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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의왕 덕성초 '초록학교'로 꾸며

- 의왕 덕성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차단 울타리 숲' 꾸며
- 100m 길이 통학로에 사철나무 등 총 1500주 나무 심어
- 교실에는 공기정화식물 180수 화분 배치

이동의 편리함으로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자동차. 하지만 동시에 환경 오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죠. 우리 회사는 자동차부품사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와 책임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덕성초등학교에서는 ‘현대위아 초록학교’ 현판식
이 열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곳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트리플래닛과 함께 학교 통학로
와 교실 내 숲을 조성했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남양초등학교를 첫
초록학교로 선정해 숲을 조성한 바 있죠. 현대위아 초록학교는 아이들이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초록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덕성초등학교는 의왕 컨테이너기지와 물류 전용 기차역인 오봉역을 이용
하는 트럭 운행이 많은 덕영대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만큼 유해물
질 노출 위험이 커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걱정도 많았는데요. 대로변에 위치한 덕성초등학
교의 울타리를 따라 총 100m의 통학로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주목, 사철나무, 철쭉
등 총 1500주를 심어 쾌적한 학교 숲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교실과 화장실에도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식물을 비치하여 ‘교실 숲’
을 꾸몄습니다.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아비스고사리 등 총 180수의 화분들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서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했죠. 교실로 돌아
온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깜짝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 오리를 닮은 친환경 휴식 벤치를 설치해 아이들이 ‘초록학교’에
서 언제나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까지 전했습니다. 우리가 선물
한 숲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
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현대위아를 기대해주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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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깔 듯
공작기계를 작동한다
‘지능형 HMI 플랫폼’
개발 담당자와의 만남

S/W 개발팀
손진호 책임연구원
지난 4월, 우리 회사는 '지능형 HMI 플랫폼' 개발을 마쳤
습니다. 국책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주)
CSCAM과 공동으로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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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의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처럼 간편히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번 지능형 HMI 플랫폼.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기반 체계입니다. 실제로는 UI(User Interface)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죠.
플랫폼 위에 올라 오는 운용 모듈이 UI를 가진 소프트웨어죠. 윈도우나 맥OS 상에서 동작하는 일반적인 소프트
웨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플랫폼은 그 아랫단에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동되도록 관리해주는 역
할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기 어렵고, 몰라도 상관 없어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면서 HMI 전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손진호 책임연구원)
이번 국책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해 3개 기관이 각자의 개발 노하우를 내놓으며 만 4년의 기간동안 진
행해왔는데요. 오는 6월 운용 모듈 개발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국책 과제 선정에서부터 개발 종료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목해볼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동개발을 이끌며 지능형 HMI 플랫폼 분석과 설계, 개
발을 담당한 S/W개발팀 손진호 책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지능형 HMI 플랫폼’ 개발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나요?
지능형 HMI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콘셉트가 있어요. ‘이기종 CNC 공용화’와 ‘독립 프로세스 형태의
앱 운용 지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먼저 이기종 CNC 공용화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이전에는 같은 공
작기계 기종이어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CNC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에 따라 관련 기능도 따로 개발해야 했어요.
FANUC 것을 개발하고, SIEMENS 것을 또 개발하는 식이죠. 앱 개발자이자 플랫폼 사용자의 불편이 따랐죠. 이
전에 자체 프로젝트로 이기종 CNC 공용화를 추진하던 경험으로 더 개선한 공용화 작업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독립 프로세스 형태의 앱 운용 지원’은 쉽게 설명해 윈도우 창을 켜놓고 작업을 하다 ‘응답 없음’ 뜨는
창이 생기면, 그 창만 종료를 시키면 다른 창들은 여전히 정상 작동하잖아요. 공작기계는 이전에는 일부 기능에
오류가 생겨도 HMI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오류를 줄이고 안정성 높은 HMI를 만들어보

자는 목표를 세웠죠. 기능 단위로 프로세스를 분리하면

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 높아야 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

다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에도 목표를 뒀죠.

었지만, 공작기계 HMI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인지

또 향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들을 언제든 추

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몇몇 제조사들이 프로세스 단

가할 수 있도록 ‘확장성 확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

위로 분리된 형태로 HMI의 앱을 구성하는 사실을 벤치

을 진행했어요.

마킹으로 알게 되면서, 고민하던 아이디어를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 있어 핵심 기술은 무엇이었고,
개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플랫폼 개발은 어떤 취지에서 진행된건
가요?

첫번째는 공작기계 상태를 모델링하여 만든 CNC 공용

국산화 취지도 있고, HMI쪽에서의 종속성이라 해야할까

서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요. 두번째는 서

요? CNC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해외 제조사가 대부분을

로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하되, 앱 간 데이터는 교환하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HMI까지 다 독점하면

는 시스템 기술 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

나중에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사업 영역 확장이나, 우리

이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될 때에만 해당 데이터를 읽어

나라 제조산업 차원에서라도 발전하고자 할 때 장벽이

온다든지, 서로 관련이 없는 다수의 데이터를 한번에 읽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HMI만이라도 국산화하

고 쓴다든지 등의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

고 이걸 플랫폼화해서 산업 전반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을 지원하는 거에요.

걸 만들어보자는 취지죠.

이런 기술들은 공동 개발하는 기관들과 함께 개발을 진

데이터 모델과 이를 여러 독립된 앱에서 동시에 접근해

행했는데, 기관 간 업무 조율이나 어떤 기술을 적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에 집중하여 개발을 진
행한건가요?

개발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우선 지능형 HMI 플랫폼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회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

사의 CNC를 공용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

지 기술을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고 유지, 보수할 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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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또, 이제는 기능 구현보다 성능이 중요한 시점이라,

HMI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어려웠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공동 개발에 참여한 세 개 기관이 모여 매
년 초마다 설계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2박 3일 정
도로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소프트
웨어 설계 회의만 진행하는 거에요. 각자가 가진 기
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현하거나 오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
떤 설계방법을 적용하면 되는지 격렬하게 토론했
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회 이 과정을 거듭하면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지능형 HMI 플랫폼은 이
러한 기술발전 트렌드를 우리 회사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개발을 진행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우리 회사의 연구개발을 주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를 계기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
라, 국책 과제로 진행한 만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도 있어요. 이런 의미 있
는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대단히 뿌듯하고 책
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 누군가를 설복시키기 위한 설전이 아니고 결론
이 없으면 모두가 실패한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죠.

다음 목표 혹은 계획

문제 해결을 위해 격렬히 토론하고 밀도 있게 고민

먼저 내부적으로는 지능형 HMI 플랫폼과 앱들을 적

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

용해 자체 CNC인 HYUNDAI iTROL+를 개선한 차기

고, 개인적으로도 개발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

버전 CNC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었던 기회라고 생각해요.

