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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협력지원팀 신재준 책임매니저가 변화와 혁신 리더십 교육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부문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고 있다.
<변화와 혁신 리더십 교육> 역시 예년의 전통을 깨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형식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변화를 통해
회사도 혁신으로 한 보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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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 사업화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23일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에서 ‘열관리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
니다. 현대차그룹 기획, 연구, 구매 부문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우
리 회사의 미래사업 아이템 중 하나인 열관리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HOT ISSUE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세션으로는 기획실장 장세호 전무의 회사 현황 및 중장기 비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회사의 미래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전동화 e-액슬, 통합 열관리 시스템, 수소연료전지부품을 비롯하여 RnA 솔루
션 등 우리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차량부품연구센터 원광민 상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열관리 사업 소개와 함께 열관리시스템의 개발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진
행했습니다. 친환경차 관련 신사업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열관리 시스템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게 된 배경을 설
명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은 전비 향상과 수익성 개선, 공
간 확보 및 공정 자동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입니다. 우리 회사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개발과 양산화를 통
해 2023년까지 열관리모듈 시장에 진입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열관리시스
템 시장 진입 및 글로벌 판매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시된 열관리 부품 샘플을 직접 관람하며 열관리 사업의 성
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열관리 기술이 우리 현대차그룹의 핵심 경쟁력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
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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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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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자

우리가

누구인지

현대건설 배구단
연초까지 이어진 V-리그와 함께 여자 배구의 인기가 뜨거웠다. 현대차그룹에도 전통
과 실력의 대표 배구단이 있으니, 바로 현대건설 배구단이다. 비록 최근 시즌은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이전의 탄탄한 우승 저력이 있는 만큼 다음 시즌이 기대될 뿐
이다. 1977년 창단 이래 V-리그 여자 배구팀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팀 중 하나로, 줄
곧 한국 여자배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 명문 구단. 지난 3월 말에는 강성형 여자배
구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 열심히 뛴 선수
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전술과 함께 특유의 강점을 더 발휘해 나갈 현대건설 배구단의
다음 시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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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NOTHING

WITHOUT YOU

FANS

출처: 현대건설 인스타그램

현대건설 배구단
함께 응원해! EVENT
현대건설 배구단을 응원하는 멘트를 보내주세요.
당첨자들에게는 실생활에도 유용한 배구단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현대건설 배구단
사인 배구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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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2명)

라온 미니 다용도
살균기 (1명)

손소독 공병
(6명)

- 이벤트 참여기간: ~5월 5일(수)
- 접수 : sumsum@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 채널
- 내용 : 참여자 성함/ 부서 및 현대건설 배구단 응원문구 & 원하는 굿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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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품질관리1팀 김세환 매니저

응답하라,
추억의 자동차!

저의 첫 차인 이 친구, 모닝과의 추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누나에게 중고로 업어왔지만 둘도 없는 제 소중한 친구였
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6년 전 회사의 최종합격 소식을 확
인했고, 이후 동기 형과 닝이(모닝의 애칭)를 배에 싣고 제

Voice of WIA

주도로 떠나 ‘일주일 살기’를 하기도 했죠. 닝이 덕분에 제
주도 이곳저곳을 편안하게 여행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께
서 타고 계시지만, 저의 찬란했던 20대 중반을 함께한 가장

우리 삶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자동차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닝아, 항상 건강하렴!

사인 우리 현대위아에게 자동차란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철로
만들어진 이동수단, 생명도 없는 존재이지만 저마다의 사연이 모여 어느새 자동차
는 추억이 가득한 친구가 되죠.
구매부터 관리까지 손길 하나 하나가 묻어나는 자동차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탓
에 애정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트럭, 아버지가 운전하던 올드카, 가
슴 설레던 첫 차까지.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억 속의 차는 무엇인가요? The Best
Partner, 현대위아 사우들의 추억 속 자동차를 함께 살펴볼까요?

