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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성, 정구호, 조수용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는지. 빠르게 정답을 말하면 이들은 누구보다 ‘트렌디

이들의

공공
통통
점점

하게’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진짜 정답이죠. 이들의 트렌디함 때문일까요. 조선일보는 최근 널
찍한 지면을 할애해 이들을 차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조수용(46)은 우리가 늘 쓰는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 카카오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디자이
너입니다. 조 대표는 디자이너다운 창의력이 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랜 기간 재직한 네이버의
임원을 그만두고 나와 만든 매거진B는 그의 창의력을 한껏 보여줍니다. ‘광고 없는 잡지’로 유명한
매거진B는 1권 당 오직 하나의 브랜드만을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잡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가 있는 카카오 역시 매우 창의적인 기업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교통•
미용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 사업을 펼치고 있죠. 그는 카카오의 문화에서 혁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카카오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지킬 수 없다”, “통제가 안 되고 제멋대로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헌신도가 높아진다”고 말이죠.
정구호(56)는 주얼리 브랜드인 제이에스티나의 부사장입니다. 직전에는 휠라코리아의 부사장으로,
휠라의 부활을 이끌었죠. 망해가던 휠라를 10~20대의 ‘워너비’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패션브랜드 KUHO를 선보였었고요. 그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
놓으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 부사장 또한 성공의 중심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른 본인의 개성을 설득
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정 부사장은 오십 번도 백 번도 얼마든지 노
력하고, 또 상대방에게 설득당하면 깨끗이 승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설
정이 같으면 함께 갈 수 있다. 실행하도록 윽박지르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아시다시피 전유성(71)은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기획자이죠. 그는
관광객들이 외면하던 지역인 경상북도 청도에서 코미디라는 콘텐츠 하나로 30만 관광객을 끌어
모은 최고의 기획자입니다.
일흔이 넘도록 기획자로 왕성히 일할 수 있도록 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이를 남들과 다르
게 보려는 ‘눈’과 ‘후배’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는 자신
과 다른 후배들의 시선과 다양성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여전히 후배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이름을
믿고 공연을 하러 지방을 찾는 이유입니다.
전유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날 둘러보니, 나혼자 떠들고 있더라고. 말도 안되는 거지. 그 즉시
나는 입 다물고 후배들 시켰어요. 말 터지니, 신봉선이고 김대범이고 안상태고 그 친구들이 진짜
웃기더구먼”이라고요.
다시 조수용, 정구호, 전유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보다 ‘소통’에 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센스를 가진 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존중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소통이었죠.
여러분들의 소통은 어디에 와 있나요. 엉뚱한 의견이라고, 기존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거
나 배척하지는 않나요. 이번 사보에서는 저마다의 다양성을 최고의 소통으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소통의 방식을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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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 유럽공략 나서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법인’신설
- 2021년 연 24만대 규모 양산 공장 건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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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직접 생산으로 유럽 車 부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회사는 오는 2021년 10월 양산을 목표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시에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을 설립합니다. 러시아법인은 총 2100억원을 투자해 13만2000㎡(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가 유럽 지역에 자동차부품 생산 기지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투자는 러시아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제도(SPIC)를 통해 이뤄졌습
니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2021년 가동을 시작해 오는 2022년부터 연 24만대 규모로 엔진을 생산
합니다. 우선 1600cc 규모의 엔진을 생산한 뒤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 엔진을 다변화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법인에서는 엔진 부품의 가공에서 조립까지의 전 과정이 이뤄집니다.
우리 회사는 러시아법인 신설로 국내외에 다섯 번째 엔진 생산 기지를 확보, 연 200만대 이상의
엔진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기도 평택
시, 해외에서는 중국 산동법인과 멕시코법인에서 승용차량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용 엔
진을 양산 중입니다.
이번 법인 설립은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KOTRA
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승용차 판매량은 총 180만591대로 2017년 보다 12.8% 증가했습
니다. 또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1.8% 늘어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
죠. 실제 러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메이커들이 생산 기지를 세우고 격전
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법인을 통해 유럽 전 지역으로 차량부품 수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
다. 러시아 현지 생산으로 물류비와 생산 비용을 최적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러시
아법인을 통해 유럽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현대위아! 뛰어난 기술력과 완벽한
품질로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W

산동법인 엔진생산2부

about wia +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중국 현지 생산의
자부심을 만나다

山东法人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위치한 현대위아의 해외 사업장들. 그 중에는 엔진, 금형, 소재 등
생산기지 3곳을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산동법인이 있다. 우리 회사의 동료이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그
들을 알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법인의 현장 직원들을 만나보았다. 산동법인에서 탁월한 팀워크로 현장을 이끌어가는 엔
진생산2부 조립 3과 황금파 반장과 그 반원들. 일하는 환경도 국적도 다르지만, 회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조금도 다
르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 郑立澄，王磊磊，魏巍，王宁，黄金波，田洪源，张伟，赵余芝，刘相杰，辛宇
정입청, 왕뢰뢰, 위웨, 왕녕, 황금파, 전홍원, 장위, 조여지, 유상걸, 신우

업무의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산동법인 엔진생산2부 황금파 반장입니

우리 반이 좋은 개선방안을 제기할 때 가장 성취감이

다. 우리 반은 엔진생산2부 엔진조립3과에 속해 있는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데요. 산동법인의 최신 조립•생산라인입니다. 자동화

필요한데요. 제가 반장으로서 반원들의 적극성을 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공장의 인원보다 우리 반의

러일으킬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

인원수가 더 적은 편이에요. 현재 저희 반원은 총 47

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과제이자

명이며, 시간당 43대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현대위아 산동법인의 특징을 소개해주세요.

1일 생산계획에 맞춰 생산라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

제가 현대위아 산동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을 말하

는지를 확인하고 설비를 점검합니다. 또한 고장 부분

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반의 가장 큰 특

이 있다면 즉시 처리하며 후속 예방을 위해 개선방안

색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원들의 진지

을 세우고 실시합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

한 태도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타난 작은 문제

기는 불량품의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의견을 제기

들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캐고 따지고 분석하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업무 효율성 향

는 정신이 다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 하

상을 위해 꾸준히 반원 교육도 함께 하는데요. 이를 통

더라도 그 뒤에는 항상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해 직원들이 제품 상태를 항상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힘쓰며 안전수칙 준수 및 생산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

위해 노력합니다. 공장 안팎과 작업 환경을 깨끗하게

니다.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현장 3정 5S현황 점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산동법인 황금파 반장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직원의 뒤에는 모두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직원들

우리 반의 좌우명이 있다면?

의 가정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그들의 업무 생활

사람으로서 좋은 품성을 추구하고 직원으로서 상위권

에 있어서 어떤 점이 더 필요한 지를 파악하게 되어

에 들 수 있도록 쟁취하자.

서 서로 배려하며 더 편하게 교류하게 되더라고요.

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직된 분위기에서
도 생산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근무효율은 높지 않
겠죠. 그래서 저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부상조의 현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현지에서 현대위아는 어떤가요?
반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이나 역
량이 있나요?
저는 업무를 처리할 때 반원과의 관계와 회사의 제
도 두 가지를 함께 잘 융합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생

현대위아 산동법인의 관리방식이 점점 중국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더욱 번창하길 바라고, 중국인 현장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길 바랍니다.