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창의 아이디어 경
진대회의 지정 주제로 선정되어서 관련한 활동을 진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해지는 점을 꼽자면
안정성은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물론 ‘error free’라
고 보장하긴 어려워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에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구조적으로 한계를 탈피하
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성과 신뢰성
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확장성이 좋아지
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HMI나 공작기계용 소프트웨
어 시스템보다는 사용자들이 ‘customizing’하기 쉬워
질 거에요. 더 나아가면 공작기계 쓰는 환경이 더 네

행할 예정이에요. 공모전 참가 팀들을 위한 플랫폼
배포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죠. 비즈니스화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데, 이번 공모전의 지정 주제로 선
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고 불특
정 다수가 쓰면서 플랫폼이 심도 있는 테스트를 거
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명 ‘디버깅(debugging)’이
죠. 때문에 배포 시에는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사용
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보완의 선순환을 가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트워크화 된다면 나중엔 원격만으로도 어플리케이
션을 넣어주거나 하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기

나에게 HMI란?
“길”이다. 모든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

반이죠.

는 국가 운영의 혈관처럼, 공작기계를 비롯한 산업

이번 HMI 개발을 담당한 소감
하드웨어가 기술 발전을 선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
다. 이제는 산업을 막론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가 함께 기술 발전을 이끄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특
히 공작기계 이외의 분야는 소프트웨어를 플랫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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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장비를 연결하고 이를 운용하는 S/W 플랫폼이
될 것이므로. W

We're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코로나19 걱정 없는
‘비대면’ 여가활동

캠핑 속으로

-밀폐된 실내 오락시설 대신 넓고 개방된 야외활동인 캠핑에 주목
-올해 법 개정으로 캠핑카 개조, 기존 11인승 승합차→모든 차량 가능
-경차 활용한 귀여운 캠핑카부터 넉넉한 미니밴 캠핑카도 볼 수 있어
-캠핑 열풍으로 캠핑카 시장도 성장세…5년 만에 63배 이상 증가

두 달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탓일까요. 날씨도

‘백패킹’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야영장으로 떠나는 ‘오토캠

차량은 평소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트레일러 캐러밴은

일반 승용차를 활용한 캠핑카가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

따뜻해지고 최근 야외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

핑’, 필요한 도구들이 갖춰진 곳으로 가볍게 몸만 훌쩍 떠나

주말에 캠핑 갈 때에 연결하면 됩니다. 관건은 트레일러 캐러

다. 올해부터 캠핑카 개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니다.

도 되는 고급 야영인 ‘글램핑’ 등이 있습니다.

밴을 이끄는 차량의 견인력입니다. 모든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캠핑카 개조는 11인승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지난 2월 28일

구글이 131개국 이동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발간한 ‘지역사

삭막한 도심을 떠나 자연을 벗 삼고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SUV)에 트레일러 캐러밴을 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판

자동차 관리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SUV부터 세단, 경차 등 모

회 이동 리포트’에 따르면 4월 26일 기준 한국에서는 국립공

캠핑을 위해서는 오토캠핑에 눈길이 갑니다. 시간과 장소에

매 중인 픽업트럭은 트레일러 캐러밴을 이끄는데 충분합니다.

든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변신할 수 있게

원, 해변, 광장 등 야외시설 방문이 코로나19 확산 전과 견줘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캠핑장을 만들 수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의 견인력은 최대 2.2톤(t), 한국

됐습니다. 캠핑장에서 작고 귀여운 경차 캠핑카부터 온 가족

56% 늘었다고 합니다. 구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있다는 매력이 꼽힙니다. 덕분에 캠핑카 시장도 성장세에 있

GM 콜로라도의 견인력은 최대 3.2t에 달합니다. 트레일러 캐

이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미니밴 캠핑카까지 다양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원 관련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

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캠핑카 시장은 튜닝이 허

러밴은 총 중량 750kg까지는 1·2종 보통 면허(대형 포함)로

캠핑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산하기 전인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를 평균치로 잡고 이

용된 2014년 125대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7921대로 늘었

도 장비만 갖춰 운전할 수 있습니다. 750kg 중량이 넘으면 소

두 달이 넘도록 이어졌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

후 사람들의 활동 변동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습니다. 5년 만에 63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해 운전이 능숙한 사람이 다루면 좋

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

같은 기간 식당, 카페, 영화관, 쇼핑몰 등 소매, 오락시설 방

캠핑카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습니다. 또 트레일러 캐러밴은 1대의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환했지만, 해외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은 물

문은 6%, 지하철, 버스 등 교통 환승지는 5%, 직장 등 근무

자동차와 거주공간인 캠핑카가 일체형으로 된 ‘모터 캐러밴’

차량등록 및 번호판 부착도 필요합니다.

론 곧 다가올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떠날 여건은 아닌듯한 분

지 방문은 8% 줄었습니다. 마트 등 식료품점과 약국은 1%,

과 별개의 주거공간을 차량 뒤에 연결해 사용하는 ‘트레일러

캠핑족(族) 중에서도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는

위기죠. 이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고, 통풍

주거지는 3%가량 늘었습니다.

캐러밴’이 있습니다.

‘차박(車泊)’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원활한 야외에서 숙식할 수 있는 캠핑은 더욱 주목받을 비

이처럼 실제 수치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큰

모터 캐러밴은 승합차나 버스, 트럭을 고친 제품을 주로 활

‘나만의 캠핑장’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캠

대면 야외활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바깥나들이

밀폐된 실내 오락시설 대신 넓고 개방된 야외활동이 가능한

용합니다. 국내 판매하는 제품으로 현대차 쏠라티, 르노 마스

핑을 즐기기 위해서 캠핑카인 모터 캐러밴이나 트레일러 캐러

로 오토캠핑 어떠신가요.

공간으로 일상생활 동선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등이 대표적이죠. 일반 차량

밴을 갖추면 좋겠지만, 이를 누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겠

요즘 언택트(untact·비대면)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야외

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이들이 늘자 완성된 캠핑카도 출시됐

죠. 이에 최근 유튜브를 보면 박스카인 레이 등을 캠핑카로 개

활동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캠핑이 뜨고 있습니다.

습니다. 오토캠핑에 필요한 사양들을 다양하게 적용한 현대

조해 차박을 하는 캠핑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서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수 있

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가 대표적입니다.

는 활동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트레일러 캐러밴은 차와 연결된 별도의 트레일러 공간에 숙

캠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배낭 하나만 메도 훌쩍 떠나는

박과 취사, 샤워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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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Up to You, 현대위아
‘Up to You, 현대위아’ 코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문화 캠페인과 실천사항을 소개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변화와 실천을 확인해보세요!

