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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 창원 1공장에서 특수생산부 임봉섭 기술선임이 신형 81mm 박격포-Ⅱ를 가공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4년 개발에 착수한 후 5년의 개발 끝에
새로운 박격포를 선보였다.
더욱 가벼운 무게에, 사격 지휘를 자동화한 이 박격포가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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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함께 하는 공감 토크 타임
VISION WAVE 개최

지난 3월 3일 본관 라운지에서 특별한 소통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CEO와 함께 하는 공감 토크
타임 ‘Vision Wave’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은 정재욱 사장님과 함께 회사의 향후 비전과 경영전
략 등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인사팀 정보배 매니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강연 형식
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사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 진솔한 시간

HOT ISSUE

이었습니다.

VISION WAVE에
함께 한 소감
정재욱 사장님
우선 정재욱 사장님은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과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을 기반으
로 한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위해 열관리시스템과 공기압축기
등 친환경차량용 부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울러 우
리 회사는 인공지능 등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의 궁금증에 비전 달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기
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직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회사의 돌아가는 여러가지 이야기
들, 앞으로 미래에, 말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아
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모멘
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통합구매팀 마연주 매니저

Transformation)’을 전사적 과제로 세우고 사업 전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렇게 오늘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

할 방침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해

는 시간을 가져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알고 싶었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보고와 회의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지만 알기 힘들었던 회사의 사업방향이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조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 회사는 경영진과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계획입니다. 이번 비전 웨이브 역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경영진이 직접 듣고,

대한 보답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지

저만의 업무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루 빨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우리 회사를 기대해주세요!

있는 일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팀 정보배 매니저
사장님, 다양한 직원 분들과 함께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사회자를 맡
게 되어 영광이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질문을 귀담아 듣고 편안하고 솔직하게 대
답해 주셔서 회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웃음포인트도 많아서 모두가 많이 웃
을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연구원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는 일이 흔하지 않는 일인데 사장님과 직
접 우리회사의 비전에 대해 얘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
습니다. 여러 질문에 답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좀 더 미래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습
니다. 현대위아 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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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기아의 새 엠블럼은 야구 중계방송에서

풍의 눈을 떼고 로장주로 바꾼 오너들도

‘움직이는 광고판’인 프로야구 유니폼과

찾아볼 수 있다. 르노삼성 SM6는 르노

고급·고성능 전략 따라
‘유일무이’ 엠블럼

모자에 부착돼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전

탈리스만으로 르노삼성 QM6는 르노 꼴

제조사의 모델별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망이다.

레오스로 변신해 수입차 느낌을 발산해

별도의 엠블럼을 적용하기도 한다. 현대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도 새 엠블럼

엠블럼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자동차는 최상위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브랜드 역

쌍용자동차는 엠블럼을 놓고 고심이 깊

창공을 비상한다는 뜻을 담은 ‘날개’ 모

사상 11번째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다. 원조 엠블럼은 영문 철자 ‘SS’를 상

양의 엠블럼을 부착했다. 현대차 라인업

변경하는 것이다. 1960년대 사용한 엠

징하는 ‘쓰리 써클’ 엠블럼이며, 고급

이었던 제네시스는 2015년 고급브랜드

블럼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과거의 영광

차 체어맨에 차별화를 위해 날개 모양

로 독립해 결과적으로 엠블럼처럼 날개

을 미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의 ‘윙’ 엠블럼을 적용했다. 그러다가 내

를 달고 비상한 셈이됐다.

기존에 앞발을 든 사자 형상 대신 방패

수용은 쓰리 써클 엠블럼을, 수출용에

기아는 대형 SUV 모하비에 ‘MOHAVE’

껴지는 만족감을 뜻하는 이른바 ‘하차감’까지 중요한 감성 요소가 엠블럼에 달렸다고 해도

모양 안에 포효하는 사자의 옆모습을 넣

는 윙 엠블럼으로 나눠 부착했다. 60주

레터링이 새겨진 전용 엠블럼을 부착했

과언이 아니다.

고 그 위에 ‘PEUGEOT’ 레터링을 새겨

년 기념 에디션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다. 고성능 세단 스팅어에는 알파벳 ‘E’

독일 3사의 엠블럼은 브랜드 그 자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삼각 별’은 육지, 바다, 하늘

넣었다. 단순하면서도 엠블럼 디자인의

한정판 모델에 수출용 윙 엠블럼을 부착

를 형상화한 전용 엠블럼을 적용해 차별

모두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창립자 고틀립 다임러의 열망을 담았다. 최근 입체성이 더해

가시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해 차별화를 두기도 했었다. 2015년 이

화된 디자인 감성을 부여했다. 메르세데

지면서 ‘별은 언제나 위에서 빛난다’라는 의미까지 품었다. BMW 엠블럼은 검은 테두리에

상반기 출시하는 뉴 푸조 308부터 순차

후에는 내수 모델에도 티볼리를 시작으

스-벤츠는 최상위 브랜드 ‘마이바흐’에

안쪽은 청색과 백색으로 채웠다. ‘하늘에서 땅으로’, ‘두 바퀴에서 네 바퀴로’라는 의미를 담

적으로 새 엠블럼을 적용할 예정이다.

로 점진적으로 윙 모양의 수출형 엠블럼

엠블럼과 레터링을 새겼다.

을 확대 적용했다. G4렉스턴은 출시 처

자동차 제조사별 고성능 차량에는 엠블

브랜드 전략 따라 ‘따로 또 같이’

음부터 윙 엠블럼을 장착했다.

럼 레터링을 따로 부착한다. 현대차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엠블럼을 섞어 쓴다.

쌍용차는 다시 고유의 쓰리 써클 엠블럼

‘N’, 메르세데스-벤츠는 ‘AMG’, BMW는

국산차와 수입차에 따라 엠블럼에 차이

을 얹기 시작했다. 작년 올 뉴 렉스턴부

‘M’, 아우디는 ‘RS’가 대표적이다. 누구

를 뒀다. 부산공장에서 만든 XM3, SM6,

터 단종했다가 부활한 티볼리 에어가 쓰

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달릴 준비

미래車 트렌드 맞춰 전략적 교체

델 K8에 새 엠블럼을 처음으로 장착했다.

QM6 등 내수용 차량에는 과거 삼성자

리 서클 엠블럼을 달고 나왔다. 경영난

가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처럼 ‘정통파’가 있는 한

기존 기아 엠블럼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다. ‘디자인 기

동차 시절부터 유지해온 ‘태풍의 눈’ 엠

에 어려운 쌍용차가 초심으로 과거 전성

편, 최근 엠블럼 변경으로 정체성 재정립에 나선 제조사도

아’로 대변되는 세련된 자동차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는다

블럼을 부착한다. 수입해 오거나 수출용

기로의 회귀는 물론 브랜드 정체성을 확

눈에 띈다. 미래 자동차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새로

는 이유에서다. 차별화한 개성을 보여주고 싶은 소비자들

차량에는 르노 브랜드의 상징 마름모꼴

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운 엠블럼으로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은 사제 엠블럼으로 바꿔 부착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어렵

인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한다.

한국지엠은 엠블럼 교체 이벤트를 열기

자동차업계에서 엠블럼 변경의 선두주자는 기아다. 먼저

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기아의 새 엠블럼은 신조어 ‘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SUV 돌풍을

도 했다.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대우

사명을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변경, 모빌

(KIN)’이 연상되기도 하지만, 타원형에 브랜드명을 그대로

일으켰던 ‘QM3’는 처음 들여올 당시 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대우의 ‘부채꼴’ 모

리티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CI(기업통합

써 영문 철자 ‘KIA’가 도드라져 보였던 기존 엠블럼보다는

풍의 눈 엠블럼을 적용했지만, 작년 2세

양의 엠블럼을 쉐보레의 나비넥타이를

이미지)도 변경하면서 새 엠블럼을 적용했다. 기존 붉은색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대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하면

형상화한 ‘보우타이’ 엠블럼으로 무상으

타원형 테두리를 없애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바꿨다. 영문

기아의 엠블럼 변경에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도 유니폼

서 로장주 엠블럼을 달고 이름도 ‘캡처’

로 바꿔주면서 고객들의 환심을 사기도

명 ‘KIA’를 선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형태로 표현해 훨

을 교체했다. 구단의 상징과도 같은 검정과 빨강은 그대

로 바꿔서 출시했다. 간혹 도로에서 태

했다.

씬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

로 살리면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자동차의 가치가 달라진다,
엠블럼의 경제학
자동차에서 엠블럼은 브랜드의 얼굴이자 상징, 전략을 아우른다. 어떤 제조사의 차량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엠블럼이냐에 따라서 가격까지 가늠할 수 있다. 차량 내외부 디자인에서
엠블럼은 화룡점정 역할을 한다. ‘승차감’은 물론 차에서 내릴 때 주위의 부러운 시선이 느

았다. 항공기 엔진을 시작으로 자동차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한 BMW의 역사를 의미한다. 4
개의 원형 모양이 겹쳐진 아우디 엠블럼은 융합과 결속의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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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직원들이 익명으로 남긴 고민에 대해 전문 상담사가 조언과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20개월 딸을 울리지 않고
훈육하는 법이 궁금해요.

QnA 심리상담소

이제 20개월 딸이 있습니다. 애기가 커갈수록 고집을 부리고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네요. (높은 곳 올라가기 등) 그럴 때마
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럼 아기가 울고, 울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듬어주게 되고,
부모 노릇이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아기한테 효과적이게
안되는 행동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딸아이는 말귀는 알아듣
는데 아직 말을 잘 못 합니다.)

하게 안 되는 것을 전달하고 규칙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짜증과 화를 동반하여 아이의 뒷
통수에 소리치는 ‘야! 위험해!’와 톤은 강하게 유지하되 즉시
아이를 눈 앞에 세우고 정확히 전달하는 ‘올라가면 안 돼. 위
험해.’는 무척 다릅니다. 날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태에
서 아이는 큰 소리와 부모의 표정에 놀라 실제 아이가 알아
들어야 했던 메시지는 이성적으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20
개월의 아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천천히 학습할 수 있도록, ‘눈

초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20개월의 유아들은 걷기 시

을 맞추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며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

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스스로의 욕구

이 좋지요. 이성적으로 더 발달한 아동기 아이의 경우에는

와 그것을 실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먹여줘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 후에는

야만 먹을 수 있던 맛있는 과자를 직접 걸어가서 스스로 쟁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취할 수 있게 되지요.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대

이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은 이 “스스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고, 이 시기부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나? 그런 말들은 저에게 죄책감만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주도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들게 합니다. 선생님은 그게 되세요?”

서비스 ‘이지웰니스’의 전문 상담가님이 이에 정성스러운 답변을 남겼는데요. 비슷한 고민

그와 더불어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존중감’ 등이 함께 서서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노릇은 무척 힘이 듭니다. 이제는 성

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인 QnA 심리상담소를 소개합니다.

형성되어 가지요. 이 때의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인군자가 되기까지 요구하나 싶고, 양육에 대해 공부하면 할

거야!”이고, 성향에 따라서는 주변의 신기한 자극들을 스스로

수록 스스로를 자책하고 작아지게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

탐색하고 겁 없이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기회를

조차도 여전히 매 순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말이지

부모에게 뺏겼을 때에는 울고불고 세상 떠나가게 떼를 쓰고,

요. 과연, 그런 부모역할이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신기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일단 바로 실행에 옮

역설적이게도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부모 자신을 성장시

기기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입니다.

