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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엔진 누적 생산
100만대 돌파!
- 미주지역 완성차 판매 증가에 준공 3년 만에 쾌거

about wia + HOT ISSUE!

- 가동률 올라가며 상반기 흑자 달성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준공 3년만에 엔진 누적 생산량 1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2일 법인이 설립되어, 2016년 4월부터 엔진 양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
한 지 3년 7개월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멕시코법인은 지난 11월 12일 엔진 누적생산 100만대 달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기아차 멕시코법인장과 주요 협력사 법인장, 멕시코 노조위원장 등 50여명
의 외부인사와 멕시코법인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엔진 100만대 생산 경과보고,
모범사원 시상과 협력사 감사패 증정, 기념사 및 축사, 100만번 째 생산 엔진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한 기획실장 장세호 전무는 “멕시코법인은 글로벌 엔진 생산에
있어 가장 앞선 공장이 될 것”이라며 “완벽한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2016년 4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멕시코법인은 미국과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멕
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에 19만㎡의 규모로 세워진 자동차부품 공장입니다. 자동
차 엔진과 등속조인트, 부품 소재 등을 연 40만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부품은 주로 기아자동차 멕시코법인에 공급해, 미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완성차에 장
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 멕시코법인은 K2(리오), HC(엑센트), K3(포르테) 등 3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은 엔진 누적 100만대 생산과 함께 법인 설립 이후 첫 흑자를 기록
했습니다. 설립 이후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손실을 냈지만 올 상반기 58억원의 흑자를 기
록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완성차 판매가 호조를 보
이며 멕시코법인 전체의 가동률이 올라간 덕입니다.
멕시코법인을 통해 미주 자동차부품 시장으로 나아가는 현대위아! 앞으로 더욱 성장해 미
주와 멕시코 전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
다. W

국내외 할 것 없이,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제품이 없다!

품질의 기초를
다집니다.
about wia +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특수품질보증팀 시험교정반

우리 회사 제품의 ‘표준’ 토대를 만드는 사람들. 모든 제품
의 품질에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은 바
로 제품 출하에 앞서 검사에 이용되는 측정기기의 소모나
오류를 확인하는 ‘교정’ 업무와 시편을 테스트하는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교정반이다. 직접 검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 및 교정 성적서





  














관리를 통해 국내외 우리 회사의 품질과 공정, 표준 정립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기술 전
수를 위해 힘쓰는 시험교정반의 임성철 반장과 반의 막내
조성훈 기술사원을 만나봤다.

김용주 기술기사 조성훈 기술사원 이경열 기술선임 홍순국 기술선임
강성식 기술기사 민병화 기술선임 전성일 기술사원 김학봉 기술사원
김판우 기술기사 문병율 기술선임 김호성 기술선임 임성철 반장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교정하는 빈도는 얼만큼 되나요

임성철 반장 시험교정반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있

임 ‘주기’라 하는데 1년, 2년, 3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5년

습니다. 저를 포함해 교정 분야 8명, 시험분야 4명이죠. 1공

짜리 주기를 가진 측정기 제품도 있는데 그런 건 변형이 없

장 시험실, 표준실, 게이지실, 도금액분석실, 2공장 교정실, 3

는 고정품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전기가 들어가거나 움직이

공장 교정실 이렇게 6개 룸에서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전사

는 품목은 교정 주기가 1년입니다. 측정기는 소모품이라 이

측정기 교정 및 시험 지원이 주요 업무 입니다. 또한, 우리

러한 교정 주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요. 주기

회사 홈페이지에도 등록되어 있는 ISO17025 국제 공인시험

에 맞춰 교정을 진행하고, ERP에 등록되면 해당 측정기에

교정인증 유지와 운영이 있습니다.

대한 검사 성적서가 발행되고 교정 필증이 붙는데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교정과 시험, 쉽게 무슨 차이인가요
시험교정반에서 일하며 느끼는 매력이 있다면

측정기기들을 교정하는 업무를 말하고, 시험은 시편을 테스

임 우리 회사는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

트하는 업무를 말해요. 시편은 제품과 똑같은 재질, 성분을

(KOLAS)에서 인정한 국제공인시험, 교정기관입니다. 즉, 우리

가진 한 조각을 시편이라 해요. 제품을 직접 자르진 못하니

가 발행하는 시험 및 교정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효력을 가

월쯤 됩니다. 일하면서 품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

이 해외까지 전수되어 체제가 잘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 보

까 시편의 단면을 잘라보기도 하고 충격, 경도 등을 검사하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반에서 시험과 교정 2번의 평

요. 현장에서는 품질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 잘못된 측정기

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년에는 중국과 인도 쪽에 추후 관

기도 합니다.

가를 거침으로써 2장의 인증서를 발급받고 유지하는 건데요.

로 인해 제품을 버리게 됐을 때 시간, 금전적 손실뿐만 아

리 차원에서 점검지원을 나갈 예정이에요. 이제 내후년에

특수품질보증팀이라 하여 특수사업 부문 교정, 시험만 담당

이 평가 업무를 위해 우리 반원들은 기본적으로 4번의 교육

니라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거든

는 러시아법인에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양산 시작 전 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원뿐만 아니라 광주, 안산 등 타 사

을 이수하고 시험 통과해야 교정원으로서 인정받고 업무를

요. 따라서 교정 측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

희가 직접 가서 교정 시스템 교육, 측정기 교정방법 등 교

업장과 의왕연구소까지 매달 일주일씩 출장을 다니며 전 사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반원들은 교정원으로서 국가교정기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공인교정기관을 운영하는 것

정기술 지원을 무사히 마치려 합니다. 전 해외법인의 안정

업장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공장에는 각

인증을 계속 꾸려나가기 위해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며 자기개

자체도 고객사한테 품질 쪽으로 플러스요인이 된다고 생각

적 자율교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표준 교정실’이란 곳이 하나씩 있어요. 이 곳에서는 측정기

발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처럼 우리 반은 국제적으로도 인정

하기 때문에 더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선배들에게 배웠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 혼자 수리해

를 교정하는 업무를 하죠. 검사반 등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

받는 시험 및 교정 기술자이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든 측정기가 교정 대상이에요. 우리 반에서 교정을 하고 성

조성훈 기술사원 반장님 말처럼 처음 시험교정반에 왔을 때,

반에서 개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적서를 발행하면 NADCAP(항공우주산업인증)과 같은 인증

KOLAS에서 시험을 치고 이수해야 교정업무를 할 수 있다고

임 국내 공장은 우리 반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멕시코,

심사에서 해당 항목 ‘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합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베테랑 선배

중국 등 해외법인들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것 같더

들의 가르침 덕분에 무사히 이수하고 이제 일한 지 3년 6개

라고요. 그래서 해외공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교정을 할

서 교정을 마쳤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ERP 전산
프로그램과 교정 지침서 등을 요약해서 해외법인에 지도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해외법인에 나가 기술 지원을 제
공하고 시스템을 가르쳐준 덕에 지금은 우리 회사 해외 공

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 결
과가 만족되어야 제품을 출하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제품을 검사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 업무를 하는 측정기를
교정하다 보니 시험교정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요. 해외법인에도 직접 가서 기술 전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국내외 모든 제품들에 간접적으로 저희의 손을 거쳤
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
니다.

장들도 자체적으로 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
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절차와 운영 시스템을 알려줬었고, 이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를 활용해 해외 공장에서는 언어, 해당 국가의 교정 인증기

임 우리 시험교정반은 분리된 각 공장에서 2명씩 근무를

관 시스템을 접목해 현지 사정에 맞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파트너와 소통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화목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임 작년 멕시코법인에서 교정 지원을 진행했을 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자율교정체
제 구축까지 완료했는데, 우리의 교정 업무 시스템과 기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은 선배들의 노하우와 기술을 잘 전수
받아서 앞으로도 현대위아가 국제공인시험, 교정기관이라
는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갑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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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쉽게 말해 교정은 제품 검사에 사용되는 계측기와 같은

about wia + To be gwp

서두르지 말되,
게으르지 말자

등속생산부 CVJ가공2반
기술사원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칼날 같은
사람이 되자!

