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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안산 엘피스의 집

평택 야곱의 집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서산 석림사회복지관 (부설 서산기초푸드뱅크)

현대위아 임직원,
급여 1%씩 모아 자동차 10대 선물
- 임직원 월급 1%씩 2억7000만원 모아 차량 10대 구입
-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의왕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
- 2013년부터 7년 동안 총 110대 선물하며 사랑 나눠

지난 6월 5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급여를 매달 1%씩 모은 기금으
로 10대의 차량을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전
달식에서는 냉동탑차 1대와 승합차 6대, 장애인 차량 1대, 경차 2대 등
자동차 총 10대를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의왕•평택•안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전
달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전달 인원
을 최소화해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증 차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1% 기적’으
로 모은 약 2억7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1% 기적’을 통해 모은 기
금으로 2013년부터 이날까지 총 110대의 자동차를 복지기관에 기증했
죠.
복지기관 선정은 각 지역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재 차량이 없거나 오
래된 차량을 보유한 곳이 우선순위가 되었는데요. 각 복지기관에 특성과
필요에 따라 냉동탑차, 승합차, 경차, 장애인 차량 등으로 구분해 지원
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서산기초푸드뱅크의 경우 소외 이웃들에
게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오래된 냉동탑차를 이용해 식품
위생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드림카’ 등 지역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웃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가 작은 기쁨을 전해줄 수 있
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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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삭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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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가 뜨는
뉴노멀 시대

Untact

이들이 일하는 방법

공작기계 해외서비스팀
COVID-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혔지만, 현대위아 공작기계는 전세계 고객 지원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원격수리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원격으로 장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영상 협업 시스템(VCS, Video Collaboration
System)’ 덕분입니다. 지난 1월에 오픈한 VCS 서비스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
한 고객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콘텐츠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는데요. 업계를 막론하고 ‘언택트’가 부상하는 뉴노멀 시대, 차별화된 공작 서비스로 이 시대의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해외서비스팀을 만났습니다.

New Norm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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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비스팀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원격지원 서비스’에 대해 간단
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콘텐츠까지 구비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재빈 매니저 먼저 기술 영상이 구비된 작업은 본사에서 지원 출장을 가지 않

차지훈 책임매니저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발한 영상협업 시스템(이하 VCS)

아도 되니 비용이 절감되겠죠. 또 신규 딜러나 신입사원 입사 시 교육용 교재로

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다자간 영상협업을 할 수 있는

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영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스템입니다. 모바일이든 PC든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통해

도 한다면 고객사 보전팀에서 이를 보고 장비를 직접 수리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쏙쏙 되는 보전 영상을 통해 ‘보전하기 쉬운 장비’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론 판매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영상 협업 중 보충 자료나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

VCS 개발은 어떤 배경에서 추진하게 된 건가요?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김연웅 매니저 품질 안정화 문제로 같은 고객을 재방문할 때 ‘고객에게 좀 더 서
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기획의 출발이었어요. 요즘 대세로
여겨지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는 사실 2018년 트렌드 키워드였죠. 그 전 해인

김연웅 매니저 속도였습니다. 속도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영상 송수신 속도’, ‘사

2017년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지원 서비스를 기획했고, 해외업체 사례조

용자 접근속도(접근성, UI/UX)’가 있었죠. 그 중 사용자 접근성 부분에서 협업이 이

사, 해외 필드 테스트를 거치며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약 2년 정도

뤄지기까지 관습적인 절차나 단계를 줄여 빠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를 했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PC와 모바일을 통한 영상 협업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는데

어요. PC에서는 협업자를 초대하면 바로 회의가 가능하게 했고, 모바일에서도 메신

요. 스마트 글라스의 하드웨어적 성능이나 안전 등의 단점이 있어 모바일로 개발

저처럼 친구목록에서 상대방을 골라 대화를 시작하도록 했죠. 협업공간이 개설되면

방향이 바뀌었죠.

문자나 이메일, 앱푸시 등의 알람이 발송되며 바로 협업에 참석할 수 있어요.

기술콘텐츠 제작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건가요?

이재빈 매니저

VCS 개발 당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김연웅 매니저 IT 분야는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깊지는 않았어요. 그 상

이재빈 매니저 VCS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이다 보니 전세계 LTE 보급률을 조

태에서 없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였어요. 주

사하면서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시차 발생 지역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

위에 제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먼저 그 당시 IT전략팀

인가’에 대해 물음표가 생기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서비스 소외 지역에 더

에 계셨던 장원석 책임매니저, 손기인 책임매니저, 서비스지원팀의 이석용 책임매

필요한 것이 영상 협업이잖아요? 따라서 실시간 영상 협업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

니저에게 조언을 얻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과 접목 시킬 수 있는 기술콘텐츠를 통해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ICT추진팀의 문건식 매니저가 적시적소에 IT분야의 조언을 통해 협업을 지원해주

마치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었고요. 회사 밖에서도 가능한 많은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차지훈 책임매니저 2019년에는 VCS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는 3D 기술동영상 제

디자인 부분은 그룹사 교육에서 우연히 만난 현대엠엔소프트 정다혜 책임에게 조언

작 TFT를 조직하여 기술콘텐츠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교육 동영상도

을 받았어요. 교육 가기 전부터 다양한 그룹사 사람들을 만나면 UI나 UX를 잘 아는

제작 중에 있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IT 현업담당자도 있지 않을까 싶어 기획서를 준비해간 보람이 있었죠. 또 2018년에

에요.

열린 현대자동차 ME-WEEK 신제조기술전시회에 참석해 유사시스템을 개발한 정
주현 매니저에게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본
인이 모르는 분야가 많을 수 있죠.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꼭 프로젝트와 연관된
분들이 아니더라도 넓게 도움을 구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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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웅 매니저

이재빈 매니저 콘텐츠 제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3D 영상
1개를 제작하려면 2명이 4~5일은 쏟아야 하거든요. 다른 업무와 병행이 어려워,
중간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시작하면 최소 30분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검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기술 영상을 제작하려고 TFT를 조
직해 집중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지훈 책임매니저 지난 1월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2월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
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서비스팀에서 공작기계
사업본부, 전사 사용으로 차차 전파를 시키고자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별
로 외부 인원 출입이 통제되면서, 지금은 차량사업본부, 해외법인, 재택근무를 하는
법인, 딜러간 업무 협의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절감 효과를 산출해본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웅 매니저 아직 산출해본 적은 없지만 현재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업무가 가능한 툴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속적으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
다. 정량적으로 5월까지 총 300여건의 업무 협업이 있었는데 외부 게스트 접속까지
기술 콘텐츠 교육영상을 촬영 중인 모습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성적인 부분은 상상력에 맡겨 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연웅 매니저 비대면 서비스는 이미 가까워졌고 익숙해져야 하는 트렌드라고 생각
해요. 그 중에서도 앞서가기 위해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종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먼저 경험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업무에서 조금은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 중 IT와 인문학 분야는 비대면 서비스가 자
리잡으면서 이슈로 꼽히는 ‘언택트 속 컨택트’에 대한 해답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서비스를 할수록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분명 대면 서비스
에 비해 결핍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가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의 시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공작 서비스 트렌드까지 주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차지훈 책임매니저 이제는 비대면이나 AI 등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 또는 가까운 미
래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머신러
닝, 딥러닝, 인공지능 등의 트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요. 본질적인 서비스 철학
없이는 각종 최신 기술을 도입해도 고객이 공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서비스가 될 수
도 있어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여정 중 단계별로 터치 포
인트를 파악하여 고객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AI 기술을 통해 어떻게 제공되면 좋을
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W
김연웅 매니저가 러시아 고객 원격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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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훈 책임매니저

We're
Tech Story

샤시시험팀 김성현 책임연구원

차량부품연구센터

김성현 책임연구원은 등속조인트의 내구 수명을 추정
하고 계산법을 정립해 업무 혁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반 가전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해 고장이
나곤 하죠. 등속조인트 역시 내구 수명을 갖고 있는데
요. 이전까지는 수명 추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김 책임은 어
떻게 개선 했을까요?

이달의

er
ne
gi
En

엔지니어

추진 결과, 가장 달라지는 개선점
엑셀을 활용해 만든 계산시트여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
용 가능한 점과 데이터 수명 추정에 주로 사용하는 ‘Weibull 분

차량부품연구센터에서는 ‘이달의 엔지니어’를 선정해 연구원

석’을 적용해 신뢰성 개념을 도입한 점이에요. 누구나 엑셀 시

들의 연구성과를 더욱 독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

트에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바로 내구 수명에 대한 평균값과
‘Weibull값’을 산출할 수 있죠. 검토 시간이 대폭 축소될 뿐만 아

허, 원가절감, 업무혁신 세 가지 부문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인

니라, 4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결과값이어

연구원들을 심의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이달의 엔지니어로 선

서 신뢰도도 높습니다.

