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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group Message

안전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상용화 개발을 추진해 나갈

따라서, 자동차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로봇, UAM,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폭 넓은 영역에서 인간 중심
의 스마트 이동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의 다양한 역량을 수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혁신과 함께할
기술과 비전, 그리고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을 위해 그룹 총투자를 연간 2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100조원 이
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원가혁신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완성차 사업은 권역별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본사 부문
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그룹사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그룹의 밸류
체인을 혁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가족 여러분 !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

금년은 1946년 현대자동차 최초 설립 이후, 지난 2000년에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지,

앞서 말씀드린, 미래 시장 리더십 확보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로부터 되어야 합니다.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한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의 단순한 일원이 아니라 한분 한분 모두가 『스타트업의 창업가』와 같은

그 동안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사 여러분의 노고

마인드로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여러분과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수평적 소통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이 어우러지는 조직문화가 정착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바로 “고객”을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최근,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러한 변화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사의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

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하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기업가치이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2020년을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활동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고객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

우선, 전동화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용 플랫폼 개발과 핵심 PE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야 합니다.

바탕으로, 2025년까지 11개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포함하여 총 44개의 전동화 차량을 운영할 계획

특히, 새로운 시대의 주축이 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같이 새롭고 다양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더욱

입니다.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전기차는 금년부터 차량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시스템 판

듣고,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를 본격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협력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미래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는 앱티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합작법인을 통하여, 세상에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상용화 개발을 추진해 나

우리를 둘러싼 시장 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대내외적인 도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술과 사업 그리고 조직 역량에 대한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면 어려운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환경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실행을 추진하고, 이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미래 성장을 주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2020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힘차

“이동의 진화는 새로운 시간을 만드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의 기회

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W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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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현대위아 임직원, 월급 1%씩
모아 자동차 10대 기증

- 성탄절 맞아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차량 선물
- 임직원 직접 월급 조금씩 모으며 차량 구입기금 마련
-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증하며 ‘100호 드림카’전달

지난 12월 24일, 우리 회사는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에서 ‘100호 드림카 전달식’을 열
고 지역 복지기관에 자동차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승합차 8대와 경차 1대, 리프
트카 1대 등 차량 총 10대를 창원시와 경기도 의왕•평택•안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우리 회사 사업장이 있는 인근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
다. 2013년부터 드림카 전달식을 열어 온 우리 회사는 이날까지 총 100대의 자동차를
전국 복지기관에 선물했습니다.
이번 기증 차량은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1% 기적’을 통해 모은 기금에 회사 출연금을
더해 총 2억85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직접 월급의 1%씩을
매달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이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이렇게 기금을
모아 201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전국 복지기관에 자동차를 기증해 왔습니다.
복지기관 중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가 없거나 아주 낡은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의 ‘후암원’은 30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리프트카가 없어 큰 불편을 겪
어 왔어요. 또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 보호와 다양한 취

의왕시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울산광역시 이화지역아동센터

미활동을 지원하는 곳임에도 차량이 부족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이들이 병원을 가거나
외부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산타 옷을 입고 직접 총 10곳의 복지기관에 드림카
를 운전해 갔는데요. 센터의 아이들은 사슴 뿔과 빨간 코가 달린 루돌프 차, 그리고 루
돌프를 운전해 온 산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2013년부터 7년간 이어온 드림카는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복지기관에 자동차를 기증해, 올해까지 총 100대의 자동차를 선물했
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100번째 드림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현대위아 1% 기
적! 앞으로 200호, 300호 드림카를 전달하며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회
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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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후암원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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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Heroes

2019년 소그룹 활동 대상의 주인공 ‘생각대로’ 팀

현장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열정을 엿보다
지난 12월 17일 이룸재 비전홀에서 2019년 연말 우수소그룹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소그룹 활동 우수사례와 현장 혁신활동
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는데요. 이날 결승에 참여한 총 7팀의 최종 발표와 함께 실시간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쟁
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2019년의 소그룹 대상은 차량부품사업본부 엔진생산2부 ‘생각대로’ 팀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이 팀의 개선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들이 메인 테마로 선정한 주제는 ‘실린더헤드 캠보어 공정 개선을 통한 가동률 향상’입니다. 지난 5월부터 가공작업 중 가
공 툴 교체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해 선정한 주제였죠. 문제 인식의 첫 시작은 현상 관찰이었습니다.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구와 소재 간의 사소한 스크래치, 미크론 단위의 이물질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공 후 생긴 칩이 떨
어져 나가며 공구를 치는 현상이 공구가 빨리 소모되는 한 원인임을 발견했죠. 공구 수명이 줄어들면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공구를 교환하는 시간이 생산성 저하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각대로팀은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해 다방면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레인 스토밍’에 좋은 ‘특
성요인도’ 기법을 활용해 여러 자료를 취합하고, 한 가지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좋은 ‘why-why기법’을 활용해 어떤 가
설이 참된 원인인지 분석했습니다. 이에 가공조건과 가공 툴, 소재 방면에서 심층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고안했어요. 6개월동
안 소그룹원 모두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 참여로 노력한 끝에 생산성과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제품 400개를
생산하면 교체해야 했던 공구 사이클을 제품 2000개까지 5배 끌어올렸고, 교환횟수는 이전보다 80% 단축했습니다. 결과적
으로 연간 9천 5백만원의 절감 효과로도 이어졌죠.
결코 짧고 쉽게 완성되지만은 않았던 이들의 개선활동! 설비 한두 대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까지 충분하지 않았습니
다. 라인의 전 설비에서 가공 시험을 하고 수많은 시간을 거쳐 비로소 이뤄낸 이들의 개선. 이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소그룹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소그룹 대상의 주역들을 만나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소그룹장인 김병
철 반장과 지도사원 역할을 수행한 엔진생산2부 정태근 매니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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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장

지도사원

김병철 반장

정태근 매니저

대상을 수상한 소감이 어떤가요

전사 1등, 대상 수상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우선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에게 수고하

이전에 반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위기 메이커’ 역

지도사원으로서 소그룹 활동을 함께 하며
느꼈던 보람찬 순간이 있다면요

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은 서산공장에

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

입사 후 3년째 소그룹 지도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

서 처음으로 수상한 ‘전사 대상’이어서 더 뿌듯합니다.

니라 서산공장 모든 인원이 함께 해주시는 노력 덕이죠.

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개선활동에 참여하며 한번도 원

서산공장의 최대 목표를 이룬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보

주임님, 팀장님, 실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

활했다거나 쉬웠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람이 컸습니다. 진부한 답변이겠지만 솔직히 너무 쟁쟁

운 건 다 같이 시간 내어 해결하는 부분들이 딱딱 맞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밤낮없는 고민

한 후보들이 많아 대상 수상은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

서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 서

과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전적인 목

못해서인지 더욱 기분이 좋네요. 발표 전에 나름대로 정

기인 허설 기술사원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 소그

표를 달성하고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면 단순히

말 많은 리허설을 거쳤는데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머릿

룹에 대한 큰 관심으로 같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

‘해냈다’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다른 분

속이 하얘져서 정태근 지도사원에게 ‘우리 마음 비우자.

히 해줘서 1위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

들에게도 귀감이 되겠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

그냥 여기까지 온 걸로 만족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다 설아!

다. 이 점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엔진생산2부 소그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막상 발표하러 올라가자
말이 술술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웃음). 대상

2020년을 맞아 올해의 소그룹 목표가
있다면

수상자로 저희 ‘생각대로’ 소그룹이 호명되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고 흔들었습니다. 신나더라고
요. ‘이 맛에 소그룹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목표는 대상 2연
패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2연패, 3연패는 해봐야 하
는 것 아닐까요? (웃음) ‘생각대로’ 소그룹 뿐만 아니라
서산공장에 ‘바라는대로’ 소그룹도 있어요. 저희는 각기

소그룹원들이 단결되어 모두 함께 개선활동
에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소위 ‘분위기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핵심인

의 2연패, 3연패를 목표로 올해도 달려갈 예정입니다.

