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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공유하기
“밀레니얼 세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공유를 희망한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제조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을 내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개별적 구독서비스조차 같은 아이디 간의 ‘동시접속’을 허하며 “친구

전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들과 ID를 공유하고 함께 보세요”라고 권하는 판국이니까요.

어디선가 들어봄 직한 이 말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규성 칼

집과 차, ID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세상에서, 남은 것은 생각의 공유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장

라일그룹 공동대표와의 단독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많은 사우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과 그룹방송 등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들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생각을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열고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

세상은 이미 ‘공유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지인을 들이는 것도 몇 번을 생각해야 하는 집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빌려주는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류를 따르는 길’이거든요.

시대가 왔죠.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의 기업가치는 310억 달러(약 36조7000억원)로 이미 글로벌 호텔체

듣는 것만큼이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꽁꽁 싸매고 있다면, 누가 그 생각을 알

인 힐튼호텔(Hilton Hotel&Resorts)보다 더 높게 평가 받습니다. 내 차를 함께 탄다는 개념의 공유 자동차 서비스 ‘우버’의 가

까요. 집도, 차도 결국 상대에게 온전히 내줄 때 진정한 공유로서의 의미를 지니듯,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머릿

치를 두고서는 미국의 월가는 1천억 달러(약 114조원)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천지개벽한 것이죠.

속을 상대방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적확한 단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유’가 대세라는 점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집

이번 달 사보의 주인공들은 ‘공유’의 중심에 있는 이들입니다. 시스템조립반은 100곳이 넘는 고객사의 현장을 직접 다니

과 차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고, 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모든 것

며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S/W개발팀의 강상균 연구원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
식과 생각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생각의 공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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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하이브리드 가공기가 금속 가공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계
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전까지

국내 최초 공작기계에
3D프린터 더하다

는 3D프린터에서 1차 제작을 한 후 작업자가 직접 제품을 꺼내 공작기계로 옮겨 2차 가공을 해야 해 제
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송 과정 중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는 오는
2020년부터 상용화해 인공 고관절 제조 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가공기
가 향후 산업용 설비와 항공 우주 부품 및 방산 부품 가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우리 회사 공작기계의 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선보인 높은 완성도의 하이브리드 가공기! 인스텍과 함께

- 공작기계 정밀성, 3D프린터의 유연성 합친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공기’개발
- 3D프린터의 DED•PBF 모듈과 공작기계 5축 머시닝센터 결합

about wia + HOT ISSUE!

- 2020년 인공 고관절 시장 투입하며 상용화 예정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공작기계와 3D프린터를 결합한 차세대 금속 가공기 개발
에 성공했습니다. 금속 3D프린터 전문업체 인스텍과 함께 ‘3D프린팅 하이브리드 가
공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는 금속 분말을 쌓아 원하는 물체를 만드는
3D프린터와 금속을 공구로 깎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공작기계
가 가진 높은 정밀도와 3D프린터의 편리함을 더한 것이 강점이죠. 우리 회사와 인스
텍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개발을 시작, 4
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를 5축 머시닝센터와 두 가지 방식의 3D프린터 모듈을 합치는
방식으로 개발했는데요. 5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에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의 3D프린터 모듈과 ‘PBF(Powder Bed Fusion)’ 모듈을 붙인
것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DED나 PBF 모듈에서 1차적으로 형상
을 만든 뒤 공작기계로 정밀하게 깎아 최종 가공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의 ‘통합제어기’를 통해 공작기계의 주축과 3D프린터 모듈을 동시
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어기가 최종 결과물을 위한 최적의 가공 공구와 방
식을 판단합니다. 금속 절삭이 필요하면 머시닝센터에 달린 주축이 내려와 금속을 깎
고, 적층 가공이 필요할 때는 DED모듈을 이용합니다. DED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원
소재를 녹여 부착하며 모양을 만드는 3D프린팅 방식입니다.
또한 3D프린팅의 또 다른 방식인 PBF 모듈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BF
방식은 금속 분말을 베드 위에 깔고 그 위에 레이저 빔을 주사해 금속을 결합시키며 제
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DED 방식보다 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복잡한 형상을 만들
때 유리합니다. 공작기계와 PBF모듈을 ‘자동 워크 교환 시스템’을 이용해 연결해 동
시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PBF모듈에서 1차적으로 제작한 뒤 자동 워크 교환 시스
템을 이용해 이를 공작기계로 옮겨, 최종 완성을 하는 식입니다.

글로벌 3D프린터 시장의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킬 모습을 기대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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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보호 위해
‘가방 안전 덮개’ 1만2천개 기부
- 광주광역시•경기도 안산시 등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about wia + HOT ISSUE!

-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기부로 총 2만4000개의 안전 덮개 배포해

우리 회사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가방 안전 덮개’를 기증
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
부(본부장 김은영)에서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전
달식에는 우리 회사 광주공장 직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관계
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날 광주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시•울산
광역시•경기도 평택시•충청남도 서산시 등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총
1만2000개의 ‘가방 안전 덮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 덮개를 준비했는데
요. 덮개는 식별이 잘 되는 형광물질의 초록색으로 제작, 시야가 제한적인 밤
이나 빗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이동 제한속도(30㎞/h)를 준수하자는 의미의 숫자 ‘30’을 크
게 넣어 차량 운전자가 교통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지역 44개 초등학교에 1만2000개의 가방 덮
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등•학교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시
에 운전자에게도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어주는 안전 덮개! 우리 회사
는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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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맛에 쏙 맞는
공작기계를 완성합니다.

고객 감동
우리 반의 좌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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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파트를 담당해
고객사 현장 출장이
잦습니다.

자동화와 시삭이 무엇인가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자동화란 보통 가공소재를 일일이 작업자가 올리던 것을

기계를 출하하기 전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우리 반

겐트리, 로봇 설치를 통해 무인 자동화로 만든 것이죠. 원

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뿌듯하죠. 예를 들어 가공하

래 기계에 들어있는 기능이 아니라 다 고객 옵션에 따라

다 생긴 변형 때문에 출하를 못하다가 우리 반에서 겨우 개

따로 설치를 하는 거에요. 시삭은 제품을 처음으로 가공하

선해 고객 조건에 맞춰 출하까지 마치거나 할 때이죠. 그럴

는걸 말해요. 저희가 맡은 설비들의 90%정도가 고객들의

때 정말 뿌듯해요.

신규 개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삭 때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반에서 개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우리 반은 직접 양산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장기간

개성이 강합니다. 업무 구분대로 특징
이 있어요. 전기 작업하는 반원들
은 매우 섬세해요. 아무래도 자

김진록 기술사원

개선 계획을 수행한다기보다 그때 그때 고객의
문제점을 조치하고 마무리하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공대와도 같죠. 그렇지
만 조치하는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

칫 선 하나 잘못 물리면 제품

요하죠. 원래는 유압 작업을 할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때 일일이 손으로 마킹해 치수

작업이다 보니 그렇겠죠?