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모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어른식 사고 구조에서 보기에는 흔히

방임, 학대, 과보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스스로의 마음이 황

“고집이 생기고”, “버릇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폐화된 부모입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한 두 번의 소리침이

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일부 어른 자신들

나 부모님의 싸움, 짜증에 쉽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마음에

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서상태와 자칫 얽히고 섞이게 될 경

상처를 입고 손상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회복탄력성을 가지

우에는 엄마/아빠를 “무시하는” 행동, “일부러 약 올리려고

고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정서나 경험들도 모두

하는” 행동으로 왜곡하여 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의 불

쌓여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줍니

투명한 필터를 거쳐 마구 “해석”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다. 게다가 어릴수록 부모의 사랑과 애정, 미안함, 소중함의

기어이 “정서(화, 불안, 분노)”가 되어 “표출”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훨씬 더 잘 흡수하고는 금새 반짝 회복

즉, 이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생각의 필

하곤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인군자로서

터로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할

가 자라나는 과정 동안 함께 순간순간 울고 웃고 성장해나

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감정적이지 않을 수

가자는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임해보세요. 육아에 미숙

있도록 합니다.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든든한

했다 느껴진다면 돌아보고 반성은 하되, 그 자체를 받아들이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자신의 정서와 생각이

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여유롭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부모가 스스로 올곧게 서있고자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

다시 사례로 돌아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단호

의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심리상담소
하루하루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소화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종종 고민 상담이 필요하
죠. 현대위아 직원들이 각자의 고민을 질문 형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회사 제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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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을 앞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문득 문득 찾아오는 우울감을
잘 다루고 싶어요.
코로나 19로 집에 있는 일이 많다 보니 가끔 무기력함이 느껴집니
다. 2020년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
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우울감은 어
떻게 다룰 수 있나요? (꾸웅쑤웅님)

애기가 이제 몇일 있으면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등원
을 하게 되는데 대변을 가리는데 소변을 아직도 제대로 가
리지 못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라 일찍 등원 시키고 늦게 하원 시
켜야 되는데 불안해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
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잘 전달해줌으로써 아이가 힘을
받아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어른의 감정이 ‘불안’과 ‘공포’로 부풀려져 아이들이 활짝 환경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가지 팁으로는,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에 부
모님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차라리 ‘처음에는 쉽게 적응을 못 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당연
하다’라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코로나19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전 세계에 많

스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알아차림입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이라는 조금은 더 큰 세상으

1. 적응기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아이가 문제되는 것이 아

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도

다. 환경을 아는 것, 감정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모

로 나아가는 시점인가 봅니다. 환경도 변화하고 생활의 패

니라, 누구나 그렇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낯설고 두렵다. 아

지속되고 있어, 소위 코로나블루로 일컬어지는 우울감을 호소하

두 출발점입니다.

턴도 바뀌는 시점이라, 아이가 혹여나 바뀐 장소에 놀라지는 않을

무 일도 없이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하지는 않을 수 있다.

2. 세상과 연결된 고리를 찾자. 해소와 전환의 대상을 찾는 것

지, 소변을 가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부모님이 늦게

2. 모든 요인을 다 미리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

우리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영

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전문

오는 것을 불안해하지는 않을지, 친구들과 잘 지낼지 무척 걱정하

도 미리 제거할 수 없다(ex. 반에 과격한 친구, 소변을 가리지

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것일 겁니다. 즉, 사람과 사람

적인 상담이 아니더라도 지지자원들, 즉 나를 지탱해주는 사

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비슷

못하는 발달단계 등).

사이의 관계와 교류의 단절, 외부활동의 제한, 단체 활동의 제한

람들 혹은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한 걱정을 들었고,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오게 된 것이지요.

상태를 서로 나누거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이나 이사, 전학과 같이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아이를 세심

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3. 일단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하자(ex. 소변을 못 가린다는
사실을 미리 선생님에 이야기 등).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람과 사람간, 사람과 환경

3. 생각보다는 적거나 녹음하라.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스

히 살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잘

간의 연결성(connection)이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외향적이어서

스로 끊거나 갑작스럽게 통찰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

인지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 해결해가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이

울의 특성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의 쳇바퀴 속에서 돌고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전후에 달라진 행동이나 정서상태 등을

5. 그것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자.

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들 조차도 환경과의 연결로 인하여 충분

돌면서 결국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심

어른들이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안정감을 갖습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는 것부터가 세상

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럼에

주로 살필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여 부모님 자신이 평소에도 걱정이 많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지요.

도 스스로 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생각을 글로 혹은 녹음

a. 전과는 달라진 행동습관(ex. 손톱 물어뜯기, 손 빨기, 눈 깜빡

미리 불안해하는 일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아래의 활동을 해보세

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읽거나 들어보는 것입니다. 제 3

임 등), b. 변화된 환경에 대한 태도(ex. 가지 않으려고 떼쓰거나

요. 상담실에 비슷한 걱정으로 방문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다음과

그렇다면 연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가 쓴 글처럼 다시 읽어보면 무척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는 행동, 유치원 가기 직전에 멍해지는 행동, 퇴행행동 등) c.

같은 활동을 하면 한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표현(ex. 짜증이 늘고 화를 자주 냄, 과격하게 행동함, 주눅

구 등등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지요.

4. 꼭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자신을 위하여 가볍게 심리

든 모습 등) d. 수면관련 행동(ex. 야뇨증, 악몽 등)

2)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

상담 전문가를 만나보라. 심리상담은 스스로가 성장하고 행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의 적응과정 중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

야 생각과 느낌도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 기

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영역입니다. 염증

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이

분이 지속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곪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빠

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입학

르게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늘 반

을 하거나 등원을 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이러한 상황에서 꾸웅쑤웅님께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

복되는 문제가 있거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고민이 있을 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불안하지

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통찰력있는 대화를 듣고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19상황에서의 마음관리 방법은 어떤 것

싶을 때 부담없이 방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안의 공기에

들이 있을까요?

4. 그 후에는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선생님과 가족들과 고민하면

A. 종이를 세로로 3등분하여 맨 왼쪽 칸에 걱정이 되는 모든 사항
을 종이에 나열해보세요.
B. 각 걱정문장 끝에 걱정의 강도를 0(없음)에서 10(가장 강함)까
지 점수를 매겨 적어보세요.
C. 두번째 칸에는 각 걱정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근거를 세세하게
적으세요.
D. 세번째 칸에는 각 걱정항목에 해당하는 반박사항이나 해결책
을 최대한 가능한 수준으로 적으세요.

서 불안의 기운을 감지하고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E.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아울러, 혹시나 현재 경험하고 계신 우울감이 행여 코로나19 이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걱

F. 다른 색 펜으로 각각의 걱정강도 숫자 옆에 다시 한번 점수를

1. 마음의 관리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현재 내가 어떤 상

전에도 지속되어 오거나 했다면, 더욱이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

정과 불안, 그리고 염원을 담은 간절한마음은 뭉클하고 숭고합니

태인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심리적 지표를 만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과정을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

다. 유치원으로 힘없이 억지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떡볶이지수’라고 이

다.

물을 흘리는 수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아이가 앞으로 겪을 감정

매겨 적어보세요.
G. 가능하다면 친근한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세요.

름 붙였습니다. 떡볶이가 얼마나 땡기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들을 부모 자신이 미리 더욱 크고 아프게 느끼는 것을 자주 보았

이러한 활동을 통해 머릿속에만 있는 걱정을 실제 눈으로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

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러한 걱정의 마음을 다 잡고 ‘응원’과 ‘잘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또한 나에게 스트레

12

13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되는
심리적인 꿀팁 없을까요?
요즘 다들 주변에서 주식이니, 비트코인이니 재테크 열풍이죠.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 드디어 다들 한다는 주식을 시작하
게 되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지식보다도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남들 돈
버는 것 보면 따라 사고 싶고, 그랬다가 조금 떨어지면 놀라서
팔았다가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
이 되는 심리적인 꿀팁 없을까요?

작년 주식시장의 열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TV와 책, 개인채널, 신문에서 주식에
대한 수많은 비법과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체감이 됩니다. 또한 주식의 등락에 따라 한숨과 환희가, 스스

현대위아 임직원의
더 행복한 오늘을 위한

상담포유 서비스

로에 대한 책망과 수익에 대한 열망이 뒤엉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주식의 고수들은 주가의 오르내림을 “파도”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무수한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파도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듯,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개개인
의 행위는 다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상담포유 서비스란?
직장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이슈를 해결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통제불가능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투자에 있어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주식투자 과정 중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주

이용안내

식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투자 결과에 대해 의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용대상 : 현대위아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
● 상담방법 : 대면, 화상, 전화, 게시판 (희망방법에 따라 진행)

1. 통제 불가능하기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공부한다.

● 상담주제 : 직장 내 대인관계, 업무압박, 조직 적응, 가족관계, 자녀양육, 법률/세무, 재무 등

2. 통제 불가능하기에, 늘 판단에 앞서 맑고 균형있는 마음상태를 만든다.

● 이용한도 : 800마인드 포인트 (대면상담 8회 기준)

3. 통제불가능성은 모든 매체, 전문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최종 판단은 스스로 한다.

● 이용기간 : 2021년 5월 31일까지

4. 내가 매수/매도하는 모두 주식의 투자는 나 스스로 개별적인 명확한 목표가를 설정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한 기준점에서 계획
된 행동을 명확히 취해야 한다.
5. 미래에 주식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더라도 지금으로 되돌아왔을 때, 현재 판단하는 매수/매도의 행위는 동일하게 미리 세워둔 목
표에 따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결단한다.
6. 통제 불가능하기에, 주가의 오르내림이 “결론”이 아님을 알고,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약 100년 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투자심리학의 전설적인 고전이라 불리우는 조지 C셀든의 [주식투자의 심리학]에서는 성공하는
투자자의 심리특성을 10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상담 전용 사이트
❶ 상담포유 로그인

wia.sangdam4u.com

❷ 상담범위 제공

>

❸ 상담 전·후 심리진단

>

❹ 상담예약

>

❺ 예약확인/변경

>

A. 마음을 맑게 비우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라. 이것을 중심 목표로 삼는다.
B. 투자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주가가 높을 때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주가가 낮을 때 더 내려갈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합리적인 최고점이라고 판단한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대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C. 주식 투자의 결과는 항상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하라.
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꾸준히 준수해 나간다면, 통제불가능한 주식투자에서 스스로를 현명하게 통
제하면서 결단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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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신청 및 기타 문의

1644-4474 (월~금, AM 9:00~PM 6:00)
모바일 앱(APP)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상담포유’ 검색 후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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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Voice of WIA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서병제 매니저

Traveling on a Time
Machine

엔진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2019년 9월에 찍었던 파리 개선문 앞에서의 사진입니다. 코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2017년, 대학교 3학년 시절로 돌

나가 터지기 전 해인 2019년, 독일-스위스-프랑스로 여행을

아가고 싶어요. 당시 저희 학과 학생회 부학생회장을

갔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전날,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마지

맡아 여러 학우들과 인연을 맺고, 새내기 배움터, MT,

막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때만 해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 운영하며 여러

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회 학우들과 가

약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2019년으로 돌아가 해외여행

족같이 지내며 때로는 같이 밤을 새기도 하고, 여행도

을 다니며 다른 나라들을 더 많이 구경할 것 같네요.