각합니다. 직원을 나의 가족, 친구로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업무에 있
어서는 회사의 제도 및 수칙을 지키도록 엄격히 관

전세계 곳곳의 현대위아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해야 하는 거죠. 일에 있어서 공사를 확실히 구분

우리는 모두 같은 현대위아 소속입니다. 현대위아라

해야 한다고 할까요.

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
며, 모두 손을 맞잡고 현대위아의 빛나는 미래를 위

반장님이 생각하는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해주
세요.
직원들이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
고 있습니다만 저는 팀워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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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DFSS 상생협력상
수상의 주인공들
차량부품연구센터를
만나다

샤시시험팀
백설 책임연구원

차량부품연구지원팀
김명수 책임연구원

제어개발팀
강헌 책임연구원
구동설계팀
이형일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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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ia + To be GWP

모듈설계팀
이은창 책임연구원

지난 11월 5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호텔에서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 임직원들이 DFSS(Design for Six Sigma) 상
생협력상을 수상했습니다. DFSS는 연구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 제품의 품질과 강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데이터 기반의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했었는데, 현재는 그룹사 및 협력사까지 대상을 확
대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DF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죠. 이러
한 적극적인 활동은 결국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상의 주인공은 자신들이 아니라 현대위아 차량부품연구센터 모두
라고 밝히는 겸손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상하기까지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기와 비결을 알려주세요.

김명수 책임연구원 사실 상생협력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김명수 책임연구원 동료들의 능력과 노력은 위에서 언급

있듯이, 오늘 인터뷰를 한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 일군 성

했으니,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연구개발 혁신 활

과가 아닙니다. 누구 한 명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센

동은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여야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

터의 임직원 모두가 현대자동차그룹 전체에서 인정을 할

한 측면이 있어요. 센터 내의 임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

정도로, 높은 수준과 열의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수

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것이 주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한 거라 봐요. 저희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을 해

강헌 책임연구원 DFSS 사례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기구

드린 정도입니다. 능력 있는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를 어떻게 친화적으로 설계할지, 생산 공정을 어떻게 바꿀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관련 교육에서도 DFSS를 개발 프로

이은창 책임연구원 1기부터 참가해온 터라 감회가 남다르

세스 중 하나로 접근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FSS를 다

네요. 처음 이 업무를 맡아서, 저희 실을 총괄해서 DFSS

소 무겁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어와 DFSS는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난관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고요.

많았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수상까지 하다니, 저희

하지만 작년에 과제를 하면서 접근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

차량부품연구센터 동료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기까지

요. DFSS를 ‘프로세스’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툴(Tool) 모음’

합니다.

정도로 무게를 내려 접근한 것이죠. 프로세스 전체를 두고

강헌 책임연구원 개인적으론 작년에 사내에서 DFSS 우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변화를 주려고

과제로 많은 축하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런 걸 하

했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런 수상소식에 어리둥절합니

백설 책임연구원 기존에 CWTJ라는 조인트에 대한 기술을

다. 다만 제가 했던 업무가 현대위아의 기술력이 현대자동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개선하면 해외 유수의

차그룹에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기쁘

업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

네요. 또 사내 심사와는 달리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 3

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

자가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선하려면 등속조인트 내부의 거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

고 생각합니다.

는데, 등속조인트 내부의 거동을 시험에서는 볼 수가 없었

백설 책임연구원 우리 회사가 다른 그룹사들에 비해

습니다.

DFSS를 늦게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빨리 수상

그래서 접근방식을 바꿔봤습니다. ‘시험에서 볼 수가 없다

을 하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면, 해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라고요. 해석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업체들의 해석 기법을 벤치마
킹해서 전용 해석 툴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개
모델 검토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리던 시간을 1일 이내로 줄
여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하였습니다.

DFSS

Design for
Six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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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S 상생협력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은창 책임연구원 김명수 책임연구원이 이 업무를 총괄

김명수 책임연구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설계

한 담당자입니다. 원래 DFSS 쪽에서는 그룹사 중 우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

회사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다. 최근에 이 효율화를 위한 툴이 많이 생겨났는데

강헌 책임연구원 과제 수행 시 실제 차량에서 얻을 수

여건 속에서도, 과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때도

요. 이 툴들을 실제 현업에 도입해서 교육하고, 실제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묵묵하게 솔선수범했습니다. 이 개선활동이 처음에는 촛

과제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설계,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임해줬던 저희 팀의 박재용 연구

불이었다면, 이제는 횃불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연

시험, 해석 등 부문 구분 없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코

원, 이시형 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

구센터의 업무 추진 방향 및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

칭을 해왔다면, 내년부터는 각 부문에 최적화된 툴을

고 비단 두 명 뿐만 아니라 저희 제어개발팀 소속 모든

록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설 책임연구원께도 감사

적절히 배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히 기대 이상의 역량을

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방향선정이 잘못되어 리빌딩 할

발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는 정말 힘이 드셨을텐데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새

것으로 자신합니다.

로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

백설 책임연구원 먼저 차부연구센터의 김명수 책임연

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상에 기여한 담당자들 개개인에 대한 칭찬 부탁
드립니다.

구원과 이은창 책임연구원의 경우 명확한 문제점 파악

은 도움을 주었고, 송광호 책임연구원은 시험 및 결과 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창 책임연구원 많은 분들이 시상 때는 관심을

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기헌 책임연구
원의 경우 같이 해석을 수행하면서 해석 모델 개선에 많

해외 윈터 평가중에 눈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차를 끌어내고 있는 모습

가지시다가도 평소에는 관심을 안 가져주시곤 해요.

향후 더 큰 목표가 생겼을텐데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이터를 설계 변경 이력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 시

‘다른 일도 바쁜데 여기에 시간을 빼앗길 여가가 없
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성과
는 그런 중에도 과제추진자들이 개인 시간을 할애해

험·해석 상관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

강헌 책임연구원 아직 발전하고 개척해나가야 할 영역이

서 일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고생

습니다. 등속설계팀의 조정현 책임연구원의 공이 가장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룹사 내에서는 4WD 전문회사로

한다는 것이 소문나서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

큰데요. 많은 아이디어 제시와 시제품 제작, 시험 등 전

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다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코칭하는 것도 힘

반적인 개선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룹사를 넘어 세계적으로 우리의 4WD 기술력을 인정받

이 들기도 합니다. 전 연구소,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

외에도 많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든 부문에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문화로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백설 책임연구원 인보드 제품에서는 이번에 개발 완료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책임연구원 위에서 여러 동료들을 언급해주셨기

CWTJ-2의 경우 해외 선진사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강헌 책임연구원 팀 특성상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

때문에, 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을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아웃보드 제품도 협업

데, 출장 중에 요리를 종종 하는 편입니다. 현지에서

저는 2016년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그때부터 책임연구

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절각, 고효율, 고강도 조인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요리를 하려고 하다보