긴 어려운 것 같아요. 라인 별 문제에 대한 공유와 이해
를 더 신속히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어쩌면 저희 소그
룹만의 아쉬운 점이 아니라, 앞으로 서산공장의 생산전
문가 육성을 위한 숙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아쉬움
을 타개하기 위해 소그룹 스터디를 구성하는 등 누구보
다도 소그룹장님이 앞장서서 개선안을 생각하고 있어
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결국엔 소그룹 활동이 더욱 양
질의 결과를 이끌 것이라 기대합니다.

룹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되어 또 열정적으로 활동

대상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한 소그룹
원들에게 한 마디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창단 이후 지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었습니다. 소그룹 뿐만 아니라

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낸 비결이기도 하고요. 처음엔

공장 전반적으로 대응할 거리도 있고 다들 고생이 많으

작았던 이런 마음들이 결국엔 커져 이번에는 전사 대상

셨어요. 장장 6개월동안 진행된 장기프로젝트로 헤드라

까지 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들보다도 2019

인 캠보어 공정 개선도 이뤄내고, 소그룹원들 뿐만 아니

년 우수소그룹 대상으로 엔진생산2부가 호명되던 순간

라 긴 과정 동안 도움의 손길을 주신 품질, FA부문 등

이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관련 부서 동료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인정 받아 대상이란 큰 상으

다른 소그룹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산공장을 대표
한다는 생각이죠. ‘생각대로’든 ‘바라는대로’든 서산공장

성원들이 본인 소속라인 외 타 라인까지 완벽히 이해하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유는요?

것 같아요. 스포츠나, 다른 단합이 필요한 활동들을 생

우선 서산공장은 크게 조립, 가공라인으로 구성되어있

각해봐도 한번 분위기를 타면 ‘내가 왜 해야 하지?’에서

고 소그룹 구성원들이 소속되어있는 가공반은 3C 즉,

‘그래, 잘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바뀌는 게 성과에 중요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크랑크샤프트 엔진부품을 생산

하잖아요. 저희는 소그룹원들 말고도 현장 동료들이 다

하는 라인으로 구성돼있어요. 각 3C 라인 별 전문가들

같이 매월 1건씩 개선과제를 작성하거든요. 항상 이런

이 모여 소그룹을 구성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소그룹 구

로 보답 받았지만, 저희는 상보다도 ‘할 수 있다’라는 자
신감과 ‘역시 서산의 젊은 인재들이 도전적이다’는 자긍
심으로 또 한번의 자극을 받았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그룹원들이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도사원의 자리에서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W

분위기를 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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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eam Play

김진섭 책임매니저

김태경 매니저

“우리의 혁신과 변화는
‘고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
CS혁신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다

CS혁신 활동을 추진한 계기가 있나요
김진섭 책임매니저 우선 경영진의 의지가 있었고, 어떤 단기적인 이익이나 매출 향상 같은 성과가 목표였다기보다는 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됐어요. 1, 2년 해서 성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CS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혁신 마인드 자체가 그
야말로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었죠. ‘고객’ 개념도 기존보다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조직
내, 외부 고객들이 CS에 전부 포함되거든요.

지난 한 해는 우리 회사에 다소 낯선 용어이던 ‘CS(Customer Satisfaction) 혁신’이 본격 등장한 해였다. 전사 팀 별로 CS
리더를 선별하고 교육, CS등급 산정, 실적공유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다. 낯설기만 한 CS가 왠지 부담스러운 직원들
도 없잖아 있을 터. 하지만 CS라는 것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 그룹과 회사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고객
최우선’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항상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CS혁신은 최근 그룹에서도 지속 강조하고 있는 ‘고객
이 최종 목표인’ 서비스와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한 걸음일 뿐이다.
전사 팀원들이 작년 CS를 시작하고, 올해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했을 사항들을 주관 부서의 담당자
를 만나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에 CS가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지 프로세스
혁신팀에서 전사 CS혁신 활동을 담당하는 김진섭 책임매니저, 김태경 매니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고민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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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성과라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김진섭 책임매니저 직원들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업무 게시판만 살펴봐도 매뉴얼, 프로세스 개정 등 직원, 고객들이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지들이 활발히 올라왔어요. 예전엔 다소 등한시되었던 부분들, 체계적인 정보
공유에 관한 부분들이 CS혁신과 함께 개선이 됐죠. 또 내부 고객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VOC를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물론 여전히 직원들이 100프로, 120프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화의 방향이 여러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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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요
김진섭 책임매니저 초기에 CS리더 뽑을 때 많은 팀장님
들이 단순히 각 팀의 막내를 CS리더로 지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CS활동 등록이나 교육자료
를 팀 내 전파하도록 리더들에게 요청하면 선배들이 무
관심한 반응이 많았나 봐요. 기존에 안 하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CS리더 분들이 힘들다 연락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무관심한 몇몇 팀에서는 CS리더에
게만 이 CS활동을 모두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개선이 되나요
김진섭 책임매니저 연말에 CS리더 우수 활동자들을 별
개로 선정해 시상한 부분도 그런 고생을 조금이라도 치
하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CS리더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
면서 팀장님들도 다들 모여서 다시 한번 CS활동의 취지
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올해는 좀 더 다같이 참
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케이션 스킬 등이 다 포함되겠죠. 전화 한번, 미팅 한
번의 인상이 직원 개인과 회사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좌지
우지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한 회사들을 참고
하면 꼭 영업부서나 콜센터 같은 부문이 아니더라도, 모
든 담당자가 전화 받는 멘트, 목소리 톤 이런 게 같아요.
대응도 적극적이죠.
이에 반해 저희는 아직도 무성의하게 전화 응대하는 경
우도 있고,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의 작은 개선 하
나하나가 쌓이면 내, 외부 고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
각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년 대비 올해 CS활동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임직원들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계획과
한 마디

김태경 매니저 작년에 다소 미진했던 교육 측면을 대폭

김진섭 책임매니저 정기적 캠페인 말고 중간 중간 열심

강화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CS리더 교육인데요, 작

히 하는 팀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CS지

년에는 일반적인 고객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올

수가 KPI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라도 직원들이

해는 조금 더 현업부서나 지원부서에서 업무 시 활용 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보고 있

능한 CS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습니다.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췄으니 기대하셔도 좋

두 번째는 이전 분기에 CS활동이 저조한 팀들을 직접

아요.

찾아가서 각 팀에 맞게 어떠한 CS활동을 할 수 있는지

김태경 매니저 CS활동은 CS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닙

같이 모색하고 개선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

니다. 'CS리더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 대신 전사 임

다. 팀 별 맞춤 교육인 셈인데, 분기마다 시행할 예정이

직원 모두가 CS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프

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세스혁신팀에서도 전사 임직원들이 조금 더 CS를 생

김진섭 책임매니저 우리 회사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
CS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점? 전사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때로는 소통의
오류, 오해가 생기기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CS를 일상
에서 가깝게, 즐기면서 하자는 의미로 진행했던 소소한
이벤트들이 직원들에게는 강제성 있는 활동으로 비춰
져서 불만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전사 CS에서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Satisfaction

바탕으로 올해는 좀더 소통에 힘써봐야죠. 노력할 부분
입니다.

활화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CS활동이 해
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번외의 업무가

올해의 CS혁신 목표가 있나요
김진섭 책임매니저 추상적이긴 한데 ‘상향 평준화’를 이
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분기마다 CS점수 저조 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코칭도 하면
서 전사적으로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김태경 매니저 작년 한 해 동안 전사 임직원들이 CS활
동 전반의 사이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CS활
동을 보다 안정화, 정착화시켜서 우리 회사만의 CS문화

김진섭 책임매니저 ‘문화’라고 생각해요. 회사 내 직원들

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추가적인 목표입니다.