를 재고 조립하곤 했어요. 지금

T/O 담당하는 반원들은 고

은 치구를 따로 제작해 그 부분

객과 직접 대면해 요구사항

에 가져다 대면 바로 바로 작업

을 맞추다 보니 대부분 남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더 빠르고 안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스

전하게 작업하게 됐죠.

트레스도 많지만 또 그만큼 잘 도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와주고 협력하는 성격들이죠.

우리 반 자랑거리를 소개해주세요
신성공 기사! 운동을 굉장히 잘해 지난 달 그룹사 보

공작기계영업기술팀의 시스템조립반 정광주 반장입니다. 30대에서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
께 일하는 우리 반은 공작기계생산부에서 표준기가 이동해 오면 고객이 요구한 사양 별로 기계, 전

반에 중요한 자질을 꼽는다면

디빌딩 대회에 나가 중년부 3위까지 했어요. 창원시 대표

기, 자동화를 설치해 고객사에 출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고객 요구사항을 맞

우리 반은 기계, 전기, T/O (Try Out) 등을 동시에 할 수 있

로 나가서도 3등을 했죠. 해마다 출전해 상을 타곤 합니

춰주는 일이죠. T/O (Try Out) 파트도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가공품질을 수동, 자동

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각 파트 별로 전문 반원들이 필

다. 또 요즘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화로 최적화시키는 업무를 담당해요. 직접 저희 장비가 설치된 고객사 현장으로 나가 고객이 만족할

요해요. 자기계발이 많이 필요한 팀이죠. 혼자 나가서 고

반 김진록 사원이 이번에 셋째를 득녀했어요! 경사이기도

때까지 양산 조건을 구축합니다.

객을 직접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 각 반원들이 현

하고 축하와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장에 투입되어 고객 요구사항을 맞추다 보니, 본인의 일은

시스템조립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다 마무리하는 그런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고객과

지난 4월에 소개된 FA조립반이 주로 완성차 라인을 담당한다면, 우리 반은 그 외 범용기 수주고객을

함께 한다는 생각이죠. 고객 현장에 나가 4시 10분에 퇴

담당하고 있어요. 100개가 넘는 고객사가 저희의 현장이죠. 영업 부서에서 수주를 받아오고 영업기

근시간이라고 그냥 가버리면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 기계

술팀에서 기술 검토, 고객사양 설계를 마치면 우리 반에서 그 설계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 반

를 살까요? 한 명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해 고객을 만난다는

에 오기 전까지 기계는 80%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옵션 작

생각으로 사명감 있게 임하고 있어요.

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계, 전기 특주옵션뿐 아니라 자동화, 시삭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기종별 차이
는 있지만 월 120대 정도 시스템 공장을 거쳐 갑니다.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마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고객들 요구에 대응하느라
항상 고생 많은 반원들,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항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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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들의 특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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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봉
소재보전팀 대리

전사 제안활동 1분기 심사
‘특급제안’의 주인공

홍종일
소재보전팀 반장
우리 회사는 전사 개선활동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제안활동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총 984건의 제안활동이 접
수됐습니다. 많은 사우들이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 중 팀 또는 전사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참신하고 개선효과가
큰 제안은 1급으로 선정됩니다. 또 1급 제안 중에서도 고등급 심사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결과를 통과한 제안활동은 ‘특급제안’으로
선정되어 개선효과금액의 1%라는 파격적인 상금도 받게 되는데요. 올해 1분기 시상은 최종 심사를 거쳐 단 한 팀이 특급제안으로 선
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올해 첫 특급제안 수상의 주인공, 소재보전팀 정고봉 대리와 홍종일 반장을 만났습니다.

보전 업무에서 직접 설비 설계와 자체 제작을 한 건가요

개선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정 그렇죠. 특히 여기 홍종일 반장님이 수입설비의 절반 이상

정 제작 기간은 4개월이 걸렸는데, 이리 저리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

은 직접 설계해 국산화를 진행해왔어요. 부품을 꺼내와 스케치

서도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일단 감속기 제조사의 기술 자료가 없

해서 캐드로 옮기고 도면화시켜 설계를 하죠. 이 도면으로 제

다 보니, 초반에 이론적인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에 노력이 많이 필

작 전문업체에 발주를 한 뒤, 완성해 오면 적용을 해보는 식입

요했어요. 오래된 설비라 자료 추심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제가 전에

니다.

산업기계 쪽에서 프레스 설계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 설계역량

이번 설비도 기존 설비를 바탕으로 기초설계를 거쳐 도면을

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 이론적인 검증, 설계 단계가 나름 보람이 컸

만들고, 감속기 제조사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해 최종 설계를

어요. 물론 반장님의 현장 경험에 도움도 많이 얻었고요.

기초설계 시, 조립치수를 검토 중인 화면

끝냈죠. 이후 제작업체에 발주를 냈습니다. 부품을 만들고 조
립하고 감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장님과 함께 업체를 수시로
오가며 확인했어요. 5시간 시운전을 마치고 ‘이상 없음’을 확
인한 뒤 우리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어떤 제안으로 특급제안 시상을 받았나요
정고봉 대리 주조 2라인에서 모래를 배합할 때 믹서기를 쓰

가 직접 개발하고 제작까지 했죠. 설비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
했습니다.
생산 공정 전 단계의 설비인데, 모래와 약품을 잘 섞는데 쓰
는 설비에요. 현재 현장에는 감속기가 총 2대가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누유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단
종된 수입설비이다 보니, 혹여 고장이 발생해도 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감속기를 만든 회사에 주문 제작을 해야 하
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 납기는 무려 8개월, 비용은 1억8000
만원이 넘더라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개선활동을 실행한 건가요
정 감속기의 기초 설계를 직접하고 주요 부품도 국내 전문 조
립업체를 찾아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동일한 사양의 중고 감
속기를 알아봤었습니다. 부산의 한 업체를 찾았는데 가서 보
니, 동일한 사양이기는 한데 우리가 쓰던 것처럼 오래된 설비
더라고요. 분해해서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부 부품이
다 손상된 상태였죠. 케이스 정도만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래서 내부 부품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제작도 했습니다.

심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중고 부품 뜯어
있을까 하는 불안 섞인 기대감이죠. 1월에 설치해 현재까지도 무리

정 이전에는 설비에 고장이 생기면 대책이 아예 없는 상황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

었어요. 당장 제품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유, 소

다. 물론 아직도 온도, 소음은 항상 유심히 체크하고 있어요.

음과 같은 잔 고장이 있었는데도 예비품이 없다 보니 내부 점
검이 어려웠거든요. 정말로 큰 고장이 나면 생산을 3개월 이상
멈춰야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전이 가능해졌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주력으로 쓰
게 됐으니, 기존에 쓰던 감속기가 필요할 때마다 교체하고 분

특급 제안으로 선정된 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감속기 부품 제작 과정

정 보전팀에서 감속기 자체 설계를 했고 직접 제작, 적용까지 했다
는 점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듯 해요. 원가절감 효과도 컸죠. 순수
수선비 예산만 1억42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냈으니까요.