정원일

나는 나를 믿는다!

등속생산부 CVJ가공3반
기술사원

박진교

하면 된다

구동생산부 PTU가공2반
반장

Craftsman

김광순

등속생산부 CVJ가공1반
기술사원

황창서

송수진

Master

공작기계생산부 정밀가공반
기술사원

인생은 한번뿐!

한 해의 달콤한 결실을 거머쥔 그들

우리 회사
기계가공기능장
5인방을 만나다

2019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
여 회고해보는 일만큼 뿌듯한 일도 없죠. 우리 회사 창원 사업장에도 누구 못지 않은
뿌듯함으로 연말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가공기능장’ 목표에 도전해 한
해의 결실을 거둔 이들입니다.

기능장에 도전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후 시간이 늘어난 덕에 폴리텍대학 기능장 과정을 다니게

합격했을 때 소감은

기능장 준비의 팁 같은 것이 있나요

됐거든요. 이 과정은 총 2년 과정이고, 경력 없이 1년만 이
황창서 반장 제가 올해 1월 반장이 됐어요. 창원 3공장에서

수해도 기능장 응시 자격 요건이 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정 내년부터 기계가공 기능장 시험 체계가 바뀐다는 말이

박 팁이라기보다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는 반장 중 제일 어린 편이기도 하고, 반장이 된 만큼 업무

미 1년 채우기 전에 제 업무 경력으로 응시자격이 되었기 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아니면 더 힘들어지겠다 싶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기술지원센터 담당하던 영업기

관련해 지식이 모자라면 안되겠다 싶어서 기능장을 준비하

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기능장을 딸 수 있었어요.

어서 이번에 사활을 걸었는데 (웃음) 한번에 결과까지 좋아

술팀 동료 분들의 도움이었는데요. 기능장 시험 때는 저희

서 다행이에요.

가 평소 현장에서 다루는 연삭 기계와 전혀 다른 CNC, 밀

게 됐어요.
박진교 기술사원 마이스터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때부터 기
능장이 뭔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어서 기능사 취득할
때였는데, 이후 과정을 보니 현업 경력을 쌓은 후에는 기능

올해가 재도전이었던 분들은 어떤 점을 보완해 다
시 준비하게 됐나요

장에 도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 때부터 마음에 품어오다가,
옆에 있는 김광순 동료와 현업 경력이 딱 채워졌을 때 ‘한번
취득해보자’ 해서 도전하게 되었죠.

김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시간을 훨씬 많이 들였어

요. 필기는 작년에 붙었으니, 실기 준비에 매진했는데 시험

김광순 기술사원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아

전 두 달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기술지원센터를 들

서 뭔가 마음을 다잡고 싶은 계기가 필요했어요. 대학 때만

러 연습했죠.

해도 취직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회사에 막상 들어오고

박 주/야 근무를 하다 보니 주간 근무하는 날엔 퇴근 후 3

나서는 그런 간절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공부

시간, 야간 근무하는 날엔 출근 전 한 시간 정도 연습하고

하면서 그 간절함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 좋았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11시까지 함께 연습하다 집에

정원일 기술사원 기계가공기능장은 몇 년 전에도 하려고 했

가곤 했습니다.

박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링기 등의 기계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계를 다루다 보

있고, 그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 생기는 문제, 원인에 대해 물어보면 쉽고 정확하게 알려

저희가 계속 기술지원센터에서 밤 11시, 12시까지 연습하곤

주셨던 부분이 큰 도움이 됐어요. 지면을 빌어 도움을 주신

했는데 그 때까지 일하는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시험 당

많은 동료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

일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술지원센터에 마지막 마무리를

니다(웃음).

하러 갔어요. 그때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김 준비에 관심 있는 동료가 있다면 저희에게 찾아오면 좀

걸 보고 이전에 내 라인만 출퇴근할 때는 몰랐는데, 회사에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연습 때 변형해서 풀

열심히 하는 동료들이 많구나 하는걸 느끼면서 우리 회사에

이해본 문제들, 자료 등 충분히 알려주고 후배, 동료들이 딸

대한 소속감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김 비슷한 소감이에요. 회사에 있으면서 한 라인만 잡고 있

으니, 내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다들 각
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걸 뭔가 체감할 수

다가 회사 생활 하면서 소홀해진 바람에 올해 다시 시작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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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번에 따게 됐어요. 최근에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퇴근

작년 9월 기계가공기능장에 합격해

서로 옆 반에 근무하는 김광순, 박

같은 해 10월, 사보에도 한 차례 소

진교 기술사원. 둘은 재도전 끝에

개되었던 송수진 기술사원과 올해

마침내 기능장 합격의 단맛을 보았

9월 같은 기능장에 합격한 황창서

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기계 고장

반장. 송수진 기술사원은 올해 창원

나면 수리해서라도 붙는다’라는 생

3공장에서 같은 기능장에 도전하

각이 들 정도로 대비를 한 덕에 편

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합격을 지원

안하게 임했다고 해요. 기능장 합격

하는 한 해를 보냈고 황창서 반장은

이후에도 어학 능력 계발, 다른 종

처음 반장을 맡아 기능장에도 도전

류 기능장 등 다른 목표를 함께 모

하여 단번에 합격까지 달성한 뜻 깊

색하고 노력해가는 이 둘은 서로에

은 해를 보냈습니다.

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든든한 동료
입니다.

기능장이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나요

박 김광순 사원과 둘이 함께 어학 공부도 하고 있

거든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영향 주는 동료에요. 현
황 기능장을 따서 활용한다기보다 기능장을 준비

장에 일본 설비들을 쓰다 보니 신제품 개발하거나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며 이론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하면 메이커 업체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

알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가공을 한다고 해도 기계

제 작업자로서 궁금한 점을 직접 해결하고 싶어 일

가공기능장 안에 ‘가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

본어 공부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학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모든 영역들이 공부 범위

최근에는 등속조인트 수출도 하는 만큼 외국 고객

창원 1공장에서 혼자 준비하여 단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제가 몰

들이 현장에 와서 물어볼 때 직접 응답할 수 있을

번에 기계가공기능장에 합격한 정

랐던 쪽으로도 많이 배웠죠.

정도로 영어 실력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원일 기술사원은 책과 현장경험이

김 예전에는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유를 몰랐

김 준비해오던 어학 자격증이 당장은 목표이고요.

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실 어학도 처음엔 자격증까지 생각은 없었는데

론적인 기초가 쌓이니까 문제 원인을 찾을 때 큰 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준비하게 됐어요. 그 외는

움이 되더라고요.

현장 업무와 또 연계되는 다른 종류의 기능장에 한

박 산업현장의 현상, 기준 등의 정확한 명칭과 의

번 더 도전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듯이 자기계발과 업
무가 상호보완이 되도록 새로운 목
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가 전하는
합격 팁은 필기는 기출 위주로, 실
기는 장비와 친숙하게!

미를 알게 됐어요. 본래 단어와 비슷한데 은어처럼
쓰이는 현장용어들이 많다 보니 알긴 아는데 명확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책을 보고 공식

주변에 기계가공 기능장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높아진 것 같아요.

황 저는 무조건 추천이요. 조장들부터 ‘내년에 바

정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반대로 일에서

로 도전해보자, 많이 도와주겠다’라며 많이 추천하

못 배우는 부분은 책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서로 도

고 있습니다. 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같이 기능

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모르던 부분, 까먹

장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늘어나면 작

었던 부분을 책을 다시 보면서 이해했고, 근데 책만

업성과라든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늘어난다

봤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부분들은 일하면서 느낀

고 생각해요. 제안이나 개선이 늘어나거나, 불합리

경험으로 이해를 높였고요.

