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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거장의 반열에 올라 선 봉준호 감독의 별명은 ‘봉테일’입니다. 봉 감독의 성 ‘봉’
에 디테일(detail)을 합친 별명입니다. 관람객들이 잘 찾을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소품 하나까지 연출
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의 성격을 반영한 별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살인의 추억>을 찍을 당시 박두만(송강호)이 들고 다니는 수첩
을 옛날 농협 마크가 찍혀있는 것으로 고집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또 중학생에게 붙이는 반
창고를 붙일 때도 너무 잘 붙으면 안 된다며, 여러 번 손으로 만져 적당한 점착도를 만들기도 했습
니다. 당시의 반창고는 접착력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봉 감독의 디테일은 <기생충>에서도 드러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박 사장(이선균)의 집 쓰레기통
을 떠올릴 수 있으신지. 워낙 잠시 비춰져서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할 텐데, 이 쓰레기통은 부잣집 쓰
레기통답게 25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쓰레기통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조차 기억하기 어
려운 지나치는 쓰레기통 하나에도 디테일을 살렸죠.
디테일의 중요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강조돼 왔습니다. 독일의 미술학자 아비 바르부르크
(1866~1929)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미술을 이
해하는 중심은 문학과 자료의 치밀한 조사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까지 들여다 봐야 온전히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디테일의 함정’이죠. 작은 것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신비의
발화점을
찾아서

는 얘기입니다.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분기가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매조지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
기입니다. 여러분의 디테일은 어디에 있나요. 이달 사보는 우리가 만드는 숲 속에서 저마다의 디테
일을 살려 나무를 심어가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지치지 않는 도전으로 산업계의 박사학위인 ‘기술
사’ 자격증을 따고, 세밀한 업무 전달로 베스트 멘토-멘티에 선정된 이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
에서 우리 만의 디테일을, 양(量) 보다 더 나은 질(質) 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인터뷰 시리즈를 내며 “양이 어느 순간 질로 전환되는 신비의 발화점이 도래하기를”이라
고 말한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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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EMO 2019 참가
-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전시회에 공작기계 10종 출품
- 의료산업용 공작기계 XF2000 및 공장자동화 라인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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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기술지원센터 ‘테크큐브’ 통해 최고 수준 고객 지원 약속

우리 회사가 고성능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리로 공작기계 시장의 본토인 유럽 공략에 나섰습
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
‘EMO 하노버 2019’에 참가했는데요. 의료산업용 공작기계 XF2000 등 총 10종의 공작기계를
출품하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장자동화(FA•Factory Automation), 기술지원 솔루션 등
을 전시했습니다. EMO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2700여개 업체와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
규모의 전시회이죠.
이번 전시회에서는 의료•항공•자동차 등 총 세 가지 산업에 특화한 ‘맞춤형 공작기계’를 선보였
습니다. 각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공작기계로 유럽 고객들에게 다가선다는 전략입니다. 특
히 의료산업 수요가 높은 유럽시장에 맞춰,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한 XF2000을
주력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XF2000은 ‘정밀성’ ‘가공속도’ ‘안정성’이 강점인 공작기계입니다. 제
품 첫 설계 시점부터 ‘메카트로닉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 자체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또
주축 내부에 모터를 내장한 '빌트인(Built-in)' 방식 설계로 진동과 열을 최소화해 가공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강점 덕에 XF2000은 첫 개발 직후인 2017년 독일 공작기계협회(VDW)와
세계 최대 기계 전문지인 MM(MaschinenMarkt)으로부터 ‘밀링(milling•공구가 회전하며 공
작물을 가공하는 기계)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장점을 살린 자동차 부품 가공 자동화 라인도 선보였습니다. Y
축 선반 기종인 HD2600Y와 협업로봇을 함께 구성해 차량 변속기를 자동으로 가공하는 모습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제품 전시와 함께 우리회사는 유럽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기술지
원’을 중점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 2월 독일 뤼셀스하임시(市)에 문을 연 기술지원센터 ‘테크큐
브(TechCube)’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유럽 현지의 공작
기계 딜러들이 이 테크큐브 전시장을 활용해 고객 초청행사 등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작기
계의 자체 성능은 물론 기술적 지원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대위아 공작기계! 유럽
지역에서 그 위상을 더욱 높여가길 기대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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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원들이 많아 활발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서산공장. 그 중에서도 적극성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최근 엔

완성도를 만든다

진가공1반을 새롭게 이끌게 된 김병철 반장을 만났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현장에서 역시 절대적 시간이 실력을 검증해주
는 것은 아니다. 나이도 30대 초반, 엔진가공 업무를 맡은 것도 5년이 채 안됐지만 누구보다 집요한 열정으로 반장이란 자리
까지 맡게 되었다. 후배들에게도 현장에서 가져야 할 능력으로 질 높은 ‘집중도’를 가장 강조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엔진생산2부 가공 1반은 총 18명이 실린더헤드, 실

반장이 된다면 문화를 바꾸고 싶다 했는데 구체
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나요

린더블록, 크랭크샤프트 가공라인 세 개를 담당하고

막연하게 생각한 부분은 있었는데, 서산공장만의 특

있습니다. 실린더헤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 역

색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반원들 평균연

할, 실린더블록은 몸통, 크랭크샤프트는 심장 역할을

령이 어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마한 일

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 3가지 핵심부품을 결합

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다들 젊고 자

하고, 나머지 조립과정에서 다른 부품들까지 더하면

기 의견이 다 맞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하나의 엔진이 완성되는 거죠. 현재는 주력 차종인

때 너무 각자 업무, 각자 라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

모닝을 포함해 레이, 프라이드 수출품 등 4개 차종을

같이 우리 라인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좀 극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해요.
또 한 가지는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어린 편

사실 각오랄 것까진 없고요. 제가 원래 다른 조였어
요. 이번에 반장 선임되면서 이쪽 조로 오게 되었죠.
어느 반에 있든 해보고 싶던 것은 문화를 바꾸고 싶
다는 거였어요. 일도 일이지만, 생산부 자체가 현장
에서 땀 흘리며 하는 일이다 보니 반원들이 항상 체

이지만 저조차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세대차
이를 느끼거든요. 7살 차이만 나더라도 그 세대와 다
른 점을 많이 느껴요. 사소하게는 신조어 같은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제가 중간 세대인 만큼
제 위의 선배들과 그 아래 후배들 사이 가교 역할을
더 하려고 해요.

력적으로 지쳐있고, 피로도가 높아요. 이런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컸죠. 반장이지만 권위의식은 내려놓고 먼저 즐거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서산 공장 전체가 젊은

서산 공장에 풋살 동호회나 산악회 등 스포츠 관련한

편이다 보니 이쪽에서는 오히려 제가 나이 많은 편에

동호회가 많아요. 웬만하면 다 가입해서 참석도 하고

속해요. 제 위로는 한 4~5명뿐이죠. 딱 중간 세대인

같이 어울리려 노력하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다들

만큼 반원들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손흥민 경기가 야간에

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 (웃음) 그냥 웃으면서 즐겁

있다 하면 월차 내고 경기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분

게 일하고 싶어요.

위기가 좀 다르죠. 국내에 평가전 있다고 하면 휴가
내고 보러 가고요. 다른 공장에서는 현장 분들이 휴

다른 반으로 오면서 반원들도 낯선 것 아닌가요
제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다른 반이어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다른 반과도 회식도 자주 하고, 주
말에는 따로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혀 거부감은 없
었어요.

가 자체를 잘 안 쓰는 분위기라는데, 이쪽은 다들 이
런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편 같아요. 그런 것 하나부
터 저도 반장으로서 감안하고 이해해야죠.
또 아무래도 업무 외적으로 반원들과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스포츠, 연예 쪽인데 저랑은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웃음)? 원래 잘 보지도 않았던
연예 기사들도 일부러라도 좀 보려고 하고 이슈 같은
것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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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공1반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진
행하고 있나요

부서를 옮기면서 처음 만져보는 기계도 많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작업 효율성

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했어요. 처

이에요. 한 장비가 만약 이 종이컵을 만드

음엔 많이 힘들었죠. 서산으로 처음 옮겼을

는 데 걸리는 일정한 공정 시간이 있어요. 예

때 특이했던 게 신설 공장이다 보니 가공 파

를 들어 기존에 10초 걸리던 것을 9초, 8초

트 현장직이 저 포함 7명 빼고는 모두 신입

로 단축시키면 작업자도 편하고 생산량도 증

사원이었어요. 37명 중 30명이 신입이었죠.