해할 수 있는 대체 설비가 된 것이죠. 보전업무는 생산라인 안
정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켜 개인적으로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또 이렇게 설계한 부품 기술은 저희 자체
기술이자 기술 정보가 됩니다.

현장과는 어떤 협업이 있었나요
정 보전부서로서 현장과는 항상 소통하며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
고 있죠. 이번 활동 역시 홍종일 반장님과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추진했습니다. 관리자의 설계 이론과 반장님의 현장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 더 기뻐요.

조립 완성한 내부 기어부품

다음의 계획이나 목표가 혹시 있나요
정 우선 팀원, 현장 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시상금을 보전
현장 환경개선과 단합회 등 부서에서 함께 사용할 계획이고요(웃
음). 창원 5공장의 주요 설비들이 대부분 장기간 사용한 생산설비들
인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테마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명 연장의 성
과로 수익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W

베어링과 같은 부품은 기성 표준 제품을 쓰고, 기어류는 설비
사양에 맞춰 전부 자체 제작을 했어요.

주조 2라인에 최종 설치 적용한 감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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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새로 사와야 하겠지만 저희

정 소위 ‘기술쟁이’라고도 하죠. 기술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자부
체크하고 적용하기까지 사실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성공할 수

개선 전,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거든요. 그 믹서기를 구동하는 감속기가 오래 된 수입 설비여

적용에 성공했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김연웅 대리 / 해외서비스팀

창원 북면
학포수변생태공원

저는 고무나 플라스틱, 나무

가족들과 나들이와 낚시를 동
시에 할 수 있어, 낚시로 눈치
보이는
유부남 사우들에게 강
종을 잡는 ‘루어낚시’를 즐깁니다. 물고기보다 더 물고기처럼 보
력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목표어종을 잡는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낚
같은 재질의 인조 미끼인 ‘루어’를 이용해 육식 어

강태공!

낚시는 여행, 힐링, 먹방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마성의 취
미로 불립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기후별로 다른 어종

시이죠. 루어낚시는 잡는 것보다 잡기 위한 과정이 더 즐거운 낚시입니다.
수만 가지의 루어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면 ‘송화 가루 날릴 땐 이 루어지!’와
같은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새벽 물안개가 핀 물가에 홀
로 서 있으면 마음을 비울 수 있어 리프레시에도 도움이 되죠. 루어낚
시를 시작하고 13번째 여름을 맞이하는데 올해 여름도 기대가
됩니다. 물가에서 뵙겠습니다. CATCH & RELEASE

소매물도
촛대바위옆 남단여
경치가 너무 좋아서 가끔 힐링
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빠
가(참돔80센치 이상)가 자주 나
오는 포인트입니다.

을 낚는 재미, 섬과 낚시터가 많아 비교적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쉽

배재준 반장 / 주물생산부

게 낚시를 접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낚시인구 세계 3위라는 기록

낚시의 매력 중 최고는 기대와 설렘 아닐까요? 오직 주말만 기

까지 갖고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길목, 바다와

대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한 주를 버티는 1인입니다. 실제 낚시를 가

강, 낚시터로 향하는 우리 회사 사우들의 낚시 열정을 소개합니다.

면 "재미를 보는" 날보다 `꽝`(허탕) 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개하는 낚시 명소도 체크해보세요!

22+23

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가 바로
우리 회사

기다리는 순간 만큼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것 만으로도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저의 낚시 경력은 입사와 동시에 시작해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다만 저의 낚시 노하우는 "즐길 락+열정= 진정한 낚
시꾼" 이라는 신념이 있다 보니 허탕치는 결과여도 마

거제 홍도

음은 즐겁습니다.

권대원 사원 / FA제작관리팀
고향이 바다와 가까워 어

고기가 잘 낚이는 장소는 시즌
별로 항상 바뀌고 낚이는 어종
별로 장소도 다릅니다. 그 중에
꼽자면 홍도 낚시는 꽝이 없고
초보도 대물 도전이 가능하여
추천합니다.

릴 때부터 낚시를 한 덕에 경력은 어느덧 20
년 됐습니다. 고기를 잘 잡는 노하우는 제일 먼저 ‘무슨
고기를 잡을 것인가’ 어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어종이 잘 나
오는 포인트를 미리 파악해 이에 맞는 채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노하우에요. 낚시는 손맛의 재미와 횟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
어종이 주는 입맛도 매력이지만, 낚시를 할 때 스트레스 해소가 큽
니다. 또 새로운 기록 고기를 잡기 위한 도전으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윤 사원 / 공작기계국내영업팀
낚시의 매력 첫 번째,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나의
육감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공기, 숲이라는 그림
과 손맛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전하게
만듭니다. 내가 잡았던 고기보다 더 큰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게

김대홍 연구원 / 시험평가팀

만들죠. 제가 처음 낚시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동네 형들과
붕어 낚시를 다니던 때였는데요. 본격적인 경력은 25살에 시

제가 꼽는 낚시의 매력은 싱

작해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노하우는

싱한 고기를 잡아 집으로 가져와 회 떠서 반

‘물만 보이면 던져 보아라’ 입니다!

주 한 잔을 즐길 때!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 넓

진주 두량 저수지

은 바다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그 때!
가장 큰 매력이죠. 24살 때 강에서 민물낚시를 시작으로

거제 홍도

28살 대마도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다 물길은 어쩌다 한번 바다에
나가는 저희는 아무리 낚시를 몇 년 한다 해도 잘 모릅니다. 경력
이 많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매일을 바다와 함께 하며 업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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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장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함께
하며 갈매기들이 많아 낚시하
기에 아주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부시리, 방어, 참돔, 돌돔,
고등어, 전갱이, 농어 등 다양한
어종들을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민물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야영이 가능하며
주변에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
원도 조성되어 있어요. 야영이
힘드시면 주변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으니 편히 쉬다가
갈 수 있습니다.

김재민 사원 / 해외서비스팀
홍승현 대리 / FA설계팀

낚시를 시작한지 딱 1년 정도 된 아직은 초보인 낚시꾼입니다. 저는 인

바다낚시를 가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조미끼를 사용해 공격성이 강한 육식어종을 유인해 잡는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

취침, 음식물 손질, 전기, 냉/난방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는데요. 루어낚시는 방파제나 민물(붕어) 낚시와는 다르게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이나 저수지 주위를 계속 걸어가며 하는 낚시입니다. 산세나 경치를 미

는 어렵죠. 그런데 배 위에 떠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마산 원
전항 선상콘도에서는 배 위에서 취사 및 바비큐까지 할 수 있습니

보며 이동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운동도 되며, 육식어종의 짜릿한 손맛을

다! 여름에는 고등어와 갈치가 잡히며 봄에는 도다리나 놀래미가 잡

볼 수 있어 매우 매력적입니다. 현대위아의 많은 프로님들 앞에 노하우라 소

힙니다. 친구와 가족 혹은 회사 동료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개하기는 조금 쑥스러우나, 저의 경우 강 같이 넓은 지역을 갔을

낚시를 하고자 한다면 추천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것보다

때는 씨알이 굵고 겁이 없는 배스를 유인하기 좋은 미노우(물

는 조황이 좋지는 않지만 좌대에 앉아 친구와 맥주 한
잔 마시며 낚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
니다!