한 공정 등을 고칠 수 있고 효과가 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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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표준의 용어들로 정확히 알게 되니 이해도도

정 충분히요! 지금도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

명장이라든가, 다음 목표가 있나요

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들 일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딸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기능장에 관심 있는 다른 사우들에게

회사 안에서의 목표를 나눠준다면

정 아직 명장까지는 보지 않고요(웃음). 아직은 먼

많아요. 특히 회사 들어오기 전에도 자격증을 굉장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걸 활

히 많이 따고 들어온 동료들이 많거든요. 보면 10

황 많은 동료들이 기능장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인센티

김 회사 안에서 ‘무엇이 되겠다’ 거창한 목표는 없었는

용해서 내년에 다른 자격증을 하나 더 따려고 계획

개씩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브도 따로 없다 보니까 ‘굳이 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

데 자격증 따고 나니까 제가 일하는 데에서 더 자부심 갖

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데 위험물 기능장,

조금만 시간을 내고 준비하면 금방 딸 수 있을 거

아요. 자기계발이 멈춰있는 셈이죠. 10년 전에 입사했는

고, 신경 쓰며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품질도 더 신경 쓰

정밀측정 산업기사 둘 중 하나를 하려고 고민하고

에요. 기능장에 관심 있는 동료들에게는 제가 최근

데 그 때에 비해 회사가 매출도 많이 늘고 성장을 많이

고 불량도 안 나게 해야겠다 한번 더 체크하고, 일하는

있어요. 정밀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밀가공 업무

에 시험을 친 사람인 만큼 도움은 확실히 줄 수 있

했잖아요. 회사는 많이 성장했는데, 직원들은 그 때 그대

마음가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을 것 같아요!

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같이 발전해

박 이 친구와 어학을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현

까 배워두면 당장 일하면서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

야 둘 다 좋은 거잖아요. 한 단계씩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장에 있다 보면 언어능력만 갖추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 그래서 가깝게 내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있도록 회사에서도 동기부여나 교육, 지원이 생겼으면

가 많거든요.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좋겠고 많은 반원들도 관심 갖고 마인드를 바꿔갔으면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어학 쪽으로도 능력을 갖춘 작업

좋겠어요.

자가 되고 싶어요. W

를 하면서 측정도 가공 수준에 맞게 따라와야 하니

돌아온 인턴!

11월의 신입사원,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올해 여름, 인턴으로 만났던 뽀시래기들이 이제는
당당한 신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턴을 끝마칠 당시 'I'll
be back'을 말하던 우리의 막내들! 이제는 현대위아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소개 당시 소수만 만나

#안전환경 #계획적 #성공적
#대기분야 #전문가
올 여름, 인턴생활을 하며 현대위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입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입사 후
회사 문화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 변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제
일 놀라운 것 같아요. 한 달 일하고
첫 월급 받자마자 부모님 용돈 드
리고, 취업준비 도와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맛있는 식사로 보답했
습니다.

●윤강연 차량부품 사업기획팀
#현대위아 #시작 #맑음 #기준정보체계확립
#정합성확보
내가 아는 EXCEL은 EXCEL이 아니었다. EXCEL
의 고수님들만 모아 놓은 이 곳은 EXCELLENT
office! 팀원분들 모두가 정말 엑셀의 고수더
라구요. 첫 월급 받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동기, 친구들과 밤마다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
다. 따뜻한 겨울옷도 구매했어요!

나에게 현대위아란
새로운 길목이다!
●김수아 마케팅팀
#공작기계 #위아더베스트 #신입사원
#기획상품 #시장진출
아직 업무 1달째지만 공작기계 홍보 메일을 외부
에 보냈는데 고객에게 직접 견적문의 이메일
을 받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
다. 첫 월급으로는 스스로에게 주는 취업 축
하 선물 아이패드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선물을 구입하는 뿌듯한 지출을 했습니다.
취업준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라 저의
2019년은 ‘결실의 해’입니다.

정확히 7월, 1년의 중간 학생에서 사회
인으로 변한 저의 2019년은 '변곡점'
이었습니다!

새로운 곳, 사람들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해 준 저의 2019년은 ‘변환점’입
니다.

나보았습니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새로운 안식처다!
●서병제 차량부품 사업기획팀

나에게 현대위아란
FLEX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롱테일이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아직도 궁금한 곳이다!

●김민주 홍보팀
●김선재 엔진보전팀
#엔진 #보전 #Fighting #서산공장가동률
#No.1 달성
수습인데도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덕분에 첫 직장 첫 월급으로 고
마웠던 분들, 가족이나 친척에게 감사
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친한 친구
들한테 한 턱 쐈습니다! 12월도 기
다려지네요!
취업준비와 개인사정으로 고민
이 많은 한 해였기에 저의 2019
년은 ‘다사다난’이었다고 하고 싶어요.

#홍보 #집순이 #직장인시작 #사회공헌
#1위기업달성
창원이 고향이라 오고가며 회사를 참 자주 봤
었는데 이렇게 입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
니다. 아직 모르는 점도 많고 업체 컨택도 서
툴러 팀원들을 정말 귀찮게 했는데도 친절
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 받
고 정말 좋았는데요. 부모님 용돈 드
리고, 여행자금으로 언니한테 빌렸던
대출금 상환하니 절반이 빛처럼 사라
졌습니다.
2월 졸업, 7월 인턴, 11월입사로 1년동안
다양한 신분 변화를 맞이한 저에게 2019
년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배한성 엔진품질관리 1팀
#엔진품질관리 #평택 #둥글둥글 #엔진품질 #무결점
인턴기간 동안 불렸던 ‘한성씨’라고 불려서 마음 한
구석이 외로운 느낌이었는데 11월 입사 후 다시 회
사에 왔을 땐 ‘한성아’라고 불러주시는 책임님 말
에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꼈습
니다. 첫 월급, 저는 모두 다 저축했는데요.
미래 저축왕이 되겠습니다!
평택과 현대위아 덕분에 나에게 2019년은
‘평생 익숙한 숫자가 될 것 같은 해’다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창원Life #동기사랑
#차량부품전체 #원가관리능숙
현대자동차그룹을 꿈꿔왔는데 입사하게 되어 꿈
만 같네요. 지난 1달을 되돌아보니 회식으로
노래연습장에 갔을 때, 팀원들과 빅뱅, 트
와이스 등 아이돌 노래를 함께 부르며 뛰놀
았던 신입 환영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
다. 첫 월급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저를 위한 비타민, 비트즙 등 건강식
품을 구입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현대위아도, 창원 Life도 모두 처음
이지만 즐거운 저의 2019년은 ‘새로
운 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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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W INSIDE

서운했던 사우들을 위해 12월, 15명의 신입사원 모두를 만

●강무엽 안전환경팀

나에게 현대위아란
학교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앞으로의 시작이다!

●심주식 차량부품 샤시영업팀
#샤시 #영업 #꼼꼼함 #담당아이템 #100%대응
자동차업계를 목표로 도전했으나, 올해 1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많이 고민했지
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 현대위아에 최종합
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난
달 고객사를 방문했는데요. 이 때, 꼼꼼한 기
록과 사전 확인을 통해 회사의 이익 창출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은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맛
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오영진 안전환경팀
#안전환경팀 #웃음 #새로운시작
#무재해사업장 #안전문화활동
저는 군생활을 창원에서 하며 현대위아를 알
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입사하게 되어 행복
합니다. 지난 한 달 중 총무실에서 풋살경기
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몰랐던 분
들을 알게 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경기였습니다. 첫 월급 받고 저축 및
평소에는 비싸서 먹지 못했던 인당 6
만원의 일식 코스를 먹었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와 안전환경팀 입사,
저의 2019년은 ‘가장 용기있는 선택의
해’였습니다!

●정민지 특수개발팀
#위아더원 #특수개발 #막내 #뽀시래기
#대표제어엔지니어

●엄해리 공작기계 해외영업팀

●이정훈 IT추진팀

#공작 #해외영업 #작은거인
#독일어연마 #성공적EMO

#기타 #게임 #운동 #새로운가치창출 #IT전문가

입사 한 달도 안됐는데 유럽 딜러 초청 행사,
멀티 태스킹데이 의전을 나간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힘든 만큼 이러한 행사에
서 어떤 디테일을 챙겨 딜러들에게 좋은 인
상을 남기면 되는지 고민하는 좋은 경
험이었습니다. 첫 월급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휴대폰을 아이폰 11로 바꾸
는 데 사용했습니다!
취업준비, 합격, 업무의 다이나믹함! 저
의 2019년은 ‘롤러코스터’네요!

