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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상생협력팀 신민석 매니저(멘토)와 우준희 매니저(멘티)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현재'와 '미래'가 만났다.
21년 신입사원들의 첫 프로그램 '멘토링'이 지난 2월 8일 시작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이들을 통해 우리 회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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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파트너십 데이 개최
실질적 지원 확대로 상생경영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개발 선도
우선 친환경 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미 열관리 시스템 모듈 중 일부인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오는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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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제품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탑재가 확정된 상태입

지난 1월 27일 우리 회사는 ‘협력사 파트너십 데이’를 열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니다.
수소전기자동차(FCEV)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사업에도 진출합니다. 공기압축기는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원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요 협력업체 120곳과 함께

수소로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수소전기차의 필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사와 공동 성장할 방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올해 파트너십 데이는 코로나

수 부품입니다. 모터와 터보차저 등을 양산하며 쌓은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2023년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열렸습니다.

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날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과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미래 비전을 공유
하며 매출 12조원 목표도 밝혔습니다.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이 바꿔나갈 제조업 생태계
제조업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봇과 자율
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RnA(Robotics and Autonomous) 스마트 제조·물류 통합 솔
루션’을 상용화 해 글로벌 제조업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RnA 스마트 제조·물류 통합
솔루션은 기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셀’방식으로 바꿔, 유연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제
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 이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물류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협동로
봇 제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한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이송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과 무인주차 로봇 제품을 글로벌 전문기업 등과 오픈이노
베이션을 통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이죠.

협력사 동반성장 위해 교육 및 금융 지원 대폭 확대
또한 우리 회사는 신사업에 맞춰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
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친환경 차량용 열관리시스템과 수소전기차용 공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협력업체

기압축기의 양산에 앞서 관련 부품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죠.

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1. 소프트웨어 부문 교육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협력사가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약 4억원을 투자해 협력사 직원들의 소프트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모빌

웨어 관련 기술 확보를 돕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
벌상생협력센터’를 활용해 부품의 품질과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도 진행

리티 시장에서 협력사와 함께 성

할 예정!

장하며 친환경 부품 및 제조 시

2. ‘밸류 체인(Value Chain) 동반자’로 공동 성장 관련 제도 정비

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협력사 임직원들이 생산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성과공

노력하겠습니다!

유제’를 개편합니다. 제안 절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

HOT ISSUE
6

며, 이에 더해 협력사의 아이디어로 실익을 거둘 때는 최대한 배분키로 했습니다.

3.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한 ‘납품대금 현금 지급’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하며 총 680억원에 달하는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직접
적으로 돕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현대위
아 동반성장몰’ 또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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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랜선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대홍 연구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
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인테리어 변화
를 꾀했다면, 요즘은 SNS를 통해 다양한 가
구와 소품을 접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을 사들이며 집안 분위기를 바
꿔나가고 있죠. 또한 테라스나 베란다에 풀장

남자 혼자 사는 집 ‘거실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요즘 조명과 식물
을 이용한 인테리어에 빠져 있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저는 화
원에서 화분을 하나씩 사들이며 키운다는 게 어느새 이렇게나 식
구들이 많이 늘었네요. 덕분에 집에 가면 초록의 편안함을 느낍니
다. 조명은 철물점과 조명가게를 돌아보며 재료들을 하나씩 사왔
어요. 제 공간을 직접 꾸미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퇴근 후 음악을 들
으며 간단히 혼자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저만의 공간입니다!

을 설치하고, 주방 한 켠을 홈카페, 홈바(bar)
로 만드는 등 집을 다채로운 즐거움으로 채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안 어떤 공간을 가
장 애정할까요? 여러분을 동료들의 ‘랜선 집
들이’에 초대합니다!

법무팀 김남용 매니저

코로나와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커
피나 차를 마시는 빈도가 평소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뿐만 아니라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종류의 차와 찻잔을 구
매해보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2 재택근무를 위한 듀얼 모니터 집에 PC가 없고 노트북만 있어
서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특성상 계약서를 보기에 불편함이 많았
어요.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7인치 모니터를 별도로
구매해 노트북과 듀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도 훨씬 덜 피로하고
업무 속도에도 큰 도움이 되어 좋아요.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지저분
한 공간이 제 서재라 양해바랍니다..^^)
#1 티타임 즐기기

전장개발팀 박경아 연구원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저희 집 모습입니다. 퇴
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선반 위에 놓인 곱슬버들나무가 처
음으로 절 맞이해주죠. 식물은 공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
음도 정화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 식물들을 새
식구로 들여 더 편안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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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생산기술팀 김정웅 매니저

우리 집은 다자녀 가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워 저희
집 거실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서를 설치했죠. 키즈 카페
처럼 ‘일면(놀이터)’이라 이름을 지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서 벌써 에너지가 느껴지죠?

엔진품질관리2팀 백상정 기술사원

작년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허전했던 거실
기둥에 수납장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
에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진
과 해외여행 다니며 모은 비행기 모형, 회사
에서 받은 근속 기념 메달, 중국연수 사진, 금
연성공 액자 등 저의 10년간의 회사 생활과 소
소한 일상이 모여있는 곳이라 사우분들께 소
개하고 싶었습니다.

ICT정보화팀 한승안 매니저
#1 그레이&화이트의 조합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거실과 주방입니다. 먼저 그레이와 화이
트로 조합된 거실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깔끔해 보이죠. 포인트로
맞춘 벽면의 웜그레이(warm grey)톤은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느
낌을 주어 대만족입니다. 생기 있는 초록 화분도 빠질 수 없죠. 바람
솔솔 부는 날, 시폰 소재의 커튼이 휘날릴 때는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가볍게 만들어 준답니다.
#2 가족과 함께하는 주방

가족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주방은 누구나 좋아
하는 곳이죠. 주방도 거실처럼 그레이&화이트 효과로 깔끔함을 줬습
니다. 공간보다도 빛나는 포인트는 아내의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
니다. 퇴근 후 귀여운 아이들과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에 앉으면 온
몸의 피로가 녹는 기분이에요.

공작기계생산관리팀 윤창일 매니저

올 겨울 우리 집을 따사롭게 감싸줄 펜던트 조명을 구매했습니다. 낮에는 새소리와 따
사로운 햇살이, 저녁에는 고요함을 선물해주는 곳인지라 저의 애정 깊은 공간이에요. 군더
더기 없이 깔끔한 것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이 조명을 구매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
다. 그 결과, 은은한 불빛의 펜던트 조명이 원목 가구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주네
요. 더 없이 만족스러운 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매지원팀 김가은 매니저

제어개발팀 이현주 연구원
#1 나만의 취미존

안녕하세요. 저희 집 랜선집들이에 초대합니다~!
저는 한달 전에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 한 켠에는 전자피
아노를 설치했는데요! 더욱 넓어진 생활공간 덕분에 원룸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에 도전하고 싶
은 곡이 생겼는데, 제 SNS에 완곡 연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해보
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제일 애정하는 공
간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밋밋한 빈 벽이었
던 이곳에 남편과 함께 직접 가구를 설치했
어요. 웨딩사진, 캠핑하고 남은 장작, 좋아
하는 향수, 선물 받은 소품들로 하나씩 하나
씩 채워가는 중이라 더 애착이 가는 공간입니
다. :)

#2 아기자기한 홈카페

제가 집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늘어나니 집에서 커피를 먹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은 커피머
신을 들였습니다. 저만의 홈카페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최근에는 빈티지컵
에 관심이 생겨서 몇개 구입하기도 했어요. 예쁜 잔에 담아 먹으니 커피 맛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자칫 공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던
사적 공간을 흔쾌히 열어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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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일

법률비용지원담보 특약,
사고 뒤처리까지 책임

수록 저속,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안전운전은 필수 이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 대

높다는 점 때문에 많은 보험사들이 해상 상품

비하기 위해 드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중

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마다 할인

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유용한 법률비

율은 다르지만, 보통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

용지원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터 만 1세 미만은 10%대, 만 1세 이상부터 만

주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

6세 이하까지는 5% 내외로 할인을 해줍니다.