간 예절이나 에티켓, 업무 태도와 고객을 대할 때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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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서포트 하겠습니다! W

We're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하늘을 나는 차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미래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영화 중 하나인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
우리를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열광케 한 명작이죠.
영화 속 주인공 맥플라이와 함께 시선을 끌었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Smart Mobility Solution) 개념도

바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 속 스포츠카 ‘드로리안’. 잘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시작을 알린 ‘포니’와 빼닮아 더욱 눈길이 갑니다. 실제
드로리안의 디자인은 이탈리아 자동차 거장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았습니
다. 현대차 포니의 디자인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죠.
영화 속 드로리안은 ‘미래의 자동차’였습니다. 도로를 주행하기도 하고 바퀴는
가로로 접혀 공중에 떠 있기도 합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2020년 지금 우리
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를 타고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의 경이로운 상상력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실로 성큼

①PAV(개인용 비행체) 기반의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개막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소
비자 가전 박람회) 2020’에서는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중 ‘개인용 비행체

을 연출하기 위해 S-A1을 바닥으로부터 2.2m 위에 설치하고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장면도 선보였습니다.
①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 모빌리티)
- PAV(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 비행체)와 도
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 하늘을 이동 통로
로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PAV 활용해 활주로 없이 도
심 내 비행가능
- Hub 최사층에 위치한 이착룩장(Skyport)을 통해
Hub와 연결

S-A1은 전기차 기반 수직이착륙(e-VOTL) 기체입니다. 총 8개의 프로펠러

②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 UAM과 PBV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PBV와 결합
으로 새로운 커뮤니터로 탄생

미래 모빌리티의 결정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 기반 모빌리티)
-설계에 따라 카페, 병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심형 친환경 모빌리티
- Hub 1층에 위치한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
에 결합해 Hub와 연결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PAV 기반으로 하늘을 새로운 이동통로로 이

를 장착하고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00㎞를 최고 시속 290㎞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S-A1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만, 자동비행기술이 안정화되면 자율비행도 가능
해질 예정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고, 전동화는 물론 자율주행까지 가능해
현대차는 PAV를 2023년까지 시제품을 완성하고 2028년 국내에서 상용화
용하는 서비스인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버와 UAM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도 체결했죠. 우버가 UAM 분야에
서 벨, 보잉, 엠브레어 등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조업체와 전략적 동반 관계

(PAV·Personal Air Vehicle)’가 주연으로 떠올랐습니다.

를 맺었지만, 자동차 제조사로서는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반세기 동안 자동

미래의 자동차로만 여겨졌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전통적인 네 바퀴 달린 자

차 대량 생산 기술을 축적해온 현대차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동차의 모습을 뛰어넘어 현실에서는 소형 전기 항공기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

우버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당장 올해부터 ‘항공택시’를 시범적으로 선

다. 백 투 더 퓨처의 로드리안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용도를 겸하진 않지만, 활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우버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UAM 서비스가 현실

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의 복잡한 교통 혼잡으로부터 해방될 수

화된다면 PAV는 강남역 등 도심 거점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교통체증 없이

있다는 점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미래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가

실제 현대차의 CES 부스에는 자동차 대신 폭 15m, 전장 10.7m의 크기의 PAV
콘셉트 모델 ‘S-A1’이 자리 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차는 실제 비행 상황

16

예견한 것처럼 시간여행까지는 아니지만, 도심 상공을 열어줄 완전히 새로
②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③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운 시대에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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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현장포착

2020년
공작기계
첫 출하
우리 회사 창원1공장 공작기계C동에서 KF6700이 2020년의 첫
공작기계로 출하되고 있다. 새해의 첫 공작기계가 고객에게 또
우리에게 큰 설렘과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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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appy Together

CSR 칼럼

재활용?
새활용!

01.

02.

03.

프라이탁(Freitag)

PBU

우시산

스위스인 프라이탁 형제는 무척이나 창

업사이클링 재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위

의적인 형제였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로

자동차도, 쇠파이프도 새활용의 재료 중

한 일이기도 합니다. 울산 지역의 업사

여긴 트럭의 방수포에서 아름다움을 보

하나죠. 국내의 스타트업 리사이클링 업

이클링 사회적 기업 ‘우시산’은 ‘고래 뱃

았죠. 저 방수포로 가방을 만들면 멋있

체 PBU는 공대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

겠다, 튼튼하겠다, 비를 맞아도 괜찮겠

직접 창업한 기업인데요. ‘무가치의 가치

뱃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형제는 5

발견’이라는 슬로건 아래 쇠파이프와 자

최근 폐사한 고래의 뱃속에서 엄청난 양

년 묵은 트럭 천을 구해 메신저 백을 만

동차 부품 등을 활용해 조명을 만들고

의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을 보고 역발상

들었습니다. 방수천이 몸통, 자동차 안전

있습니다. 쇠파이프와 차량부품으로 조

을 한 것입니다.

벨트가 어깨끈인 이상하지만, 세상에서

명이라니, 쉽게 예상되는 조합은 아닙니

우시산은 지난 3개월 간 울산항에 입항

단 하나뿐인 가방이었죠.

다.

한 대형 선박들이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

누군가는 프라이탁의 가방을 싫어할 수

PBU는 쇠파이프와 차량부품의 투박한

물들을 활용하여 친환경 솜과 실로 재가

도 있습니다. 프라이탁의 신제품마저 오

이미지를 깨고, 재료들을 활용하여 독특

공한 후 고래인형, 에코백, 티셔츠 등 친

랫동안 도로를 누빈 흔적들로 가득하거

한 조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상이

환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든요. 사실 가방 제작에는 그저 좋은 천

심하거나 수명이 다해 재활용이 어려운

로 인해 고통 받는 바다생물들을 위해

을 골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더 편리

쇠파이프를 가공해 빈티지 조명으로 재

바다 플라스틱을 재탄생시킨 것이죠. 우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탁은 ‘재료의 수명

탄생시키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

시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례는

을 연장시키는 일에 뛰어든다’라는 자신

동차의 헤드라이트 부분을 우드와 접목

싱가포르 항만청에도 모범사례로 소개

만의 신념 아래 재활용과 새활용을 고집

하여 무드등을 만들었죠. 지금은 이러한

되었다고 합니다. W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스토리는

업사이클링 조명이 PBU의 대표상품이

고객들을 감화시켜 버려진 방수천으로

되었습니다.

만든 가방을 30만원이 넘는 가격에도 구
매하도록 만들었죠. 흔히 제품의 흠집이
‘불량’이라면 프라이탁의 흠집은 수천 킬
로미터를 이동하며 생긴 하나의 ‘스토리’
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 새활용)이 대세!

사진 출처 : 프라이탁 공식
홈페이지

사진 출처 : PBU 인스타그램
(pbuofficial) 및 공식 홈페이지

사진 출처 : 우시산 공식 홈페이지

여러분,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커피찌꺼
기를 방향제로 활용하거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형태로 말이죠. 반면 요즘은 단순한 ‘재사용’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도
를 더해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Recycling)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떠오르
고 있습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새활용하여 장바구니로 만들거나, 폐기된 유리병을 활용한 샹들리에 제작이 대표적인 예시
죠.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들의 무한변신, 또 어떤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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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혹은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가 가치 있게 다시
태어나는 일, 우리 모두 업사이클링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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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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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하루

마크라메로 차분하게
엮어보는

새로운 시작

특수조립2반
원효인 사우 가족
1월은 왠지 그런 달입니다. 다른 날의 연장선 같지 않고 연속적인 시간 축에 딱 하나의 점을 찍는 것 같은
달. 시작이니 만큼 더더욱 좋은 기운만 담아냈으면 하는 달. 그런 마음으로 잘 모르던 사람에게도, 평소 연
락을 자주 못한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새해의 복을 기원해주는 달이죠.
그런 1월에 공방 체험을 찾은 가족에게 유독 이번 새해는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빠와 딸이 새로운 시작
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기원하는 좋은 출발을 위해 좋은 기운을 오늘은 두꺼운 실로 단단히 엮어
내 보려 합니다. ‘마크라메’라 불리는 매듭 공예 체험의 시간 함께 즐겨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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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딸의 앙증맞은 커플 가방

좋은 기운만 걸러주길, 드림캐쳐 만들기

＼

＼

원효인 사우의 외동딸 지호는 체험 전날, 중학교 입학식을

아빠 원효인 사우는 ‘드림캐쳐’를 만들기로 했어요. 딱 봤을 때

다녀왔습니다. 3월이면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과 하루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드림캐쳐를 골랐는데요.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는 건 좋아요. 다행

실제로 드림캐쳐의 유래는 어린 아이들이 악몽을 꾸지 않도록

히 친한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 가게 됐거든요. 하지만 공부

침대 맡에 두어 좋은 꿈만 걸러준다는 데서 왔습니다. 요새는

하는 건 여전히 싫어요! （웃음）” 발랄하게 입학 소감을 밝힌

인테리어 소품으로 문 혹은 창문 등 바깥 바람이 드는 곳에 걸

지호는 오늘 엄마와 커플 아이템을 만들기로 골랐습니다.