불합격과 합격을 가져다 준 저의
2019년은 ‘고진감래’였습니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인생의 후반전이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행복한 시작이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제네시스다!

인턴을 하며 프로젝트를 보조했었는데요. 입사 후
처음으로 직접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하
고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많지만 팀원들
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다. 그리고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았
을 때 뿌듯하고, 소속감도 느껴졌던 그 순
간이 기억에 남네요. 첫 월급 받자
마자 어머니 계좌에 200 드리고,
겨울을 대비해 옷도 샀습니다.

입사 후 부서배치 받고 그 다음주 월요일이 빼빼로
데이였는데 책상에 빼빼로가 있더라구요. 팀 전체
에 돌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입사했다고
특별히 챙겨주신 거였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감
사합니다 신책임님, 특수개발팀! 첫 월급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고마운 분들께 보답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현대위아 입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예상
치 못했던 일들이 많아 저의 2019년은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원하던 현대위아 취업과 성공적
인 연애로 저의 2019년은 ‘종합
선물세트’같습니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동반자다!
●최병규 엔진생산 2부

나에게 현대위아란
나의 회사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삶의 터전이다!

●조해동 총무팀

●오현택 차량부품개발팀

#하회탈 #섞어국밥 #업무숙지 #네팔
#업무지원에이스

#차부 #개발 #막내 #QCD개선
#제품경쟁력UP

첫 출장으로 광주공장 견학을 하며 생산라인 자
동화 정도가 엄청난 걸 보고 매우 놀랐습
니다. 덕분에 위아인으로서 자부심도 더욱
커졌고, 광주공장 총무담당자와 교류하며
창원 외 타지역 공장을 적극 지원해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
급 받아서 부모님 선물도 드리고 여
행갈 때 빌렸던 돈도 갚았습니다.

인턴을 거치고 이렇게 입사하게 되어 정말 반
갑습니다. 인턴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식으
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달째
라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빠른 시일 내
에 팀원들로부터 업무를 배워 제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 맡은 일을 수행해나가
고 싶습니다. 값지게 얻은 첫 월급은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취업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으로도 독립한 저의 2019년은 ‘독
립기념일’입니다.

취업준비로 하루하루 긴 시간을
보냈던 저의 2019년은 ‘긴 하루’
였습니다!

#엔진생산2부 #카파엔진 #블록라인습득
#가동률100% #불량ZERO
인턴부터 입사 후까지 팀원들을 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 직원들 모두 전사
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인상 깊었습니다. 한 달간 일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여태껏 절 지지해주신 부
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
뻤습니다.
첫 직장인 타이틀을 달게 된 저의 2019
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네요!

15명의 신입사원 모두 아직은 미숙하지만 열심히 적응
중이니 조금만 너그럽게 기다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
진의 ‘W’ 포즈는 현대위아의 ‘WIA’와 동기사랑 ‘We are’
를 뜻하는 더블유라고 하는데요. 신입들과 함께 ‘W’ 포즈,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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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현대위아란
내 삶의 또다른
시작 페이지다!

나에게 현대위아란
TIPPING POINT다!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된 최적 경로

었다. 택시 합승은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에 방향

로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

이 같은 다른 손님이 택시를 세울 경우 그 손님도

려준다. 월 구독형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서

함께 택시에 태우고 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택

비스는 실시간 발생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시 기사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

적당한 경로로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면서 택시

고 여러 명의 승객이 하나의 미터기로 요금을 나

를 합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실상 택시와 마

누는 과정에서 시비도 빈번해지며 정부는 1982

을버스의 중간 형태인 셈.

년 택시 합승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동선이 같을 경우 여러 고객이 같이 탑승할 수 있

하지만 최근 택시 합승이라는 제도가 다시금 등

어 '공유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장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통신기술(ICT) 규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 샌드박스 1호인 '반반택시'가 택시 합승을 부활

제약 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

시킨 것. 반반택시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새

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벽 4시) 이동구간이 비슷하면서 동승을 원하는 승

현대차는 영종국제도시에도 일종의 '콜 버스' 개념

객끼리 매칭시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지

의 'I-MOD(아이-엠오디)' 시범 서비스도 실시한

난 7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 기한으

다. I-MOD는 승객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로 공식 사업 허가를 받았다.

빠른 경로가 생성되고 배차가 이뤄지는 수요 응답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코나투스'에 따르

형 버스다. I-MOD의 특징은 버스정류장에서 승·

면 반반택시에 등록된 택시기사가 합승 고객들을

하차하는 점은 기존 버스와 같지만 고정된 노선

태우면 시간대에 따라 3000~5000원 사이의 호

없이 실시간 호출에 의해 배차되고 운행된다는 점

출료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반대로 승객들은 목적

이다.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쏠라티 16인승 차량

지까지 가는 동안 동승자와 일치하는 구간만큼의

8대를 투입해 영종국제도시 350여 개 버스 정류

택시비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예컨대 경로가 80%

장에서 운영된다.

겹치면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승객끼리 반반 나

특히 현대차는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실시

눠 부담하도록 비용이 정산된다.

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한다. 가장 적

반반택시에 이어 또 다른 합승 택시도 생겨났다.

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

바로 현대차와 마카롱택시로 유명한 KST모빌리

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택시에 적

티가 협업 중인 '합승택시 호출 서비스'가 최근 정

용할 계획이다.

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되면서

해당 기술은 향후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

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은

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기술이

평뉴타운' 지역에서 한정 운영되는 합승택시 호

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출 서비스는 반경 2㎞(킬로미터) 내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서비스 지역 어디서든 이용자가 앱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W

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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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新모빌리티,
콜버스·합승택시가 등장하다
현대차-KSTM 협업 프로젝트

우리나라에서 택시 합승이 사라진지도 30년이 넘

일상 속 법률이야기 18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위와 같은 보복운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어떤 법률을 적

예를 들어,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상대방에게 “죽여 버린

니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예컨

겨울이 찾아왔네요. 저는 부산에서, 2019년 한 해를 정리

용할까요? 검찰은 ‘특수협박’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를

다”고 말한 사안, 온 몸에 연소성이 높은 기름을 바르고 “방

대, 사소한 것에도 쉽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상대방이라는

해 보면서, 내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게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생

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친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신체,

사실을 알면서, 일반인이라면 믿지 않을 길흉화복과 같은

생각하더라도 여느 해와 크게 다름이 없이, 내년에도 건강

각보다 중형이지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다시 위 사례에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

미신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릴 듯 싶습니다. 부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

면, 협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 해당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사안, 집단 따돌

이제 심화학습까지 끝났고,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차가 보였
는데, 그 뒤쪽에 있던 승합차가 화가 난 것처럼 경적을 여러

형법 제283조(협박)

림을 하겠다고 통고한 사안 등도 해악에 해당되어 협박이

보복 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은 교통사고로 연결될지 모르는

차례 울리더라구요. 옆에 있던 저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게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래서 이번 주제는 협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횡

그렇다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며 협박을 하였으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로, 특수협박죄에 해당되어 중한 형벌인 6월 징역형을 받게

사례 소개

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

된 것입니다.

