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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선택은 늘 중요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인조 14년인 병자

는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는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년 음력 12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양력으로는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

하옵니다”라고 외칩니다. '죽어서도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도 그랬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인 동시에, 현실과 이상의 전쟁이 벌어진 때였죠. 바로 병자호란(丙子胡亂)입니다.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의 선상에서, 최명길도 김상헌도 임금도 지금의 우리도 고민할 수밖에

청나라와 조선의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조선의 궁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나라는 삽시간에 조선의 북쪽을 장악했

없습니다.

고, 왕과 신하들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립된 조선의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을 붙

<남한산성>을 쓴 김훈 작가는 소설 출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차에서 우연히 만납니

들고, 남쪽의 동료들이 힘을 모아 청나라를 몰아낼 수 있도록 버티고 또 버틸 것인지, 아니면 청나라에 머리를 조아릴 지

다. 김 전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묻죠. “김상헌과 최명길, 둘 중 어느 편이시오?”라고요. 김

였죠. 전자가 이상이라면, 후자는 현실입니다. 이는 주화(主和)파인 최명길과, 척화(斥和)파인 김상헌의 대립으로 극명히

훈이 “글을 쓰는 작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김 전 대통령은 “나는 최명길을 긍

드러납니다. 이들의 설전(舌戰)은 매우 극적이어서 <남한산성>이라는 소설과 영화로 재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정하오. 이건 김상헌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과의 친화를 주장하는 최명길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조선의 군력으로는 도저히 청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익히

여러분은 최명길의 길과 김상헌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긍정하시나요. 현실과 이상 속에서

알고, “살기 위해 길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설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은 “눈 앞의 치욕은 견딜 수 있고 영원한 죽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요. 어느덧 9월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의 계획

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임금에게 고합니다.

을 짜기 시작하는 때죠. 현실과 이상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줄타기를 하고 계신가요.

반면 김상헌은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 대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명분입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도 자존심을 굽히

어떤 방향이든 후회 없는 선택과 결과이길 응원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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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엔진품질1팀 검사1반

우리의 엔진은
여기서 시작됐다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심윤종 반장 평택 엔진품질1팀 검사1반에서 12명의 반원들과 일하고 있는 심윤종 반장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카파엔진’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널리 알려져 있기로 ‘모닝’ 차종 엔진이라고 하
죠. 2005년 우리 회사에 엔진 TFT가 구성되면서 그룹 부품사에서도 처음으로 엔진 생산을 시작했어
요. 엔진사업 초기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포터, 봉고 수출용 차량에 탑재되는 디젤엔진 공급으로 기본
기를 다졌죠. 그 다음 ‘입실론’ 차종 엔진 조립만 담당하다가, ‘모닝’ 차종 엔진 개발까지 맡게 된 거
에요. 현재는 카파엔진 연 32만대 정도 생산품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파엔진은 꼭 모
닝에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수출용으로는 i20, 레이, 프라이드 등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심윤종 반장 우선 품질 검사 1반은 2개 조로 나뉩니다. 이경식 조장이 담당하는 한 쪽은 외주 조립
품의 검사를 담당하고 이홍규 조장이 담당하는 한 쪽은 우리 현장에서 가공한 3C (cylinder block,
cylinder head, crank shaft) 품목을 담당해요. 또 ‘내구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끝까지 엑셀을 밟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엔진의 어디에 이상이 생기는지 300시간을 검사하는 과정이죠. 시험결과를
전달 받으면 이와 관련된 부품소모나 내구성 관련 부분을 우리 반에서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판단합
니다.
ISIR관리를 합니다. ISIR은 'Initial Sample Inspection Report'의 약자로 초도품 검사 결과보고서를 뜻
해요. 처음 개발했거나 설계가 변경됐을 때 각 단계마다 품질 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설계전반의 오
류를 검증하는 보고서이죠. 완성차에서 나온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리포트가 맞는지
검증하고 승인하는 과정이에요.
심윤종 반장 가공 파트에는 3C별로 라인이 구성돼있기 때문에 품질 담당이 각 라인을 순회해요. 기
종이 교환되거나 불량 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가져와 3차원 측정기에서 확인합니다. 위치가
어디로 벗어났는지, 이에 대한 치수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하죠. 이 결과를 현장 생산 쪽과
이야기해서 꾸준히 개선합니다.

엔진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이경식 조장 품질이죠. 일단 가공 자체가 고객한테 우리가 만든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품질이 나쁘
면 다시 찾지 않잖아요. 정석인 것 같아요. 제품의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맞추는
지도 기술력을 좌우하고, 그 기술력이 남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엔진 품질업무의 특수성이 무엇일까요
이경식 조장 예를 들어 창문이 오토로 내려가는 것에 불량이 난다고 하면 불편할 순 있지만 인명사
고가 나긴 어렵잖아요. 엔진에서는 20원짜리 부품 하나가 빠져도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량이 아주 치명적이고, 품질 검증이 더 중요하죠. 대량생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하나 꼼꼼히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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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조장 외주 조립 파트에서는 협력사로부터 엔진 관련 부품이 들어오면 수입검사, 부품 관련

엔진 품질을 담당하며 특히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심윤종 반장 2005년 엔진TFT가 꾸려지기 전에는 반월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엔진TFT가 구성되면서 ‘우리가 엔진까지 하는구나’하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처음이기 때문
에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그에 맞춰 온 반원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키워왔어요. 우리가 만든 엔진이 국내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이 되는 상황이
되었죠. 우리 회사만 해도 엔진 생산을 중국 산동법인, 서산에서도 하지만 뿌리는 이곳, 평택
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반의 자랑거리를 말해주세요
심윤종 반장 신구의 조화라고 할까요? 2010년까지만 해도 89년 입사자가 마지막이었어요.
2010년부터 85년 이후 출생 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마치 천연기념물 보는
것 같더라고요(웃음) 젊은 인원이 5명까지 늘어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신구 조합 비율이
잘 맞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더 좋잖아요. 서로 화합하다 보니 좋은 점이 많
고요. 속초, 강릉, 제주 등등 1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갑니다. 최근엔 여수를 다녀왔죠. 젊은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배들을 위해 배려도 많이 해줘요. 이런 반 분위기 덕에 현

반원들의 특징이 있나요
심윤종 반장 젊은 인원들 빼고는 엔진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들이 쌓여 숙련되어있다
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능력 있는 조장 두 분 덕에 제가 쉽게 가고 있습니다(웃음). 특히 이경
식 조장은 현대로템으로 입사해서 지금 엔진 검사 업무까지 기계 분야에서는 37년이 된 전문
가에요. 또 이홍규 조장은 얼마 전까지 분회장도 했어요. 잔업을 피할 수 없는 반이라 주말에
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서서 출근할 정도로 일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반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생산물량 많다 보니 품질검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런데도 반
원들이 이해하고 다들 열심을 내주고 있어요.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윤종 반장 매일 아침 조회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치지 말고 안전을 항상
신경쓰기. 불량 나는지, 안 나는지 항상 순회를 하잖아요.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설비에 끼이
거나 하는 사고가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
겠어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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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다른 반들도 우리 반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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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강소법인

주재원의 삶

가까운 듯 먼 동료가 있죠. 바로 ‘주재원’
들입니다. 업무상 연락은 자주 하고 지내
지만, 만나기는 참 어려운 동료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멕시코, 인도 등 해외
생산법인과 유럽, 미주 등 판매거점, 유
럽과 미국의 연구센터까지 각 대륙에 걸
쳐 무려 17개의 해외 사업장을 갖고 있
는데요. 타지에서 ‘현대위아’를 대표하며
일하는 주재원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하
는 사우들이 많습니다. 본사의 목표와 현
지 상황과의 조율, 그 사이를 오가며 폭
넓은 업무 경험을 쌓아가는 주재원의 삶.
막연한 로망과 현실 사이 그 어느 지점
의 생생한 이야기를 강소법인 공작생산
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정기창 차
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강소법인 주재원으로 일한 지 1년 8개월 되었다고 들었어요.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한국 본사에 있을 때는 공작기계생산기술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강소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죠. 강소법인에서는 공작생산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공작생산부는 생산, 생산기
술, 생산관리, 자재과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과 업무들을 전부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업에서 따오는 수주를 기본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공정
은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등을 계획 세웁니다. 또 생산을 진행하면서 적정한 재고 양을 판단
하고, 장기적으로 쌓아두거나 지속 반복되는 악성 재고들은 제거하려는 수익성 개선업무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본사와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주고, 신기종, 투자와 같
은 본사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강소법인 공작기계에 적용시키는 업
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 안전, 설비보전, 노무 관리 등
의 업무도 겸합니다. 강소법인의 공작기계 부문 주재원은 딱 고