원님들께서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시작의 발판을 만드

트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

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가 본인에게 도움 되는 게

이은창 책임연구원 이전까지 설계의 트렌드가 ‘강건성’

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요리하기

많지 않아요.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현업 업무가 줄어드

에 있었다면, 이제는 ‘신뢰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위해 레시피를 응용 하다보면 때로는 레시피보다 훌

는 것은 거의 없고, 추가적인 업무 부담만 늘어나죠. 그

재의 신차에 적용한 부품의 성능이 목표한 일정 기간 뒤

륭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후배님

런데도 수많은 과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매년

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들께서는 선배들에 의해 정해진 레시피에 갇혀서 프

전략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어요. 특히 이은창 책임연구

죠. 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로젝트를 바라보지 마시고, 보다 유연한 사고와 자세

원은 전략, 계획 수립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셔

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미래 수명을 예측하고,

로 더 훌륭한 레시피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

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헌 책임연

목표점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는 엔지니어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W

구원도 매우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셨고요. 큰 도움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방법론을 공부해서 과

전문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에 녹이셨더라고요.
북미에서 진행한 머드(진흙)조건 실차 시험 중 잠시 쉬는 모습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헌혈!

나에게 헌혈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해야하는 것'

저는 30년 전에 군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헌혈을 시작하

저는 평소 무엇이든 내 시간, 건강, 경제적인 부분이 허락한

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9번의 헌혈을 했는데요. 딱히

다면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

헌혈을 많이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금년말까지 30번을

다. 그래서 헌혈도 꾸준히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사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헌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는 하남에도 헌혈 센터가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가장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헌혈한 혈액은 장기

헌혈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시간 정도

가까운 서울 강동까지 나가서 근처 이마트에 차를 대고 헌

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혈액보유량인 5

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헌혈을 통해 주기적인

혈을 해야 했습니다. 헌혈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안정을

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정기적인 헌

건강 체크가 가능하고 고지혈증 수치와 같은 필요한 검사에

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뭔가를

혈이 필요합니다.

의뢰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

베풀고 있다는 기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이러한 헌혈 필요량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회사에서

로 건강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면서 헌혈을 하는데요. 최근 2

동료가 아버지 병원 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고 해서 이야기

도 지난 10월과 11월 창원, 의왕, 서산 등 5개 사업

개월에 한번씩 하려고 하는데 가끔 시기를 넘기기도 해서

를 나누다 보니 수혈을 받으셔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

장에서 헌혈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20대부터 60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해 헌혈주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헌

다. 그래서 다음날 헌혈증을 10개 정도 가져다 주었는데 고

대까지 전 연령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셨는데요.

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

마워하는 동료를 보니 보탬이 되었다는 마음에 제가 더 행

임직원들의 동참 덕분에 총 47.6L라는 헌혈량을 달

는 헌혈하고 나면 '오늘도 건강해서 헌혈을 했구나'라는 생

복하더라고요. 이처럼 제 헌혈증을 동료에게 나눌 때면 아

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뜻깊은 헌혈에 함께해

각이 들더라고요. 사우분들도 함께 주기적으로 헌혈을 실시

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기쁩니다! 나

해서 환자들을 돕고 본인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으

눔의 행복을 느껴서인지 저에게 헌혈은 죽는 날까지 건강이

면 좋겠습니다.

허락되는 한 꼭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헌혈이

헌혈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

하고
계신가요?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외국으로

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
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
리나라는 수혈용 혈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을 자급자족으
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명의 헌혈자가

주신 임직원들 중에서도 헌혈왕으로 손꼽히는 헌혈
매니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분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차량부품생산관리팀 김종수 팀장

아니더라도 봉사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준다는 점에서 내
가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크다고 믿고 사우분들도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팀 곽호명 책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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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W INSIDE

여러분,

#우리회사헌혈왕
헌혈횟수 100회에 달하는 헌혈왕! 레드카펫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헌혈버스에서 처음으로 헌혈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헌혈을 이어오고 있습니
다. 2000년 초에 부산에서 혈소판 성분 헌혈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헌혈의 집에서는
할 수 없고 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만 할 수 있어 처음으로 부산혈액원에 방문도 해보고 헌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처음으로 혈소판 성분 헌혈을 접한데다가 혈액원이라는 곳도 생소해서
많이 얼떨떨하기도 했고, 다른 헌혈에 비해 헌혈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걸려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습니다. 2005년에 정기적으로 헌혈하던 중에 우연히 조

바쁜 일상 속 잠시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혈모세포 기증회원 모집 포스터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었는데요. 2006년 여름쯤, 센터에서 조혈모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및 헌혈 당일에도 금주를 해야 합니다. 저는 컨디션 회복을 위해 헌혈

동아대 병원에 입원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때가 생각나는데 기증에 대한 후회나 미

다음 날까지도 금주를 하는데요. 헌혈을 마음먹으면 최소 3일간 지인과의 술 약속을 포기하면서

련 없이 ‘내가 잘했구나’하고 마음 속으로 끄덕입니다. 저에게 헌혈은 현재 나의 건강 상태도 확인

헌혈을 합니다. 이렇게 헌혈을 하고 나면 제 피가 다른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생각에 굉장

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인데요. 특히 헌혈을 마치고 나서 음료수를 마

히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지인의 아는 분께서 사고로 긴급수혈이 필요하셔서 보관 중인 헌

실 때의 상쾌함은 운동 끝나고 마시는 맥주 한 잔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또 건강체크도 하고 정기

혈증을 모두 내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적으로 피를 몸 밖으로 내보내며 새로운 피로 채워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

생각이 문득 들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면서 헌혈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분들도 헌혈을 통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건강한 나의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쁨을 느끼셨

꾸준히 하다 보니 저에게 헌혈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생

으면 좋겠습니다. 덤으로 건강체크와 기념품까지 얻어가세요!

각이 들어요. 헌혈을 통해서는 B형 간염 등 무료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헌혈 후에는 사은품도
지급받습니다. 특히 헌혈 후 이벤트에 당첨되면 공짜로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요. 물론 이런 장점 외에 헌혈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이 불가하다는 단점과 헌혈 전날과 당일, 때로
는 다음 날까지 술 약속이 불가하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혈이 필요한 분들께 도
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우들도 함께 헌혈에 많이 참여하여 개인 보람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
는 이미지 좋은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회사를 다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품질보증팀 안국준 매니저

특수품질보증팀 서종인 책임매니저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
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할 때,
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데요.
바로 정기적인 헌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듯
건강할 때의 헌혈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
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꾸준
한 헌혈을 위해 다음 번의 고귀한 나눔에도 꼭 참여
해주세요!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전국 300만 헌혈자들에게 감
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30회 이상의 헌혈자에게는 은장, 50회 이상의 헌혈자에게는 금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100
회 이상의 헌혈자분들은 헌혈명예장을 수여하고 ‘헌혈 레드카펫’인 명예의 전당으로 모십니다. 헌혈 레드카펫은 대
한적십자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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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조직이 맞는 환자가 있어 기증하겠냐고 확인 전화가 와서 기증 의사를 밝히고 그 해 가을에