A는 2019. 3. 16. 밤 10시경에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직원의 협박죄가 인

본 건과 유사한 다수의 보복 운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징

하여 팔당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

1995.12.29]

정되었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서류를 세무서

역 6월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가 방향지시등

습니다. A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

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한

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 들어 진로

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 A의 뒤쪽에서 제네

법률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처벌을

경우에도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님에도 집행유

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B가 A를 향해

받게 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

이제 ‘해악’이 무엇인지 대강의 감이 오시지요? 그런데 ‘해

예 없이 징역 4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켰습니다. 이것에 화

284조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앞서 말

임직원 여러분, 연말•연초 여행, 주변 친지•친인척 등 약

가 난다는 이유로 A는 급정거하였습니다. 이에 B가 A

그런데, 위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무엇일까요? ‘협박’

씀드린 바와 같이, 해악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

속, 방문 등으로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실 텐데, 가급적 마음

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봉안터널 내에

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여야 할 것인데, 사람을 곤

의 여유를 갖고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화가 나더라

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와 닿지

혹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고, 불쾌

도 자동차로 추월하거나 진로를 방해하여 상대방에게 공포

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위 터널을 빠져나간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심을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창문을 내리

직후 B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

‘해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은 해악에 대하여 아무런

우리 법원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더

고 욕설을 하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욕죄’가 될 수 있

태로 1차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 하였습니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악이란 ‘생명, 신체, 자

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공포심을 일

으니 그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속으로만 화내시길 바랍니

다. 그 후에도 A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

유,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신용, 명예’ 등 일

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당시 상

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 뵐게요. 겨울철 감

나들며 운전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교통사고를

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에게

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친숙의 정도, 성향 등 여러 사

기 조심하세요! W

일으킬 것처럼 하여, B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

위 열거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고지를 하게 된다면 이를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인의 입장에

습니다.

해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만 살피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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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의 이름을 싫어한다. 사실 ‘아닌아’라는 이름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
리 나쁘지 않다. 이름 전체가 그런 식이란 게 문제다. 아닌아 야타
이 살라스(Anina Yatay Salas). 중간이름 ‘야타이’와 성 ‘살라스’ 역
시 각각 철자를 뒤집어도 ‘야타이’와 ‘살라스’다. 이런 아닌아를 아이
들은 ‘카피쿠아’라고 놀린다. 카탈로니아어로 카피는 머리, 쿠아는
꼬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에 구분이 없다는 뜻일 거다.
아닌아를 심각한 고민에 빠뜨리게 되는 그날 사건도 결국 이 이름
(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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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영화 속 세상

잘 알지 못해서

남미 어느 나라의 10살 소녀 아닌아는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자신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싸움
＼
아닌아는 이셀이라는 같은 반 여학생와 뒤엉켜 싸웠다. 발단은 이렇다. 아닌아
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샌드위치를 먹으려던 이셀과 부딪쳤다. 샌드
위치는 이셀의 손을 떠나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허공에서 빵과 햄이 해체되
고 땅바닥에 떨어져 처참한 꼴이 되고 만다. 이셀과 아닌아는 서로를 각각 ‘카
피쿠아’ ‘코끼리’라고 쏘아붙이다 결국 몸싸움을 벌인다. 아닌아는 원래 이셀을
싫어하고 있었다. 이셀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일이 많은 동급
생이었다. 아닌아는 몸집이 큰 이셀을 속으로 ‘코끼리’라고 불렀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게 화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닌아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다. 하굣길에는 비까지 내
린다. 아닌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부모를 학교로 호출하는 편지였다. “내
일 부모님 모시고 와.” 선생님의 이런 명령은 그 자체로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형벌이다. 다음날 아닌아가 아빠와 불려간 교장실은 유난히 어둡다. 정적 속
괘종시계 돌아가는 소리는 아닌아를 불안하게 한다. 교장선생님은 엄한 훈계

미로

봉투를 아닌아와 이셀에게 각각 나눠준다. 일주일

＼

동안 들고 다니되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 열

아닌아라고 궁금하지 않을 리 없다. 봉투에 뭐가

어보면 아주 아주 어려운 숙제를 잔뜩 내줄 거라

들었는지, 교장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벌을

는 엄포에 아닌아는 숙제거리가 마녀의 저주처럼

줬는지. 참다못한 아닌아는 자신의 봉투 대신 이

쏟아져 그 속에 파묻히는 상상을 한다.

셀의 봉투를 열어보기로 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친구들은 아닌아와 이셀이 받은 벌이 뭔지 궁금

셀의 가방에 접근해야 한다. 아닌아는 절친한 플

해 하지만 아닌아는 말하지 못한다. 교장선생님이

로렌시아와 함께 이셀을 미행하며 호시탐탐 기회

비밀로 하라고 했을 것이다. 입을 꾹 다문 아닌아

를 노린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소년

에게 아이들은 사방에서 캐묻는다. 퇴학당하는 건

호나탄이 이셀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멀리

지, 감옥에 갇히는 건지, 웃긴 모자를 쓰게 하는

서 목격한다. 아닌아는 배신감을 느낀다. 그 충격

건지 …. 유치원 동창임을 내세워 자기한테만 말

이 짝사랑하는 경우라고 작을까. 몇 년 전 플로렌

하라는 아이도 있다. 아닌아는 침묵을 깨지 못하

시아가 아닌아의 마음을 호나탄에게 전한 적이 있

고 학생들 사이에서 ‘나쁜 아이’가 된다. 이웃들은

었다. 그때 케이크를 먹던 호나탄은 사레가 들린

학교에서 싸움질을 한 아닌아를 놓고 뒤에서 도덕

탓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닌아는 이후에도

이나 규율을 운운하며 수군거린다. 그들 중 한 사

대답을 듣지 못했다. 호나탄이 이셀과 함께 있는

람은 훈계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닌아와 그 부모

모습은 아닌아가 이셀을 더 미워할 이유가 됐을

를 향해 “내가 교직에 있을 때엔 상상도 못했다”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닌아에게까지 들리지

며 불쾌해 한다(2013년 우르과이에서 처음 개봉

않는다. 두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한 이 애니메이션 <내 이름은 아닌아>는 ‘아닌아

런 상황에서 상상력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야타이 살라스’라는 제목의 동화를 원작으로 만들

아닌아가 탄 버스에서 한 남자가 사랑의 노래를

어졌다. 원작자가 퇴직교사 출신이다).

부르고 곧 호나탄이 탄다. 호나탄은 아닌아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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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벌이라며 빨간 밀랍으로 봉인된 검정 편지

한 이름이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닌아’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빠다. 그는 새로운 소수(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눌 수 있는 자연
수)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수학자들만큼이나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말에 애정이 깊다. 아닌아의 생일
에 별 의미는 없는 카피쿠아식 글귀를 선물이라며 벽에 걸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닌아를 급하게 불러
“세상에서 가장 긴 카피쿠아”라며 자랑스럽게 어떤 문장을 읽어준다. 아빠가 카피쿠아 문장을 찾듯 아
닌아는 카피쿠아식 번호가 찍힌 승차권을 수집한다. 소녀는 버스 안에 떨어진 승차권을 주워 거기에
적힌 다섯 자리 숫자가 자기 이름처럼 거꾸로 써도 같은 배열이기를 바란다. 아닌아가 행운을 빌며 조
심스럽게 숫자를 확인하는 모습은 자기 이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아닌아는 의문의 봉투를 받은 뒤로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것
들이 바뀌고 있었다. 불편해하던 자기 이름과 서서히 화해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싫어하던 이셀과 가
까워지고 있었다. 봉투를 노리는 동안 이셀의 행동과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셀이 어떤
아이인지 조금씩 알게 됐다(그 깨달음에 대한 묘사가 아이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은 이 애니메
이션의 미덕이다). 누군가를 알고 나면 그를 함부로 미워할 수 없게 된다.

봉투엔 뭐가 들었을까
＼

돌려주고 나면 내용물이 확인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 강한 호기심이 일으킨 일일까. 잠에서 깨어 보
니 봉투를 봉인한 밀랍이 깨져 있다. 아닌아는 열린 봉투 안을 들여다보게 되지만 정작 거기서 본 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건 이셀을 지켜보는 동안이었다. 봉투를 열어본
대가로 받게 될 벌도, 호나탄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이제는 아닌아를 고민에 빠뜨리지 못했
다. 중요한 건 이셀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봤다. (아닌아의 상상 속에서) 버스는 유람선으로

화해

자기 자리(입장)에선 자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

변한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거대한

＼

게 있다.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리가 없다. 저편으로 다가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알

미로에 들어선다. 앞서 가는 호나탄을 따라가던 아

아닌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이름을 가진

고 나면 쉽게 말하기 어려워진다. 답답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바람직하다.W

닌아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가 된다. 사랑은

이들의 단체(국제추한이름연합)에 신규 회원으로

‘너’라는 복잡한 미로를 헤매는 일이다. 우리는 번번

가입하게 되는 꿈을 꾼다. 이 자리에서 아닌아의 이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자주 막다른 길에 들어서

름은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이름으로 소개된다. 언젠

고, 뒤쫓던 상대를 놓치기도 한다. 그가 사라진 미

가 할머니는 자기 이름이 싫다는 아닌아에게 세상

로는 감옥이 된다. 아닌아는 홀로 터덜거리며 걷다

에서 가장 추한 이름의 목록을 보여준 적이 있다.

