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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편향 넘어서기
우리는 보통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렇게 반응
하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쓴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
마도 없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주관과 일치하는 정보
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애써 무시하는 경향을 말하죠. 심할 때는 자신과 맞지 않는
정보를 들은 기억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 프리스턴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지바 쿤다(Ziva Kunda)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을 통해 확증편향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이념적 지향에 따라 결론
을 내리고 거기에 꿰 맞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확증편향을 설명한 지바 쿤다의 논문은 학
자들에게 6400번이 넘게 인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확증편향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선배와 충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후배를 (나도 모르게) 괴롭히기도 하죠.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는 결국 합리적이고 올
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필요한 건 쓴 소리고, 다른 시선입니다. 쓴 소리 듣기가 타인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뤄지는 일
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선을 다르게 하기’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사람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겠죠.
책 <제3의 눈>의 저자 김용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이 시선의 변화
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선에는 에너지가 담겨있다”며 “어떤 시선이냐에 따라
다른 에너지가 전달되고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업무에서도 필요한 건 바로 이 다른 시선입니다. 관성적으로 대하던 업무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책임자들은 실무자의 눈으로, 실무자들은 책임자들의 시선을 가
져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달 사보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
다. 엔진생산2부의 정필준 반장은 젊은 반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만 5개가 넘는
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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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전국 사업장 돌며 임직원 대상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교육 열어

우리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맞아 조직문화 탈바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2일, 창원 본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개최
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의왕, 서산 등 전국 사업장에서 총 9차수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교
육은 임원 및 관리직 직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76조의 2’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새로 시행되는 법안을 함께 살펴 보고, 직장 내에
서 괴롭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식자리를 강
요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상세한 상황을 설정해 모든 임직원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의 차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또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
와 후배 사이에서의 ‘존중’과 ‘배려’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더욱 ‘즐거운 현대위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
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는 ‘조직문화개선TFT’를 만들어 사내의 잘못된 관행과 문
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합니다! W

about wia +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자동차의 심장
엔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합니다.
엔진생산2부 가공2반

현장에서 기술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우리 회사 최연소 반장인 서산
공장의 정필준 반장은 같은 문제를 ‘당연하게 보지 않는’ 눈에서 완벽한 품질이, 기술 경쟁
력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이번 달 사보 주제 ‘시선’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를
만나 새내기 반장으로서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정필준 반장, 노창병 기술기사, 고호진 기술사원, 윤철환 기술사원, 최형우 기술사원, 이태윤 기술사원, 승완철 기술사원, 김기석 기술기사, 심준용 기술사원
소용석 기술사원, 최태용 기술사원, 정홍표 기술사원, 한범수 기술사원, 허설 기술사원, 고명호 기술사원, 최효성 기술사원, 박준영 기술사원, 이교행 기술기사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서산 엔진생산 가공2반 새내기 반장 정필준입니
다. 저희 반은 엔진의 중요 부품인 실린더블록, 실
린더헤드, 크랭크샤프트를 가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반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는 점이죠. 저를 포함한 반원 18명의 평균 나이가
33세더라고요. 우리 반에는 아직 50대가 한 명도

계속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럴까?’하고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보는 시선이 필
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개선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
에 라인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
심이 생기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저절로 스
킬도 늘어나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장이 되었는데 어떤가요
갑작스럽게 반장이 돼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대학교 때 ‘내연기관’이란 과목이 있었어요. 엔진
에 대한 해부학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제일 어려워
하는 과목이었죠.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잘 나왔
는데 그것만 안 나올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
려 제가 잘 모르고, 성적도 웬만해선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현대
위아 채용공고를 봤을 때도 엔진 파트라는 걸 보
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엔진 분야
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관심 반이었어요. 입사한지
9년째인데 지금도 엔진은 계속 더 알고 싶은 분야
에요. 처음엔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오히
려 엔진과 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됐죠.

엔진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부담도 됐고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변
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게다가 반
장이란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기도 하고요. 워
낙 갑작스럽게 반장이 된 거라 이렇게 하루 정도
는 결심의 시간이 필요했고요(웃음). 그 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은 막
업무를 배우고 있고, 아직 제 자리에 인원이 오지
않아 겸임을 하고 있어요. 제 위에는 반장이 없었
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평택에 있을 때 모시던 반
장님에게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팀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 좀 더 소통하고 같이 화합해
서 서로 형, 동생 사이처럼 친근한 반 분위기로 이
끌고 싶어요.

젊은 반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이 있나요

품질이죠. 일단 가공 자체가 고객한테 우리가 만
든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품질이 나쁘면 다시 찾
지 않잖아요. 정석인 것 같아요. 제품의 스펙이 있
는데 그 스펙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맞추는지도 기
술력을 좌우하고, 그 기술력이 남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
각해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 달리기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달리기는 혼자 하는 거잖
아요. 그래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축구, 등산, 헬스 동호회를 하게 되었어요. 모임을
통해 반원들과 업무 외적으로도 같이 어울리기도
하죠. 또 점차 업무가 익숙해지면 평택의 좋은 제
도를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평택에서는 반원들에

품질 유지를 위해 중요한 덕목이 있을까요

게 생일 이벤트를 챙겨주거든요. 우리 서산 공장
에서도 케이크 촛불을 한번 같이 불면서 다 함께

한 마디로 관심이죠. 가장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소통하고

‘눈’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라인에서 항상

싶어요.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10+11

엔진생산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회사 대표로 마라톤에도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입사했을 때부터 우리 회사와 마라톤의 인연(?)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현대위아는 마라톤을 많이 해서
다들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말을 들어 관심이 많았죠. 그러던 중 서산공장에 새로 전입자가 들어왔는데,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었어요. 한번 같이 뛰어보자고 해서 달리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훨씬 나
이가 적은데도 전혀 따라가질 못하는 거에요.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죠. 엄청 힘든데 희열이 있
더라고요. 기록을 단축하는 성취감도 크고요. 좀더 빠르게 완주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면서 점점 열심
히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3월에는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47분으로 완주했어요. 다음에는 우승까지 바
라보고 있습니다.

반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소그룹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서산공장 엔진생산부에 소그룹이 가공 1반의 ‘생각대로’와 가공 2반
의 ‘바라는 대로’ 두 개 있어요. 소그룹 이름처럼 바라는 대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몰두하고 있죠. 이번
상반기에는 크랭크샤프트 팁 수명 연장을 개선 목표로 잡았어요. 툴 하나의 무게가 20kg에요. 기존 툴은
평균적으로 2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하루 생산량은 1000개 정도에요. 그러면 이 툴을 5번은 바
꿔야 하는 거죠. 게다가 장비가 4대거든요. 이렇다 보니 작업자들이 힘들기도 하고 참 비효율적이었죠.
절삭 조건도 바꿔보고, 코팅 재질도 바꿔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 결과 이
좀 더 가져서 툴 수명을 1000개까지 올리고 싶어요. 소그룹 과제가 끝나더라도 계속 해봐야죠.

소그룹 활동에서 얻는 장점이 있나요
제품을 더욱 많이 알게 돼요. 자기 라인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선 주제를 잡으면서 크랭크샤프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서로 다른 라인에 대해 간접적인 체
험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사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니까 각 작업자들이 개
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돼요.