등속설계팀 안은영 연구원
작년 겨울,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27년간 부모님과 한
평생 함께 살다가 입사와 동시에 독립해서 의왕에 정착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네요. 부모님께 처음 운전을 배웠었는
데요. 이제는 어느새 베테랑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울산에서 살다가 입사하며 의왕에 와서 살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쉽게 또 자주 많이 오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울산에
서는 매번 겨울마다 눈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곳은 그냥
심심하면 눈이 오는 것 같네요. 고향에 살 때는 제가 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매일 세차해 주셨습니다(ㅠㅠ).
혼자 눈을 치워보니 이렇게 세차가 힘든 거였구나 깨닫게
되네요. 부모님의 사랑을 겨울마다 느끼는 중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샤시생산기술팀 김정웅 매니저
저는 운전병 군 생활 중 해외파병을 나갔었는데요. 이라크
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로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 사진에 나와있는 군용차 ‘현대파워텍 380 츄레라 차
량’을 항상 제 차처럼 아낌없이 갈고 닦고 기름 치며 모래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낸 군 생활인
지라 더욱 추억이 많이 남는데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완수했던 군 시절의 자동차를 한 번 더 운전해보고
싶네요.

엔진시험팀 이정수 책임연구원
군 시절에 매일 타고 다녔던 추억의 군용차량 두돈반(K511)을 소개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타봤
을 법한 든든한 차인데요. 디스코팡팡 흡사한 승차감에 에
어컨도 없지만 강철 범퍼의 방어력만큼은 우주 최강이죠.
판문점 입구에서 독수리 떼와 멧돼지를 구경했던 추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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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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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사관영업부 고아봉(高亚凤)

공작기계품질팀 양정용 기술선임

제 인생 첫 차인 기아 K2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면허

현대위아의 전신인 기아기공 시절로 세월을 거슬러 봅니

를 따고 운전하게 된 첫 차였죠. 대학교 입학, 20살 때부터

다. 저를 포함해 1984년 1월 1일에 입사한 동기 10명으로

함께한 차라 젊은 날의 추억이 많은 자동차입니다. 약 4년

구성된 ‘돌담우리’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1987년

을 타고 다니며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해 사회생

5월의 어느 날, 23살의 젊은 패기로 당시 기아자동차의 위

모듈생산2부 노윤성 매니저

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더 뜻 깊은 것 같아요. 지금도 K2

대한 국민차! 프라이드 판매 홍보 활동을 위해 어깨띠를 하

너무 어렸을 적이라 기억은 없지만 사진으로 남

를 밟으며 쭉 함께 성장하고 있답니다.

고 팸플릿을 나누어주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죠. 마산고

아있는 아버지의 WIDE BONGO입니다. 제 몸

我人生的第一辆车是KIA K2，陪伴了我4年，我刚步入

속버스터미널, 마산역, 창동사거리를 누비며 부끄러움도 잊

집에 비해 너무나도 큰 자동차였죠. 아버지의

大学的时候进入到我的生活，陪伴着我长大步入社会，

은 채 그룹과 당사의 발전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열렬히

첫 차였고, 제가 태어나 처음 타본 차였습니다.

陪伴着我走入工作。感谢我人生的这第一辆车，让我顺

홍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열정을 가득 안고 열심히

그 다음은 기아자동차에서 처음 선보인 도시형

利完成学业，迈入职场。

노력한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SUV이자 4WD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킨 그랜

돌담우리 멤버 중엔 지금까지 현대위아에서 함께 근무하는

드 스포티지입니다! 비닐도 제거하지 않은 임시

친구도 있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밖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

번호 상태의 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기억

구들도 있어요. 제 동기들과 다시 뭉치고 싶지만 코로나로

이 납니다. 고모집 마당에서 누나, 사촌형, 사촌

인해 만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

누나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아직 남아있네요.