주재원이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업무역량은 무엇일까요
우선 본사와 현지 공장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직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
겠죠? 현지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려하며,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
속에서 회사의 정책과 발전 방향에 맞게 함께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죠.
업무역량으로는 외국어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공
작생산부의 경우에도 4개과가 있기 때문에 공작기계의 다양한 분야를 접한 경험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유
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지난 8월 10일 중국 이재민 1300만명이 발생한 강력 태풍 ‘레끼마’가 강소
법인에도 들이닥쳤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공작기계 1공장 내부 천
장에 있던 우수관이 터지면서 공장 내부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
니다. 당시 휴가기간의 토요일이어서 당직 근무자 외에는 인원
이 없던 터라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급하게 현장 반장에게 전

정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화해 회사 근처에 있는 사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갑작스런

때문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웃음).

연락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현장 사우들이 출근해 빠른
속도로 공장 내부의 빗물을 정리하면서 큰 피해 없이 마

주재원에 지원한 계기가 무엇이었으며, 주재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

리고 수습하던 사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생각납니

2002년 입사해 꽤 긴 기간 동안 공작기계생산기술, 특수

다.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고마운 마음을 감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생산기술 업무만 15년

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 하다 보니 좀더 폭넓고 다양한 업무 경력을 쌓고 싶
어 지원하게 되었죠. 주재원이 되기 위한 별도 기준은 기

주재원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적으로 인사평가 점수가 최근 2년간 “B”이상이고 징계와

먼저 주특기 업무 하나는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익히되 다양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해당 주재국의 관련 업

한 업무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공장

무에 대해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JRC 3급 이상을 획득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다양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
고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최적의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

중국 현지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대체적으로 입사와 이직이 자유롭게 이뤄져요.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
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대화와 관심으로 국경과 직급을 떠나 ‘펑요우(친구)’로 다가가기 위해 애
쓰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신기종 개발이 늘어나 생산업무에 더해 개발업무가 많은데 한국의 연구소, 생산기
술, 품질 부문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재원의 장점을 소개해주세요
강소법인 공작생산부 주재원의 경우에는 업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공장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넘어서 생산과정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중국어를 사용해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어 실력이 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외국 생활과 교육의 기회가 주
어지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에요.

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업무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업
무 경험을 쌓아 준비하는 것이 좋죠. 또한 평소에 어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통역하는 사우들이 있더라도 직접
현지 사우들과 대화하고 보고서 내용을 직접 이해한 후,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은 통역
을 거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먼저 강소법인 공작기계 공장을 생산성이 높고, 수익이 되는 공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경기
가 좋지 않지만, 이때가 공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다시 성장세가 올 때를 대비해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어학수준을 높이고 싶어요. 기본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준 높은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수준 높은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싶죠. 마지막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므로 법인장님을 비롯해 저와 가족, 주재원과 가족들, 모든 사우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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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할 수 있었죠.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바지 걷어 올

상사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는다.
팀장이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하지 않는다.
회식이 생기면 선약을 취소한다.

사실 그 어떤 조직도 이런 것들을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지켜집니다. 그리곤 정작 원칙은 무엇인지 기억조차 못 합니
다. 우리 주변에는 원칙도 아닌데 눈치껏 지켜야 하는 것이
정말 많고요. 이렇다보니 당연히 회사생활이 자율적이지 않
고, 하루 종일 눈치만 보다가 끝납니다. 원칙 하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눈치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갖춘 조직이란, 원칙을 느슨하게 지켜
도 되는 곳이 아니라, 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원칙이 아닌 부

자율적인 조직문화로 유명한 한 회사에서 정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대충 지켜도 되는

보고 의문을 제기했죠. “자율적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강압적이고 딱딱한 것 같다”라

곳은 회사가 아니라 동아리죠(사실 동아리도 대충 지켰다간

고. 9시 1분은 9시가 아니라니. 1분도 허락하지 않는 이 엄격함은 그동안 이 회사가 보여

온갖 불상사가 생깁니다).

준 부드러운 분위기와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
“우리 조직은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딱
딱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칙이 엄
격한 팀을 자율적이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자율적인 조직은 오히려 원칙을 더 엄
격하게 지킵니다. 9시와 9시 1분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원
칙’과 ‘눈치’를 구분하고, 눈치로 지키는 것들을 없애면, 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함께 생각해봅시다. 우리 조직의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

원칙을 더욱 바로 정립하면 우리는 자율적 조직문화에 다가

세요. 어때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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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실제로는 명문화 된 원칙보다도 훨씬 더 칼 같이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공장!

현대위아 최서단,
서산을 찾았다.

서산은 현대위아 주 사업분야인 자
동차 엔진 전문 생산 공장으로, 캐
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
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
업장인 만큼, 실제로 만나본 구성
원들의 눈빛은 빛났고 목소리는 자
신감으로 가득 찼다.
하늘을 찌르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만큼 조직문화의 변화도 진행 중임
을 체감할 수 있었다. 모든 구성원
잘 알고 있었다. 아직 나아갈 길은
남았지만, 방향을 찾은 그들이 더
이상 헤메지는 않을 것 같다.

모든 구성원이 프로의식을 갖고 일할 때 올바른 조직문화가 완성된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까지 무조건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지났다며 퇴근
하는 건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봐요. 모두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

엔진생산기술팀장
이봉호 부장

엔진생산관리팀장
권영갑 차장

지난 7월 팀장으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조직문화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숙제네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직문화의 지향점은 결국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달성이라고 생각해요. 조

고 일한다면 조직문화 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업무로 팀장 대 팀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

효율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리더는 업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죠. 팀장을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고요.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빨리 인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윗사람이 어
려우니 이야기하기 부담스럽고,
혹은 어떤 추가적인 과제가 내려올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
하고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

적으로 믿음직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죠.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 팀장은 사람이 좋다’는 말을 듣는 리더가 조직의 문화를
올바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의 공통된 목표와 상호 간의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조직
문화 다양성을 소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성은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빼놓을 수 없죠. 팀장은 업무를 정확히 파
악하고 특정 인원에게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성과 또한 최대한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적절

계가 형성되면 팀원들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

한 보상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올바른 위계질서가 쌓이고 신뢰가 증진될 거예요. 팀

원에서 근무할 때 팀원들과 ‘사진’이라는 공통의 취미생활을 가진 적이 있었어

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진을 보여주고 평가를 했고,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팀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필요하지만, 팀원들에게는 시간이

했죠. 부장과 사원 간에도 전혀 거리감 없이 같은 취미생활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간혹 성과가 급해서 팀원들을 다그치곤 하는데, 팀원들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뤄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서산에서 시행된 After Work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팀장은 어느 정도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진행상황을

Class 드론교육에 참가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팀장과 팀원이 아닌,

수시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팀원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똑같은 수강생의 신분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배우고 같은 초보자의 입장에

여유를 줘야 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되고자 하는 모습, 가지고 갈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건 기분 좋은 경험이겠죠.

어느 정도 방향을 찾은 것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조직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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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필요성을

엔진생산기술팀
명순관 대리

어느덧 팀에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아졌어요. 항상 막내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중간까지 올라와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선배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후배로서의 마음가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바른 조직문화
그리고 다짐!