앞으로 반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반원들 모두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 새로운 전입자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오는
선배나 후배들도 저희 반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말
에 일이 바쁜데, 같이 하자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반원들이 모두 화합을 잘 해주고 있어요. 반장이 없
을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반장이 된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잘 해야죠.

반원들에게 한 마디
아직 제가 3C(cylinder block, cylinder head, crank shaft)를 한번에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업무
를 배워가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던걸 알게 되면서 흥미로운 점도 많고요. 앞으로는 3C
를 전부 숙지해서 작업자들이 좀 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반장이 되고 싶어요. 아직 부
족한 게 많고 배워가야 할 점이 있지만, 같이 서로 배우면서 지금처럼 멋진 회사생활을 만들어갔으면 좋
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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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툴 수명을 600개 생산까지 끌어 올렸어요. 팁이 비싼만큼 개선 효과도 컸죠.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와나캄 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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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ia + To be GWP

현대위아 인도법인을 가다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시에 위치한 현대위아 인도법인.
울창한 망고나무 숲에 둘러싸인 이 공장에서는 약 280명의 직원들이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
난 2013년 공장이 들어선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연간 약 110만개의 등속조인
트를 생산해 완성차 공장에 공급하는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 ‘와나캄’은 인도 타밀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

Daily Life in INDIA
인도법인 직원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안이 철저한 정문

직원식당 ‘그린하우스’

깔끔한 조경이 인상적이죠?

#08시 #아침조회 #스탠딩미팅 #스마트하게
#머리를맞대고 #더나은오늘을위한고민

#08시30분 #업무 #등속조인트 #조립라인
#한치의오차도없이 #라인은멈추지않아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정원

#벌써12시#점심시간#Green House
#그린하우스#꿀맛 #인도하면커리
#창밖조경이예술#행복한식사

생산성 No.1
우리 회사는 창원, 멕시코, 중국, 인도 총 4곳의 글로벌 공장
에서 등속조인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공장은
지역의 장점을 살린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러

수 있다니! 많은 고객들이 현대위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덕분입니다. 세계 각지의
등속조인트 공장은 물론이고 연구소와의 기술 협업, 영업팀과
의 전략 교류 등 다각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이 원
하는 품질 이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아, 터키 등 해외 각지에서도 수요가 점차 늘고 있어 해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죠. 오는 2020년 매출 1000억원 돌
파를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힘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빛내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주재원이 7명에 불과한 인도법인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입
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

인도법인에서 생산되는 등속조인트는 과연 몇 개의 차종
에 탑재될까요?
정답은 바로 120종.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브랜드와
차종별로 원하는 부품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스펙
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수입니
다. 한 공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등속조인트를 생산할

#13시#소통의시간 #업무보고
#눈높이로대화해요

겠죠?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서로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의 문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일 바쁘게 현장을 오가며 생산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주재원들은 인도법인의 어
벤져스로 통합니다. W

#16시 #품질교육 #집중의시간
#품질은우리의자부심
#소중한인재들 #현대위아의미래

#15시#휴식시간#공장휴게실 #시원한음료와함께
#더위야가라 #담당업무별로유니폼컬러가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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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30분 #출근 #하루의시작 #셔틀버스
#편안한출근길 #오늘하루도파이팅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현실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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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9년. 한 방송국에서 방영된 '2020 우주의 원더키디'(2020 Space Wonder
Kiddy)라는 SF 애니메이션이 있었다. 우주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20년의 미래를 그린 이 작품은 '
아이캔'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활약을 그리며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작품 속에는 주인공과 늘 함께하는 만능변신로봇이 있었다. 코보트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상당한 수준
의 (AI)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은 물론 소형 비행정이나 바이크로 변신하기도 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 로봇, 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인 'PAV(Personal Air Vehicle)'
였던 셈이다.
원더키디가 활약하던 2020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이 PAV가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현실이 되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내년 항공택시 시범 서
비스를 시작한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호주 멜버른 세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용 서비스는 2023년께 시작한다는
목표다. 앞서 우버는 헬리콥터로 뉴욕 도심에서 공항을
오가는 우버콥터 서비스를 지난 7월9일 시작하기도 했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소 차로 1시간, 러시아워에
는 2시간 걸리는 거리를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에어
버스는 이미 1인승 'Vahana'와 4인승 'CityAirbus'의 프로
토타입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드론 제조사인 이
항(Ehang)은 16개의 드론 프로펠러가 달린 무인 에어택
시 ‘이항 216’을 선보인 바 있다. 기체 무게가 340㎏에
달하는 이항 216은 승객 2명을 태우고 최고시속 150㎞
의 속도로 30분간 비행할 수 있다.
론 다임러, 아우디,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작에 나섰다. 다임러와 인텔이 3000만 달러를

플라잉카 시장 경쟁이 시작됐다

사실상 PAV 시장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것이다.
내년 혹은 내후년 혹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큰 규모로
시장이 형성될 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투자한 독일의 볼로콥터는 2인용 자율운항 플라잉 택시
를 개발해 두바이 시 외곽에서 시험중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인류가 오랜기간 꿈꿔온 교통수단이다. 실제로 원

현대차 역시 자동차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과

더키디 이전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의 형태는 지금으로부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PAV 개발에 도전장을 낸

100년전 일찌감치 등장을 했다. 역사적인 첫 PAV는 1917년도에 미국

상황이다. 현대차는 정부 주도 PAV 개발 프로젝트인

항공 개척자였던 글렌 커티스(Glenn Curtiss)가 개발한 '커티스 오토플레

‘OPPAV(Optionally Piloted PAV)’에도 참여 중이다. 한화

인(Curtiss Autoplane)’이다. 후방 프로펠러를 단 형태의 이 비행기 자동

역시 PAV기업인 미국 ‘K4 에어로노틱스’에 약 295억 원

차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하늘을 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을 투자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1926년에는 헨리포드(Henry Ford)가 ‘Flivver‘ 라는 이름의 PAV를

사실상 PAV 시장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것이다. 내

대중에 공개한테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

년 혹은 내후년 혹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큰 규모로 시

던 몰튼 테일러(Moulton Taylor)가 ‘에어로카’라는 PAV를 성공적으로 개

장이 형성될 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

발하며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으로부터 감

해 보인다.

항성 인증까지 취득하기도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세계 개인용 항공기 시장이

벌써 100년도 전에 시작됐던 PAV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

2030년 약 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

났다. PAV는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의 한계,

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도심항공교통시장이 폭발적으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를 극복할 운송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

로 성장해 2040년에는 규모가 1조5000억달러(약 1800

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모터 기술 발전과 충돌회피, 자율주행 등 첨단

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올해 초 내놓기도 했다.

기술의 고도화로 PAV를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각

W

국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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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는 물

현대위아에
진짜 ‘요즘것들’이 찾아왔다

팀 소개
등속설계팀은 등속조인트를 설계하고 *RFQ를 검토해 개발 계획
을 짜며 설계 최적화를 이루는 팀입니다. 등속조인트의 원가절감
성능 개선 등, 시작에서 끝까지 관여하는 팀이에요.

인턴일지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청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등속조인트에 대한 이해도와 설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공부와 공부의 연속이죠. 등속조인트의 구성과 기능, 설
계에 필요한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제도 업무 특성에 맞게 차의 사양에 맞춘 최적화 등속조인

홍보팀 김민주 인턴사원

트를 주제로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지난 7월 8일, 우리 회사에 활기가 넘치는 ‘뽀시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36명의 인턴사원들인데요. 새내기 인턴들이 궁금한 사우들을 위해

현대위아의 첫 인상과 지금
인턴을 시작하기 전, 아무래도 기계, 자동차 업계 회사이다 보니

응기와 YOUNG한 취미를 들어보았습니다.