발된 이들을 만나 혁신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결과를 공유하고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데, 그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이 찾
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서 정확도를 향상하고 업무에 대한 자기
계발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고객의 니즈를 일선에서 반영해야 하
는 설계나 영업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므로 빠른 검토와 제안도
가능해지죠. 최근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이달의 엔지니어로 선정된 소감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한 내용으로 이달의 엔지니어에 뽑혀 많이 기쁩
니다. 준비한 내용은 연관된 팀 내에서만 공유하게 될 내용이었
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 주신 덕분에 개인적인 성과
에 대해 상도 받고 게다가 인터뷰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는 만큼 계산 시트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고, 추진 이후 배운 점이 있
다면
내구 수명 계산과 데이터 정리에 대한 개념만 있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는데, 관련 서적과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아
이디어를 가시화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은 한계에

이번에 업무혁신을 이룬 내용이 무엇인가요?
등속조인트의 내구 수명을 어떻게 추정할 지에 대해 기준이 명
확히 없어서 담당 별로 계산값이 다르고 데이터 수도 부족해 신
뢰도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추가 시
험을 통해 시료 수를 늘렸죠.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도 특정 기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동료들에게 조언
과 도움을 구한다면 빠른 해결 방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
출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지원 및 조언을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법을 활용해 계산법을 정립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엑셀을 활

올해 실현해내고 싶은 또 다른 목표는

용해 내구 수명과 데미지를 계산하는 자동 시트를 만들었어요.

12

시트에서 등속조인트 사이즈를 선택하고 요구 토크를 엑셀 시

관련 배경 지식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트에 입력하면 해당 토크에서의 수명과 데미지가 자동으로 산

있도록 정리하려고 하며, 사용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더

출되는 방식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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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개발팀 현만석 연구원

현만석 연구원은 고객사에 제공하는 ‘차량부품 제어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의 결과 보고서를 엑셀 파일로 자
동 생성해주는 S/W개발로 업무 효율을 대폭 증진했습
니다. e-커플링이나 e-LSD와 같은 차량용 제어기들이
그 대상이죠.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는 24시간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30분으로 대폭 감소시키며 업무
혁신을 이룬 현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캘리브레이션 : 최적화 작업

이달의 엔지니어로 선정된 소감

차량부품연구지원팀 박상호 연구원

박상호 연구원은 최근 양산한 제네시스 G80, GV80 차
종의 ‘프론트액슬’의 부품 구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원
가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량부품개발팀과의 협
업을 통해 프론트액슬 손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
다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성과!
*프론트액슬 : 2륜구동에서 4륜구동으로 변경 시 들어
가는 부품

이달의 엔지니어로 선정된 소감

이달의 엔지니어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팀원 분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민망한 것 같습니다(웃음). 한

그 중에서도 이지웅 팀장님, 황기하, 김정훈 책임, 유동훈, 정

편으로는 뿌듯함도 있고, 또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

현학 연구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이시형, 김신희 연구

기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를 했

원에게 감사합니다.

다는 점에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도 크게 느낍니
다.

이번에 업무혁신을 이룬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번 원가절감 노력이 왜 필요한가요

고객사에 제공하는 차량부품제어기의 캘리브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엑셀

당연하게도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비싸게 팔리

로 ‘Raw 데이터 값’을 수작업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왔어

면 좋고, 반대로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해오는 부품은 싸게

요. 전체 데이터 뷰어에서 결과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는 있

사면 좋겠죠. 그렇다고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싸게 팔거나

지만, 정해진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보니 실무자가 고객사에

협력사가 원하는 가격만큼 비싸게 구매한다면 우리 회사 손

게 제공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로는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원하는 양식대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해주는 툴이 좋겠다는 니즈
가 있었고,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제
어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자동 문서화 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익은 좋아질 수가 없고요. 이 범위 내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
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연스
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부개발팀의 협업으로 직
접 공정 실사를 나가기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가격 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입사 초반에 안구건조증과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고생했어요. 수작업으로 몇 시간씩 마우스를 움직

올해 실현해내고 싶은 또 다른 목표는

이면서 결과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눈이 시리도록 에러를 체크하고 있을 저의 후임, 이시형 연구원의 눈

현재 4대 미래사업중에 열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을 갖

이 보다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S/W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수작업보다 오류 위험

춰서 열관리 사업 관련한 수주 달성에 기여하는게 목표입니다. W

은 줄이고, 고객 만족도는 높일 수 있었고요. 단순 노동시간 대신 창의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비용
소모 없이 팀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 개선을 이룰 수 있어 이번 혁신이 더 뿌듯해요.

올해 실현해내고 싶은 또 다른 목표는
입사하고 첫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S/W개발 역량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고, 제어기 동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지식
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따라서 올해에는 S/W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다른 회사 제품들
보다 우수한 차량 부품 제어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14

15

We're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작지만 강하다’…
소형 SUV의
이유 있는 열풍

저 활동에 SUV는 필수입니다. 차체가 높

에어크로스, 지프 레니게이드, 혼다 HR-V

아 세단보다 넓은 헤드룸을 확보했고 타고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내리기도 편합니다. 또 뒷좌석 폴딩 기능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을 활용하면 트렁크 공간은 더욱 늘어납니

국내 자동차 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다. 이처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진 SUV는

나라 소비자는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세단보다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제격인 것

강하지만, 다양한 제조사들이 개성 있는

이죠.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소형 SUV 라

SUV는 도심 주행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

인업을 추가하면서 대세로 자리매김했습

다. 특히 길이가 4.3~4.5m로 상대적으로

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은 차체를 가진 소형 SUV의 매력은 빛

2014년 3만대에 불과했던 소형 SUV 연간

을 발합니다. 소형이라 비좁은 도심의 이

판매량은 2016년 처음 10만대를 돌파하

면도로를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세

더니 2018년에는 15만대를 넘기고 작년

단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할 때 넓은 시야

에는 사상 처음 2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확보는 물론이고 주차도 수월합니다. 적재

불과 6년 만에 7배가량 성장을 이룬 셈이

공간은 소형차 이상으로 실용적입니다.

죠. 소형 SUV의 영향력이 커지다보니 국

소형 SUV라고 안전에 소홀하지 않습니

내 자동차 시장에서 생태계 교란종과 같은

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근 출시하는 소

존재가 됐습니다. 소형 SUV 라인업이 다

형 SUV에는 전방 충돌 보조(FCW), 차로

양해지고, 로우-미들-하이로 체급이 세분

이탈 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

화되면서 경차 시장을 축소시키고, 준중형

(BCW), 하이빔 보조(HBA) 등 편리하고 안

세단 시장의 파이까지 가져오는 모양새입

전한 운전을 돕는 장비를 빠짐없이 담아

니다.

‘작지만 강한 차’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소형 SUV 라인업

소형 SUV의 감각적인 디자인도 매력을 더

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베뉴와 코나,

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높은 차고와

기아차 스토닉과 셀토스, 쌍용차 티볼리,

부풀린 휠 아치, 과감한 캐릭터 라인 등 참

한국GM 트랙스, 르노삼성차 QM3 등입니

신한 디자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경차나

다. 최근에는 르노삼성이 XM3와 QM3의

해치백이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이라면 소

후속모델인 캡처, 한국GM이 트레일블레

형 SUV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저를 새로 출시해 소형 SUV 경쟁은 더

보다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강

욱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에 기아차는 올

점입니다. 이정도면 소형 SUV는 젊고 개

하반기 스토닉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

성 있는 밀레니얼 세대인 2030세대의 ‘첫

하고 쌍용차는 적재공간을 늘린 롱바디 티

차’로서 손색없는 강점을 모두 갖춘 것으

볼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입차

로 보입니다.

브랜드들도 소형 SUV 시장에 뛰어들고 있

자동차 시장의 대세 트렌드가 세단에서 SUV로 이동하고

지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SUV에 장작 하는 엔진 종류도 다

소형 SUV는 작지만 강한 기세로 글로벌

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링컨은 올 뉴 코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SUV를 쉽게 볼 수 있죠.