어두면 항상 우리 집에 좋은 기운만 걸러준다는 의미를 담고

굵은 색실로 매듭을 지어 만드는 미니 네트백입니다. 엄마

있기도 해요.

는 분홍색을, 지호는 갈색을 골랐어요. 봄에 딱 어울리는 색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집중해서 몰입하기 시작하면 재

상이죠.

미도 있고,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딸 지호가 어릴 때 직접 가오

“평소 딸과 커플 아이템을 자주 하고 싶었는데 제 취향이 딸

리연도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창호지와 대나무를 자르고 직접

과는 잘 안 맞았나 봐요（웃음）. 두 개씩 사와도 딸은 보관만

손질해서 연을 만들었죠.”

하더라고요. 오늘은 각자 서로 마음에 들면서도 같이 들고

아빠가 만든 연을 날리며 놀던 꼬마 아이가 어느새 중학교에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요. 또 함께 만든 추억도 있으니 참 소

들어가니, 아빠는 새삼 시간의 빠름과 아이가 커가는 것에 대한

중한 가방이네요” （아내 김진향 씨）

섭섭함 비슷한 감정도 벌써 들곤 합니다.

두 사람이 고른 디자인은 초보자도 3시간 안에 쉽게 만들 수

딸의 중학교 입학과 함께 원효인 사우도 올해 새로운 시작을

있으면서 마크라메의 개성이 돋보이는 소품이에요. 숫자 4모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소재 가공 업무와는 다른 특수 조

양을 그리는 기본 매듭법을 익힌 후에는 최대한 균일하게 모

립 부문에서 새로운 일과 동료들을 만나게 됐죠.

양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한쪽에 치우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처음엔 긴장도

치지 않고 양 손에 같은 힘을 주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것이

되고 궁금하기도 했죠.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중요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자주 손재주를 발

호기심과 설렘으로 새 출발을 맞이하는 그는 한 땀 한 땀 엮는

휘해온 덕분인지 김진향 씨는 처음 해보는 솜씨 같지 않게

매듭에 좋은 기운만 잘 걸러내달라는 바람까지 단단히 엮습니

수월하게 착착 진도가 나갑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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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라메란?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레이스로, 마크라메의 뜻은 「매듭실 레이스」이다.
끈이나 천의 끝단에 실로 고리를 걸어 그 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묶는
다. 수공예 레이스의 일종으로 가방, 쿠션, 화분걸이,벽장식 등을 만든다.

마크라메 유래
첫 번째는 13세기에 아랍의 베 짜던 사람들이 쓰던 말인 “마이그라마
(migramah)”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이다.
마이그라마는 프린지(fringe)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천의 올을 몇 가닥씩 묶어
주어 모양을 낸 것을 말한다. 그 당시 아랍에서는 가축이 해충의 피해를 입지

매듭이 주는 손맛, 몰입의 놀이

매듭을 반복해 지으면서 독특한 손맛에 몰입하는 경험, 무늬

않게 하기 위해 낙타나 말 위에 직물을 덮어두었는데 그 장식에서 마크라메가

＼

와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느끼는 즐거운 긴장감, 차근차근 성

유래했다는 가능성이 있다.

세 사람 모두 처음 접한 마크라메에 헤매는 듯 하다가 감을

취감을 쌓으며 완성해냈을 때의 자족감까지. 실제로 마크라

두 번째는 터키의 “마크라마(makrama)”에서 유래했다는 가능성이 있다. 마크

잡고는 집중력을 발휘했는데요. 김진향 씨는 야무진 손 끝으

메는 오래 전부터 명상에 가까운 놀이, 마음이 심란할 때 정

라마는 수건의 가장자리 실을 뜨개 정리한 기법을 뜻한다. 지금 전해지고 있

로 착착 가방을 만들어 나가더니, 원래 3시간이 걸린다는 그

신을 가다듬는 행위로 긍정적 효과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는 마크라메 기법은 북아프리카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로 넘어와 유

물 가방을 2시간도 안되어 뚝딱 완성해냅니다. 손잡이 부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

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 후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해졌다.

까지 마무리를 하면 매듭 밑 부분의 실을 잘라내는 과정을

던 세 사람에게는 더욱 충만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거쳐요. 엄마와 딸의 가방은 매듭 그물 사이로 물건이 빠질

“새로운 일을 맡은 만큼 그 곳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조금씩

수 있기 때문에 백 안에 작은 가방을 따로 넣어 실용성을 높

더 성장하고 승진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이면서도

였습니다. 앙증맞은 테슬까지 걸면 완성!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만능 남편’이 됐으면! 응원합니다.”

마크라메는 여러 가지 매듭법이 있으나 매듭법이 간단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접

원효인 사우의 드림캐쳐도 초보자의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아내 김진향 씨의 응원처럼 모두에게 ‘만능’ 한 해가 되길 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료의 간편함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않는 완성도를 보였어요. 균일하고 단단하게 엮은 원형 링에

라봅니다. W

실과 손만 있으면 어떤모양이든 엮을 수 있고 재료의 가짓수가 많지 않아 작품

마크라메의 매력
수강생분들의 단골질문은 정해져있다.
“선생님 전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잘 할 수 있을까요?”

깃털 달린 장식 매듭까지 엮어주면 의미도 좋고, 인테리어용

을 엮을 때에 큰 제약이 없다. 차분히 앉아 집중해서 엮다보면 생각들도 비워지

으로도 좋은 드림캐쳐를 완성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가족

고 나 스스로가 차분해짐을 느낄 수 있다.

답게 모두 각자의 작품이 마음에 쏙 드는 듯 합니다.

두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을 볼 때 어느 누구 할것없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낀다.

“같은 자세로 앉아서 반복하다 보니 어깨나 허리가 좀 아프

바쁘고 정신없게 흘러가는 일상속에 마크라메라는 취미생활을 통해 조금은 천

긴 한데, 재미있어요. 만들어지는 모양이 점점 보이니까 성

천히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는것도 좋을 듯하다.

취감도 있고, 특별한 소품을 얻으니 기분이 좋아요.” （아내

마로아공방대표(인스타@mmaroa) 박희령

김진향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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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 이야기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일상 속 법률이야기 18호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계획하신 일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들이 모두 이뤄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이상하리만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인정되는 것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니, 모쪼록 연초에 건강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2003도7830). 마찬가지로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조회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이번에는 최근 지인에게 상담해 주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민등록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조금 어렵지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이용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로서, 1) 친구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

자칫하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여지가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자 알려

없다.

에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한 행위 또는 게임
의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 2)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주민등

유료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례

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산상 이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A는 연말 모임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

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되었으나, 현행법상 위 법률에 의거하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왕왕 발생하고 있

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

여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천만

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

고 그의 형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B의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인 사이트를 가입하려 하거나, 유료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이 정도는 문제가 되더라도 형에게 용서를 구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

있어서, 자칫 실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각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A는 B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경찰서에서 조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 볼까요? A는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사를 받은 다음 조서를 작성하였고, 무인도 하였습니다.