대되는 이점이 있죠. 일명 ‘싸이클 타임(CT,

그래서 다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Cycle Time)’이라 하는데, 이 CT를 단축하면

다행인건 저 말고 다른 6명이 평택에서 온

산출효과가 무척 커요. 다만 장비에 대한 이

분들이라 엔진 가공업무를 다 그 분들에게

해도가 많이 높아야 해요. 현장 업무를 단순

배울 수 있었죠. 제 성격이 남들보다 모르는

히 ‘버튼맨’ 수준으로 수행하다 보면 이런 개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지는 것도 싫

선을 추진하기 어렵죠. 보다 자신이 관심 있

어해요. 또 ‘그래도 내가 입사를 빨리 한 선

게 파고들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장비만 아

배인데 신입사원들보다는 모르면 안 되겠다’

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특성, 가공 툴과 부품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책 사서

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요. 여러 복합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평택에서 온 동료와 10시,

요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하고 고민해야

11시까지도 남아서 장비 익히고 그랬어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그룹원들과

12+13

일이 변화한 후 힘든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노력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던 업무와 현재 업무의 차이가 있나요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원래 차량부품부문 등속생산부로 입사를 했어요. 창원 3공장에서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업무 역량이
있나요

올해 소그룹 활동 목표가 있나요

내년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더 내부적으로 개선활동을

C.V. Joint 열처리 쪽을 맡다가 2015년에 서산에 오게 됐죠. 이

집중력이 무척 많이 필요해요. 0.001의 수치

목표는 무조건 1등입니다. 서산공장에 저희

통해 작업자들의 부하를 조금 줄이면서 생산량은 늘릴 수 있게끔

때는 워낙 차종도 많고 실제로 제가 만든 부품이 어떤 차량에 들

까지도 수정을 해야 하는 업무거든요. 엄청

반 소그룹 ‘생각대로’와 다른 반 ‘바라는 대

하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모든 반원들이 화목하게 노력해줬으면

어가는지는 알아도 실감이 덜 했던 것 같아요. 서산에 와서는 엔

정밀한 가공이기 때문에 일은 하는 순간만

로’ 두 개 그룹이 있어요. 저희도 상은 몇 번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장이 되면서 저에게 기대가 굉장히 높

진 생산을 맡다 보니 모닝이나 레이 같은 차가 지나가면 ‘아, 저

큼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정

타긴 했는데 ‘바라는 대로’에 비하면 좀 적은

은 걸로 알고 있어요(웃음). 저도 저에게 기대하는 바나 책임을 알

차 엔진 내가 만들었는데’하는 생각에 바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천천히 하더

편이에요. 제가 시작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고 있으니 다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라도, ‘빨리 해야지’하다가 한번 불량이 나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지기 싫어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

리스크가 커요. 비용적인 손실도 크고요.

성격인 만큼(웃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올해

요. 안 그래도 제가 정말 잘 해보려는 생각 갖고 있으니, 반원들에

는 더 높은 곳으로 가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달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W

HOT ISSUE

➋

ADEX 2019에서 신형 박격포 등
첨단 무기체계 공개
- 10월 15~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전시회 참가
- 자동화·경량화 이룬 신형 81㎜ 박격포 및 첨단 무기체계 공개
- 지속적 기술개발로 해외 시장 개척 및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여

about wia + HOT ISSUE!

우리 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신형 81mm 박격포-Ⅱ 등 첨단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
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
회 2019(Seoul ADEX 2019)’에서 신형 81㎜ 박격포-Ⅱ 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Remote
Control Weapon System) 등 육상·해상·항공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를 전시했습니다. 5일간 열리는
Seoul ADEX 2019는 34개국 42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입니다. 우리 회사
는 기아자동차, 현대로템과 함께 그룹 전시관을 꾸려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것은 81㎜ 박격포-Ⅱ입니다. 81㎜ 박격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
리 쓰이는 화포로 넓은 사격거리와 지속 사격능력이 강점이죠. 우리 회사는 2014년 1월 개발에 착수, 지
난 8월 신형 81㎜ 박격포 체계를 최종 완성했습니다.
81㎜ 박격포는 사격 지휘를 ‘자동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 쌍안경을 이용해 표적을 수동으로
겨냥하던 방식을 ‘자동 관측’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 방식을 이용해 주간
2㎞, 야간에는 1㎞ 떨어진 표적을 인지하고 정확한 좌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형 박격포의 무게를 대폭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급변하는 전시 상황에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포신
과 포판, 포다리 등 모든 부품에서 티타늄과 고강도 알루미늄 등 첨단 소재를 이용해 무게를 기존 박격포 대
비 약 20% 줄였습니다.
원격으로 안전하게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RCWS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RCWS는 상황실이나 장갑차
등 내부에서 모니터로 밖의 상황과 표적을 파악하고 리모콘으로 총을 발사하는 사격 장치이죠.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증강현실(AR) 기기를 연동해 관람객들이 RCWS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흥미를
끌었습니다.
또한 해상 장비로 5인치·76㎜·57㎜ 함포의 모형물과 소형 민수헬기 착륙장치도 전시했습니다. 특히 함
포에 자동으로 탄을 공급하는 ‘자동급탄장치’는 3D 영상을 준비해 실제 운용 개념을 관람객이 확인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반으로 방위산업 제품 수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
발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을 개척해나가길 기대합니다! W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직장인의 현재 모습에는 ‘조직에서의 위치’와 ‘나의 모습’이 섞여있습니다. 둘은
상호작용합니다. 회사 안에서의 목표와 성과를 통해 나 자신이 발전하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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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다

만, 개인의 역량 계발을 통해 조직에서의 위치를 상승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많
은 직장인들은 전자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조직을 벗어나 개인의 역량을 객관
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기계기술사’ 특수생산관리팀

그래서 그는 회사 안에서의 직급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일명
산업계의 박사학위라 불리는 ‘기술사 자격증’에 도전한 것이죠. 여러 자격증 중에

최창열 차장

서도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시험도 1년에 한
번 응시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보통 합격자가 10명이 안됩니다. 첫 시험에 도전
한 후로 6년만에 마침내 기계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 받은 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취득한 기계기술사는 어떤 자격증인가요
국가 자격기술제도를 보면 기술사가 우리 나라에서 발급하
는 자격증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산업인력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시험 관련해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기술사는 기사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을 갖
출 수 있어요. 분야는 총 86개 있는데, 제가 응시한 분야는
기계기술사입니다. 필기와 실기 두 차례에 걸쳐 응시를 하
는데 범위를 보면 소재부터 기술 기획, 치공구 설계까지 모
든 기계공학 분야가 포함되어있어요.

시험방식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자격 취득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요

기술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필기전형이 객관식도, 단답

시험 준비를 처음 시작한 건 2013년이었어요. 당시 김기하 명장님과

형 주관식도 없어요. 전부 서술형으로 답지를 적어야 하죠.

일했는데, 금속 재료 분야에서 우리 나라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분

시험 문제는 달랑 A4 한 장에 나오는데, 총 16페이지짜리

이죠. 현장 경력자들 중에서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시니까

답지를 줍니다. 100분 동안 답안을 쓰는 거에요. 총 4교시

요. 같이 일하다 보면 김기하 명장님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아는

동안 치르죠. 책 한 권을 쓰고 나온단 생각으로 접근해야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명장 타이틀 갖고 계신

해요. 이렇다 보니 응시 인원 자체도 적어요. 필기시험에서

분이 말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특수 쪽 소재들은 대부

60점을 넘어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 면접을 치르게 됩니

분 타 대기업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진들이 상당한데, 같이 얘기하

다. 교수 2명, 이 분야의 기술사 1명이 와서 기술적으로 검

면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때 ‘아, 타이틀이 필요하

증을 합니다. 면접도 작년은 10명 필기 합격자 중 1명 합

구나’ 느꼈어요. 제가 가진 여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타이틀이 뭘까 고

격할 정도로 검증이 까다로워요.

민했을 때 자격증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시작하게 됐어요.