양해졌습니다. 가솔린(휘발유)은 물론 LPG(액화석유가스)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어를, 아우디는 Q3 완전변경 모델을, 렉서

SUV 흥행에는 우선 자동차 제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

HEV(하이브리드),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전기),

도 유럽 자동차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

스는 UX250h F 스포츠 등 국산 소형 SUV

니다. 무겁고 거칠고 디젤 차량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FCEV(수소전기)까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습니다. 실용주의 성격이 강해 대표적으로

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고급화 모

을 탈피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 SUV는 높은 차체

우리의 생활방식이 변화한 것도 SUV 흥행에 일조했습니

소형차가 장악한 곳이었는데요. 과거 합리

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에 디젤(경유) 엔진 위주로 승차감은 투박했습니다. 그러

다. 주5일제에 이어 이제 주52시간 근무까지 ‘저녁 있는

적인 소형 해치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소형 SUV 시장은 잇단 신차출시와 숱한

나 최신 SUV는 세단 못지않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

삶’과 ‘휴식’이 삶의 주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여가

에는 소형 SUV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

매력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W

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를 대거 채

활동이 늘었습니다. 주말에 캠핑과 서핑, 낚시 등 다양한

동했습니다. 폭스바겐 T-록, 시트로엥 C3

용해 차체 경량화로 연료소비효율(연비)은 최대 14㎞/ℓ까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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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현장포착

1사 1하천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창원 1공장 앞 가음정
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펼치
고 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남
창원의 남천 일대에서 '1사 1하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껏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하천의 수질정화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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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appy Together

1%의 기적

독거, 치매위험 노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외출을 하던 중 문득 가스밸브를 잠그고 나왔는지, 불은 다 끄고 나왔는지 걱정이 되어 집으로 다시 들어가
가스밸브와 전기장판 등의 전원을 확인하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해프닝
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은 치매위험 노인과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은 더욱 가스 사
고에 취약한데요. “국을 끓인다고 불을 올려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다.”는 한 할머니의 말씀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더욱 걱정됩니다.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화재 현장
에서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5월 27일, 1% 기적은 경기도 의왕시를 찾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 및 치매위험 노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전달식을 가졌
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위치한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의왕시아름채
노인복지관 박승우 관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희정 모금사업팀장과 우리 회사 상생협력팀 황태순 팀
장, 차량부품연구지원팀 김정곤 매니저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가스 누출에 따른 화재사고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치매위험 노인 가정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가스자동차단기를 구입,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스자동차단기는 가스밸브를 연 후 일정 시
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시켜 과열화재사고와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상생협력팀 황태순 팀장은 “어르신들이 음식 조리를 할 때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않
으면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
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희정 모금사업팀장은 “최근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가운데, 현
대위아에서 화재 예방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심에 감사하다.”며 “공동모금회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1% 기적! 임직원 여러분의 나눔 덕분에 가스 사고로부터 어르
신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1% 기적에 많은 관
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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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위아 바이라인

공작기계제어개발팀
박주훈 책임연구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나의 20대!

공작기계기술평가팀
박재훈 연구원

사춘기 시절부터 여드름도 많이 나고 머리도 심한 곱
슬이고 해서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외모 콤플
렉스를 극복했던 방법이 ‘몸 만들기’였습니다. 성형
수술은 돈도 많이 들고 생명의 위험도 따르지만, 운
동은 돈도 안 들고 건강해지는 최고의 성형이죠! 하
루에 계란 흰자 30개씩 먹어가며 운동해서 늘어나는
근육만큼 자신감도 충전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딱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배가 볼록
나온 아이아빠가 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아련하고
대견스럽습니다.
물론 운동을 다시 하면 그때의 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이상 의지가 안 생긴다는 게 함정
입니다. 20대 중반의 저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
요.. "고생했다! 지못미(지켜주지못해 미안해)!"

당신의 전성기 혹은
황금기는 언제였나요?

대학생 때 밴드활동을 했
던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
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저 대책 없는 장발을 보
면 자다가도 이불을 찰 것
같지만, 제 인생에 있어
의미 있던 시절 중에 하나
임엔 틀림없습니다. 저 때
쏟아 부었던 열정 그대로
다른 리즈 시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
니다.

기획관리팀
서영교 매니저

ICT 정보화팀 정진관 매니저
그의 젊은 날

ICT정보화팀 정진관 매니저의 리즈시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10대, 20대 시
절 정진관 매니저의 리즈 사진을 보니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싱싱함과 생기, 풋
풋함, 젊음이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현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
려보기도 하는데요. 내 인생의 전성기이자 황금기로 여겨지는 시기를 우리는 리즈시절이라 합니
다. 이 말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스 앨런 스미
스에서 유래됐는데요. 그의 선수 기량이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받는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을 떠올
리며 팬들이 종종 '리즈시절 스미스'를 언급하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도 인생의 가장 호시절, 떠올리기만 해도 당시의 기분이 떠오르는 시절은 언제인가요?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사진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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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비트에 젊음을 맡겨

19

구매지원팀
김지영 책임매니저

FA제작관리팀
김정웅 매니저

온 세상이 분홍빛

특수가공2반
송진환 기술기사

제가 생각하는 리즈 시절
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
은 2011년, 온 세상이 분홍
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던,
그 때 입니다. (그래서 결혼
을 했나 봅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머릿속
이 하얘지기도 하고 다양한
색으로 변신 중 입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

낙동강 is like 워터파크

결혼 전 늘 해외, 국내 출장으로 바쁘던 제 생활을
잠시 잊기 위해 제트스키와 웨이크보드를 장만했
던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매년 여름 시즌
을 보내기 위함이었죠.
낙동강을 워터파크처럼 누비며 가족, 친구, 애인과
함께 즐기고 웃던 시절이 그립네요.

강철체력 20대

약 15년 전 20대초반의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영하 30도의 날씨도 내복없이 잘 견뎠고, 밤샘훈련
에도 끄떡 없던 강철 체력의 그 시절....가끔은 그때
가 그립습니다!

모듈설계팀
김세희 책임연구원

지구를 들어올리다

지구를 떠받치며 날아오르던 20대 그때 그 시절.
뭐 그리운 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기억
의 미화

협력지원팀
송석현 매니저

T/C설계2팀
강종헌 책임연구원

이제는 머나먼

개성 넘치는 헤어스타일과 자유분방한 나의 리즈
시절. 이 때 사진을 보니 왠지 슬퍼집니다.

히말라야도
정복하던 그 때

세계 7위봉으로 꼽히는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에
오를 때 모습입니다. 캠프2에서 3으로 등반을 준
비하는 모습이죠. 빨간색 원피스 우모복이 저의 리
즈시절이에요. 이 때를 제 리즈시절로 꼽은 이유는
산악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 정신력이 가장 리즈시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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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시험팀
최태웅 연구원

새로운 리즈를 기대하며

지금은 떠나 보낸 G70 3.3T. 3.5T 출시를
고대합니다.

상생협력팀
김근용 책임매니저

O2 산소학번을 기억하시나요?

2002년 학생회 체육부장 시절! 산소학번 후배들과 함께~
참고로 벙거지 모자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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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하루」는 매번 새로운 주제로 사우들과 함께 하는 체험기를 전합니다.

We're
아주 특별한 하루

주물생산부 주조2반
박진형 사우 가족

여러분,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에 신년 계획을 돌이켜보며
조급해하기도, 아쉽기도 한 마음인데요. 하지만 하지가 있는 6월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시기이기도 하죠.
해가 길어진 이번 여름,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걸 해나갈 지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죽의 멋을 닮은
우리 가족

22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 박진형 사우 가족이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가죽 특유의 냄새
에 아이들의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빛나는데요.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쌓기 위해 정성이 듬뿍 담긴 가죽 공
예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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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다
＼
가죽을 얻기 위한 무두질은 인류가 터득한 가장 오래 된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기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가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가죽은
나파가죽, 에나멜가죽, 스웨이드 등 무늬, 색깔, 질감까지 다양
해 제작자의 취향을 100%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합
니다. 머릿속에 있던 디자인을 생각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
이죠. 오늘은 박진형 사우 가족만의 개성 넘치는 가죽 제품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친한 동료에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
다는 말을 듣고 가족 코너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가
죽 공예를 한다고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가죽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지도 궁금하고, 샘플 사진을 보며 내가 직접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설레기도 했죠.” (박진형 사우)
박진형 사우는 자동차 키에 딱 맞는 가죽 케이스를, 아내 정민주
씨는 포인트가 돋보이는 열쇠고리를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전, 취향에 따라 원하는 가죽의 색을 선택합니다.

“가죽 공예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웃음) 주조산업이 뿌

없어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네요.”