‘누구의 직장생활이든,
히어로 한명은 존재한다’

아이언맨, 홍길동, 슈퍼맨, 캡틴 아메리카 등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
다. 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현대위아에도 바로 그 히어로들, 이름하여 ‘위아히어로즈’가 있는데요. 조직문화혁신TFT에서
여러 부문에 숨어 있는 우리의 ‘히어로’를 발굴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가 고맙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무언가 감사의 인사가 필요한데 쑥스러울 때! 현대위아 직원 누구에게나 고마움을 표
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우리의 히어로를 뽑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의 5가지
핵심가치 중 첫번째 고객최우선을 주제로 4월의 위아히어로즈를 모집하였는데요. 내/외부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실현하는 다양한 히어로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고객을 위해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다하는 현대위아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죠.

14

15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노력해주는
당신 덕분입니다.’

Q.
멋진 히어로로 선정된 세 사람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주제&내용적합도, 현업기여도, 효과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한 결과, 쟁쟁한 히어로들 사이에서 최종 3인이 결정되었
습니다. (정말 박빙이었죠…!) 바로,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무철 책임연구원, 등속설계팀 김상헌 연구원, 구동생산부 임동식

김무철 책임연구원 히어로로 선정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팀원들과

기술선임입니다. ‘고객최우선’ 히어로로 선정된 이들을 향해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훈훈한 인사로 게시판을 훈훈하게

조회할 때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알게 됐죠. 게시판에 소개된 사진도

달구었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팀이 통합되면서 연구소식지에 실으려 한다고 해서 촬영한 것이라 선정 소
식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고 생각해주시는 것만

공작기계기술평가팀

등속설계팀

김무철 책임연구원

김상헌 연구원

W I

구동생산부
임동식 기술선임

A

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이 많으신데 제가 히어로로 뽑혀 감사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미안함 마음이
많이 드네요. 뒤돌아 보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더 잘하
라는 의미로 받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히어로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김상헌 연구원 먼저 고객최우선 히어로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내에서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이벤트라고만 생각했고,
당연히(?)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라고 생각했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시는
선, 후배님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변 동료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
는 것조차도 한편으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이어온 해외 고객
사 프로젝트 수주와 진행에 있어 정말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임동식 기술선임 위아히어로즈에 선정될 지 생각지도 못하여서 매우 기쁩니
다. 이렇게 추천 받으니 ‘지금까지 나름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잘해왔구나’라
는 생각도 들고, 관심 가져 주시니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a.k.a. 아이언맨

a.k.a 부등장 장축

a.k.a 미들맨

고객감동을 선사하는 공작기계
영업부문 최고의 엔지니어!

고객만족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키다리 히어로!

솔선수범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고객과 품질을 이어주는 히어로!

생각도 들었어요. 창원4공장, 울산공장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끼리 융합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같
이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해준 동료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
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별탈없
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필드에서 직접 발로 뛰며 고객의 소

해외 프로젝트를 맡은 그는 고객의 요구사항

탁월한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

리를 듣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다고 모두

을 분석하고 타 부문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

이 인상적인 분이라고 해요. 누구보다

가 입을 모읍니다. 고객사도, 우리 회사 영

는 모습에 감동 받은 동료들이 많았다고 합니

동료들을 챙기고,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업팀도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

다. 또한, 개발단계부터 어떤 문제라도 먼저

이끌어 많은 동료/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선정된 히어로 3분 중 현대위아 임직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한 ‘슈퍼히어로’가 곧 공개되는데요. 투표결과를 떠나 히어로

로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고객

발 벗고 나서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감동은 직원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나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는 현대위아 임직원 모두가 ‘위아히어로즈’ 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감동을 위해 그들의 잠재적인 니즈까지 생

갖췄죠. 이에 고객 최우선 히어로로 당당히 선

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작업장 환경

위치에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현대위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위아인을 응원합니다!

각하는 모습으로 고객최우선을 실천하였

정되었습니다.

을 변화시키고, 품질향상을 행동으로 보

‘위아히어로즈’는 또 다른 핵심가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여주는 히어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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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1%의 기적

휠체어,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 편의 의류 지원
255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은 95만 명에 이릅니다. 스포츠, 문
화공연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장애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죠. 그러나
대부분의 옷들이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판매되는 만큼 장애인들의 생활, 신체적 특성을 이해
하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옷들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옷
이 있긴 하지만 원하는 디자인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이 구매하기엔 너무나 고가의 의
류들이죠. 따라서 장애인들은 편리성 면에서도, 디자인 면에서도 옷을 선택하는 범위가 매우 한
정적입니다.
지난 4월 29일, 우리 회사는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경남사
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휠체어,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 편의 의류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중기 관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희정 모금사업팀장을 비롯해
우리 회사 특수생산부 박진환 기술선임과 신명준 매니저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이번 성금은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편의 의류를 구입,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등 팔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소매 부분에 신축성
이 있는 원단을 이용하고, 바지의 밑위 길이와 지퍼를 길게 만들어 오래 앉아있을 때에도 흘러내
림이 없도록 하는 등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에 맞춰 제작된 맞춤옷이죠.
전달식에 참석한 박진환 기술선임은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류 부분은
아직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복이 별로 없어서 옷 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번 의류 후원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 덕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웃들에게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1% 기적!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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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바이라인

공작기계영업실 김재환 자문

공작기계영업기술팀 김진록 기술사원

공작기계제어개발팀 이동한 책임매니저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히로의 재택근무
#재택근무중 #눈빛초롱 #집중근무시간
컴 속의 유튜브 강아지 동영상이 넘 좋아!!

#반려가재 #상블크 #블루크로우
큰 집게발로 먹이사냥할 때 완전 멋짐!

공작기계영업기술팀 최수원 매니저

특수생산관리팀 이동현 매니저

#1가구1견 #4남매 #맨바닥은싫당개
사연이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거두다보니, 어느새 4마리가
한 가족이 되어 있네요.

#내이름은앙꼬 엄마는_임신중
#동생(feat.태명 꾹꾹이)과_교감 중
#인척_꿀잠자기

#LOVE #사랑앵무 #마르코&스테파노

공작기계사업기획팀 한상연 매니저

WIA인들이 자신의 가족,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강아지, 고양이에서부터 가재, 거북이, 달팽이까지!
개성 만점 WIA 식구들의 반려동물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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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내가_다_지켜보고_있송
#관심법으로보았다하였다

서비스지원팀 이지원 매니저

#방울_떼준다더니 #내땅콩이었냥
#술이_필요한_밤
중성화한 날 묘하게 맥주를 바라보는
길동이 한 컷!