다니면서 쌓은 좋은 추억들이 많네요. (그 때 더 놀지
못한 게 아직 후회되지만요..) 만약 이때로 돌아간다면
학생회 학우들과 매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 거에요!
특히 코로나19로 하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덤으로 비트코인 풀매수 가즈아!!)

백투더퓨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어바웃타임 …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을 되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선택을
바꾸기 위해, 보고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또는 정말 행복했던 옛 순간으로. 모두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ICT정보화팀 이정훈 매니저

이번 3월호에서는 현대위아인을 위한 타임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타임머신을 탄다면 언제로

아직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저는 반대로 돌아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으세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떠난 현대위아

않은 순간을 생각해보니 입시, 입대, 입사 전이었습니다. (라

사우들의 시간여행, 함께 보실까요?

임이 괜찮네요.) 이렇게 3가지 순간들을 제외하고 나니 근래
의 심심한 날들 중 동기들과 숙소를 잡아 여행을 떠났던 순

'Back to the Future',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About Time' … These movies capture the possibility of traveling through time. To change a

regretful decision made, meet the loved ones and for so many other reasons, everyone has
that time they wish to go back. To which moment would you like to go back? What will you
do differently?

The March issue has prepared to launch a time machine.

HYUNDAI WIA employees from home and abroad took the machine and started an exciting
journey. Let's take a peek at their traveling destinations.

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기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오한석 매니저
대학교 학생회활동으로 부경대학교의 자랑, 핑크캠퍼스
(벚꽃축제)에 참여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함
께 음료도 만들어 팔고, 게임도 하며 정말 즐거웠던 순
간이에요. 찬란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느
끼고 싶네요. 친구들과 예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축제를 즐기며 많은 인연을 만들었던 소중한 추
억입니다. 어느새 봄이 다가왔네요. 곧 피어날 벚꽃을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축제를 열지 못하는 지금 더더욱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선배들 안 괴롭히고, 여태 했던 일들을
더욱 잘할지도요.. 또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하자면 “정훈아!
주식을 사야해 아니면 코인이라도…!” (웃음)
요즘 점점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며, 시간 및 시국이 도와주
지 않아 자주 보지 못하지만, 날씨 좋을 때 다같이 다시 한
번 여행을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기여행을 돌아가고 싶은
순간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사진도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건
데,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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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Miguel Angel Varela Amador
저는 먼 과거로 시간여행 하고 싶어요. 34년 전 제가 6살일 때의 ‘동방박사의
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멕시코는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 지배의 영향으로 매년
1월 6일,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러 온 세 명의 동방박사들을 기리
는 날을 가져요. 이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와 비슷하게 동방박사
들이 두고 간 선물을 열어보죠. 6살이던 제가 잔뜩 기대하고 들떠 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일찍 자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물을 열어보기
위해 뛰어갔죠. 그 순간의 순
수했던 마음과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잊

인도법인 P. Mohanasundaram
2019년 1월 14일, 친구들과 함께 트레킹 여행을 떠난 날로 돌
아가고 싶어요. 초저녁에 작은 보트를 타고 Irukkam이라는 섬
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잔뜩 들떠서 춤추고 노래하며 가는 길이
었죠. 그 때, 갑자기 배가 휘청거리더니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온 몸이 굳어
버렸죠. 급하게 다른 친구들이 뛰어들어 친구를 찾아 헤엄쳤어
요. 저도 그제서야 정신차리고 호수에 들어가서 함께 찾아봤죠.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애타게 친구를 찾던 그 순
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다행히도 보
트 아랫부분을 꽉 잡고 있던 친구를 찾았는데 그 때 친구를 찾
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스러웠을 거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날을 사고 없는, 최고의 트레킹
여행으로 만들 거예요.
I specifically wish to travel to the moment I went to tracking
with my friends in Pazhaverkadu, January 14, 2019. At the
late night we were sailing in a boat to reach Irukkam Island,
we danced and sang along. Suddenly, the boat stumbled

인도법인 R. Pushparaj

을 수 없어요. 멕시코에서 이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대학 크리켓 결승 경기 때로

전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

돌아갈 거예요. 네 개의 팀을 제치고 올라간 결승전이

는 바람을 담아 과거로 여행

었는데 마지막 경기인 만큼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을 떠나보았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기였죠. 승리를 확정 짓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려는 그 때, 위킷을 잃어버리는 제 실수로 저
희 팀이 패배했어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팀이
우승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과 미안
함이 남아있어요. 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실수하
지 않고 팀에게 우승컵을 안기고 싶네요.
I would time travel back to finals of inter-college
cricket match. After defeating four teams, our team
successfully reached the finals. Although the final
match was challenging, as expected, our team
was chasing a huge target with five wickets down.
However, I lost my wicket with a wrong shot and
my team lost. I still feel sorry for my team and guilty
about my mistake. If I could go back to this finals,
I will never make the same mistake and win a
victory.

and one of my friend Ajay, who cannot swim at all, fell into
the lake. For a second my mind went blank and my two
other friends jumped into the lake and searched for Ajay.
Soon I also jumped into the lake but we couldn’t find him.

멕시코법인 Liliana Guevara

That few minutes of my life is the most unforgettable and

고등학교 럭비 팀에서 매일같이 땀 흘리며 훈련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멈

horrible moment of my life. Thankfully by God’s Grace, we

추지 않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최고의 팀원이자 제 가장 친한

found him alive, tightly holding the bottom part of the boat. If

친구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스포츠에 대해 하루종일 이야기할

we didn’t find Ajay, the guilt would have ruined my entire life!

수 있었던 둘도 없는 제 친구는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시간

When I can go on a time machine, I will definitely make this

을 되돌려 함께 즐겁고 행복하던 그 순간을 꼭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tracking day one of the best and safest moment.

Pertenecer al equipo de Tochito bandera en la Preparatoria fue una de las
mejores experiencias que e tenido por anos pues siempre estaba con mi
mejor amiga quien me motivaba a entrenar todos los dias sin parar, me
gustaria regresar ese momento por que me apasionaba mucho el deporte
y compartir todo el dia con mi mejor amiga. Hace unos anos ella fallecio y
me encantaria sentir nuevamente esa sensacion de disfrutarnos otra 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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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고아봉(高亚凤)

산동법인 범서문 (范徐文)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으로 시간여행을 가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겨울방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03년은 제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첫 해인데요. 제

처음으로 대학 동기, 사물놀이 동아리 친구들과 합숙을

학창시절이 아쉽거나 후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했거든요. ‘장구’라는 악기도 처음 배워보았고 매일 진

때 열정적으로 꿈을 찾고 좇던 시절이 조금 그립네요.

행되는 훈련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여러 중국 행사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방황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더

에도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터라 지금 돌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일들에 집중해서 낭비

켜 보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알찼던 것 같아요. 특히 갈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 같아요.

고 닦았던 실력을 뽐낸 마지막 사물놀이 공연 날이 여

If I had a chance to go on a time machine, I want

전히 선명하게 기억나요. 아직도 잊지 못할 즐거운 추

to go back to 2003. That year was the first year

억이 가득했던 순간입니다.

I started my school life. I would not be suspicious

我希望回到大一上学期的那个寒假。我和一群同期

about the new life in school. However, I just miss

的小伙伴第一次参加四物乐表演社团的合宿。我第

enjoying youth and striving for my dreams. Instead of

一次正式接触长鼓这种乐器，虽然每天的训练很辛

wasting my time wandering, I would look for a better

苦，但是中间会穿插各种小活动，每一天都过得很

산동법인 황금파 (黄金波)

way to study harder and absorb more knowledge

新奇、充实，尤其最后一天的登台表演，让我们体

고등학교 학창시절 탁구 경기를 치렀던 날로 타임머신

for the future life.

会到四物乐带给我们的快乐。

을 타고 싶어요. 그때는 좀 건방진 태도로 경기에 임했
는데 지금과 같은 여유를 가졌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날카롭지 않고 유연성 있고 겸손
한 자세를 갖는 거죠 … 경기를 하며 비 내리듯 흘린
땀 이야 말로 청춘의 열정 아닐까요?
我想回到高中时代某次乒乓球比赛当天。我想把现
在拥有的包容裹在那是年少轻狂的我身上，
少一些直白，多一些婉转， 少一些凌厉，多一些谦
让。满面流淌的汗水，是我们尽情挥洒的青春！

산동법인 손승강 (范徐文)
2013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시 입사한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는데 너무 어리고 미
숙했던 터라 모르는 게 아주 많았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잘해보고 싶
어요. 그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점을 파악,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어려운
난관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겠죠? 더 빛나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好想回到2013年，那时我刚入职公司半年，还年轻，什么都不懂，一切从头学
起，在工作中学习与成长，一路走来，发现问题，遇到困难，不断地解决问题，不
断地攻坚克难，用知识和智慧点亮成长过程中的一个又一个闪光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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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새해 선물로 받은 아내의 합격 소식

우리가 함께 한 10년,
축하할 일이 더 많은 앞으로를 기대해

3월 29일, 올해로 딱 10번째 결혼기념일을 앞둔 김성빈
연구원 가족에게는 또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
내 엄혜란 씨가 1년 넘게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

지금의 순간을 담다

을 한 것이죠. 아내가 도전을 시작한 계기가 바로 ‘가족’

family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성빈 연구원

때문이었기에 남편은 합격 소식이 더 기쁘고 고맙습니다.
입사 후 창원 1공장에서 근무하던 김성빈 연구원은 의왕
파이롯트동이 완공되던 시점에 의왕연구소로 발령을 받

조금씩 날이 풀리기 시작하던 2월 말, 창원의 한 스튜디오에 제각기 운동복을 갖춰 입은 김성빈 연구원 가족이

았습니다. 그때 가족들도 함께 이사를 했죠. 의왕에서 일

들어섰습니다. 아빠는 골프, 엄마는 배드민턴, 형제는 태권도. 각자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운동 복장을 갖춰 입고

자리를 구해 3년 정도 근무하던 아내는 김성빈 연구원이

등장했죠. 스튜디오 분위기도 일순간에 활기찬 운동 코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다시 창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에도 어김없이 함께 하

것 같죠?” 자신만만한 아빠의 웃음을 따라 붕어빵 형제도 멋진 태권도 자세를 잡아봅니다. 발랄한 웃음으로 가

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언제나 그렇

득했던 이들과의 촬영현장을 공개합니다.