전기차 시대 경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미래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이종 기업간 행보가 심상찮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간 대규모 공동 투자는 물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는 엔진이 제일 중요한 부품이었다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며 가장 중요한 부
품은 배터리가 된 지 오래다. 전기차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도 크다. 즉, 전기차 시대 기술 경
쟁력의 핵심은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 성능이라는 것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 SK, LG그룹이 일찌감치 뛰어들었을 정도로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 역시 높
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올해 400만대 안팎. 하지만 2020년에는
850만대, 2025년에는 2200만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2021년부터 유럽연합(EU)이 한층 엄격한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공유경제'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기차 수요는 더욱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도 친환경차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2025년까지 44개 차종, 167만대의 친환경차(수소전기차, 전기
차 등)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
발(R&D)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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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vehicle

최근에는 자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수요처를 찾기 위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간 손을 잡
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는 미래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
체들이 자동차 시장의 기술 우위를 차지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완성차업계가 단순히 전기차 배
터리를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식이었다면, 이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투자비 절감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라는 각각의 이유가
존재한다.
LG화학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화한다
고 밝혔다.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 역시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업체 노스볼트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세웠다. 9억 유
로(한화 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하며, 독일 중북부 잘츠기
일본의 완성차업체 도요타도 자국 배터리업체 파나소닉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
지리차도 지난 6월 LG화학과 각각 1034억 원을 출자해 배
터리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완성차업체 ‘빈패스트’도 지난 4월 LG화학과 현지에 전기차
와 전기오토바이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의 설립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
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
영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한 11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배터리 업체가 차체를 생
산하는 것이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
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려는 완성
차 업체와 전기차를 직접 제조하려는 배터리업체의 무한경
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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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이르면 2023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상 속 법률이야기 17호

만추의 계절인 11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더욱

청구하게 됩니다.

임차하고 있었고, 위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B는 사고 당시에 구두를 신고 있었고, 계단 앞에 경고문구

깊어 가고 이제는 낙엽이 제법 쌓이네요. 찬 바람이 몰려

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고 있으므로, 계단을 보수할 권한 및 책임은 A에게

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작물점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B

계단에서 B만 다쳤고, 사고 이후에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오는 출근길,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A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부동산을 ‘콘서트’

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A의 손해배상책임을 50% 정도 감액

이번 법률 이야기 주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노래방에 임차하는 자이고, B는 노래방 손님입니다.

노래방 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몰, 식당, 극장, 병원, 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한 주제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과

B는 위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원 등에서 넘어졌을 때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B는 1200만원에서 50% 감액한 600만원만 받을 수

아주 밀접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보기에 앞서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았습니다. 그 순

공작물점유자가 건물들을 청소한 후에 바닥에 물기를 제대

있을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서 관련 법령부터 찾아 볼까요?

간 B는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에 미끄

로 닦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누군가

B는 여기에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러지며 그만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

넘어져 다쳤다면, 그 책임을 공작물점유자에게 물을 수 있

서는 500만원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통상 위와

민법 제758조 제1항

후, B는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

는 것입니다.

같은 사례에서는 50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

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인대재건술을 받

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

았습니다. 노래방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자 이제 심화학습입니다.

로부터 받았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위 사례에서, 이미 발생한 B의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월소

결국, A는 B에게 700만원[일실수입 600만원 + 기왕치료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

경고문구가 있었고 계단 부분에 난간도 설치되어

득이 300만원이며, 인대재건술로 인해 2년 동안 B의 노동

비 600만원) X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만원 – 보험금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있는데,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까요?

능력상실률이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먼저 계산하겠습니

주변에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본 사

에, A와 B가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B가 400만원을 보험사

어떤 경우 적용되는 법률일까요?

우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다. 용어는 생소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실수입

례는 임직원 분 중에 한 분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유사

우선 공작물(工作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공작

보존상의 하자’를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은 B의 월소득 300만원의 10%에 호프만계수(정해진 값입

한 사례입니다). 예컨대, 극장에서 영화보고 주변이 어두워

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공작물

니다)를 곱한 값으로,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치료

넘어져 다쳤는데 그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말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비를 합산하면 1200만원이 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모두

지,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액이 결정되는지를 이제는 스스로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 다치는 경

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술 취한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아파트 벽재

다(2004다28122).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같은 내장재가 떨어져 다치는 경우, 윗집의 배관이 훼손

그리고 공작물점유자는 위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쉽게 찾을 수 없기에 이

되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작물 점유자 또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불법행

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설명 드렸는데, 도움이 되

는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

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하거나 관리할

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게 합니다.

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 뵐

닙니다. 호텔이나 펜션에서 발생하는 사고, 수영장에서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2000다386).

발생한 사고 등도 모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위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는 건물의 지하 1층을

게요.W
우리 사례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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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공작물 책임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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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with wia + 영화 속 세상

우리 곁의
성인을
알아보는 법

이런 노인이 있다. 늘 앞섶을 풀어헤친 와이셔

피하고 싶은 이웃

츠 차림으로 건들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상

＼

점에서 과일을 슬쩍해 먹고는 남은 부분을 어

빈센트는 요즘 들어 더욱 돈에 쪼들리고 있다. 임신한 스트리퍼

느 집 지붕으로 던져 버린다. 얼굴엔 불만이

여자친구(나오미 왓츠)를 ‘직장’에 데려다주면서 용돈인지 화대

가득하고 툭하면 화를 낸다. 뜻대로 일이 처리

인지 애매한 돈을 건네는데 둘의 대화로 볼 때 밀린 돈이 깨나

되지 않으면 큰소리를 지르거나 “시키는 대로

되는 듯하다. 빈센트는 이렇다 할 돈벌이가 없으면서 어쩌다 생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겁을 준다.

기는 돈은 경마로 탕진해버린다. 은행을 찾아가보지만 주택담보

어린아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연기를

대출도 이미 받을 만큼 받아 더 이상 뽑아낼 돈이 없고, 통장은

내뿜고 경마장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 밤마다

잔고가 마이너스라서 마음대로 해지도 못한다. 그러면 씀씀이라

술독에 빠져 살다시피 한다. 데오도르 멜피 감

도 줄여야 할 텐데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단골 술집에

독의 영화 <세인트 빈센트>(2014년 개봉)는

서 쫓겨날 때까지 마시다 종종 만취 상태로 사고를 친다.

그를 성인(聖人)이라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

어느 날 빈센트의 옆집에 한 모자가 이사해온다. 이사차가 빈센

면, 제멋대로에 까칠하기 짝이 없는 노인 빈센

트 집 앞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리긴 했지만 첫 만남부터 빈센

트(빌 머레이)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성인일

트는 필요 이상으로 적대적이다. 새로 이사 왔다고 소개하는 매

수(성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멜리사 맥카시)에게 빈센트는 “그런데요?”라며 무안을 준다.
변상하겠다는 말에는 그럴 돈이나 있느냐는 식으로 반문한다.

트의 세상은 무겁게(어둡게), 올리버의 세상은 명랑하게(밝

루 이틀 봐온 사이는 아니다. 빈센트는 의사였던 것인가. 하

서 쓰러진 빈센트는 올리버 덕에 목숨을 건진다.