의 것인 마냥 사용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

해당합니다. A와 B는 형제에 불과하여 직계혈족에 포함되지

자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심해

A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수사기관에 대한 ‘업무방해’가 떠오르네요. 아

않으므로, 피해자인 B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은

야 할 것입니다.

니면 단순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만 해당될까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막걸리 심부름 하던 생각이 나네요. 임직원

검찰은 A를 상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위 법률에서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찾아뵐게요. 명절 잘 보내세요~W

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조서에 그 사람

하고 있는데, 부정사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

명의의 무인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

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기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였고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2019고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단4366).

만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

차라리 음주운전 했다고 자백하는 것이 괜찮았던 사건이네요.

편의 주민등록증을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사람에

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신용카드 발급을 허락 받았다고 한 행위는 주민등록증을 그

자, 그럼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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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ditor’s prism

새해,
책 읽고 갈래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 김초엽

작가 김초엽은 아주 젊은 (얼마 전까지)학생입니다. 그는 1993년생이고, 여자죠. 포항공대에서 화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새해결심은 다들 하셨나요? 만인(萬人)의 목표인 운동도 있을

마친 과학도입니다. 놀랄 것은 ‘이과생이 책을 썼다’가 아니고 순전히 그의 글이고 책입니다. 과학도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과

테고, 외국어공부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골프 타수를 5타만 줄

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그린 상상의 나래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명징한 과학적 논증을 바탕으로, 그럴듯

이자는 계획을 세웠겠고, 누군가는 승진을 목표로 잡은 분도 있

한 미래를 그려내죠. 공상의 영역인 SF를 현실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찾아가는 것이 김초엽 소설의 가장 큰

을 것입니다.

강점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독서(讀書)’를 새해 결심으로 삼았

잠시 옆길로 새자면 소설가 김훈의 등단작 <칼의 노래>의 심사평은 이러했습니다. “한국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이제

을 것 같아요. 가깝지만 먼 존재인 책과 조금이라도 친해지려는

는 거의 유실된 것과 다름없던 한자 문학의 미를 현대문학적으로 되살린 작품.” 이 말을 빌려 김초엽의 소설을 평하자면 “한국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 1월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감

SF문학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 이제는 거의 유실된 것과 같은 SF문학의 미를 되살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귤차와 함께 책을 읽는 것만큼 낭만적인 일도 드물기도 하지요.

SF소설은 과학적으로 명료하게 쌓아 올리는 구조적 토대가 생명입니다. 작가가 그린 미래가 그럴싸하면서도, 과학적 정합성

책을 읽기로 한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책을

도 놓치지 말아야 하죠. 이는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을 이끄는 순수 소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읽으려면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지요. 책은 많은데 시간과 끈

김초엽은 이 지점에서 과학도로서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기는 늘 부족하거든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책 두 권을 소개하려

“관측된 행성의 대기 성분에는 암모니아와 메탄이 절묘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항상 자외선에 의해 아주 쉽게 분해되는 그 성

합니다. 이 책들은 사보 편집자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언론사

분들이 일부만 대기에 섞여 있으려면 반드시 지표면에 탄소 생명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망원경이 측정

에서도 2019년 최고의 책으로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믿음직한

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자 오묘한 푸른빛이 드러났다.”<공생가설 中>

책이기도 합니다. 취향의 다양성을 고려해 소설 1권과 비소설 1

우주 저 멀리의 행성에 있는 대기를 분석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죠.

권을 골라보았습니다.

책은 이렇게 그가 그린 그럴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단편들의 모음입니다. 7편의 짧은 소설은 저마다 다른 시공간을 다루
지만, 동시에 저마다의 반짝이는 매력을 발합니다. 죽음 이후의 모든 기억이 데이터 도서관에 저장되거나<관내분실>, 전혀 다
른 우주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거나<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알고 보니 유아기의 성장이 외계의 보살핌으로 이루어
졌다거나<공생가설>, 모든 사고와 생명의 체계가 전혀 다른 외계인을 만난다든가<스펙트럼> 하는 식으로요.
물론 이 책이 그저 그런 SF소설이 아닌 것은 김초엽의 만든 세계에도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설은 언제나 사람
을 향해 가닿고, 사랑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 칠레의 누군가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소설은 재차 확인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김초엽의 시선이 이 책의 진짜 즐거움입니다.
김초엽은 책을 펴내며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서로를 이해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
하는 지금, 이 책과 함께 더욱 따뜻한 시선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공상의 세계에서도, 먼 미래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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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풀니스 - 한스 로슬링

이 책은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 책을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에게 선물했죠(물
론 종이는 아니고 전자책 버전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 세계의 유
력 석학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숨에 100만부가 넘는 글로벌 판매량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책의 그럴
듯한 광고문구입니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저 광고 문구에 반전이 없다는 점이겠죠. 이 책은 ‘진짜’입니다. 제목에도 있듯 아주 극명한 팩트를 기
반으로 하고 있는 덕이죠. 이미 유명세를 여러 번 탔지만, 책에 있는 퀴즈 몇 개를 함께 풀어봅시다.

Q.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Q. 지난 20년 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Q.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물론 여기에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
관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죠. 여기에 대해 로슬링
은 “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아주 진지한 ‘가능성 옹호론
자’다. 이는 내가 지어낸 말인데, 이유 없이 희망을 갖거나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을 뜻한다”며 그
책에서 집중하는 문제는 ‘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
진 얕은 지식으로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마치 저 삼지선다
문제처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등으
로 구분 짓고 판단하죠. 그러나 모두가 알 듯 사람들의 삶은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도 부잣집 주인 동익역을 맡은 이선균을 아주 착한 사람으로 그
려내며 ‘부자는 나쁘다’는 편견을 비틉니다.

A. 저소득 국가 B. 중간 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로슬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4개의 집단으로만 구분하는 것만으

느낌적 느낌을 살려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정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각각
C, C, B입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책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 13개를 준비해 14개국의 약 1
만2천명에게 풀게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가능성 등을 묻는 아주 쉬운 문제를 빼고 나머지 12개 문제 가운데 응답자가 맞
힌 문제는 평균 2개였죠. 삼지선다형이니까 그냥 찍어도 4개는 맞혀야 하는데, ‘빵점’을 맞은 사람도 15%나 됐다고 합니
다.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은 사실 즉 ‘팩트’와 거리가 은근히 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크게 오해
하고 있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슬링은 책에서 이렇게 책에서 주장하죠. “세상은 생각보다 근
사하고, 진보하고 있다. 우리는 앞날을 낙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책이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퍼트리자는 책은 아닙니다. 마케팅으로 판매고만 높게 올리는 수준 낮은 서적이
아니거든요. 수년간 분석한 분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분석을 보이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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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비늘을 벗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프레임을 넘어 중간 단계를 두 개 정도 넣는 것이죠. 그
렇게만 나누어도 우리는 더 명확한 진실들을 그물로 건져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책은 작은 희망입
니다. 명확한 데이터와 함께 한다면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토대에서 판단하고 있나요. 혹시
근거 없는 불안으로 미래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책의 지
혜는 그런 우리들에게 현실을 명확히 다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라고 말이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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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DAY

“형님! 벌써 정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보람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성철 반장님,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직장생활도
기분 좋게 하고, 서로 친분을 더 돈독히 해서 직장동료가
아니라 인생선배, 형님동생으로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를 칭찬한DAY 첫 주자로 선정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다. 그 말인즉
슨 ‘의지할 수 있는 동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수품질보증팀 임성철 반장
에게 항공검사반 김재연 기술선임은 그렇게 항상 옆을 지켜주는 직장 동료이
자 인생 형님이다. ‘좋은 사람’을 말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사람, 칭찬

시험교정반

임성철 반장

한DAY 첫 번째 주자로 김재연 기술선임을 만나보았다.

