이 뛰어난 비결을 알려주세요

음으로 파면서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해주는 기법

김민수 사우_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손재주나 손기술을 기르는데 유리한 것 같고요(웃음). 일단
서각에 푹 빠져 있어 시간과 정성을 많이 쓰니깐요. 거의 일상이 서각

양각

이에요. 전에는 집에서도 하다가 아랫집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서

❸ 음각 외 부분의 물감을 닦은 후 건조

22+23

서고의 바깥 바닥 면을 깎아 서고의 형태를 만드는 기법

각실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도 소리 안 나는 작업 챙겨가
서 매일 붙들고 있죠(웃음). 실력을 더 키우려면 서각 교본도 보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거에요.

서각을 하는 목표가 있나요?

창원 서각실에서 만난 또 한 명의 우리 회사 사우. 서각을 시작한 지
4개월째인 기계품질보증팀 박정호 기술선임이다. 그가 채색하고 있
는 작품은 ‘과유불급’. 이날 그는 3시간의 작업에 걸쳐 채색을 마치고
작품을 완성해냈다.

김민수 사우_ 재미있으니까요. 몰입하기 시작하면 시간도 정말 잘 가

❹ 서고 모양 외 부분 샌딩 작업

요. 지금은 퇴근 후 보내는 시간이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많을 텐
데 그 때 뭐라도 한다면 좋잖아요. 아직은 취미로 하고 있지만 계속 더
잘하고 싶죠. 사실 처음부터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공모전에서 몇 번 입상을 해보니 욕심도 더 생기고, 어차피 재미있어서

김민수 사우가 완성한 전통서각 작품

하는 취미이지만 ‘몇 달 뒤에 공모전이 잡혀있다’ 하면은 작품에 몰입도
더 잘 되더라고요. 또 공모전 입상하면 전시회도 열어주거든요. 일상의
활력이고 보람이 되죠.

❺ 코팅 및 완성!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김민수 사우_ 많은 사우들도 서각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취미이거든요. 또 관심사가 같은 동료들과 모임도 만들고 전
시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서각에 관심이 생기고 혹시 체험도 하고
싶은 사우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W

김민수 사우가 국내 대표 서각 협회의 하나인 '한국각자협회'
에서 인증받은 초대작가 증서와 지도사자격증을 들고 서 있
다. 우측 작품이 바로 김민수 사우가 직접 완성한 서각 작품.

김민수 사우가 직접 만든 서각 공구들. 본인이 서각 작업할 때 사용한다.

일상 속 법률이야기 10호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도 이제는 그 기세가 꺾여 포근하기까지 한 요즘, 가족 또는 지인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

부등본 등을 모두 확인하여 투자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들과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야기가 요즘 같은 산뜻한 봄 날씨와는 맞지 않지만,

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업체가 투자금을

그래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이슈를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으로써 성립하는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해당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였기에, 사기죄에 해

이번 호의 주제는 ‘사기’입니다. 사기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본 지면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흔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 볼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개념만이라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

사실 현실에서는 사기인지 투자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

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람을 믿고 할 것이

김모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편, 김모씨의 직장 동료였던 서모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

의 여부는 거래 상황,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대상, 운영 형태와 성공가능성, 수익

을 축적하였고, 급기야 투자 사업을 전업으로 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김모씨는 서모씨를 축

체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가

배분 방법, 투자업체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직접 확인

하해 주면서도 내심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김모씨는 서모씨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요?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돈을

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

“형님, 내가 형님에게만 특별히 연락하는 거요. 내가 충남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는

받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

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괜찮아요. 투자하면 2배로 드릴 테니 관심있으면 연락 주셔.”

자, 우리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서모씨는 왜 사기죄에

한편, 우리 사례에서 김모씨의 계좌 이체 내역을 보았더니,

김모씨는 서모씨가 연락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김모씨는 직접 만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

해당될까요? 우리 법원은, 서모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모씨는 서모씨에게 처음에 2,000만원만 투자하였습니

고 29차례에 걸쳐 2억이 넘는 금원을 서모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 사기).

김모씨의 진술조서 및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

다. 그런데 이미 돈을 투자한 김모씨가 이를 회수하기 위하

화 내용, 서모씨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다

여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서,

익숙한 스토리인가요? 위 사례에 대하여 김모씨는 서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서모씨를 징역 3년에 처하

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서모씨는 29차례나 걸쳐 2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던 것

였습니다.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피고인(서모씨)은 석산 매립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구

입니다. 혹시 투자를 이미 한 경우이더라도, 중도에 잘못된

저 역시 지인 중에 한 분이 용인 호재 지역 인근에 기획부동산 투자(기획부동산에서 대규모 땅을 사들여 이를 투자

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

투자라 판단되거나 투자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자들에게 쪼개 파는 것)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고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지 제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도 등을 피해자(김모씨)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

발생한 경우, 추가 투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회신드린 바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

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

실무상 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서 또는 이메일 등이 없는 경

해주세요).