공작기계마케팅팀 곽호명 책임매니저

#스카티쉬_스트레이트 #개냥이
#애교쟁이
출근할 때마다 안아주는 이쁜 우리
겨울이

공작기계생산기술팀 황준영 매니저

#이것은_고양이인가_너구리인가
#하루왕자 #하리공주
회색 페르시안 하루와 흰색 터키쉬앙고
라 하리입니다. 겁도 많고 호기심도 많
아서 조용할 날이없어요~

공작기계마케팅팀 성진우 매니저

다른 요크셔테리어들보다 귀가 큰 모습이
랑 사람처럼 웃는 모습이 포인트인 예돌이
#웃는_개 #해피해피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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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비스팀 김기선 매니저

칠칠해서 칠칠이가 아니에요^^;
#활짝_웃는게_예뻐 #꽃미소댕댕이
#견생샷_주인공은_나야나!

공작기계사업기획팀 석승엽 매니저

#3살합동_생파 #주인아 #그만_찍어라
#안보이나 #미간주름

제어개발팀 이현주 연구원

하루가 다르게 크는 모습이 신기한
나의 애완달팽이!
자세히 오래보면 귀여운면이 보여요~
#이름은_길리안 #이유는_상상속에
#느려도_괜찮아 #크는_속도는_5G

기획관리팀 김형수 책임매니저

#우리집_막내 #콩알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지
면서 아이들과 고민 끝에 분양한 우리
집 막내 콩알이~~^^

샤시시험팀 홍대홍 연구원

#만족스럽개 #햇빛눈부시개
#산책이최고개
좋은 날, 귀염둥이 아롱이와 한가로운
한때를 보냈어요! 저도 힐링, 귀염둥이
도 힐링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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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팀 강상균 연구원

나와 함께 사는 "상부기온앤온"
아프지 말고 남은 평생 함께 가즈아!!
#육지거북 #식사중
#채식주의자 #애호박은_다내꺼
#오래_사는_친구 #인생동반자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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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하루

등속설계팀
이호석 사우 가족

따로 또 같이,
현대위아 임직원 봉사단

벚꽃으로 분홍빛이던 4월을 지나, 어느
새 푸르른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봄,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는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봉사단으로
뭉쳤습니다. 국내에서 해외까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준
사우분들 덕분에 더 따스한 날을 만들었
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현
대위아 임직원 봉사단에 참여해 준 이호
석 사우네 가족을 찾아 그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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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다
＼
현대위아 임직원 봉사단은 건강한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며 임

마음으로 칠하는 에코백

직원 여러분과 가족, 지인들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

＼

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혼자 또 가족과 함께 봉사

날카로운 가위와 바늘을 이용하는 만큼 아이들은 다칠 위험

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죠. 웃는 입매가 닮은 이

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애착북 완성을 위해 바느질을 하

호석 사우네 가족이 함께 할 활동은 <애착북 만들기>입니다. 세

는 동안 아이들은 잠시 다른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바로 기

상에 태어나 혼자가 된 아이들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줄 애착북

후난민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함께 할 에코백 만들기입니다.

이죠.

준비된 사인펜으로 에코백 위의 나비를 하나씩 색칠해봅니

“게시판 보고 제가 직접 봉사단을 신청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어떤 색으로 칠하면 좋을 지 고민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데요. 아이들과 집에서 봉

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사를 함께 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신청했죠.”(이호석 사우)

“오빠, 나 분홍색 사인펜 좀 줘. 여기 빈 칸에 그 색으로 칠하

애착북 만들기를 위해 트리케와 친구들의 캐릭터 점선을 따라 자

면 예쁠 것 같아!” 미적 감각을 발휘하며 열심히 색칠하는 막

르기 시작합니다. 재단선을 따라 원단 재단이 끝나면, 트리케 인

내 서윤이(10)의 말에 모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형을 만들 시간입니다. 캐릭터 원단 2장을 포개어 윗부분에 끈을

아이들이 알록달록 칠한 에코백은 가방의 양 옆 면이 만나

고정하고, 캐릭터 안에 비닐을 채워 테두리를 따라 바느질하면

도록 접어 바느질하면 완성입니다. 이나비 에코백은 빈곤국

트리케 인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트리케를 책 표지의 알 속에

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기후

넣어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알을 표지에 바느질로 고정시켜주죠.

난민 어린이들은 책과 필기구를 넣어 다닐 가방이 없습니다.

아내 손수진씨는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언제나 힘이 되는

하나 있는 책가방마저도 형제 자매가 물려받아 쓰기 일쑤여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도 가장 열심히 참여

서 낡고 해져 몇 번이나 다시 기운 자국들이 많죠. 이 아이들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노는 책인 만큼 튼튼해야

에게 이호석 사우 가족이 만들어 준 에코백은 유용하고 행복

한다며 꼼꼼히 바느질을 합니다.

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지율이(13)와 둘째 서윤이(10)

“골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착북 펠트가 두꺼운 편이라

가 직접 색칠한 나비 에코백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한

캐릭터까지 두 개를 겹쳐서 바느질하려니까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아이의 보물이 되겠죠.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완성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웃음)” (아내 손수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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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봉사에 참여한 다른 임직원 가족들의 모습도 확인해보세요!
사랑으로 전하는 가족의 의미
＼
펭귄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공룡 ‘트리케’는 자
신과 닮은 가족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트리케는 닮은 가족을 찾지 못했지만, 모험을 통
해 비슷한 외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
보다 중요한 가족의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
죠. 입양을 기다리며 보호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에게도 트리케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변삼섭 책임매니저

T/C설계2팀 손웅희 연구원

엔진설계팀 이원길 책임연구원

통합구매팀 류영수 책임매니저

샤시시험팀 이동철 책임연구원

모듈품질관리팀 김덕진 기술선임

로봇개발팀 윤신필 책임연구원

엔진품질보증팀 한정호 책임매니저

FA설계팀 최영민 책임매니저

설비구매팀 문종윤 책임매니저

조직문화혁신TFT 황경택 책임연구원

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외모가 달라도 우리는 가족이야. 만들면서 가족
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트리케처럼 사랑하는 마
음만 있으면 아빠랑 저처럼 닮은 모습이 아니더
라도 모두 가족인 거죠.” (아들 이지율)
앞서 깔끔하게 자른 펭귄, 코뿔소 아줌마와 같은
캐릭터들을 애착북의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캐릭
터의 실루엣에 맞게 바느질합니다. 이제 마지막
으로 잘라놓은 책 페이지를 정리하고, 책등을 덮
어주면 애착북 완성입니다.

“애착북을 만들면서 아이들과 내용을 읽어봤는
데요. 트리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위
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받을 아이에게 트리케처
럼 외모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
를 찾아 행복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
해주고 싶네요.” (이호석 사우)
완성한 애착북은 동방사회복지회로 전달해 보호
중인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
니다.

“애착북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회사 덕분에
좋은 활동에 참여해보네요. 우리 가족이 만든 애
착북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새로운 행복
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정
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내 손수진씨)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
동은 어떠신가요? 현대위아 임직원 봉사단, 우리
의 작은 시간과 노력들이 모여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으로 전달됩니다. 앞으로도 현대위아 임직
원 봉사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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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 이야기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일상 속 법률이야기 23호

스쿨존 교통법규
개정입니다. 특가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볼까요?