엔진생산관리팀
이욱재 사원

입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차 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으면서 날로
조직문화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 팀만 봐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다른
팀들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사원이지만 단순히 야근을 안 하는 것만이 조직문

우선 선배로서, 후배들이 ‘마음의 짐’을 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 마음의

화 개선이 아니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바쁠 땐 모두가 함께 으샤으샤하

짐이란 건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뭐 했어’, ‘이거 했어’ 같은... 물론 체

며 함께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끝냈을 때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것

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잦은 간섭과 즉각적인 확답을 요구하는 건 필

이 올바른 조직문화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하게 업

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후배들을 포용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무가 분배되어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후배들도 잦은 체크가 없도록 믿음을 주는게 중요하다

합니다.

고 생각합니다.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은 제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후배들은 항상 솔직하고 정직해야 해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마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사수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해요. 윗분들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밖에

나아가 팀의 부담도 줄지 않을까 싶어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

없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보다 편하게 대할 수 있죠. 요즘 상사들도 바꾸기

레 분위기도 부드러워질 것이라 봅니다.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이렇게 역량을 쌓아 후배가 우리 팀에 오게 된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

리고 불만이 생기거나 제안할 것이 있을 때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는 역할도 하고 싶어요. 고민이 무엇인지 묻고, 소통하고... 사람이 좋고, 팀이 좋

이야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얘가 왜 이런 얘기

으면, 일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힘이 생길

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차이'를 없애고 가까워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W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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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의 9시에서
들어본,

TOP3를 소개합니다

남성

블레이저 재킷

블레이저 재킷

12.29%

11.26%
가디건
트렌치코트

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패션은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하죠. 곧 '패션의 계절'이라는 가을이 다가
옵니다. 우리 회사도 상시 자율복장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별 생각 없이 집던 회사 유니폼 대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생겼죠. 매너 있는 직장인이 되고 싶은
사우들이라면 패션에 더욱 신경쓰기 마련인데요. 현대위아
사우들은 상시 자율복장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사우들이 고른 ‘나도 좋고 동료들도
좋은 베스트 출근복장’ 함께 보시죠!

13.74% 아우터

39.84%

티셔츠
(카라,V넥, U넥 등)

14.64%
남방, 셔츠
맨투맨티

21.55%

상의

패션 선호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2019-08-26 ~ 2019-09-03
응답자 : 373명

사람마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화
된 옷을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이
런 설문조사 자체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자율복장 제도의 '자율'
이라는 단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43.09%

청바지

26.11%

면바지

하의

우리 회사 자율복장 제도는 어떤가요?

39.44%

슬랙스

기타의견
- 현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바지는 사복, 상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
활동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아직 변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34.05%
3.49%
매일 아침 고민돼요!

26.39%

62.47%
사복이든, 유니폼이든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 좋아요.

-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곳도 있지만 아직
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니커즈

26.39%

- 현장을 수시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복장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 공장 근무시 근무복을 와이셔츠가 아닌 조끼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와이셔츠 입고 작업장 가는 것은
더욱 안전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 공장 유관 부서에서는 회사 유니폼이 아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퍼/단화

신발
런닝화 등 운동화

26.67%

42.5%

가디건

36.21%
트렌치코트

시계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패션인 것 같아요! 때와 장소에
맞는 액세서리는 패션의 완성!

아우터

32.56%

티셔츠(카라,
V넥, U넥 등)

12.42%

블라우스

36.21%
상의

남방,셔츠

TPO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의 계절!
가을 출근복장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성

16.99%

면바지
청바지

22.62%

25.9%
하의

복장자율화가 무분별함을 의미하
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
거나 너무 느슨하게 보이는 복장
은 출퇴근 복장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정, 깔끔한 인상
을 주며 편안한 복장이 좋지 않을
까요?

슬랙스

24.9%
스니커즈

17.53%
로퍼/단화
플랫슈즈

신발

20.13%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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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봐
해
나처럼
!
게
렇
이

가을철 출근패션을 추천해주세요!

현대위아 사우들이 고른
가을철 출근복장
깔끔하고 편안하게! 데일리

Best

강남을 주름잡았던
김정진 대리가 제안하는,

남성

여성
트렌치코트

가디건
티셔츠

티셔츠

's
리
대
진
김정

Pick

의 경계,
을
가
과
'여름
스타일링'
는
내
보
을
금
불
뉴요커도 두손 두발 다 든.
의왕연구소 16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스타일링을 근사하게 선보이는 패셔니스타를 본 적이 있을 것이
다. 무심코 그의 뒤를 따라 가다보면 마치 압구정 도산공원의 핫플레이스
를 거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해외 바이어들과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
는 스타일링에 힘을 더한다. 그의 곁에 있으면 뉴욕의 소호거리를 온 몸
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전언도.

청바지
면바지

"전 절대 유행을 쫓지 않고, 항상 남들과
다르게 입으려 노력하죠"
이게 바로 클론으로 넘쳐나는 길거리에서, 그만의 창의적인 세계관을 만
플랫슈즈

들어낼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다. 가디건과 면바지 같은 단순한 코디도
신발과 바지 컬러매치를 통해 편안함 속 세련됨을 선사한다. 편안하고 격
식있으면서도 트렌디한 그의 패션.

업무미팅 있는 날도 무리없이! 비즈니스캐주얼
여성

남성

Q. 패션왕으로 뽑혔다. 소감은?
A. 특별히 잘 입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영광입니다.
Q. 겸손하시네요. 패션왕이 된 비결은?
A. 아마 조금 다르게, 개성있게 하려는 걸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전
남들과 똑같이 입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입더라도 나만의 특
색을 갖기 위해 노력하죠.

남방/셔츠

셔츠

복장기준이 정장이던 시절, 수트에 베스트를 코디해서 입곤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에게 왜 베스트를 입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다 같이 정장을 입으면 다 똑같아 보이지 않는가, 거기
서 내가 베스트를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라고

블레이저재킷
블레이저재킷

요. 제 이름은 몰라도, '조끼입고 다니는 걔' 정도는 기억해주겠죠.

Q. 타고난 영업 마인드인 듯 하다. 요즘 자율복장제로 골머리 앓는 사람
들이 많다. 그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로퍼/단화
슬랙스

로퍼/단화

슬랙스

A. 전 컬러매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사진의 하의와 신
발 컬러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깔맞춤'을 하는거죠. 또, 최
대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입는 편이죠.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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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커즈

어느덧 여름도 다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아직 한낮의 뙤약볕은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 가
만히 있다보면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다. 가
을은 1년 중 가장 풍요로움을 선물하는 계절이다.

,
절
계
은
좋
기
떠나
차
동
자
은
싶
고
함께하

하는 시기다. 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가.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거린
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트렌드가 개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시기에 혼자 떠
나기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터.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려면 아무래도 넉넉한 실내
공간에 더해 각종 편의사양까지 갖춘 차량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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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게다가 그 어느 계절보다 역동적으로 만물이 변화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전통의 강자' 카니발
사실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패밀리카로서 '미니밴(Minivan)' 만한 건 없
다. 더욱이 6인 이상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 버스전용차로를 이
용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운전 스트레스까지 줄일 수 있어 이 얼

팰리세이드

마나 매력적인가.
그 중에서도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은 독보적이다. 일반 승용차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넓고 다양한 시트 배열을 통해 공간 활용도 자유롭다.