박진형 사우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갈색 가죽을, 붉은 색 계통

리라고들 하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아내 정민주 씨)

을 좋아하는 아내 정민주 씨는 분홍색 가죽을 택했습니다.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정말 집중해야 하는데요. 가죽 공

가죽은 두꺼운 재료라 절단면을 깔끔히 마감해야 합니

이제는 재단 차례입니다. 제품 종류에 맞게 그려놓은 선을 따라

예도 회사 일처럼 몰입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다

다. 이를 위해 옆면에 가죽과 같은 검정색의 엣지코트

가죽을 자릅니다. 이 때, 두꺼운 가죽과 가죽을 그대로 바느질하

른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가죽케이스를 끝까지 완성했

물감을 칠해줍니다. 물감이 마르기까지 잠시 기다린 후,

면 맞댄 부분이 더 두꺼워져 모양이 생각과 다르게 잡히는데요.

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박진형 사우)

미리 뚫어놓은 바느질 구멍에 맞춰 바느질을 하면 남매
의 커플 카드지갑 완성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느질할 부분의 두께가 적당히 얇

생애 첫 작품을 완성하다

다 했다! 진짜 안에 주머니도 있고 지갑 맞네!” 완성된

＼

카드지갑을 요리조리 뿌듯하게 바라보는 석민이(8)의

첫째 소연이(11)와 둘째 석민이(8)는 둘과 닮은 귀여운

모습에 모두 미소가 지어집니다.

고양이 지갑을 만들기로 합니다. 공방에 들어선 순간부

가죽을 처음 보았을 때, 아이들은 신기한 듯 쓰다듬기도

터 눈에 쏙 들어온 제품이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했는데요. 가죽을 고르고 붙이며 꿰매는 순간 순간마다

재단 작업 등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어른의 도움

아이들은 몰입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롯이 작업에 집중

을 받아 준비합니다. 고양이 귀 모양으로 잘라놓은 호피

하며 미간을 찡그리기도, 손에 묻은 물감을 보며 천진난

무늬 가죽을 지갑 본체가 될 검정색 가죽에 바느질하여

만하게 웃는 얼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누

고양이 형태를 만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느질을

군가는 완제품을 사면 따로 시간 들일 필요 없이 더 좋

하는 모습에 박진형 사우 부부는 새삼 아이들이 컸다는

은 질의 상품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가죽 공방

것을 실감합니다.

을 찾아 미숙하지만 천천히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지막으로 뒷면도 옆면과 연결하여 X자 스티치 기법으로 바느질

“혼자서 뚝딱뚝딱 바느질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

재미와 감동이 아날로그의 묘미 아닐까요?생애 처음으

을 한 후, 가죽 케이스 윗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동그란 링을 달

이 정말 많이 큰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주로 여행이나

로 완성한 작품, 오늘의 성취감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간

아주면 완성입니다.

캠핑을 다녀왔는데, 이런 만들기 활동은 거의 해본 적이

직하길 바랍니다.

아지도록 가죽을 깎아내는 ‘피할’ 작업을 합니다.
박진형 사우의 자동차 키 케이스는 가죽 공예 특유의 바느질이
많은 제품입니다. 바느질에 앞서 먼저 가죽과 같은 갈색의 엣지
코트 물감을 재단한 가죽 단면에 칠해 깔끔하게 정돈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의 버튼 부분을 감싸는 가죽이 튼튼하게 고정
되도록 바느질을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키 케이스의 모양을 만
들 차례입니다. 앞면과 옆면을 X자 스티치 방법으로 바느질합니
다. X자 스티치는 두 면을 교차시켜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빈티
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특징입니다. “아빠가 바느질하는
거 처음 보네!” 소연이(11)의 감탄과 함께 박진형 사우의 꼼꼼하
면서도 빠른 바느질에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합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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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가치를 더하다

없이 일자로 구멍을 낼 수 있죠. 열심히 만든 바늘 구멍에 맞

＼

춰 바느질을 완성한 후 단면 마감 부분이 매끈하도록 분홍색

박진형 사우 부부는 가족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진

의 엣지코트 물감을 칠해줍니다. 완성된 가죽을 둥글게 접어

형 사우의 작은 누나와 아내 정민주 씨의 큰 언니가 아르바이

윗부분에 장식을 연결해주면 가죽 키링 완성입니다.

트를 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동생들까지 함께 만나며 인연

“석민이는 이제 8살이라 원래라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등교

을 맺게 된 것이죠. 박진형 사우는 아내 정민주 씨를 보자마자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입학식도 못했어요. 빨리 코로나 사태

첫 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가 끝나서 다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아내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 뿐이에요. 제가 힘들 때나 기

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 지갑 들고 등교하면 정말 귀여

쁠 때나 함께 해주고, 또 저를 잘 알다 보니 정말 많이 맞춰

울 것 같아요. (웃음)” (아내 정민주 씨)

줘요. 내조의 여왕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가죽은 손이 탈수록 길들여지며 매력이 더해집니다. 시간이

싶은 사람이라고 종종 말해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제

지날수록 제품의 가치는 높아지죠. 생활하며 생긴 상처까지도

가 잘 해야겠네요. (웃음)”

가죽은 멋스러움을 남깁니다. 하물며 직접 만든 세상 단 하나

박진형 사우와 아이들이 가죽 제품을 완성하는 사이 아내 정

뿐인 가죽제품이라면 그 의미는 더욱 깊을 것입니다. 박진형

민주 씨도 재빠른 손놀림으로 키링을만들어갑니다. 튼튼하면

사우 가족이 만든 가죽 제품에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과 이야

서도 두툼한 가죽 두께가 특징인 키링은 본연의 모양을 잃지

기가 담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함을 더해가는 가죽처

않도록 형태를 고정시켜주는 보강재를 사이에 넣어 안가죽과

럼 가족도, 부부도 세월의 멋을 입게 되겠죠. 몰입과 보람, 가

겉가죽을 붙여줍니다. 이제는 바느질할 구멍을 뚫습니다. 미

죽과 함께한 박진형 사우네 가족처럼 여러분도 이번 여름 가

리 가죽에 그려둔 선을 따라 목타 작업을 할 때, 이전에 뚫었

족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어떠신가요 W

스마트키케이스
1. 먼저 원하는 가죽을 선택한다.
2. 주어진 패턴에 맞춰 가죽을 재단한다.
3. 바느질할 구멍을 뚫는 목타작업을 해준다.

던 구멍에 두 코를 함께 걸어 진행해주면 선이 삐뚤어질 걱정

4. 미리 엣지코트작업을 해준다.
가죽 재단



5. 내부에 먼저 들어갈 버튼구멍에 맞춰 바느질을 해준다.
6. 앞면과 옆면을 먼저 엑스자스티치로 바느질 해준다.
7. 고리를 만들어 준다.
8. 나머지 뒷면도 전체적으로 엑스자스티치로 바느질 해준다.
9. 만들어놓은 고리를 달아주면 완성.

키링
목타작업



1. 먼저 원하는 가죽을 선택한다.
2. 주어진 패턴에 맞춰 가죽을 재단한다.
3. 가죽의 두께를 일정하게 피할을 해주고 본딩 후 보강재를 붙이는
밑작업을 해준뒤 안가죽과 겉가죽을 붙인다.
4. 바느질할 구멍을 뚫는 목타작업을 해준다.
5. 구멍에 맞춰 바느질을 해준다.
6. 단면 마감부분에 엣지코트(물감처럼 생긴)를 칠해준다.

엣지코트 작업

7. 완성된 가죽에 장식을 연결해주면 완성.


고양이카드지갑
1. 먼저 원하는 가죽을 선택한다.
2. 주어진 패턴에 맞춰 가죽을 재단한다.
3. 조립을 하기 전 엣지코트를 미리 칠한다.
4. 본딩을 한 후 고양이의 뒷면과 앞면을 붙인다.
바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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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멍에 맞춰 바느질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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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일상 속 법률 이야기

층간소음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다음으로 해결 방법은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층

할까요?

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 환경

앞서 말씀드린 유료업체에 맡기면 좋기는 하나, 그 날 소음이

분쟁조정위원회(02-2133-7298)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과다하게 듭니다. 차선책으로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층간소음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

실제로 방문하여 현장진단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이 맞을 경우

스마트폰의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소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탓인지 여름이 성큼 다가

도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을 하기까

큰 곳에서 층간소음을 계측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 것도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도, 외출을 삼가고 그저

자,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1회 측정으로 층간소음을 파악

조용히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 계절의 변화를 감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

하기 어려운데, 윗집이 집을 비우거나 소음을 내지 않는 날에

실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층간소음 가해

소음 측정을 할 경우,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아래층 아파트 세탁실에 생긴 누수의 원인과 방수공사 시기 등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수록 평소에는 무심코

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

있습니다.