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지속적으로 금원을

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을 환

이 기획부동산 투자 건은 위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편취하였다. 피고인은…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수하기 위하여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합

로 사용하였고…”

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수사 또한 난항을 겪게 되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서모씨는 김모씨를 속여서 석산 매립 사업이 수익율이 높

형사소송에서 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결론이 나와 가해자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은 것으로 속여 돈을 받고, 이를 해당 사업 목적으로 쓰지

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 또

의 벌금에 처한다.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 매우 어렵게 됩니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반대로, 앞서 예시한 기획부동산 투자 건에 있어서, 저의

이제, 사기에 대하여 좀 이해되시나요? 드릴 말씀이 아직

형과 같다.

지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지식을 충분히

남아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더 주어지면 마저 이어서 설명

갖고 있고,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모쪼록 사기

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들었으며, 그 현장 및 등기

조심하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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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사기죄

누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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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영화 속 세상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그런 영화들이 있다. 하필이면 피곤할 때 보다가 잠들어 버려서 미처 다 보
지 못한 영화. 이런 영화는 세평이 좋아도 좀처럼 다시 보게 되지 않는다.
내가 잠든 이유가 왠지 영화가 재미없어서이고 이런 영화는 다시 봐도 마찬
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고도 매번 ‘보고는 싶은 영화’ 리
스트에 올려놓는데 실제로 마저 보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 그중 스콧
힉스 감독의 <샤인>(1996)을 최근에야 다시 봤다. 이 영화를 비디오가게에
서 빌려서 보다 잠든 게 만 20년 전이다. <샤인>은 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
아노 협주곡 3번이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처럼 주인공 데이
비드 헬프갓이 현란하게 연주한 음악과 함께 거론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음악이 제대로 연주되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대목에서는 연주 장
면을 통째로 생략해버리기도 한다. 그저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거나 멋진
연주 장면만을 보여주려는 영화가 아니라는 듯이.

가들은 서사의 빤함이나 엉성함을 견디지 못하는 탓에

＼

양측의 별점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음악이 장식품처럼

흔히 노래든 연주든 음악적 행위가 이야기에서 큰 비중

감상용이나 관람용에 머문다면 “음악이 좋다”라고는 말

을 차지하는 영화를 ‘음악영화’로 분류한다. 뮤지션을

할 수 있어도 “좋은 음악영화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

주인공으로 세운 영화나 뮤지컬 형식을 빌린 영화는 자

렵다. 좋은 음악영화라면 음악이 등장인물의 자아나 삶

연스럽게 음악영화가 된다. 이들 영화는 대체로 ‘건조하

과 맞물려 읽히는 쪽일 것이다. <아마데우스>(1984)나 <

고 고된 삶의 출구’로서의 꿈이나, ‘불완전하고 위태로

파리넬리>(1994), <헤드윅>(2000) 정도를 그런 예로 들

운 삶의 지지대’로서의 사랑을 주제로 삼는다. 뮤지션이

수 있지 않을까. 개봉 당시 많은 관객을 모은 건 아니지

주인공인 음악영화에는 거의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다.

만 <샤인>도 국내외에서 대중과 평단 양쪽으로부터 호

재능 있지만 소심한 무명가수가 강한 권유에 떠밀리다

평을 받은 영화에 속한다. 청각 요소로서의 음악을 빼고

시피 대중 앞에 나와서는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다 결

<샤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한 편의 음악상자 속

국 열창을 하고 찬사를 받는 장면(<이프 온리> <비긴 어

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기사는 데이비드의 수상이나 천재성에 대한 내용으로

연주 대회에 참가한 어린 데이비드(알렉스 라팔로비

가득하다. 피터에게서는 깊은 열등감도 엿보인다. 자

치)는 무대에 오르며 혼잣말로 “이길 거야. 꼭 우승할

신이 어릴 적 아끼던 바이올린을 아버지가 박살낸 일

거야”라고 자기암시를 건다. 연주할 곡을 묻는 진행자

을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데이비드에게

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는 정작 자신이 뭘 연

만 이목이 쏠린 파티에 다녀와서는 아내에게 참가자

주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나서는 건 아

들이 온통 속물이라고 욕한다.