‘문화가 보수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왕연구소에

흥이 넘치는
페스티벌러

서 지내면서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팀원들 덕분에 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시는 덕분에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등속설계팀

이재경 인턴사원

(의왕근무)

에너지 넘치는 취미
록, EDM 가리지 않고 음악 페스티벌 참가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도 주말에 가수 싸이의 ‘흠뻑쇼’를 다녀오며 활기를 충전했죠! 학
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밴드를 보려고 록페스티벌을 처음 접했는

97년생 최연소 인턴사원!
이재경 인턴사원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작자동차 대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습니다.
2018년에는 H-옴부즈맨 3기로 활동하며
‘벨로스터 커스텀 핏’ 출시까지 참여했는데요.
정말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와
찰떡!인 똑똑이 막내 인턴사원입니다.

데 그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공연을 즐기며 페스티벌 현장의
넘치는 에너지를 만끽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페스티벌의 재미
에 눈뜨게 된 이후로 꾸준히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각종
페스티벌을 선배님들에게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선배님들에게 한 마디
제가 질문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선뜻 시간 내어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등속
설계팀 특성상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꼭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저
도 선배님들처럼 열정적이고 멋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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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W INSIDE

홍보팀의 뽀시래기, 김민주 인턴사원이 동기 5인방을 만나 현대위아 적

팀 소개

팀 소개

FA설계팀에서는 엔진이나 크랭크샤프트 등 도면과 세부사항에

원가회계팀은 손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품별 손익을 분석하

따라 전체 공장 자동화 라인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며 성과 및 차이 분석을 통해 만회 방안을 도출하는 원가관리 업

요. 어떻게 가공하고 장비들을 설치해야 연간 목표 생산능력을

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월 재고자산현황

맞출 수 있을지 고안하는 공정설계를 맡고 있죠. 설비를 만들고

및 추정 분석을 합니다. 재고 실사 계획과 결과를 분석하는 재고

직접 고객사의 현장에 라인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설계를 위해 팀에서는 가공 지점을 분류해 가공부위가 어느 정도

지그 부문 프로젝트별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정리하며 프

의 치수를 원하는지,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

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발주를 위한

당 스펙을 내려면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언제 깎아야 하는지를

악성코드 해제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기계부문 코

기록하는데 이걸 ‘홀차트’라고 해요. 저는 홀차트를 작성하면서 가

스트센터 자료 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간, 공정설계, 가공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

현대위아의 첫 인상과 지금

니다.

아무래도 사업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서 조금 부담스럽

현대위아의 첫 인상과 지금

카페인러버의 카페투어

했어요. 무엇보다 FA 사업을 직접 보니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전문
적인 장인들이 많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 오래 묵

FA설계팀

박종웅 인턴사원

(창원근무)

박종웅 인턴사원은
예전부터 쭉 FA분야에 관심이 많아
COEX 자동화기기전시전,
INTERMOLD 2019, SIMTOS 2018 같은
전시회를 빠짐없이 참관하며
‘눈’을 길러왔습니다.
이를 통해 입사 전부터 현대위아를
잘 알고 있던, FA만을 바라보는
‘FA돌이’ 인턴사원입니다.

직하게 가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물
어보고 배우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팀원분들이 정말 친절히 챙겨주셨
거든요! 아침마다 체조와 스탠딩 미팅을 하면서 활력과 유대감을
함께 얻는 것도 매우 좋아요..

원가회계팀

정다빈 인턴사원

(창원근무)

추억을 만드는 취미
저는 예쁜 카페를 다니며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도

지성미를 발휘하는 취미

창원 가로수길에 있는 예쁜 카페를 다녀왔어요! 대학 졸업 후에

저는 방탈출게임을 좋아하고 잘 합니다. 사실 처음으로 방탈출게

취업 준비를 하며 심적으로 부담감이 많았는데 이런 일상 속에

임을 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첫 실패 이후로 집념과 오기가
생겨서 계속 도전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새 취미가 되어 있네요.
방탈출게임은 방마다 스토리가 있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는데 특히 탈출에 성공했을 때는 엄청난 희열이 몰려옵니다!
방탈출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키이스케이프’ 강남점은 꼭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에게 한 마디
늘 업무가 많으신데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공
부해서 어떻게든 알려주시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진취적
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선배님들이 아는 선에서 답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토론 후 명확한 답을 찾은 후에 제게
답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멋있어요. 늘 열정에 감동받고 배우고 있
습니다!

정다빈 인턴사원은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2008년 호주 오픈 볼키즈 활동에
기아자동차와 함께 참여할 만큼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회계분야에서도
인턴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는데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플루트를 배우는 등
다양한 방면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팔색조
인턴사원입니다.

서 추억을 남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요. 그래서 일주일에 1-2번씩 SNS 검색을 통해 예쁜 카페를 찾
아 다녔죠. 원래 1일 1커피를 마실 만큼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쁜 곳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카페투어 취미가 저한
테 2배의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에게 한 마디
바쁜 요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맡은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무사히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신입사원 입사 후 더 열정적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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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프로탈출러

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경본부에 있으면서, 전혀 걱정할 필요

현대위아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대식 문화이지 않을까 조금 걱정

팀 소개

팀 소개

생산관리팀에서는 자재의 입고부터 가공, 조립과정을 거쳐 완성된

제어개발팀은 차량 구동계 제어시스템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차량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제품 흐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

제어 솔루션으로 더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팀입니다. 자동차의

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생산과 관련된 업무라 현장분들과 호흡하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차량 상태를 판단하고, 적합한 주행상태

며 협력사 및 고객사와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요. 이를 차량에 반영시켜 주행 성능과
효율을 높여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ERP, MES, A-ONE 등 관련 기본사항들을 숙지 중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 직접 자재를 조회하며 시스템이 진행되는 흐름을 파악하고 있

저는 제어개발팀 내 AWD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

어요. 일을 하며 정말 많은 자재가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어개발팀인 만큼 MATLAB, SIMULINK, AutoBox 등 관련 프로그램

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의 툴과 차량 관련 지식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
만필터를 주제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현대위아의 첫 인상과 지금
현대위아의 첫 인상과 지금

현대위아의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

봐서 현대위아 공장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무하며
보니 공장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서 놀랐어요. 또 자동차 부품, 기
계, 방위사업을 하는 회사라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팀원분
들 모두 잘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차량부품생산관리팀

서병제 인턴사원

(창원근무)

서병제 인턴사원은
제조 물류에 관심이 많은 공학도입니다.
물류시스템 공학과를 전공하며
특히 제조 물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우리 회사 생산관리 직무에 딱 맞는
관심사인 만큼, 하계인턴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무로 확장하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수로 만들어주는 취미
저는 동노(동전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적

평범한 종이에 숨을 불어넣는
종이의 마술사

인턴으로 들어오기 전, 처음에는 현대위아가 공작기계를 주로 만드
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들어와서 자세히 알고 보니 차량 부품쪽
판매 비중이 더 높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열정이 넘
치시더라고요. 우리 팀원분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인드도 정말

제어개발팀

류동화 인턴사원

(의왕근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취미

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자주 노래방에 갔는데요. 특히 동전노

저는 작은 종이접기 학원을 열어 2년 간 강사를 할 만큼 종이접기

래방은 혼자 가서도 이용할 수 있어 식사 후나 집에 가기 전 잠깐

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사를 많이 다녀서 동네친구가 없었

들리기 좋아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퇴근 후에 동기들과 함께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와요. 물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엠씨더맥스’입니다!