듯 ‘가족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며 당연한 듯 함께 창원
으로 왔죠.
“합격만 하면 차도 바꾸고 유럽 여행도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차도 막상 바꿔준
다 하니 지금 타는 모닝도 괜찮다고 하는 아내. 누구보다
생각이 깊고,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
어 오늘 시간을 마련했어요.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해하며 잘 살자. 사랑해!”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웃음을 주는 아이들
아들 둘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특히 주변의 격려가 따르
는 이유가 있죠. 형 주원이와 동생 주한이도 혈기왕성한
형제답게 누구보다 장난치고 까불거리기를 좋아하는 말
썽꾸러기들입니다. 이 날도 태권도 복장을 맞춰 입고 각
자 본인 포즈가 더 멋지다며 이 포즈, 저 포즈 한껏 시도
하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아이들이 사진 찍히는 걸 이
렇게 좋아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는 엄마, 아빠는 앞으
로 좀 더 많은 추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죠.
“추억을 살피러 사진을 돌아보니, 최근에는 모두 집에서
활동한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래도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던 ‘안전 우산 만들기’부터 김밥, 또띠아 피자, 쿠
키, 샌드위치, 계란빵 만들기 등 아이들과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함께해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은 평소에 장난꾸
러기이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웃음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보물 같은 아이들이죠. 특히 혼날 때 어깨를 으
쓱거리며 특이한 포즈를 취할 때는 귀여워서 혼도 못 내
는 그런 아들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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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김성빈 연구원은 특히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은 못 해도 아이들과 놀아주
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죠. 8년 동안 아들들 머리를 도맡아 손질해온 손재주도 한몫 합니다. 워낙 알뜰한 성격 탓도
있지만 커트며, 펌이며 아빠가 아들들의 전속 미용사인 셈입니다. 특히 작은 아들 주한이에게는 원하는 장난감도
뚝딱 잘 만들어내는 만능 아빠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현대위아
오늘 즐거운 사진 촬영을 아빠 회사에서 한다고 하니 큰 아들 주원이는 알아서 설명이 척척입니다. “아빠 회사는
창원에 다섯 곳이나 있지? 내가 아빠 차 타고 갈 때 네비게이션 화면에 뜨는 현대위아 다 세어 봤어. 그 넓은 도
로에 차 타고 지나갈 때 보이는 건물에서 아빠가 일하잖아~ 그리고 쇠가 쇠를 깎는 기계 만들어. 그걸로 자동차

“아빠는 저랑 만들기를 잘해줘요. 종이 박스로 트럭이랑 스포츠카도 만들고 또 칼이랑 투구, 아이언맨 갑옷도 잘
만들어줬어요. 나도 잘 만드는데 아빠는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엄마 몰래 내가 좋아하는 라면도 엄
청 맛있게 끓여주는 거!”

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아!”
아빠를 좋아하는 만큼 아빠가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은 애교쟁이 아들이죠. 아내 역시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봐
온 현대위아에 덕담을 덧붙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핫한 소식을 안겨주던 현대위아. 이제는 주변 모두가 알아보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앞

엄마 고마워!
엄마 합격해서 나 핸드폰이 생겼잖아.
약속 지켰네~ 다 내 기도 덕분이야.
내가 맨날 맨날 기도 했어. 알지?
사랑해~

s
ha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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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고마워~
1월, 동생 결혼할 때 나 몰래 용돈 줬다며?
역시 우리 여보 센스쟁이. 근데 좀 큰돈이더라?
어디서 났는지는 ‘안물안궁’할게.
그래도 다음부턴 상의하자!
언제나 말 없이 세심한 배려 고마워!
그리고 아이들 하교하면 밥 먹이고 씻기고
공부시키고 놀아주느라 고생하는 것 다 알아.
앞으로 몇 년만 더 고생하자~

으로도 더 발전해 남편과 동료들이 오래오래 다닐 수 있고, 또 전세계가 알아보는 회사가 되길 바라요!”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슬라임도 사주고, 스피너도 사줘~
알았지? 사랑해~

항상 옆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 결혼 10년이란,
짧게만 느껴지는 이 긴 시간을 함께 만들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아이들보다 우리 부부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에서부터 오는
웃음의 기운이 우리 가족에게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거창하게 꾸미려 했나요?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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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여행의 중간지점,
스테이케이션

01

구례 쌍산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장수길 3-2)

전남 구례 상사마을의 ‘쌍산재’는 요즘 핫한 <윤스테이>의 촬영지입니다. 200년 된
이 고택은 아름다운 전통 정원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최근 방송의 힘을 입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대나무숲과 그 너머로 펼쳐진 초록 뜰, 자
그마한 동백터널을 지나 보이는 사락당(윤스테이 ‘선’ 숙소)은 엽서의 한 장면 같죠.
<윤스테이>에서 손님들이 정답게 차를 마시던 라운지, 출연진들이 요리하던 주방의
화구 등은 방송 촬영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것들인데요. 고택 본래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현재는 원래대로 복구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숙박 체험은 제공하고 있
지 않은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홈페이지에는 예약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니 서
둘러 예약현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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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

쌍산재 홈페이지

장 큰 변화는 바로 ‘여행’이죠. 머물다(stay)와 휴가
(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이 여행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로 떠나는 여행이 주였다면, 이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들과 함께 숙소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스테이케이션은 코로나19가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02

양양 소소한이야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3길 26)

시작됐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도

‘소소한이야기’는 강원도 양양의 하조대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

있겠지만, 휴가는 여행이 아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사

니다.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서퍼비치까지도 숙소에서 도보 15분이

람들이 늘어난 까닭이죠. ‘집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은 스

면 금세 도착합니다. 이 숙소에서 가장 유명한 건 한 눈에 해변을 볼

테이케이션에 딱 들어맞는 표현인 듯 합니다.

수 있는 오션뷰 객실입니다. 커다란 창 너머로 푸른 하조대 해변이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시기에 스테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바다의 파도소리, 아름다운

이케이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밤하늘까지 더해지면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높은 질의 휴식을 경

지 않고 집에 머물며 휴가를 즐기는 ‘홈캉스’, 편의시설이

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갖춰진 호텔에서 머무는 ‘호캉스’, 자연으로 떠나는

따스한 우드 인테리어는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룹니다. 사진 속 객실

‘캠핑’ 등 한적한 공간에서 즐기는 여행을 모두 포함하는

은 원룸형의 2인실 객실인데요. 침대 옆에 위치한 좌식형 테이블에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죠. 따뜻해진 날씨, 가벼워진 옷차림

서 하조대 해변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으로 휴가를 떠나고 싶다면 올봄 머무는 여행은 어떠신가
요? 2021년, SNS에서 떠오르고 있는 인생숙소들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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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이야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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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동 지례예술촌

05 경주 북홈

지례예술촌은 안동에서도 구비구비 들어가야 보이는 첩첩산중 호

만화책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숙소, ‘북홈’입니다.

숫가에 홀로 있습니다. 1663년 조선 현종4년에 건립된 10동 125

만화카페이자 게스트하우스인 이 숙소는 만화책이 가득한 공간

칸의 전통 복합주택인 이 숙소는 고택 체험의 시초로 많은 예술인

가운데 취침 공간이 숨겨져 있는 구조인데요. 책장 속에 1인실

들이 찾아와 영감을 얻는 창작공간이기도 하죠. 지례예술촌은 숙박

인 큐브룸들이 쏙쏙 숨겨져 있는 모습이 해리포터 영화 속의 신

뿐만 아니라 컬러링북, 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하

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고 있습니다. 이 숙소에선 반드시 사진을 남겨야 하는 포토존이 있

북카페의 모든 도서를 추가비용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샤

습니다. 바로 임하호가 한눈에 보이는 대문 앞이죠. 막 찍어도 영화

워실, 개인 사물함, 철저한 방역 등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유

포스터 같은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명한 곳인데요. 한 숙박사이트에서도 5점 만점에 4.7점의 평점

(경북 경주시 천북남로 27)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례예술촌길 427)

마루 끝에 앉아 새소리, 벌레 소리를 들으며 산과 호수의 아름다움

을 기록하며 경주의 1등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

안동시 공식블로그

을 느껴 보세요. 밤하늘의 은하수도 놓칠 수 없는 묘미입니다. TV

다. 책 속에서 잠드는 즐거움을 이곳 ‘북홈’에서 느껴보는 건 어

도 전화도 벽시계도 없는 방에서 잃어버린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떠신가요?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홈 홈페이지

지례예술촌 홈페이지

06 정선 드위트리펜션

(강원도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 146-51)

04

트리하우스 홈페이지

한국의 몰디브라 불리는 드위트리 펜션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

평택 트리하우스

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 숙소는 오션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0-20)

도 없고, 시내까지도 한참 나가야 하는 시골 펜션이죠. 하지만

‘땅으로부터 떨어진 쉼터’, 트리하우스는 살아있는 나무 위에 지

여름 성수기에는 1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의 핫플레이스

은 집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 읽었던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

인데요. 그 비결은 바로 객실들 한가운데 위치한 폭 70미터의

베리 핀의 모험> 속 오두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침 ‘허클베리’

초대형 수영장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독채도 운영되고 있죠. 평택 트리하우스는 동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봄과 가을에는

화 속에서나 보던 나무집을 구현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누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이루는 디자인으로 머무는 동안 온전한 자연을 느낄 수 있죠.

추운 겨울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아이스링크로 변신하죠. 아이,

이미 SNS로 유명하던 이 숙소는 최근 TV 예능에도 나오기 시작

어른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얼어버린 수영장 위에서 스케이트와

했습니다. ‘깊은 동화 속 산장에서 취하는 진정한 힐링’을 소재

썰매를 타고 노닙니다. 밤이 되면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까지,

로 방영하는 <수미산장>의 촬영지이죠. 이색적인 숲캉스를 즐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숙박 이용은
제한되고 체험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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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위트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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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히어로즈
HYUNDAIWIA HEROES

시즌2

협업왕
슈퍼 히어로
등속생산부 송수진 조장
•등속조인트 고주파 열처리 업무 수행
•생산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해 유관 부서와 적극적
으로 소통하며, 때로는 개인 시간을 희생할 만큼
업무에 적극적인 ‘열정’의 대명사, 젊은 조장!
동료들의 추천댓글

언택트 시대 조직문화의 주요 화두로 손꼽히고
있는 ‘협업 마인드’. 우리 조직 내 성공적인 협업
을 이끌어내고, 전사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
해 본부 간 협업 우수직원 추천 프로그램인 ‘협

순 우리말 중에 ‘미쁘다 – 믿음, 진실’라는 말이 있습
니다. 지금처럼 주변 동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협업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왕’이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주파 열처리의 생산 뿐만 아니라 완벽 품질까지 챙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전사 관점에서 업무를 수

기시는 송수진 조장님!! 수고 많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행하고, 타 본부 요청에 성심성의껏 대응하는 협

~!!

업 우수직원을 뽑는 프로그램인데요. 월별 해당
본부를 정하고, 타 본부에서 그 본부의 우수직원
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룹웨어 게
시물의 댓글과 ‘좋아요’에 해당하는 전 직원의

기능장 조장으로서 항상 열심히 하는 미래의 현대위
아를 이끌어갈 동량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
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공개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 인원이 결정되죠!
지난 2월 16일 오토웨이를 통해 차량부품사업

수상소감

본부 협업왕 이벤트가 공지되었습니다. 3일동

먼저 저를 차부본부 협업왕으로 추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안 동료들을 추천하는 총 7건의 추천 글이 올라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왔고, 5일간 시행된 공개투표에 432건의 댓글,

고생 많은 차부본부 구성원들 모두가 현대위아의 히어로즈

464건의 좋아요 수 등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주

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셨습니다. 전사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선정

히어로가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차부본

된 차량부품사업본부의 협업왕 최종 3인방이 결

부 화이팅!!!

정되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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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사업본부
협업왕 3인이 생각하는 ‘협업’이란
우수 히어로

우수 히어로

차량부품사업기획팀 김세연 매니저

모듈생산2부 김용규 반장

•KPI, 생산성, 재고, 투자 관리 업무 담당

•광주공장 보전반 리더로서 생기, 품질 등 유관부

•긴급 업무 대응에 적극적이며, 키맨으로서 열린 마
음으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타 부서에 대한 존
중과 경청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친절왕!
동료들의 추천댓글

서와의 원활한 협업을 리드하는 능력자
•타 부서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현장관리자로서
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짜 리더

송수진 기술기사
WIA THE ONE!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해내고 그 결과물
을 통해 하나의 현대위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기술선임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 내가 조금 더 배려한다.” 저에게 있어서 협업은 이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웃고 출근해서 저녁에 웃으며
퇴근하려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후배 직원들에게 말하곤 합
니다.