의금, 벌금 비용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첨단 안정장치가 장착돼 있어도 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험료를 깎아 줍니다. 차선 이탈방지 장치나 전

강화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보

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장착 돼 있는 자동차라면

험 가입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5% 안팎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면 추가 보

만약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도

알면 돈 버는
자동차
보험 이야기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들의 큰 관심 사
항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74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게 보험료
라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자동차 보험만큼 할인 혜택이
큰 상품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애용하거나 반대로 재택근무와 ‘방콕’으로 자차 이용률이 낮아

험 가입 없이도 형사상·행정상 책임을 보장받

졌다면 ‘보험 다이어트’에 주목해 보시죠.

을 수 있습니다.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운전병 출신이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
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
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주행거리만큼 보험료 지불…
자동차 보험도 첨단화

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보험도 시대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최대 50%) 보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율을 적용하고, 이후 요율을 단계별로 낮춰 3

는 차량에 설치된 텔레매틱스 장치를 통해 운

년 이후에는 할증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가속, 감속, 주행 시간과 같은 주행 정

이때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

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보험(UBI 보험)을 도입

정받아(최대3년) 할증된 가입 경력 요율을 낮

하고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

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 경력 인정 제

불하는(Pay per mile) 방식’의 상품이 출시되어

도’라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층을 공

고 있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

략하는데 국내에서는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

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

(Per mile)’이 대표적입니다.

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

그동안 운전자들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

할인·할증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이륜차

이 제기돼 왔는데요. 올해 혹시 자동차 보험료

보험 가입 경력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가 할증되거나 할인됐다면 자동차보험료 할

운전 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신

인·할증 조회시스템(prem.kidi.or.kr)에서 갱신

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전·후 계약의 보험료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경력을 활용한 특약을 활용하면 쏠쏠합니

자동차 보험도 비대면이 대세
자동차 보험은 비대면 혜택이 더 큽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조건 각 손
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이렉트 채널(온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손해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일
회사의 오프라인 채널 대비 최대 18% 가량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점포 영업비, 기타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車자동차 보험 할인의 꽃 ‘특약’ 활용
자신에게 맞는 할인 ‘특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험사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의외로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약은 ‘마일리지(주행거리) 할인’이 있습니다. 1년간 운행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운행량이 많지 않은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
리 2000~1만5000km에 따라 최대 35%까지 할인해줍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
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2019년 기준)는 38.5㎞, 연간 기준으로는 1만4052.5㎞입니다.

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부
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
했던 금액(과납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
다.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할인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율은 다르지만, 보통 직전 3개월간 대중교
통 이용금액이 10만 원대 이상이면 최대 8%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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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충환 책임매니저의 큰 딸 민주가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 졸업식 같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까
지 대동해서 꽃다발 한아름 안겨주고 사진도 잔뜩 찍었을 텐데, 졸업식도 없이 졸업장만 받아온 민주를 보며 가
족들도 다 함께 아쉬워했죠. 그래서 아빠 김충환 책임이 나섰습니다. 졸업식의 빈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한

아빠의

아빠의 특별한 졸업 선물, 그 하루를 함께 담아 봤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담다

14

특별한
졸업선물

표현은 아낌없이, 서로에게는 솔직하게

품 안의 자식이 벌써 이렇게

“중국 강소법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9년 8

큰 딸 민주도 우리 회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5살 때

월에 복귀를 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즐거운 학창시절을

우리 회사 행사 영상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죠. 현대위아의

꿈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보내다 졸업식까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씩씩한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

못하게 되었으니 아쉬움이 더욱 클 것 같아요. 그런 민주에

던 꼬마 아이가 어느덧 훌쩍 자라 17살이 되었습니다.

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이벤트를 신청하게

“저에게 아빠는 제 꿈과 맞닿아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

됐습니다.”

터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와 동생은 그저 ‘그

평택공장 엔진생산1부에서 근무하는 김충환 책임매니저에

러려니’ 하고 넘겼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하고

게도 2021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 20년째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뒤

근무하는 해이자, 가정을 함께 꾸려온 아내 남정은 씨를 만

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난 지 2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20년 전 창원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와주려고 하시죠. 그

3공장에서 일하던 김충환 책임은 창원2공장으로 6개월 간

래서 제게 아빠는 꿈과 같아요!”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당시 창원2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청소년이 되어 제법 자신의 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두

지금의 아내를 그 곳에서 만났습니다. 짧은 파견 기간 덕에

딸을 보며 아빠, 엄마는 조금씩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만난 셈이죠.

습니다. 품 안의 작은 아이인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조금

“90년도 후반 회사가 어려웠던 상황을 딛고 꾸준히 발전하

씩 부모 품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만큼

고 변화되는 현대위아와 남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

건강하게 자라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하

어 무척 기쁩니다. 특히 요즘은 남편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고 아빠와 엄마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많아진 것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스런 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만들어준 길만 따라왔는데, 이

편으로, 다정한 아빠로 열심히 살아온 남편에게는 건강 외

제는 제법 자기의 생각도 주장할 줄 알고 조금씩 자신의 가

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아내 남정은 씨)

치관을 세워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워요. 공부든 무엇이든

만난 지 오래 되었어도 무덤덤해지기보다 서로에게 사랑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

표현도, 서운함의 표현도 아낌없이 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의 꿈을 찾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

모습에서 신혼 부부 못지 않은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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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당연하게 즐기던 일들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날’이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큰 딸의 졸업 날짜를 알았던 아빠의 무심함이 미안해 늦게나마 마련한 하루.
몰래 준비한 꽃다발까지 건넸습니다.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미소처럼
더 환하고 밝은 꽃길만 걷는 가족이 되길 바라봅니다.

s
happines

오늘 하루가 최고의 졸업 선물
여행을 좋아하는 김충환 책임매니저 가족은 각종 여행지
에서 좌충우돌하며 쌓은 특별한 추억이 많습니다. 아이들
이 어릴 땐 우리 나라의 국보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즐겼
고, 2015년 김충환 책임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으면
서는 중국의 오랜 도시(古都)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중
국의 23성 중 절반은 돌아 보자’는 목표로 틈나는 대로
가족들과 함께 한 덕에 백두산 천지에 오르고 리장의 차
마고도를 걸었던 잊지 못할 순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쌓여가는 추억만큼 아이들은 부쩍 자랐죠.
“아내가 가끔 말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고.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아이들이 자꾸 멀어져 가는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남기고 싶다며 가족사진 이야
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개구리’를 외치며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박 웃음도 지어보니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언니의 졸업을 자신의 일 마냥 축하하며 오늘의 사진촬
영을 더욱 즐거워한 동생 민서도 애정의 말을 덧붙입니
다. “고등학교 가서 적응 잘 하고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
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있어 너무 좋아. 사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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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하지 않고
구독 하는 시대

BOOX
술담화

자녀의 연령대에 맞추어 매월 새로운 주제의 그림책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정해진 반납일에 책을 문 앞에 두면 자동으로 회수가 한
다. 그림책과 함께 부모 가이드북이 동봉되는데, 여기에는 아이와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담겨있다. 책이 마음에 든다
면 구매도 가능하다.