보수적으로 보면,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킬 경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싱그러운 철쭉과 짙은 녹음이 어울리는 봄이

신설된 특가법 제5조의 13에 의하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

우, 특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찾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코로나 사태는 다소 소강상태에 이르

거 포함)의 운전자는 ①스쿨존에서 ②통행속도를 준수하여야

높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안전운전에 대한 ‘과실

고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간만에 근교로 봄나들이를 나서고 있습

하며 ③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있습니다.

이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니다.

만일, 위 ②또는 ③을 위반하고 운전자가 (④13세 미만의) 어린

우리 법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차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와 논란이 되고

이에게 ⑤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는 1

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있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에 대하여 법률상식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고자 합니다.

벌금에 처하고,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

됩니다.

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다른 사람에게 위험

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

5가지 구성요건들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는데, 잘 보이시나

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30km 미만으로 서행하여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실무상 어린이가 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

망에 이르게 될 정도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어린이의 상해, 사망이 발생

당히 높을 것입니다.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자동차 등과 노면전

한 경우에는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차
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

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동 조 각호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즉 스쿨존으로 지정되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격하였더라도,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

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

(1) 특가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의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변도로를 포함하게 됩니다. 시장 등은 스쿨존과 비슷하게 교통약자인 노인

외연이 확대되었을까요?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법적

과 장애인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본인이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

따라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

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스쿨존과 관련해서 최근 문제가 되

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다른 논점도 더 작성해보려 했는데,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만

고 있는 것은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입니다. 교

사를 밝히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야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운전자

통사고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리도 기재하였으니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3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

년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및

2019년 9월 경, 김민식군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

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반성 여부 등 정상 참작을 통해 형량을 1/2까지 낮출 수 있고

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에서 민식군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스쿨존 안전운전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조속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였고 이를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의 처벌

한편, 고의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인 점

지자 22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정

을 볼 때 민식이법은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매우 중한 죄임을 알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도로

전부터 12대 중과실에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포함되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상해치사보다도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교통법 개정은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

어 있으므로, 이번 법개정으로 12대 중과실이 확대되었다고 볼

임직원 여러분, 나들이 길에 나서더라도 스쿨존인지 여부를 확

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는 없습니다.

인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다음에 다른

특별한 이견이나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특가법

(2)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에 처하게 될까?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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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빛나는
일상을 위하여

이제 이들의 드라마는 완전히 믿고 봐도 됩니다. 연출 신원호,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합니다. 흔들림 속에서 삶을 꿋꿋이

극본 이우정일 때 말이죠. 이들도 이를 아는지, 드라마 티저 영

지탱해 나가는 이들의 위대함도 느낄 수 있죠.

상에서부터 배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제작진이

드라마는 그렇게 한 다리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의 이야

브랜드가 된 것이죠.

기로 가득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심장병

결과는 훌륭합니다. <응답하라 1997>으로 시작한 ’응답하라’

으로 사투를 벌이는 상황을 마주한 앳된 부부, 일곱살부터 꿈인

시리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이

경찰이 되어 놓고 뇌수술로 포기의 기로에 선 경찰관, 아버지의

어지는 슬기로운 시리즈 모두 ‘초대박’을 쳤습니다. <응답하

암 전이 여부를 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가족들처럼요. 우린

라 1988>은 최고 시청률 19.6%를 기록하며, 케이블TV 드라마

주인공들 이상으로 이 평범한 환자들의 삶을 관조하며 희망을

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방송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찾게 됩니다.

12% 정도의 시청률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별 볼일 없는 우리의 일상에도 알고 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신원호, 이우정 이들 작품의 특징은 ‘일상의 디테일’에 있습니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기구하고 너절한 우리네 삶에

다. 1997년의 기억을, 1988년의 일상을 스스럼없이 펼쳐 놓습

담긴 각자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의료진을 볼 때마다 호통치

니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

는 아이의 엄마, 며칠째 밤을 새는 레지던트를 못살게 구는 만

고, 저마다 그 시기에 한 번은 느꼈을 추억을 디테일로 살려내

삭의 임부, 평생 모은 돈을 사기 당한 레지던트 의사의 이야기

죠. 그리고 고등학교-하숙집-골목길-교도소-의대 동기로 이

등으로요. 이들의 구차한 사연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어지는 물리적 제약을 통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이는 중심 주

가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울 수 있는 친

제와 소재의 차별성으로 승부를 보는 다른 드라마와의 가장 큰

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하죠.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깊은 공감의 에피소드들도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어린이날 아

예능으로 출발한 이들의 이력은 평범한 일상에서 흥미를 끌어

빠를 하늘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망시간을 다음 날로 의

내는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 PD 스스로도 “예능은 1

도적으로 늦추고, 무뇌증으로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죽음을 봐

초까지 재미있어야 하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러한 예능의 속성을

야 하는 산모의 트라우마를 덜어주기 위해 음악을 고의로 크게

살리려 했다”고 말합니다. 매 컷마다 지속적으로 재미와 감동을

틀어 놓습니다.

끌어내려고 다분히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작위적이

마음이 납작해지는 듯한 조각난 현대 사회에서 이 드라마는 여

고, 헐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전히 삶의 연결성과 일상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

제아무리 연출과 극본이 좋아도, 일상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갈

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소중함도요. 작

수는 없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래서 추억을 팔았고, <슬

가 김훈은 “사람들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의 밥

기로운 감빵생활>은 독특한 배경을 강제했습니다. 최신작 <슬

벌이가 흐름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거대한 규모로

기로운 의사생활> 역시 서울대 의대 99학번 동기들이라는 전혀

증명해주었다”고 말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죠. 게다가 전부다 개원

우리는 서로 기대어 일상을 지키며 유한한 삶을 겨우 바장이며

도 안하고 대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법 특이하죠.

살아갑니다. 애초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그러나 이 드라마를, 의대 교수님인 주인공들을 진짜 특별하게

기도 하고요. 신원호와 이우정이 만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공감’이라고

혹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병과 죽음의 일상 말이에요. 드라마 속

말하는 듯 합니다. 제법 재밌게 말이죠. W

율제병원의 풍경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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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DAY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서 소통하는 동료로, 인연을 만들어 간 사람들이 있다. 얼굴만 알던 사이였지만 마주칠 때마다 서로가 궁금
했다는 그들은 지금도 친분을 쌓아가는 중이다. 업무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왔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공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히던 인연이
이렇게 친해져서 칭찬 릴레이에
제 이름을 말해줄 만큼 특별해졌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임 이어가면서
친하게 지냅시다!”