합격하기까지 준비 과정을 알려주세요

합격한 소감이 어땠나요

업무 경험에서 도움 얻은 것이 있나요

2013년도에는 사실 책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

사실 저는 자격증 목표를 실천했을 뿐이고, 회사에는 훨

우리 공장은 기계 기술 분야를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사업

험 분위기라도 보자는 셈으로 시험만 쳤는데, 저는 10분

씬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합격하고 나니 현장에

장을 갖고 있어요. 기계 공학 쪽에서 다루는 모든 공정과

이상 지나니 쓸게 없는 거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엄

서 자기 일처럼 무척 기뻐해줬어요. 사실 현장에 계신 분

생산방식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산방식에도 라

청 적어요. 저는 거의 수험표와 이름만 적고 나왔죠. 그

들이 스승이고, 더 전문가인데 대단하다며 축하를 많이

인생산방식, 프로젝트 생산방식, 흐름 생산방식 등이 있어

때 실망도 많이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걸 딴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

요. 순서대로 차량부품, FA, 공작기계 부문 공장을 보면 우

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나 하는걸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업무상 국가기관에서

리 공장 안에 전부 있죠. 기계도 선반부터 다축 가공, 심지

그러다 김기하 명장이 퇴직할 때쯤 ‘포기하지 말고 꼭 해

와서 대화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대형가공까지 있고요. 절삭공구는 우리 회사만큼 다양한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해야지’하는 생각만 계속

는 점 정도? 이들은 행정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 기술사

종류를 가진 곳도 없어요. 이 밖에도 기계, 생산, 공정 관련

하다가2015년 회사에 5일 휴가를 붙여 쓰도록 하는 제

자격증이 꽤 신뢰가 크거든요.

해서는 개념서 같은 현장이에요. 이런 환경 덕에 공부할 때

도가 생기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 전에
16년도부터는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성과평가 역량발전
계획에 ‘기술사 도전’을 항상 넣었어요. 평일에는 9시 이
전에만 퇴근하면 도서관을 갔습니다. 11시까지라 1시간
30분만 하더라도 일단 갔죠. 맨 처음엔 앉는 것만으로
도 힘들더라고요. 자더라도 갔어요. 조금씩 적응하고 주
말에는 4시간씩은 꼭 하려고 했고, 시험 직전 한 주는 무
조건 휴가 5일을 잡아서 마지막 정리를 최대한 했죠. 이
런 식으로 16년부터 총 3번을 시험 쳤는데 50점 언저리
에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공부 방향은 맞구나‘
확신하고 19년도에는 드디어 67점을 받고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필기를 통과하고 나면 2년 동안 필기 없이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운 좋게 2차를 바로 합격했지만 실제로 기
술적 경험이 없이 단순히 외우기만 해서는 면접에서 미
끄러질 것 같더라고요.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자신 있게
하자는 결심으로 자신 있게 임했어요. 면접관들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주
도해서 면접을 끌고 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포열, 소
재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밖에 안 하니까요. 업무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이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덕분
에 필기보다 면접 점수(78점)가 더 높았어요. 하계휴가
가기 직전 날 아침 9시에 최종 결과발표가 나왔는데, 덕
분에 휴가를 가뿐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생소한 부분이 없었어요.

시험 일정이 잡히면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기계 분야 기술사 시험은 보통 매년 5월에 잡혀요. 저
의 경우 늦어도 전년도 12월부터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담금질이라고 하죠(웃음). 최소 이 때부터는 쉬지 않고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죠. 특히 생산관

2~3시간 계속 볼펜으로 적을 수 있도록 팔목 훈련이 되

리 일을 하다 보면 현장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평일

어야 해요. 실제로 17년도 시험 볼 때는 3교시부터 팔이

저녁에도,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렇다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시험 자체가 계속 손으로 적는 과

보니 일정하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또

정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단련이 안돼있으면 시험 당일

하나는 기계기술사는 매년 5월 첫째 주가 시험이에요. 항상

에 글씨 자체를 또박또박 쓰는 것부터 어려워요. 필요하

어린이날이 끼더라고요(웃음). 올해도 시험이 딱 5월 5일

면 도해라든지 절단도 등 그림도 손으로 표현해줘야 하

어린이날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가족들에게 양해 구하고 시

거든요. 시험 전 2주 정도는 꼭 총정리를 해야 합니다.

험 다음주에 물놀이 가고 그랬죠.

그 때는 모르는 건 포기하고 아는 것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반복해서 상기해야 해요.

관심 있는 사우들에게 합격 팁을 나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응원해줬어요. 이 부분도 많은 동
료들에게 시험 도전을 추천하는 이유인데, 아빠가 공부를

시간을 너무 길게 잡고 가면 안돼요. 5~6개월을 가장

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

추천하고 4개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두세 번 정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다음 팁은 친숙하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억울해하지 않아요(웃음). ‘아빠는

고 아는 것부터 확실히 끝내기. 필기는 60점 커트이기

어른인데 왜 공부해요?’라고 초등학생 아이가 물어보면 ‘공

때문에 출제기관에서도 10문제 중 4문제는 모를 수 있

부는 원래 평생 하는 거야’라고 가르침도 줄 수 있죠. 이제

다고 가정합니다. 어차피 포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시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아들이 ‘저희 아빠 기술사에요’라고

간 투자할 때 접근이 수월한 쪽부터 확실히 끝내는 것이

자랑하고 다녀요. 사실 공학, 생산 쪽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제

은 잘 모르는데(웃음)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니까 아이들

풀에 지쳐 포기하게 돼요. 과목별로 내가 익숙하고 이미

도 좋아하는구나 싶어 더 뿌듯하죠.

경험한 것부터 서술로 적을 수 있게 완벽히 만들어놓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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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 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목표가 있나요
다른 분야의 기술사 한 개를 더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맡아온 생산관리 직무에 좀더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장관
리 기술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자격증 딴 분야에 관해서도 공부를 계속 더 해야죠. ‘기계 기술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건 커트라인 60점짜리 엔지
니어라는 증거입니다.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기술사인데 그것도 모르나’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오히려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웃음). 아직 모르는 40%를 향해 계속 공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우들에게 한 마디
뭐든지 일단 하나를 시작하면 다 하게 돼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업무에
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나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기술 쪽에서 논쟁거리가 많아요. 정확한 기술지식 갖고 접근하면 상대 쪽
에서도 납득할 요소가 생기죠. 공부하니까 한두 개씩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떨어져도 공부할 만 하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회사 밖에서 새로운 자극과 목표를 찾아보길 추천해요.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게 이번에 실기
면접장에 가서 같은 시험을 본 대기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 동갑인데 그 분은 이미 다른 기술사 두 개를 벌
써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자극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사 협회에 가입하
면서 기술정보 교류라든지, 다른 네트워크가 또 생겼죠. 이런 새로운 자극들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큰 것 같아요. W

팀 컨셉이 잘 드러나는 사진 한 장이면
연말에 우리 팀만의 '탁상달력'을 만들수 있다!
팀/반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여러분의
팀워크를 표현해주세요!
참가대상 팀/반 등 회사 공식조직 단위의 단체 (*동호회, 향우회 등 참가 불가)
접수기간 2019.10.01 ~ 2019.11.15
참여부문 A. 포즈왕
밋밋한 단체사진은 싫다!
팀의 컨셉이 살아있는 단체 포즈 도전

참여방법 1/ 우리 팀 컨셈을 정한다.
2/컨셉에 맞춰 단체사진을 찍는다.
3/ 출품부문 표기하여
간단한 팀소개와 함께 사진 송부

※ 사진형식 : jpg 원본첨부 필수
(휴대폰 사진 가능하나 고화질 송부)

B. 패션왕

▶▶

부문별 10개팀 시상 예정

팀원 각각의 개성을 살려 한껏 자연스러움을
뽐내거나, 팀의 느낌을 통일된 패션으로 표현하거나!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 홍보팀 김수민 사원
(sumsum@hyundai-wia.com)
- 모바일 : 카카오톡 '현대위아'
친구 등록 후 사진 및 메시지 전송

결과발표 12월 첫째주 예정

함께여서 더 성장하는 우리

간. 같은 패턴의 상의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놀라운 건 사진 촬영을 위해 맞춰 입은 것
이 아니라, 그냥 입고 왔는데 이렇더란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경지. 그들이 왜 최고로 꼽
혔는지 알게 되었다.
신입사원이 어려운 당신. 최고의 멘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선배가 어려운 당신. 최고의 멘티는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길.