이 된 친구의 얼굴도 눈에 선하네요. 추억의 자동차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든든

그리운 시절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현대위아도 파이팅입니

하게 가족을 지켜준 1세대 그랜드 스포티지가

다!

제 추억의 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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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한뜻으로 길을 걷다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을
액자에 담다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무철 책임연구원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진리의 조합 ‘흰색 상의에 청바지’로 옷을 맞춰 입은 김무철 책임연구원 가족이
창원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째 아들 성빈이의 군 입대를 응원하기 위해
서죠. 몸과 마음이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쏜살같이 빠른 시간을 체감한다는 김무철 책임연구원은
눈 깜빡하면 지나갈 오늘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기 앞에 섰습니다.

김무철 책임연구원은 목사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를 ‘인생 내비게이션’이라 말합니
다. 아내는 언제나 제 삶을 올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준다는 것이죠. 밥을 거를 때
면 맛있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작은 말다툼으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
질 때면 중간에서 오해를 풀어주곤 합니다.
고객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아이언맨’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무철 책임연구원은 지난
해 ‘고객 최우선’ 위아히어로즈에서 슈퍼 히어로로 선정됐습니다. 완벽을 향한 그의 일
념은 고객사와 동료들의 찬사를 받았죠.
아내로서는 가정보다 일에 열중하던 남편이 밉기도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하며 어느새 그를 이해하게 되었죠. ‘내 회사’라는 주인의식으로 맡은 일
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료들로부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으며 위아히어로즈 상을 수상할 때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로움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열정만큼 회사에서 길게 일하
려면 몸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네요.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시고, 고객 입장을 생
각하듯 우리 가족도 고객처럼 대해주신다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될 거라 생각
해요. (웃음)”

어른이 되어 가는 여정

는 어느새 철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사
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자 20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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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맏이인 성빈이는 고등학교 졸업을

봄, 군 입대를 선택했죠. 아내 박은정 씨는 아이의

마치자마자 입대했습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

사춘기를 함께 겪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들이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지나간 세월이 새삼 놀

되었습니다.

라울 따름입니다. 6년 간 사춘기를 겪는 아들을 볼

“아이들의 사춘기를 같이 겪으며 정말 중요한 게

때면 김무철 책임연구원은 아이가 어렸을 적 아버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다들 내 아이가 ‘엄친아’였

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탓이 아닐까 자책하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

기도 했습니다.

아요. 자녀를 하나의 독립체로 인정하고 부모의 욕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해 아들이 방황하는 건 아닐

심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됐죠. 부모로서의 2차 성

까 하는 생각에 항상 미안했어요. 잘해줘야 하는데

장이랄까요?”

생각하다가도 아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 상처

언젠가는 아이들이 떠나는 시간이 오겠지 생각했

주는 말로 깊은 골을 만들기 일쑤였네요.”

지만 막상 부모의 품을 떠나 날갯짓하는 모습을 보

어린 시절,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하

니 좋으면서도 섭섭한 마음입니다. “군대 그거 아

지 않는 노숙자가 좋아보인다’고 답하던 중학교 1

무것도 아니야. 선임 뒤통수만 따라가다 보면 앞에

학년, ‘고기가 좋아 고깃집 알바가 되고 싶다’ 장난

아무도 없는 날이 올 거란다. 그 때가 바로 제대하

스레 말하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지나 성빈이

는 날이지. 재미있고 건강하게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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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따뜻한 추억 한 컷
아버지를 따라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막내 효진이는 오
늘의 촬영이 새롭습니다. 아빠와의 시간을 앗아가는 듯했던
회사에서 가족사진 촬영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주말에 아빠
가 출근하실 때 하루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일하시는 모습
을 보며 휴일인데 이렇게 일해야 하나 생각했죠. 아빠, 앞으
로는 가족들이랑도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
사진기 앞, 쭈뼛쭈뼛 어색해하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던 김
무철 책임연구원은 더 일찍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고 후회가 남는 탓이죠. 집을 떠나 사
회로 첫 발을 내딛는 성빈이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넵니다.