을 요구하고, 전날 밤 자신이 주차하며 쓰러뜨린 울타리까

게) 그려진다. 한 시대라도 어른과 아이의 세상은 분명 다

지만 그가 환자에게 해주는 건 말상대뿐이다. 청진기를 가

올리버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주변의 성인을 찾아보

지 물어내라고 한다. 누구라도 이런 이웃은 만나고 싶지 않

를 것이다. 아이의 세상에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어른

슴에 대고 맥박을 재더니 “제가 진찰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라는 과제를 준다.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신성함

을 것이다. 매기와 아들 올리버(제이든 마텔)는 괴팍한 이

의 세상에선 잊게 되는 것이 있다. 빈센트는 올리버에게 어

여전히 아름다워요”라는 식으로 딴소리만 한다. 이 환자, 샌

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 학생이 답한다. 여기에 교사

웃 탓에 고달파지리라고 예상한다.

른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알려주고, 올리버는 빈센트에

디는 빈센트의 아내였다. 아내는 빈센트를 알아보지 못한

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탐탁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

게 아이의 세상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두

다. 빈센트는 아내를 고급 요양원에 입원시키고 매주 면회

라며 성인 대우는 못 받아도 교과서에 실린 성인만큼 중요

다. 열쇠를 잃어버린 채 문 잠긴 집에 돌아온 올리버와, 생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은 아이의 세상으로 기울었다가 어른

를 가고 있었다. 의사인 척 아내를 만나고, 아내의 옷들을

하다고 덧붙인다. 이 대목에서 올리버가 어떤 사람을 떠올

계 때문에 아들을 챙길 수 없는 매기의 경우가 그렇다. 올리

의 세상으로 기울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하나의 세상이 되

빨아서 다시 가져다주는 것이 숨겨진 그의 일상이었다.

렸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빈센트는 어떤 점에서 성

버는 마침 집에 돌아온 빈센트에게 도움을 청하고, 매기는

어간다.

인인가.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면서 거창하지는 않아도

빈센트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한

빈센트는 여전히 까칠하지만 올리버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용기와 희생, 동정심, 인간애를 실천한

다. 빈센트는 각자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올리버가 어쩌

다. 올리버는 왜소하지만 당당한 아이다. 가톨릭계 학교에

성인의 조건

사람이라고 올리버는 설명한다.

다 열쇠와 지갑 따위를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귀가하게 됐는

서 기도를 시키는 교사에게 “저는 유대인인데요”라며 거부

＼

빈센트가 보여준 미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특별하게

지, 매기가 어째서 혼자 아들을 돌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의사를 밝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굴하지 않는

빈센트는 요양비가 밀려 샌디가 쫓겨날 판이 되자 약을 훔

여겨지는 것은 빈센트의 행동보다 올리버의 눈이다. 빈센

할 때 빈센트는 “그런 얘긴 됐고”라며 말을 끊는다. 그저 매

다. 어른들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알은 체하지 않는다. 올리

쳐다 팔고, 그걸로도 부족해 올리버가 경마로 딴 돈을 다시

트는 드러나는 언행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지만 올리버의

기와 일정 시급에 합의하면서 올리버를 돌보게 된다.

버가 철든 아이라면 빈센트는 철없는 어른이다. 그는 올리

경마장에 들고 간다. 앞서 자신이 만들어줬던 올리버의 통

눈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셈이다. 아주 특별

버를 경마장에 데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칙을 이

장을 깨는 빈센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하다. 돈을 불

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 특별함만큼이나 희박하다(는 것

해시키고, 술집에 데려가 큰소리로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려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법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현실

두 사람의 세상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싸움질을 알려주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류가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

적으로 필요한 건 평범한 누군가의 특별함을 알아보는 눈

＼

한다. 매기 입장에선 이런 불량 베이비시터가 없다.

을 관객들도 안다. 오히려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리라고

일지 모른다. W

두 사람이 어울리기 전까지 빈센트와 올리버의 세상은 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다. 빈센트가 올리버를 데리고 요양원

예상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전개된다(이 영화는 이밖에

른 방식으로 묘사된다.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빈센

에 간다. 그는 의사 가운을 걸치고 한 환자를 상대하는데 하

도 상투적인 데가 많지만 나열은 생략한다). 빚쟁이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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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부러진 나뭇가지에 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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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피어나는
‘오늘’이란 향기

32+33

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특수생산부 조윤상 기술사원네 가족

갑작스런 추위에 종종걸음으로 퇴근길을 재촉하던 길, 어디선가 나는 낙엽 태우는 냄
새에 어릴 적 시골집 아궁이에서 가족들과 군고구마를 구워먹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
오르곤 합니다. 이처럼 냄새가 불러일으키는 향수(鄕愁)는 그 어떤 감각보다도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감정을 자극합니다.
조윤상 사우네 부부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향과 관련된 추억을 선물
해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집에 자주 켜두는 캔들과 은은한 향을 내는 오너먼트를 직
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취향대로 만드는 이 시간의 향
＼
오늘은 소이왁스 컨테이너 캔들과 팜왁스 오너먼트 두 종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 캔들은 말 그대로 유리병, 도자
기 등 용기에 담긴 캔들을 말합니다. 팜왁스 오너먼트는 심지
없이 그대로 벽에 매달아 은은한 향을 내도록 하는 방향제를
말하죠. 두 종류 모두 첫 단계는 재료가 되는 ‘왁스’를 뜨겁게
녹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드는 도중에 각자의 캔들에 어
떤 향을 넣을지 결정을 해야 해요. 5분동안 고심해 부부는 각
자의 향을 골랐습니다.
평소에 상큼한 향을 좋아하는 조윤상 사우는 ‘유자’ 향을, 달
콤한 과일 향을 좋아하는 아내 김유정 씨는 은은한 ‘꽃’ 향을
골랐습니다. 아내 김유정 씨는 단순히 ‘이 향이 좋아서’ 택했
다면서 첫째 딸 연희(8)에게도 향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카네
이션 향이 나!’ 많은 꽃 종류 중에서도 콕 집어 카네이션을 떠
올리는 연희의 세심한 표현력에 엄마, 아빠도 새삼 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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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작은 숲
＼
뜨겁게 녹은 재료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이들이 크게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잠시 따로 떨어
져 다른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어요. 바로 ‘스칸디아모스
(scandiamoss)’ 화분 만들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식물
은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나는 이끼 종류로 순록이 먹는다고
하여 ‘순록이끼’라 불리기도 합니다.
뭉치로 마구 흩어져 있는 이끼를 구 모양의 스티로폼에 꼼꼼히
붙여 풍성한 나무 형태를 만들어주는데요. 아직 소근육 발달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 직접 손끝으로 생소한 감촉을 느끼며 만
들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 효과와 창의성을 길
러줄 수 있다고 해요. “꼭 엄마 머리 같아요!” 둥근
표면을 이끼로 빼곡히 채워가던 둘째 아들 현수(5)
의 창의적인 말에 모두가 웃음이 터집니다.
다 만들어진 화분은 실내에 놔두면 미세먼지를 먹는 공
기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소리를 흡수해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 천연 가습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몽실몽실 만지고 싶
게 생긴 이끼나무를 심고, 아이들 동심을 담아 토끼 장식
도 얹어 화분을 완성했습니다. 이 화분을 올려두면 꼭 집
한 구석에 작은 숲을 만든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취향대로 만들어 더 특별한
＼
캔들과 방향제는 만드는 종류에 따라 향을 넣어야 하는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캔들은 녹인 소이왁
스가 70도에 이르렀을 때, 오너먼트는 녹인 팜왁스가 80도에 이르렀을 때. 온도에 맞춰 적절한 때에 미리 골라
놓은 향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제 완전히 굳기 전에 각자의 미적 취향대로 캔들과 오너먼트를 예쁘게 장식하
는 일만 남았어요. 이 과정에서 일명 ‘만들기 덕후’인 첫째 딸 연희가 나섭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드라이
플라워, 계피, 열매 등 장식물을 열심히 집어 엄마의 작품을 화려하게 변신시켰어요. 누나를 따라 현수도 아빠에
게 붙어 열심히 미적 감각을 발휘합니다. 충분히 장식하면 우리 가족만의 향과 모양으로 오늘의 작품들이 완성
됩니다.