버지 피터다. 그는 청중석에서 벌떡 일어나 곡명을 대

승리나 생존에 대한 데이비드의 강박은 패배나 약함

신 답하고, 아들의 연주 도중 피아노가 움직이자 무대

을 용납하지 못하는 피터의 반응을 통해 더욱 심해졌

로 달려간다. 데이비드가 연주한 쇼팽의 폴로네이즈

을 것이다. 데이비드가 우승에 실패한 날 집으로 돌아

는 피터가 고른 곡이었다. 피터는 틈만 나면 데이비드

오는 피터의 발걸음은 한눈에도 성난 사람이다. 그 모

에게 “넌 항상 이겨야 한다”고 주입한다. “다음엔 어

습을 보고 큰딸은 데이비드가 우승하지 못했음을 알

떻게 해야 하지?” 같은 피터의 질문에 데이비드는 자

아채고 “우린 죽었다”고 말한다. 피터는 장기를 두면

동응답기처럼 “이겨야 돼요”라고 대답한다.

서 데이비드에게 “넌 질 거야, 질 거야”라고 빈정거리

피터는 데이비드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와 동일시하며

고, 심사위원이 건넨 특별상을 “패자에게 주는 상이네

아들(의 재능)에 대해 강한 소유욕을 보인다. 데이비

요”라고 깎아내린다. 그는 집과 세상 사이에 울타리를

드의 연주에 놀라는 대회 진행자에게 “내 아들이에요.

치고 가족을 가둔 교도관처럼 보인다. 자신만의 세상

내 아들”라며 만족스러워하고, 심사위원이 집으로 찾

에서 사자에게 할퀴었다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

아와 데이비드에게 건넨 상을 중간에 가로채 자기 호

고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힘을 과시한다. 피

주머니에 넣는다. 모두 데이비드의 수상이나 천재성

터는 자신을 슈퍼맨에 빗대며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에 대한 기사들이다. 어려운 곡을 쳐보겠다는 데이비

없어.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약자는 벌

드를 끌어안으며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다”

레 취급을 받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보

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은 붉은 색감에 둘러싸여

호한다며 가족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모습은 오히려

있음에도 따뜻하게 보이지 않는다. 데이비드에 관한

겁 많은 약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기사 스크랩을 보여 흐뭇해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게인> <스타 이즈 본> 등)과 은둔의 연주자가 현란한 연
주를 선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피아니스트의
전설> <어거스트 러쉬> <말할 수 없는 비밀> 등). 1990

아버지라는 감옥

년대 후반 이후 영화로 한정하자면 샤인은 후자에 관해

＼

원조격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앓는 데이비드 헬프갓(제프리 러시)은

음악영화는 배우와 세부 설정만 달리 한 채 줄거리가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난 문제아야” “난 행실이 나빠

비슷해지거나 음악적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이야기의

요”라고 자책하고 느닷없이 “살아남아야 해”라고 반복

개연성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제작자들은 이를 피

적으로 중얼거린다. 우리는 거기에서 깊은 상처를 짐작

하기보다 흥행 요소로 활용하는 듯하다. 우리 역시 음악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아버지라기보다는 훈육관에 가

영화의 서사에는 너그러운 편이다. 줄거리가 좀 부실해

까운 피터(아민 뮬러 스탈)가 있다. 데이비드의 유년시

도 음악이 좋으면 용서를 해주는 편이랄까. 하지만 평론

절로 가보자. 2차 세계대전 직후 호주 유대인 가정에서

청각 요소로서의 음악을 빼고 <샤인>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한 편의
음악상자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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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빼고 음악영화 이야기하기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승부에 대한 강박을 보인다.

웃으며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

완벽한 삶이란

이나 열정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였다. 완벽을 기대할수

＼

는 거냐”며 이번에도 반대하지만 데이비드

＼

록 삶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완벽을 기준으

피터의 세상에서 데이비드는 거의 채찍질

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강행한다. 실비

젊은 데이비드는 자신의 의지로 런던 유학을 떠났지만

로 삼을수록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피터가 완

당하는 쪽이었다. 그 채찍질에 연주의 즐거

아를 만나게 되는 레스토랑 모비(Moby's)는

그러고도 피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다. 개봉도 되지

벽을 강요할수록 데이비드는 불완전해졌다. 바라는 모

움보다는 연주를 통한 성취에 목을 매게 된

수십 년간 자취를 감췄던 피아니스트 데이

않고 반송되는 편지를 꾸준히 써서 아버지에게 보냈

든 것이 이뤄지는 상태를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 피터는 아들을 몰아붙이면서 “어느 누

비드가 수면으로 머리를 내민 거대한 고래

고, 대회에 나가면서 아버지의 희망곡이었던 라흐마니

면 완벽은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다. 그렇다면 완벽에

구도 나보다 널 사랑하진 못한다” “(이런 부

처럼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장

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을 참가곡으로 골랐다. 이 곡은

대한 정의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완벽한 삶은 최

모를 둔) 넌 행운아다”라고 주장하고 동의

소다. 레스토랑 이름은 허먼 멜빌의 소설제

피터가 어린 데이비드에게 “언젠가 칠 수 있을 거”라며

고로서의 삶보다 흔들리는 순간에 지지와 위로를 받을

를 강요한다. 데이비드의 인생에서 그를 사

목 ‘모비딕’에서 따왔을 것이다(영화에서 욕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다”라고 말한 그 곡이었