술담화
매월 새로운 전통주를 배송하는 서비스다. 1,000여 종의 전통주가
등록되어 있고, 배송되는 담화박스에는 전통주 소믈리에가 매월 새
롭게 큐레이션한 술이 담겨있다.

요즘 유독 눈에 띄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궁금한 공간, 최근 트렌드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미하이삭스

스낵트립
바야흐로 제품과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구독’하는 시

어느덧 구독 서비스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대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전 세계

내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조차

구독경제 규모가 올해 5,3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

헷갈릴 정도로 일상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이라고 전망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하던 구독 서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왓챠,

스는 이제 대기업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구독 서비스는 그리 낯설지 않은 경험이다. 지금

세상에는 과자가 정말 많다. 나라마다 각기 특성이 있어 여행지의
과자를 모으는 사람도 있다. 스낵트랩은 매월 한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대표 간식을 집으로 보내준다. 유럽, 동남아 각지의 수많
은 과자와 안주가 소비자를 찾아가고 있다.

미하이삭스

웨이브...

양말 정기배송 서비스이다. 양말은 대표적인 의류 소모품 중 하나

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모
집반찬연구소

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우유

이다. 매일 신기 때문에 자주 사야 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미하이삭
스는 원하는 종류의 양말을 골라서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

나 신문, 잡지 등을 이미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었다.

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최근 각광 받는 이유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설정할 수 있다.

일부 품목만 구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일상의 모
든 영역을 구독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집반찬연구소

지고 있어서다.

반찬 전문 브랜드이다. 반찬은 일회성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 동시
에 정기배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아이식단, 가족식단, 실속식단 등
여러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고, 전문가가 식단을 짜준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에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꾸까

꾸까
과거에는 꽃을 사려면 동네 꽃집이나 꽃시장을 가는 게 일반적이
이었다. 꾸까는 꽃을 단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정기구독 서비스
로 이용할 수도 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쿨 콜드 체인을 구
축하고 있는 것이 장점. 받고 싶은 꽃을 골라, 꽃을 받고 싶은 요일
을 선택하면 된다. 2주에 한 번 배송되는 꽃은 일상의 새로운 활력
소를 얻고자 하는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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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박스

돌로박스

톤28

톤28

반려견을 위한 구독 서비스도 있다. 전문 수의사가 건강한 영양간

28일마다 환경친화적인 화장품을 배송한다. 매달 달라지는 날씨와

식과 필요한 용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 그걸 바탕으로 배송

피부에 맞춰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박스를 구성하는데 구성품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교환도 가

진단,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마

능하다.

케팅비와 포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화장품 성분에 더 많이 투
자했다.

캐어비
먼슬리코스메틱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
게 된다. 아기도 봐야 하는데, 장보기에 요리까지. 거기에 이유식까
더브레드블루

클린베딩

크림과 샴푸 구독 서비스다. 피부진단, 헤어진단 테스트를 거친 후

지 준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캐어비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

고객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업체는 여러 화장품을

해 아이의 입맛에 맞는 이유식을 만들어 배송해준다.

나열하고 쓰기보다 피부에 맞는 크림을 제공해서 고객의 돈과 시
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브레드블루
더브레드블루는 매주 건강하고 신선한 빵을 배송해준다. 식사 대용

클린베딩

으로 먹을 수 있는 빵도 있고, 디저트 빵도 있다. 칼로리, 영양 등을

매월 깨끗한 호텔 침구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침구는 세탁하기

고려해 재료를 배합해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새로운 메뉴가 업데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부피도 크고 말리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트 된다는 것도 강점.

클린베딩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와이즐리

노블메이드
수건을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수건도 교체주기가 있고 세탁도

이제는 꽤 유명해졌다. 와이즐리는 프리미엄 면도용품 구독 서비스
로, 독일산 5중날 면도기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시중에
필리

자주 해줘야 한다. 종종 세탁을 해도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서 비싸게 판매되는 면도날을 보고 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한다.

노블메이드는 호텔에서 사용되는 고급 수건을 정기배송해 우리집

독과점 체제인 면도기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수건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필리

오픈갤러리

코로나19로 젊은 세대도 면역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양제 시장이

그림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세상의 한 점뿐인 작가의 그림을 일정

급성장했다. 필리는 다양한 영양제 중 고객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

기간동안 즐길 수 있다. 큐레이터들은 집이나 회사에 어울릴 수 있

고 주기적으로 배송해준다.
세탁특공대

오픈캘러리

라이브오랄
칫솔도 정기배송이 된다. 칫솔, 전동 칫솔, 교정 칫솔 등 여러 종류

현대 셀렉션

는 그림을 추천해주고,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아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설치를 도와주기도 한다. 설치된 그림이 마음에 들면 구매
할 수도 있다.

의 칫솔을 고를 수 있다. 칫솔은 교체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 셀렉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체주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라이프 구독 서비스이다. 월 구독료에는 보
험, 정비, 자동차세가 모두 포함해 차량 이용자의 번거로운 일을 다

세탁특공대

없애버렸다.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달된다.

빨래도 대신해준다. 정기구독을 해도 되고, 일회성 이용도 가능하
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문 앞에 빨래를 두면 비대면으로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이 끝나면 문 앞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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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학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아동학대는 언론에서 보이는 잔혹한 폭행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

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몇가지 사례들을 소개하여 드리

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 추행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겠습니다.

시키거나 매개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이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2호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아동학대 관련 법률

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산지법 2017고단4777

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마지막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 수영강사는 A는 6살 피해아동 B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도중에, 강습 중 피해아동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피해아

발달에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에 따라 5

동의 다리와 팔을 잡아들어 수 회 물 속에 던졌던 점,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5m의 안전대 의자에 2회(1회당 3~4분) 올려 놓은 점,

과거,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 손 등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친 점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

2)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른 피해아동에

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행위,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

대한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1,300만원에 처벌

유로 제주도에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

을 받았음

하는 등 교육적 방임한 행위, 친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8일
된 영아를 주택가 대문 앞 노상에 유기 후 도주한 행위 모두 처

대법원

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

1)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한 해 시작한지 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

여야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등학교 교사 A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세

법 되었는데, 계획하신 일들은 잘 되시는지

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개략적으로 아동학대 및 그에 대한 법률에 대하여 이해하셨나

아동 B군을 빈 교실에 8분간 홀로 방치(타임 아웃 훈육).

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어느덧 2월도 지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

요? 하지만,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

이후에 문제되자 A는 B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나가고 있으니, 벌써부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복지법 제3조). 더 나아가, 아동학대란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가하는 것 외

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저와는 달리 알

에 수동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13. 10. 경에 울산에서 8살 이서현 양은 양모로부터 장기간

차게 한 해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는 지요? 이 충격적인 사

이번에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로서,

건으로 인해, 소위 ‘서현이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니다. 최근 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아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1) 사실관계

이를 16개월이 되었을 때 학대 및 방조로 사

하여 아동을 밀치거나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

2016년, 2017년 원영이, 은비, 준희 등의 희생 아동들의 이름을

- 보육교사 A는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 B를 약 80cm 높이

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

17조 제3호). 과거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

따서 법령 개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며, 법률적인

의 수납장 위에 40분간 앉혀 두었음. B는 창틀에 매달리

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을 텐데요.