동료들의 추천댓글

김세연 매니저
세연 매니저 최고입니다. 본인이 바쁘지만 최대한 빠
르게 회신해 주는 최고의 인재
묵묵히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시는 김세
연 매니저님을 적극 추천 또 추천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유관부서 서포
트 해주시는 김세연 매니저님 파이팅입니다.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업무처리도 빨라서 업
무효율향상의 일등공신입니다. 강추강추에요~ 빠이팅~

서열생산 공장으로 고객라인 중단 방지를 위해 물심

협업이란 제 업무의 원동력입니다. 다른 분들의 협조 없이는 제가 진행하는

양면으로 보전에 힘써 주시는 우리 반장님 최고입니다. 언

업무가 하나도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협업이라는 단어의 덕을 많이

제나 남을 배려하고 스마일하시는 우리 반장님 싸랑해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업무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나라도

모듈공장 직서열 납품으로 테스트나 점검 활동이 쉽
지 않은데,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추천합니
다~~

차량부품사업본부의 협업왕 3인방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협업
왕은 11월까지 매월 쭈욱- 이어질 예정입니다! 3월의 해당 본부는 차량부

협업하면 김용규 반장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늘
웃는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동료들을 배려해주시는 분)
항상 솔선수범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 반

수상소감

더 협조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님 추천합니다!!

다른 부서에 저보다 더 협조를 잘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운
좋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저를

수상소감

추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상을 받게 되

력하겠습니다. 제 업무가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업해

게 대부분인데 그럴 때 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차

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손해 보고 좀 더 배

갑게 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요청에 대

려한다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연구센터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차량부품
연구센터(1차)

특수사업실

공작기계
사업본부(1차)

차량부품
사업본부(2차)

차량부품
연구센터(2차)

8월

9월

10월

11월

품질사업부

공작기계
사업본부(2차)

구매사업부,
재경본부

기획실,
경영지원본부

응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도
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연한 건데 그걸 좋
게 생각해 주시니 저는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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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Machinery Story

현대위아가
대학생들과 만나면

벌어지는 일!
공작기계 열(熱)변형 제어의 궁금증에서 출발
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생으로 구성된 ‘열받지 마, 나
의 사랑 공작기계’팀은 고정밀 공작기계를 연구하는 이광

한국공작기계산업 협회에서는 매년 공작기계산업을 이끌어

작년에 개최된 12회 공모전에서 우리 회사의 멘토링을 받

일 교수의 수업을 듣고, 제조업과 공작기계에 관심을 갖게

갈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의 아

은 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생 4명이 ‘인공지능형 쿨링

되었다고 합니다. 공작기계는 기계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공작기계

모듈 개발’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작기계연구

모든 기계를 말하는데요. 공작물의 가공 오차 중 상당 부

전문가의 멘토링으로 학생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공학 역

센터 T/C설계2팀 장진석 책임연구원이 멘토로 함께 한 경

분은 열변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열 변형을 줄이면 완성도

량을 키우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는데요.

일대학교 ‘열받지 마! 나의 사랑 공작기계’팀, 이들의 아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셈이죠. 가공 중 공작기계의

디어를 함께 볼까요?

열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고온부의 온도를 빨리 낮추면 열
변형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경일대학교 학
생들은 공작기계의 열변형 제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에 주목했습니다.
“가공 중 발생하는 공작기계의 열변형은 가공 부위 마찰열
에 의해서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고속 가공으로 인해 발
생하는 고온의 칩에 의해서도 열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더
라고요. 고온 칩 누적에 의한 열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작기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팀을 만들었고, 이광일 교수님께 지도 요청을 드
렸습니다. 교수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셨고, 현대위아에서
근무하고 계신 장진석 책임연구원님을 멘토로 연결해 주
셨습니다.”

34

35

MINI INTERVIEW
Q 경일대 학생들의 ‘인공지능 쿨링 모듈’이 최우수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본인이 학
생들의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토링을 진행한
T/C설계2팀 장진석 책임연구원

공모전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팀들의 아이디어 논문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참신하고 소중한 아이디어 였
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경일대학교 팀이 좋은 평가를 받

Q 멘토링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열원을 인식해 기계 고온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인공지능 쿨링 모듈’
현대위아 장진석 책임연구원의 멘토링으로 완성된 경일대학교 학생들의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어
떤 기술일까요? 경일대학교 유재욱 학생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스스로 열원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열원에 절삭유(절삭부를
냉각시키고 윤활하게 해서 공구의 수명을 늘리고, 다듬어진 곳을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
유)를 직접 분사합니다. 공작기계 내 고온부의 온도를 낮춰 가공품의 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죠.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센서부, 구동부, 제어부, 기구부로 구성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고온을 측정
하고, 절삭유의 방향제어를 위해 모터를 사용합니다. 고온부의 온도 감소를 위해 소형 컴퓨터인 라즈
베리파이로 절삭유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기어를 포함한 기구부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대학(원)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1회의 멘토기업 방문, 3회의 멘토-멘티 회의가 필수였는데요.
경일대학교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현대위아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장진석
책임연구원의 멘토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열심히 개발 중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공모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경일대학교

않은 쿨런트 분사장치에서 자동화를 구현했다는 점이 아니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모임에 제한이 있고 회사

나 싶습니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온도 센싱과 라즈

출입도 까다로워 자주 만나지 못해 크게 도움이 못되어 많이

베리파이 PC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모전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 동안 학

다는 점이 현재의 산업트렌드인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되어

생들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차 회의 때 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희 회사로 가져온 ‘인공지능 쿨링 모델’의 실물을 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3D 프
린터로 제작된 시제작품을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

들의 열정 어린 도전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 장진석 책임연구원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이들
의 발자취에 응원과 조언으로 함께 한 그를 만나 멘토링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Q ‘인공지능 쿨링 모듈’이 개발되면 공작기계를 다
룰 때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작품의 완성도도 높아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가공 시 발생하는 고온의 칩은 열변형을 발생시켜 최종 가공

그리고 회의 중 쿨런트를 사용하는 장비 내부는 항상 절삭유

품의 품질을 저하시키지만 비산되는 칩의 경로를 정확히 예

에 노출이 되는 환경이니 이 점도 잘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이

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래의 절삭유 분사 장치는

야기 나누었는데 방수 관련 사항도 잘 적용된 것을 확인 할

분사 범위 밖의 누적된 칩 제거가 어려워 작업자의 손이 추가

수 있었습니다.

로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량률 증가, 사이클 타임 저하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쿨링 모듈’은 이러

Q 이번 공모전에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
에게 멘토링을 진행하셨나요?

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가공 품질을 향상 시키고 칩처리를 위
한 작업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공 중단을 막을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학생들은 ‘능동 제어가 적용된 공작기계용 쿨링 모듈’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해당 모듈을 실제 공작
기계에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과 장진석 책임연구원은 현재까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은 이유는 아직까지 공작기계에서 자동화가 많이 적용되지

사실 공작기계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자동
차나 가전제품에 비해 관심도 적고, 실생활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대상입니다. 실제로 공작기계에서 쿨런트가 어떤식으로

Q 멘토링을 진행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
은말

분사되는지에 대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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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위아 공작기계가 전시된 테크센

어떤 제품이든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터와 조립현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가공 라인 투어를 통해 최

는 개발자들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만나본 경일

대한 다양한 공작기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탐원들은 짧은 시간에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물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쿨링 모듈’을 공작기계 작업공

까지 제작했었는데요. 이 열정과 성실함에 이광일 교수님의

간 내 적용함에 있어 부착위치와 분사방식에 선정에 도움이

지도가 함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

되고자 했습니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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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문제들

반려동물의 등록까지 마친 경우, 우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줄을 잡고 길거리를 지나던 길에 반

을 잘 돌보고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

려견의 다리를 뒷바퀴로 치는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의

70% 인정하여 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도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어느덧 쌀쌀한 날씨가 풀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

무가 있습니다. 즉,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로 하여금 갈증, 배고

존재합니다.

지 공원에 나가보면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이번 호에서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

픔, 영양불량, 불편함, 질병, 두려움 등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

이처럼 우리 법원은 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가족과

려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록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교환가치 이상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도 목걸이, 신발, 양말, 헤어패션용품 등에서 애견 호텔, 유치원, 놀이터까지 다각화되고 있지

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

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요.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법률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니다. 특히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서울동부지법 2009나558), 위자료의 지급의무 또한 인정

사육공간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동물은 학대한 자

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02948).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다음은 반려동물의 관리책임입니다. 관리 책임은 크게 민사 책

위 사례들을 보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임과 형사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으로, 반려

요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크 및 햄스터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

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손해를 끼쳤다면

필요합니다.

조). 편의상 개와 고양이를 염두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

한편,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면 10

최초에 반려동물을 판매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것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해야 하는 책임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위해 사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에 주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죽어서 폐사하였다면

육하거나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병원비, 일실수

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 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입,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이 되겠지요? 형사책임으로는, 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도 반려동물을 향해 주변

자, 이제 반려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물의 보호, 유기 방지 등을 위

려동물의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

사람을 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겠지요?

하여 주택에서 기르는 개나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

법 제12조, 아직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호흡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수의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동물보호 단체, 동물판매업자에게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마개까지 착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1월 호에서 전해 드렸듯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

여기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사례를

었으니, 이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출했을 때 배설물이 생기면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동물

의정부지방법원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린 10

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 아이에 대하여 소유자 측에 치료비 2,30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는데, 지면의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에

한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도 길을 걷다가 대문에서 짖으며 나오는 개를 피하는 과

여기까지는 동물보호법 상의 주요 사항으로서 반려동물을 기

정에서 다친 경우에 견주의 책임을 70%까지 인정한 사례

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법률사항입니

가 있습니다.

다.

또한, 법원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사례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대물보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분양비 40만원으로 밖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피고측 주장
에 대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자인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0만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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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영화관 사용법.txt

#영화관에서 게임을

#이 명작을 다시 한 번

롯데시네마는 지난 3월 2일 ‘롯데시네마 게임존’을 운영한다고 밝

이렇다 할 명작이 개봉을 미루는 요즘, CGV는 2000년대 전

혔어요. 영화관의 초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콘솔게임을 즐길 수 있

후에 개봉한 명작 한국 영화를 다시 개봉하는 ‘시그니처K’ 상

는 곳이죠. 전국 4개의 상영관(월드타워, 건대입구, 수원, 센텀시티)

영관을 지난 3월 2일 오픈했어요. CGV는 이곳을 통해 3월

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영화관의 초대형 스크린으로 즐기는 콘솔게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우리의 추억 속 대작을 다시 선보인다

임, 생각만으로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고 합니다. ‘시그니처K’에서 선보이는 영화들은 디지털 리마

다만 롯데시네마 게임존을 이용려면 직접 콘솔 기기와 타이틀을 준

스터링 복원 작업을 통해 매우 뛰어난 화질과 음질로 감상할

비해가야 합니다. 예약은 대관 3일 전까지 각 지점의 상영 시간표를

수 있어요.