마산 원전항
선상콘도
성인기준 1인 2만원, 단독대여
는 15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예
약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진행
할 수 있어요.

고기 모양 인조미끼)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폭이 좁고 수풀
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프트 웜(지렁이 모양 고무 인조미끼)를 주로

창원 동읍 봉곡지
낚시는 고기를 낚지 못하면 재
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스를 낚았던 장소이자, 씨알
이 그리 큰 건 아니지만 1년 사
시사철 꽝 없는 장소여서 낚시
입문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사용해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비단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친환경 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온실 가스 등
환경 문제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술의 발달,
정부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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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제는 ‘필수’
친환경 자동차 시장,
어디까지 왔나

를 비롯해 아이오닉, 코나, 기아차 니로 등을 중심으로 친환

매년 급성장하는 친환경차 시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친환경
차(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 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2만4979대다. 2013~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34.1%에 달할 정도. 시장점유율 역시 2016년 3.7%, 2017

경차 판매가 이뤄지며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도요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독일 브랜드는 2013~2018년 5년간 145.2%, 일본
브랜드는 35.3%를 국내 친환경차 시장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년 5.4%, 2018년 6.8%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EV)와 수소전기

같은 기간 국산 친환경 차량 증가율인 30.7%를 넘어섰다.

차(FCEV)는 급격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는 지
난 5년간 연평균 119.3%로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중국의 위협이?

3만1154대를 기록, 친환경차 중 시장점유율이 2.1%에서

선롱과 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 역시 국내 친환경차 시

24.9%로 높아졌다. 반면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포함)

장에 뛰어든 상황. 중국 브랜드는 2017년 26대에서 2018년

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7.0%로 평균 이하로 나타

286대로 약 11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

나고 있으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13년 97.9%

히 중국 브랜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에서 정부 보조금

에서 2018년 74.5%로 떨어졌다. 이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

정책에 힘입어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는 하이브리드차와는 달리 전기승용차는 추가적으로 최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

1900만원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5년 처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 지자체별 최대 1억 3000만원, 국토

음 출시된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730대가 판매됐다. 다만 시

부·지자체 공동 1억원 추가 (저상버스인 경우) 등 최대 3억

장 점유율은 2015년 0.1%에서 2018년 0.6%로 아직 미미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발판으로

한 수준이다.

중국 전기버스가 대거 국내시장에 수입돼 국내 전기버스 시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자

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에 전기차 생산공

동차 브랜드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에 다양한 친환경

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

차량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

구분
한국
(증감률)
일본
(증감률)
미국
(증감률)
독일
(증감률)
프랑스
중국
스웨덴
이탈리아
총합계
(증감률)

2013

2014

22,956
5,750
38
38

28,782
-

27,986
21.9
7,597
32.1
68
78.9
176
363.2

35,827
24.5

2015
31,731
13.4
9,429
24.1
306
350.0
519
194.9

2
41,987
17.2

2016

2014

50,661
59.7
15,906
68.7
276
-9.8
524
1.0
14
64

74,514
47.1
22,307
40.2
1,336
384.1
241
-54.0
548
26
62

67,445
60.6

99,034
46.8

2018
87,391
17.3
26,041
16.7
6,175
362.2
3,370
1,298.3
1,604
286
116
1
124,968
26.2

비중

연평균증가율
('113-'18)

69.9
30.7
20.8
35.3
4.9
176.8
2.7
1.3
0.2
0.1
0.0
100.0
-

145.2
34.1

국가 구분은 브랜드국적 기준
자료 : KAMA, 자동차등록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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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에
다양한 친환경 차량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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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팀 연구원

과학과 대중의 연결고리
과학커뮤니케이터

강상균

과학 덕후,
‘페임랩 코리아’를 만나다
과학커뮤니케이터는 과학 교수, 과학 탐험가 등 과학을 하
나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격
적인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페
임랩 코리아’라는 대회를 개최해 본선 진출자들에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과학, 수학, 공학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3분간 강연을 하면
서 대중과 소통하는 행사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
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페임랩 코리아 2019’ 본선에 진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어렵고 재미없는 분야, 삶과는 동떨어진 학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과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다양한 과학 원리가 적용돼 있고, 그 기술이 만든 혜택을 누리고 있죠. 과학

학커뮤니케이터로 위촉 받은 우리 회사 강상균 연구원을

기술과 삶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커뮤니케이터입니다.

만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Q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과학커뮤니케이터는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게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

과학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다. 거리에서 과학 실험으로 공연을 하는 사이언스 버스
킹을 하거나 강연을 하고, 과학 기사나 유튜브 과학 채널
자문도 합니다. 일상 속에 과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Q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된 후 일상의 변화가 있었나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과학 현상에 더 집중하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

요. 과학커뮤니케이터로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
❶

Q

‘페임랩 코리아 2019’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

는 UX 디자인을 활용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는 데 일조할

이었나요

수 있겠다는 즐거운 사명감이 생겼어요.

공과 대학에 다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
었습니다. 이 대회는 팟캐스트를 통해 알게 됐는데, 참가

Q

하면 좋아하는 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많이

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과학을 주제로 사이언스 버스킹을 하고 싶어요. 관중들 주변에 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되면 과학

것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함께 알아보는 강연을 하는 식이죠. 예를 들면 ‘아이폰 홈버튼에 담긴 과학’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관련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로그인 창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다큐멘터리나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유명한 과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과학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살

직접 영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일도
니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하게

Q

됐습니다.

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과학도 문학과 미술처럼 하나의 향유 문화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❷

Q

❸

인지 과학에 대해서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직무와 관련이 있었어요. 저는 자동차나 핸드폰

유튜브랑 팟캐스트에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팟캐스트 중에서는 ‘윤태진, 궤도, 엑소의 과장창’을 추천합

밀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을까?’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죠. 유튜브 채널은 ‘과학쿠키’를 보고 있어요. 과학 개념을 그

있는데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림을 통한 설명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사이언스 버스킹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국과학창의재단 SNS에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사용

행사 공지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

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해야 하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UI/UX 디자인에 관해 관심을

설명했습니다.