항공검사반

23년 전 현재의 반으로 전임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적으로도 기술적으
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며 중요한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선
배님이기에 항공검사반 김재연 형님을 칭찬 첫 주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동료,
김재연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데에 이유가 달리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 주변의 많
은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재연 형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
기에 칭찬한데이의 첫 번째 주자로 선택했습니다.
김재연 선임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계셔주고, 즐거울 때는 함께 웃으며 많
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옆에 있어주는 진
실된 분이랄까요. 지난 11월쯤에 있었던 시험교정반 신임 인원 측정 교육 지
원 요청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재연 기술선임

안녕하세요. 특수품질보증팀 항공검사반 김재연 기술선임입니다. 칭찬한DAY

우리의 인연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며
동료를 넘어
좋은 ‘형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첫 주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나이에 칭찬받는다는 건 참 드문 일이
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인데요. 동료가 저를 칭찬해줬다고 하니까 제 자
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칭찬이라는 게 결국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칭찬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 기쁜 것 같아요. 임성철 반장님과는 인연이 깊은데
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반장님이 저를 의지할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해줘
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차원측정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저는 3차원측정기를
이용해 가공한 제품에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면과 일치하게
가공이 되었는지, 불량이 나진 않았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 들었던 2-6-2라는 시스템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네요. 사
회생활을 하다 보면 ‘2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하고, 2명은 나를 무조건 좋아한
다. 그리고 6명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이 6명을 위한 마음
가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벌써 2020년 1월이네요. 저는 올해 2월에 손주를 보거든요. 새해 소망

칭찬한DAY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월 동료 칭찬 릴레이 사연을 전합니다.
칭찬 대상으로 지정된 동료에게는 홍보팀이 대신 찾아가 깜짝 선물을 전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4

이 있다면, 예쁜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모든 가족들
이 더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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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
울진은 동해안 제일의 온천 휴양지다.

추운 겨울엔
따끈한 온천이 최고

덕구온천은 응봉산 중턱에서 솟구치는 국내 유일의 자
연 용출 온천이다. 고려 말기 응봉산에서 활과 창의 명
수인 전모라는 사람이 사냥꾼들과 함께 멧돼지를 쫓고
있었다. 상처 입었던 멧돼지가 어느 계곡가에서 몸을 씻
더니 재빠른 속도로 달아나 의아하여 그곳을 살피니 자
연으로 유출되는 온천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덕구온천 위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로 치솟고 있
는 원 탕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자연용출온천수다. 온
천 시설이 들어서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해 사람들의 발
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탄산나트륨, 칼륨, 칼
슘, 철, 탄산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약알카리성의 덕
구온천은 신경통, 류마티스,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탁
01 덕구온천

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구온천리조트는 대온천장과 스파월드, 프라이빗 스파

울진에서 온천과

겨울 칼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온천여행

룸, 숙박 시설을 갖춘 종합 온천 휴양지다. 하루 2000여

대게찜으로

톤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100% 천연 온천수를 보온

슬기로운 겨울나기

처리된 송수관을 통해 덕구온천리조트의 온천탕과 객
실, 스파월드 등 전 시설에 공급한다. 원 탕에서 치솟는
온천수 온도는 42.4℃. 물을 데울 필요가 없어 자연 그
대로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백암온천은 울진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백암온천에는
다친 사슴이 누워 자던 자리에서 온천이 발견됐다는 전

배은수 여행작가

설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현령이 탕을 지어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병을 고치도록 하였다고 하고, 조선시대에는

겨울에는 뭐니뭐니 해도 온천 여행이 최고다. 따끈따끈한 온
천물에 온몸을 푹 담그고 나면 살을 에는듯한 차가운 바람도

성현, 이산해 등 당대 시인들이 남긴 글귀들로 백암온천

시원하게 느껴진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

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백암온천수의 특별한

이 옹기종기 모여 즐기는 따끈한 온천욕은 겨울을 건강하게

효능은 그 명성이 자자하여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사람

나기 위한 보약 중 보약이다.

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
백암온천은 라듐유황온천으로 독특한 향이 나고 수질이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곳 온천수는 수온이 높고, 불소
와 나트륨, 칼슘 등 몸에 유익한 성분이 포함돼 부인병,
중풍, 동맥경화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실
시한 수질 검사에서는 실리카 함량이 높아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암온천의 수온은 32~53℃로 데울 필요가 없다. 수소
이온농도(pH)는 9.43으로 국내에서 가장 강한 알칼리성
온천수이다. 천연알칼리성 음용수는 위궤양, 위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2 백암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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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볼거리
덕구계곡 트레킹
덕구계곡은 불영계곡과 함께 울진의 양대 계곡으로 꼽힐 정도로

아산

빼어난 풍광과 깨끗한 물줄기를 자랑한다. 덕구온천에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원 탕까지 4km 거리를 왕복하면 2시간 정도 걸리
는데 길이 험하지 않아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상쾌한 산림욕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다. 매일 오전 7시 덕구온천 로비에 모이면 가
이드와 함께 설명을 들으며 산책할 수 있다.

평택, 서산공장에서도 가까운
가성비 갑, 아산시 온양온천,

명품 금강소나무 구수곡 휴양림
덕구온천 곁에는 세계적 명품 금강소나무로 둘러싸인 구수곡 휴양

03 덕구계곡

도고온천, 아산온천

림과 구수곡 계곡이 있다. 금강소나무에 안긴 구수곡 휴양림은 울
진군이 직접 운영하는 산림 휴양시설로 덕구온천단지에서 차량으
로 5~7분 거리에 연접해 있다. 매월 1일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하
며 사계절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산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찾는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아산시의 온

후포항과 등기산스카이워크

온천도시 중 하나다. 먼저 온천동에 위치

천지구는 1990년대를 지나며 다소 주춤

백암온천단지에서 20여분 거리에는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이

한 온양온천은 문헌에 기록돼 있는 가장

했다. 그러다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하

오래된 온천이다. 옛 지명부터 온천의 자

며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해가는 중이다.

있다. 후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왕돌초'를 품고 울진의 북쪽
04 구수곡 휴양림

취다. ‘온양(溫陽)’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비용은 다른 온천

최근 울진군이 후포항을 잉태한 '등기산'과 '갓바위'를 연결한 '등기

이름이다. 백제시대에는 ‘탕정(湯井)’이라

이 줄 수 없는 아산시 온천만의 즐거움이

산스카이워크'는 후포항 여행의 백미이다.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온수(溫水)’라 칭했

다. 온양온천은 전철 온양온천역에서 내

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세조, 정조 등이

려 도로 하나를 건너면 온천탕이 즐비하

쫄깃쫄깃 꽉 찬 속살, 울진대게

온궁을 짓고 휴양하며 병을 치료하기도

다. 아산온천은 온양온천역에서 10km 떨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맛볼 수 있는 울진대게는 다른

했다. ‘왕실의 온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어져 있다. 도고온천은 기차를 이용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는 달리 속살이 졸깃졸깃하고 담백해 일찍

않다. 오랜 역사답게 전설도 많다. 절름발

도고온천역에서 3km, 전철을 이용하면

부터 왕실에 진상한 특산물로 이름나 있다. 대게는 보통 황금색, 은

이 학이 다리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온천을

신창역에서 7~8km 거리다. 어디든 대

알았다 하고, 풀이 저절로 마르고 땅이

중교통으로 어렵잖게 다녀올 수 있다. 그

얼지 않아서 발견됐다고도 한다.

가운데 온양온천은 주변에 온양온천시

디라 해서 옛날에는 '육촌(六寸)':이라고도 하고, 대나무 모양과 비

온양온천만이 아니다. 아산에는 이밖에

장,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외암민속마

슷하다고 해서 '죽촌(竹寸)' 또는 '죽육촌(竹六寸)'이라고도 불리고

도 2개의 온천지구가 더 있다. 먼저 도고

을 등이 있어 조금 더 저렴한 온천 ‘여행’

있다.

면에 있는 도고온천. 이 또한 삼국시대

이 가능하다.