확인해 진행하면 됩니다. 특정 시간에 이용을 희망한다면 고객 센터

일단 이번 3월에는 ‘시그니처K BEGINS : 한국영화 르네상스

를 통해 문의하면 되고요.

의 시작’을 테마로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포문을 연 영화 2편

가격은 그리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싼 수준도 아니에

을 상영합니다.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와 ‘공동경비구역 JSA’

요. 영화관을 통째로 빌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기본 4인 기

에요. 또 강제규 감독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3월

준 2시간30분 이용에 10만원이고, 연장 시마다 1만원의 요금을 추

19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 가능 인원은 최대 10인이긴한데, ‘5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잘 확인해야겠네요.
CGV는 롯데시네마보다 한 발 앞서 지난 1월 콘솔 플레이 대관 플
랫폼인 ‘아지트엑스(AzitX)’를 론칭했어요. 현재 CGV용산아이파크
몰을 비롯한 전국 34개 극장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용 방식
은 롯데시네마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콘솔게임기를 들고 영화관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달라진 것은 아마 데이

찾아서 신나게 즐기면 되죠. 초대형 스크린과 우리의 마음까지 흔드

트 코스일 거에요. 가장 흔한 데이트 코스인 ‘영화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는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안락한 의자와 함께 말이에요.

특히 영화가 문제입니다. 이런 시국에 밀폐된 공간에 2시간 이상 들어가 있는 것은 참 꺼려지는 일이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예매 서비스에서 영화명 ‘아지트엑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건 비단 영화의 팬들만이 아니죠.

죠. 실제 지난해 영화관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어요. 우리나라 최대 영화관 기업인 CJ CGV의 2020년

스(AzitX)를 클릭 후 원하는 영화관을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하면 됩

클래식 팬들도 비슷합니다. 해외 유수의 연주자들이 내한할

매출은 5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줄었죠.

니다. 이용 가격은 4인 기준 2시간 이용시 18시 이전 편성 회차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위 ‘클덕’들은 애가 탄 한 해를 보내야

영화관은 그래서 최근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시설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수익은 창

10만원, 18시 이후 회차는 15만원이며, 설치 및 준비 시간으로 30

했습니다. 영화관은 이런 클래식 팬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출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대작 영화들이 개봉을 미루고, 넷플릭스와 같

분이 별도로 제공된다고 해요.

선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생생하게

은 OTT서비스로 직행하는 것도 영화관의 변신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영화관의 즐길 거리는

CGV는 지난해 10월 ‘월간 클래식’을 런칭하고 매달 최고의

더욱 풍성해졌죠.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내는 음악 콘서트 실황을 선보이고 있
습니다. 5.1 서라운드 사운드로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
주죠. 실황에는 미칠 수 없겠지만,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CGV의 월간 클래식은 이번 3월에는 영국

#원데이클래스도 극장에서

의 클래식 축제인 ‘BBC 프롬스’에서 선보인 버밍엄 심포니의
연주를, 다음 달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 조지 거

메가박스는 영화관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플라워 클래스’를 열어요.

슈윈의 영화 음악 콘서트를 선보인다고 해요.

전문강사와 함께 나만의 꽃다발을 직접 만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메가박스는 CGV와 유사한 ‘클래식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코로나로 모두가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꽃이 주는 행복을

있어요. 전 세계의 오페라와 클래식 페스티벌을 생생하게 감

직접 손끝으로 느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할 수 있도록 했죠. 현재 메가박스는 두 편의 오페라를 상

다만 아쉽게도 3월의 클래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 3월 6일과

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

13일에 열렸거든요. 메가박스 킨텍스지점과 백석지점에서 열린 이

드인’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죠. 평소 진입장벽이 높

번 클래스는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격은 4만원이었죠. 이번

아서 오페라와 클래식에 다가서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

에는 아쉽게 지나갔지만, 다음에도 유사한 클래스가 진행될 수 있으

번 다가서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니 영화관의 홈페이지를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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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목표였던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약 한달이 넘었네요. 다들 10kg씩 빼 보자 마음
먹고 진행했어요. ‘누구 한명이 포기하면 나도 포기 할 텐데, 그냥 유지만 해도 되지않을

3개월 간의 식단 조절에
달콤한 쉼표를 찍다

사연 신청자
서비스지원팀 이지원 매니저

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을 깎는 노력 덕에 평균 8kg
정도씩 뺐고 비만을 탈출한 멤버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땀 흘리며 노력한 사나이들
과 달콤하고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월간미식회

끝나지 않은 고객지원실
사나이들의 다이어트 도전기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과 선선한

서비스지원팀
박세영 매니저

서비스지원팀
이지원 매니저

국내서비스팀
홍성진 매니저

서비스지원팀
이호성 매니저

서비스지원팀
구판모 매니저

바람이 부는 봄날 창원 본관 워커
라운지 옆 야외 테라스에서 세 번
째 월간미식회가 열렸습니다. 인스
타 감성 물씬한 분위기에 눈길을
사로잡는 타르트는 한창 다이어트
중인 다섯명의 고객지원실 매니저
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온갖 ‘맛있는 것’들의 유혹
을 이겨내고 10kg 감량 목표에 바
짝 다가선 이들의 ‘치팅데이’. 이들
을 위해 전국의 타르트 맛집을 모
두 모았습니다. 치팅데이의 힘일까
요. 이번 미식회에는 휴가 중에도
참석한 매니저도 있었는데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초과 목표를
위해 3개월간 꾸준히 다이어트 중
인 이들을 3월 월간미식회에서 포
착했습니다.

Q 서비스지원팀과 국내서비스팀이 함께 다이어트
라는 새해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Q 비교적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지원 매니저 새해에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가 바로 금연과

이지원 매니저 기본적으로 평소 먹던 양의 1/3만 먹는 식단

다이어트일 텐데요. 저희 중 흡연자가 없어요. 워낙 술을 좋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한시간 이상씩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아하고 자주 먹기도 해서 건강해지자는 취지로 함께 다이어

인해 헬스장 방문이 어려워져 바깥 산책을 하는 가벼운 유산

트를 다짐했죠. 이 얘기가 오갈 때 우연찮게 팀이 섞여 있어

소 운동이지만 꾸준히 병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

자연스럽게 멤버가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식단 조절

가적으로 한약의 도움도 받고 있는데, 포만감을 주고 영양분

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한약을

이호성 매니저 입사년도랑 나이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먹기 시작 할 때 첫 3일간 선식만 먹었는데 이때 붓기와 독소

자주 교류하는 팀이기도 해서 정말 긴밀하게 목표를 향해 함

가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때 위도 줄고 평균 3-5kg씩 감량

께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해서 초반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희에게 연락주세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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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BEST PICK!

구판모 매니저 작년 여름에 14kg 감량한 경험이 있어요. 식단

사람에게는 자부심 및 축하 정도 있겠네요! 매주 BMI를 측정해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여자친구 생기고 불과 3개월

서 차트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많이 감량했을 경우 다같

만에 다시 살이 쪘죠. 근데 이번 다이어트는 제가 이제껏 한 다

이 축하해줘요.

카페스이 에그타르트

이어트 중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같이 해서 그럴까요? 다이어트

이지원 매니저 중간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며 회식했으면

겉으로 보면 투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친절함과 배려심으로 꽉 찬 고객지원

할 때 식단7, 운동3 비율로 하라고 하는데 정말 운동을 많이 안

좋았을 텐데 5인이상 집합 금지령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실 매니저와 같은 에그타르트가 3월 월간미식회 BEST PICK으로 선정되었습니

해도 식단을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게 신기할 따름이고

이번 미식회에서 열심히 먹고 또 저희는 도전을 이어 가야죠!

다. 직무 특성 때문일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전화를 받을 때도 화내기 보
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따뜻한 사람들로 똘똘 뭉친 매니저들처럼 부드럽고 달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함을 품은 에그타르트가 찬사를 받았습니다.

Q 어떻게 다이어트 성과를 기록하고 있나요?

박세영 매니저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 시간만큼은 식단 관리하기
가 너무 힘든데요. 평소 먹던 양이 있으니 영양사분들이 암묵적

이지원 매니저 바그래프로 각자 BMI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으로 더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웃음). 그래서 한달 동안은

사람마다 살 빠지는 속도가 다 다르지만 더 빨리 빠지는 팀원을

일부러 적게 달라고 말씀드리고 특식과 양식보단 한식 위주로

후보1 케빈즈파이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잡기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식사했어요. 밥은 딱 세 숟가락 정도만 먹으려고 절제했죠. 또

명도 빠짐없이 다들 독한 사람들인 것도 한 몫 하죠. 오늘 참석

저희 중 세 명은 결혼을 했다 보니, 와이프가 야식 먹자고 하거
나 맛있는 거 먹자고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자고 있을 때 꼬르
륵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말 강한 의지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Q 이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패널티 또는 보상이 있나
요?
이호성 매니저 가장 적게 뺀 사람에게는 수치심, 가장 많이 뺀

하지 못한 김민우 매니저는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 종종 자포

Q 팀원 중 최고 미식가

자기하는 마음으로 단톡에 음식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다

이지원 매니저 저희는 ‘미식가’라기 보다는 ‘대식가’가

음날 다시 다이어트 다짐을 곧잘 해요.

많죠. 저희 다 뭐든지 잘 먹고 술도 좋아하다 보니 맛보

이호성 매니저 3월 1일 기준으로 제가 감량을 가장 많이 했어

다는 ‘양이 많은지, 적은지’가 더 중요해요.

요. 차트를 만들어서 매주 BMI 측정결과를 시각화 하니 큰 성취

박세영 매니저 맞아요. 만약 돈까스를 먹은 날이면, ‘어

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중간에 해이해질 수

떻게 맛있었다’라는 맛 평가 보다는 두께에 대해 이야기

있는데 전원 우하향 그래프 만들어가는 과정이 큰 동기부여가

를 하죠. 원래 한 개 주는데 세 개 주면 맛있는 거고 원

되는 것 같아요.

래 세 개 주는데 한 개 주면 맛없는 집이라고 해서 미식
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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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모 매니저 그래도 디저트는 제가 일가견이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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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피자빵, 고로케 같은 원초적인 빵을 좋아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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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78.9

85.2

인데, 평소에 맛집도 잘 찾아다닌답니다. 음식을 먹을
83.9

때 한 개를 음미하기 보다 그걸 먹으면서 어울리는 메

82.7 81.9

80.2
78.4

76.9
73.9

구판모 -10.1kg

김민우 -7.2kg

박세영 -11.3kg
시작

1/16토

1/22금

홍성진 -11.9kg
1/29금

2/5금

3/1금

뉴를 추가하는 편이에요 맛 조합을 찾으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네요. 미식가이자 대식가가 있다면 그

이지원 -12.2kg

이호성 -12.6kg

게 바로 저입니다!