Q

어떻게 설명했나요
농구공을 활용했는데요. 사람은 각막에서 여러 단

계를 거쳐 시신경을 통해 농구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
리는 어떻게 농구공을 농구공이라 판단하는 걸까요? 그
건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둥
근 물체를 농구공이라고 배워서 알지만, 농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농구공을 어쩌면 특이한 야자수 문양의 열

❸ 결선 대회 전, 강상균 연구원(오른쪽 끝)과 본선 진출자 9명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영국 전문 트레이너에게 실전 교육을 받았다(사진 제공. 한
국과학창의재단)

마지막으로, 대중이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팁을 공유해주세요

니다. 영화, 음악, 인문학 등을 과학적 시선으로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영화 <앤트맨>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

‘사람이 어떻게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대중에게

❷ ‛페임랩 코리아’는 올해 3월부터 1,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대회 진
출자를 선발했다(사진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일이죠. 과학 기술이라는 단어에 대중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일상의 대화 소재로 활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더 빠르고 정

갖게 됐습니다. UI/UX 디자인의 그 근간이 인지 과학이라

❶ 강상균 연구원은 ‘사람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
를 진행했다(사진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Q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처럼 ‘본다’라는 것은 관찰자
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32+33

하면서 대중에게 과학 기술의 이로움을 알리는 역할도 하

현대위아
가족들과 함께 한
따뜻한 5월의 봄날, 160여명의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일
상을 벗어나 가족, 동료들과 함께 한 캠핑데이! 경주와 여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숲 속
음악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더했습니다.
텐트부터 캠핑 장비, 바베큐 등 먹거리까지 회사에서 준비한 덕분에 초보 캠핑가족들도
무리 없이 캠핑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즐거운 힐링의 현장을 함께 구경해보아요!

34+35

with wia + 같이의 가치

CAMPING DAY

일상 속 법률이야기 12호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6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위 ① 사례에서 박모씨의 책임이 인정되었을까요? 법원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하자가

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보니 이번 여름은 무척이나 더울

는 것으로서 •••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

수도배관은 각 가구를 관통하는 배관으로서 전유부분이 아

전유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

것 같네요. 그래도 일교차가 커서 새벽이 되면 제법 쌀쌀

어서는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니라 공용부분이고 그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면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하니, 몸 관리를 잘 하시어 감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박모씨가 주의를 기울인다

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이 위층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

다.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누수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합

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 파손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박모씨의 책임

우,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

니다.

아래 사례를 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공유부분이니 아파트 관리단 내지

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하자심사분쟁 신청 건이 2010년에는 69건에 불

① 유모씨는 최근 창원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아파

반면, ② 사례에서는, 서모씨는 공동 배관의 문제라고 다퉜

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4244건까지 대폭 증가하였습니

트를 매수하였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지만, 법원은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실험을 하거나 탐지하는 절차를 거쳐

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층간 소

의 꿈을 이뤄서 그런지 유모씨는 크게 만족했습니

도 최모씨의 집에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누수가 계속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도 상당한데다가 누

음, 균열 및 누수와 같은 하자, 애완견 사육, 이불 털기,

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위층 화장실 수도배관의

아래 층에 사는 최모씨의 소유권이 방해되므로, 최모씨가

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누수방지공사를 하더라도 다시 누수

발코니 흡연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

이음부가 터지면서 아래층에 살고 있던 유모씨의

서모씨에게 방수공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다.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거실이 침수되어

하였습니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매

그 중 이웃간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누수 문제’

마루까지 들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알고 계시는 상식에 부합하시나요? 당연히 모든 누수의 책

수하거나 임차할 당시부터 반드시 누수여부를 미리 살펴보

입니다. 다른 분쟁들은 그 피해가 경미하거나 원인이라

대응을 하지 못해 집 여기저기에 곰팡이 피해까지

임을 윗집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 어디에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누수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모씨는 박모씨가 점

누수탐지과정에서 아파트 시공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외벽

이번 호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루

경우에는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가 문제인 것인지 외부

유하는 부분인 수도배관의 사고로 인해 도배, 장판

에 균열로 인해 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드는 등 건물의 공용

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달

공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윗집 자체의 문제인지 등 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

부분에서 기인한 누수라면 위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W

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위층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사회통념상의

렇듯 관련 법령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최모씨는 여의도의 5층짜리 공동주택의 2층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

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구 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

쪽 벽에서 곰팡이가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

현실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서로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니다. 누수를 탐지해보니 위층 서모씨의 집 욕실 바

게 책임을 떠넘기며 치열하게 다투고, 누수검사조차 서로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

닥과 배수구의 방수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였던 것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최모씨와 서모씨는 계속 다투었고, 결국 소

할까요?

또한 우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설

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관리단 등을 상대로 수리 및

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고, 관리단이 누수의 책임이 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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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아파트 누수

일들을 털어내고(여행 후엔 어쩔 수 없이 일감이 쌓인다) 틈틈이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
면서 그곳 풍경과 당시 기분을 되새기고 있던 나로서는 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시기상으
로 물론 그들은 아니겠지만 마치 현지에서 봤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를 잃고만 현장, 그 비극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의 경치를 “아름다웠다”며 남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부조리한 일로 여겨진 탓이다.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는 SNS에도 나름의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담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상상해본다. 어떤 죽음은 한순간에 닥
쳐오는데 그런 죽음일수록 남겨진 이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긴다. 상실감과 짝을 이루는
감정은 괴로움, 그리움, 외로움, 공허함, 원망, 죄책감 같은 것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을 갑작스럽게 잃고 난 뒤의 상실감은 아무래도 괴로움이나 원망, 죄책감처럼 아픈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국 작
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2011년 개봉한 영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은 911테러로 아빠를 잃은 9
살 소년 오스카(토마스 혼)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오스카는 상실의 괴로
움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괴로움과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기분에 착잡하다. 그날 이후 부다페스트 사진 게시는 잠시 중단했다. 누군가가 가족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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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영화 속 세상

상실에 관하여

부다페스트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이제 막 밀린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오스카와 엄마는 좀처

가까이 가려할수록 멀어지는

스카는 상자나 아빠에 대해 묻기 위해 엄마 몰래 블

＼

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땐 충돌한다. 오스

＼

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간다.

오스카는 시신 없는 관으로 아빠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

카와 엄마는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 두 사

오스카는 아빠가 죽었다는 걸 안다. 실감하고 싶지 않

상자를 찾는 일은 아빠와의 추억을 쫓는 보물찾기였

을 매우 못마땅해 한다. 아빠 토마스(톰 행크스)는 그날

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늘 다른 공간에 있다. 오스카는

을 뿐이다. “태양이 폭발해도 8분간은 그걸 알지 못한

다. 당장 소득은 없었지만 오스카는 아빠에게 가까워

흙더미처럼 주저앉아버린 세계무역센터 안에 있었고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엄마를 들여보내지 않고,

다. 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 8분이 걸리니까. 8분 동안

진다고 느꼈다. 반대로 엄마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서도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장례식에 참

방에 들어온 엄마를 침대 밑에서 내다볼 뿐이다. 하루는

은 세상이 여전히 빛나고 따뜻할 것이다.” 오스카에

그리고 상자를 찾지 못한 채 ‘탐험’이 길어질수록 아빠

석하지 않고 차 안에서 내다보는 오스카는 얼굴을 찡그

휑하니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걱정하는 엄마가 마음에

게 태양과 같던 아빠의 죽음 이후 자신만의 8분을 살

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열쇠가 있

린 채 가짜 장례식 같다고 불평한다. 그런 손자에게 할

걸렸는지 닫힌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사랑해요”라고

고 있었다. 아빠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싶

다면 상자도 있어야 하고, 이름이 있다면 사람도 있어

머니는 “이게 최선”이라고 타이른다. 현재를 살아가야

말하지만 엄마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아빠와의 추억

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자 찾기를 시작했지만 열쇠에

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아빠의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오스카의 심정은 여러 모습