모하비 더 마스터

지난 1998년 1세대 모델로 처음 세상에 나온 카니발의 인기는 20년이
넘도록 굳건하다. 올해만 하더라도 8월까지 카니발은 국내 시장에서 총
4만4134대가 판매되며 기아차 모든 차종 중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을
더 뉴 카니발

정도다. 기아차는 내년 4세대 신형 카니발을 출시해 미니밴 최강자 자
리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카니발과 비슷한 미니밴으로는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와 혼다 '오

대형 SUV도 있어요

딧세이' 등이 있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쌍용차 로디우스의 부분변경 모델이자 후속 모델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그 어느때

로 2013년 첫 선을 보였다. 코란도 투리스모 차명은 최장수 국산차 브

보다 대형 SUV 시장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랜드명인 '코란도'에 관광과 여행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투리스모'를 조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형SUV 시장은 아직까지 팰리세이드가 최강 포식자였다. 하지만 팰리세이드의 약점은 극심한 공

는 3000mm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확보한 여유로운 실내 공간 속에

급난이다. 실제로 팰리세이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 직후부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계약 후 실제 인도까지

시트 백테이블을 마련하고 시트 슬라이딩 폭을 확장해 탑승객 편의성과

수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모의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가 바로 끝판왕...
캠핑카로도 무한 변신

수입차 시장에서는 혼다 오딧세이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한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미니밴, 승합차를 뛰

기아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는 팰리세이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파격적 디자인 변화를 거친

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6년 수입 미니밴시장 규모는

어넘는 미니버스가 등장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8월 진행한 사전계약 첫 날에만 2000대 계약이 몰릴 만큼 충분한 수요를 입증했다. 모하비 더 마

1329대였다. 하지만 2017년 1560대 규모로 전년 대비 17.4% 늘어난

쏠라티는 2015년 데뷔 이후 3000대 가까이 팔린

스터는 정통 SUV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이미지를 부여했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기본화한 점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132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36.7% 성장했다. 그

국내 미니버스시장 대표 모델이다. 출시 당시 현

돋보인다.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 휠베이스 2895mm 크기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국산 동급 유

중 혼다 오딧세이는 지난해 1017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해 수입 밴시장

대차 스타렉스보다 큰 차체와 고급화 전략을 기

일의 V6 3.0 디젤 엔진을 적용한 것은 물론 전자식 4WD와 함께 다양한 노면 주행 환경에서 적합한 차량 구동력을 발

에서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반으로 캠핑·레저용 수요를 끌어오며 시장에서

휘하는 '험로 주행 모드(터레인 모드)'도 기본 적용됐다. W

현대자동차는 미니밴 시장에 스타렉스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승합차 이

입지를 확고히했다.

미지로 가득했던 스타렉스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다. 현대차의 스타렉

쏠라티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 미니버스 시장에는

스는 승합차부터 캠핑카, 미니밴까지 다양한 모델을 변화하고 있다. 최

'가성비'를 무기로 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근 선보인 '2020 그랜드 스타렉스'만 하더라도 9인승 모델인 어반을 비

그 주인공은 바로 르노 '마스터'.

롯해 웨건(11·12인승) 스타일, 밴(3·5인승) 스타일을 선보인 바 있다.

르노 마스터는 1980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됐으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쌍용차 역시 내년도에 코란도 투리스

이 틈을 노리려 하는 것이 바로 트래버스와 모하비 더 마스터다. 트래버스는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대형SUV 시장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됐지만 국산차보단 수입차를 직접 경쟁상대로 삼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며, 현재는 3세대 모델이 전세계 43개국에서 판
매되고 있다. 르노삼성은 마스터를 통해 국내 상
용차시장 모델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면서
중형 상용 밴 시장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2020 그랜드 스타렉스

쏠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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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강자'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증산에 나선 가운데 한국GM 트래버스, 기아차 모하비 마스터피스 등 강력한 대항마가

합해 만들어졌다. 차명 만큼이나 여행에 적합한 차인 코란도 투리스모

일상 속 법률이야기 15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

위 사례에서 나과장은 회사와 연대하여 김대리에게 민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니다. 만일, 나악당 과장이 김위아 대리의 아이디와 비밀번

요? 틈틈이 운동하시면서 수분을 섭취하시어, 환절기 건

상의 49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

호를 알아 내어 그 내부의 정보만을 취득할 뿐 타인에게 이

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조금 무거운 주제의

았고,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금

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법률 이슈를 설명 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있을 법

의외인가요? 본건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우리 주변

이것은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한 사건에 대하여 가볍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벼운 주

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

아니라, 사용자의 개인용 PC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 저장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

제라 하더라도 대강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니 잘 읽어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 처리·전송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

다’고 하는 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이 가능한 경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만을 침입을 할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

우도 포함합니다.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메일,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과 같이 실시

예컨대, 과거 직무상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퇴직 후

세요.
먼저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다니는 김위아
대리는 아침부터 신명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간 처리되는 비밀뿐만 아니라,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비

접속한 경우,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습니다.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인데, 아직 할

(정보통신망법)

밀까지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승낙 없이 접속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특정한 범

일이 많은 위아씨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지고 있습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그렇다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는 것은 무엇을 의

위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그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경우 등에

니다. 오늘따라 옆 부서의 박부장님이 유선으로 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

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

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세요.

청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김위아 대리는 안되

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

겠다 싶어서 박부장님의 자리로 달려 갔습니다. 이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뜻합니다(대법원 2005도7309 판결). 그리고 ‘침해’란 타인

은 타인의 무선공유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

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이 있

때 평소 김위아 대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나악당 과
장은 김대리의 자리를 지나가다가 사내 메신저를

제71조(벌칙)

는 행위를 말하고,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이 부정하게 취득

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 뵙겠

훔쳐보게 되는데, 나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

습니다. W

신저의 보관함에 있던 대화 내용도 열어 보고, 이를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도10576). 웬만하

김대리의 팀장에게 전달까지 합니다. 메신저의 보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면,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누설’이 될 가능

관함에는 김대리의 회사 직원에 대한 개인감정, 건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성이 높습니다.

강검진 내용 등이 저장되어 있는데, 김대리는 깊은

이처럼, 혹시라도 직장 내에서 동료의 PC에서 메신저 훔쳐

수치심으로 인해, 나과장을 고소하게 됩니다.

보고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

나과장이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이제 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

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정보통신망법에서 주의할 사항을 한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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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정보통신망법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사랑할수록
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꾸며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

with wia + 영화 속 세상

게 된다. ‘거짓’이라고 미리 말해 그렇지 보통은 그 자체,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속이는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대개 경험에서 나오는 감으로 상대의
본심을 감별하지만 이미 마음을 뺏긴 뒤에는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
는 눈동자처럼 기만의 징후를 좀처럼 읽어내지 못한다. 날카로운 눈과 냉
철한 사고력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다를까.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
상을 높이 평가하며 거의 전적으로 옳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부정이나 의심은 용납되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공
격은 자신의 판단(력)과 선택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다 결국 거짓에 상처
받은 뒤에는 우울과 분노에 휩싸여서도 자신이 감수했던 위험의 크기(기
회비용)만큼 그(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미련)을 포기하지 못한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을 거야’ 같은 변명을 대신 해주면서.

불완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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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 수 없는 경매품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듯. 상대가 위조품처럼 자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위험(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일이다. 가치를 명

고 화려하지만 그의 말대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돈

＼

을 받고 사람을 들일 목적으로 꾸며놓은 호텔처럼 보인

바티칸 미술관장이 전화를 해올 만큼 업계 최고로 평가

다. 실제로 이 집에는 도우미를 제외하고는 드나드는 사

받는 예술품 감정가이자 경매 진행자인 버질 올드먼(제

람이 없다. 올드먼은 도우미들마저 불편해 한다.