수 있는 삶이라고. 데이비드는 캐더린과 실비아, 그리

랑한 사람은 두 부류다. 소유하려 한 이들

조, 수영장, 바다, 폭우속 같은 물속은 데이

다. 데이비드는 집을 떠나서도 아버지의 바람을 이루기

고 아내 질리언을 통해 지지와 위로를 받으며 오랜 속

과 수용한 이들. 소유하려 한 이들은 데이

비드에게 해방감을 주는 공간으로 묘사된

위해 노력한 것이다. 데이비드는 혹독한 연습을 거쳐

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의 삶은 라흐마니노프를 성공

비드의 음악적 재능을 사랑한 경우다. 이들

다). 모비에서 연주하는 데이비드는 과거와

라흐마니노프 3번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데, 그런 다

적으로 연주한 다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들

은 데이비드의 패배나 정신장애, 기이한 습

달리 행복해 한다. 연주 후에는 갈채를 받

음 그의 삶은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오히려 그 반

을 만난 뒤 비로소 완벽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비

관을 용납하지 못한다. 피터가 그랬고, 정신

으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거기에는

대다. 청중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쓰러진 데이비드는

드의 연주는 현란하지만 감동을 주지는 않는다. 영화에

병원에 봉사자로 왔다가 천재 피아니스트

더 이상 승부나 생존에 대한 강박이 없다.

이후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서 생활

서 감동을 주는 대목은 데이비드가 비로소 해방된 채

로서의 데이비드를 알아본 여성 베릴이 그

하루는 아들에 관한 기사를 읽은 피터가 데

하게 된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잊혀졌고 가끔 여동생만

연주를 마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순간이다. 이때

랬다. 이들은 데이비드를 언제까지고 지켜

이비드를 찾아온다. 데이비드는 피터를 보

이 찾아왔다.

그의 연주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W

줄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피터는

자자마 사육사 앞에서 겁먹은 동물처럼 움

애초 데이비드와 피터가 추구한 건 음악에 대한 애정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을 떠난 데이

츠린 채 뻣뻣하게 굳어버린다. 하지만 이

비드가 후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

때의 데이비드는 전과 다르다. 자신이 열

고, 베릴은 갈 곳 없는 데이비드를 자기 집

지 못하는 캔을 따 보이며 “어떠냐, 정말 쉽

으로 데려가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다

지?”라는 아버지에게 “전혀 안 쉬워요”라

른 집으로 보낸다.

고 답하고 “(내가 어릴 때 아끼던 바이올린

데이비드를 수용한 이들은 그를 한 인간으

이) 어떻게 됐는지 너도 잘 알지?”라는 질

로서 대한 사람들이다. 10대 시절 초대받은

문에는 “몰라요”라고 말한다. 과거 수없이

사교모임에서 만난 작가 캐더린 여사, 빗길

반복되던 것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

을 헤매던 데이비드를 받아준 레스토랑의

를 앞세워 강요된 동의나 아버지 자신와의

실비아, 그리고 실비아의 친구 질리언. 아

동일시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데

버지에 폭정에 억눌린 데이비드(노아 테일

이비드가 아니라 피터가 데이비드를 떠나

러)는 캐더린의 집에서 인간적 교류를 나누

는데 그 빈자리는 마치 오랫동안 데이비드

며 안식을 얻는다. 캐더린은 영국왕립음악

를 억눌러온 피터의 환영이 다녀간 것 같은

학교 장학생 입학 통지서를 받고도 아버지

인상을 준다. 피터의 방문은 데이비드에게

의 반대를 예상해 애초 기대를 접은 데이비

근원적 굴레로부터의 극복, 즉 완전한 해방

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이미 한

의 의미를 갖는다.

차례 아들의 유학을 가로막은 피터는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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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해방

사보 신규 코너 ‘레시피 톡톡(Talk! Talk!)’은 계절에 맞는 레시피 소개와 함께 사우 가족들의 쿠킹 클래스 체험기를 전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을 품고 연분홍빛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3월의 어느 주말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

“엄마, 아빠!
오늘은 내가 요리사~!”

with wia + 레시피 톡톡(Talk! Talk!)