부가 손, 발로 아동의 몸을 때려서 폭행한 사례, 친모가 10개월 된 영아를 아

시각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음

안타까운 마음에 언론 기사의 내용을 읽는

파트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떨어뜨리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신체학대

아동학대특례법상의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 조차 쉽지 않았죠.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등의 죄(“아동학대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은 꽤 오래전부

다음으로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강금, 억제

범죄”)를 일컫는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대법원

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좀처럼 개선

및 가혹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의

1) 사실관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부터 2013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 교사 A는 중학교 1학년 학생 B군의 뒤통수를 손바닥으

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의 건수는 5,685건에

의 오락 목적으로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복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동학대특례법

로 두 차례 때림. B군은 A의 주의를 받고서도 시험지에

서 6,796건으로 증가하였지만, 그로부터 5년

지법 제17조 5, 7, 8, 9호). 예컨대, 소리를 지르거나 버리겠다고 말하는 언

제4, 5조). 이처럼 높은 처벌 수위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려

낙서를 하였고 뒤통수를 때림. 이를 보여달라고 하였으

후에는 24,604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어폭력, 좁은 공간에 가둬두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서적 위협 등이

는 것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죠.

나 보여주지 않자 뒤통수를 또 다시 때림.

학대 피해아동의 조치 중에 약 84%는 다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원가정으로 귀가 조치되었고 다시 재학대에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령이 체계적으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한 행위, 아동이 영어

로 짜여 있다고 하나, 피해 아동들을 분리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어디선가 우리 주변에 학대 아동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파하

기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 가량 양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대라는 판단부터 피해 아

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 일이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함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한 행위가 정서학대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의 분리 이후까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불

될지도 모르니, 아동들의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

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확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도 좋지 않음
2) 교사 A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처벌

2) 정서적 학대로 벌금 80만원 처벌

- 교사 A는 벌금 150만원 처벌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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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ism

이 렇 게
시 작 해
볼 래 요 ?

노다메 칸타빌레

샤인

2000년대 일본 드라마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

1996년에 개봉한 영화 <샤인>은 피아니스트의 생애를 그린 영화

어봤을 <노다메 칸타빌레(노다메)>는 클래식 입문에 있어서

입니다. 실존 인물인 ‘데이비드 헬프곳’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고, 드

어진 영화죠. 영화는 6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

라마 그 자체로의 완성도도 훌륭하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

았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조연상, 편집상, 음악상의 후보

주인공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곡들에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

에 오를 정도로 빼어난 작품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선 2016

습니다.

년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노다메>는 무엇보다 워낙 인기가 좋았던 덕에 다양한 매체로

영화 샤인은 피아니스트의 기구한 삶을 그립니다. 주인공 헬프곳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만화책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

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1등 만을 강요 받았고, 이 과정에서

도, 일본 드라마로도 심지어 한국 드라마(내일도 칸타빌레)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철저하게 순위를 매겨야 하는 피아

도 볼 수 있죠. 극장판도 있고요.

노 콩쿠르에서 그 트라우마에 발목 잡혀 쓰러지고, 정신분열증까

<노다메>는 주인공 노다 메구미와 치아키 신이치의 성장 드라

지 앓게 되죠.

마입니다. 모든 것이 서툰 피아노 전공생 노다메가 어엿한 피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도 헬프곳은 피아노를 영영 떠나지는 못

아니스트로, 오직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치아키가 세계

합니다. 그가 결국 있어야할 곳은 피아노 뿐이죠. 최정상의 무대는

적 수준의 지휘자로 자라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둘의 서툰 연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그는 일상을 조금씩

애도, 노다메의 통통 튀는 모습도 쏠쏠한 재미를 줍니다.

회복해 갑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Beethoven Symphony No. 7)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치아키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지만, 실제 꿈은 지휘자입니
다. 어린 시절부터 지휘자를 꿈꾸며 자랐고, 오케스트라를 연

샤인의 주인공 헬프곳이 극중에서 끝내 넘어서지 못한 곡입니다.

주하는 것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휘를 전공

헬프곳이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전공한 것 또한 더 완벽한 지휘자

지의 매서운 시선이었지만, 곡 자체의 난해함도 큰 부분을 차지했

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

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 곡은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꼽는 가장

한 악기가 바로 피아노거든요.

치기 어려운 협주곡이거든요. 실제 악보를 보더라도 열 손가락이

이런 치아키가 우연한 계기로 학교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

부족할 정도로 음표가 가득합니다. 악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

게 되고,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첫 곡이 바로 베토벤 교

럼증이 생길 정도죠.

향곡 7번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거의 상실해가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1909년에 쓴 이 곡은 직전에 쓰여진 피아

시점에 쓰여진 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찬란한

노 협주곡 2번의 후광을 얻은 채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이 세계 최

클래식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베토벤과 브람스는 수백년

빛이 저마다의 개성을 드러내며 튀는 느낌을 가득 담고 있습

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2번 협

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한 생명력을 자랑하죠. 대중음악에 그 자리를 내주긴 했지

니다. ‘춤곡’이라고 불릴 만큼 다채로우면서도 즐거운 리듬이

주곡을 뛰어 넘는 그야말로 피아노의 정수를 담은 협주곡을 쓰고

만, 클래식은 저 나름의 인기를 구가합니다. 지난해 열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

가득하죠

싶어했죠. 그의 강한 열망은 고스란히 악보에 담겼습니다. 피아노

연은 ‘나훈아 콘서트’에 버금가는 예매 전쟁을 벌여야 할 정도였죠.

베토벤의 교향곡 중 더 유명한 것을 뽑으라면 9번 ‘합창’과 5

협주곡 3번은 그렇게 가장 어려운 피아노 협주곡이자 가장 웅장한

‘1초 컷’을 만든 이 팬들은 어떻게 클래식에 입문하게 됐을까요. 가장 흔한 루트는

번 ‘운명’이겠지만, <노다메>의 작가는 이 7번을 첫 곡으로 또

피아노 협주곡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배우는 ‘악기’에 있을 겁니다.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악기를 배울

메인 테마곡으로 꼽았습니다. 유명세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혹자들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두고 ‘19세기의 발라드’라고 말하

땐 클래식을 빼고 배우기가 어렵죠.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즐겁게 하기에는 이 곡이 제

기도 합니다. 곡의 흐름이 발라드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지요.

들었던 곡이 좋았던 경우도 있고,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입문하기도 하죠. 어

격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작가의 생각은 적중했고, 노다메 이

아름다운 선율 위로 발라드에 담겨있는 슬픈 드라마가 진행됩니

떤 이는 ‘고상한 취미’를 가져보려고 억지로 듣기도 합니다.

후 베토벤 교향곡 7번은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장

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집중해서 듣다 보면 저마다의 아련한 사

이처럼 자연스럽게 ‘덕후’가 된 사례가 아니라면, 클래식 감상에 본격적으로 ‘입문’

인기 있는 교향곡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

랑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떠올릴지 궁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고상하고, 어렵고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죠. 한 곡에

는 모든 악기의 아름다움을 난해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곡이

금해집니다.