에 관하여 위층과 다투었고, 그 후 위층이 유발하는 소음 때문

흘려 보냈던 윗집의 발망치 소리,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 결과

에 양쪽의 감정이 격화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끄는 소리 등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리기

를 인정하지 않고, 24시간 기준 약 70만원이 비용이 드는 유료

대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해

시작한 이 소리들은 우리의 신경을 예민하게 합니다. 특히 재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인정합니다. 분쟁에서 배상

결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아래층은 위층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

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 취업을 준비하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금액이 인정될 경우 적개는 52만원에서 많게는 88만원 정도에

였습니다. 아래 층에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거실과

는 학생 등에게 있어서, 층간소음은 견딜 수 없는 곤혹을 느끼

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

그치는데, 측정비용이 과다하게 들면 분쟁을 하여 배상을 받더

드레스 룸 등에서 소음측정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아파

게 하죠.

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

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는

트 맞은편 상가로 가서 아파트 거실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

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

이유는 적어도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

였는데, 가해자가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방법으로

이번 호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층간소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의 B씨에 항의하기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은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

소송 중에도 소음 유발 지점인 아파트 거실에서 발 찍기, 점프,

위해 찾아갔고, 이것이 시비가 되어 B씨는 항의하러 올라온 것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

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

달리기, 의자 떨어트리기, 문 세게 닫기, 가구 끌기, 아령 굴리

에 화가 나 A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끌

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

로 인하여 피해자의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

기 등의 소음을 일으키고 전문소음측정기기를 통해 최대소음

어내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

어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도를 측정하는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받았습니다(2019고단4874). 한편, 부산에서는 C씨가 흥분한

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위층이 아래층에게 50만원

상태에서 윗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유모차를 걷어차는 등의

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2014. 6. 시행된

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는데, 불법적으로 촬영한 아래층은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입니다.

다시 50만원을 위층에 위자료로 반환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19고합190).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

위 두 사례들을 보면, 극도로 예민해진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성을 상실하여 폭행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층간
소음의 가해자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랫집 사람의 모습에 분

다음으로, 악기나 전자기기로 소음을 내며 큰 소리로 노래를

을 참지 못한 폭행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하죠(아참, 층간소음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할 경우에는 인근 파출소에 경범죄 신고를

보복상품을 사용해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행,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층간소음의 구분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주간(06:00 ~ 22:00)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고,

에서는 그 동안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금원으로 보상받

층간소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사건부터 말하는 이유

제3조(경범죄의 종류)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

지 못하고 감정만 해소하는 소송에 그친 것으로 평가 내릴 수

는, 사실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바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

생하는 소음입니다. 소리의 크기는 30db이면 속삭이는 정도,

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고, 그 기간의 피해를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것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db은 조용한 라디오 음악, 50db 정도는 낮은 목소리의 대

임직원 여러분, 이번 호에서 층간소음에 대하여 잘 알게 되셨

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화해가 가장 최선입니다. 즉, 층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

화, 60db부터 일상생활 수준의 대화를 의미하는데, 층간소음

나요? 소송이 현실세계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해

간소음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켰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인사 드리겠습니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윗집에 조심스럽게 전달하여야 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여야

다. 감사합니다. W

28

29

We're
editor’s prism

재미있으면 됐지,

안 그래?

흥행과 작품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죠. 선택과 소비의 시
간이 매우 짧은 모바일 시장에서는, 작품성은 떨어지더라도 다소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작품이 훨씬 더 흥행에 성공하곤 합니다. 웹
소설 시장에서 순수문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런 소비자의 선택적 경향에서 기인합니다.
흥행을 위한 단 한가지의 요소는 ‘재미’입니다. 웹소설이든 웹툰이든 재미가 없으면 결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웹소설과 웹툰 소비자들은 순수문학의 뛰어난 작품성을 바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재밌는 작품이 작품성까지 뛰어나다면야 금
상첨화지만, 이런 작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JTBC의 드라마로 성공한 DAUM의 웹툰 <이태원 클라쓰>는 재

가 감옥을 나와서 복수를 하길 바라지, 감옥에서 이런저런 일

얻습니다. 일본 만화 <원펀맨>의 주인공 사이타마가 단 한 주

다. 실제로 베스트 댓글 중 하나는 “주인공이 이렇게 계속 강

미에 방점을 쾅 찍은 작품입니다. 설정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

들이 벌어져 복수가 늦어지는 것을 썩 원하지 않거든요.

먹으로 모든 적을 이기는 데도 인기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이지

했으면 좋겠다”이기도 하고요. 네이버 수요웹툰의 강자 <고수

다. 정의롭고 용감한 주인공이 권력과 돈을 가졌지만 인간 쓰

최종 목표를 향하는 플롯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주인공의 단

요. ‘결국은 주인공이 다 이긴다’는 단순한 플롯의 반복에도 주

> 또한 주인공 강룡이 가장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묘

레기인 상대를 물리치고 성공한다. 의로운 자의 권선징악 스토

점을 보완해 줄 인물(조이서, 마현이 등)을 만나고 그들의 힘을

인공이 보여주는 통쾌함에 만화를 즐기게 됩니다.

사됩니다. 여기서도 강룡이 전투에서 고전할 때마다 되레 부정

리죠.

빌려 매우 빠르게 복수에 다가섭니다. 기성 작품들의 틀을 깨

실제로 네이버 목요웹툰에서 가장 ‘핫’한 작품인 정지훈 작가

적 댓글과 평점을 받곤 하죠. 속 시원하게 이기는 걸 보고 싶

캐릭터 설정도 전형성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주인공 박새로이

는 건 오히려 이 부분입니다. 연재를 장기화하려고 혹은 독자

의 <더 복서>도 강한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주인공인 ‘유’는 복

은 건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요. 웹툰 <도망자>의 두 주인공 일

는 정의감만 넘치지 요령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투

들의 애간장을 태우기 위해 넣는 장치들이 <이태원 클라쓰>에

싱을 위해 태어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복싱을 배운 적조차

호와 이호도 어서 빨리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 본 실력을 보

적 주인공입니다. 상대로 나오는 악역들도 이야기의 기존의 전

는 없습니다. 측은지심에 주저하지 않고, 첫 사랑에 휘둘리지

없지만, 상대의 주먹을 눈으로 보고 피하고(심지어 상대가 프

여주기를 다들 고대하고 있죠.

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대 요식 회사 <장가>의 후

않고, 그저 복수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로인데도!) 되레 정확히 주먹을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의

국내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의 인기 웹소설 <BJ가 싸움

계자인 장근수는 돈과 권력을 모두 거머쥔 나쁜X입니다. 나쁜

여름 날 냉장고에서 갓 꺼낸 맥주 한 캔을 꺼내먹는 듯한 쾌감

세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당연히 유는 세계 최강입니다. 데뷔

을 잘함>의 작가 지세(地世)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재미이

X가 정의로운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흔한 구도죠. 여기

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주인공 박새로이의 성공과 복수를

전에서는 ‘루키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데뷔전 상대를 유린하

지 수준 높은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웹

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향한 질주에서 말이죠. 물론 이태원의 요식업을 주요 소재로

듯 상대하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기반의 장르문학에서는 재미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설사 작품

그럼에도 <이태원 클라쓰>가 웹툰으로 또 드라마로 성공한 이

삼은 독특함과 주인공들의 개성도 흥미거리지만요.

범접할 수 없는 주인공의 강력함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성을 잃더라도 재미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 방식이 다소 유치

유는 전개의 속도에 있습니다. 이 웹툰은 스토리를 진행하는

많은 독자들은 빠른 전개 못지않게, 강한 주인공을 사랑하기도

주인공이 항상 이기는 것은 너무 ‘뻔’하지 않느냐는 물음은 기

하고, 뻔하다고 해도 말이죠. 아 물론 앞서 말한 작품들의 작품

데 있어서 주저함이 전혀 없어요. 독자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합니다. 주인공이 힘을 숨기고 있다가 적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독자들이 주인공의 강력함이 결코 꺾

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작품성도 괜찮

부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과감히 빼버리죠. 박

그런 류의 작품 말이죠.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이 주

이지 않기를 원하죠. 불굴의 의지로 상대를 이겨내는 장면 이

은 작품들입니다. 그것에 앞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 당기는데

새로이의 옥중생활 같은 것 말이에요. 독자들은 얼른 박새로이

인공에게 우리는 감정을 이입하고, 그의 승리에서 큰 기쁨을

상으로, 압도적인 힘과 실력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더 좋아합니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재미있으면 된 거잖아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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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DAY

‘동기가 최고’라는 말은 입사 후 주변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다. 같은 팀에도, 친한 동료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속내를 동기와 나누
고 공감하며, 또 위로 받기 때문이다. 헬스라는 취미까지 함께하는 동기
라면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터.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사이, 시설동력
팀 공장봉 기술선임이 추천한 공작기계자재관리팀 자재반 정철수 기술
선임을 칭찬한DAY 여섯 번째 주자로 만나보았다.