함께 뭉쳐 더 특별한
삼형제가 만드는
봄 닮은 식탁

공작기계 생산부
최현 사우네 가족의
쿠킹 클래스 이야기

원의 어느 주방에 최현 사우네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입사 9년 차인 최현 사우는, 8년차 아빠이자 삼형제
의 아빠죠. 첫째 민준(8)이는 호기심이 많고 책을 즐겨 읽고, 둘째 서준(5)이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꼬마입니
다. 아내 박서희 씨는 “민준이와 서준이의 성격을 모두 가진 막내 태준(3)이가 세 아들을 완성체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삼형제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삼형
제가 되고 나니 마치 퍼즐이 완성된 것처럼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육아는 물론 힘들지만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서 그런가 참 든든해요”. 최현 사우가 요리 체험에 나서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빠 최현 사우
엄마 박서희 씨

셋째 최태준

첫째 최민준

둘째 최서준

* 장소협찬: 창원 소재 ‘지니 쿠킹클래스’

우리 가족만의 다이닝 레스토랑

니다. “바비큐 소스 400cc면은 200cc 두 컵 가득 채우

“민준아, 잘 먹을게!” 이날 메인 셰프 역할을 톡톡히

＼

면 돼요!” 첫째 민준이가 덧셈 실력을 뽐내며 바비큐 소

한 민준이에게 엄마, 아빠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

“오늘 뭐 만들어요?” 호기심으로 가득한 첫째 민준이는

스, 케첩, 간장 등을 이용해 폭립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다. 민준이도 자기가 직접 만든 요리라 그런지 바쁘

쿠킹클래스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며 질문

둘째 서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형이

게 손이 움직입니다.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폭립을

을 쏟아 냈습니다. 호기심이 아이들만의 몫은 아니죠.

만든 소스를 고기에 골고루 발랐습니다. 형제간 우애가

입에 물자 부드럽게 쏙- 고기가 뼈와 분리돼 민준이

아내 박서희 씨도 설렘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 번

좋아서일까요. 정말로 완성체인 것일까요. 민준이와 서

입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맵지 않고 달콤 짭조름해

은 신랑 생일을 맞아 아이들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는

준이는 환상의 팀워크로 등갈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준이와 태준이도 오물오물 잘 먹습니다. 직접 만들

데… 맛이 없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폭립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을 동안 사이드 메뉴

어 더 뿌듯한 식탁과 함께 최현 사우네 가족들은 이

오늘 최현 사우네 가족이 준비할 요리는! 달콤 짭조름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박씨와 아이들은 신선한 풀 내

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한 맛이 일품인 ‘바비큐 폭립’, 봄 식탁에 화사함과 신선

음을 잔뜩 느끼며 샐러드 장식에 몰두하고 있었죠. 특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하

함을 더하는 ‘딸기 리코타 치즈 샐러드’, 봄을 잔에 그대

히 부드럽고 고소한 리코타 치즈의 등장에 아이들의 손

고 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을 혹시 헤아리지 못하는

로 옮긴 ‘리얼 딸기우유’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딸기하

이 바빠졌습니다. “우유두부 같아!” 치즈를 맛본 민준이

부분이 있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토요일

면 껌뻑 죽는 딸기 마니아이기에 고른 메뉴입니다.

의 찰떡 같은 비유에 서준, 태준이도 형을 따라 치즈를

요리는 늘 아빠의 몫이었어요.”(박서희 씨)

바비큐 폭립은 고급 레스토랑에나 가야 먹을 것 같지만

쏙 집어 맛을 봅니다. 손으로 느끼는 재미에 아이들은

“저는 토요일이면 주로 짜파게티를 끓이죠. 아무래

의외로 쉬운 요리입니다. 다만 등갈비 손질을 미리 제

샐러드를 세 접시나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도 아내가 하면 건강한 요리 위주인데, 전 아이들이

대로 해둬야 맛을 보장할 수 있죠. 이날의 요리 선생님

리얼딸기 우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딸기를 다진 후에

좋아하는 걸 하니까요(웃음). 엄마가 있을 때는 절대

도 최현 사우네 가족에게 등갈비 손질의 첫 두 단계를

설탕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돌려 생딸기 퓨레를 만들고

먹을 수 없는 아빠 전용 특별식이죠. 다음에는 오늘

매우 강조했습니다. 찬물에 1~2시간 등갈비 핏물을 빼

이를 우유와 섞으면 끝이었거든요. 우유 따르기는 역시

배웠으니 제대로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줘야겠습니

서 없애고, 20~30분 동안 미리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합

민준이의 몫입니다. 여기에 서준이가 생딸기를 섞어 뚝

다.”(최현 사우)

니다. 그래야 요리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부드럽고 촉촉

딱 완성! 조리과정은 간단하지만 아이들에게 인기는 최

한 폭립 속살의 식감을 만들 수 있어요.

고였습니다.