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 사태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맞는 자물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스카에게 남겨지는

생각이었을 테지만 오스카는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엔 형

으로 그려진다.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고, 침대 밑이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아빠의 옷장에 들어갔다

건 블랙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들

식상으로나마 실종자였던 아빠를 사망자로 확인해버렸

옷장에 숨는다. 사건 당일 집에 돌아와 아빠가 자동응답

가 실수로 깨뜨린 꽃병 안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고,

은 같은 이름을 갖고도 다른 모습, 다른 성격으로 다른

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엿보인다. 어딘가에 살아 있

기에 남긴 메시지를 들으면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

거기엔 출처를 알 수 없는 열쇠가 들어 있었다. 오스

삶을 살고 있었다. 오직 상자에 대한 단서를 원했던 오

을지도 모르는 존재인 실종자는 그래서 아직 가까이 느

메시지를 엄마가 알지 못하도록 숨긴다. 아빠가 무서운

카는 아빠(와의 추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스카는 소득도 없는 그들의 대화에 계획보다 많은 시

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사망자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일을 당했다는 걸 짐작하면서도 두려움이나 슬픔을 표

생각하며 열쇠에 맞는 상자를 찾아 나선다. 아빠는 생

간을 할애하게 되는 게 반갑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

않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아

출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의 저편에는 현실을 인정

전에 오스카에게 무언가를 찾는 문제를 던졌고, 오스

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거대한 방정식

빠의 장례식 이후 오스카의 모호한 분노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 아른거린다. 피멍이 들 정도로

카는 ‘정찰탐험대’라고 이름을 붙인 이 게임을 좋아했

의 숫자로 보려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사람은 숫자보

있는 엄마(산드라 블록)를 향한다. 오스카는 아빠의 죽

자기 몸을 꼬집는 오스카의 자해는 불현듯 밀려오는 마

다. 아빠는 언제나 오스카가 문제를 풀려면 다른 사람

다는 글자가 가까웠고 그 글자들은 이야기가 되고 싶

음을 받아들이라는 엄마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죽어

음의 고통이나 불안을 몸의 고통으로 덮어버리기 위한

들과 대화를 해야 하도록 유도했다. 열쇠가 들어있던

어 했다.” 실망을 거듭하면서 오스카는 처음부터 열쇠

야 할 건 아빠가 엄마였다”고 말해버린다.

행위였을 것이다.

봉투에는 ‘블랙(Black)’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

에 맞는 상자는 없었다고 생각해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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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을 대하는 서로 다른 방법

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

＼

오스카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털어놓고 싶었던 비밀이

오스카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엄마에게 쏟아낸 원망이

무엇이었는지는 마지막으로 만난 블랙과의 대화에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아빠의 음성메시지를 숨겼는

밝혀진다. 오스카와 마지막 블랙은 어떤 순간에 용기를

지, 상자 찾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지 못했고, 기회를 놓친 뒤 긴 시간을 각자의 ‘열쇠’나

설명으로서의 비밀. 답을 찾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질

‘상자’를 찾아 헤매야 했다. 이런 두 사람은 처음부터 멀

문하고 거의 듣기만 하던 오스카는 할머니 집에 얹혀사

지 않은 곳에 있었다. 비밀을 털어놓고 상자 찾기도 끝

는 노년의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

나버린 오스카는 편해졌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욱

한다. 노인은 오스카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과 달리 말

괴로워한다. 그런 오스카가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누군

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오스카의 질문에 답하기도

가의 이야기는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엄마의

거부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집요하게 묻는 오스

사연이다. 오스카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카에게 노인은 단호하게 “내 사연은 내 사연”이라고 적

들으며 화해에 이르고 비로소 편안해진다. 오스카가 집

힌 메모장을 내민다.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도, 무언가

착한 상자 찾기의 성패를 가르는 건 애초 상자를 찾느

를 묻지도 않는 노인 앞에서 오스카는 지금까지와는 반

냐 못 찾느냐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 시절 뉴욕에서는

대로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을 쏟아낸다. 그제야

누구나 상실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편이

노인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노인이 오

필요했을 것이다. 또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위로해야

래 전 처자식을 버리고 떠났다는 토마스의 아버지, 그

했을 것이다.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태로 사랑하는 사람

러니까 오스카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

을 잃은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렵지 않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할아버지임을 눈치

한 가지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챈 오스카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아빠의 메시지를 차례로 들려주는데, 노인은 끝까지 듣

이들일지 모른다. W

오스카는 상실의 괴로움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좌절하고
괴로움과 죄책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with 현대위아 어린이집

지난 6월 1일 창원 지역 현대위아 어린이집 아빠와 원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창원시 의창
구 동읍에 위치한 '태원목장'에서 함께 한 특별한 하루! 송아지에게 직접 우유와 여물을 먹이고, 젖소
가 선물한 우유로 치즈, 피자,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도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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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이 가까이 있었던

레시피톡톡은 매달 사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 체험기와 음식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특수생산부 박경진
사우네 가족의
쿠킹클래스 이야기

아빠 박경진 사우
첫째 박서영

둘째 박아영

엄마 김미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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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레시피 톡톡(Talk! Talk!)

서로가 친구 같은 네 식구의
유쾌한 일식 레시피

이번 달 레시피톡톡은 주황, 노랑 발랄한 색상으로 티셔츠를 맞춰 입은 박경진 사우네 네 식구가 찾았습니다.
국악과 피아노를 좋아하는 첫째 서영(12)이와 합기도, 축구를 즐겨 하는 둘째 아영 (9)이. 정반대의 성향과 취향을
가진 두 자매는 요리교실에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 장소협찬: 창원 소재 ‘지니 쿠킹클래스’

다. 그 위에 서영이와 아영이가 가다랑어포(가츠오부시)를

요리해서 같이 먹고 즐기는걸 무척 좋아해요. 오코노미야

솔솔 뿌려 주니, 홍대 앞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럴듯한 비주

끼도 만들어본 적 있는데, 오늘 레시피로 더욱 업그레이

얼을 완성해냈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소스는 한국에서도

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 초밥도 사람들을 초대

손쉽게 구할 수는 있으나 좀 비싼 편입니다. 더 흔한 재료

했을 때 선보이기 무척 좋은 것 같아요.” (아내 김미경 씨)

인 시중 돈까스 소스에 꿀을 좀 섞으면 오코노미야끼 소

요리왕 엄마의 손맛에 기대던 서영, 아영 두 자매도 오늘

스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만큼은 요리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답니다. 두 자매는 요
리하는 모습만 살짝 봐도 서로 정 반대의 성격인 것이 딱

오키나와 가족여행을 떠올리며, 스테이크 초밥

친근하고 푸짐한 맛, 오코노미야끼

＼

＼

“남들보다 좀 빨리 결혼한 덕분인지 젊은 엄마, 아빠 축에

일식 테이블에 어울리는 두 번째 요리는 바로 한국 사람들

속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달리 엄마, 아빠를 친구처럼 친

도 무척 좋아하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한국의 빈대떡과도

근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박경진 사우)

비슷해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맛이 특징인데요. 일본의 부산

서로가 친구 같은 박경진 사우네 가족은 특히나 여행을 좋

으로도 불리는 오사카 지방에서는 ‘소울푸드’로도 불리는 음

아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네 식

식입니다.