프리 러쉬)은 어느날 한 여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받는

몸가짐에 빈틈이 없는 올드먼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이

다. 휴대전화 사용을 거부하는 올드먼과는 사무실 전화

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다. 감정사로서 그의

로만 통화가 가능하다. 여자는 마침 올드먼이 자리에 있

판정은 작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올드먼은 이런 권위와

을 때 전화를 걸어왔다. 어딘지 불안정해 보이는 여자는

경매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예술품을 사실상 빼돌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집안의 물건들을 감정해

왔다. 작품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뒤 친구 빌리

달라고 부탁한다. 올드먼은 직접 맡기를 거절하지만 여

(도날드 서덜랜드)를 경매에 참석시켜 사실상 헐값에 낙

자는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끈질기게 매달린다. <시네

찰받도록 하는 식이다. 능수능란한 경매 진행자인 올드

마 천국>(1988)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감독 쥬세페

먼은 입찰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아슬아슬하게 낙찰

토르나토레의 2013년작 <베스트 오퍼>는 올드먼이 여자

시키는 듯하지만 빌리를 통해 챙긴 작품의 실제 가치는

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수께끼 같은 본론으로 올라

낙찰가보다 수십 배 높다. 한번은 800만 파운드(117억

선다. 올드먼은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 의문의 여자와 실

원)짜리 진품을 위조품으로 판정해 9만 파운드(1억3000

랑이를 벌이다 어느새 그에게 집착하게 되는데, 그 모습

여만원)에 낙찰시키기도 한다. 올드먼이 직업적 양심을

은 진위가 불확실한 예술품에 마음을 뺏겨 계속해서 더

내팽개치고 속임수까지 써가며 집착하는 작품은 여자를

높은 금액을 부르다 어느새 최고 제시가격(베스트 오퍼)

모델로 한 초상화다. 올드먼은 초상화 속 여자의 얼굴을

을 불러버린 경매 참가자를 은유한다. 흥미로운 건 이

만질 때만은 그 고집스러운 장갑을 벗는다. 집 안 깊숙

역설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숨어 있는 비밀의 방에는 올드먼이 평생 수집한 초상

불완전한 남자

지 않고 식사를 이어간다. 그후에는 식당 직원들이 생일

36년 경력의 감정가 올드먼은 단단하게 벽을 치고 살아

화 수백 점이 벽을 도배하고 있다. 올드먼은 그 방에 들

＼

을 축하하며 특제 디저트를 내오지만 가늘고 기다란 초

가는 인물이다. 늘 염색으로 흰머리를 감추고, 빈틈없는

어서면 한가운데 놓인 1인 소파에 앉아 와인의 맛과 향

올드먼은 노년에 들어선 지금까지 여자와 사귀어본 경

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올드먼은 지켜만 볼 뿐 손도 대

정장 차림에 장갑을 낀다. 옷장에는 차이를 알아보기 어

을 깊이 음미하듯 여자들의 얼굴을 감상한다. 거기서 느

험이 없다. 같은 공간에 젊은 여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

지 않는다. ‘나 홀로 생일’이 싫었던 기색이지만 그는 생

려울 정도로 색상과 패턴이 비슷한 정장 수십 벌이 도

껴지는 감정은 그림 그 자체가 아닌 인간 여성에 대한

는 소극적인 호기심과 본능적인 경계심을 동시에 내비

일이 내일이니 미리 축하받고 싶지는 않다며 도도하게

열한 군인들처럼 빽빽하게 걸려 있다. 또 다른 수납장은

동경이나 경외이다. 그리고 동시에 결핍과 콤플렉스가

친다. 경매사나 감정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일어선다.

전문 상점 진열대처럼 장갑으로 가득하다. 장갑은 올드

엿보인다.

사람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자와 제대로 마주하

자신의 정서적 결핍을 자각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먼의 성격과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 그

지 못하고 저만치서, 혹은 등을 돌려 앉은 채로 훔쳐만

애써온 올드먼은 클레어 이벳슨(실비아 획스)을 만나면

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맨손으로는 만지는 법이 없다. 악

본다. 올드먼은 왜 결혼을 안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여

서 흔들린다. 클레어는 올드먼에게 사정해 일(부모가 남

수를 할 때는 물론 샴페인을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도

자에게 관심 있는 만큼 두려움도 컸다. 여자를 이해하

긴 물건들에 대한 감정)을 맡기고도 광장공포증을 이유

장갑을 벗지 않는다. 전화기는 위생커버나 손수건 따위

지 못했다”고 말한다. 올드먼은 고상하지만 외로운 인물

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번번

로 감싸고서만 사용한다.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감촉과

로 묘사된다. 그가 연회장 같은 고급 식당 한가운데 혼

이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는 클레어는 저택 벽 뒤에

온기를 주고받는 일이다. 올드먼은 그렇게 ‘상대에게 가

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은 평범한 한 끼를 먹는 행위

숨어 살고 있었다. 저택 관리인은 스물일곱 살쯤 된 클

닿는’ 류의 인간적인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 어느 대목에

가 아니라 음식평론가가 비평을 위해 음식을 맛보는 직

레어가 10년 넘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올

서 장갑을 끼는 이유에 대해 그는 “청결을 위해서”라고

업적 절차처럼 보인다. 둥근 식탁에 의자는 하나만 놓여

드먼이 저택에 들어선 뒤 관계의 주도권은 빠르게 클레

답하지만 이 말은 진짜 이유에 대한 대답(나는 인간적인

있고, 다른 식탁들과 달리 장식용 초도 올라와 있지 않

어에게 넘어갔다. ‘벽 뒤의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

교류가 두렵다)을 회피하는 핑계처럼 들릴 뿐이다. 올드

아 더 황량해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지

다. 난데없이 화를 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울먹이

먼의 집은 어떤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궁전처럼 크

만 올드먼은 몸을 꼿꼿이 세워 앉은 채 고개 한번 돌리

며 사과하고 또 갑자기 토라졌다가 누그러져서는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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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감정가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의 논문이 18세기 로봇 발명

을 받고, 클레어가 사라진 날에는 아예 경매에 집중하지

히 읽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올드먼은 까만 곰팡이

이 모순이나 수수께끼의 힘이다. 올드먼이 클레어의 집

가였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올

못해 물건을 잘못 설명해버리고 만다.

에 파묻힌 고가의 작품을 알아보지만 바로 앞에서 전라가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는 톱니바퀴 뭉치에 호기심을 갖게

드먼이지만 로버트 앞에서만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여러 등장인물을 의심하게 된

된 클레어를 안고서도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된 것처럼. 조립을 부탁받은 기계수리공 로버트(짐 스터

고분고분 귀를 기울인다.

다. 저택 관리인부터 빌리, 로버트, 클레어까지. 화가였

클레어는 올드먼을 사랑했을까. 그는 떠나기 전 올드먼을

게스)가 “예술 감정가가 고작 기계 부속에 열광하느냐”

던 빌리는 올드먼이 재능을 무시해 그림을 그만뒀고, 로

끌어안으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내

고 하자 올드먼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모순에 끌리

버트는 내심 클레어에게 관심을 보이며 어떤 속내를 숨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아름답다고 모두 진짜

는 것”이라고 말한다. 올드먼은 클레어라는 모순에 마음

아름다운 위조품

기는 것 같다. 클레어는 거의 모든 것이 수수께끼인 여

인 것은 아니다. 위조품으로 판정한 작품에 대해 소유자

을 빼앗기고 있었다.

＼

자다. 저택 관리인은 빌리가 돈을 찔러줄 때에야 클레어

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위조품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클레어에게 빠져들면서 올드먼은 자신을 불완전하다고

올드먼은 클레어를 벽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설득하지만

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다. 이 중 누군가가, 올드먼이 예

고 하자 올드먼은 “추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품이 아니라

느낀다. 클레어의 집에서 나온 기계부품들을 끼워 맞춘

번번이 실패한다. 당신이 남에게 닿는 게 싫어 장갑을 끼

술품의 가치를 속이듯 올드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

는 얘기”라고 말한다. 아름답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이 있

로봇을 보고 올드먼은 “불완전해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

듯이 나도 남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

까. 올드먼이 클레어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바닥에서 줍

다. 하지만 가짜일지도 모르는 클레어를 여전히 깊이 사

말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독백처럼 들린다. 올드먼이 클

는 것이다. 이게 클레어의 반박이다. 그의 말처럼 올드먼

게 되는 기계부품들은 누군가가 일부러 놓아두는 게 분

랑하는 올드먼의 경우를 보자면 위조품이라도 진품 같은

레어와 가까워지는 동안 로봇도 점차 형태를 갖춰가면서

과 클레어는 타인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닮

명하다. 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루는 로버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모든 위조품에는 진품의 미덕이 있

올드먼과 로봇은 더욱 동일시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 닮

았다. 올드먼의 장갑과 클레어의 벽은 결국 같은 목적의

트의 여자친구가 올드먼을 찾아와 로버트를 조심하라고

다는 올드먼의 말은 의미를 조금 달리해 결국 그 자신에

은 로봇’이 완성되는 순간 올드먼도 사람다운 존재로 완

보호수단인 것이다. 어느날 올드먼은 저택을 나가는 것

신신당부한다. 조바심이 커진 경매 참가자들이 경쟁적으

게로 돌아온다. 클레어가 언젠가 말한 체코 프라하의 식

성될 것이다. 이 과정을 돕는 것은 젊은 수리공 로버트

처럼 속이고 집 한구석에 숨는다. 위험한 시도지만 사람

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듯 올드먼은 클레어와의 관계

당을 찾아간 올드먼은 혼자 왔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잠시

다. 그는 올드먼이 가져다주는 부품들로 로봇을 완성해

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클레어를 볼 수 있는 유

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내놓을 수

망설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사

가면서 클레어와의 관계로 고민하는 올드먼에게 조언한

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올드먼은 클레어에게

있는 ‘베스트 오퍼’를 제시한다.