손질이 끝났으면 다음은 바로 특제 양념 소스 만들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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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어울리는 특별한 만찬

/ Recipe

바비큐폭립(Barbecue pork lib)
재료
돼지등갈비3줄
향신료 : 마늘 2개, 양파 1/2개, 통후추10개, 월계수 3장
소스 : 바비큐소스 1C, 케첩 1/4C, 간장 1T, 양파 1/2개, 마늘 1T, 타바코소스1큰술, 후추

만들기
❶ 등갈비는 찬물에 1-2시간정도 핏물을 뺀다.
❷ 끓는 물에 마늘, 양파, 통후추, 월계수, 생강, 등갈비를 넣고 20~30분정도 삶는다.
❸ 분량의 소스를 만든다.
❹ ②의 등갈비에 소스를 바른다.(30분정도 절여둔다.)
❺ 190℃에 예열된 오븐에 ④등갈비를 넣고 20분정도 굽는다.
❻ 뒤집어 소스를 다시 바르고 15분정도 굽는다.

리코타치즈 샐러드
함께여서 더 행복한 시간
재료
＼

리코타치즈 - 우유1L, 생크림 500㎖, 레몬2개(즙만사용), 설탕15g, 소금5g

“현대위아 덕에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됐네요. 얼마 전에는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양상추 2장, 베이비채소, 딸기, 견과류, 파르미지아노 치즈

했는데, 형광 안전 가방덮개를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현대위아 로고가 있으니 민준이가

발사믹드레싱 - 올리브유3T, 발사믹식초2T, 꿀1/2T, 소금1/4T, 바질

친구들에게 ‘아빠가 다니는 회사야’라며 엄청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까지

만들기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현대위아에 참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박서희 씨)

❶ 밥솥 치즈재료를 모두 넣고 보온에 맞춰서 5시간동안 둔다.

박 씨는 현대위아에 대한 고마움을 연신 표했습니다. 최현 사우가 공작기계생산부에서 일하면서

❷ ①을 면포에 걸러서 하룻밤 물기를 빼준다.

도 회사가 계속 혁신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신혼 초와

❸ 양상추, 베이비채소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궈 둔다.
❹ 발사믹드레싱을 만든다.

달리 퇴근 시간이 빨라져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❺ 접시에 양상추 손으로 찢어 올리고 치즈도 조금씩 뜯어서 올린다. +견과류

회사에 관심과 고마움을 표하는 아내에게 최 사우는 “모두다 아내 덕분이에요”라고 웃으며 말했

❻ 드레싱을 끼얹는다. + 파르미지아노 치즈

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언제나 잘 믿고 따라줘서, 또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항상 고마워요. 덕분에 직장생활도 든든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최현 사우)

리얼딸기우유

오늘 ‘어떤 것이 제일 재밌었느냐’는 물음에 “전부 다요!”라고 말하는 민준이. 누구보다 적극적이

재료

었던 요리 강습생다운 대답입니다. 아빠는 그런 민준에게 기특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A-딸기 160g, 유기농설탕 40g
B-딸기 100g(설탕 10g)
우유 600cc

“민준이가 이번에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2월까지만 해도 유치원을 다녔는데, 3월에 초등학생이
되더니 ‘그새 쑥 자랐구나, 성숙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
고, 잘 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고 장해요.”(최현 사우)

만들기

서로에 대한 진득한 애정과 고마움으로 가득한 식탁, 4월의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시간이 식탁

❶ A의 딸기를 다져서 설탕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린다.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W

❷ B를 0.5cm 다진다.
❸ 컵에 A의 딸기→우유→B의 딸기를 넣고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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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다시 뒤집어 소스를 바르고 5분정도 굽고 남은 소스와 곁들여 낸다. +파슬리가루

CSR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부실한 안전관리 실
태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연탄 떼던 옛 시절의 일 같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여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일산화탄소의 위험에 노출된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4월 3일 우리 회사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국노인복지관협회 경남지회
사무실에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금’ 전달식
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총 12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경남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산화탄소 사고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정 470여 가구를 돕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
로 높아지면 알려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특수생산부 정성근 반장과 특수개발팀 유상옥 책임연구원이 직
접 참석해 이웃들의 안전한 일상을 더욱 기원했습니다. 정성근 반장은 “임직원들
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위험에 노출돼있는 이웃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사회 문제
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대위아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삶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1%기적! 지역사회를 향
한 따뜻한 관심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 기적을 향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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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적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정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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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부녀절 여직원 간담회 실시

강소법인 리더십 향상 교육 실시

지난 3월 8일 강소법인은 세계 여성의 날인 ‘부녀절(婦女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소법인은 복지동에서

節)’을 맞아 ‘여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꽃꽂이를

‘Coaching Leader 능력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각 부서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소법인장 서민

의 경리 직급 이상 직원 총 39명이 참석한 교육으로 리더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5일 경남 창원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 43기 정기 주주총

석 상무는 여직원들에게 직접 기념 선물을 나눠주며 직원

십을 향상을 목표로 한 교육이었다.