"이제 좀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보듬어주기 바
빴다면, 지금은 같이 추억도 만들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캠핑이나 여행, 오늘 같은 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내 김유정 씨)
조윤상 사우네 부부는 사실 우리 회사 안에서 맺어진 인연입니다. 각기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두 사람은 한 동
료의 집들이 모임에서 처음 만나 사내 커플이 됐죠.

"작년쯤 사보에 가족 소개 코너가 없을 때였어요. '나는 안 하겠지' 싶어서 그 코너를 만들어달라고 사연을 보냈
던 적이 있어요. 올해 사보의 이 코너 통해서 아는 동료들, 가족들 보면 반갑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죠(웃음). 처음엔 쑥스러워서 망설이기도 했는데 해보니 아이들도 재미있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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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 불러일으킬 오늘의 즐거움

팜왁스 오너먼트 만들기

소이왁스 컨테이너 캔들 만들기

재료 및 도구

재료 및 도구

- 핫플레이트, 계량컵, 저울, 온도계
- 팜왁스 : 개당 50g
- 프래그런스 오일 : 개당 5g (왁스량의 약 10%)
- 실리콘 몰드
- 색소 (고체색소)

- 핫플레이트, 계량컵, 저울, 온도계
- 소이왁스 (컨테이너용) : 80g
- 프래그런스 오일 : 개당 2.5g (왁스량의 약 3%)
- 심지, 심지탭, 심지탭스티커
- 4oz 유리컨테이너
- 색소 (고체색소)

＼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어느 겨울날 홍차에 마들렌 과자를 적셔 한입 베어 문 순간, 어릴 적 고향에서 숙모가

만드는 과정

내어주곤 했던 마들렌의 향과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머리에 펼쳐진 고향의 기억은 그의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

- 오너먼트에 넣을 드라이플라워를 디자인한다.
- 원하는 색과 향을 고른다.
- 팜왁스 50g을 저울에 계량한다.
- 계량한 왁스를 핫플레이트에 올리고 녹인다.
- 90도 이상이 되면 색소를 넣어 원하는 색으로 만든다.
- 80도에 원하는 향 5g을 넣고 잘 저어준다.
- 70도에 몰드에 부어준다.
- 거의 굳어갈 때 쯤 드라이 플라워로 장식한다.

을 찾아서>로 이어졌죠. 여기서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옛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경험을 ‘프루스트 현상’이라 부르
게 되었습니다. 다들 한번쯤 있을법한 경험인데요. 과학자들은 뇌에 향기의 추억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평소에 누구와 함께였는지, 무엇을 먹었고 맛이 어땠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의
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반면, 그 때 무슨 냄새가 났었는지 까지는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을뿐더러, 잘 기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냄새가 자극했을 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상은 그 어떤 회상보다 생생한 경우가
많아요. 냄새가 추억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셈이죠.

만드는 과정
- 컨테이너 소이왁스 80g을 저울에 계량한다.
- 계량한 왁스를 핫플레이트에 올리고 녹인다.
- 유리 컨테이너에 심지탭을 붙이고 고정한다.
- 원하는 향을 고른다.
- 70도에 원하는 향 2.5g을 넣고 잘 저어준다.
- 60도에 유리컨테이너에 부어준다.
- 거의 굳어갈 때 쯤 드라이 플라워로 장식한다.

오늘의 즐거움을 특별한 향기와 함께 더욱 단단히 붙들어둔 조윤상 사우네 가족처럼, 여러분도 이 가을의 향을 얹어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W

자료재공 : MneModeur

CSR
1%기적
저소득 치매 노인 가정 대상 ‘돌봄 로봇’ 전달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9%가 이 질병으로 인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심장병, 암, 뇌졸중과 함께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질병
입니다.
지난 10월, 집을 외출한 70대 노인이 실종신고 6시간 만에 거주지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
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매노인은 잠깐의 외출조차 위협받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치매노인의 경우 다른 질병을 앓고 있어도 치매로 인해 약 복용을 거르거나 중복해서 복
용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현대위아는 저소득 위기,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경남사회복
지공동모금회와 스마트 돌봄 로봇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금강노인종합복지
관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곽인철 과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숙미 모
금사업팀장과 우리 회사 공작기계생산부 유창훈 기술선임, 표창훈 기술사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
었습니다.
이번 성금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사시간, 약물 복용 시간 등을 체크할 수 있고 대화도 가능
한 스마트 AI 로봇을 구입 및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유창훈 기술선임은
“임직원들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인 만큼 반려로봇이 홀로 계시거나 치매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정한 벗이 되어 삶에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숙미 모금사업팀장은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선도적인 역
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경남에서는 처음 선보인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이 복지서비스 향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히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
어진 1%의 기적인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
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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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HAPPY TOGETHER

흔히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치매’라는 질병이죠.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환자 역시 증

CSR

03. O Plug
우리도 가끔 콘센트에 끼워진 플러
그를 뽑느라 진을 빼곤 합니다. 하물
며 악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플
러그를 뽑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이

01. 원통형 손잡이의 교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보던 원통

것이 플러그 중앙에 구멍이 뚫린 O

형 손잡이인데요.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에

Plug입니다. 손가락을 끼워 플러그를

게 동그란 원통형 손잡이는 문을 열고 닫기

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낮

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

은 곳, 높은 곳, 그 어디에나 꽂혀있

기 위해 요즘에는 레버형 손잡이로의 교체

는 플러그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 Voiceover /
Talkback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있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

여러분은 손잡이나 시계 등 일상생활 속 물건들로 인

이폰의 Voiceover와 안드로이드의

해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비장애인에게

Talkback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의 음성 변환을 넘어 화면에 대해 정

장벽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계단과 같은 흔한

(사진 출처 : dotincorp.com)

확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동영상 편

장애물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차이에 집중하고

집, 프레젠테이션 작성까지도 안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

02.닷 워치(Dot Watch)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에게 맞춰진 기



주는 착한 기능입니다.
이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우

준, 그 불합리함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유니

닷 워치는 일반 시계와 달리 시침과 분

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입니

침이 없습니다. 대신 손 끝으로 읽는 시

벽을 조금씩 허물어갈 수 있기를 바

계인데요. 이는 시각장애인도 손목시계

랍니다!