랑을 앓을수록 우리는 완전해지기보다는 불완전해진다.

다. 로버트는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이다.

깊이 빠져 있었다. 벽 밖으로 나온 클레어는 젊고 아름답

올드먼이 비밀의 문들을 열고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가

애초 사람답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W

그는 가게를 찾는 여자 고객들과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다. 올드먼은 더욱 마음을 뺏긴다. 클레어와의 관계가 깊

초상화에 둘러싸인 모습은 그가 장갑을 벗고 어디엔가

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는다. 기계와 여자에 대한 이해

어질수록 올드먼은 허점이 많아진다. 경매 과정에서 먼

손을 대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다고 상

는 올드먼이 가장 동경하는 지식이다. 올드먼이 기계에

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아니라 빌리에게 낙찰시켜 비난

대가 자신의 것이 되거나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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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진다. 불편할수록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된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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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회계팀
홍수지 사원

IT추진팀
황유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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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오후 4시에 생각나는

특수생산관리팀
최혜준 사원

차량부품선행품질팀
박고정 사원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
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을 1986년
자신의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이 말이 다시
유행하는 2019년, 소확행을 찾아 나서는 요즘
세대에게 물어보면 열에 하나쯤은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달달한 마카롱을 한입 가
득 먹을 때”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달달한
‘뚱카롱’을 한입 가득 먹을 때”라고 말이죠.

달콤한 마카롱처럼

작년 즈음부터 ‘소확행’이란 말이 떠올랐습니

맛은 같아도 모양만은 다 다른, 마카롱 코크

＼

＼

달콤한 맛과 쫀득한 식감으로 디저트의 대명사라 불리는

마카롱은 사실 아몬드를 맛있게 먹기 위해 만들어진 과자

마카롱. 그 중에서도 필링을 가득 채워 손바닥만한 마카

입니다. 그만큼 코크를 잘 만드는 게 맛의 관건이죠. 코크

롱을 푸짐(?)해 보이게까지 만들면 ‘뚱카롱’이라 부릅니다.

는 껍질이란 뜻. 아몬드 가루와 설탕, 계란 흰자로 만듭니

뚱카롱은 한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만 유행하

다. 반죽을 만드는 첫 단계는 바로 너무 단단하지 않되 모

고 진화해온 디저트입니다. 원조라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양 잡힌 머랭을 치는 것. 결이 생기기 시작하면 머랭이 되

에 가져가면 마카롱이라 안 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렴 어

었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점도에 이르면 아몬드 가루와 슈

떨까요. 입안 가득 찬 그 음식의 존재가 그 시간을 확실하

가파우더를 부드럽게 섞어 반죽을 만들죠. 이때 치대지 않

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만큼은 사실인걸요.

고, 살살 다뤄준다는 느낌으로 서로 스며들도록 섞는 것이

살짝 행복을 충전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마카롱처럼, 서로

가장 중요합니다. 코크는 온도, 습도 여러 요인에 예민하

에게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진 못하더라도 지

게 영향 받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저 그날

칠 때 찾아가면 확실하게 위안이 되는 존재들. 오늘 모인

상황에 맞게 ‘적당한’ 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정

네 명의 사우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올해 갓 입사한 1년

도’를 모르면 여기저기 터지고 못난 코크로 만들 수밖에

차 최혜준 사원과 황유진 사원, 이제 제법 여유가 생긴 3

없습니다.

년차 박고정 사원과 홍수지 사원입니다. 각자 팀의 유일한

“평소에 마카롱 맛집 투어를 다닐 정도로 마카롱을 참 좋

여자 사원이자, 타지에서 하는 직장생활. 두 가지 공통분

아하는데요. 직접 만들어보니 가격이 왜 비싼지 알 것 같

모만으로도 네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함이 됩니다.

아요(웃음). 제가 마카롱 만들어 오겠다고 하니 팀 사람들

“그냥 언제든 ‘퇴근하고 같이 밥 먹을까?’ 얘기하면 기숙

이 별 기대를 안 보이셨어요. 오늘 끝까지 잘 완성해서 꼭

사 같은 층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동기가 있어 참 든든해

제 손맛을 보여줄 거에요.” (최혜준 사원)

요. 서로에게 마카롱 같은 존재에요(웃음).” (홍수지 사원)

가지각색을 입은 코크 반죽을 원형, 곰돌이, 하트 등 원하

“특히 전 근무지가 창원 3공장이라, 더 여자 동료들을 볼

는 모양으로 짜냅니다. 틀에 나열된 반죽모양만 봐도 1년

일이 없는데요. 기숙사 층에 돌아가면 다른 부문, 다른 근

차 동기 최혜준, 황유진 사원의 극과 극 성격이 드러납니

무지에는 여자 동료들도 많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다. 베이킹 외에도 손으로 만드는걸 좋아하는 최혜준 사원

서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래요.” (박고정 사원)

은 일정한 크기로 가지각색의 반죽을 짜냈는데요. 반대로
황유진 사원은 손으로 하는 반복작업에 약하다며 크고 또
작은 반죽을 만들어냈어요. 힐링이 필요할 때 사람들과 수
다 떠는걸 좋아하는 최혜준 사원과 혼자 게임하면서 스트
레스 푸는걸 좋아하는 황유진 사원. 만들어낸 마카롱 모양
이 다른 것처럼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각자의 방법대로 첫
사회생활을 적응해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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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필요할 때 꺼내먹어요

마카롱 만들기

시간을 가져야 완성되는 맛
＼
다음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수분이 빠지도록 바싹 건조를 시킨 후 오븐에

Macaron Coque

재료 : 아몬드파우더, 슈가파우더, 흰자, 설탕

구워야 하죠. 건조 과정은 1-2시간이 기본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크를
구워내면 원하는 만큼 필링을 가득 채워 넣는 시간입니다. 인절미, 티라미수,

02

01

03

라즈베리 등 각자가 원하는 필링을 코크 사이에 가득 짜내 드디어 완성!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된 마카롱은 하루 정도 냉장숙성 시킨 후에 먹는 것이 훨
씬 맛있습니다.
이쯤 되니 마카롱은 시간이 완성시키는 음식 같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짧지
만 강력한 행복을 주기까지 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죠. 서두른다고 완성되
지 않는 모습이 우리 회사생활과 어딘지 모르게 겹쳐집니다.

“2년 차엔 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파트가 바뀌고 새로운 파트에서 일을 처음
부터 배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입에서 벗어났으니까 ‘너는 이제 2년
차야’하는 말에 부담이 절로 느껴졌고요(웃음). 3년차가 되니 나름 익숙해진

차가운 달걀 흰자를
저속  중속  고속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머랭을
80%정도 올린다.

완성된 머랭에
아몬드 슈가파우더를
자르듯이 섞는다.

04

05

반죽이 끊기지 않고
계단모양으로
쌓일 때까지
마카로나쥬를 한다.