안녕하세요. 공작기계자재관리팀 자재반 정철수 기술선임입
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한테 칭찬받으니 감사하기도, 부담
스럽기도 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칭찬해준다고 하니
까 못하던 행동들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

칭찬한DAY 주자로 지목받았을 때에도 제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과적으로 보면 칭찬이라는 건 참 좋은 거네요. 사람을

아니라는 생각에 어리둥절했는데, 누군가를 칭찬할 때가 되니 더 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만드니까요. 공장봉 기술선임님
께 참 감사합니다.

려운 것 같네요. 주위를 둘러보면 말없이 열심히 하는 사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작기계자재관리팀 자재반 정철수

저는 88년도에 입사했는데요. 공장봉 기술선임과는 입사 동기에요.

기술선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집을 나서

업무가 달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운동하면서 자주 마주쳤죠. 지금

5시 40분쯤 1공장 헬스장에 도착합니다. 출근 전에 운동을 하면 몸

저는 공작기계자재관리팀에서 자재 불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공작

도, 정신도 더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을

기계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이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면 받아서 보관

하며 정철수 기술선임과 친분을 쌓게 됐어요.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빨

보면 항상 정철수 기술선임이 더 일찍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 거에요.

리 보급해주는 거죠.

보면서 참 성실한 친구다 생각했어요.

제 고향이 남해거든요. 지금도 시골이지만, (웃음) 그 때는 더 촌이

제가 정철수 기술선임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할 일은 거의 없지

라 막 입사했을 때 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시 같은 반 사우가

만 시설동력팀이라는 업무 특성상 여기 저기 현장 시설들을 살펴보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술선임

공작기계자재관리팀 자재반 정철수 기술선임

서 고향 농사일 도울 때도 덜 힘들고, 제 몸에도 잘 맞더라고요. 헬

러 다니기 때문에 얼굴은 몇 번 봐서 익숙했죠. 그렇게 현장을 다니
거나 운동할 때 보면 제일 눈에 띄어요. 몸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웃음) 정말 성실하거든요. 업무도 열심히 하고, 그 외에 체육관 같
은 일도 참 적극적으로 임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에요. ‘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요. 헬스
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회사 헬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

매일 헬스장에 가길래 따라갔었죠. 몇 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져

성실함 가득,
정철수 기술선임을
칭찬합니다!

동기와
함께 하는 운동,
행복합니다!

스는 혼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참 좋아요. 심지
어 사내 헬스장이 있어서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웃음) 보디빌딩
대회도 여러 번 출전했는데요. 현대차그룹 보디빌딩대회는 2년에 1
번씩 계열사마다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3회 대회를 우리가 추진했
어요. 내년엔 6회 대회가 열릴 텐데 어디서 주최할 지 고민이네요.

는데요. 정철수 기술선임은 관장도 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솔선수범

대회 추진을 동호회에서 맡다 보니 비용 부담은 있지만, 그룹사 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칭찬받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칭찬

상으로 우리 회사 홍보하는 데에 좋더라고요. 다른 계열사 동료들

받아야 하는데. (웃음)

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정철수 기술선임은 해마다 현대차그룹 보디빌딩대회에 나갈 만큼 운
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헬스에 있어서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덕
분에 같이 운동할 때면 운동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알려줘
서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전문 헬스트레이너가 있는 헬스장에
간 것 같다니까요? 헬스장도 그렇고 현장 업무도 그렇고 매사에 긍
정적이고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숨은 보석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가 여태껏 지내온 대로
업무도 취미생활도 둘다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긍정적인 모습 잃지 않고
웃으며 지내면 좋겠다!”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자기관리 정말 잘 하셨다고
저도 칭찬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 잘 하셔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서 집에서 운동하게 런닝머신 같은 기구를 하나 추
천해달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러면 저는 기구 살 돈으로 헬스장
회원권을 끊으라고 말하죠. (웃음) 헬스장 1달 끊으면 10번은 갈 텐
데 집에서 기구를 사면 나중에 꼭 빨래건조대나 천덕꾸러기가 되더
라고요. 사내 헬스장이 있으니까 만나서 함께 운동하면 좋겠어요.
다같이 운동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몰랐던 사우와 친해지게 되기도
하니까요. 적극 추천합니다! W

같아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32

33

We're
테마여행

배은수 여행작가

| 주변볼거리

참새방앗간,
전통시장의 재발견

포항운하
포항 바다가 다시 살아났다. 도시 사
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크루즈를
타고 낭만을 즐기며 산책길로도 인기
가 많다. 포항운하는 기존에 없던 물길

지역 특색 담긴
전통시장 둘러보기

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물길을 복원해 옛 모습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운하를
만들었다. 물길을 복원할 때 그 위에 터전을 잡고 살았
던 주민들과 상인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운하의 시작점인 포항운하관에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벽에 새겨져 있다.

영일대
도심 가까이 자리한 영일대해수욕장
은 모래가 곱고, 주변에 횟집과 카
페, 레스토랑이 많아 남녀노소 모두
좋아한다. 1.2km가량 이어지는 영일
대해수욕장 테마거리에 데크와 야외무
대, 자전거도로, 버스킹 공간 등이 있다. 바
다에 세운 2층 높이 전통 누각인 영일대에 오르면 영
일만 일대와 포스코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장은 ‘삶의 현장’이다
생활이 팍팍해져 점점 힘이 빠지고, 도전이 두려워 주춤하고 있다면 가까운 전통시장을 한번 들러보자. 바쁘게 움직이는 상

타지인들에게는 어시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 죽도시장은 사실

시장에는 울산, 영덕의 명물인 고래고기, 대게 등이 여름철인

인들의 손놀림과 옥신각신 흥정하는 목청 큰 소리에 식어가던 삶의 의욕이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없는 게 없는 만물시장이다. 그 유명한 과메기골목을 시작으

데도 가득하다. 고래고기는 즉석에서 쓱쓱 썰어 저울에 달아

로 문어골목, 젓갈골목, 떡집골목, 건어물골목, 한복골목, 혼

서 판매한다. 대게를 찌는 가마솥은 한여름 더위에도 풀풀 김

포항 경제를 이끄는
황금마차
포항 죽도시장

수골목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시장이 얼마나 큰지 택시를 타

을 뿜어낸다. 여기에 포항의 자랑거리인 개복치와 문어까지

포항에는 두 개의 황금마차가 있다. 포스코(POSCO)와 죽도시장. 시장 하나

고 죽도시장을 외치면, “어시장으로 갈까예? 그냥 시장으로

가세한다.

가 국내 최대 제철 회사와 맞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죽도시장은 1500

갈까예? 라고 묻는다. 한 시장인데도 잘못 가면 한참을 헤매

죽도시장에 가서는 반드시 포항물회를 먹어봐야 한다. 포항

여 개의 점포에 하루 평균 3만 2000명이 방문하는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동

야 하기 때문이다.

의 별미 포항물회의 원조가 죽도시장이기 때문이다. 동해안

해안 최대의 잘 나가는 전통시장이다. 이 쌍두마차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죽도시장의 간판은 뭐니 뭐니 해도 어시장이다. 포항의 중심

을 따라서 각 지역마다 물회 맛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포

사이좋게 마주 보며 포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인 오거리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죽도어시장은 수

항물회는 싱싱한 횟감에 마늘, 생강, 깨소금, 김가루 등을 넣

죽도시장은 광복 직후 갈대밭 무성한 포항 내항 늪지대에 노점상들이 하나둘

산물 위판장 내에 횟집 200여 개가 밀집되어 있다. 사계절 내

은 뒤 고추장 섞은 냉수를 부어 먹는다. 예전에 포항의 어부

모여들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6.25 전쟁 직후 소실됐던 시장은

내 저렴한 가격으로 제철의 싱싱한 회를 살 수 있고, 인근 상

들이 갓 잡은 생선에 채소와 양념을 넣고 물을 부어 급하게

‘남부상설시장’이라는 이름을 거쳐, 1971년 죽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가에서 초장 등 재료 값만 내면 바로 먹을 수도 있다. 신선한

먹던 것이 이후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향토음식이 되었다. 죽

태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죽

제철 해산물로 만든 포항물회와 통통한 전복이 통째로 들어

도시장 물회는 갓 잡은 흰 생선살만을 고집하는 것이 특징이

도시장 상인들은 사이버 죽도시장을 개설하는 등 현대감각에 맞게 활로를 개

간 전복죽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포항의

다.