회를 개최하고 '2018년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확정', '사외이사 겸 감사위

들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자기계발을

이날 교육을 맡은 김노연 변호사는 ‘코칭의 정의’, ‘리더

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 우리 회사는 기존 사외이사

통해 조직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능력의 인식’, ‘코칭의 핵심기능’, ‘GROW 모형’ 등 다방면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돼, 김은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안성훈 사외이사, 조성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여성의 날을 기념해 회사에서

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국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이로써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직에 어

“이번 교육에서 리더 능력과 업무 처리 지식을 많이 배워

로 구성했다. 또 연결기준 연간 매출 7조 8804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의 재무제

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적극 고민하며 협업과 혁신을 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배운 점을 실제 업무에 적극 응용하

표 승인과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함께 확정했다.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江苏法人召开妇女节女员工恳谈会

江苏法人开展领导力向上教育

3月8日，江苏法人在福利楼大礼堂召开了世界女性的节

3月 22-23日 ， 江 苏 法 人 在 福 利 楼 大 礼 堂 开 展 了 以

日“妇女节”女员工恳谈会。在节日当天，公司工会组

“coaching领导力强化教育”为题的人事教育，共有39

织全体女员工开展了插花活动，在活动现场，法人长徐

名经理级或以上人员参加了此次教育。公司特别邀请了

敏锡总经理亲自为女员工们送上了节日礼物，同时充分

外部讲师金律言讲师来为大家做教育。通过对教练领导

肯定了女员工的工作能力，希望大家能发挥各自岗位的

力创造高绩效；什么是教练；领导力的认识；教练的核

所长，为公司发展贡献自己的力量。

心技能；教练技巧（GROW模型）等多方面的教育，

活动现场，女员工说道：感谢公司对女员工的认可，在

让员工能将理论联系实际，运用到实际工作中，提高业

节日为大家举行了这么好的活动。我们女员工也将在今

务处理能力。参加教育者纷纷表示：“此次教育受益匪

后的工作中发挥女员工的特点，努力为公司发展贡献自

浅，学到了很多有关领导力的技巧，将在今后开展实际

己的一份力量。

工作时应用这些知识，努力获得成果。”

with wia + News

제 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이날 김경배 대표이사는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하며, 대내외적으로 어려
운 경영환경이지만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하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Holding the 43rd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March 15, HYUNDAI WIA held the 43rd annual general meeting
for th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ppointment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cash dividend.
As the term of some of the existing outside directors has expired, our
company has appointed 3 new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The
board consists of three in-house directors and four outside directors. It
also confirmed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7.88 trillion
won in consolidated annual sales and 5 b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and 600 won in cash dividends per share.
"We appreciate the trust of our shareholders, and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create a sustainable growth engine, even though it is a difficult
business environment, and we will do our best to enhance shareholder
value," said CEO Kim Kyu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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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 정기 총회 열려

산동법인 식목행사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 해비치호텔&리조

산동법인은 지난 3월 9일 삼장진 구전촌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

트에서 ‘2019년 협력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부동반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

날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와 엔진생산실 임승빈 실장, 경영지원부 이홍렬

는 김경배 사장과 협력회 회원사 대표 등 총 169명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협

부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가족 125명이 참여해 나무 300여 그루를 심었다.

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산동법인은 2007년부터 매년 봄, 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의

우리 회사는 워크숍을 우리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인문학 강연을 함
께 듣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이에 기획실장 장세호 전무는 직접 비전을 발표하
며 신사업을 소개했다. 이후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명지대 교수가 ‘마음을 움
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협력사 대표
는 “부부동반 행사로 워크숍이 열려 신선하고 뜻 깊었다”며 “스마트팩토리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
우리의 생활터전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
며, "앞으로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대위아의 비전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
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Suppliers Regular Assembly

山东法人举行义务植树活动

HYUNDAI WIA held a “Suppliers Regular Meeting” at jeju Haevichi
Hotel for two days from March 22-23. A total of 169 people attended
the workshop, including CEO Kim Kyung-bae and the representative
of each supplier. HYUNDAI WIA organized the workshop as a time to
announce our company's mid- and long-term vision, and to listen to
the humanities lectures together. Jang Se-ho, executive director of the
planning office, introduced the vision and the new project. Also, cultural
psychologist Kim Jung-un has delivered a lecture under the theme of
"power to move the mind." "It was a refreshing and meaningful workshop
as the event was held as a conjugal meeting," said a representative of a
business partner. "It was a good time not only because I could see the
vision of HYUNDAI WIA, such as smart factory, but also because I could
feel the importance of my family at the same time."