s
happines

“아들아, 좀더 부모의 자리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우선 순위
에 두었다면 기나긴 사춘기 시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데 많이 후회하고 있단다. 이제 좀 숨을 돌리고 함께하려 하
니 어느새 다들 성장해 같이 있어주려 하지 않네! 언제든 아
빠는 준비되어 있으니 불러만 주면 달려갈게. 사랑한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김무
철 사우 가족은 환한 미소로 오늘의 특별한 시간을 기록합
니다.
봄이 되기 전, 나무는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당
장의 가지치기는 손발을 잘라내는 듯한 아픔을 주지만, 이듬
해 봄이면 더욱 싱싱한 모습을 뽐내게 되죠. 이처럼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와 꽃
을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성장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
다.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 사춘기를
지나게 되죠. 때로는 길을 잃기도, 나에게 실망하는 날도 있
을 겁니다. 그 때마다 가족이 올바른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되
어주는 것 아닐까요?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문의 및 참여 : 홍보팀 사보 담당자 (sumsum@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으로 사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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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전기차 출고·등록 순…쟁탈전 불가피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국내 전기차 시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가 더 빠른 전기차가 단연 경쟁우위에 있게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정부의 보조금 혜택, 제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사들의 공격적인 신차 출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

기차는 아직 차량가격이 비싸다 보니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

플과 샤오미 같은 IT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

에 없는 시장입니다.

지며 생존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출

올해부터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게는 보조금 전액을 지

도 더해져 갈수록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완성차

급하며,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

업체들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미래

50%를 지급합니다. 9000만원 초과 시에는 보조금 혜택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열쇠

없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며, 수소전

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차 구매 시에는 국비 보조금 2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
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추가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금액과 제공 가능 대수가 지역에 따라 상
이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출고 잔여 대수 등을 미리 파악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통상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기차 도약의 원년…전용 전기차 출격

글로벌 車 반도체 대란…생산 차질 우려

이제는 올드카가 되어버린 ‘포니(Pony)’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의 등장은 반갑지만, 요즘 글로벌 자동

터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

첫 자체개발 승용차이자 경제개발시대의 아이콘인 포니는

차 시장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뿐만 아

체 테슬라의 경우 올해 1~2월 판매는 15대에

현대차의 헤리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

니라 도요타, 혼다,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반도체

불과했지만, 3월 판매는 3194대에 달했습니다.

니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오닉5’가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쇼티지(shortage·공급부족)’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

이는 2월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풀리면서 판

그룹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처음

성차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MCU) 부족 문제로 공장을 휴

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으로 탑재된 차량입니다. 앞으로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중

업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최근 아이오닉5와 EV6 등 다양한 전기차가 시장에

포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

출시되다보니 보조금 쟁탈전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실제 아이오닉5는 포니와 닮은듯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외

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가장 큰 변

전기차를 계약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더라

관이 눈길을 끕니다. 전기차이다 보니 내연기관 차량과 차

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2~3

도 보조금 지급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

별화되는 포인트는 실내 인테리어로 거실 소파에서와 같

배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전기차

뤄집니다. 만약 내가 계약한 전기차의 출고

은 편안한 승차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에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아이오닉5와 EV6 사전예

가 늦어지면 선착순에 밀려 혜택을 제공

아이오닉5와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기아의 EV6도 출격했

약 대수를 합쳐 현재까지 약 6만대를 넘는 등 폭발적인 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출고

습니다. 단일모델인 아이오닉5와 다른 점이라면 430㎾급

응에도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듀얼모터를 적용해 스포티함을 강조한 EV6 고성능 모델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힘에 부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

도 내년 하반기 출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

로 가전, 모바일 제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

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

만 가뭄과 텍사스 한파, 일본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해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량이라고 합니다.