황경택 책임연구원 실시간 투표로 순위를 가리는 거라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 같

은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최우수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최소한 상품권은 확보
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오주연 연구원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름이 불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날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너무 떨렸었는데 확정되는 순간 그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그냥 엄청 기뻤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황 전부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LA오토쇼 간다는 거에 다들 부러워하셨어요. 참고로 저희

파트장님은 최우수상 판넬을 들고 옆 팀에 가서 자랑도 하셨죠.
오 무엇보다 저희 차량부품연구지원팀에서 엄청 좋아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알찬 멘토링 활동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특히 도움이 된 동료 혹은 여건이 있다면요
황 우선 팀에서 멘토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었던 것이 큰 도움

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원가 업무 특성상 재경, 구매, 설계, 영업 등 유관부서 간
협조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많은데요. 이러한 카운터 파트너들께서 이번 활동에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 자체에서 멘토링 활동 및 신입사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

져주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습니다. 팀과 유관 부서 선배님들께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다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상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특히 가까이에서 저의 역량향상을 위해 항
상 힘써주신 윤정원 책임님, 황경택 책임님, 박상호 대리님, 최동규 선배님께 감사 드립니다.

서로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황 멘티 오주연 연구원은 우선 자신이 맡게 될 설계원가 업무에 대해 열정이 상당이 높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계원가 선배사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질문했고, 기능
및 구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도 설계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해결했습니다. 그 열정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 불타는 열정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 감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짚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신

입사원인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신 것! 제가 한 일에 대해 확신이 없고 전체적으로 자
신감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도 키워주시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도 매번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신 덕분에 신입사원 우울증(?)을 빨리 이겨낸 것
같아요. 자신감에 걸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과장님 옆에서 열심히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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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W INSIDE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연구원과 오주연 연구원. 2019년 최고의 멘토 멘티로 선발된 그들을 만난 순

mentor -mentee

최고의 멘토-멘티
짝꿍을 만나다

최우수상으로 확정됐을 때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결과를 예상했었나요?

활동소개

관계
오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과장님도 엘지 트윈스 광팬이셔
서 더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멘토링 활동 초반에 갔었는데
공통된 취미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과장님과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응원했던 엘
지가 이겨서 더 좋았고요.

황 초봄이라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 어묵국물을 서로 나눠
마시면서 야구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오주연 연구원이 묻더
라고요. 고향이 포항이면 삼성 라이온스 팬 아니냐고... 그래
서 저는 엘지 트윈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광점퍼를 벗
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엘지의 사랑이야"라

역량강화

바쁜 와중에도 멋진 결과를 낸 것은 '양보다 질'에 신경
쓴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에 집중하기 위
한 각자의 각오를 밝혀주세요

LA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떠한 부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HKMC 외 타 완성차의

황 이번 멘토링 활동의 키포인트는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

황 멘토링 활동은 끝났지만 이와 별도로 저희 차량부품연구

최근 기술동향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헐리우드나

만 멘티의 역량향상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총 3번의 과제를

센터의 신입 연구원들은 ‘100일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언제

파트/팀내 발표를 하면서 멘티 오주연 연구원의 설계원가 역

‘일반절삭가공 자동원가계산 TOOL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금

또 다시 LA에 갈수 있을지 모르니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

량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 멘티 오주연 연구원이 열심히 과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억거리를 만들고 싶네요.

저 또한 설계원가 정합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부품

오 직장인이 되고 처음 가는 오토쇼인만큼 더 많이 배우고

설계원가 산출 가이드 작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서 가이드가 있는 티켓을 신청했어요!

수익성 향상에 기여 가능한 설계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오토쇼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

멘토, 멘티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 트렌드와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후에

오 이전까지는 제게 내려진 업무만을 완료하는데 정신 없이

는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신청했는데 대자연을 보면서 생각

신경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진 만큼

정리도 하고 다시 의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

제가 하는 일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

니다. 너무 기대돼요.

황 우선 오토쇼에서 친환경 부품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어

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열심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높아지더라고
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하기 한 시간 전에 제가 오늘 한 업무
와 제가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 선배들께 물어보고 의견을 구
하고 있는데, 선배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야가 한
층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황 이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멘티가 된 것처

럼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바쁜 현업에서 멘토링 활동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잡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리프레
시할 수 있었고, 입사 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돌이
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한 문장으로
말씀 드리자면 "배워서 남 줬는데, 내 것이 되었네~!“ W

오 발표는 정말 해도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발표 울
렁증이 있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예행연습을 통
해 과장님이 옆에서 코치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팀원들 앞에
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발표
가 마냥 부담 됐었는데, 과제 발표를 통해 내용 정리는 물론
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보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협업
황 설계원가 업무를 담당을 하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
수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와 설계원가 산출 프로세스에 대한
공동 세미나 진행, 설계팀 OJT 참석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인적관계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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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현대위아 사우피셜

내 삶의 질을

높인 물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왜 이제야 샀지?'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질을 높여준 물건들이 있죠.
2019년을 통틀어 구입한 물건들 중
'진짜 잘 샀다' 싶은 꿀템들을 추천합니다.

서프 버킷햇 V3
해변이나 워터파크 등 야외 물놀이를 하러 갈 때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는 ‘필수템’이죠? 다만 물에
젖어도 괜찮고 파도에 휩쓸려도 금방 벗겨지지 않
는 모자를 찾고 있었는데, 수영용품 브랜드 ‘배럴’

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매장에서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턱 아래로
버클을 채우면 모자가 벗겨지지 않고 별도 옵션으
로 ‘넥 선쉐이드 블랙’을 구매하면 목 뒤쪽까지 햇
빛을 완벽하게 차단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깔끔하
고 군더더기 없는 점도 장점이죠. 다만 챙이 다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아이템이었음은 확실합니다.

엔진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간편한 탈, 부착과 강력한 접착력이 강점인 저만의

특수생산부 특수가공2반 송진환 기술사원

‘꿀템’입니다. 소재나 자석이 아닌 신소재 패드를 적

테니스라켓!
(Babolat Pure aero 2019)
제 취미의 즐거움이야말로 삶의 질을 가장 높
여준다 생각하기에 선정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라켓은 초보자용이었고, 줄이 끊어질 경우 한
동안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 채 하나를 더 사고
자 결심하게 되었죠. 지난 여름, 네이버 카페인
‘테니스 장터’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의 채보다 테니스 스트로크가 잘 나오고 왠지
자신감이 더 생기는 테니스채입니다. 단점으로
는 오히려 스트로크가 잘 나와서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정보 및 원가정합성 고도화 TFT 송태석 대리

용한 끈끈이가 아주 유용합니다. 물티슈로 닦기만
하면 접착력을 원상복구하죠. 16000원이란 합리적
인 가격에 구입해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아기 바운서
2019년 5월, 예쁜 딸이 태어나 얼마 전 100일이 지
났습니다. 육아에 힘든 아내를 위해 ‘바운서’를 구입
했습니다. 대륙의 기업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따끈
따끈한 아기 바운서! 리모컨 기능에 바운서에서 노
래도 나오고 좌우로 흔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서 아
이, 엄마 모두 좋아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6만원
이란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고요. 배송기간은 대략 1
주일 정도 걸립니다. 모두들 육아는 아이템으로 하
는 것이라 하던데, 맞는 말이네요. ^^

차량부품중국영업팀 지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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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점은 약간 아쉬워요. 그렇지만 올 여름 제가

건조기
아기가 태어나고 부쩍 아내의 할 일이 더 많아졌어
요. ‘세탁도 많은데 다 널어야 한다’, ‘마르면 걷어야
한다’, ‘널고 걷을 때 털면서 해야 한다’ 저를 향한 잔
소리도 많아졌죠. 이에 올해 초 건조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구입한 후 빨래를
만질 일이 없을 정도로 한결 수월해졌어요. 빨래가
끝난 후 건조기에 돌리기만 하면 널고 말릴 때와 달

스마트밴드(갤럭시fit)

옷장으로 들어가요. 아내가 걱정하던 옷 먼지도 건

업무를 하다 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조기 안에서 깔끔하게 걸러집니다. 전기세가 좀 더

진동으로 해놓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들고 구입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생활의 편리함을

전화를 놓칠 때가 많았죠. 그렇다고 소리 알람

선사해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답니다.