3月9日上午，山东法人组织志愿者到三庄镇邱前村开展了义务植树活动。
山东法人总经理辛文榮常务、发动机生产室任承彬室长、经营支援部李弘
烈部长等125名志愿者出席参加了此次活动。此次活动共有125名山东现代
威亚员工及家属参加，共种植树木300棵。
山东法人自2007年以来，每年都会组织员工参加植树活动，为保护日照
的蓝天做出应有的贡献。参加活动的志愿者表示：“绿化环境，保护家园
是我们对子孙后代最好的投资，今后我们也将继续积极开展保护环境的活
动，为社会公益事业贡献自己的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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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멕시코법인은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2019
April

전문 인증기관의 검진센터를 사내에 마련해 직원들이 일과 중
간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멕시코법인은 현지 노
동법에 근거해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법인은 건강검진 외에도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
는 보건 캠페인을 확대하며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Health check-ups of HYUNDAI WIA MEXICO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medical check-

up on all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worked

for more than a year from March 1-20. The medical
examination has set up an in-house examination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미주판매법인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9 딜러

center for professional certification so that employe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Technical Equipment’, ‘MSI’ 등 북미 및 멕시

can get a checkup during the day. Based on local

코의 주요 딜러 19개사를 대표한 34명이 참석했다.

labor laws, HYUNDAI WIA MEXICO conducts health

컨퍼런스는 올해 공작기계 판매 확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올해 시장 전망을

checkups once a year. In addition to medical checkups,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주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공작기계 개발 협의

the Mexican company plans to expand its health-

도 이뤄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지난해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딜러인 ‘Hillary

conscious health campaign and encourage and support

Inc’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HYUNDAI WIA AMERICA Holds 2019 Dealer
Conference
HYUNDAI WIA MEXICO held a ’19-year business plan meeting’ From

March 27 to 28, HYUNDAI WIA AMERICA held the "2019 Dealer

Conference" in Las Vegas, the U.S. The event was attended by 34

people representing 19 major dealers in North America and Mexico,

employees' healthy working lives.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나 솔루션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클린데스크로 함께 실천해 보세요!

including "Technical Equipment" and "MSI."

The conference was made by sharing the idea of expanding sales of
machine tools this year and sharing this year's market outlook. Talks

01.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상 위 업무 서류를 정리합니다.

American market. Later at the dinner, the award was given to "Hillary

03. 자리를 비울 때에는 화면 잠금을 설정하고, PC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were also held on developing new machine tools suitable for the
Inc," the dealer who had the best performance last year.

02. 포스트잇에 업무 계정의 비밀번호를 적어서 책상 주변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꿀팁! [윈도우키

+L키]를 누르면 바로 화면 잠금으로 전환됩니다.

04. 스캔이나 복사를 한 후 복합기 등 공용 사무기기에 문서를 놓고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05. 출력 인쇄물은 목적에 따라 사용 후 휴지통이 아니라 파쇄기에 넣습니다.
06. 업무 종료 후에는 PC 전원을 끄고,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의 잠금을 확인한 후 즐겁게 퇴근합니다.
(※ 자료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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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판매법인 2019 딜러 컨퍼런스 개최

독자의
소리

사보를 구독하는 사우 및 가족 분들의 참여가 더 다채로운 사보를 만듭니다.
참여와 함께 푸짐한 상품까지 받아가세요!

✚3월 사보를 읽어보고 표지 컬러링에도 참여해봤습니다. 현대위아의 꿈을 안고 무지갯빛 바다를 달리는

독자
의견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고래의 모습을 떠올려보며 표지를 꾸며봤답니다. 3월 사보를 통해 부서별 하는 일과 소개를 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우들의 모습, 더불어 취미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현대위아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위아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를 보냈습니다. 적응기간 동안 선
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과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보고 현대위아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칭찬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
- 주조품질관리팀 강준웅 과장 아내 이수정 씨

✚3월호 사보를 보니 표지부터 시작해 새롭게 바뀐 사보가 반가웠어요. 저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기
분이 다시금 들게 하더라고요. 매번 느껴왔지만 우리 회사 사보에는 많은 사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생활 속 필요한 정보들도 담겨 있어 ‘굉장히 알찬 구성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4월호는 또 어떤 사

이번 달 사보를 읽고

우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새롭게 바뀐 사보처럼 현대위아 사우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자리에서 모두 열심히 하시고, 그런 열정적인 사우들의 새로운 이야기도 사보를 통해 많
이 듣고 싶습니다.
- 특수개발팀 김일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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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비구매팀 문종윤 차장 딸 문근영 양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섬세상

꼼꼼상

노력상

창의상

공작제품검사팀 박호진 과장

차량부품국내영업팀 조재혁 과장

M/C설계2팀 최재호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제품검사팀 조창영 대리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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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컬러링 참여 당첨자들에게는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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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