선배님들에게 한 마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만큼 업무에 열중하고 매일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회의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류동화 인턴사원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복수전공으로 현재 조형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어릴 적부터 공학과 예술 모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 말 졸업전시를 앞두고 있는
‘예술하는 공돌이’ 인턴사원입니다.

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가 종이접기를 알려주셨던 게 시작인 것 같
아요. 종이접기는 돈도 거의 필요 없고 산접기와 골접기라는 딱 두
가지 규칙만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종이접기할 때 머
릿속으로 평면이 접히는데 공간지각능력도 좋아져서 공간지각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에게 한 마디
선배님들 모두 항상 친절하시고 재미있으셔서 덕분에 활기 차게 인
턴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커피도 사주시는
등 저를 여러모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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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여러 공장과 물류센터들을 견학하며 낙후된 모습들을

일상 속 법률이야기 14호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하루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

건물내역 등)이 기재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약해도 될까요?

가 연속되는 여름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마

에서는 위아씨가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매도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부가가치

이 글을 읽으실 때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을지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계

사실은 기억나시나요?

세 등을 미납하여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받고 해당 부동산이

도 모르겠군요. 이번에는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부동

약금 역시 계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공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가격이 실제 거

산 계약 체결 시 분쟁이 될 만한 주요 쟁점들을 말씀드릴

② 이번에는 매도인의 문제입니다. 가계약금만 받은 상

같다는 점은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낙찰되므로 전세보증금

테니, 알고 계신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세요. (사

태에서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매도인은

위아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갑구’에서 가압류, 가처분, 압

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기

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의했던 사례들입니다.)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해제하자

류 등이 등기된 것이 없는지 찾아보시고, 만일, 무언가 있다

본법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비용은

고 하는데, 위아씨는 이에 응하여야 할까요?

면 전세잔금 지급 전에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

■ 가계약금?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비슷한

다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앞설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창원에 사는 위아(43세)씨는 자녀의 중학교와 가까운 곳

제 교부받은 가계약금 500만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조건의 ‘갑구’가 깨끗한 다른 부동산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

떼일 수도 있습니다.

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였고, 인근에 부동산 사무소를

3,000만원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위아씨는 매도인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

찾아 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대금(또는 전세보증

에게 1,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인 3,000만원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의 ‘을구’를 열어 보시면, 임

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

금) 3억 정도 되는 괜찮은 집을 보여주었고 위아씨도 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3,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한 근저당권이

자고 하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결례로 비춰질 염려도 있습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먼

있겠네요.

있을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도 찾아볼 수

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인의

저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하였고, 위

이처럼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많은 법률 분쟁이 도사리고

가 있습니다. ‘을구’에 이러한 특이할 내용이 없다면 다행이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

아씨는 계약금 3,000만원 중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

있으니, 가계약금을 입금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지만,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위아씨는 전세잔금을

다(은행 또한 대출 심사를 하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요구합

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항이 더욱 중요하니 집중

지급할 때 이를 모두 말소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

니다). 특히 등기부에서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해서 읽어주세요!

다.

권을 여러 차례 설정하였거나 국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

간혹 보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이

면, 반드시 위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증명서

①그런데, 위아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식 계약
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는 임대인이 홈택스나 민원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매도인(또

위아씨는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 잔금을 지급

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니, 부담없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세요!

는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날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것인데, 이 경우 ‘전세보증

이외 계약 갱신, 임대료 지연, 중도 해지, 중개보수, 임대인

매도인(임대인)이 ‘위아씨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약

인합니다. 통상 등기부라고 하죠.

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조심하

변경, 원상회복 등의 분쟁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

할 기회를 놓쳤다’며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

지난 사보에서도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셔야 합니다.

할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

찌될까요?

더 실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정리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표제부’에는 계약하려던 부동산에 관한 사항(소재지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등기부가 깨끗하면 안심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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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남극·북극 같은 얼음지대, 물속처럼 차가운 배경의 영화를 후보로 올
렸는데 이런 영화는 대개 조난과 재난 등 극한 상황을 그린 이야기였다.
그러다 보니 장르로는 스릴러나 공포물이 다수였고 드라마 장르는 상실

with wia + 영화 속 세상

(주로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 한동안 상처나 슬픔에 대해 말
하는 영화(이런 영화의 핵심 주제는 회복이긴 하지만)를 선정한 탓에 이
번에는 꼭 밝은 영화를 소개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밝고 시원한’ 영
화를 찾아 헤매던 중 오히려 여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그런 작품이
여럿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여름은 휴식과 함께, 일상을 떠나는, 여행이
나 모험과 잘 어울리는 계절이고 거기에는 새로운 만남과 풋풋하거나
열렬했던, 혹은 풋풋해서 열렬했던 경험들이 있다. 여름 영화가 밝고 시
원한 이유는 시각적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바다, 산, 숲이 주를 이루고
파도, 비, 폭포, 세차게 흐르는 개천, 시원한 바람 따위가 화면을 적신
그중 하나로 집어든 로랑 티라르 감독의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Les
vacances du Petit Nicolas)>은 프랑스 그림동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작 ‘꼬마 니콜라’는 1950년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한 주간지에 연재
되며 유명세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삽화가 장 자크 상페
의 그림은 우리에게도 꽤 낯이 익다. 전편 <꼬마 니콜라>의 흥행에 힘입
어 2014년 개봉한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의 배경은 바다다. 초등학
생 니콜라(마테오 부와슬리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난다. 보통
아빠(카드 므라드)는 바다로, 엄마(발리에리 르메르시) 산으로 가길 원
했다. 번번이 이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지만 결과는 늘 산(진짜 산)으로
가는 쪽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로 가자는 아빠의 말에 엄마가 순
순히 동의한다. 단 전제가 있다.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장모와 함께 가
야 한다는 것. 상대가 무언가 포기하면서 내거는 조건은 아무래도 까다
롭기 마련이다.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다. 색감은 초록과 파랑, 노랑, 빨강 같은 원색으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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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어떤 영화가 좋을지 물색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 덮인 산이나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편집자로부터 이번 호에는 ‘시원한 영화’를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는데 이렇게 순탄한 여정은 어딘지 불안하다. 역시나. 한

강제 혼약 사건

부로 맞이하겠느냐는 주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하

＼

참을 달려 간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다. 니콜라 가족은

＼

고 싶지만 엄마아빠가 입을 막고 강제로 고개를 아래위

장모(도미니크 라배넌트)는 니콜라 아빠에게 어떤 존재

여차여차 목적지에 도착한다. 노란색 간판이 큼직하게

니콜라는 어른들이 농담 삼아 한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

로 흔든다.