06

부분도 있고 제법 맷집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박고정

내게 힐링이 되는 마카롱처럼

원형까지를 낀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든다.

바닥과 1cm 정도
떨어진 높이에서
모양을 만들어준다.

＼

쿠키팬 바닥을 손바닥으로
쇼크를 주어 공기를
빼준후 건조시킨후
오븐에 굽는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아직 신입사원인 것 같은데(웃음) 벌써
3년차고 사람들의 기대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요. 오늘 1년차 후배들을 보니
역시 더 생기발랄하고 밝은 것 같아요.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요.”

Macaron Filling

재료 : 앙글레즈버터크림(우유, 설탕, 노른자, 버터)43

(홍수지 사원)
1년차와 3년차. 시행착오가 많은 초년생의 시기를 갓 지나오고 이제 막 시작
한다는 점에서 2년의 차이는 가까우면서 제법 먼 시간이죠. 1년차의 고충을

01

02

03

공감하면서도 어느덧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생길 만큼의 먼 시간.

“직무 특성상 여자들이 거의 없어서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별이 되니까 처
음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 내려놓게 되
더라고요. 후배들도 편견보다는 본인의 목표를 세워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
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박고정 사원)
특수사업부의 최초의 여자 사원이라는 최혜준 사원은 ‘친해지고 싶어 불쑥
연락을 해볼까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생겨 참 행복해요’라며, 여자
선배들을 만난 반가움으로 오늘의 소감을 대신 합니다.

볼에 달걀노른자와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섞는다.
우유와 설탕을 데워서 섞어
준다.

04

다시 냄비에 담아
중불에 주걱으로
계속 젖는다.

02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준 뒤
앙글레즈크림을 3회 나누어
섞어서 부드러운 버터크림을
완성한다.

03

‘이따금 우리는 뭔가를 감당하는 동안 그저 같이 앉아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
한 것뿐이다.’ 게일 허니먼의 소설,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에 나오
는 문구입니다. 네 사람도 각자 다른 부문, 다른 곳에서 일할 테지만 마카롱
같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성장 중인 이 시기가 든든할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주는 힘은 꽤나 크니깐요. W

기호에 맞게 라즈베리,
헤이즐넛, 인절미 등을
섞어 여러가지 맛을 낸다.

구운 Coque를 식힌후
크림을 올려준다.

콩가루 등 토핑을
넣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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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CSR
1%기적
저소득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넘습니다. 하지만 개당 평균 331원.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덴마크 156원, 일본과 미국 181원 등 전
세계 수준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국내의 만 10~18세의 저소득가정 여아는 약 16만 명, 이
아이들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필수품인 ‘생리대’조차 마음대로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초등학교 여학생은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인해 차마 생리대를 사
달라고 말하지 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이 ‘깔창 생
리대’ 사건이 이슈로 대두된 이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
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중 지원을 신청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까지는 지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들에게는 더 세심하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에 지난 8월 29일 우리 현대위아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저
소득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석한 구매지원팀 김지영 과장은 “임직
원들의 정성이 저소득층 여자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남건강
가정지원센터 홍성호 센터장은 “지난번에 이어 꾸준한 관심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건
강한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금액은 경남지역의 저소득층 여학생
30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품 및 위생속옷 지원에 사용됩니다. 또한 경남자활센터에서 제
작한 파우치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에겐 세심한 배려가 되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이웃들에겐 소득 창출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아름다운 나눔으로 만들어낸 1% 기적!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 날
이 두려운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손이 잘 닿지 않는 모든 곳
까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1% 기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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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HAPPY TOGETHER

평균 14세부터 49세까지, 35년동안 한 여성이 일생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리대의 양은 1만장이

Culture
Cookie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글
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저녁, 나아가 가을의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다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 문화쿠키로 더욱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사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문] 문화어 수업– 한성우, 설송아 저, 어크로스

“당신이 바라던 일이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상의 변화가 빠르고 바쁘게 진행됩니다.”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1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요즘 북한 말, 북한 삶 안내서

팝페라부터 재즈, 일렉트로닉 음악 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취향 따라 즐

남한을 대표하는 한겸재 가족과 북한을 대표하는 리청지 가족을 통해

기는 1시간의 힐링음악!

남북의 말은 크게 다르지 않고 둘 사이에 약간의 간격만이 있음을 알 수

재즈와 클래식으로 전하는 따뜻한 음악의 위로, 감미로운 프렌치 샹송이

있어요. 저자는 그 간격을 조금 더 좁힐 수 있도록, 삶의 기본인 의식주

흐르는 가을밤의 낭만, 에스닉 퓨전 밴드가 전하는 판소리 크로스 오버

용어부터 호칭, 옛말, 욕설, 은어까지 북한 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정리

무대 등 퇴근 후 음악 한 잔의 여유로 마무리 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해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북한 말, 나아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을 편
견과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2019.02.21 ~ 2019.11.21
-공연장소 : 라움아트센터
-관람연령: 미취학아동 관람불가

[뮤지컬] 시티오브엔젤

[자기계발]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 이동우 저, 다산북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세요.”

“지난 날의 불안감은 떨쳐버리셔도 좋습니다.”

영상과 조명을 활용한 흑백과 컬러 색채의 향연!

단순하게 말하니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1940년대 할리우드, 새로운 영화 ‘시티오브엔젤’의 제작이 진행 중인 가

단지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말하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나요?

운데, 각본가 ‘스타인’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중 잘나가는 영화 제작사

저자는 말하기 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맥락 속에서 핵심을 찾고,

‘버디’로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다. 그의 창작활동은 점점 혼돈의 극으

듣는 사람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로 치닫는다. 시대상을 녹인 무대 디테일, 극 중 현실과 영화 속 두 개의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가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야기를 넘나드는 ‘극 중 극’ 구성을 컬러와 흑백이라는 색의 대비를 통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죠.

해 표현해 실제로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독특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심플하게 말하기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보세요.

-2019.08.07 ~ 2019.10.20
-공연장소 : 총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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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 FCA社 품질 우수 협력업체상 수상

81mm 박격포 체계개발사업 종결식 개최

강소법인 주임급 책임의식강화 교육 실시

강소법인 안전지식 경진대회 개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FCA(Fiat Chrysler

지난 8월 29일 우리 회사 창원 이룸재 비전홀에서 81mm

강소법인은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주임급 직원들

강소법인은 지난 8월 한 달간 '안전지식 경진대회'를 열고

Automobiles)의 '품질 우수 협력업체상(Supplier Quality

박격포 체계개발사업 종결식이 열렸다. 방위사업청 주관

을 대상으로 ‘책임의식강화 및 관리능력 강화 교육’을 열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대회는 8월 18일 토너먼트 방

Award)'을 수상했다. FCA는 지난 8월 22일 우리 회사 창

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방기

었다. 책임감의 근원, 경계사항, 책임관리의 태도 등 이론

식으로 진행돼 총 6팀, 12명의 직원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원 4공장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패를 전달했다.

술품질원 등 군 및 관련 기관이 참석해 사업 종결을 축하

을 실제 작업 사례에 결부해 6가지 책임감을 분석하는 교

같은 달 23일 치러진 결승전에서는 주물1공장 대표팀이

우리 회사 울산1공장은 FCA의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과

했다. 신형 박격포는 100%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2014

육이었다. 한 참석자는 "회사에서 이런 교육은 이번에 처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공작 생산과 품질 대표팀, 주물4

멕시코 공장으로 크랭크 샤프트 4종을 공급하고 있다. 완

년 12월 개발에 착수, 총 최종 완성까지 4년이 걸렸다. 신

음 접했는데 주제가 참신하고 직원들의 직업적 소양을 높

공장 대표팀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

벽한 품질관리를 통해 입고불량률 0PPM, 필드 클레임

형 박격포는 기존 박격포 대비 20% 가량 가벼워졌고, 전

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앞으

소법인 직원들은 안전환경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0PPM을 유지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더욱 높은 품질

용 차량 이용으로 기동성이 크게 강화됐다. 또 관측에서

로도 직원들의 업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부여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다짐했다. 강

의 제품을 생산해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간다는 계획

사격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 포격의 신속성과 정

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소법인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다.