Q 참여 소감
홍성진 매니저 우선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먹게 해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끼리 목표 달성 파
티도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너무 기뻐요. 평소에 사보 읽으면서 월간미식
회에 소개된 맛집을 찾아 먹기도 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다음 4월 월간미식회에서 소개될 맛집이 더 기대
되네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팀원들과 특별한 추억
만들고 찐 맛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판모 매니저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마음 같아
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 했으면 좋겠
어요. 근무하는 시간에 동료들과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짧은 시간
이지만 이러한 사보 코너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미국 가정에서 만드는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는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파이를 맛볼 수 있는 맛집. 두뇌 건강, 혈액순환에 좋은 피칸이 듬뿍
들어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디저트로 죄책감을 덜어보세요.
● 견과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거부감없이 즐길 수 있는 맛.
–이호성 매니저
● 씹을수록 고소한 피칸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어 건강한 디저트
같다. – 박세영 매니저

후보2 카페스이 – 이날의 BEST PICK!
네이버스토어 3만개 판매 돌파, 평점 4.9/5점. 바삭한 파이지와 달콤
한 커스터드 푸딩 같은 필링의 조화로 ‘겉바속촉’(겉은 바삭 속은 촉
촉)을 구현한 부산에 떠오르는 맛집에서 진짜 에그타르트를 맛보세
요.
● 대박! 첫 입부터 소름 끼치게 맛있습니다. –이호성 매니저
● 10년 전 홍콩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는 fake다. 오늘 진짜 에그타
르트를 만났다. 밥 배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 백 번 이해
되네요. 배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홍성진 매니저
●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제 돈 주고 다시 반드시 다시 사먹을 거예
요. 개당 5천원까지 한다고 해도 사먹을 것 같은데요? –이지원
매니저

후보3 메종드르뱅
창원 빵지순례에 빠질 수 없는 곳. 제빵 개량제 및 합성 색소 등 첨가
제를 사용하지 않고 100% 유기농밀과 동물성 생크림, 우유 버터를
사용해 저온숙성으로 만든 천연발효빵을 판매하는 맛집. 끝나가는 겨
울 딸기철이 아쉬운 마음에 빨갛고 달콤한 딸기가 듬뿍 올라간 타르
트를 준비했습니다.
● 느끼하지 않은 달콤한 크림 맛과 신선한 딸기의 상큼함이 잘 어울
려요. 맛과 인스타감성을 자극하는 비주얼. 두 마리 토끼를 잡았
습니다. –구판모 매니저
● 비주얼은 압승이네요. 집들이 갈 때나 선물로 주기 딱 좋을 것 같
아요. 깔끔하게 맛있는 맛이지만, 크림과 딸기 조화가 흔해서 그
런지 비교적 특별함이 부족해요.–박세영 매니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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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

Happy Together

저소득 다문화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지난해 말부터 연일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 지속으로 인
해 축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원재료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
단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하고, 이상기후가 이어진 탓이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즉석밥과 통조
림 등 가공식품의 가격도 급등하며, 저소득 가정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피해는 더욱 심합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향한 시선은 코로나에 혐오로 변
했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죠. 의지할 가족이나 지인조차 부족한 다문화가정에게는 도움이 절
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월 26일 우리 회사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경남다문
화가족지원센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전달
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해경 센터장, 경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과 우리 회사 구동생산부 소성규 기술선임, 차량부품생산기술팀 정현우
매니저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저소득 다문
화가정 125세대에 감자, 가지, 양파, 버섯 등 친환경 식재료 23종으로 구성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가운데, 한
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위해 신선한 원재료 먹거리를 제공했습니
다. 또한 이번 지원은 경남지역의 농산물을 다량 구매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
는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이끌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소성규 기술선임은 “최근 농산물 가격
이 폭등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며 “이번 농산물 지원을 통해 각 가정에서 다양한 음
식을 만들며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나눔 덕분에 저소득 다문화가정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1% 기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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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커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정진수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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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Fed)의
계획과 예기치 않게 등장한

국제유가 상승세

COVID-19 충격이 발생하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통화 및

연실업률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위의 언급한 두가지 문제점

재정정책의 공조와 COVID-19 백신 개발 등으로 전세계 경

이 해소될 때이다. 고용시장 불균형 회복과 함께 임금노동

제는 COVID-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

자의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물가 반등 조짐으로 중앙은행

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조기에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COVID-19 백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연준에서는 최소 2023년까지 완화적

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기저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가에서 변

러나 시장에서는 막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이전에 경험하

화가 발생했다. 소비자물가(CPI)에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 물

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 중이

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점이다. 작년 4월 -37달

다.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대비 상승률 기준으로

러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WTI)가 최근 60달러 수준에 도달

2021년 2분기에는 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며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만, 주의할 부분은 2분기 나타나게 될 물가 상승은 작년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70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기

COVID-19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

저효과를 넘어 공급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을

는 점이다. 작년 4월 전후로 경제활동이 COVID-19으로 강

것으로 예상된다.

제 중단되었고 국제유가(WTI)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에

국제유가(WTI)는 연초부터 백신 유통에 따른 소비 회복 기

진입하며 물가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기저효과를

대감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다만, 완만하게 상승하

제외하고 물가 수준을 고려해본다면 정말 화폐 가치를 악화

고 있던 유가가 최근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

시킬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

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는 사우디의 깜짝 감산으로 원

아있다.

유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미국 텍사스 주 중심으로 한파가

연준 또한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하며 물가에 대해 크

몰아치며 정유 설비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물가보다는 고용시장에 초점을

단기적으로 유가의 방향이 국제 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할

맞추는 모습이다. 미국 실업률은 작년 4월 14.8%까지 급등

수 있는 상황이다.

하였지만 현재 6.3%까지 빠르게 하락한 상황이다. 경제에

향후 유가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재료를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고려한 실업률을 자

주목해야한다. 첫번째는 미국 텍사스 주 중심으로 공급 차

연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질이 해소되는 시점이다. 빠른 시일내에 날씨 리스크가 완

4.1%라고 추정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회

화되고 생산이 재개된다면 국제 유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

복 속도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시장의 세부 내용

다. 두번째는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을 살펴보면 연준이 쉽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중단할 수

핵 협정관련 갈등으로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원유 공급

없다. COVID-19 이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고용시장에서

이 일부 제한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바

지속되고 있다. 첫번째는 미국 고용시장의 규모라 할 수 있

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란과의 관계가 다소 진정될 것으

고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있어 분모가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월 4일 예정된 OPEC+회의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단

산유국들의 증산 여부이다. 유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기에

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번째는 고용시장의 양극화이다.

산유국에서는 공급을 확대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만약 공

COVID-19으로 여행/레저 등 대면(Contact) 관련 업종들이

급측 요인으로 상승한 유가가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연준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전세계 경제의

연준이 원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종료 시점은 실업률이 자

회복 탄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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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TO. 박상수 기술선임
지난 달 차량부품개발팀 매니저가 범우정밀 강재성 상무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강재성 상무가
릴레이로 우리 회사 감사의 대상 두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을 소개합니다.

“업무 시간 종료 시간대 납품 진행 시라도 항상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협조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업무 대응해주시는 박상수 기술선임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Together and Further

“설계도면 문의와 설계변경 제안 그리고 개발품 납기 일정에 대해 상
호간 소통과 일정 조율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입사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주로 아반떼,
벨로스터, i30 등 현대·기아차 준중형 차종의 등속조인트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범우정밀 강재성 상무님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소감
이 어떠신가요?
업업체에게서 칭찬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민망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Q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온 강재성 상무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에게 감사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업무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Q 좋은 협력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협력 관계는 서로 신뢰를 쌓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
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Q 범우정밀과 좋은 협업을 이룬 일화가 있다면
제조업 특성상 고객 요청으로 긴급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생
긴 고객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범우정밀 측에 신규 사양 개발 긴급 요청을 했
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된 타 차종 생산일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
니다. 제 주관으로 우리 회사와 협력사의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 소집을
했고, 실제 납품 일자, 생산 필요 일자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다시 조율했죠. 범
우정밀에서도 긴급 제작에 힘써 주셔서 문제 없이 고객사에 납품을 했던 일화
가 기억에 납니다.

Q 앞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바라는 점
늦은 나이지만 올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면서도 어깨가 무겁네요. 회
사에서도 새로운 가정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멋진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등속설계팀
신진식 책임연구원

96년도 훈련 및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97년도에 정식 입사하여 올해로 25년째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등속 부분 가공파트에서 업무를 하다 중간에 몸이 안좋아져 지금 근무중인 차량부품
생산관리부서로 이동했습니다. 자재 생산관리 업무를 한지 벌써 10년차 되었네요. 주로 소재
입고, 출고, 관리, 출하를 담당하며 생산관리 전반을 관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업무
가 있기 보단 조장으로서 등속과 구동 부분은 물론이고 입고, 출고, 생산관리 등 업무를 유동적
으로 감독, 관리하는 것 같아요.

Q 범우정밀 강재성 상무님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업체와 많이 협력
하는 만큼 부딪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칭찬 또는 감사 메시지를 받기가 더욱 쉽지
않죠. 솔직히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달 받았을 때, 큰 도움을 준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당황
스러웠어요. 생각 해보니 긍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납품이 오
는 경우에 제가 허겁지겁 현장을 가서 사인을 받아 입고를 잡기도 했었어요. 강재성 상무님 덕
에 저도 잊고 있었던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은 것 같아 보람차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
짐을 했습니다.

Q 감사 메시지를 전해온 강재성 상무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번 좋은 소리만 하며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 전달받으니 제가 더 큰 감사 전하고 싶네요! 항상 납기일 준수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
사합니다. 함께 한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전에 비해 납품 수량이 많이 줄어들어 공
장이 풀로 가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 어쩌면 모
두가 힘든 이 시기 힘차게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 좋은 협력업체란

변함없는 노력으로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갑시다!

좋은 협력업체는 ‘신뢰’하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품질은 기본이고요. 거래명세서에 기
반한 정량을 맞추고 납기일을 준수하는 거래를 하며 자연스럽게 두 업체간에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월말이 되면 실적 때문에 필요 이상의 수량을 보내는 협력업체도 간혹 있어요. 입
고를 잡는 순간 결제 처리가 되면서 저희 회사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경우 매우 난감하죠. 범우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고요.
품질은 물론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거래를 10여년간 지속하고 있으니, 범우정밀이야 말
로 현대위아의 좋은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Q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오랜 기간 함께 협력한 만큼 여러 에피소드가 머릿속을 스치는데요. 한 번은 범우정밀 거래명
세서 한 개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거래명세서가 누락되는 경우 감사 기간에 정말 심각한 문제
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범우정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래명세서 한 장을 찾아 무탈하게 감사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범우정밀의 신속한 업무 대응 속도와 당시 아찔했던 기억은 아직도 잊
혀지지 않네요.

차량부품생산관리팀
박상수 기술선임

Q 앞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바라는 점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게 1순위죠! 그리고 저희 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연령
이 높다 보니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무쪼록 모든 반원들이 정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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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게 지금처럼 성실하고 열정적이게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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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연구센터 감사 카드 & 드림 트리 이벤트 실시

Automobile Parts R&D Support Center Holds ‘Thank You Card’
& ‘Dream Tree’ Events

시 위원회 반국강 서기 강소법인 방문
市委书记潘国强走访江苏现代威亚
지난 2월 25일 우리 회사 강소법인을 강소시 반국강 서기와 관계자들이 방문

W+NEWS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는 지난 한 해 고마웠던 동료들에게 마음을 전하

했다. 강소법인장 서민석 상무는 강소법인 생산 현장을 반국강 서기와 관계자

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감사 카드 이벤트’를 열었다. 휴게실에 설치한 ‘Thanks

들에게 상세히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반국강 서기는 “지속적으로 핵심 경쟁

Box’에 동료에게 전달할 마음을 적어 넣으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다.