인가. 사위를 못마땅하며 딸이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 이

붙은 작은 호텔은 바다와 숲, 하늘에 둘러싸여 있다. 그

면서 위기를 맞는다. 그 위기란 원치 않는 결혼이다. 니

니콜라는 친구들과 강제결혼을 피할 방법을 찾는다. 부

야기를 수시로 꺼낸다. 그 남자는 니콜라의 엄마가 남편

런데 예약이 뭔가 잘못됐다. 방 3개를 예약했는데 2개뿐

콜라 가족은 니콜라 아빠의 초등학교 동창 가족을 우연

모가 빈털터리라고 거짓말을 해 이자벨 부모가 결혼을

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할 뻔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

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아빠에게 니콜라는 말한다. “저

히 만난다. 그들에게는 이자벨이라는 니콜라 또래의 딸

반대하게 하거나 이자벨 가족이 묵는 방에 독사를 넣어

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완전 미남에 돈 많고 똑

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땐

이 있다. 두 가족이 합석하게 된 레스토랑에서 니콜라는

떠나버리게 하는 방법 따위가 거론된다. 아이들의 계획

똑하고 …”라는 둥 장점만 늘어놓으니 대놓고 비교하는

안 해놓고 했다고 생각해요.” 체크인을 끝내고 방으로

이자벨과 마주앉는다. 이자벨은 두 눈을 부릅뜨고 니콜

은 번번이 실패한다. 문제는 실패로 끝나 이전과 같은

꼴이다. “여전히 품위 있고 세련됐더라”고 말하는 걸 보

올라와 니콜라가 커튼을 열어젖힌 창밖으로는 작지만

라를 응시한다. 니콜라는 이런 이자벨이 무섭다(실제로

상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면 지금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인물이다. 장모의 그 남

충분히 멋진 해변이 펼쳐져 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무서운 느낌이 든다).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쳐다보는

가버린다는 것이다. 니콜라 부모와 이자벨 부모가 오해

자 이야기는 한숨으로 끝난다. 딸이 왜 이런 남자(니콜

반짝거리는 바다와 부드러워 보이는 모래밭. 해변에는

모습을 본 어른들은 “첫눈에 반했다”는 해석을 붙여버리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사이 정작 니콜라는 이자벨을 좋

라 아빠)와 결혼했느냐는 듯이. 하지만 니콜라에게는 다

호텔 외관과 같은 흰색, 노란색, 청록색으로 채색된 파라

고는 “결혼시켜야겠네”라고, 니콜라에게 청력벽력 같은

아해버리고 만다. 이자벨은 숫기가 없었던 것일 뿐 본래

정한 할머니다. 아빠가 먹지 못하게 하는 사탕을 “이게

솔이 듬성듬성 세워져 있다. 니콜라는 탄성을 지르고 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다. 니콜라는 그 말을 곧이

다정하고 재밌는 아이였다. 이자벨을 경계하던 니콜라의

마지막”이라며 얼마든지 꺼내주고, 아빠가 금지한 TV를

빠는 엄마에게 “이번 휴가는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야”

곧대로 믿어버린다.

친구들은 이자벨이 공을 뻥 차서 저 멀리로 날려버리는

“너무 오래 보진 말라”며 켜준다. 할머니가 있으면 니콜

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일수록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걸 보고는 “멋지다”고 생각했는지 일제히 호감을 보이며

라는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러니 아

니콜라는 많은 친구를 사귄다. 모두 또래 남자아이다. 호

있다. 가끔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아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제 니콜라는 이자벨과의 결혼

빠는 더 불만이다. 두 사람이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니다.

텔 주인 아들, 울보 아이, 햇빛을 즐기러 바다로 가족여

이들의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다. 니콜라에게는

을 상상한다. 이런 상황은 뭐랄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저 좀 ‘많이’ 안 맞는 편이랄까.

행을 온 아이, 셰익스피어의 고향에서 왔다는 아이, 손

마리 에드비쥬라는 여자친구가 있다. 니콜라는 예쁘고

여행지나 휴가지에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

아빠와 외할머니는 여행 초입부터 티격태격이다. 휴가길

에 잡히는 건 뭐든 먹어버리는 아이, 앞뒤 없이 우기는

새침한 애드비쥬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

한 로맨스’가 아닐까. 낯선 곳에서, 그리고 마음의 빗장

에 오른 차들로 좁은 차로가 꽉 막혀 도무지 앞으로 갈

아이. 이렇게 휴가지의 니콜라 일당이 만들어진다. 원래

데 무서운 얼굴을 한 이자벨과의 강제결혼이라니. 상상

이 풀린 상황에서 우리는 니콜라와 이자벨처럼 갑자기

줄을 모르자 할머니는 “길이 여기밖에 없었느냐”고 탓한

‘꼬마 니콜라’는 니콜라와 친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야

속 예식장에서 신랑 니콜라 옆에는 이제 애드비쥬가 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다. 아빠는 과감하게 운전대를 돌려 탁 트인 샛길로 질

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니라 이자벨이 서 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자벨은

주하며 의기양양해한다. 그 뒤를 다른 차들이 줄줄이 쫓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뜬 얼굴이다. 니콜라는 이자벨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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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간 가족

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들은 낯선 공간을 불편해 하며

＼

스스로 돌아온다.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호텔에서 가면무도회가

비로소 휴가(비일상적인 시간)가 끝나고 모든 게 제자리

열린다. 니콜라의 엄마는 귀족부인처럼 차려입었지만 아

로 돌아갈 시간이다. 아이들은 아쉬워한다. 니콜라는 “집

빠는 얼굴까지 가린 고릴라 복장이다. 감독도 똑같은 고

에 가면 매일 편지 쓸게”라고 약속하고, 이자벨은 조개

릴라 복장으로 나타난다. 엄마는 선택의 기로에 놓은 사

목걸이를 건네며 “보면서 내 생각해”라고 말한다. 아이들

람처럼 두 고릴라 사이에 서 있다. 남편이 춤추러 가자며

은 각자 부모의 차에 올라타고 창밖으로 서로에게서 눈

팔을 이끌 때 감독을 쳐다보는 엄마는 아직 고민 중인 사

을 떼지 못한다.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대개 이렇

아빠의 위기

콜라에게 엄마는 “노예처럼 비굴하게 알랑거리는 거”라

람으로 보인다. 감독은 춤추는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게 아쉽게 끝을 맺는다. 마지막이 아쉽다는 건 그 시간이

＼

고 설명한다. 아빠는 사장에게 편지를 쓸지 말지, 첫 인

는 니콜라 엄마에게 “당장 함께 떠나자”고 한다.

좋았다는 뜻이다. “이번 휴가는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

평화로운 해변에 확성기와 모터보트, 헬기 따위로 소음

사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 고민한다. 편지를 보낸 뒤에는

휴가가 끝나면 헤어져야 하는 니콜라와 이자벨은 야반

라던 니콜라 아빠의 말은 실현됐다. 니콜라는 근사한 추

과 풍파를 일으키는 이탈리아 영화감독이 나타난다. 그

답장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나머지 독설과 함께 사직

도주를 결심했다. 가면무도회로 부모들 감시가 허술해졌

억을 간직하게 됐고, 아빠와 엄마는 한결 돈독해졌다. 집

의 등장은 그저 해변의 평화를 깨는 게 아니라 니콜라 가

의사를 밝힌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버린다. 그 직후 사장

을 때 실행에 옮긴다. 보금자리로 삼은 곳은 출입금지 구

으로 돌아온 니콜라 가족은 언제 휴가를 떠났었느냐는

정의 평화를 위협한다. 감독은 “너무 시끄럽다”고 따지러

이 호텔로 감사의 전화를 걸어오지만.