구 만의 추억을 가득 쌓았죠. 지난 2017년 봄의 오키나와

사실 오코노미야끼는 ‘취향대로 먹는 부침요리’란 뜻으로 밀

여행을 떠올리며 오늘은 일식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가루 반죽 위에 문어, 양배추, 돼지고기 등 각자 본인이 좋아

첫 번째 요리는 오키나와와 아주 잘 어울리는 ‘스테이크 초

하는 재료를 넣어 만드는 요리입니다. 오늘은 새우, 오징어

밥’입니다. 고슬고슬한 밥 위에 얹어진 담백하고 부드러운

를 넣어 쫄깃한 식감이 가득한 해산물 오코노미야끼에 도전

소고기는 아이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메뉴입니다. 먼저 아

했습니다.

빠와 서영이가 밥 만들기에 나섭니다. 밥 적당량을 떠서 손

아이들은 각종 재료를 잔뜩 넣어 반죽 휘젓기에 나섰습니다.

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듭니다. 다음은 엄마와 아영이의 차

이때 생각하지 못한 재료가 등장했죠. 바로 ‘마’인데요. 마를

례입니다. 작은 럭비공 같은 밥 위에 소고기를 살포시 얹고,

넣으면 씹는 맛을 더해줄 수 있어 맛도 영양도 업그레이드

채썬 양파와 쪽파 등을 올려서 모양을 내면 완성! 생각보다

할 수 있습니다. 반죽을 마무리 했으면 부쳐야겠죠. 선생님

만들기 간단하고 맛과 비주얼 둘 다 만족스러운 메뉴입니다.

은 “반죽을 적당히 두껍게 해서 약한 불에서 은근히 뚜껑을

행동이 빠른 아영이는 스테이크 초밥 한 개를 먼저 입에 쏙-

덮고 부치다가, 뒤집은 뒤 뚜껑을 열고 부치면 속까지 잘 익

넣고 언니에게도 한입 건넵니다. 평소엔 자주 티격태격하면

힐 수 있어요”라고 조언합니다.

서도 이럴 때는 또 서로를 가장 잘 챙기는 자매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코노미야끼를 아주 노릇하게 구웠습니

개성만점의 취미부자 가족

격에 어울리게 국악에 푹 빠져있죠. 어려서부터 음악에

＼

관심이 많아 피아노를 5년 넘게 쳤고, 최근에는 가야금과

아내 김미경 씨는 요리가 취미입니다. 집에 냄비가 종류

북 연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별로 있고 인덕션은 두 개나 있을 정도로 요리에 관심이

반면 동생 아영이는 땀을 흘려야 즐거운 스포츠 마니아입

많고 또 즐겨 합니다. 남편 박경진 사우가 ‘웬만한 요리는

니다. 합기도 전국대회에서 공중낙법 1위, 높이차기 3위

다 해봤을 거에요’라고 말할 정도로 새로운 레시피에도

를 수상한 실력자에요. 최근에는 축구에 푹 빠져 경남 FC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요리 관련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유소년팀에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아빠와도 우리 회사

대회에 출전한 경험도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풋살장에서 축구 경기를 자주 즐기는 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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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자매입니다. 언니인 서영이는 아주 차분해요. 성

서로가 친구 같은 활발한 가족
＼

/ Recipe

“아내가 이때까지 육아를 하다가 최근 다시금 자기 일을 가지려 하고 있어요. 애들도
챙기면서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니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항상 응원하고 있단 말을
하고 싶어요.”(박경진 사우)
아내의 재 도전을 응원하는 아빠에게 막내 서영이가 잔뜩 애교를 부리며 나타납니다.
귀여운 아이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둘이 덜 싸워라!”라고 단번에 말
하며 크게 웃는 박경진 사우.
“언니는 언니인지라 막 챙겨주고 싶은데 동생은 자기가 하려고 하거든요. 동네 나가면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 게 달라서 자주 싸우나 봐요. 건강했으면 하는 건 말

스테이크초밥
재료
밥300g
단촛물 - 식초3큰술, 설탕2큰술, 소금1작은술
채끝 스테이크용300g, 양파채, 마늘칩, 실파, 와사비
데리야끼소스 - 간장4큰술, 우스타소스2큰술, 청하6큰술, 설탕6큰술 (사과, 대파, 양파, 통후추)

안 해도 다 같은 부모 마음일 테니, 이제는 좀 덜 싸워라!” (박경진 사우)
집니다. W

만들기
❶ 단촛물을 살짝 끓여서 밥에 넣고 빠르게 식힌다.
❷ 데리야끼소소를 졸여서 만든다.
❸ 고기에 올리브오일-소금을 뿌린다.
❹ 센불에서 고기를 앞뒤를 굽고 얇게 슬라이스한다.
❺ 마늘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물에 우린다.
❻ 물기를 제거하고 튀겨 마늘칩을 만든다.
❼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❽ 초밥틀에 ❶을 넣고 초밥을 만든다.
❾ 초밥-와사비-쇠고기-데리야끼소스-양파채,마늘칩-실파을 뿌려 완성한다.

오코노미야끼
재료
양배추 200g
새우, 오징어, 삼겹살 // 가츠오브시, 마요네즈
소스 - 오코노미야끼소스 ( 돈가스소스4큰술, 꿀1큰술 )
반죽 - 달걀1개, 물150ml, 간 마4큰술, 간장1작은술, 마요네즈1큰술, 가츠오브시2큰술, 박력분1컵

만들기
❶ 내장 뺀 새우, 오징어는 잘게 썰고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썬다.
❷ 밀가루를 제외한 반죽을 먼저 섞는다.
❸ 새우, 오징어 채 썬 양배추와 2)의 반죽을 고루 섞는다.
❹ 밀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 반죽을 만든다.
❺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넣고 대패삼겹살을 올린다.
❻ 앞뒤로 노릇하게 지진다.
❼ 그릇에 담고, 오코노미야끼 소스를 뿌린다.
❽ 마요네즈를 뿌리고 가츠오브시를 얹는다.