력을 향상하여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외자기업

감사카드를 가장 많이 받은 6명은 ‘감사왕’으로 선정해 선물을 증정했다.

의 적극적인 공헌에 감사했고 장자강시에 뿌리를 내려 지속적으로 제품, 기

차량부품연구센터는 지난 2월 23일에는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다짐을 하는

술, 관리 혁신을 실현하여 강건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전했

‘드림 트리 이벤트’를 개최했다. 한 해 동안 조직과 자신에게 바라는 소망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이벤트다. 차량부품연구지원팀은 정성스럽게 소망&
다짐 카드를 작성한 임직원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2月25日上午，市委书记潘国强带领相关部门负责人，走访了凤凰镇重点内

차량부품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벤트를 기획해 구성원들의 자긍심

外资企业，江苏现代威亚有限公司落户港城多年，发展势头良好。潘国强书

과 소속감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记深入工厂车间实地了解企业生产过程，并与总经理徐敏锡进行了深入交

On Feb 3, HYUNDAI WIA Automobile Parts R&D Support Center held

2021 · March

a ‘Thank You Card Event’ to send warm appreciation to coworkers.
Thank-you-note submitted in ‘Thanks Box’, installed in the Lounge,
was directly delivered to the addressee. The top six recipients with the
most appreciation cards were awarded a small gift.

流。潘国强鼓励企业不断提升企业核心竞争力，走高质量发展之路。
潘国强书记感谢外资企业长期以来为港城发展作出的积极贡献，希望企业能
继续立足港城，扎根港城，持续推进产品创新、技术创新、管理创新，不断
把企业做大做强。潘国强表示，市委、市政府将不断提升服务质量与水平，
持续优化营商环境，双方携手共谱港城高质量发展新篇章。

Furthermore, Automobile Parts R&D Support Center held a ‘Dream
Tree Event’ for the members to set up New Year’s Resolutions
for 2021. The event was organized to contemplate personal wishes.
Thoughtfully written cards were selected and prized coffee coupons to
encourage participation. Automobile Parts R&D Center will consistently
plan out various events to enhance employee’s sense of pride and
belonging.

강소법인 협력사 안전 지식 퀴즈 대회 개최
江苏法人开展外协业体安全知识竞赛
강소법인은 지난 2월 5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지식 퀴즈대회’를

일조시 영도, 설맞이 산동법인 방문
日照市领导春节走访山东现代威亚

개최했다. 대회는 강소법인 안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더욱 안전하
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협력사 소속의 직
원 총 17명이 참가했다.

지난 2월 9일, 산동법인에 장혜 일조시 시위서기, 마선협 일조시위 부비서장

이날 대회에서 1위는 푸얼기계가, 세한기계와 고특금속이 공동 2위를 차지

등 지역관계자들이 방문해 ‘설날위문물품’을 전달했다. 산동법인장 공경용 상

했다. 경진도장, 금신재생자, 보안회사는 공동 3위에 올랐다. 각각 1000위안,

무 등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장혜 서기는 산동법인의

800위안, 500위안의 상금이 주어졌다. 강소법인은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

생산·투자 현황과 직원들의 현지 생활을 파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한 주재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공경용 상무는 장혜 서기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산동법인이 완성차 시장 변

为了让协力社员工更好地了解有关安全环境方面的知识，宣传安全文化氛

화에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조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围，达到预防安全事故的目的，我们公司在2月5日早上，于福利楼大礼堂举

것”이라고 말했다.

行了HSE知识竞赛，共有12个常驻协力社17名代表参加。在经历了激烈的角
逐后，浦尔机械取得了第一奖，获得1000元奖金,世韩机械，高特金属并列

2月9日， 日照市市委书记张惠、市委副秘书长马先侠、市外办主任吴乃军

第二，分别获得800元奖金，耕珍涂装,金鑫再生资源.勤业物业并列第三名，

等领导一行到山东现代威亚进行春节前走访慰问，送来了新春慰问品，公司

奖金500元。最后在一片激烈的掌声中，此次竞赛完美落幕

总经理孔俓傛常务等领导陪同。张惠书记与公司领导在发动机4工厂进行了
座谈，书记详细了解了企业生产投资经营情况以及韩国籍员工在日照的生活
情况。并向因疫情无法回国与家人团聚的韩国驻在员和技术者们带来了新春
祝福。总经理孔俓傛常务在感谢张惠书记温暖关怀的同时表示，山东现代威
亚将会在整车市场变化的同时做好顺势而为的准备，公司会在保证产品品质
的基础上，不断提高产品竞争力，努力争取为日照市的发展增光添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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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직원 격려 이벤트 실시

Security

21년 3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HYUNDAI WIA MEXICO Conducts Employee Motivation Event
지난 2월 12일 멕시코법인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깜
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

W+NEWS

을 다하고 있는 주재원과 현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멕시코법인은

국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당했다는데... 내 스마트폰은 괜찮을까

퇴근길에 모든 직원들에게 장미와 초콜릿을 전달했다.
이날 선물을 받은 한 직원은 “꽃 내음으로 기분 좋게 일과를 마무리 할 수 있

3/6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악성 앱을 통해 국내 스마트폰 약 4만 대가 해킹 당했다고 밝혀

게 준비해준 회사에게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멕시코법인은 건강한

과연 내 스마트폰은 괜찮은 건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으로 위장한 해당 악성 앱은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저장 문서를 가로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까지 실시간으로 도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 보안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해킹에 사용된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백

On Feb 12, HYUNDAI WIA MEXICO hosted a surprise Valentine's
Day event. The event was organized to boost motivation and thank the

신을 긴급하게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려 있거나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employees for making the best of a bad job in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Resident and local employees received a rose and chocolat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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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way home. “I am pleasantly surprised and grateful to finish off a day
in this floral-scented air”, said one of the employees who have received

1. 스마트폰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경우 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보안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패치했을 때도 최신 버전이
발표되므로,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the gift. HYUNDAI WIA MEXICO will continu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fosters employee engagement for a productive workplace.

2. 모바일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됐다면 그다음 확인할 것이 바로 모바일 백신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백신 앱은 설치한 후 구동할 때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동작하니 동의 여부를 꼭 점
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백신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걸 확인했다면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기관 사칭 악성 앱의 경우 보안업체들이 업데이트한 모바일 백신을 사용자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해 최
신 백신 엔진을 유지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보안뉴스]

2021년 인도법인 신차 출시 킥오프 미팅

HYUNDAI WIA INDIA Holds SU2R - S.O.P Zero Defect Kick-Off
Meeting

지난 2월 15일, 인도법인은 신형 크레타 대량 양산 이전에 ‘무결함 S.O.P(관리

유료 SW 공짜로 쓰려다가... ‘크랙’ 위장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중

운용규정)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트레이닝룸에서 열었다. 인도법인 생산팀은
이번 미팅에서 모든 현장직 임직원에게 HMMR(현대차러시아생산법인)로 수출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쓸 수 있

할 등속조인트의 구체적인 관리운용규정을 교육했다. 또한 신차와 관련된 기

다고 속여 정보 유출용 악성코드와

술정보 및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미팅을 주최한 생산, 품질, 사업관리팀

PUP 프로그램을 동시에 유포하는

은 행사를 마치며 고객에게 무결함 제품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
합니다. 공격자는 불법 다운로드 사

On Feb 15, HYUNDAI WIA INDIA held S.O.P (standing operating

이트 등을 이용해 프로그래밍 소프

procedure) Zero Defect kickoff meeting. Before the mass production
of the new model ix25, the meeting was held in the training room. Mr.
G. Ganesh, deputy manager of the Production team, trained all shop
floor employees on a specified S.O.P for CV joint that will be exported to
HMM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sia). In this session, details of
the unique parts, technical information, and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new car model were shared. At the end of the session, operators from
the Production, Quality, and Project Management Team pledge to ensure
zero-defect to customers.

크랙 설치 화면 [이미지 출처 : 안랩]

트웨어인 시냅스X(SynapseX)의 라
이선스 제한을 해제하는 ‘크랙’으로

위장해 악성 파일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크랙 파일과 함께 정보 유출 악성코드와 ‘가비지 클리너(Garbage Cleaner)’
라는 PUP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됩니다. PUP(Potentially Unwanted Program)란 기본적인 기능 외에 사용자를 번거롭
거나 불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설치/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일컫습니다.
안랩 송태현 주임 연구원은 “공격자는 효과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 프로그램
을 함께 설치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다”며,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다 불필요한 파일 설치는 물론 악성코
드에 감염될 수 있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공식 경로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는 등 보안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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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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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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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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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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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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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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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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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정

밀

제

상
5

빌

범

우

6

레
3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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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

46

하

루

이

베

테

리

크

이

포

이

드

기

케

1

가로퀴즈

4

어

1.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최근
여행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는 이것은? (p.28)

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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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4

2. 3월 3일 우리 회사 본관 라운지에서 열린 CEO와 함께
하는 공감 토크 타임 행사의 이름은? (p.6)

5

닐

3. 경일대학교 학생들이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제출한 과제 기술의 명칭은? (p.38)

라
2

당첨자

•구동생산부 송진수 기술사원

•인사팀 최요한 책임매니저

•설비구매팀 문종윤 책임매니저

•특수생산부 이도현 기술기사

•소재개발팀 박도현 책임매니저

•모듈설계팀 손혁호 책임연구원

•금형기술팀 박태규 매니저

•선행생산기술팀 송준오 매니저

•특수생산부 배성준 기술기사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TFT 오경세 책임매니저

4. 차량부품연구센터에서 진행한 행사 중 새해를 맞이해 새
롭게 다짐을 하는 이벤트의 명칭은? ㅇㅇㅇㅇ 이벤트.
(p.54)

3

5. 지난 2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 회사 1%기적에서 전달한 물품은? (p.48)

6

3
5

7

세로퀴즈
현대위아 매거진 독자의 의견

1. 3월달 월간미식회에서 베스트픽으로 손꼽힌 에그타르트
가게 명칭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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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서병제 매니저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덤으로 ㅇㅇㅇㅇ을 매수하고 싶다고
언급한 이것은? (p.18)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3. 3월 월간미식회를 신청한 사연 신청자의 이름은? (p.44)
4.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ㅇㅇㅇㅇ에 감염될 수 있
다. (p.57)
5. 평택에 위치한 스테이케이션 숙소로, 동화 속에서나 보던
나무집을 구현한 곳 (p.30)
6.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의 명칭은? (p.40)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7.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는 이곳의 계획과 연관되어 나타났
다. 영문으로는 Fed라 불리는 이 곳의 명칭은? (p.50)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3월호 선물: 피자 기프티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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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근(당시 만 9세 0개월, 남)

발생일자 1994. 08. 27 (토)
발생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집
신체특징 뽀얀 피부, 쌍꺼풀 있음, 엉덩이에
검정색 점
착의사항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

이름

김도연(당시 만 15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1. 01. 29 (월)
발생장소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한국콘도
신체특징 키 152cm, 긴 얼굴형, 지적장애 1급,
눈동자 초점이 흐림, 이가 고르지 못함,
머리 우측 두피에 10cm 가량의 흉터
착의사항 빨간색 티셔츠, 회색 츄리닝, 검정색 파카,
흰색 운동화

이름

이선우(당시 만 1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1995. 10. 01 (일)
발생장소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신체특징 엉덩이에 흉터, 허벅지에 안쪽에 큰 점
착의사항 교복착용,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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