을 켜놓으면 사무실에서는 시끄럽고, 막상 현장

핸드폰 자동연결 블루투스 키보드!
올해에는 특히 ‘진짜 잘 샀다’ 싶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블루투
스 이어폰, 고성능 핸드폰, 동남아에서 싸게 산 슬리퍼 등. 그 와
중에 회사생활에 특히 도움이 되었던 물건은 ‘블루투스 키보드’
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협력업체 또는 타 부서와 문자, 카톡으로
업무 대화를 나눌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에서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입한 스
마트밴드 ‘갤럭시fit’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
습니다. 전화면 전화, 문자나 카톡까지.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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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설계팀 홍승현 대리

리 단시간에 건조시킬 수 있게 되었죠. 꺼내면 바로

운동 감지 기능까지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쓰기 전엔 몰랐는

공작품질보증팀 박승욱 대리

데, 쓰고 나니 정말 편리한 스마트밴드. 추천합
니다!

회사는 보안 관계로 PC카톡 사용이 어렵죠. 그래서 블루투스 키
보드를 구입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쓸
때는 오타도 많고 속도도 느렸는데 일반키보드와 같은 형태의

에어팟 2세대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여 작성하니 속도도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안 쓸 때에는 닫아놓고, 쓸 때엔 펼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블루투

매일 부품사, OEM과 전화를 하며 품질시스템(GQIS)을 확인해야

스 연결이 됩니다. 배터리도 한번 충전 시 한 달 이상 사용이 가

하는데 기존에 통화할 때는 휴대폰을 들고 오래 통화하다 보면

능해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업무용으로 카톡이나 메

목과 어깨가 아프고 화면을 확인하면서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

시지 작성이 잦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다. 에어팟을 구매한 후로부터는 통화를 하면서 시스템 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구매할 때 가격은 약간 부담됐지만, 업무의 신
속성을 높였고 어깨와 목 결림을 해결했어요! 점심시간에 음악
청취가 편리해진 점은 덤이랍니다.
FA제작관리팀 김정웅 사원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대표적인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로 집카를 비롯해 우버, 리프트, 디디추싱 등이 있

차
동 의
자 장
시 화
변

확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차량 호출 서비스인 그랩은 7년 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차량 40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8개국가에서 260만여대가 운행될 정도.
국내에서 역시 쏘카와 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차량 공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삼정KPMG의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투자로 본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미래'를 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 투자금액은 425억달러로 전년 대
비 142억달러(약 17조원)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도 전년
(147건) 대비 37.4% 증가한 202건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은 오는 2025년 1970억달러, 2040년 3조3000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마킷 또한 세계 차량 공유 시장 규모가 2025년에 2000
억 달러, 2040년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차도 국내외에서 차량 공유 사업에 적극 투자했다. 이미 동남
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이자 '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베트남 그랩을 비롯해 인도
판 우버인인 올라,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마고, 호주의 P2P 공유 카넥스트도어
등과 협력 중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차량 공유 시장을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위해 투자확대는 물론 다른 회사와도 손을 맞잡고 있다. 직접 차량 공유 서
비스를 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차량 공유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기로 했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다. 폭스바겐그룹과 포드는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전기차 등 분야에서 협업
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 도요타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맞잡고 합작법인 '모넷'을 설
립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처럼 힘을 합치면서까지 차량 공유 시장에 눈독을 들
이는 것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로 더 이상 완성차 스스로의 제조·판매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차량 공유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자동차는 더이상 '소유'의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다. 빌려타거나
(렌트), 함께 타는(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시대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공유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주요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비결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공간까지 빌린다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그 쓰임이 더욱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차량 공유라는 개념이 나타난지는 반세기가 지났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처음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나타났을 때만해도 사회
운동 차원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야면서 본격적
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차량을 공유해 사업을 본격
화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서비스는 미래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
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고민은 곧 생존의 문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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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버는 차량 공유에서 시작해 이제는 ‘1인 모빌리티' 등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 법률이야기 16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오늘 라디오 DJ가 이런 말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위조 또는 변조’부터 짚고 가겠

대출금 1억의 연대보증을 지게 하였다. A씨의 죄는?

⑦ A씨는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을 하더라구요. “2019년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

습니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

④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B카드회원

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고, B씨는 S국립대학교 교무처

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 2019년 하반기를 알차게

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모용이란 타인의 명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내 봐요!”. 올 초에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계획하셨다면

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

후 KB은행에 제출하였는데, A씨의 죄는?

생성하였다. A, B씨는 위 파일들을 이메일로 C씨에게

지금 다시 시작하시어 목표를 이루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⑤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

전송한 경우에는 A, B씨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이번 법률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서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

용되어, B씨에게 전화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

에 관한 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에 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에 변형을 가하여 동일성이 상

에 이용되었으므로, 해당 계좌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

위 ⑥사례는 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 죄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하

실되면 위조, 상실되지 않으면 변조 정도로 기억해두면

원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A씨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

여 이를 행사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부터 간략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는 변조

명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B씨에게 전달하였는데, A씨

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

히 살펴볼까요?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 죄는?

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

그리고 ‘행사’는 위 위조, 변조된 문서를 진정문서 또는

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양 사용하는 것을 말하겠죠?

① 내지 ④ 사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⑤사

반면, 위 ⑦사례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

자, 이제 이론은 끝났고,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며 다시

례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사례들은 실제 사례이고, ①, ③을 제외한 모두 실형이 선고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문서위조죄의 감을 잡으셨을 것이라

할 경우에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

형법 제229조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

① A교수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상장을 스캔하여 총

생각됩니다.

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

장 직인을 오려 붙였고, 이를 인쇄하여 본인 아들의

참고로, ③과 유사한 사례로, 가수 화요비 사건을 볼 수 있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학원 입학처에 제출하였다. A교수의 죄는?

는데, 소속사 대표가 10억원의 투자계약을 작성하면서 화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② A씨는 2018. 8. 경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

비가 보증하였다고 내용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위 ①사례에서, A교수가 자신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

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액이 상당하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기도 하

의 연구소에서 상장을 스캔하여 총장 직인을 오려 붙

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였습니다. 좀 더 심화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인 다음에 이를 스캐너를 통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위 상장은 문서에 해당하

형법 제234조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인 E로 기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

재하였고, 이를 D에게 제출하였다. A씨의 죄는?

⑥ A씨는 중의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하여 응시

언론에서 문서위조죄를 다루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한 자는 그 각 죄의 정한 형에 처한다.

③ B씨는 수리업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고, A씨

원서의 중국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였는데, 이 때 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는 실운영자이다. A씨는 B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

미 사망한 B씨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

직접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

실이 없음에도, B씨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였다. A씨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W

이제 각 법령의 공통되는 구성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지 않고 결국 문서위조죄가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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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다. 그는 딸에게 학교 갈 채비를 시키면서 혹여나 집 밖에서 사고라도
당할까 봐 조심할 것들을 신신당부한다. 집을 나선 딸이 좁은 비포장도
로를 가로질러 스쿨버스임 직한 오토릭샤에 다다른 것을 보고서야 주
방으로 돌아온다. 일라는 맛에 신경을 쓰며 부산스럽게 요리를 하는데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마땅히 남편이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
은 오늘 혹은 최근 어떤 일로 사이가 냉랭해지거나 틀어진 것으로 보인
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의 마음을 풀거나 열어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일라는 카레와 난을 만들어 기다란 원통 모양의 철제 도시락통
에 차곡차곡 담고, 그 통을 다시 정성스럽게 녹색 가방에 담아 때를 맞
춰 찾아온 노령의 배달원에게 건넨다. 녹색 도시락가방은 다른 도시락
가방들과 자전거에 매달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를 달린다. 한참을 갔
다 싶은데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방은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다
시 수레에 실려 옮겨진다. 배달원들은 말없이 도시락가방을 옮기고, 한
데 내려진 가방들을 또 다른 배달원이 들고 이동한다. 마치 도시의 사
람들이 품앗이하듯 각자 음식을 만들어 내놓은 익명의 도시락을 무작
위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과정처럼 보인다.

착오가 빚은 착각
＼
일라의 도시락은 사잔(이르판 칸)의 책상에 놓인다. 서로 잡담을 나누기도 하
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잔은 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무뚝뚝한 표
정의 그는 점심시간이 되자 사내 카페테리아로 가서 도시락가방을 연다. 도시
락통을 하나씩 열어 음식을 들여다보는 그는 어딘지 평소와 다르다는 반응이
다. 도시락통은 그날 오후 무사히 일라에게 돌아온다. 식사시간이 끝나면 배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달원들은 도시락가방을 수거해 오전에 왔던 길로 되돌려 보낸다. 일라는 배달
원이 도시락가방을 현관문 앞에 놓고 가는 소리가 들리자 기다렸다는 듯 밖
으로 나간다. 가방을 위아래로 들어보며 무게를 확인한다. 남편이 음식을 다
먹었을까, 아니면 남겼을까, 혹은 손도 대지 않았을까. 돌아온 가방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일라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도시락통은 텅 비어 있었다. 일라는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은 도시락통을 이게 웬일이냐는 표정으로 기뻐한다. 남
편이 자신의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웠다는 건 부부관계 호전의 청신호였다.