한 시간을 족히 투자해야 하는데,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디터

기 때문인 듯 합니다.

스 프리즘’은 클래식을 제대로 한 번 들어보고자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
르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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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모인 동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재학 매니저 14년도에 입사한 동기들로 전국 각지에서 창원으로 모
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총 8명이 사택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현재는

월간미식회

창원 사택에서
동고동락하던 총각들이
애기 아빠가 되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 창원 사택을 중심으로

총 6명의 동기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된 박상

똘똘 뭉쳤던 멤버들이 2월의 월간미식회를 찾았습니다.

호 매니저를 포함해 이 중 4명이 벌써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 두
아이의 아빠인 정준백 연구원과 둘째 소식으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풋풋했던 그 때의 자유로움과 추억을 뒤로 하고

김정직 매니저까지! 이렇게 된 저희의 모습이 놀랍고 빠르게 지나는 시

이제는 하나 둘 어엿한 가장으로 성장하는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는 사연으로 말이죠.
특히 이들은 최근에 아빠가 된 박상호 연구원을

간이 신기하기만 해요.
사연 신청자
법무팀 이재학 매니저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달달한 마카롱과 함께 하는 월간미식회가
2월의 첫 주에 열렸습니다.
이제는 창원, 의왕 근무지도 나뉘어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입사 동기들, 출산 휴가로
집에서 갓난아기를 보고 있던 박상호 연구원까지
화상 연결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협력팀
장병현 매니저

2014년 입사 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저희는 회사

김정직 매니저 동기 중 제가 제일 먼저 아빠가 되고 3년쯤 뒤에 준백

사택이었던 피오르빌 아파트에서 처음 만났습니

이가 첫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짜릿했어요. 제가 겪은 힘

다. 그 이후 친근한 대구 출신 (fact : 칠곡) 형과

듦을 이제서야 느끼는 구나 하고요(웃음).

모난 곳 하나 없는 동갑내기 친구들의 우정을 지
혼을 하더니 이제는 어느덧 아빠가 되었습니다.

Q 이제 막 아빠가 된 박상호 연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
다면

금까지 쌓아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결
‘어디서 술 마실까’를 얘기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장병현 매니저 사실 저만 힘들기 싫어서 아이를 빨리 가지길 장려한

이들과 언택트로 진행한 2월의 미식회 현장,

분유 타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있답니다. 최근에

부분도 있는데(웃음) 건강한 아이 안고 있는 모습 너무 좋아 보이네요.

함께 보시죠!

한 친구가 아빠가 됐는데 이 소식도 함께 나누면

주소 불러주면 좋은 기저귀 선물 해줄게! 힘든 것도 한번에 힘든 게 더

좋겠습니다. 이번 월간 미식회를 통해 2020년에

편한 것 같아. 둘째도 어서 준비해! 상호야 진짜 축하한다.

못다한 멤버들과의 만남도 나누고 작은 생명의 탄

김정직 매니저 상호야, 힘들다고 생각하지마.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

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공작기계생산관리팀
정재환 매니저

구매지원팀
김정직 매니저
법무팀
이재학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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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기 중 첫번째로 아빠가 되셨는데 어떤 느낌이었나요?

등속설계팀
정준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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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택 거주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김정직 매니저 입사 직후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는 장미공원 근처
체육시설에서 족구 하고 술 마시며 지낸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매일 보곤 했는데 지금은 업무도 바쁘고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 아

Q 동기들의 축하를 받은 소감
이제 진짜 가장이되어 더 열심히 돈벌
어가야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들고, 이미
저보다 한참 자녀들을 키운 동기들을 보
면 또 저는 언제 저렇게 키우나 하는 생
각도 교차합니다. 동기들아 축하 고맙다!

무래도 그 때만큼 자주는 못보죠. 동기들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자
유롭게 놀 수 있으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같아요.

차량부품연구지원팀
박상호 연구원

정준백 매니저 저희 방에서 제일 많이 모여 놀아서 ‘꿀 사랑방’이
라고도 불렀어요. 방에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술도 자주 마셔서
어떤 방보다 사이 좋게 지냈어요. 정말 매일 웃으며 보내서 아직도

이날의 BEST PICK!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래층에 사시던 분이 시끄럽다고 종종 주의
주셔서 죄송했지만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헤OO ‘무화과 쇼콜라’

이재학 매니저 저는 사택에 거주하지 않아서 동기들 방에 자주 놀

피오르빌 사택 5인방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이날의 베스트픽!

러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동기들 방에 놀러가 방문을 벌컥 열었는

쫀득한 꼬끄의 식감과 쫄깃하게 씹히는 무화과가 쌉쌀한 카

데 처음 보는 아저씨께서 거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혼

카오향과 어우러져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자 ‘강도가 들었나?’ 고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방에 계신 아
저씨도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놀라서 문을 닫고 방 번
호를 보니 제가 호수를 착각하고 다른 방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주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저보다 더 놀랐을 아저씨에게 죄송한 에피소
드였죠.

Q ‘입사 동기’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재환 매니저 창원이라는 곳을 입사하면서 처음 오게 되었어요.
낯선 도시에 첫 사회생활의 시작이니 막막했지만, 마음 맞는 동기
들과 함께 있어서 힘든 시기를 잘 지냈고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기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지냈을 지 상상도 안되기
도 해요. 동기들은 회사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그 자체 아닐까요?
이재학 매니저 삭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 회사 생활에 대해 허심탄
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인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이라는 점에서 감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마카롱과 동기들의 공통점을 말해본다면
김정직 매니저 영양가에 비해 단가가 비싼 마카롱처럼 역량에 비
해 과대평가되지 않았나(웃음).
이재학 매니저 여차하면 잘 부서진다? (웃음). 농담이고요, 마카롱
은 달달해서 질릴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맛입니다. 동
기들도 자주 볼 때는 식상하기도 하지만 각자 있을 때는 서로가 생
각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카롱을 다 맛본 후에도 동기들은 딸을 안아 든 박상호 매니저를
영상으로 지켜보며 육아 꿀팁을 전수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래 함
께 해온 우정만큼 낯간지러운 표현보다는 서로를 웃게 하는 농담
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가득한 월간미식회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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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헤OO ‘무화과 쇼콜라’

후보1

후보2
부산 프OO ‘딸기요거트 조개롱’

후보3
서래마을 마O ‘블루베리 바닐라’

1만7천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압구정 마카롱 맛집. 쫀득한 초코
꼬끄에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필링 속 와인에 졸인 무화과의 조화를 느
껴보세요.

부산 3대 마카롱 맛집으로 손꼽히며 신
세계 백화점 등 팝업스토어를 여러 번 진
행한 마카롱 가게. 한 입에 먹기 힘들 정
도로 꽉 찬 필링으로 진정한 뚱카롱을 맛
보세요.

프랑스 정통 마카롱 스타일로 ‘수요 미식
회’에서도 극찬 받은 디저트 맛집. 모든
재료를 프랑스에서 공수하고 까다로운
이탈리안 머랭으로 작업해 더 부드러운
정통 마카롱의 맛을 즐겨보세요.