| 장소협찬 : 창원 CECO 뷔페·웨딩 | 예약문의 : 055-212-1111

48+49

마지막까지도 친구 같고 유쾌한 가족들의 즐거운 저녁시간이 또 다른 추억으로 남겨

CSR
저소득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손•발가락 재건 수술비용 지원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돼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
죠.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편견과 차별로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은 장
애와 이주 부모라는 것이 혼합돼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겪는 어
려움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없어 정부 차원에
서의 지원에서도 소외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29일 우리 회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의료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번 성금은 선천적 장애로 인해 양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다문화가정 아
동의 재건수술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노동조합 김상복 복지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다면 더없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건수술을 통해 아이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바라는 꿈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
길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치료나 재활을 통해 삶의 질이 나
아질 수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의 의료적 재활은 물론 사회적 재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의 소중한 나눔을 모아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온정을 전달한 1%기적! 앞
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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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HAPPY TOGETHER

1%기적
장애아동에게 전한 특별한 선물

HYUNDAI
WIA

NEWS

with wia + News

비전 톡(Talk) 세미나 실시

강소법인 춘계 농구대회 개최

산동법인 일조시 아동복지원 지원

중국 강소법인은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법인 내

지난 5월 31일,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롯

운동장에서 ‘19년 춘계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열띤 응원

한 지원자 26명은 산동성 일조시에 위치한 장애아동 복지

과 경쟁 속에 열린 농구 대회에서는 등속팀이 본관1팀을

원을 방문해 생활용품 전달, 복지원 청소 등 지원활동을

우리 회사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비전 톡(Talk) 세미나’가 6월 말까지 진행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펼쳤다. 장애아동 복지원 관계자는 ‘아이들에 대한 현대위

다. 관리직 124개 팀 대상으로 창원 이룸재 교육장, 수원KB인재니움에서 열리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서 간의 교류

아 산동법인의 관심과 배려가 소중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는 이번 세미나는 작년 11월 우리 회사가 새로운 비전으로 수립한 ‘WIA, The

를 도모하고자 매년 사내 농구대회를 열고 있다. 강소법인

산동법인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Next Solution’의 메시지를 내재화하는 자리이다. 또한 팀 내 목표를 새로 수립

은 농구대회 외에도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해 직원

복지원을 매년 방문하며 지원 및 위안 활동을 펼치고 있

하며,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우리 회사는

들의 활기찬 회사생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다. 임직원들에게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해 정

다방면으로 구성원들의 혁신을 이끌며 비전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서함양 및 자부심 고취에 노력할 예정이다.

Vision Talk Seminar

江苏法人开展春季篮球比赛

山东法人，儿童福利院慰问活动

The "Vision Talk Seminar," which HYUNDAI WIA started in April, will

5月15日至5月23日，江苏法人开展2019年春季篮球赛，

5月31日，在经营支援部李弘烈部长的带领下，公司26名

各部署同事积极参加比赛，给观众更是热情高涨，江苏

爱心志愿者来到日照市社会福利院，不仅为在院的残疾

法人徐敏锡常务在开幕词中鼓励各位参赛队员。经过一

儿童送去了日用品和节日的问候，还进行了福利院的卫

周的激烈角逐，在23日决赛中分出胜负，等速队勇夺

生清扫等志愿活动。福利院院方表示：“非常感谢贵公

冠军，本馆1队获得亚军。本次比赛丰富了员工的文体

司对孩子们的关怀和爱护。” 山东法人作为社会的一份

生活，促进本部署间的团队协作精神，增进各部署间友

子，一直在积极承担社会责任，多年来一直坚持关爱福

谊，以更饱满的热情投入日后的工作中。今后为丰富员

利院残障儿童的公益活动。公司员工通过参加社会公益

工的职场生活，江苏法人将开展更加多样化的活动。

活动不仅陶冶了情操，而且提高了企业文化的自豪感。

be held until the end of June. The seminar, to be held at Erumjae in
Changwon and Suwon KB Ingenium for 124 management teams, is
an internalizing venue for the message of "WIA, The Next Solution,"
which the company set as a new vision last November. In addition,
a program was prepared to establish new goals within the team and
share the company's vision and orientation. HYUNDAI WIA plans to
work hard to realize its vision by leading the members' innovations in
many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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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2019 임직원 사진 콘테스트 개최

멕시코법인 ‘해피 모닝 데이’ 행사 열어

지난 5월 22일 산동법인은 엔진3공장 영상회의실에서 '2019 사진 콘테스트' 시

멕시코법인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직원들을 위한 ‘Happy Morning Day’ 행사

상식을 열었다. 행사에 앞서 산동법인은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두 달에 걸

를 열었다. 멕시코법인은 이날 출근하는 전 직원들에게 아침식사 도시락과 커

쳐 임직원들이 촬영한 사진을 사업장 내 전시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현장

피를 제공했다. 주재원과 매니저들은 직접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하루

에 동료들의 사진을 전시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꿨다.

근무와 생산활동을 격려했다. 아침 일찍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인기상, 우수 작품상 및 참여상 등을 표창했다. 산동
법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문화 조성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인
다는 계획이다.

수여서 특히 호응이 좋았다. 멕시코법인은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 전개하며, 직원들의 애사심 증진,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山东法人举行2019年春季摄影大赛

Happy Morning Day of HYUNDAI WIA MEXICO

为了展示公司内丰富多彩的员工风采，提升员工对企业文化的理解与自豪感，

HYUNDAI WIA MEXICO held a "Happy Morning Day" event for its

4月8日至5月22日期间，山东法人举行了19年春季摄影大赛。本次比赛共有
124名员工参加，超出意想之外涌现出很多优秀作品。今后这些照片将广泛应
用于公司宣传照片、企业文化介绍、集团社内照片征集等方面。同时，通过公
司举行的照片展览会(5/13-6/14),不仅使员工可以欣赏这些优秀照片，还对优
秀作品进行了表彰，为员工们提供了展现自我、传递感情的平台。

employees on the morning of May 10. The corporation provided

breakfast boxes and coffee to all its employees. The residents and
managers personally handed out breakfast boxes to employees to
encourage day-to-day work and production activities. The event was

especially satisfying as many employees skipped breakfast. HYUNDAI
WIA MEXICO continues to hold events for its employees and make

efforts to increase employee affection and create a vibrant working
environment.

54+55

with wia + News

2019
June

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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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호 사보는 첫 장부터 보자기를 어깨에 두른 두 딸의 어릴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웃음지었습

독자
의견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니다. 큰 딸과 저는 '마블 덕후'인지라 무슨 색을 입힐까 상상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받아보는 사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팩토리, 자동차에 대한 정보 등 신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 좋고,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엿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항상 사원의 가족들까지도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위아인'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팀 홍석야 사원 엄마 김경희 님

✚아이들과 같이 완성해 가는 표지 컬러링이 좋았습니다. 또한 사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회사의 미
래를 준비하고 계신 사우님들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사내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주제, 기사를 실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실어주셔

이번 달 사보를 읽고

서 감사합니다.
- 구동설계팀 박현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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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개발팀 신현진 연구원 딸 신지민 양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꼼꼼상

섬세상

창의상

FA영업팀 배상진 차장

차량부품샤시영업팀 김준형 과장 특수생산부 조윤상 기술사원

노력상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공작품질보증팀 허문식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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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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