34+35

with wia + 영화 속 세상

고독이
우리를 만나게 한다

일라(님랏 카우르)는 인도 뭄바이 교외의 어느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내와 사별한 사잔은 이웃이나 회사 동료와의 교류마저 차단한 채

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남자는 사잔이 아니다. 일라의 도시락

독신으로 살고 있다. 그는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건너편

은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

건물 창문으로 이웃의 저녁식사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고독한 현

지만 일라는 아직 모른다. 귀가한 남편은 새로운 구석 하나 없이

실을 재확인한다. 온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엔 온기와 웃음이 있다.

냉랭하다. 길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비켜지나가듯 아내를 지

사잔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다. 집에서는 거실

나쳐 방으로 들어가버린다. 모처럼 곱게 차려입은 아내에게 눈길

협탁 앞에 앉아 딱 한 사람이 먹을 양의 음식을 비닐봉지에서 덜

도 주지 않는다. 음식이 어땠느냐고 묻는 일라에게 남편은 “좋았

어낸다. 다른 의자들은 비어 있다. 일라는 남편의 무관심으로 외

다”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그가 먹었다는 음식은 일라가 만들어

딴 섬에 갇힌 듯이 살고 있다. 일라의 가족은 저녁식사 자리에 둘

보낸 음식이 아니었다. 이제 일라는 도시락이 잘못 배달됐다는 사

러앉아서도 말이 없다. 남편은 음식을 입에 넣으며 TV만 볼 뿐이

실을 알게 된다. 일라의 도시락을 먹은 사잔은 인근 도시락가게에

다. 일라가 ‘이모’라고 부르는 윗집 이웃여성은 혼수상태에 빠진

서 점심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 가게 도시락가방이

남편을 15년째 돌보고 있고, 어머니(릴레트 듀비)는 병든 남편을

일라의 도시락과 똑같이 생겼다. 원통형에 녹색. 배달원의 착오로

홀로 돌보면서도 딸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은퇴를 앞

일라의 도시락이 사잔에게 갔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잔은

둔 사잔의 후임으로 고용된 신입직원 셰이크(나와주딘 시디퀴)는

퇴근길 도시락가게에 들러 음식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한다.

고아였다. 그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

고독이라는 공통분모

＼

＼

사잔은 무뚝뚝한 사람이다. 타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신입직원

고독이 마음의 허기라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제는 밥을 먹는

에게 일을 가르쳐주라는 지시를 받고도 먼저 퇴근해버리고, 자기

것처럼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일일 것이다. 일라의 어머니는 남편

집에 들어간 공을 주워달라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 하인으로

이 세상을 떠난 날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아빠가 죽으면

보이느냐”며 요청을 무시한다. 그를 둘러싸고는 “고양이를 걷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막상 죽으니까 그냥 배가 고프다”

차서 차에 치이게 했다”는 소문이 돈다. 사잔은 “사실이냐”고 묻

고 한다. 사잔이나 일라나 세이크나 제각각 외로운 사람이지만 그

는 신입직원에게 오히려 “고양이가 아니라 장님을 밀쳤다”고 말

외로움을 공통분모로 가까워진다. 삶이 충만하기만 한 이들은 고

한다. 일라가 남편을 위해 정성들여 만든 도시락은 하필 이런 사

독한 이들과 제대로 교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고독은 타인

람에게 배달됐다. 일라는 다음날 다시 도시락을 보내면서 편지를

의 고독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타인의 고독은 자신의 고독을

써 넣는다. 남편을 위해 만든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 남편이 다 먹

털어놓을 공간이 된다. 일라와 사잔은 고독을 공유하며 조금씩 고

은 줄 알고 몇 시간 동안 행복했다, 감사의 뜻으로 도시락을 보낸

독으로부터 멀어진다. 영화 속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끔은 잘못

다, 라는 내용으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짧게나마 답장을 할 것이

탄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을 나눌

다. 차가운 사잔이지만 답장을 써 보낸다. 도시락통은 어제와 마

수 있는 일행을 만났다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찬가지로 깨끗이 비워진 채 일라에게 돌아온다. 거기에 든 편지에

일라과 사잔처럼. W

는 “오늘은 음식이 너무 짰다”고 적혀 있다. 보내준 음식은 먹겠
지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없다는 태도쯤 될까. 도시락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편지 교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영화 <런치박스(The Lunchbox)>(2013)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
두 외롭게 그려진다. 삶은 누구나 외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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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는 장신구와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남편을 맞는다. 그러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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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의 부드러움을 닮은 가족

가을의 시간을 함께 엮다
공작기계제어개발팀 이동한 책임연구원네 가족

선선한 가을바람에 아이들 손을 잡고 어디로든 나가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번 달 사우 가족도 계절이 주는 설렘을 가득 안고 공방을 찾았습니다.
가을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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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흡수성이
뛰어난 등나무는
뻣뻣한 재질처럼 보이지만
물을 충분히 먹으면 유연하면서

라탄(Rattan), 자연스러움이 주는 매력

아빠 회사와의 또 한번 특별한 경험

함께 시간을 엮어온 우리 가족처럼

＼

＼

＼

동남아 해변이나 리조트에서 많이 보던 라탄(등나무)은 시원

시안(10), 시윤(8) 두 형제는 라탄 연필꽂이를 만들기로

부부는 원래 닮는다고 하는데, 생김새보다도 유난히 분위기

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패션뿐 아니라 생활소품, 인테리어

했습니다. 요즘 두 형제가 푹 빠진 놀이는 바로 ‘레고 만

가 서로를 쏙 빼닮은 두 부부는 사실 처음 만난 첫 인상을

장식품 등 다양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지에

들기’. 한번 작업에 돌입하면 4시간을 꼼짝 앉고 조립할

아주 다르게 기억합니다. 다른 의미로 각자에게 서로의 첫

서 사랑 받던 라탄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는 고작 2년밖에

정도죠. 레고로 단련된 손기술 덕분일까요. 시안, 시윤은

인상은 강렬했죠.

안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이

라탄에도 금세 익숙해져 어려운 바닥 짜임도 척척 해냅

“학교 동아리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딱 봤을

국적인 멋 때문에 패션, 가구, 소품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고

니다.

때 긴 생머리에 하늘하늘한 투피스를 입고 나온 모습이 딱

있어요.

형제는 우리 회사와도 추억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빠

제 이상형이었어요(웃음). 반면 저는 어땠냐면 친구 만나러

“라탄이 최근 들어 부쩍 인기가 많아진 것 같길래 한번은 만

동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캠핑데이도 다녀왔죠. 또 축구

가듯이 대충 7부 바지에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나갔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왕 만드는 것 아이들도 계속 추억을 기

를 좋아하는 아빠가 ‘거성’ 축구동호회에 가입한 덕에 일

어요. 근데 그 첫 만남에 반해서 그 이후로 제가 적극적으

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에 두면 왠지 눈이 자주 갈 것 같

년에 두 번씩은 가족모임에 참여해 함께 공도 차고 있어

로 다가갔죠.”

은 화병이랑 거울을 만들기로 했어요” (아내 장혜영 씨)

요. 특히 첫째 시안이는 요즘 장래희망이 ‘손흥민 같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나온 이동한 사우의 모습에 아내 장

물의 흡수성이 뛰어난 등나무는 뻣뻣한 재질처럼 보이지만

축구선수’로 바뀌었을 만큼 아빠를 닮아 축구에 더욱 빠

혜영 씨는 새삼 놀라면서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지' 하는 궁

물을 충분히 먹으면 유연하면서 강한 성질이 됩니다. 원래 인

져있어요.

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어느 누구보다

도네시아, 즉 습한 곳에서 자라온 나무여서 그렇습니다. 그에

“아내가 우리를 보면 꼭 아들 셋 같다고 해요(웃음). 예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통한 사이답게 두 부부는 지금도 대

비해 공방의 실내는 건조하다 보니 마른다 싶으면 자주 물을

전에 비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화할 때의 말투, 목소리 톤, 서로를 보는 표정 등의 느낌이

뿌려 젖은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흠뻑 젖은 등나무는 아이들

평일에도 같이 수영이나 축구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

닮았습니다. 둘의 느낌은 두 아이들이 또 그대로 가져가 닮

의 작은 손으로 쉽게 휘어지고 움직입니다.