척해 나가고 있다.

명물인 과메기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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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대신 사투리를 파는 곳도 있고, 대여 가게도 있다. 대

는 해당 가게가 문을 연 시기다, 마치 역사를 밟으며 현재

여 가게에는 '누구나가게'라는 간판이 붙었다. 물건을 팔고

를 돌아보는 기분이다. 이것이 1913송정역시장의 가장 큰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곳을 일주일 단위로 빌려 장사할 수

매력이다.

있다. 사투리를 파는 곳은 ‘역사서소’다. 전라도 사투리를

시장의 정기 휴무일은 둘째 월요일, 자율 휴무일은 넷째 월

디자인에 활용한다. 까만 연필에 ‘암시랑토 안 혀 개안해야’

요일이다. 점포마다 영업시간이 다르지만 대체로 오전 10

라고 새기거나, 캘린더에 ‘조깐 쉬다 올랑께 찾지 마쇼’라

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고 적는 식이다.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랄 따름

차가 없는 뚜벅이라도 KTX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참 좋은

이다. 시장길 길바닥에 새겨진 1920, 1959 등 생소한 숫자

코스다.

| 지하철로도 갈 수 있는 주변 볼거리
남광주역(양림동역사문화마을)
100여 년 전, 광

요즘 광주 여행의 키워드는 ‘회춘’이다. 투박하고 낡은 시간에 청춘의 감성을 덧칠해 많은 곳이
젊어지고 환해졌다. 그 복판에 ‘1913송정역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1913년에 형성되어 104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인데, 2016년 4월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다. 이름도 ‘1913송정역시
장’으로 바꿨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산구, 중소기업청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로 지원한 결과다. 덕분에 컴컴하고 한산하던 시장이 한층 밝아지고, 찾는 이도 대폭 늘었다. 무
엇보다 반가운 건 20~30대 여행객이 늘면서 오래된 장터가 활기차게 되었다는 것이다.

Old와 New의

지 불과 200m 거리다. 걸어서 2분이다. 송정역이 개설될 때 시장이 함께 형성됐고, 이를 기반

아름다운 조화

으로 한때 광산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인기를 누렸다.

광주 ‘1913송정역시장’

최초로 역사 밖에서 해당 역의 실시간 열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됐고, 한쪽에
는 짐을 맡기고 편하게 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무인 물품 보관소가 마련되어 있다.
시장의 규모는 작다. 골목이 직선으로 170m 정도라 이 끝과 저 끝이 한눈에 보인다. 터줏대감
상인들의 오래된 점포와 재기발랄한 청년 상인들의 기발한 점포 60여 개가 함께 어우러져 있
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로우며, 한편으로는 옛날 느낌이 물씬 나는 세트장 같기도 하다. 리

주 최초로 서양 문

금남로4가역과 문

물을 받아들인 양

화전당역이 연결

림동은 광주 기독

된 충장로는 오래

교 선교의 발상지

전부터 쇼핑의 메

기도 하다. 당시

카이자 문화의 중

지은 서양식 건물

심으로 발달한 곳

이 멈춘 듯 매혹적인 시공간 속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충장로5가에 위치한 광주극장에서 예술영화 한 편 감상

양림동 펭귄마을도 유명하다. 양림동 주민센터 뒤에 펭

해보기를 권한다. 1935년에 세워진 이 극장은 외관은

귄 모양의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 70, 80년대 모습의

물론 로비와 상영관 내부까지 앤티크 스타일에 빈티지

좁다란 골목길이 나타난다. 이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한 감각이 돋보인다. 타임머신을 타고 30~40년 전으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펭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돌아간 느낌. 일반 극장들이 꺼리는 예술영화와 독립 영

다. 마을 주민들은 과거 화재로 타 방치되어 있던 빈집

화를 상영하며 멀티플렉스 상영관 사이에서 꿋꿋이 제

을 치우고 버려진 물건을 가져와 동네 벽에 전시하기 시

역할을 하는 보물 같은 존재다.

작했다. 한편으로 세월의 흐름 속에 버려지고 잊혀질 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의 수도 광주의 랜드마크 같

밖에 없었던 잡동사니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놓았다.

은 존재다.

모델링할 때 종전 시장의 몸에 현대의 스타일을 적절하게 입힌 덕분이다.

36

이다.

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근대의 한옥들은 시간

이곳의 옛 이름은 ‘송정역전매일시장’이다. 광주송정역 앞에 있어 붙은 이름인데, 역에서 시장까

최근에는 KTX 광주송정역을 거쳐 가는 자유 여행객의 쉼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금남로4가역(광주극장)
혹은 문화전당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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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보다
| 주변볼거리

두세 가지가 더 난다던
경기 ‘안성장’

안성남사당놀이
안성은 재인의 땅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유랑 예인(藝人) 집단인 남사당패들
의 본거지가 안성이었고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최초의 여자 꼭두쇠(우두
머리) 바우덕이도 안성이 고향이다.
수도권에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안성남사당공연장은 멋진 한판을 잊지 못

경기도 안성 오일장이다. 안성은 이름에 ‘安’가 들어가 있을 만큼

하는 관객들로 꽉 찬다. 객석이 어두워지고 원형 마당에 조명이 들어

예로부터 산수가 온화해 자연재해가 없고 각종 물산이 풍부해 살

오면 드디어 시작이다. 배우들이 모두 나와 뮤지컬처럼 춤추며 노래

기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도 “안

를 부른다. 이제 안성남사당공연을 즐기라는 신호다.

성은 경기와 호남바닷가 사이에 있어 화물이 모여 쌓이고 공장과

남사당 혹은 남사당패는 춤과 노래, 풍물놀이 등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

장사꾼이 모여들어 한양 남쪽의 한 도회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

니며 대중을 상대로 공연을 벌이던 유랑예인집단으로 사당패는 여성들이

다.

모인 집단, 남성들이 모인 집단은 남사당패라 불렀다. 그 외 걸립패, 대광대패

살기 좋은 곳 안성은 안성장에 가면 더 잘 느낄 수 있다. 박지원의

라고도 했다.

소설 ‘허생전’의 배경인 안성장은 허생이 서울로 모이는 물산을 매

특이하게도 안성남사당패는 남성 패거리지만 바우덕이라는 여자가 꼭두쇠다. 꼭두쇠는 기예도 뛰어나

점매석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다. 안성장은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

고 무엇보다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바우덕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안성

는 날 안성시외버스터미널 뒷편 중앙시장 사이의 대로변에 Y자 형

청룡사 남사당패 손에서 자랐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빼어난 미모와 출중한 실력으로 꼭두쇠 자리에

태로 펼쳐진다. 길이는 약 1.5km. 지금은 예전 모습과 달리 현대

올랐다. 그때 나이가 불과 열다섯이었다고. 바우덕이의 명성이 어찌나 자자했던지 흥선대원군이 경복

적인 시장 분위기가 많지만, 구수한 인심과 풍부한 장거리는 옛 장

궁을 중건할 당시 안성남사당패를 불러 큰 마당을 열고 정삼품 당상관에게 주는 옥관자를 선물했고

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다. 조선 최고의 놀이패로 인정받은 셈이다.

안성장은 조선시대 대구장, 전주장과 함께 조선 3대 장으로 불렸

안성남사당놀이는 원래 여섯마당이다. 풍물놀이로 첫째마당을 열면, 둘째마당 버나(접시돌리기), 셋째

다. 안성은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 지방에서 출발해 한

마당 살판(땅재주), 넷째마당 어름(줄타기), 다섯째마당 덧뵈기(탈놀이)가 이어지고, 여섯째마당 덜미

양을 가는 지방의 상품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래~대구~충주

(꼭두각시놀음)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성이다. 지금은 바우덕이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버나, 살판, 어

~용인~백교~한양으로 이어지는 영남로와 영암~나주~정읍~

름, 풍물 순으로 무대가 마련된다. 시작과 끝에 주제곡을 부르고,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가 어우러

공주~수원~한양으로 이어지는 호남로가 만나던 지점이었기 때

져 빙글빙글 돌며 흥겨움의 여흥을 즐긴다.

문이다. 동서와 남북의 물산들이 모이던 물산집하장으로 ‘이틀이
레 안성장에 팔도화물 벌일 렬(列)’이란 천자문 풀이도 있었고 ‘안

안성맞춤박물관

성장은 서울 장보다 두세 가지가 더 난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였

우리는 흔히 매우 잘 맞음을 비유하여 ‘안성맞춤’이란 말을 쓴다. 그만큼 어

다. 그만큼 상품의 종류가 많고 값도 쌌다는 뜻이다.