탁 트인 정원 같은 곳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선 어떤

추한 이름이란 게 있는가. 아닌아는 학교 실험실에

예식이 진행 중이다. 호나탄과 이셀의 결혼식. 실연

서 우연히 식물도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낯익

당한 아닌아는 버스 앞자리에 앉은 호나탄의 뒤통

은 단어들이 적혀 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수에 종이를 구겨 던진다.

추한 이름”이라고 했던 이름들은 사실 풀과 꽃의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아닌아가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아가 세상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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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아닌아는 봉투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진다. 교장에게 봉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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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왠지 사람의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달입니
다. 벌써 한 해가 지났다는 아쉬움 섞인 생각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했다가,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송년회 등 연
말에만 있는 이벤트 덕에 마음이 붕 뜨기도 하죠. 얼마 남
지 않은 올해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이기
도 해요.
김영호 책임연구원네 가족에게 2019년은 선물처럼 찾아
온 셋째 덕에 ‘다둥이 부모’로 첫 발을 뗀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선물 같은 한 해였던 2019년을 마무리하며 12
월 어느 날, 이들 가족은 연말의 특별한 추억을 위해 비누
공방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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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특수개발팀 김영호 책임연구원네 가족

천연 성분을 담아, 가족이 다 함께 쓰는 비누
＼
아이들이 MP비누를 완성하고 굳기를 기다릴 동안, 엄마와 아
빠는 ‘CP비누’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CP비누는 ‘Cold Process’
의 준말입니다. 저온에서 숙성하여 천천히 굳히는 방법을 뜻하
죠. CP비누는 식물성 오일, 천연분말가루 등 화학성분 없이 천
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저온에서 4주의 숙성기간을 거
치기 때문에 천연 오일의 이로운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는 것
이 큰 장점이에요. 해롭지 않은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기 때문
에 아직 나이가 어린 삼 남매의 피부에도 순하디 순한 비누입
니다.
CP비누의 첫 단계는 가성소다를 다루는 작업인데요. 가성소
다는 소위 양잿물이라고도 불리며, 비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으면 상처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
쑥스러운 듯 공방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온 첫째 예은(5)과
둘째 예인(4)은 연년생 자매입니다. 두 자매의 꿈은 인기 애
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두 주인공 ‘엘사’와 ‘안나’에요. 첫째
예은이는 겨우 한 살이 많은데도 동생 예인이를 생각하는 마
음이 제법 어른스럽습니다. 종종 동생이 같이 갖고 놀던 블
록을 망가뜨려도 ‘아기라서 그런거야’라며 의젓하게 이해하
는 언니에요. 엘사, 안나의 우정을 닮은 두 자매가 오늘 만들
어볼 비누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아기자기한 ‘MP
비누’입니다. MP비누는 ‘Melt&Pure’의 약자로, 고체로 된 비
누 베이스를 물처럼 녹여낸 뒤, 몰드에 부어 굳히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몰드에 아기자기한 장식과 무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손쉽게 예쁜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왕년에 프라모델 조립이 취미였던 아빠의 손재주를 빼 닮은
예은이는 아기자기한 비누를 직접 만들어볼 생각에 신이 났
습니다. 언니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 따라서 하는 둘째 예인
이도 나란히 의자에 앉았죠. 각자의 ‘트리’ 비누를 만든 후에
예은이는 루돌프 얼굴을, 예인이는 ‘올라프’를 닮은 눈사람
모양을 하나씩 더 만들어냅니다. 올해는 각자의 개성 넘치는
비누를 손에 쥐고서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릴 것만 같
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 다뤄야 합니다. 특히 이 때는 아이
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해요. 다음은 베이스 오
일, 에센셜 오일, 티타늄 등 비누에 필요한 재료를 레시피에 맞
춰 계량한 후 각 재료별로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서로 잘 섞은 후에는 색상 분말을 섞어 모양을 냅니다. CP비누
는 층층이 다른 색을 쌓아 단면의 모양을 내는 것이 특징이에
요. 단면을 자르기 전까지는 어떤 모양이 나는지 실감하기 어
려운 설렘이 있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쉽지만 CP비누는 공방에서 4
주 숙성을 거친 뒤 완성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숙성기간을 거
치면서 가성소다가 날아가 유해성분이 사라지고 천연 글리세
린이 생성되어 보습력은 더 높아져요.

“산타모자와 루돌프 비누를 만들어보니까 연말인 게, 크리스마
스 인 게 실감이 나네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렇게 나와서
다같이 뭘 해본 적이 꽤 됐는데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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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와 안나의 우정을 닮은 두 자매의 크리스마스 비누

크리스마스 비누 만들기
우리 가족에게 선물과도 같았던 한 해
＼
“19년도는 셋째가 생긴 해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때에 셋째가
생겨 저희 둘도 얼떨결에(?) ‘다둥이 부모’가 된 해였어요(웃
음). 물론 아이가 셋 되면서 육아가 힘든 점도 있지만, 첫째, 둘
째 키우면서는 못 느끼던 걸 셋째 키우면서 느끼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때는 자매가 연년생이기도 하고 주말부부로 지냈거
든요. 지금은 부모로서 여유도 생겼고, 셋째를 더 자주 옆에서
보면서 이 때만의 귀여움을 많이 즐기고 있어요. 행복하죠.”
호 책임연구원에게는 아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지금의 시간이

MP비누 만들기

CP비누 만들기

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결혼 초기와 달리, 지금은 육아로 바쁘

| MP비누란?

| CP비누란?

면서도 결혼과 가족을 실감하며 지내는 행복한 나날이기도 해

- MP비누는 Melt & Pure의 약자로, 고체 비누베이스를 녹인 후 몰드
에 부어 굳혀내는 비누를 말함
- 만들어진 고체비누를 녹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든 후 바로
사용가능
-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컬러 물 빠짐, 습기 맺힘 등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 화학성분NO! 식물성 오일 + 천연분말 or 코스메틱 급 재료들을
사용해 본인의 피부타입에 맞게 제작
- 저온에서 제작되므로, 오일의 이로운 성분들을 파괴시키지 않음
- 천연 보습성분이 생성될 수 있도록 4주의 숙성기간을 거쳐줌
- 직사광선과 습기에 약하므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거나

더욱 더 선물 같기만 합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내

요.

“2019년은 아이 셋의 엄마로서 마음가짐을 다잡은 해라고 한
다면은 2020년은 비로소 세 아이의 엄마로 딱 잘 해낼 수 있
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이니, 가족 모두 건강하
고 현대위아 동료 분들도 건강한 2020년 보냈으면 좋겠습니
다.” (아내 문화경 씨)

꼭 특별한 경험을 해서가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여서
선물 같은 하루. 연말의 분위기는 1월이 되면 또 새해의 분
위기로 새롭게 바뀌어 갈 겁니다. 오늘 함께 만든 비누도 조
금씩 가족들의 손길이 닿으며 형상이 사라져 갈 테죠. 하지
만 지나가는 시간은 매일 하루씩 ‘오늘’이란 선물로 쌓여갈
테니, 이들은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
를 합니다. W

냉장보관 후 사용해줌 (기한 1년)

| 비누 만들기
| 비누 만들기
1. 앞치마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2. 고체 비누를 작게 잘라 비커에 넣고 녹여줍니다.
3. 비누가 녹을 동안 만들고 싶은 컬러와 향을 선택합니다.
4. 녹은 비누액에 소량 들어갈 컬러를 먼저 조색한 후 몰드에 부어줍
니다. (옐로우, 레드, 블랙)
5. 주요 컬러를 조색한 후 향을 넣고 몰드에 부어줍니다.
(다크베이지, 브라운, 그린, 화이트)
6. 비누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몰드에서 빼내어 포장합니다.