내는 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을

았죠. 한 가족으로 함께 엮어온 세월 동안 서로에게 물들고

하게 돼서 무척 뿌듯합니다.”

닮아갔나 봅니다.

40+41

강한 성질이 됩니다.

라탄(rattan)이란?
라탄(rattan)은 등나무의 줄기를 말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에 600여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탄(등나무줄기)의 특징은?
라탄은 흡습성이 강하고 수분을 머금으면 유연해지며 탄성이 좋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성질을 가진 재료특성을 이용하여 생활소품, 패션소품 뿐 아니
라 가구를 제작하는데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국 라탄공예(rattan craft)의 역사
요즈음 흔히 칭하는 라탄공예는 예전에는 등공예로 불리었으며 50~60년대에 일본
에서 등공예를 접하신 이숙희 선생님에 의해 최초로 한국에 전파되었다.
70년대에는 국가자격증으로 부녀자들에게 널리 장려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 이후 라탄의 주요 공급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원
되었다.
최근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재료가 활발히 공급되기 시작하
면서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라탄공예 붐이 일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2~3년 전부터 다시 라탄공예가 관심을 받으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협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창원지역에도 라탄공예를 전문적으
로 가르치는 ‘라라탄’ 공방이 의창구 중동지역에 문을 열었다.

현재의 시간을 엮어 올리다

라탄공예의 적용

＼

가볍고 실용성이 높은 라탄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라탄공예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

누군가는 라탄을 명상에 비유합니다. 머리 속 고민을 내려놓고 당장 내 앞의 짜임, 즉 현재에 집중하면서

어 왔는데 요즘엔 라탄바구니와 채반 등 생활소품뿐 만 아니라 라탄거울, 라탄전등,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모양을 고려하지 않으면 밸런스가 무너

라탄벽시계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엮는 클래스가 인기다.

진 작품이 됩니다. 당장 티는 안 나더라도 다 만들어놓고 보면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죠. 그래
서 엮는 사이사이 쉼표를 찍어주며 전체 모양을 상상해 잡아줘야 합니다.
“라탄은 한번 방향을 잘못 들면 되돌려야 하는 점이 꼭 관계와도 같아요. 되돌릴 수야 있지만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특히 가족들과의 추억,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한 땀 한 땀 더 소중하게 엮어 올
리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아빠의 노력이 가정과 육아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시간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좋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한참을 엮어 올리다 보니 어느새 네 식구의 손에는 근사한 소품이 하나씩 들려있
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함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엄마, 아빠의 바람도 함
께 엮어 만든 오늘의 라탄. 시간이 지나면 손때가 묻어 색이 변하는 라탄의 자연스러운 매력처럼 네 식구
는 또 새로운 시간을 함께 엮어갈 준비를 합니다. W

특히 명품브랜드를 포함한 수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패션 ‘잇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라탄백의 인기 덕분에 라탄공예 분야에서도 클래스
중 가장 인기있는 클래스는 단연 라탄백 만들기 클래스라 하겠다.

트렌드
과거에는 가내수공업 개념으로 부녀자들이 라탄공예를 접했다면 최근엔 '워라밸', '
소확행', '개인의 가치' 개념과 맞물리며 직장인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힐링의 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이들에게 자연주의 감성
의 라탄공예를 추천드린다.
by 라라탄(@la_rattan) 대표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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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그 명맥이 끊기게

CSR
1%기적
현대위아 임직원, 새터민 가정 생필품 지원

까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새터민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6.9%로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의 실업률
3.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와 교육 부재,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
해 새터민 경제적 자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신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우리 회사는 저소득 새터민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생
필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가톨릭여성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전
달식에는 가톨릭여성회관 박현주 국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숙미 모금사업팀장과 우리 회사
기계품질보증팀 박현우 과장, 안국준 대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침구류, 생활용품 등 새터민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안국준 대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홀로 고
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웃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여러 임직원들이
함께 모은 성금인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는 이웃이 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
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숙미 모금사업팀장은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뿐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데 이번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나눔을 통해 많은 분들
이 소외 받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전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
는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여 더 뜻 깊은 성금인 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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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새터민 모자가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이들의 안타

Culture
Cookie

알록달록한 빛으로 물드는 10월,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선선
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등화가친’의 계절로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추천 도서 한 권으로 교양 충전은 어떠세요?

[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 이도우 저, 시공사

“좋은 성과를 화끈하게 믿어보세요.”

“자신의 태도에 일관성을 갖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세 명의 요리사가 즐겁게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지배인의 깜짝 등장!

한 겨울 뜨거운 차 한 잔과 같은 이야기

잡채, 인절미, 크림케이크 등등! 다짜고짜 요리 목록을 읊으며 예정에 없

서울 생활에 지쳐 그림 가르치던 일을 그만두고 호두하우스 펜션을 운영

던 결혼식 파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러 북현리로 내려간 해원, 노부부가 살던 기와집을 작은 서점 ‘굿바이책

설상가상 낙하산 주방장인 매니저의 조카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천방

방’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은섭.

지축 사고뭉치이다.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시간! 과연 이 사총사가 모여

굿나잇책방에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날 선 감정이 점점

완벽한 결혼 파티를 준비 할 수 있을까?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는 해원과 그녀를 향한 등댓불이 다시금 켜진 은섭

스트레스를 화끈하게 풀 수 있는 난타를 관람해보세요!

의 만남을 통해 펼쳐지는 가슴 따뜻한 힐링 로맨스. 맑아도 흐려도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에 대해 작가는 특유의 다정다감한 문장과

- 2019.11.22 ~ 2019.11.23
- 공연장소 : 울산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8세 이상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바다대모험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 톰 오브라이언 저, 브론스테인

“함께라면 크고 작은 사건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같이 노래부르고 같이 율동하자!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현대인을 위한 건강 레시피!

바닷속 지진에 순식간에 떠밀려 낯선 곳에 도착한 아기상어 올리,

톰 브라이언 박사는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고래잠수함을 타고 핑크퐁과 튼튼쌤이 올리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알록달록 산호숲, 신비한 동굴, 미스터리 난파선, 화산섬 마을까지!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뇌 기능과

올리, 핑크퐁, 튼튼쌤은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바다마을 모험을 떠나요.

문제를 알아보는 방법, 유명한 베스트셀러 건강 전문가들이 공유한 건강

그 사이 고래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과연 핑크퐁과 튼튼쌤은 아

레시피를 통해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기상어 올리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신나는 핑크퐁 노

처음부터 모두 무리하게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래와 율동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고퀄리티 패밀리 뮤지컬!

1주일에 1시간만 투자해 만드는 작은 변화만으로 건강한 뇌를 회복하는

- 2019.11.16 ~ 2019.11.17 - 공연장소 :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놀라운 경험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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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난타

문화로 말해주는
이달의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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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입사원 멘토링 클로징 세리모니

2019 변화와 혁신 대상 사내 시상식 열어

강소법인 탁구대회 개최

강소법인 헌혈 캠페인 시행

지난 9월 2일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 대강당에서 ’19년 신

지난 9월 30일,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 대회의실에서 ‘19

강소법인은 지난 9월 16일부터 8일간 임직원 탁구대회를

지난 9월 24일 강소법인은 봉황진 시가 주관하는 무상 헌

입사원 멘토링 Closing Ceremony가 열렸다. 지난 4월부

년 변화와 혁신 대상 사내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열었다. 총 80명의 직원들이 8개 대표팀을 구성해 서로

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직원들

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총 46명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멘

는 김경배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들이 참석해 수상자들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최종 우승의 영광은 본관 1팀이 차

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1500ml의 헌혈 양을 기증함으로써

토 선배사원과 멘토링을 실시하며 조직 적응에 힘써왔다.