다. 이번 CSR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생활 속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소개 드립니다.



리가 장애에 대한 세상의 경계와 장

를 통해 시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만지는 시계’입니다. 닷 워치는 점자를
이용해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기존의 시
각장애인 서비스는 대부분 음성지원으로
이루어져 사생활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
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시간 뿐만 아
니라 스마트폰의 메시지, 전화, 알람까지
도 확인할 수 있는 똑똑한 시계입니다.

Universal
Design

(사진 출처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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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HAPPY TOGETHER

장벽 없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Culture
Cookie

[에세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 글배우 저 / 강한별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세요.”
with wia + Culture Cookie

가을은 막바지에 이르고 계절의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큰 수확을 거두고, 더욱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가득 나
누어 줄 수 있는 행복한 1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만난 가장 기이한 세계!
그림자를 팔고 부를 얻게 된 ‘페터 슐레밀’과 그림자를 산 정체불명의 남
자 ‘그레이맨’ 부를 얻은 페터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지만 그림자가 없
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시에서 추방당한다.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그레
이맨을 찾아나서는 페터. 하지만 그레이맨은 일 년 후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난다. 일 년 뒤, 페터를 다시 만난 그레이맨에게 그림자를
돌려달라 요구하고 그레이맨은 그림자를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거래를
제안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판타지적인 무대연출을 만나보세요!
- 2019.11.16 ~ 2020.02.02
- 공연장소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미취학 아동 관람 불가)

[뮤지컬] 앤서니 브라운 뮤지컬 비바 프랜드

“현재 당신은 발전과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어떤 생각이었나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했다면, 그래서 잘하
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조금이라도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
금이라도 잘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크게 자책했다면 이제는 지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삶에 의욕을 낼 만한 게 없을 수 있습니
다. 이 책은 무기력해진 ‘나’에게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
는 방법과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
다. 저자가 직접 겪은 사연을 통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새롭게 시작해보
세요.

[재테크] 1일 1짠 돈 습관-다음 짠돌이 카페 슈퍼짠 12인 저 / 한국경제신문

“장시간 소요되는 일들이 오늘은 술술 풀립니다.”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환상적인 웰메이드 뮤지컬!

습관이 됐을 뿐인데 매일 돈이 모인다!

어린 시절에 외로운 프리다는 늘 혼자 놀았다. 집에서 키운 침팬지가 유일

'짠돌이' 카페는 열두 달 통장 풍차 돌리기, 봉투살림법 등 다양한 절약 기

한 친구였다. 어느 날 아빠가 선물로 준 마술연필로 환상적인 세계로 떠나

술을 최초로 선보이며 대한민국에서 절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윌리를 만나고, 거기서 친구가 되어 준 윌리와 함께 신기한 모험이 시작된

다음의 대표 커뮤니티입니다. 숨 쉴 때마다 절약을 실천해온 이들의 생생

다. 늘 친구들을 괴롭히는 벌렁코에게 마술연필을 뺏기고, 갑자기 친구들을

한 이야기는 누구나 하루에 한 가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줍

잡아가는 사냥꾼이 나타나 급기야, 벌렁코까지 사냥꾼한테 잡힌다. 프리다

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1인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와 윌리는 서로 힘을 합쳐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아이들

외벌이나 맞벌이 등 가족 형태나 수, 나이나 직업, 수입에 관계없이 누구에

과 함께 오래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평생의 기억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게나 ‘0원부터 시작하는 짠테크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 2019.07. 23 ~ 2019.12.31 - 공연장소 :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G층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남다른 절약 습관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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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그림자를 판 사나이

문화로 말해주는
이달의 행운

HYUNDAI
WIA

NEWS

강소법인 사랑 이발소 시행

강소법인 한중 우호 사생대회 참가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12일 중국 전통 명절인 구구중양

지난 10월 19일 강소법인은 경호생태공원에서 열린 제3

절(음력 9월 9일)을 맞아 인근 지역 마을인 금곡촌을 찾

회 아름다운 기양호 한중 우호 사생대회 및 사랑 바자회

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소법인 직원들은 금곡촌의

에 참가하였다. 장가항시 정부 외사 사무실과 장가항 한상

우리 회사는 하반기를 맞아 전사 보안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하며 임직원들의

노인 가정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사랑 이발소’를 준비

회가 공동 개최한 본 행사에는 현대위아 강소법인장 서민

내부 준칙 및 의식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보안관리팀에서 주관한 보안교

하여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석 상무가 참석하였다. 사생대회 참가자들은 주제에 따라

육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12개 사업장에서 1856명 임직원을 대

강소법인 노동조합장과 당지부 서기 외 10여명의 직원은

다른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강소법인 직원들은 성인부문

중국 강소성의 봉황진 경로원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어

은상, 어린이부문 은상과 동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르신들과 함께 물만두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지역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위아 강소법인의 주재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회사와 지역사

한국인과 장가항 시민들의 교류를 더욱 증진하였다. 앞으

회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로도 강소법인은 직원들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더욱 견

사례 등을 다루며 임직원들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우리

다하는 회사의 가치관을 직원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었다.

고히 하기 위해 한중 우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준수의식을 계발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

앞으로도 강소법인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방면의 교육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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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보안교육 및 윤리교육 시행

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보안교육은 '정보보호 보안' 중심으로 최근 보안위협 및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임직원들의 보안준수 의식을 기르는 자리였다.
한편, 인재육성팀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총 8개 사업장에서 윤리
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윤
리경영’의 필요성, 개념 소개와 함께 윤리문제 발생시 대응 원칙, 직무윤리위반

Enterprise Security Education and Ethics Education
HYUNDAI WIA implemented security education and ethics education
for employees to develop internal regulations and consciousness. The
security training by the security management team, was conducted on
1856 employees at 12 workplaces from Oct. 15-18. It was a chance for
employees to develop security compliance awareness by introducing
security threats and accidents with a focus on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eam conductd ethics
training at 8 workplaces from Nov. 4-13. It was about the need for ethics
management, the principle of responding ethical problems and cases
of job ethics violations in order to develop ethical leadership. HYUNDAI
WIA plans to continue providing diverse education so that employees
can develop a sense of compliance and participate in sustainable
management.