[ A과정 ]
● 각각 계량한 가성소다와 정제수를 내열유리에 교반한 후 뚜껑을
닫아주고, 50℃ 이하로 식혀줍니다.
* 가성소다는 비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나, 순간 100℃가 넘고,
염기성이므로 주의할 것
[ B과정 ]
● 스테인리스 비커에 베이스 오일들을 레시피대로 계량하여 전기레
인지에서 55℃이하로 가열합니다.
[ A+B과정 ]
1. A와 B가 각각 50℃ 이하가 될 때 교반하고, 거품기로 저어줍니다.
(2분간)
2. 블랜더 작업 후 에센셜 오일과 티타늄을 넣어줍니다.
3. 고무 주걱을 이용해 블랜더가 닿지 않은 곳 까지 저어줍니다. (1분)
4. 비누액을 덜어낸 후 분말을 섞고 사각 몰드에 디자인해줍니다.
- 루돌프는 브라운 컬러 모두 몰드에 붓기 → 루돌프 코 넣어주기
→ 5분 후 머리올려 뿔 데코
- 산타는 바닥100g(화이트) → 모자(레드) → 5분 후 머리 올리고,
솜 50g (화이트) 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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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와 연을 맺고 타지에 와서 살면서 가정을 꾸린 김영

CSR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만들기 나서
연말을 맞아 우리 회사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만들기에 나섰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함
께 해 더 의미 있었던 나눔의 현장 함께 보실까요?

통학로 ‘울타리 숲’으로 건강한 스쿨존 만들어
우리 회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트리플래닛과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남양초등학교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선정하고 학교 통학로와 교실에 숲을 조성했습
니다. 초록학교 조성은 자동차부품사인 우리 회사가 어린이들이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초록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남양초등학교의 울타리를 따라 총 200m의 통학로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사철나
무 1400주와 느티나무 15주를 심어 숲을 만들었습니다. 숲이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
스와 유해물질의 차단막 역할을 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학교 내 교실과 화장실에도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스투키, 아비스고사리 등 총 160수
의 화분을 배치해 실내에서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12월 17
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숲 조성에 일조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90대를 창원과 경기도 의왕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하여 소외계
층 어린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
우리가 선물한 식물을 통해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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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HAPPY TOGETHER

통학로에 숲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가방 덮개를 선물하며

CSR
안전한 통학 위해 ‘교통안전 가방덮개’ 선물
지난 12월 18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창
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삼정자초등학교에서 ‘옐로커버
나눔 캠페인’을 열고 어린이용 ‘교통안전 가방덮개’를
전달했습니다. 옐로커버 나눔 캠페인은 우리 회사가 어
린이들의 교통 보호를 위해 매년 두 차례씩 진행하는
어린이 교통 안전 사회공헌 활동이죠.
이번에는 삼정자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60개 초등학
교에 총 1만2000개의 교통안전 가방덮개를 선물했습
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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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학 환경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가방덮개를 전
달했어요. 덮개는 먼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아이들을 즉
시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 노란색으로 만들었으며, 안
전 주행 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라는 의미의 ‘30’
이 크게 적혀있습니다.
또한 ‘옐로커버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행자 면허증 취득 체험교육’을 열었는데
요. 초등학생들이 실제 통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 위험요소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

Run with 현대위아, 대중교통 열악한 지역에는 자전거 선물을

지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5일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RUN with

이날 교육에는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 6명이 직접 참가

현대위아' 전달식을 열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전거 구입 기금 총 4038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해 학생들에게 가방덮개 착용법과 횡단보도 이용 규칙

이날 전달한 기금은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어려운 격오지 거주 위탁가정 아동 총 170명이 사

등을 알려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썼습니

용할 자전거와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였어요. 이번 기금은 올 한 해 열린 각종 마라톤 행사에 참

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여한 임직원들의 ‘뛴 거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날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초록캠페인, 옐로커버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한 교
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쓸 예정이에요. 우리의 내일인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건강하
게 자랄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

Culture
Cookie

[취미, 실용] 내 강아지 마음 상담소– 강형욱 저, 혜다

“삶에 기복이 있다 하여 한탄하지 마세요.”
with wia + Culture Cookie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저마다
여러 다짐이 있었을 텐데요. 그 다짐을 이루셨나요? 만약 아쉬운 몇
가지 다짐이 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못 채운 기쁨까지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정한 왕, 불꽃 같은 혁명
과거 프랑스 왕실에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명은 왕위를 계승하고 다른
한 명은 철가면을 씌워 지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법이 있었다.
1600년대 파리, 프랑스 왕실에 쌍둥이가 태어난다. 은퇴한 삼총사는 루
이 14세의 난폭한 정치에 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만 왕의 경호를 맡
은 달타냥은 끝내 거부한다.
뜨거운 우정으로 감동을 전한 ‘삼총사’의 불꽃 같은 혁명을 만나보세요.
- 2019.11.23 ~ 2020.01.26
- 공연장소 : 광림아트센터 BBCH홀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다른 존재와의 다른 소통을 즐겨보세요.”
강아지 마음에 대한 소소한 질문들
어떤 행동이 문제 행동인 건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는
지, 이런 행동을 할 때 강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등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내 강아지의
마음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강아지에
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때, 강형욱 반려견 행
동전문가가 정성껏 답을 해드립니다.
반려견과 살아가며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보세요.
#반려견#반려견 행동

[자기계발]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 지샤오안 저 , 홍익출판사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최고의 ‘힐링 뮤지컬’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대위 한영범은 인민군을 포로수용소로 이
송하는 특별 임무를 부여 받고 부하 신석구와 함께 이송선에 오른다. 그러
나 폭동으로 인해 이송선이 고장나고 유일하게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순호는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을 놓은 상태. 인질이 된 영범은 악몽에 시달리는 순
호에게 여신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고, 순호는 여신님에 빠져 안정을 되찾
아 간다. 모두는 살아남기 위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대작전'을 시작하고 가
상의 여신님을 위해 공동의 규칙을 세운다.
그들은 여신님과 함께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까?
- 2019.11. 16 ~ 2019.03.01 - 공연장소 :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 관람연령 : 만 10세 이상

“목표에 확실한 추진력을 부여하세요.”
인생의 잔가지를 쳐내는 30가지 지혜
저자는 다짐만 하는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거운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적힌 낡은 서류들을, 욕심과 허영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 두기만 했
던 인생 리스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단순함에서
오는 인생의 기쁨을 일깨워줍니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듯이 좋은 인생
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삶으로 진정한 나를 만들고, 나아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 #책상정리#심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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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아이언 마스크

문화로 말해주는
이달의 행운

HYUNDAI
WIA

NEWS

정년퇴직자 위안회 행사

유럽딜러 초청 멀티태스킹데이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2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19년 유럽지

앰배서더호텔에서 ’19년 정년퇴직자 환송행사를 개최했

역 딜러 및 고객 초청 행사인 멀티태스킹 데이를 열었다.

다. 이날 행사에는 총 156명의 정년 퇴직자와 배우자가

이날 행사에는 약 122명의 유럽 딜러 및 주요 고객사가 참

우리 회사는 12월 11~12일 양일간 창원 본사와, 의왕연구소에서 '2019년 CS리더 하반기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각

참석했다. 행사는 김경배 사장이 정년 퇴직자들의 그간의

가했다. 행사는 당사 공작기계 생산라인 견학 및 공장 투

팀의 CS리더 123명과 팀장 전원 등 총 250여명이 참여했다. 프로세스혁신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1년동안 진행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공로패

어, 기술 세미나, 스마트 팩토리 견학, 한국 문화체험 등으

CS혁신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 CS혁신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올해 CS 및 ICS조사결과와 개선방향을 공유

와 기념품 전달, 초청가수 공연과 식사도 함께 진행됐다.