의 성과를 치하했다. 올해는 총 48건 접수된 과제 중 1, 2

지했으며, 그 뒤를 등속 1팀, 주물관리팀이 이었다. 경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혈압

이날 행사는 멘토링 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직장생활

차 심사를 거쳐 조직부문 3건, 개인부문 3건 총 6건이 우

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대회

측정, 혈액 검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헌혈에 참여한

소통법에 관한 특강으로 이뤄졌다.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

수과제로 선정됐다. 조직부문 최우수상은 차부연구센터

에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한 직원은 "자신의 나눔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된 6팀은 멘토링 과제 수행결과와 소감을 나눴다. 현장심

제어개발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특수영업팀 한상철

강소법인은 직원들의 체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업장 분

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 결과, 최우수 커플로 선정된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

차장이 수상했다.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직

강소법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의 가치관 실현을

택 멘토와 오주연 멘티는 11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오토

변화와 혁신 대상은 그룹 및 사별 변화와 혁신에 기여한

원들의 풍부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좋은 일터 분위기를

위해 직원들과 동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꼭 필

쇼 참관 기회를 얻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매년 대졸 신입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사내 시상에 선정된 6건의 주

만들기 위해 사내 체육행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요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강소법인은 직원들의 참여로 이

사원의 신속한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는 그룹 차원에서 연말까지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

지속 운영 중이다.

를 기다릴 예정이다.

2019 Mentoring Closing Ceremony

2019 Change and Innovation Awards

On September 2, '19 New Employee Mentoring
Closing Ceremony was held at HYUNDAI WIA
Uiwang R&D center. From April to August, a total of
46 new employees have been striving to adapt to
the organization, conducting mentoring program with
seniors. At the event, presentation of excellent cases
of mentoring activities, awards and lecture were
presented. The 6 teams shared their performance
of the mentoring project. According to an on-site
audit, Automotive Parts R&D Support Team were
given a chance to attend an auto show in Los
Angeles in November. Meanwhile, HYUNDAI WIA is
continuously operating a mentoring program to help
new employees adapt to the organization rapidly
every year.

On September 30, an in-house award for Change and
Innovation was held at HYUNDAI WIA R&D center.
CEO Kim Kyung-bae and other executives attended
the event to honor the achievements of the winners.
Of the total 48 tasks received this year, 6 projects
were selected as an outstanding performance. The
best organizational category was won by the control
development team of the automobile parts, while the
best individual category was won by Han Sang-chul,
deputy director of the defense sales team.
Meanwhile, ‘Change and Innovation’ is an event that
awards cases that contribute to group and company
change and innovation.

뤄지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乒乓球比赛

江苏法人开展献血活动

为了提高员工们的身体素质，丰富员工们的业余生活，

9月24日，江苏法人组织员工积极参与了凤凰镇主管的无

营造和谐的企业文化氛围，我们公司在9月16日开展了为

偿献血活动，本次活动共6人参加，共计献血量1500毫

期8天的乒乓球比赛。共有8个团体队伍，80名选手，20

升。献血现场，大家认真填写登记表、测量血压、抽血

个个人赛选手参加了比赛。在经历了8天的激烈角逐后，

化验，所有流程在医护工作人员的指导下井然有序地进

本馆1队，等速1队，铸物管理队分别取得了第一名、第二

行。献血活动的员工说道：能通过自己的分享拯救更多

名、第三名的好成绩。没有参与比赛的职员也用超高的

可贵的生命是一件非常有意义的是事情。

的热情展示了对比赛的参与度。
江苏法人通过举办乒乓球比赛提升员工体力从而达成营
造健康事业场气氛的目的。今后也将开展丰富多彩的
活动，继续推进体育活动，为员工们营造良好的工作氛
围。

江苏法人通过开展社会公益活动展示公司的社会责任，
今后也将开展更多员工参与的社会公益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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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윤리경영의식 강화교육 실시

산동법인 가을 맞아 추수지원활동 펼쳐

인도법인 마을 도서관 준공식

멕시코법인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8월 29일 산동법인은 윤리경영의식 강화교육 및 서

산동법인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지난 9월 7일 동

인도법인은 지난 9월 9일 나탐두(Nathamedu) 지역에 기

멕시코법인은 지난 9월 12일 사내식당에서 ‘법인 설립 5

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를

료직원의 가정을 방문해 추수지원활동을 펼쳤다. 산동법인

증하는 마을도서관과 e-Center 준공식을 열었다. 이곳은

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멕시코법인장 김창용 상무를 비

비롯해 주재원, 부서장 등 총 12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 신문영 상무를 비롯해 주재원, 부서장 등 80여명이 참

마을 아이들이 방문해 무상으로 도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롯해 5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기념사와

‘윤리경영현황 결과 및 행동수칙’ 설명, 선서, 서약서체결

여해 3명의 동료직원 가정의 추수활동을 도와 땅콩 6모 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케이크 커팅 후, 멕시코법인의 새로운 혁신 슬로건 발표가

및 산동성 개발구 검찰청윤리교육 기지 견학 순으로 진행

확의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동료들도

없어 더운 여름에도 나무 밑 맨땅에 앉아 공부를 해야 했

이어졌다. 김창용 상무는 ‘INNOVATION! GO TO ACTION’

됐다.

돕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다. 인도법인은 이번 기증을 통해 지역사회에 교육 기회를

슬로건을 공표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업무자세와 작은 것

이번 교육은 기업 구성원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공

제공해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라도 바꾸겠다는 의지와 시도를 통해 생산제품과 품질

야 할 일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지도하는 행위에 대해 다

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동법인은 직원들이

한편 인도법인은 지난 9월 10일 HIV 감염 소녀들의 병원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인의 기

뤘다. 또한 기업활동 시 숙지해야 할 윤리경영 지침도 공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통원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는 등 다

업문화를 통째로 바꾼다는 각오 아래 현대위아의 성장과

방면에서 활발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도약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멕시코법인은 지속 성장

유했다. 한편, 산동법인은 매년 윤리경영의식 강화교육 개
최를 통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

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 동기부여 및 법인의 체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山东法人举办“伦理经营实践誓约书”签
订式

山东法人开展秋收花生支援活动

8月29日，公司召开了一年一度的“伦理经营实践誓约

时提升员工的企业归属感，我公司于9月7日举行“19年

书” 签字仪式，总经理、驻在员、部署长等共128人参

山东现代威亚秋收支援活动”。本次活动在总经理辛文

加，签字仪式共分为《伦理经营现况结果及行动守则》

榮常务的带领下，共有80余名志愿者报名，志愿者们共

说明，参会人员宣誓，与会者誓约书签字及提交，开发

帮助了3个职员家庭，共计收获花生6亩，为员工家庭解

区检察院廉政教育基地参观学习等四部分。

决了燃眉之急。

通过此次伦理经营教育及签字仪式，使企业成员认识到

活动结束后，志愿者们纷纷表示，很高兴参加这样的公

什么事是应该做的，什么事是不应该做的，并以这种认

益活动，不仅帮助了身边的同事，而且实现了自身的

识来指导自己的行为。山东法人每年通过伦理经营意识

价值，以后会继续参加类似的公益活动，奉献爱心。今

强化教育来提高员工的责任意识，构筑有责任意识的经

后，山东现代威亚将继续开展多种多样的社会公益活

营环境体系。

动，为地区经济的发展做出自己的贡献。

金秋9月是一个收获的季节，为解决公司员工的困难，同

HYUNDAI WIA INDIA held a Village
Library Completion Ceremony
HYUNDAI WIA INDIA held a ceremony on Sept.
9 to mark the completion of the e-Center with a
village library that will be donated to the Natamedu
region. This is a space where village children can
visit and access books and educational programs
free of charge. In the past, children had to sit on the
bare ground under a tree even in the hot summer
because they had nowhere to study. Through this
donation, HYUNDAI WIA INDIA aims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nd
growth to the community.
Meanwhile, HYUNDAI WIA INDIA donated vehicles
to an agency to assist HIV-infected girls to get
hospital admissions on Sept.10.

5th Anniversary of HYUNDAI WIA MEXICO
On Sept. 12, HYUNDAI WIA MEXICO held an event
to celebrate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About 50 employees, including
Kim Chang-yong, the president of HYUNDAI WIA
MEXICO, attended the event to celebrate. After the
ceremony and cake cutting, the event proceeded in
the order of the announcement of HYUNDAI WIA
MEXICO’s new slogan for innovation. "We need to
develop our competitiveness in production products
and quality and attempts to change even small things"
said Kim Chang-yong. He also said, "Let's make
a leap forward with the growth of HYUNDAI WIA
under change the corporate culture as a whole." The
company plans to focus on employee motivation to
create a sustainabl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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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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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설계1팀 사진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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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기준정보 및 원가정합성 고도화TFT 강진우 차장

이번 달 사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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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부품샤시영업팀 김준형 과장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 등속설계팀 이호석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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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