확도를 높였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전개해 무사고 사업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FCA Award for Quality Partner Award
HYUNDAI WIA won the "Supplier Quality Award"
from global automotive company FAA (Fiat Chrysler
Automobiles). The FCA held an award ceremony
on Aug. 22 in the conference room of HYUNDAI
WIA Changwon plant 4 to deliver the award.
HYUNDAI WIA Ulsan plant 1 is supplying four types
of crank shafts to FCA's U.S.-based Detroit and
Mexican plants. Through complete quality control,
warehousing defect rate was 0PPM and field claim
was 0PPM. HYUNDAI WIA plans to continue to
produce products of higher quality and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as much.

A Closing Ceremony for the 81mm
Mortar Development Project

江苏法人开展管理能力强化教育

江苏法人开展安全知识竞赛活动

8月21日至22日，江苏法人在大礼堂开展了主任级责任意

为了让员工更好地了解有关安全环境方面的知识，宣传

On Aug. 29, the closing ceremony for the 81mm
mortar-II system development project was held at
HYUNDAI WIA Erumjae Vision Hall in Changwon.
The event,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as attended
by the military and related agencies. The new mortar
was developed with 100 percent of its technology in
South Korea. It started its development in December
2014 and took four years to complete its final work. It
is about 20 percent lighter than the existing mortars,
and its mobility has been greatly enhanced by the use
of dedicated vehicles. It also digitized all the processes
from observation to shooting, increasing the speed and
accuracy of the shelling.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develop technologies in defense area.

识及管理能力强化教育。针对主任级责任意识及管理能

安全文化氛围，达到预防安全事故的目的，我们公司在

力这个主题详细展开，基于责任动力思维的管理，责任

8月进行了安全环境知识竞赛。在8月16日的淘汰赛后，

动力的境界，责任管理的态度等理论内容，结合实际工

共有6个队伍12名员工顺利进入了决赛。8月23日上午，

作案例分析职场六种责任心组合，在实际工作中提高业

在经历了激烈的角逐后，铸物一工厂代表队、数控生产

务管理能力。参加教育者说道：第一次接触此类型的教

及品质代表队、铸造四工厂代表队分别取得了第一名、

育，题材特别新颖，对于员工的职业素养提高有非常大

第二名、第三名的好成绩，最后在一片激烈的掌声中，

的帮助。江苏法人今后将继续开展教育活动，提高职员

此次竞赛得以完美落幕。通过这次比赛，职员们获得了

的管理能力。

更多安全环境相关的知识，自发性的营造了安全文化氛
围，江苏法人今后也将为了预防安全事故开展多样化的
活动，打造无事故事业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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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19년 상반기 워크숍 시행

산동법인 사막화 방지활동 펼쳐

인도법인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 시행

멕시코법인 안전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산동법인은 지난 7월 12일 중국 일조시 우롄현 송월호 호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인도법인은 지난 8월 15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 임직원

멕시코법인은 지난 8월 14일 멕시코 pesqueria시에 진출

텔(Wulian Songyuehu Hotel)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시린궈러맹(锡林郭勒盟)에서 ‘사

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기게양, 인도 국가 제

한 그룹사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과 환경

에는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를 비롯해 임직원 76명이 참

막화 방지활동’에 참여했다.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이날 시

창 등 의례를 진행하고 임직원 단합 목적의 체육대회를

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안전환경

석해 '19년 상반기 실적보고, 중장기 전략, 하반기 사업계

린궈러맹에서 황사 발원지를 녹화하고 초원을 보호하는

열었다. 체육대회 종목은 크리켓으로 verna, creta, i20,

규정을 기반으로 리스크 파악과 안전점검, 개선활동 및 안

획을 공유했다. 발표회 후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용선

작업을 펼쳤다.

grand i10 총 4개팀이 출전하여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

전교육 등 전사 참여와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 덕이다.

경기와 카누경기가 열렸다. 직원들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시린궈러맹은 오래 전 바다였던 곳으로, 알칼리성 토양을

했다. 최종 우승은 verna팀이 차지했다.

멕시코법인장 김창용 상무는 "그간 사고예방과 안전한 작

팀워크를 기르며 조직력을 강화했다. 산동법인은 하반기

가지고 있어 사막화를 방치하면 바람에 날린 흙이 인체에

인도법인 임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사기 진작 및 동료들과

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안전환경 국

전 부문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노력하며 재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기후 특성상 강

의 교류 증진의 계기로 삼았다. 인도법인은 앞으로도 현지

제인증을 취득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인 사고

수량이 적고 비가 와도 지하수로 빠져 지표가 금방 마르는

직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하기 위한 프로그

예방과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현장 구

문제가 있었다. 우리 회사와 현대차그룹은 이곳의 문제를

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축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pendence Day celebrations in
HYUNDAI WIA INDIA

Certified for ISO45001, ISO14001 of
HYUNDAI WIA MEXICO

HYUNDAI WIA INDIA held a ceremony to mark
Independence Day on Aug. 15, involving all its
executives and employees. It held ceremonies
such as "National Flagship" and "Emperor of the
Indian Nation" and held a sports competition for
the purpose of unifying executives and employees.
A total of four teams from Verna, Creta, i20, and
Grand i10 participated to play cricket. As a result
of the tournament, Verna team won the final title.
Through the event, employees of HYUNDAI WIA
INDIA boosted morale and increase exchanges with
their colleagues. The company plans to continue to
actively support programs aimed at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local employees.

On August 14, HYUNDAI WIA MEXICO became the
first group to enter the Mexican city of Pesquera to
obtain both ISO45001 and ISO14001 certifications.
Based on the safety environment regulations,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risk identification,
safety inspection, improvement activities and safety
education, and conducted systematic management.
"We have acquire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for
safety environment through our efforts to prevent
accidents and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said Kim Chang-yong, executive director of
HYUNDAI WIA MEXICO, "With this certification, we
will do our best to prevent accidents and establish
safe and eco-friendly production sites at a global
level."

약 의지를 펼칠 계획이다.

해결하기 위해 10년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山东法人成功举办2019上半年事业计划发
表会

山东法人志愿者赴内蒙古参加治沙活动

7月12日，公司在日照五莲松月湖酒店召开了2019年干

司CSR担当和公益志愿者参加了现代汽车集团组织的内

部社员事业计划Workshop发表会。山东法人法人长辛

蒙古锡林郭勒盟地区的治沙活动，本次活动由现代汽车

文榮常务等共76位职员参加了此次发表会，本次事业发

集团首席副会长郑义宣亲自带队，展现了多年来现代汽

表会主要对公司上半年的工作进行总结分析，并树立了

车集团对中国市场的重视及持续为中国社会做贡献的诚

下半年的工作目标和方向。会后，全体干部社员参加了

意和决心。

赛龙舟和小组皮划艇比赛，展现了威亚人顽强拼搏的精

这里降水稀少，土地皲裂。尤其是光照充足时阻挡雨云

神，提高了组织的核心竞争力。

层的接近，使土地陷入干旱的恶性循环。现代汽车集团

展望下半年，山东法人全部署将继续强化品质竞争力，

投入治沙志愿事业已有10余载，我们山东法人的志愿者

不断努力迎接新的挑战。

们也为这一片黄沙描绘了一抹绿色，为草原维护作出了

8月20至22日，现代威亚山东法人选派两名职员作为公

一份贡献。今后山东法人将持续参加此类活动，不断履
行公司“4大社会责任”的‘Soical Dream’计划，为社
会公益添一份力量

50+51

with wia + News

HYUNDAI
WIA

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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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시시험팀 김성현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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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개발팀 김시중 책임연구원

이번 달 사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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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제작관리팀 노경록 과장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 모듈설계팀 서중규 책임연구원

✚ 엔진생산2부 김병철 기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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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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