● 무화과가 쫄깃하게 씹히면서 초코 필
링은 너무 달지 않고 묵직한 맛이 좋
네요. –정재환 매니저
● 베리향과 스모키함이 조화로운 맛있
는 맛 –장병현 매니저
● 부서지지 않고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
이 최고! 카카오 함량이 높지만 너무
달지 않아 어린 아이가 먹기에도 좋
겠습니다. –이재학 매니저

● 꼬끄가 상대적으로 딱딱하지만 크림
이 매우 맛있습니다. 필링이 많아 느
끼할 수도 있는데 상큼한 맛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장병현 매니저
● 모양이 예뻐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습
니다. –정준백 매니저

● 프랑스를 안 가봤지만 한입 베어 무니
마치 프랑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
네요. 맛있어요! –김정직 매니저
● 원래 단걸 많이 못 먹는데, 정통 마카
롱 스타일이라 그런지 이 마카롱은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정재환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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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

Happy Together

저소득 아동 신학기 책가방 지원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은 다가올 봄을 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의 입학과 개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예비 초등학생들에게는 그 설렘이 더욱 크지만, 근심이 가득한 가정도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소정이(가명)는 4남매 중 셋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다복한 가정이었던 소
정이네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이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가 줄어든 요즘,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소득만으로 여
섯 식구가 살아가고 있죠. 8살, 초등학생이 된다는 설렘으로 가득할 때이지만 가정형편이 더 나빠진 걸 아는지 소정
이는 새 가방은 필요 없다며 사촌언니에게서 물려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는 낡은 책가방으로 따
돌림을 당하는 건 아닐지, 설렘보다 걱정으로 3월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9일 우리 회사는 창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아동 신학기 책

육군 39사단 방역물품 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9일 육군 제39사단에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약 10,290,000원
상당의 마스크, 스트랩, 손소독제를 39사단 모든 장병에게 선물했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방역물품
전달은 별도 전달식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12년 39사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체결한 이후 우리 회사는 매년 위문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기적인 부대 위문과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으며, 39사단도 우리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대 초청, 시설물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위아
와 39사단은 향후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유대관계를 강
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방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창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유순화 회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은경 배분사업팀장과 우리 회사 특수생산부 손상우 반장, 특수개발1팀 오수영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저소득 아동
의 웃음 가득한 새학기를 응원했습니다. 성금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입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 146명
에게 신학기 맞이 책가방을 선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특수개발1팀 오수영 책임연구원은 “신학기
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아동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가족
과 친구, 나아가 주변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으
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 기적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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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에서 알파수익

재테크 포커스

알파수익 추구,
중국 공부가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이 나간 빈자리를 중국 기업이 채워가고
있다. 세계 최강인 중국 제조업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한국 제조업을 이기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돈
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투자 전성시
대다. 개인의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최근 1년새 5배 증
가한 2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늘

우리에게 많은 기술을

었지만 돈은 해외로 나가서 유유히 주식쇼핑을 즐기고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정진수 매니저

배워가던 중국이

있다.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 70%, 중국 20%, 그 외

용이된건 이미 세계가

10% 정도다. 금융강국이자 원조격인 미국과 금융으로
싸워서는 높은 승률을 내기 어렵다. 중국이 금융대국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용을
바로 옆에 두고도 ‘반중 정서’에 빠져

인건 분명하지만 아직 금융강국 수준까진 아니다. 미

한국주식에서 알파수익

국과의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을 가
속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가장 큰 수혜를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을

국 현지 사업이 가능해지자 앞다퉈 중국으로 진출하

입은 나라는 우리나라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고 있다. 우리에게는 큰 투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잘 이용하지 못했다.

납품하고 중국이 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견고

중국 경제는 이제 막 인당 GDP 1만불을 넘겼다. 우리

한 산업구조가 구축됐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

나라가 먼저 가본 길을 중국이 걷고 있다. 중화학공업

의존도는 25%에 달한다. 중국의 경제를 공부하지

잘 아는 나라는 없다.

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했고 소비시장의 고도화, 이제는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기 어려운 시대에

첨단산업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직

우리나라는 중국과 오랜 역사를

왔다. 하지만 제조대국 중국에 중간재를 팔아 호황

접 경험한 경제 성장의 길을 배경지식 삼아 중국에 투

을 누렸던 한국이 중국의 변화에 우왕좌왕하다 놓

자해 수익을 내면 그게 중국을 이기는 것이고 애국하

친 것이 많다.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등 약 20년

는 것이다.

중국을 한국만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보다

을 이끌어오던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은 이제 중

중국을 가장 잘 알고,

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실정이다. 우리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먹고 입고 쓰던 제품을 중국에 파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거대한 소비대국이 된 중국이 원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는 것을 맞히면 대박이다.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하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을

이테크 제품의 아성을 모바일게임, 한류드라마 등

조금만 바꾸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미디어 문화컨텐츠 산업이 이어받으면서 다양한 스
타기업이 탄생했고 투자자에게는 많은 수익을 안겨
줬다.

무궁무진하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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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Together and Further

부품 신규개발부터 양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와 이슈를 대응해주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는 범우정밀 강재성 상무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범우정밀과는 차

범우정밀에서 생산 및 개발,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

량 등속 부문 부품인 ‘Drive Shaft’와 ‘Shaft Assy’ 신규 개발과 양산

년 1월 4일 입사해 11년동안 범우정밀에서 일하면서 현대위아와 계속 함께 일해

공급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우리 회사와 함께 자

왔습니다. 주로 자동차 구동부품, 조향, 등속, 변속, 엔진 부품 개발 및 생산 업무

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왔죠. 지금도 무결점 부품을 적시에

를 맡고 있어요.

납품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님은 부품 신규개발부터 양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와 이슈를 대응

Q 현대위아 차량부품개발팀 이용욱 매니저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해주시는 개발, 영업 중역이십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제가 입사 2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은 개인으로나 회사의 일로나 매우 감격스러

년차였고 처음 담당해보는 업무였기에 해당 부품에 대해 모르는

운 일입니다. 마치 복권 당첨이 된 기분입니다. 특히 감사 메시지를 고객사로부

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무님께서는 수십년의 업무 노하우를

터 받으니 더욱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보다 고객의 니즈를 만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무님과는 하

족스럽게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저는 2018년부터 범우정밀의 부품을 담당하게 됐고, 강재성 상무

루에도 수차례 통화하는 일이 다반사라,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범우정밀의
필수 존재와도 같은
강재성 상무님,
앞으로도 함께
웃으며 일해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만큼 업무적으로도 잘

Q 우리 회사와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소통하며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우정밀은 현대위아의 등속조인트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습

평소 거래 품목 특성상 사양과 설계변경이 많아 관리가 중요하고,

니다. 개발부터 양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대응과 개발, 원가 뿐만 아

긴급히 진행하는 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차종을

니라 프로젝트 진행, 양산 납품 업무를 합니다.

긴급하게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존 개발 일정보다
다소 빠듯한 상황에서도 기한 내에 협조해 주셔서 문제없이 대응

Q 업무를 진행하며 두 사람의 협업이 빛을 발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일정이 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협력사의 내부 사정으로 개발 일정에

만 3년 동안 이런 저런 업무를 함께 해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범우정밀로 연락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회사

만, 범우정밀과 우리 회사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협력해왔다

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력한 것뿐인 것인데 개

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큰 이슈 없이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발 담당자가 고맙게 생각해주는 점이 나름의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현대위아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협조를 잘 부탁드립
니다! (웃음) 또 계속해서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

Q 감사 메시지를 전해온 이용욱 매니저를 표현해보자면

겠습니다.