작기계생산부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이 지목한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술선임을 칭찬한DAY 다섯 번째 주자로 만나보았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를
다음 주자로 선정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생산부
내에서보다는 다른 부서 동료를 뽑는
게 칭찬 릴레이가 더 널리 퍼져서
의미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작기계생산부 조립1반 변용석 기술선임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술선임

특별해진 인연,
앞으로도 이어갑시다!

일상 곳곳에 닿은 손길,
공장봉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저는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

그래서 냄새 좀 제거해줄 수 있냐고 연락했더니 한 걸음에 와

술선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친분을 두텁게 쌓아가는 중인데

서 해결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적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이제 나간다는 소리에 꼭 칭찬을 하고 싶네요. (웃음) 원래는

도움을 받았죠.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나가서도 지금처

오고 가며 얼굴만 알던 사이였는데 다른 팀 친구를 통해 연결

럼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건강 잘 챙겼으면 해요. 회사

이 됐어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친해졌죠. 이야기

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었을 텐데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

할수록 참 순수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랑 성격이

사했다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비슷해서 그런가 말도 잘 통하고 의견도 일치하고, 끌리는 매

“형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자주 만납시다. 저보다

력이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친해졌어요. 앞으로도 더 친해

먼저 나가시는 만큼 터 잘 닦아 놓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지고 싶고요.

취미 하나 찾아놔주세요! (웃음) 코로나에 면역력이 중요하다

일하면서도 참 고마운 게 시설에 어떤 점이 필요해서 이야기

고 하니까 홍삼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 서슴없이 와서 다 봐주고, 공장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냉방 설비에 문제가 있었는데 에어컨
을 틀면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질 못할
정도였죠. 그러니 덥기도 덥고, 악취 때문에 머리도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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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술선임입니다. 칭찬받을 일

게 운영되니까요. 저는 제 업무를 했을 뿐이고, 변용석 기술

도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어쨌든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

선임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칭찬해준다고 하니 정

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변용석 기술선임이 도움을 받았

말 감사하네요. 1988년도에 입사하고 33년이라는 세월이 흘

다고 하는데 설비 이런 거야 평소에 제가 맡은 일을 하는 것

렀네요.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

뿐인데요. 그 친구 성격이 참 좋아서 잘 봐준 것 같아요. 항상

아요. 배우고 여태껏 해온 일이 시설쪽이라 딱히 다른 직종

활달하고, 업무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시설동력팀 업

더라고요. 처음엔 업무 특성상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지나가

무 자체가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33년이라는 세월 동

며 얼굴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후에 동년배끼리 친목 모임을

안 꾸준히 한 것 보면 말이에요. (웃음) 물론 처음에는 업무에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다른 팀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 밥도 먹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다 보니

고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칭찬해준

업무를 하던 중에 넘어져서 발도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

거 보면 친해지길 참 잘했네요. (웃음)

만 제 업무에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고 오히려 불편함을 겪

저는 시설동력팀 소속으로 공장의 전체적인 유틸리티 관리를

는 동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시설은 공장의 모

맡고 있어요. 급수나 에어, 냉난방 관리 등 공장 시설들을 관

든 곳에서 작동하는 만큼 제 손길이 공장 곳곳에 남아 있다는

리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서비스 업무인데요. 현장 설비에 문

자부심도 들고요. 그래서인지 항상 뿌듯하고 업무에 만족합니

제가 있으면 필요할 때 빨리 가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죠.

다. 이제 정년까지 남은 기간들도 변함없이 꾸준하고 성실하

시설에 문제가 없어야 직원들도 편하고, 우리 공장도 원활하

게 달려가겠습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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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
울산에도 강릉이나 속초 못지않은 바다를 보며 달리는 명품 드라이브 길이 있다. 울산의 주전
에서 감포로 이어지는 경남북 동해안 길. 동해안에서는 보기 힘든 몽돌해변 사이로 시원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맑고 푸른 바다와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슬

기

로

운

거

리

두

기

강동·주전 몽돌 해안길

이 길은 울산 ‘해파랑길’과도 겹쳐진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벗 삼

바다와 사람이 힘차게

아 함께 걷는다는 뜻을 가진 국내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어울려 사는 곳

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770km에 걸쳐 총 50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
울산, 경북, 강원 등 4개 시도를 지나는데, 울산권역은 울주군 간절곶에서 북구 정자항까지
102.3km, 7개 구간에 이른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넓은 바다가 그리운 사람이면 꼭 한번 찾아
가 보길 바란다.
산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돌아서 가는 길 내내 조그마한 어촌마을들이 정겨운 모습으로 나타
났다가 사라진다. 한쪽 창으로는 파릇파릇한 들녘과 야트막한 산들이, 다른 창으로는 한 번도
같은 모습이었던 적이 없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강동·주전 몽돌해변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몽돌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
도가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배은수 여행작가

드라이빙 여행과
자동차 극장
‘코로나19’로 집콕이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도 쇼핑도 문화도 드라이브 스루가 대세다. 차 안에서 눈으로만 봐도 몸과 마음이 되살아날 드라이
브 명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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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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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주전 몽돌해변
강동·주전은 깨끗한 몽돌 바닷가로 명성이 나 있다.
1.5km 해안에 아이들 주먹만한 새알같이 둥글고 작은
몽돌이 늘어져 절경을 이룬다. 잔잔한 파도가 작은 몽

주전마을

돌을 굴리며 만드는 자연의 화음은 가히 환상적이다.

동해 주전해변을 따라가다 보면 주전마을이 나온다. 마성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도심

자글자글, 와글와글, 촤르르르 각양각색의 의성어들이

속의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야영장과 부대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가까운 캠핑족들에게 인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노래인 셈이다.

기 만점이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경관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드라이브 코스를 제안하자면, 효문동에서 강동으로 가

이다.

서 주전으로 돌아오거나 남목에서 강동으로 가서 효문

주전마을은 특이하게 동해에서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해녀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 체험장에

동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갔던 길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체험과 해녀가 직접 준비한 어촌의 계절 수산물 메뉴를 즐기는 해녀

로 되돌아오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밥상 체험을 통해 해녀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마을 방파제에는 해녀들의 벽화가 부조 형태로

있어 넉넉하게 돌아볼 계획이라면 남목-주전-정자-효

조각되어 있어 주전마을임을 상징하고 있다.

문 코스가 제격이다. 이 코스는 해안 길을 오랫동안 편

주전마을 또 하나의 상징 삼층탑 모양의 등대는 바다로 간 배들이 만선의 꿈을 안고 무사히 귀환하

안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물동마애여래좌

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상, 주전봉수대 등의 문화유적도 같이 감상할 수 있기

울산 블루마씨네 자동차극장
정자해변에 위치하고 있어 드라이브 다녀오면서 들
르면 좋다. .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한적한 분위
기로 가족 나들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다.
총 2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마다 상영
하는 영화가 다르다. 이용금액은 차량당 2만원이다.
간식은 미리 준비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면 매점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울산 블루마씨네 자동차극장 www.bluemacine.
com 052-298-6622)

때문이다.