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릴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안성에서 맞춘

시장터 바깥쪽 차도 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나온 갖

유기 장인정신과 뛰어난 솜씨로 정성껏 만들어 품질이나 모양 등 기교

가지 나물과 콩, 보리 등의 잡곡과 약초 보따리를 펼쳐 놓고 손님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켰기에 ‘안성맞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을 기다리는 모습이 다소나마 시골장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입구에 세워진 안성맞춤

안성은 포도와 유기그릇으로 유명한데, 9~10월에 안성포도장이

박물관은 유기를 중심으로 안성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함께 접할 수

라 할 정도로 많은 포도가 안성장에 나온다. ‘안성맞춤’이란 말처

있는 테마박물관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

럼 안성의 특산품 유기(놋그릇)는 이제 시골 장터에서는 볼 수 없

며, 유기 전시실, 영상실, 기획 전시실, 농업역사실, 향토 사료실, 세미나

지만, 장터에서 1km 지점에 있는 ‘안성맞춤유기공방’을 찾으면 무

실, 학예연구실, 수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문화재 김근수옹이 만든 유기제품을 만날 수 있다.

유기전시실은 유기의 역사, 제작 방법별 유기분류, 유기제작과정 모형, 제기, 반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10시 무렵이지만, 상인들

상기, 무구, 불기 등 생활속에 쓰이는 다양한 유기를 전시하고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좌판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보려면 9시까지 장에 나와야 한다.

곳곳에 영상물을 설치하였다. 특히 터치스크린을 통해 안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W

수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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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산동성정협 부주석 일행 방문

산동법인 주재원-부서장 축구 친선경기 펼쳐

상해회중기차 일행 강소법인 방문

인도법인 저소득층 구호품 전달

지난 5월 14일, 산동성정협 당주안 부주석, 일조시 정협 왕빈

산동법인은 지난 5월 20일, 일조시 축구공원에서 ‘2020 주재

지난 5월 26일, 상해자동차그룹사 상해회중기차 일행이 강소

인도법인은 지난 5월 26일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주석 등 일행이 산동법인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업무 재개 및

원 및 부서장 축구 친선경기’를 열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대

법인을 방문해 주물 관련 공정 실사를 진행했다. 공정 실사에

겪고 있는 칸치푸람 지역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2000만원

생산 경영상황 파악을 위해 추진됐다. 산동법인에서는 법인장

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경기

합격할 경우, 상해차그룹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상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구호품은 쌀, 기타 곡물, 강황, 소

신문영 상무와 경영지원부 권동인 책임매니저 등이 대응했다.

였다. 경기는 주재원팀과 부서장팀으로 나눠 팀당 7명의 선수

해회중기차는 주물 소재 디스크 가공과 샤시 모듈을 중심으로

금, 치약, 비누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 1000개다. 전달식에

산동법인은 법인 소개 이후 엔진4공장 라인 투어를 진행했으

가 참가했다. 1시간동안 벌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5:4의

상해 폭스바겐, 상해 지엠 등 중국 내 여러 완성차 업체를 고

는 칸치푸람 시장과 인도법인장 전우환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며, 당주안 부주석은 제품 공급, 생산현황을 자세히 검토했다.

스코어로 부서장팀이 승리를 거뒀다. 산동법인은 이번 행사와

객사로 두고 있다. 강소법인은 이번 방문 대응을 비롯해 그룹

들이 함께했다.

법인의 운영 모델과 비전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당주안

같이 친선 체육 대회를 마련해 직원들의 팀워크와 화합을 더욱

사 외 중국 내 고객 확대를 위해 수주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

인도법인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사

부주석은 일정을 마무리하며 “산동법인의 리스크 대응력을 높

북돋울 계획이다.

이다.

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품질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중국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上海汇众汽车访问江苏现代威亚
山东省政协唐洲雁副主席一行来公司走访调研

20年驻在员与部署长足球友谊赛

5月26日，上汽集团上海汇众汽车一行人对江苏法人铸造工

5月14日，山东省政协唐洲雁副主席、日照市政协王斌主席等
一行访问山东法人，就公司复工复产及生产经营情况进行调
研。山东法人辛文榮董事长、经营支援部权东仁部长等人陪
同。
首先领导们听取了公司状况讲解，随后参观了4工厂生产现
场。在此期间，山东省政协唐洲雁副主席详细了解了公司产
品供应情况及目前生产的进展情况。双方就企业的运营模
式、前景等方面进行了深入交流。唐洲雁副主席参观完工厂
之后高度评价了我公司的抗风险能力，并希望山东现代威亚
以后也一直坚持高质量发展，政府也会协调解决企业复工复

山东现代威亚于5月20日下午18点在日照市足球公园举行了

厂进行了工程实地调查。实地工程检查合格的话，我司将有

2020年驻在员/部署长足球友谊赛，这场比赛旨在鼓舞员工士

机会参与上汽集团的供货业务。上海汇众汽车主要为上汽大

气并感谢员工在年后复工后对防疫工作的积极协助。

众、上汽通用和中国众多整车厂提供制动盘加工和底盘模块

比赛分为驻在员代表队和部署长代表队，实行7人制足球规

组装的供货业务。江苏法人将通过这次访问活动更加强化集

则。比赛由辛文榮董事长开球，随后即刻展开了激烈的角

团外中国国内客户的销售扩大活动。

逐。大家的热情前所未有地高涨，尽情享受足球带来的快乐
与激情。在将近一个多小时的角逐中，最终部署长代表队以
5:4的成绩取得了胜利。山东现代威亚以后也将通过举行此类
友谊赛活动增强团队合作能力，促进员工和谐相处。

产过程中遇到的实际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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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INDIA delieverd relief supplies
for Kanchipuram region
On May 26, HYUNDAI WIA INDIA delivered 20 million
won worth of relief supplies to low-income families in
the Kanchipuram region who are struggling with life
problems due to the Corona 19. The relief supplies
are 1,000 daily necessities kits consisting of rice, other
grains, turmeric, salt, toothpaste and soap. Executives
and employees, including Mayor of Kanchipuram
and Executive Director Jeon Woo-hwan of the Indian
subsidiary, attended the delivery ceremony. HYUNDAI
WIA INDIA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underprivileged in the region to fulfi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although everyone is in a difficult time
because of Coron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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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보안 동향

국세청 홈택스 이메일로 발신지 조작한 스피어 피싱 등장
최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 안내’로 위장
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통합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대표 정상원)가
27일 밝혔습니다.
기존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칭 공격에서 한 단
계 진화해, 발신지 주소까지 실제 홈택스 도메인
(hometaxadmin@hometax.go.kr)처럼 정교하게 조작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이메일 발신지 주소가
실제 도메인으로 위장되어 있을 경우, 이메일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기 쉬워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출처 : Ahnlab]

[그림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로 사칭한 이메일,
출처 : 이스트시큐리티]

아이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10가지 팁
1기업-1전통시장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스마트

<아이폰 보안 설정 팁 10가지!>

폰에 대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비교할

1.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정리하라

때 항상 보안을 앞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2. 앱과 iOS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

아이폰 사용자들은 본인 스마트폰 iOS 운

3. 손전등 앱인데 내 위치를 요구한다? 위치 정보 접근 활성화 기능 조정!

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이 날로 갈수록 증

4. 비밀번호는 가급적 숫자와 글자를 섞어 만들어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비밀번호가 많을수록 보안은 강력

이번 협약은 기업들은 전통시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은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

이번 달에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보

6. 로그인 횟수에 제한을 걸라

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다. 우리 회사 역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전통시장 장

안 팁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Safari 광고 옵션 설정 조정할 것 (설정 → 프라이버시 → 광고 에서 조정)

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물론 이 중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8. 아무 링크나 클릭 조심할 것!

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9. 이메일 옵션 조정을 통해 이미지 자동 다운로드 방지 할 것

우리 회사와 반송시장 자매결연 협약 맺어
지난 6월 8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1기업-1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에 우리 회사도 참석해 반송시
장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창원시 주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약은 11개 기업과 전통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어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전통시
장 상인회장,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10. 공공 와이파이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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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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달 선물!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기는 보드게임

미래전략팀
박기동 책임매니저 자녀

공작기계생산관리팀
신철규 책임매니저 자녀

차량부품샤시영업팀
손후락 책임매니저 자녀

단조생산1부
차대발 매니저 자녀

공작기계제어개발팀
이성재 책임연구원 자녀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영진 책임연구원 자녀

회계팀
정강욱 책임매니저 자녀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첨이 안 되었더라도 아쉬워 마세요! 컬러링 이벤트는 매월 찾아옵니다. 재도전 G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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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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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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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