역인 해변 요새다. 요새 안은 방치된 폭탄으로 가득하다.

듯 평소의 삶으로 돌아오는데, 어떨 땐 제자리로 돌아오

온 니콜라 엄마에게 반해 영화배우를 제안한다. 그동안

영화감독 초대로 간 파티에서 엄마는 배우 제안을 받는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듯 널브러진 수류탄을 상

는 결말만큼 다행인 것도 없다. W

아내, 엄마, 딸 노릇을 하며 자신의 욕망을 덮어놓고 살

다. 감독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며 니

자에 던져 넣고, 막대 수류탄으로는 못을 막고, 미사일

던 엄마는 점점 흔들린다. 감독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 영

콜라 엄마의 자질을 치켜세운다. 아빠는 아내가 위층 테

은 물고기 장식인 것처럼 선반에 올려두고, 식탁 한가운

화배우로 멋지게 사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니콜라

라스에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도 경비원들에게

데에는 자기들 몸통보다 큰 지뢰를 놓는다. 다이너마이

의 아빠는 위기를 느낀다. 휴가지에서 아내를 잃게 될 상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한다. 파티장이라는 공간은 니콜라

트를 초로 알고 불을 붙이려 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아이

황에 놓인 것이다.

엄마의 마음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감독의 감언이설

들이 남긴 편지를 뒤늦게 읽고 부랴부랴 찾아 나선다. 그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니콜라의 아빠는 휴가를 와서

에 엄마의 마음은 요동하고, 아빠는 그 마음에 접근도 하

과정에서 니콜라 아빠는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

도 가족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꾸 다른 여자에게

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내쳐진다. 이날 엄마는 날이 밝을

눈길을 주거나 추파를 던지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

때가 돼서야 호텔로 돌아온다. 먼저 돌아와 멍하니 침대

장에게 감사와 안부의 편지를 쓰는 데 골몰한다. 해변의

에 걸터앉아 있던 아빠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훔쳐본다.

여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는 니콜라의 눈에

그는 아내가 방에 들어오기 전 이미 잠들어 있던 것처럼

행복해 보인다. 아빠가 휴가지에 와서 평소보다 훨씬 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불안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 웃는다고 니콜라는 생각할 뿐이다. 니콜라의 아빠는

것이다. 그동안 아내를 뒷전에 뒀던 자신에게 그럴 자격

사장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아첨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

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쓰지만 그게 아부가 아닐 리 없다. ‘아부’의 뜻을 묻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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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끝나면

「아주 특별한 하루」는 매번 새로운 주제로 사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체험기를 전합니다.

아들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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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아빠 김상철

공작기계생산부
김상철 사우의
아들과 함께 한
목공예 체험기

나무의 결이 간직할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
* 장소협찬 : 창원 소재 텐박스공방

당연함이 특별해지려면
＼
일일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물건이 많습니다. 책상과 연필, 도
마와 냄비받침 등 일상에서 너무 흔히 스쳐 지나가는 물건들이죠. 나무가 주는 안정감은
어쩌면 그런 익숙함과 당연함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빠와 아들의 사이도 나무의 ‘당연함’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랄수록 자신을 닮아 가
학원을 오가며 바쁜 아들 주원이와의 시간이 조금 덜 당연해질 무렵, 김상철 사우는 아들
과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특유의 결과 향으로 함께 간직해줄 나무와
함께 말입니다.

얼굴 빼고 다 닮은 붕어빵 부자
＼
나무는 언제나 통일감과 안정감이 전해지는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나무야말로 타고난 특
색에 따라 가지각색의 결과를 쏟아내는 재료이죠. 나무 작품들은 저마다의 냄새, 질감, 결
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나무로 스피커와 램프를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실용적이면서 인테리어 용도로도 활용하기 좋은 우드 제품들입니다.
스피커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선물하려고 아빠가 고른 제품입니다. 별다른 전기 동
력이 없어도 층층이 깎은 나무의 밀도에 따라 소리의 증폭을 달리할 수 있죠.
“아들이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배운 적도 없는데 독학으로 익혀서 몇 년 치더니 이제는
제법 치죠. 저번에 한 번 학원을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배울 실력이 아니라고 하더
라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밴드부를 해요. 오늘 공방 오는 길에도 차에서 밴드 합주한 곡을
들려주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들은 기타 말고도 드럼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김상철 사우는 학창시
절 미술부, 댄스부로 끼를 발산해온 본인의 모습을 더욱 빼 닮은 것만 같습니다.
“얼굴은 많이 안 닮았지만 그것 빼고는 다 닮은 것 같아요. 옷 취향이 같아서 아들이 제 옷
을 자주 입고, 손재주가 좋은 것도 닮았어요. 심지어 잠꼬대 하는 것도 똑같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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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들의 모습에서 당연함을, 그러다 문득 대견함을 느낍니다. 어느덧 열여덟. 학교와

삼각형 같은 우리 가족
＼

오늘의 목공예, 한번 알아가볼까요?

목공체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결과물의 품질을 가장 좌우하는 작업은

우드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나무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포질’입니다. 목재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가공하면서 사포 자국이 남지 않

일반적으로 나무는 밀도와 강도에 따라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로 나뉩니다. 우드램프의 경우

게 꼼꼼히 작업해줘야 완성한 후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매우 집

나무의 밀도에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결이 좋고 가공하기 편한 나무를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중하는 두 부자의 모습이 영락없이 똑 닮았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아들 주원 군이 사용한 나무는 소프트우드 계열의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습

“사실 아들과는 요즘 시간을 많이 못 가졌어요. 아들 아래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기에 강하고 가공하기 좋아 조명용 목재로 딱입니다.

그 중 하나는 이제 겨우 다섯 살이 된 막둥이죠. 보통 아들은 학교, 학원 다녀오면 밤

한편, 무동력 핸드폰 우드스피커의 경우 나무의 밀도에 따라 소리의 증폭 정도가 달라지기 때

늦은 시간이 되니까, 제가 퇴근하고서는 거의 막둥이하고만 시간을 보내곤 해요. 오랜

문에 하드우드 계열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밀도가 높을수록 증폭이 커지기 때문이죠.

만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 보니 앞으로 더 자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 김상철 사우는 소나무 계열의 라디에이트 파인을 사용했습니다. 하드우드 중에서 강도가

주원 군은 여동생 둘에게도 의젓한 오빠입니다.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 궂은 일도 솔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밀도가 높아 음의 증폭에 용이한 나무 종류에요.

선수범하고, 본인의 진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죠. 사실 요즘 부모님은 16살 둘째
딸의 사춘기에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아들 주원 군은 ‘삼각형’

무동력 스마트폰 우드스피커

이란 비유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긴 하지만 삼각형 같아요. 삼각형은 한 점이 나머지 꼭지점들
과 다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제가 엄마를 닮았고, 여동생이 아빠를 닮았는
데, 다시 엄마가 여동생과 닮아있고 하면서 다들 섞여있어요. 또 삼각형은 다 맞닿아
있다 보니 모두를 지킬 수 있단 의미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많이 싸울 수 있더라도 속
1.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 스피커 위치에 맞게 소리골을 설계하고 밴드쏘로 따낸다.
2. 타공된 구멍이나 모서리 부분의 보풀을 사포로 갈아 낸다.
3. 구멍 크기의 순서대로 목공본드를 붙여 고정한다.