이용욱 매니저는 협력사의 입장을 경청하고 고려해주면서도 현대위아의 업무 원
칙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현대위아의 장래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웃음).

11년동안 함께 해온
현대위아
더 함께 성장하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Q 현대위아에 하고 싶은 말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다르게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처럼 협력업
체의 현장 지도와 기술지도에 관심 갖고 잘 해주시면 저도 더욱더 우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2021년에 바라는 점
2021년에는 범우정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새로운 근
무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길 바라고, 또 회사의 매출 증대와 이익 창출 성
과도 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대위아와 함께 일하는 입장으로서는 생산
제품 품질을 더 확보하고 납기도 준수해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
길 바랍니다.

차량부품개발팀
이용욱 매니저
34

범우정밀
강재성 상무
35

HYUNDAI WIA
W+NEWS

강소법인 신임 주임 대상 교육 시행

산동법인 2021년 안전책임서 체결식 개최

江苏法人开展升晋者教育

2021年山东法人举行安全目标责任书签订仪式

강소법인은 지난 1월 19일 주물3공장에서 각 부서 신임 주임 직급 직원들을

산동법인은 지난 1월 27일 ‘2021년 안전생산목표책임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상으로 ‘관리 배역과 책임 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 배역 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안전관리 실적과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산

지, 관리직 직책 변화, 조직관리 능력 인지와 조직 운행의 4가지 원리에 대해

동법인장 공경용 상무는 “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의 제품이라고 해도 안정적

이뤄졌다. 이론을 실제 업무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자의 업

생산능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안전생산의 중요성을 거듭

무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강조했다. 산동법인은 2020년에 ‘사고 제로(0)’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올해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웠다. 또한 업무 처리 지식을 많

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사업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배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소법인은 앞으로
도 직급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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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27日山东现代威亚举行了2021年安全生产目标责任书签订仪式。
首先由安全科科长对20年安全管理实绩和21年安全管理计划进行了发表。其
后在法人长的带领下公司领导们分别签订了山东现代威亚21年安全生产目标

1月19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开对主任级以上新升者开展了 “管理角色

责任书。孔常务在致辞中强调，安全生产，是公司长久发展的重中之重。如

及责任认知”为主题的人事教育。通过对管理角色认知、管理职职责转变，

果不能保证安全稳定的生产能力，即使是引领市场的高品质产品也是无用之

组织管理的认知告及组织运作的四大原则等方面的系统化教育，让员工能将

物。

理论联系实际，运用到实际工作中，提升晋升者在职级及职责变化后的业务

2020年，在全体威亚人的共同努力下，山东法人再一次达成了全年安全生产

处理管理能力。参加者纷纷表示：“此次的教育受益匪浅，学到了很多有关

无灾害的目标。2021年让我们在保证人员安全、设备安全的前提下，携手共

沟通和项目处理，报告的技巧，对日后的工作帮助很大。”

创山东现代威亚的美好未来。

강소법인 2021년 안전생산 책임서 체결식 개최

산동법인 새해인사 VCR 촬영으로 춘제맞이

江苏法人签订2021年安全生产目标责任书

山东现代威亚贺年VCR拍摄制作纪实

강소법인은 지난 1월 4일 주물4공장에서 ‘안전생산 책임서 체결식’을 개최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맞이하여 ‘2021승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민석 강소법인장을 비롯해 각 부서 직책자, 안전 업

풍파랑(乘风破浪)’을 주제로 새해인사를 촬영했다. 각 부서 임직원들은 다채

무 담당자 및 반장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전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 법인장

로운 콘셉트로 촬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엔진생산부는 ‘손 댄스’라

과 실장이 '안전생산 책임서'를 체결하고 법인장 연설, 전체 선서하는 순으로

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산동법인장 공경용 상무는

진행됐다. 서민석 법인장은 2020년 안전 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얘기를 하고

“흰 소띠 해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거둬 뜻하는

2021년의 안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이번 체결식은 2021

모든 일을 이루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따뜻한

년 회사 안전 업무의 시작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의 예방 방향을 지시했다.

새해 인사를 전 임직원에게 전했다.

2021年1月4 日，公司在铸物四工厂雨棚下隆重实施了2021年度 《安全生产

为展示各部署精神风貌，弘扬部署文化，同时为庆祝农历新年营造节日氛

目标责任书》签订仪式。徐敏锡总经理、各部门主要领导、安全担当及班长

围，公司组织各部署拍摄以2021乘风破浪为主题的贺年视频。各部署积极

出席了此次活动。此次活动的主要内容有:安全优秀员工及部署嘉奖、总经

准备，通过不同的形式展现了部署风采。其中发动机生产部的手势舞形式新

理与室长签订安全生产目标责任书、总经理致辞、集体安全宣誓。总经理针

颖，展现出部署积极向上、追求梦想的理念。疫情之下，拍摄现场大家纷纷

对20年的安全生产进行了总结，并对2021年的安全工作提出了具体要求。

戴起口罩，隔离病毒但并没有隔离大家的热情和对未来的美好憧憬。

本次《安全生产目标责任书》签订仪式，不仅仅是2021年公司安全工作的开

公司法人长孔俓傛常务也为全体员工送上了新春祝福，希望大家借助牛年的

始，还让大家找到了防止事故再发生的工作方向。

祥瑞喜气，在新的一年里硕果累累，事事遂愿，喜乐康健，和顺致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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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2021 시무식 개최

HYUNDAI WIA INDIA held New Year’s Day Ceremony of 2021

Security

21년 2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인도법인은 지난 1월 11일 법인 내 라운지룸에서 시무식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시무식에 참
W+NEWS

석했다. 인도법인에 새로 부임한 함성일 법인장은 이날 올해 목표와 비전, 신
규 사업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수 성과를 낸 여섯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다크웹에 내부 데이터 유출됐다

명의 사원을 격려하며 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을 마치고 인도법인은
직원 545명에게 간식을 배부하여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다크웹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협박하는 랜섬웨어 해커조

On Jan 11, HYUNDAI WIA INDIA conducted the New Year’s Day

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단일품목을

Ceremony of 2021 at the Lounge Room. Amid the ongoing pandemic, a

제조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의 내부 주요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되었습니다.

limited number of employee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에그레고어(Egregor)’ 랜섬웨어 조직에 의해 내부 자료

Ham Sung-il, a new Managing Director, addressed the 2021 corporate

2021 · February

goal, vision, and upcoming project information to employees. Managing

가 탈취돼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다크웹에 데이

Director appreciated and awarded six employees with outstanding

터 탈취 기업의 기본 정보를 올린 후, 해당 기업이 돈을 지불하는 걸 거부한다

performance. Closing the event, HYUNDAI WIA INDIA distributed snacks

면 해당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to 545 employees to kick-start the New Year.