로 진행됐다.

하고, CS혁신 우수팀과 리더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CS혁신 우수팀으로는 특수품질보증팀이, 우수리더로는 공작

한편 우리 회사는 2005년부터 당해 정년 퇴직자를 대상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공작기계사업본부는 공작기계 주요기

기계품질개선팀 윤일상 매니저가 뽑혔다.

으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보답하는 의미로 환송 행사를

종을 홍보함으로써 유럽지역 복합가공기 판매활성화를 이

시상식 이후 시간에는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심연희 강사를 초청,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CS담당자로 내외부 고객을

열고 있다.

끌어내는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Farewell Event for Retirees

Multi-tasking Day invitation event for
European dealers

with wia + News

2019 ‘CS리더 워크숍’ 개최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퀴즈
로 참여를 북돋았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한 CS리더는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강의를 들으며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더
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대내외의 모든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성
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9 CS Leader Workshop
HYUNDAI WIA held a ‘2019 CS Leader Workshop’ in Changwon headquarter and Uiwang R&D Center for two
days from December 11 to 12. A total of 250 people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The workshop, organized by
the Process Innovation Team, led to a year-long review of CS Innovation activities and an introduction to CS
Innovation actviities in 2020.
This year's CS and ICS investigation results and improvement directions were shared, and awards ceremonies
were also held for outstanding CS innovation teams. Defense Quality Assurance Team was selected as the best
team for CS innovation, and Yoon Il-sang, manager of Machine Tool Quality Improvement Team, was selected as
the best leader.
After the award ceremony, HYUNDAI WIA invited a lecturer at Macromill Embrain, to check our current location
and find out the strategies that can satisfy customers as CS managers. In particular, the workshop encouraged
participants with quiz time. "It was time for us to share our achievements and learn more about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all employees to grow so that they can give satisfaction to all our
customers." a CS leader who attended the workshop said.

HYUNDAI WIA held an event for retirees at the
Grand Mercure Ambassador in Changwon on
December 2. A total of 156 retirees and spouses
attended the event. CEO Kim Kyung-bae also
attended and awarded an appreciation plaque and
gave the remembrance. Souvenirs were delivered,
performances by guest singers and meals were also
held.
All retirees were seen off by their colleagues.
HYUNDAI WIA has held a farewell event to reward
the retiree’s contribution since 2005.

HYUNDAI WIA held Multi-tasking Day, 2019
invitation event for European dealers and customers
from November 19 to 21. About 122 European
dealers and major customers participated in the
event. The event was held with a tour of machine
tool production lines and factories, a technical
seminar, Seosan smart factory tour, and a cultural
experience in Korea.
HYUNDAI WIA will lead the positive progress and
sales improvement of machine tools orders through
promoting major machin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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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회 시행

산동법인 추계 농구대회 개최

강소법인 2020 사업목표달성 WORKSHOP

2019년 본사 모범사원 강소법인 방문

지난 11월 15일 산동법인은 일조시 힐튼 호텔에서 2019

산동법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임직원의

강소법인은 지난 11월 27일 복지동 회의실에서 ‘20년 사

지난 11월 본사 모범사원 해외연수단이 강소법인을 방문

년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산

신체 단련 및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농구

업목표달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강소법

했다. 연수단은 근무 연한이 높은 고참 사원과 업무에서 우

동법인장을 비롯한 임직원 78명이 참석했다. 산동법인의

대회’를 개최했다. 산동법인의 임직원들은 총 4팀으로 나

인장을 포함한 15명의 주재원과 21명의 대표 직원들이 참

수한 성과를 거둔 젊은 사원들로 이루어졌다. 법인장 좌담

뉘어 농구 대회에 참여했다. 대회는 직원들의 뜨거운 열기

여했다. 이날 각 부서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회에서 강소법인장 서민석 상무는 “여러분과 강소법인에

2020년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속에 열렸고, 선수들 또한 응원에 힘 입어 멋진 경기를 선

개선 활동 강화, 기초품질 강화활동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서 만날 수 있어 아주 반갑고 앞으로도 근무할 때 모범적

발표회 이후 임직원들은 일조시 국제박람센터로 이동해

보였다. 명승부 끝에 지원팀이 경합금생산팀을 1점 차이로

안전환경 노무 리스크 관리 강화 등 2020년 사업 계획을

인 역할을 해달라”며 “현장 견학이나 부서 교류를 하면서

일조시 창립 이후 30년 간의 발전 과정을 참관했다. 임직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엔진생산실과 품질팀이 그 뒤를

세우고 보고하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생산, 경영 등 개선점에 대한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원들은 일조시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발전

이었다.

강소법인장 서민석 상무는 “2019년은 어려운 한 해였지

본사와 강소법인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진보하고,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며, 산동법인의 도약을 다짐했다. 산동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팀워크

만, 2020년도 낙관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내며, 미래를

고 말했다.

법인장 신문영 상무는 “내년에도 함께 불광불급의 마음가

강화를 위한 체육 행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山东法人举办19年下半年事业计划
Workshop

山东法人举办秋季篮球大赛

江苏法人召开2020年事业目标达成workshop

2019年韩国本社模范社员访问江苏法人

为丰富员工的业余生活，加强体育锻炼，10月28日，山

11月27日，江苏法人在福利楼会议室召开了2020年事业

11月15日，现代威亚山东法人在日照市希尔顿欢朋酒店

东现代威亚2019年秋季篮球赛拉开了帷幕。本次比赛根

11月，江苏法人迎来了三批本社模范社员研修团。每一

目标达成WORKSHOP.公司法人长在内的15名驻在员和

举行了19年下半年干部社员事业计划Workshop。法人

据室别分为四支代表队进行角逐。比赛中参赛队员动作

批模范社员里都有工作年限高的老员工，也有在工作岗

21名经理级或以上代表参加了此次会议。会上，各部门

长、各驻在员、部署长、科长等78名人员参加了本次活

帅气利落，双方队员情绪高涨。在啦啦队员的呐喊助威

位上表现优秀的年轻人。在总经理座谈会上，公司法人

针对2020年的事业计划一一作了详细报告，针对目前困

动。活动开始，各部署分别针对19年事业实际、20年的

下，球场气氛十分活跃。比赛最终支援联队代表队逆袭

长说道：很高兴大家在江苏法人相遇，作为模范社员，

难的经营环境，从强化改善活动，品质目标达成，组织

事业计划进行了一系列主题发表。最后由法人长总结致

成功夺得冠军，轻合金生产室代表队以一分之差屈居亚

希望大家在工作中能做到模范带头作用。在现场参观或

竞争力强化，安全环境劳务管理强化等方面入手，全力

辞，他希望大家明年在工作中保持不狂不及的心态，齐

军，发动机生产室代表队及品质室代表队分别获得季军

部门交流的时候，多留下对生产，经营，改善的优秀建

迎接2020年的新挑战。

心协力达成事业计划，与公司一起成长进步。

和第四名。

议，把我们做的好的地方带到本社，大家相互借鉴，相

法人长在总结时说道：2019年是困难的一年，但是2020

发表结束后，全体人员移动到日照国际博览中心参观日

此次比赛既为了加强员工们的身体素质锻炼，也为了促

互进步，共同克服困难，创造美好的未来。

年更加不容乐观，我们只有全力以赴，通过不断的革

照市建市30周年发展成就展，了解了30年来日照市发生

进部门间的交流。今后山东法人也将继续推进此类活动

新，创造新的出路，迎接未来的无限挑战。

的翻天覆地的变化。就像日照市劈波斩浪驶向光明未来

的进行。

각 부서는 이날 2019년 사업목표 달성 현황을 공유하고

짐으로 분발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一样，山东现代威亚也会以坚定的信念来应对2020年的
挑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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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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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품질보증팀 김왕순 책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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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사보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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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작기계생산기술팀 오동훈 책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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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접속

>

ID/플러스친구 검색

검색창에 '현대위아'
입력 후 친구등록

간단하게 카톡으로
내용 전송!

2. 홍보팀 사보 담당자 김수민 사원 앞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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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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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