강동마을

주전해변에서 정자해변까지 오는 길에는 예쁜 카페들

울산의 바다를 끼고 있는 주전에서 출발하여 잘 포장된 해안도로를 타고 20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도 많아 바다를 보며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를 부려보

면 강동 정자포구가 나온다. 동북쪽으로 울산의 마지막 마을인 강동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매운탕

는 것도 좋을 듯하다.

거리나 횟거리를 흥정하는 입심 좋은 아낙들과 살아서 파닥거리는 싱싱한 해산물은 보기만 해도 활
력이 넘쳐난다.
저녁이 되어 이른 새벽 바다로 떠난 어선들이 만선기를 달고 포구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항구는 한층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 만선인 배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과 횟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동네 아낙들,
그리고 생선을 경매하기 위해 나선 상인들까지. 여기에 생선 비린내를 맡고 달려드는 갈매기 떼도 한
몫을 한다.
하룻밤이라도 박이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본 일출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새벽녘 등대가 서 있는
동쪽 방파제에서부터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하는 붉은 기운이 어느새 하늘과 바다, 포구까지 온통 붉
게 삼켜버리는 진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구덩이 속에서 세상이 깨끗하게 정제되어 다시 태어
나는 듯한 광경이다.
정자항에는 울산의 상징인 암수 귀신고래 형상의 등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울산 정자 앞바다는
선사시대부터 고래가 회유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귀신고래는 1970년대 이후 귀신같이 사라졌고 지
금까지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암수 귀신고래 등대는 서로 지켜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연인들
<사진제공 : 울산광역시>

이 사랑을 다짐하는 장소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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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고흥을 잇는

여수에서 고흥까지 30분

가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둔병대교와 둔병도, 낭도대교와 낭도

다리로 이어진 4개 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섬은 낭도다. 섬

백리섬섬길

동해 바닷길을 달렸으니 이제 남해 바닷길을 달려보자. 최근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도 연륙

는 물론 그림같이 펼쳐지는 해안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의 모양이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이리 낭(狼)’ 자를 쓴다. 낭도

교 4개가 2월 말에 완전히 개통되었다. 여수 화양면-조화대교-조발도-둔병대교-둔병도-

둔병대교는 다리를 받치고 있는 다섯 개의 다리가 있고 가운

는 여수와 고흥 사이의 섬 중에서 가장 크다. 섬 동쪽에는 일

남도의 그림 같은

낭도대교-낭도-적금대교-적금도-요막교-팔영대교-고흥 영남면으로 이어지는 77번 국도

데에 새를 형상화한 것 같은 교각을 설치하여 야간에 경관 조

대에서 가장 높은 상산(上山·283m)이 있다. 빼어난 조망을

바다를 한눈에 담다

신설구간을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이브 해상 루트로 이름하여 ‘백

명을 밝힌다.

보여주는 아름다운 산이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섬 주민들은

리섬섬길’이다.

여수의 끝자락에 위치한 적금도 전망공원에서는 고흥의 관문

섬 중심의 마을을 ‘여산(麗山)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에는 여수에서 고흥을 가기 위해서는 순천을 돌아서 가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발

인 팔영대교와 시원한 바다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낭도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다. 공룡 발자

도,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여수지역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어 이제 총 20km

국의 중심은 낭도 동쪽 해안에서 빤히 건너다보이는 작은 섬

구간 5개의 연륙교를 지나 30분이면 고흥과 여수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2028년 화태와 돌

다리로 육지처럼 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사도에 있지만, 여기 낭도에도 공룡 발자국은 숫자를 이루 다

산도 백야간 연결이 완공되면 총 11개의 다리가 이어져 고흥까지 연결된다.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이번에 완공된 다리가 닿는 4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낭도와 사도, 추도, 이렇게 3개 섬에

여수 화양면에서 출발해 고흥으로 건너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리를 순서대로 적어보자.

섬의 행정구역은 모두 여수에 속한다. 고흥과 더 가까운 섬도

남아있는 공룡 발자국을 모두 합치면 3600여 개에 달한다. 낭

여수 화양면에서 첫 번째 섬 조발도로 건너가는 다리가 ‘조화대교’다. ‘조발도’와 ‘화양면’의

있지만, 일대의 섬을 죄다 여수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새로 놓

도의 공룡 발자국은 썰물에 더 많이 드러나는데, 발자국을 찾

지명 첫 자를 따서 붙였다. 여수 화양면 주민들이 주장했던 ‘화양대교’와 조발도 주민들이 원

인 다리는 고흥으로 건너가는 다리이지만, 동시에 각각의 섬

다 보면 섬 남쪽의 남포 등대 주변에서 기기묘묘한 지층과 주

했던 ‘조발대교’를 절충한 이름이다.

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상절리대가 어우러진 갯바위 지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

그 다음 조발도에서 둔병도로 건너는 다리는 둔병대교, 둔병도에서 낭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새길이 놓인 뒤에 이들 섬들은 한마디로 북새통이다. 섬 안의

다. 사도를 마주 보고 있는 긴 백사장 해안인 장사금과 아늑한

낭도대교, 낭도에서 적금도로 가는 다리가 적금대교다. 모두 다 섬 이름을 붙여 다리 이름을

길이 워낙 좁은 데다 섬마다 상수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공사

해변의 낭도 해수욕장에서는 고즈넉한 섬의 낭만이 느껴진다.

정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놓은 4개의 다리다. 4개 다리를 다 건너가면 적금도인데, 적금도

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용무 없이 들어오는 관광

여수에서 고흥 연륙교 드라이브 길은 30분 남짓 길지 않은 거

에는 2016년에 놓은, 고흥으로 건너가는 ‘팔영대교’란 다리가 있다. ‘팔영’이란 이름은 고흥

객들의 차량까지 복잡하고 정신이 없다. 좁은 길 차가 한 대

리지만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여수 여자만의 아름다운 섬

이 자랑하는 여덟 개의 봉우리를 가진 팔영산에서 가져온 것이다.