추억까지 나무 결에 담다

4. 본드가 마른 후 스피커 형태가 완성되면 120방의 거친 사포로 1차 샌딩을 한다.
거친 부분을 평평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

5. 1차 샌딩이 끝나면 220방의 고운 사포로 2차 샌딩을 한다.

어느덧 우드 제품의 모양이 잡히자, 레이저로 원하는 문구를 새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6. 2차 샌딩이 끝나면 320방의 아주 고운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들 주원 군은 좋아하는 기타 브랜드의 이름을, 아빠는 오늘 함께 못 온 아내를 생각

7. 샌딩작업이 끝나면 바니쉬를 칠해 코팅을 하면 완성!

해 아내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 사이에 하트 표시를 넣어 새깁니다.
“아들 4살 때 사보 인터뷰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아들은 기억도 못 하는 예전 일이
지만, 오늘 이렇게 참여하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오늘 이 시간도 나중에 이 작품

우드램프

들을 보고 또 사보 나온 것 보면서 또 추억하는 날이 생기겠죠. 뿌듯합니다.”
문구를 새긴 후에는 ‘바니쉬’ 칠을 하며 목공예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바
니쉬 칠은 쉽게 말해 나무 제품에 코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커피를 떨어뜨려도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을 해 얼룩을 방지하죠. 꼼꼼히 코팅까지 마무리하자 드디어 둘
만의 특별한 우드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부모님과 서로 시간도 잘 안 맞아 말도 자주 섞지 못했었어요.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기념일 같은 때에 선물도 챙겨드리지 못해 죄

1. 먼저 디자인 형태를 정한다.
2. 소켓, 전원 선, 스위치 선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다.

송하단 말을 하고 싶어요.” (아들 김주원 군)

3. 디자인된 형태에 따라 모서리를 갈아 낸다.

아들 주원 군은 평소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통해 끝까지 의젓한 생각과 마음

4. 180방, 220방, 320방 순으로 곱게 샌딩을 한다.

을 보이며 오늘 아빠와의 특별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나무는 결 속에 세월을 품는다

5. 샌딩이 끝나면 오일칠을 한다. 오일은 표면 결을 살리고 나무의 변형을 막는 역할을 한다.

고 합니다. 나무의 결과 빛깔에서 품어온 세월을 느끼듯이, 둘만의 우드 작품을 보면

6. 오일 작업이 끝나면 조명 부품을 조립한다.

함께 한 오늘의 추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무가 단단하게 고유의 결을 지키듯, 부자
도 앞으로의 삶에서 서로에게 든든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W

등과 스위치, 전원선 등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7. 조립이 끝나면 전구를 꽂아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불이 들어오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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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서로 지켜주는 마음이 큰 그런 관계 같아요.” (아들 김주원 군)

CSR
1%기적

우리는 퇴근할 때에도, 심지어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그래도 집이 최고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몸
과 마음이 편안한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행복할 때에도, 고단할 때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아주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조차 노
인과 장애인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집안의 가구나 구조
등 작은 장애물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방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되기도 하고 화
장실을 이용하려 다리를 구부리는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우리 회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경남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 노인/장
애인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금은 문턱을 제거하거나 화장실에 안전손
잡이를 설치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가정의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
다. 또한 주택의 개보수에는 경남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
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선삭기설계팀 김윤창 연구원과 김동영 연구원이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월 소외된 이웃을 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
니다. 또한 경남자활센터 박일현 센터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경남자활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
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자활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저소득층 이웃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많
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임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이루어진 1%
기적!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을 꿈꾸는 저소득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선
물해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을 위한 1% 기적에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 드립니다! W

42+43

with wia + HAPPY TOGETHER

저소득 장애인/노인 가정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장벽 없는 동행
무(無)장애 여행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01. 구포 무(無)장애숲길

03. 북서울 꿈의 숲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 무장애숲길은 백양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은

산 자락의 범방산 정상까지 오르는 2km의

서울에서 4번째로 큰 공원입니다. 숲 내

구간을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에 미술관과 사슴 방사장이 있어 남녀노

등 누구나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

소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숲의 전망대에

의 데크로드로 조성한 곳입니다. 장애물이

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수직

없어 시각장애인들도 마음 편히 산책로로

형 리프트가 있어 누구나 북한산과 도봉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전 구간의 경사

산, 수락산의 자연경관을 한 눈에 볼 수

도가 8% 미만이라고 하니 휠체어와 유모차

있습니다. 자전거가 취미인 분들께는 자

도 문제 없죠.

전거 전용 도로도 따로 있다는 점을 알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 북구 공식 홈페이지

려드려요!
자료출처 : 북서울 꿈의 숲 공식 홈페이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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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바로 장마입니다. 우리는 장마철 계속되는 비와 습
기로 생활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
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위, 장마, 폭설 등 날씨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집을 미리 대비하고 개선합니다. 이것
은 비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거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공간들은 대부
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이 힘겹게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죠. 우리
는 이러한 현실에 익숙해지지 말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 아
이들과도, 나이 드신 부모님과도 무리 없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일명 ‘무(無)장애 여행지’! 모두를 위한 배려가 깃든 공간
을 소개합니다.

02. 삼사해상산책로
경북 영덕에 있는 삼사해상공원에서 자
동차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삼사해상
산책로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해상산책로는 입구에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를 타도 충분히 바다 위를
거닐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신재생에
너지관과 어촌민속전시관도 함께 추천
드립니다. 영덕에 가신다면 이런 관광지
들이 포함된 블루로드를 완주해 메달도
받아보세요!
자료출처 : 영덕관광포털 홈페이지

Culture
Cookie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쳤을 사우 여러분들에게 따뜻
한 위로가 되어줄 문화를 소개합니다.
문화쿠키가 건네는 한 줄 메시지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기대합니다.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김초엽 저, 허블

“어제보다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전 세대를 관통하는 성장스토리!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5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맏형 동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욱, 그리고 그런 형에게서 탈출하고 싶었던 두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 형

바이오센서를 만드는 과학도에서 이젠 소설을 쓰는 작가 김초엽!

제의 따뜻한 사랑을 그려낸 뮤지컬 ‘사비타’를 통해 위로가 되고 웃음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또한, 영웅이나 롤모델이 반드시 ‘금메달
리스트’일 필요는 없다고 소설을 통해 말한다.

- 2019.07.12 ~ 2019.09.29
- 공연장소 : 예술극장 나무와 물
-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뮤지컬] 벤허

대신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에서 각자의 삶을
일궈나가는 광경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닮은 듯 다른 제 각각의 일곱 가
지 세계를 함께 만나보세요.

[자기계발]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 글배우 저, 21세기북스

"자신만의 무대를 만드세요."

“당신이 만든 행복이 주위를 감쌀 것입니다.”

무대 위에 펼쳐진 마지막 질주!

단단한 나로 만들어줄 진심 어린 조언

명망 높은 유대의 귀족 벤허는 로마의 장교가 되어 돌아온 친구 메셀라로

우리는 무너진 자존감, 상처받은 마음 등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들

인해 하루 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이후 생사의 위기를 극복한 벤

이 많다. 그 고민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걱정의 화살이 나에게로

허는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메셀라와 전차경주장의 출발선 앞에 나란히

향한 나머지 결국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고 자책하게 만든다.