다크웹(Dark Web)이란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한 인터넷 영역을 의
웹의 구분(Surface Web, Deep Web, Dark Web)
[이미지 출처 : The Dark Side of the Web, LEMMiNO 영상 갈무리]

미하는데, 표면 웹(Surface Web)과 달리 검색 사이트에 잡히지 않는 콘텐츠
영역에 해당되는 딥웹(Deep Web)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
을 수 없기 때문에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경쟁사의 영업비밀, 마약 거래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 보안뉴스]

멕시코법인 2021 시무식 개최

HYUNDAI WIA MEXICO held New Year’s Day Ceremony of 2021
멕시코법인은 지난 1월 3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시무식을 시행했다. 이

파일공유 사이트 ‘WeTransfer’ 위장한 피싱메일 유포

날 행사는 코로나를 고려해 최소한의 주재원과 현채인 직원들만 참석했다. 시
무식은 21년 경영 설명회, 우수 사원 시상식 및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멕시

최근 파일공유 사이트 WeTransfer를 위장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

코법인은 신년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비전과 다짐이 담긴 영상을 통해 사업 목

는 피싱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표 달성 메시지를 공유했다. 또한 우수 사원 공지 및 축하 영상을 방송하여 수
상자들을 격려하고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멕

2월 2일 확인된 본 피싱 메일은, 공격자가 본문에 악성 링크가 포함된 메일을

시코법인장 김창용 상무는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절감 활동, 안전하고 깨

수신자 맞춤형으로 개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메일은 WeTransfer를 통

끗한 사업장 조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

해 새로운 파일이 도착했다는 내용이고 링크를 클릭할 시 공격자가 미리 준비

다.

해둔 피싱 웹페이지로 접속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이메일 계정 ID와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하며, 이를 입력

On Jan 3,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the New Year's Day

할시 공격자 서버로 전송됩니다. 각종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해외 온라

Ceremony of 2021. Following public health guidelines, a minimum

인 스토어 웹서버를 탈취하여 공격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number of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event. Business description

이메일 본문 내용과 웹페이지 접속 화면만으로는 일반 사용자가 이를 악성임

session, awards ceremony, and New Year's address were proceeded
in order. HYUNDAI WIA MEXICO broadcasted employees’ New Year

WeTransfer를 위장한 피싱메일 [이미지 출처 : 안랩]

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분명한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일 경

resolutions to share business goal achievement message. Also, a list of

우 이를 신뢰하지 않고, 접속 URL 주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award-winning employees was shared to congratulate awardees and

[출처 : 보안뉴스]

encourage all employees to do their best. Kim Chang-yong, senior vice
president of HYUNDAI WIA MEXIC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wards a single goal by enhancing productivity and
quality, reducing cost, and building a safe and clea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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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모비스
함께 응원해! EVENT
당첨을 축하합니다
공작기계자재관리팀 박상철 매니저

Fighting H.M.P !!
현대위아 농구동호회 슬램덩크에서 활동중인 공작기계자재관리팀
박상철 매니저 입니다.
현대모비스 피버스농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 장재
석 선수 & 유재학 감독의 팬입니다.
교통사고 재활 후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그리고 리바운드와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장재석 선수,
만수 유재학 감독님 항상 응원합니다.
  

HYUNDAI WIA FAMILY 지금의 순간을 담다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결혼기념일, 자녀들의 졸업, 배우자의 생일 등.
특별한 시간을 더 특별하게 추억하고 싶은
현대위아 가족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오랜 기간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배우자를 위해,
결혼을 앞두고 어른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
존재 자체가 기쁨인 자녀들을 위해.
현대위아가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HYUNDAI WIA FAMILY를 위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ICT정보화팀 한승안 매니저

신청 방법

울산 현대모비스 응원합니다.
역시는 역시 우승 챔피언은 모비스. 파이팅!

●관계 임직원 성함/부서
●우리 가족 사연 작성
(예시. 이번 달 10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다음 달 남편의 생일을 깜짝 축하하고 싶어요 등)
●원하는 사진 컨셉
●사진 촬영 가능 일자 및 희망 지역

노사협력팀 최영준 매니저

감독님과 선수단이 하나된 화끈한 공격농구로,
과거 기아엔터프라이즈 시절부터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동천체육관에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비스 피버스 화이팅~!  

접수처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 앞 (sumsum@hyundai-wia.com)

선행생산기술팀 송준오 매니저

참여자 혜택
가족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영원한 피버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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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십
이 달 의 말풀이
자

지난호 정답
MAIL BOX / QUIZ

2

김

1

거

봉

우

래
2

변

화

3

와

혁

4

신
4

니

진

고

성

능

R

T
E

S

2

G

3

가로퀴즈

6

1. 2월 월간미식회에 참여한 이들은 창원 사택에서
만났다. (p.28)

N

니
5

3

E

B

O

O

T

2. 수건을 정기배송해주는 서비스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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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3. 기존 아동복지법만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역부족이
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탄생한
법의 명칭. '서현이법'으로도 불렸다. (p.25)

A
5

1

당첨자

•등속설계팀 박중훈 연구원

•인사팀 김태현 매니저

•SF추진팀 정연길 책임매니저

•구동설계팀 이상훈 책임연구원

•모듈생산1부 임정균 책임매니저

•주물사업부 전성훈 기술기사

•FA영업팀 장동민 책임매니저

•모듈생산2부 변복섭 기술선임

•공작기계영업기술팀 한현근 책임매니저

•특수생산부 김진학 기술사원

5

2

46

3

4. 육군 39사단에 전달한 방역물품 중 하나로 손의 위생을
위해 사용한다. (p.33)
5. 차량부품개발팀 이용욱 매니저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협력업체 명칭 (p.37)
6. 차량부품시작팀 김지홍 매니저가 소음 개선에 성공한 부
품의 이름 (p.22)

세로퀴즈
현대위아 매거진 독자의 의견

1. 제어개발팀 이현주 연구원이 최근 자취방의 ‘나만의 취미
존’으로 들인 물품 (p.11)

현대위아 사보 담당자에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접수처: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 앞 (sumsum@hyundai-wia.com)

2. 클래식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일본 드라마 제목 (p.27)
3. 월간미식회에서 프랑스 정통 마카롱으로 유명한 서래마
을 마 집에서 고른 마카롱 종류 (p.31)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4. 과거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제조기업
들의 영광을 부른 제품군 (p.35)
5.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의 입맛에 맞는 이유식을
만들어 배송해주는 서비스 이름 (p.20)
6. 자동차 보험 할인의 꽃, 자신에게 맞는 할인 을 최대
한 활용하는 것이 보험 다이어트의 지름길 (p.13)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7. 저소득 아동 신학기 책가방 전달식에 참여한 특수생산부
반장 (p.32)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2월호 선물: 치킨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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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이 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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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박윤희(당시 만 8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0. 08. 23 (수)
발생장소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신체특징 쌍꺼풀 있음, 입술 두툼함. 소변마려우면
아랫배를 주먹으로 치는 버릇
착의사항 검은색 가방,분홍색 멜로디언 가지고 나감,
검은색 머리띠, 남색 샌들, 흰색 반바지,
분홍색 티셔츠

이름

박희종(당시 만 1세 0개월, 남)

발생일자 1988. 02. 15 (월)
발생장소 전북 전주시 금암동
신체특징 얼굴이 흰 편
착의사항 착의불상

이름

김성주(당시 만 7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0. 06. 15 (목)
발생장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신체특징 키 120cm, 쌍꺼풀, 둥글넓적한 얼굴, 말이
좀 어눌함, 이마에 희미한 흉터, 눈 밑에
꿰맨 자국
착의사항 흰색 티셔츠, 주황색 칠부바지, 하늘색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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