울진보다 영덕이 대게의 명산지로 알려진 것은 1930년대 교통수

신라왕이 와서 치료했다 전한다. 온양온

특히 이곳 온천들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단이 원할 하지 못하던 당시 서울, 대구, 포항, 안동 등 대도시에 해

천의 명성에 묻혀 있다가 도고레저타운

과 서산공장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사내

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영덕으로 중간 집되어 반출

이 들어서며 각광받고 있다. 음봉면의 아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어렵지 않다. 평

하였음으로 집하지인 영덕의 지명을 사용 영덕대게로 불러져 오고

산온천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섰다. 지난

택공장에서는 약 30km 자동차로 40분

있다.

1987년에 온천의 존재가 알려져 관광지

정도 거리이고, 서산공장에서는 60km 약

로 개발됐다. 산림에 둘러싸여 공기가 좋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관문인 죽변항과 더불어 대게를 비롯 동해 수산물의 주산지이다.

백색, 분홍색, 홍색 등 색깔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는데 진짜 대게
는 황금색이 짙은 '참대게' 또는 '박달게'를 말하며, 다리가 여섯 마

04 등기산스카이워크

<사진제공 :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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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산시에만 온천지구가 셋이니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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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 볼거리

온천욕 100배 더 즐기기 비법

현충사

● 온천욕은 음식물이 소화된 식후 1시간이 지나 하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

는 것이 좋다.

을 널리 알리고 이를 되새기기 위해 충무공의 영

● 입욕 전 생수 한 잔은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고 탈
수 현상도 막아준다.

정을 모신 사당이다. 충무공이 성장하여 무과급

● 입욕 전 샤워를 먼저 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온천

제할 때까지 살던 곳으로, 순국한지 108년이 지

욕을 즐기는 것이 좋다.

난 숙종32년(1706년)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

● 온천수에는 피부에 유익한 성분이 많아 온천욕을

해 사당을 세웠고 1707년 숙종이 친히 현충사란

마친 뒤에는 물기를 자연 상태에서 말리는 것이

휘호를 내렸다.

좋다.
● 냉탕-온탕욕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다. 냉탕에 들

외암민속마을

어가면 몸은 산성으로, 온탕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

으로 변해 냉욕·온욕을 거듭하면 체액이 중성 내

외암마을에는 약 5백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한

지는 약알칼리성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냉탕은 1~2분, 온탕은 10~15분 이내가 좋다.

예안 이씨 일가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살고

● 온천욕을 하면서 억지로 때를 밀 필요는 없다. 온

있다. 이끼 낀 나지막한 돌담장이 인상적이며, 집

천수로 목욕하면 피부가 매끈거릴 뿐 때가 잘 밀

집이 쌓은 담장 길이를 합하면 모두 5,300미터

리지 않는다.

나 된다. 60여호 남짓 되는 이 마을은 직접 이곳

● 온천요법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을 높이

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

는 것이므로 단 한 번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 박물관에서 옛 흔적을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

어렵다. 최소 1주간 보통 2, 3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을 준다.

낙조가 아름다운
강화 석모도미네랄온천

06 현충사 단청

07 외암마을고택

강화

강화의 볼거리/먹거리
관절염과 근육통, 소화 기능, 외상 후유증, 아토피피부염 치유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물이 탁하고, 맛이 바닷물처럼 짜다.

해수 관음 성지 ‘보문사’

노천탕에 있으면 강화나들길 11코스 ‘석모도 바람길’이 보인다. 수평선

온천에서 바다를 등지고 서면 보문사 눈썹바위가

을 넘어가는 석양에 걸음을 멈춘 여행객들과 함께 온천을 즐기는 기분

한눈에 들어온다.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홍

붉은 낙조를 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강화 석모도미네

이다. 노천탕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는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련암, 여수 향일암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해수 관

랄온천이다. 석모도는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

해가 산 뒤로 완전히 숨기까지 약 30분은 석모도미네랄온천의 하이라

음 성지로 알려져 있다. 경내로 들어서면 천인대

진 섬이다. 최근 석모대교가 개통하면서 이제 섬이라고 하기도 무

이트다. 이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즐기려면 오후 3시경에 입장하는 것이

에 조성된 오백나한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산

색하다.

좋다.

같은 바위 지붕 아래 조각된 불상 앞에서 멀리 바

2017년 1월 개장한 석모도미네랄온천은 지하 460m 화강암에서

석모도미네랄온천은 입장할 때 소창 수건을 준다. 800년 전통을 자랑하

라보는 서해 갯벌은 바다인지 땅인지 신비롭다.

용출하는 미네랄 온천수로 15개의 노천탕이 특징이다. 이곳 온천

는 소창으로 만든 수건은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친환경 제품으로, 온

수는 소독이나 정화 없이 원수를 탕으로 흘려보낸다. 원수는 지하

천욕과 찰떡궁합이다. 온천욕 후 담수로 씻어내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

460m 화강암에서 용출하는 51℃ 고온이지만, 탕에 도착한 물은

를 가볍게 닦으면 좋다. 온천 내에서 복장은 수영복이나 래시 가드를 준

47℃. 추운 겨울 해풍에 내려간 노천탕 온도는 43~45℃다. 평균

비해도 되고 온천복을 대여할 수도 있다. 온천수와 피부 보호를 위해 비

적으로 42℃가 넘으면 뜨겁고 38℃가 넘지 않으면 미지근하다고

누와 샴푸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일반 면 소재 옷은 물을 많이 머금어

느끼는데, 겨울바람에 탕이 따뜻한 온도로 맞춰진다. 미네랄 온천

온천 입장이 안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온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수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스트론튬, 염화나트륨이 등이 풍부해

오후 9시까지이고 첫째·셋째 화요일에 쉰다. W

<사진제공 :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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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강화군청, 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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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폴리텍대학 변속기 전시품 기증

강소법인 사원급 관리직 교육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8일 한국폴릭텍대학 창원캠퍼스 자동

지난 12월 13일 강소법인은 주물 3공장 내 교육장에서 관리

차과에 실습용 변속기, 부변속기 총 7종류(약 600만원 상당)

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보고서와 구두 보고 능력 향상 교육을

의 제품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실습용 제품은 창원2공장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각 부서의 사원 총 25명이 모두 참여

내 제품 전시용으로 운영되던 것으로 학생들이 변속기, 부변

했다. 교육은 직원의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속기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개품으로 제작되

찾기, 보고서 작성, 업무 보고 3가지로 이루어졌다. 교육 참가

었다. 학과장 김명준 교수는 "실습할 때 직접 보고 이해하기

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고서 작성, 구두 보고 방법을 습

좋은 절개품이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기증품을 잘

득함으로써 앞으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활용해 우수한 산업인력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했다.

감사 인사를 건넸다.

지난 1월 9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20년 공작기계 목표달성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작기계
부문 임직원 및 대리점 대표 등 총 60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2020년 목표 달성 방안을 공유하고, 신기
종과 전략기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다. 고객서비스 교육 및 고객 VOC 청취 시간에 이어 우수 대리점 시
상식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수상자를 축하하며 2020년 목표달성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Workshop on Achieving Domestic Sales Goals in 2020
On Jan. 9, a resolution meeting was held in Erumjae, Changwon, South Gyeongsang Province,

to meet the goal of the machine tool for the year. A total of 60 people attended the event,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executives and dealers in the machine tool sector. Following customer service

training and customer VOC listening time, awards ceremony for excellent dealerships was
followed. Participants congratulated the winner and wrapped up the event by once again ironing
out their resolve to achieve the 2020 goal.

42

Donation of Transmission Display at
Changwon Polytechnic University

江苏法人开展社员级管理职教育

On Jan. 8, HYUNDAI WIA donated a total of seven
types of transmission and sub-transmission devices
(worth about 6 million won) to the automotive
department of Changwon Campus a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The donated lab product was operated for
display at Changwon Plant 2 and is designed as an
incision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principle of
transmission and sub-transmission operation. Professor
Kim Myung-joon, who heads the department, said, "It
is helpful to students. We will make good use of the
donations so that we can produce many excellent
industrial personnel," he said.