서게 된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희망과 사랑을 찾아 나가는 그의

단단한 나로 만들어줄 작가 글배우의 마음 수업을 지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보세요.
- 2019.07.30 ~ 2019.10.13
- 공연장소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구, 삼성전자홀)
- 관람연령 : 만 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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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부문 협력사 품질 세미나 개최

강소법인 직원 의료보건 상담활동 펼쳐

강소법인 관리능력 강화교육 시행

지난 7월 29일, 중국 장가항시 의료보건기구의 직원 10여

지난 7월 10일, 강소법인은 대강당에서 사원 직급 관리직

명이 강소법인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상

을 대상으로 관리능력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업무 개념 및

담활동을 전개했다. ‘건강한 회사생활을 보내다’란 주제로

태도를 주제로 7가지 구체적인 교육사항을 전달했다. 주

지난 7월 23일, 구동 및 등속 부문 19년도 상반기 ‘협력사 품질 세미나’가 열

열린 이번 행사는 건강상식 강의, “3고(高)(높은 생산•높

로 업무의 의미, 특성, 기업에서 직원들의 역할, 직장 내

렸다. 우리 회사 품질본부 차량부품품질실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은 품질•높은 능률)” 강연, 혈액형 검사, 한방약 치료 등

인간관계, 근무 중 태도, 상사 관계, 잘못된 대표 근무태도

PTU, ATC 및 e-LSD, CVJ 생산업체 총 50개사 중역들과 QC부문 담당자들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강소법인은 직원들의 건강

유형에 대한 강연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 중 한 명은

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상반기 품질 실적 발표로 시작해 하반기 강화방안 모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일터를 지원하고자 이번

“오늘 업무 교육을 통해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소양을 제

색, 품질 문제 실패사례 공유, 상반기 품질혁신 테마 추진현황 공유로 이어졌

행사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직원 건강 및 복지 지원을 위

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 우리 회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품 협력사에 품질 교육 기회를 제공하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 품질 문제 예방과 안정화 추진을 모색했다.

Suppliers Quality Seminar on Automobile Parts
On July 23, a 'partner quality seminar' was held in the first half of
19 years in the driving and constant velocity sectors. A total of 50
executives from PTU, ATC and e-LSD, CVJ producers, and QC sector
representatives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organized by the head
of the automobile parts quality division of HYUNDAI WIA. The seminar
started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first-half quality performance,
followed by the search for ways to strengthen it in the second half,
sharing cases of failure in quality issues, and sharing the status of the
promotion of quality innovation theme. Through this seminar, HYUNDAI
WIA provided quality education opportunities to parts suppliers, and
sought to prevent and stabilize quality problems.

江苏法人开展职工医疗保健咨询活动

江苏法人开展管理能力强化教育

7月29日，张家港市健康促进中心组织数10名医疗卫生

7月10日，江苏法人在大礼堂开展了管理能力强化教育。

机构工作人员来到江苏法人开展“送健康，进企业”活

针对社员级管理职工作观念及态度这个主题详细展开，

动，为企业员工送去了健康讲座，“三高”检测，血型

主讲了工作的意义；工作的特性；员工在企业中的角

检测，中药理疗等多个健康“大礼包”。在检查现场，

色；工作中的人际关系；工作中的自我要求；工作中与

员工们积极的向专业人员咨询健康问题，活动开展的十

上司的工作关系；员工常有的错误工作观念与态度这7个

分成功，获得了员工们的一致好评。

内容，让员工将自己的工作实际和理论知识结合起来，
在实际工作中提高业务管理能力。参加教育者说道：公
司能开展此类业务教育，对于员工的职业素养提高有非
常大的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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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사내 축구대회 개최

멕시코법인 팀 리더 역량 향상 교육 시행

산동법인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사 축구

멕시코법인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에

대회를 열었다. 여러 부서가 고루 섞여 선발된 선수들로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의 조장 직급 대상으로 ‘팀 리

구성된 4팀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선수로 뛰지 않은 임직

더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조장 1년차인 30명의 교

산동법인은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오전 시간을 활용해 도시 교통환경

원들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친선 경쟁의 분위기를 고

육 대상자들은 역할 정립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개선활동을 전개했다. 일조시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활동은

조시켰다. 최종 우승의 영광은 영업 및 지원 부서 선수들

팀워크 강화 및 리더십 교육 등 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스

차량이 특히 많은 도로와 무단횡단 발생빈도가 많은 구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로 구성된 팀이 얻었다. 임직원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소

킬을 습득했다. 총 24시간 교육 이수를 완료한 직원들은

산동법인은 많은 시민들이 교통지식 습득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속감이 생기고 동료들간 정이 더욱 끈끈해졌다"며, "직원

업무 성과 창출에 대해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이날 참가한 직원은 "오늘 하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소

멕시코법인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일조시 교통 환경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며, "일조시를 대표

감을 밝혔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사내 교류활동을 적극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하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적으로 지원하며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도우며 애사심 향

말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익활동 전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with wia + News

산동법인 도시 교통환경 개선활동 전개

기여할 계획이다.

山东法人举行夏季足球比赛
山东法人开展交通引导志愿者活动

为丰富公司员工业余文化生活，展现公司员工积极向

助力城市建设，树立企业优质形象。山东法人于7月22日至26日，每天上午组

上、勇于拼搏的精神面貌，6月19日至7月24日，山东法

织开展志愿者交通引导活动，为创建全国文明城市，做出企业应有的贡献。参

人应广大员工要求开展了夏季足球比赛。本次比赛有四

加此次活动的志愿者表示：“我们不会仅仅停留于此次活动，今后我们将会继

个代表队，分别是发动机生产室、轻合金生产室、品质

续关注并遵守交通秩序。作为山东省、日照市的龙头企业，我们公司将在环境

室、生管营业支援部署参加，比赛期间众选手赛出了热

保护及社会公益事业方面不遗余力。”

情，赛出了友谊。

公司志愿者协会一直是社会公益活动的先锋军，今后我们也将继续努力，积极

激烈角逐后，生管营业支援部署最终获得了本届夏季足

开展社会公益活动，为地区社会经济发展贡献我们的一份力量。

球大赛的冠军。此次比赛，场上队员个个精神抖擞，场
下双方啦啦队员热情高涨，充分发扬拼搏奋进的体育精
神，既展示了精彩的球技，又赛出了友谊。今后，山东
法人将持续开展丰富的活动，提高员工的士气的信心，
奋发向前，为打造一流工厂而努力。

HYUNDAI WIA MEXICO implemented
Team Leader Training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Team Leader
Skills Improvement Training" for three weeks from
July 20 to August 3 on a daily basis on Saturdays.
In the first year of the promotion, the 30 students
have acquired the skills necessary for team
operation, such as establishing role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strengthening teamwork and
training in leadership. Having completed a total of
24 hours of training, employees had the opportunity
to renew their commitment to achieving their work
performance. HYUNDAI WIA MEXICO plans to
continue its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nhance quality through continued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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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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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연구원

이번 달 사보를 읽고

- 특수개발팀 박주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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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기획팀 조지호 과장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창의상

섬세상

노력상

꼼꼼상

공작기계생산관리팀 김병필 과장

차량부품보전부 윤정효 과장

등속생산부 정연석 대리

선행생산기술팀 소진호 과장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쌍둥이 자매의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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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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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