없던 섬에 줄지어 차량이 몰려드니 주민들은 아예 보초 서듯

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그 어떤 드라이브 코스보다 인

조화대교는 854m의 짧은 다리지만 이 다리가 건설되기 전 조발도 주민은 바로 앞 여수로

이 차량 출입을 단속하기도 한다. 그러니 당분간은 불평하지

상적일 것이다. W

나가기 위해 배를 이용해야만 했었다. 조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전망대가 있다. 공원에 올라

말고 차를 두고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수자동차극장 (씨네드림:여수)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 내에 있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와 함께 최신 영화
를 감상할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 인기다.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 아이가 어려 영
화관을 가지 못하는 젊은 부부, 몸이 불편
해 일반 영화관이 불편한 장애인, 왁자지
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즐기고 싶은 젊
은이 등이 찾기 좋다. 와이드 펄 스크린의
아이맥스 비쥬얼에 7.1채널 디지털 원음
의 돌비 서라운드 입체음향으로 차별화 하
고 있다. 또 차종별, 차고별로 관람 구역을
분류하여 한 대 한 대 최상의 맞춤주차 서
비스를 제공한다. 관람요금은 한 대당 2만
원이다. (여수자동차극장 씨네드림 www.
veosudit.com/index.htm)

<사진제공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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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안전 생산 감독 진행

2020
MAY

산동 국가전망공사 산동법인 방문

산동법인 내 현대, 기아 모터쇼 개최

지난 4월 8일, 우리 회사 산동법인을 산동 국가전망공사 유위

산동법인은 지난 4월 산동법인 내 광장에서 일조 동풍열달기

생 부총경리 일행이 방문했다. 이들은 전력공급 상황과 전기

아와 북경현대자동차 4S 대리점과 함께 모터쇼를 열었다. 8일

절약 방안, 요구사항 등을 듣기 위해 산동법인을 찾았다. 산동

부터 10일까지는 기아자동차가 스포티지R, KX3(셀토스), KX1,

법인 임직원들은 국가전망공사 일행에게 법인을 소개한 뒤 사

포르테 등 총 6대를 전시했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현대자동

내 전기 사용 현황과 절약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 엔진4공

차가 엔시노(중국형 코나), IX35, IX25, 미스트라 등 총 7대를

장 라인을 안내하며, 생산 중인 엔진과 제품 공급 상황을 자세

전시했다. 약 340명의 직원들이 모터쇼 현장을 찾아, 그 중 4

히 설명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유위생 부총경리는 “앞으로도

명이 신차를 구입했다.

지난 4월 26일 쑤저우시 정협외사위원회 진견연 주임이 이끄는 쑤저우(安全州)시 안전생산 제3감독팀이 강

국가 정책에 따라 기업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번 사내 모터쇼는 자동차 대리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차량

소법인을 방문해 안전생산 전담 감독을 진행했다. 진국경 장가항시 비상관리국장, 추중생 봉황진 부진부장

고 말했다.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전

시승이 가능해 많은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차량 구매 시, 산

등이 지도 감독에 배석했다. 강소법인장 서민석 상무, 안전환경부, 경영지원부 및 생산부 관계자들이 감독팀

망공사의 전기료 감면 우대정책과 전기 사용 최적화 방안이 기

동법인 직원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주어졌다. 산동법인은 현

일행과 동행했다.

업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었다”며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동

대, 기아자동차와의 공생과 직원 복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강소법인은 감독팀에 안전 생산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생산 현장 검사를 받았다. 감독팀은 우리 회사의 안

시에 효율적인 생산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다는 계획이다.

国家电网山东省电力公司访问山东法人

山东法人举行社内现代•起亚车展

4月8日，国家电网山东省电力公司副总经理刘伟生一行访问

4月，山东法人联合日照东风悦达起亚和北京现代汽车4S店
在山东现代威亚VIP餐厅东侧广场举行汽车展销会。
8日至10日，现场展示的是东风悦达起亚汽车。展出车型有智
跑、傲跑、奕跑、K3、福瑞迪、焕驰。现场看车员工180人
次，有意向购车者30人。15日至17日，现场展示的是北京现
代汽车。展出车型有IX25、IX35、名图、领动、昂希诺、菲
斯塔、悦纳。现场看车员工160人次，有意向购车者6名。截
止发稿时日，已有4名员工在此次活动中购买到心仪的汽车。
本次社内汽车展销会吸引了不少员工的关注，既不用来回奔
波于4S店，还可以直接在现场比对自己心仪的款式，另外4S
店还推出针对社内员工的购车优惠政策。相信在这种共生共
存的环境下，重振车市刺激消费，促进车市回暖，推动行业
的健康发展成为一大共同目标。

전 생산 업무를 확정하고, 안전 생산의 효과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 생산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위험
을 조사하고,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江蘇法人安全生產監管進行
4月26日，在苏州市政协港澳台侨外事委主任陈建荣带领下，苏州市安全生产第三督导组来我公司开展安
全生产专项督导。张家港市应急管理局局长陈国庆、凤凰镇副镇长邱仲生等领导陪同督导。我公司总经理

山东现代威亚，对供电服务情况进行了调研。公司董事长辛
文榮、经营支援部权东仁部长等人陪同。
在发动机4工厂大厅，来访团一行详细听取了公司介绍、公司

徐敏锡、安全环境部、经营支援部及生产部有关负责人接待了督导组一行。

产品情况、公司电力使用和电费节约情况等，之后进入生产

督导组听取了我公司安全生产工作情况的汇报，并督查了生产车间现场。督导组肯定了我公司的安全生产

现场参观，在发动机4工厂现场，田华利部长详细介绍了公司

工作，并要求进一步落实落细安全生产责任，保证安全生产投入有效实施，开展隐患排查并及时消除生产

的生产线、发动机品种及产品供应情况。

安全事故隐患。

在随后的座谈中，刘伟生副总经理表示今后将会继续响应国
家政策，积极努力为企业提供更加优质的服务。公司董事长
辛文榮对此表示了深深感谢，特别是疫情防控以来的电价优
惠政策及优化用电方案为企业抗击疫情减压降负，让企业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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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轻装上阵，在抗击疫情的同时得以高效专注生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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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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조직문화혁신TFT 황경택 책임연구원 자녀

국내 주요
보안 동향

소재보전팀 김경섭 매니저 자녀

엔진시험팀 정철호 책임연구원 자녀

"긴급재난자금 상품권 도착" 이 문자, 바로 삭제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긴
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스미싱까지 등장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문
자를 수신한 자가 문자 내 해당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
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방통위 측은 "8일 해당 악성 앱 유포자에 대해 즉각 차단 조치했지만,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 스미싱이 증가하고 수법이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용자들은 피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
번 없이 118(불법 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

[그림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사례_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일보]

‘발주서’ 악성메일, 이번엔 포스코 사칭했다
4월 23일 오전,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발주서’ 형태의 악성메일이 다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송처 이름과 기업 이름을 실존하는 기업
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칭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첨부파일을 확인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사용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본 악성메일은 ‘금성○○○’이란 실존하는 기업의 이름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송메일 주소는 기업 메일이 아닌 한메일(@
hanmail.net)이며, 본문에는 금성○○○이 아닌 대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
널’을 사칭하고 있어 조금만 확인하면 이상한 점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출
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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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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편지
를 써보세요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