江苏法人执行愛的理发店

江苏法人参加韓中写生友谊赛

尊敬长辈，孝顺父母，一直是中华民族薪火相继的传统美

10月19日，由市政府外事办和张家港韩国商会联合主办

德。时值九九重阳节，江苏现代威亚也为老人们送上了

的第三届美丽暨阳湖（中韩）写生友谊赛及爱心义卖会

一份温暖的礼物。10月12日。江苏现代威亚慰问了400位

在镜湖生态公园举行，江苏现代威亚积极响应，踊跃报

八十岁以上老人；在金谷社区，还位老人准备了一个“爱

名参加，法人长徐敏锡出席此次活动。活动期间，中韩

心理发屋”，位60岁以上老人提供免费理发服务。10月

大小画家们根据不同的主题潜心创作，绘制出多幅风格

18日，现代威亚工会主席和党支部书记携11多名志愿者，

不同、构思新颖的绘画作品，江苏现代威亚喜获小学组

为老人们包饺子，做团圆饭，和老人们亲切的谈心，并送

银奖，幼儿组银奖、铜奖等多个奖项。

上精心准备的礼物，表达出对老人的敬爱和感恩之情，敬

此次活动促进了以驻在员为主的韩国人与张家港市民和

老活动在融洽的气氛中顺利完成。此次活动的开展，拉近

谐相处，更好的融入中国的生活，并喜爱中国的生活，

了老人与年轻人之间的距离，有利于当代青年人更好地传

营造中外和谐相处的社会环境，进一步推进中韩文化交

承中华民族敬老爱老的传统，并以此为契机，进一步加强

流。

职工的精神文明建设，塑造现代威亚良好的精神面貌。

44+45

2019
November

NEWS

2019
November

산동법인 ’19년 간부사원 등산 활동 펼쳐

산동법인 ‘신성장동력 전시박람회’ 참여

멕시코법인 직원역량향상 교육 실시

인도법인 지역 사회복지기관 차량 기증

지난 10월 19일 산동법인은 2019년 간부사원 등산 활동

산동법인은 지난 10월 19일 중국 청도시에서 열린 ‘2019

멕시코법인은 지난 10월 4일, 11일 이틀에 걸쳐 현지인 매

지난 10월 15일 인도법인은 HIV바이러스 보균자 또는 이

을 펼쳤다. 이날 등산에는 엔진생산실 임승빈 실장을 비롯

신성장동력 전시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는 혁신성장과 협

니저들의 업무수행 및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로 인해 AIDS에 감염된 소녀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기관

해 주재원, 부서장, 간부사원이 참석했다. 등산은 연우방,

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주제로 한 대규모의 기술교류 전시

했다. 이날 교육에는 총 17명의 현지인 매니저들이 참석

‘ARK’에 차량을 기증했다. 이 곳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

회이다. 중국 일조시 대표 우수기업으로 참가한 산동법인

해 코칭 및 리더십 스킬, 문제해결을 위한 팀 운영, 동기부

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HIV에 감염되어 가족들로부터 버림

은 누우엔진 2.0T-GDI，2.0GDI-PHEV，2.0T-GDI의 블

여 및 피드백, 비전 수립 관련한 내용을 수강하였다. 교육

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용자들이 고열

에 참석한 엔진생산부 JORGE 차장은 “조직 성과창출을 위

이나 하혈 등 질병으로 인해 급히 병원을 가야 할 때 이동

해 필요한 리더십과 역량을 고민하며 관리자로서 그 역할

수단이 없어 평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인도법인의 이

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번 차량 기증으로 기관은 기존의 심야시간 병원 통원의 어

밝혔다. 멕시코법인은 지속적인 성장과 북남미 지역 최고

려움을 해결하고 HIV 감염 소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더욱

의 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 각 영역별 전문성을 갖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인도법인은 지역사

춘 현지인 매니저 및 직원들을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명사, 망해봉 등 명승지를 거치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총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산동법인은 간부사원이 다양한 문화스포츠 생활을 즐기

록, 크랭크축 및 강소법인의 구동축, 현대위아 북경법인의

는 가운데 팀워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번 등산 활동을

터보 과급기 등 총 9가지 제품을 전시하였다.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직원들 간 소통할 수 있

한편, 이번 전시박람회는 국내외 세계 500대 기업, 업계

는 자리를 지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선두 기업, 하이테크 기업, 과학기술 연구기구, 투융자 기
구, 상업협회 기관, 그리고 산동성 등 16개 도시 및 중점
개발구 등이 참가했다.

山东法人举办19年干部社员登山活动

山东法人参加新动能展洽会

10月19日，现代威亚山东法人举行了19年事业计划达成

2019年10月19日至21日,山东法人参加了在青岛举办的

干部社员团结登山活动。任承彬室长、驻在员、部署长

“2019新动能•展览洽谈会”。 该展洽会以创新激发动

和干部社员参加了本次活动。登山历时一个半小时，途

能、合作促进发展为主题，是一次大规模的技术交流展

径水帘烟雨坊、光明寺、望海峰等景点。

示会。山东现代威亚作为日照市优秀企业代表之一参加

此次登山活动，旨在丰富广大干部社员的文化体育生

了此次新动能展，在3号馆专业展区B35展示了我司努改

活，增进团队合作。以后山东法人也将会继续为员工提

善2.0T-GDI及2.0GDI-PHEV、2.0T-GDI用缸体、曲

供增进交流的机会。

轴，江苏威亚驱动轴4种，以及北京威亚涡轮增压器等共
9款产品。
本届“新动能•青岛展览洽谈会”邀请国内外世界500强
及行业领军企业、高新技术企业、科研机构、投融资机
构、商协会组织和山东16市及重点开发区等参展参会。

노력할 예정이다.

HYUNDAI WIA MEXICO conducts Training
for Improving Employee Competency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two days
of train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management skills of the local managers on Oct.
4, 11. . A total of 17 local managers attended
the training session to learn about coaching and
leadership skills, team operation for problem solving,
motivation, feedback and establishing vision. “It w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again the importance of
the role as a manager, thinking about the leadership
and capabilities needed to cre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aid JORGE, deputy head of the
Engine production department who attended the
training. In order to continue to grow and become
the best automotive parts company in the North and
South America, HYUNDAI WIA MEXICO plans to
continuously foster local managers and employees
with expertise in each area.

HYUNDAI WIA INDIA donated Car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On Oct. 15, HYUNDAI WIA INDIA donated cars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RK’ protecting the girls
HIV carriers or girls infected with the AIDS virus.
It’s an institution that protects children who are HIVinfected and abandoned by their families in a social
atmosphere whe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so serious, when the users of the institution had to
rush to the hospital due to diseases such as high
fever and hemorrhage, there were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they had no means of transportation. With
HYUNDAI WIA INDIA’s donation of vehicles, ARK has
solved the problem of going to hospital at night and
has more effectively supported the healthy growth of
HIV-infected girls. In the future, HYUNDAI WIA INDIA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local community
and strive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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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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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 구동시험팀 정동원 책임연구원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 단조품질관리팀 김동환 책임매니저
이번 달 사보를 읽고

✚ S/W개발팀 서상준 책임연구원
▲ 위 지면에 작성해 사진 찍어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송! 손글씨가 번거로우시다면 텍스트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창의상

노력상

꼼꼼상

차량부품품질관리팀 정상철
책임매니저 아들 정윤호 군

특수생산부 보전반 문진태 기술사원
아들 문시우 & 문시완 군

해외서비스팀 김연웅 매니저
딸 김세아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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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