报告书及口头报告技巧能力教育”为题的人事教育。共25人

12月13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开展了以“社员级管理职

43

参与了此次教育。
通过寻求解决方案，制定报告书，工作汇报技巧三方面的教
育，让员工能将理论联系实际，运用到实际工作中，提高业
务处理能力。参加教育者纷纷表示：“此次教育受益匪浅，
学到了很多有关报告书制作接口头报告的技巧，对日后的工
作帮助很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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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회 분기별 주물공급업체대회

산동법인 ‘위아 장학금’ 전달식 개최

산동법인 2020년 시무식 시행

멕시코법인 크리스마스 파티 실시

강소법인은 지난 12월 25일 주물 1층 회의실에서 품질 토론

산동법인은 지난 12월 26일 일조시 자선총회와 함께 일조시 경

지난 1월 2일 산동법인은 기술트레이닝센터에서 2020년 시무

멕시코법인은 지난 12월 7일과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크리

및 기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9년 제4분기 주물공

제 개발구 중학교에서 ‘위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

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신문영 산동법인장, 각 부서

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마무리 하는 송년

급업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ABC한시금속, 세한기

달식에는 신문영 산동법인장, 일조시 민정국 당조직 팽위학 부

책임자 및 관련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2019년도 모범

회 형식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날 많은 직원들이

계, 대용기계 등 4개 주물 공급업체들이 참가했다.

서기 및 개발구 사회사업국 손사하 부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

사원, 우수 조직 성원, 우수 사회 공익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참석하여 서로 소통하며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대회에서는 작년에 각 공급업체와의 협력에서 나타난 문제점

석했다. 이날 산동법인은 빈곤학생 총 45명에게 12만위안(한

한 수상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는 개회사, 저녁식사, 레크리에이션 및 직원 댄스파티 등으로

들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화 약 2015만원)을 전달했다. 신문영 산동법인장은 “공동 발전

대회에서 우승한 공급업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공급업체

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현대위아는 끊임없이 사회공헌활동에

이날 행사에서는 2019년의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2020년에

진행되었다. 멕시코법인은 최근의 가시적 성과 달성에 대해 함

혁신 관리방법, 업계 선두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강소법인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할 업무 과제와 해결방안을 분석했다. 신문영 산동법인장

께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법인 단결력을 더욱 제고했다.

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급업체와의 소통 강화, 관리 시스템의

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일조시 대

개선, 부품 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표기업으로서 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2019年第四季铸物供应商大会

山东法人举办威亚助学金发放仪式

山东法人成功举办2020年新年表彰大会

HYUNDAI WIA MEXICO held a Christmas
party

12月25日，2019年第四季度江苏现代威亚铸物供应商品质交
流会在铸物室一楼会议室召开, 本次大会的主题是第四季度铸
物供应商品质研讨，外协问题点及改善对策等， ABC、韩申
金属、世韩机械、大永机械等4家铸物供应商代表应邀出席。
公司铸物工厂各部署主要领导及相关担当出席会议。
本次会议由铸物品质管理部罗部长主持。会议上，铸物室各
部署部署长对2019年度各供应商在合作中存在的突出问题进
行了通报，各供应商代表针对本次会议通报的问题点发表了
品质管理确保方案，对存在不足承诺限期完善。会议上铸物
室还将优秀供应商在质量管理等方面的先进管理经验及案例
进行共享，力求推动供应商创新管理方法、建立行业领先的
质量管理模式。铸物室通过每季度的品质交流会，加强与供
应商沟通与理解，进一步完善供应商管理体系，提升配套产
品质量，从而促进顾客满意度的提升，为江苏法人未来发展
打下良好基础。

2019年12月26日上午，威亚助学金发放仪式在日照经济开发
区中学举行，山东现代威亚辛文榮董事长、经营支援部权东
仁部长、日照市民政局党组副书记彭为鹤以及开发区社会事
业局副局长孙仕霞等领导参加了本次助学金发放仪式。本次
活动由日照市慈善总会和山东现代威亚汽车发动机有限公司
联合发起，2019年资助学生45名，捐赠金额为12万元（约
2015万韩元）。本次活动捐赠方山东现代威亚辛文榮董事
长在致辞中说到：为了打造“共同发展的世界”，现代威亚
一直致力于各种社会公益活动，通过各种活动来增进彼此间
的交流，播撒爱的种子。希望这次助学金活动能够帮助到那
些在艰苦的环境中仍然不忘追逐梦想，为理想而努力的孩子
们，山东现代威亚作为日照代表性企业也将会一直为日照市
培养出更多优秀人才提供支持。

1月2日上午，公司在技术教育中心举办2020年新年表彰大会

HYUNDAI WIA MEXICO held Christmas parties for

44

은 “산동법인은 새해를 맞아 더 믿음직하고 화목한 회사를 구
축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活动，出席活动的人员有公司辛文榮董事长、各部门职责者
和相关获奖人员。此次会议辛文榮董事长依次对模范社员、
优秀组织成员、优秀社会公益者及晋升人员等进行了颁奖并

its employee on December 7 and 13. The parties

were traditional Christmas events in the form of yearend parties that wrapped up the end of the year, with

many employees attending to communicate with each

与他们合影留念。
大会上，辛文榮董事长首先总结了2019年公司的发展业绩，
并指出了新的一年公司即将面临的挑战和希望。2020年，我
们要从细微之处做起，构建一个充满信任和团结的威亚大家
庭；以更加努力的心态，积极提升产品品质，迈出集团，不
断成长，最终实现全球制造业品质最强，生产性最高的理想
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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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and to unite. The event was held with opening

speeches, dinners, recreation and staff dance parties.
HYUNDAI WIA MEXICO further enhanced its corporate

unity by encouraging employees who worked together
to achieve the latest tangible results.

Color the World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쁘게 칠해보세요.
비뚤배뚤 선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칠하는 순간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예쁘게 색칠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간식세트를 보내드립니다.

3가지 단어가 들어가도록 짧은 이야기를 지어보세요!

원가회계팀 강영우 책임매니저 자녀

T/C설계 1팀 표종민 책임연구원 자녀
아빠 회사 책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회사에도 가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옐로커버 나눔 캠페인'에
아빠의 회사도 참여했다 하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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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설계 2팀 송일영 책임연구원 자녀
아빠 회사에 꼭 가보고 싶어요.
현대위아가 자연을 사랑하는
행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쥐
새해

엔진품질관리2팀 김태곤 책임매니저 자녀
통학로 울타리 숲으로
건강한 스쿨존을 만든
내용이 너무 멋있었어요!

기쁨
예쁘게 칠한 페이지를 사진찍어 홍보팀 사보 담당자 김수민 매니저 앞으로 보내주세요.
1. 카카오톡 '현대위아' 친구 추가 후 전송 2.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com)

47

'현대위아' 사명을 달고 첫 정기 간행물로 시작된 우리 회사 사보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여년의 역사를 거쳐 다음 달, 우리의 이야기는 어느덧 200호를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오니 아래 주제 중 자유롭게 택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보는 추억을 싣고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보 콘텐츠가 있다면?
 옛날 사보 이 코너가 그립다!
 나 혹은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사보 관련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소소한 추억 환영)

02

사람을 찾습니다
수집왕

발굴왕

출연왕

종이사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우/사우가족

가장 오래된 종이사보를
보유한 사우/사우가족

직원참여코너, 인터뷰 등
사보에 출연을 많이 한 사우 제보

03

함께 축하해주세요!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열정을 기록해온 사보의 2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달해주세요. 사우, 가족 여러분의 축하 멘트를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직원 및 가족 여러분들! 우리 회사 사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연은 사보 담당자 앞으로 주저없이 보내주세요.
1. 카카오톡 '현대위아' 검색 후 친구 등록, 메시지 송부
2. 사보 담당자 김수민 매니저 앞 (sumsum@hyundai-wia.com) 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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