등 천재지변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TSMC 등 주요공장 반

국내 최대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첫 전용전

도체 생산 차질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2

기차를 출시하면서 올해를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

분기까지는 반도체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습니다. 두 모델은 사전예약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아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 여부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좌우되기도 합니
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자료를 카이즈유 데이

오닉5는 2만3760대를, EV6는 2만1016대를 기록해 연간
판매목표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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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로컬 서비스 : ‘범위가 좁은 특정지역에 맞춘’이란 뜻으로 동네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기능과 중고 거래, 지역광고 등 비즈니스모델이 결합
되면서 새로운 성장성을 가진 서비스를 일컫는다.

당근마켓,
네이버카페 국내시장 주도

新문물 소개소

지금은
하이퍼로컬
시대

국내에서도 동네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로컬 비즈니스 경쟁이

(Hyperlocal,
지역중심 네트워킹)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지역정보지
가 하이퍼로컬 시장의 개척자였다면, 지금은 모바일과 위치
정보 기반으로 플랫폼이 재편되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미국 넥스트도어 모델을 국내에 적용
한 동네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이 있다. 2015년에
설립된 당근마켓은 설립 초기부터 기존 중고거래 커뮤니티
와의 차별성으로 바로 동네 플랫폼을 표방했다. 중고거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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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우리 일상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재택근무의 활성화, 일상적 모임 자제, 언택

에도 동네주변의 세탁소, 농수산물, 부동산 등 정보공유와 홍

트 활동, 온라인 소비 증대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 커뮤니티 기능을 점차 강화하며 매년 3~4배 이상 급성

그중 오프라인 기반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동네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

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중고거래, 동네소통을 넘어 지자

고 있다.

체와의 제휴를 통해 주민행사, 각종 지원금 정보 등 생활밀착
형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소식 알리미 역할도 하며 동네 플랫
폼 선점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맘카페, 아파트카페 등 커뮤니티 플랫폼 원조인 네이버 카페
도 내 주변 지역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
대하고 있다.
동네시장 서비스는 거주지 주변 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와 장보기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관심지
역 카페 소식을 모아 보여주는 ‘이웃 서비스’도 이미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 3월엔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대
한 ‘이웃 톡’ 서비스도 신규 오픈했다. 네이버 카페의 동네 플
랫폼 강화는 하이퍼로컬 수요가 그만큼 급증한데에 대한 변
화다.
이밖에도 아파트 단위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모빌, 김집사 등

美텍사스 폭설 극복 히어로 ‘nextdoor’

소통과 정보교류의 선순환,
하이퍼로컬 서비스는 진화중

해외를 중심으론 ‘넥스트도어’라는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

이처럼 사용자 위치 기반의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동네에

다. 2008년 시작되어 현재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서비

대한 관심과 정보교류가 증가된다는 점은 이웃과의 관계 단절이

스 되고 있는 넥스트도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기반

페이스북 역시 2016년부터 SNS 중고거래 서비스인 ‘마켓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

으로 다양한 지역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과 중고거

플레이스’를 출시하며 동네 커뮤니티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래, 지역업체 광고 등 비즈니스 마켓이 결합돼 있다. 일상

영국에선 남은 식자재, 중고물품을 이웃과 공유하는 ‘올리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든 만큼 온라인을 활용한 '동네'에

을 공유하며 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플랫폼

오(OLIO)’, 스웨덴에서는 익명으로 지역주민, 학생들과 소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 도

이며, 실종 애완동물을 찾거나, 과외교사를 구하는 식인데

통하는 ‘요들(Jodel)’, 지역기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로비

구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소통이 익숙한 세대적 특성에 맞물려

상업적 기능보다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서비스다. 지난

(loby)’, 중국은 아파트 주민끼리 필요물품을 공동구매하는

앞으로도 하이퍼로컬을 활용한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더 다

2월 폭설사태로 텍사스 전역이 정전으로 고립됐을 때 지역

‘메이퇀 유쉬안’ 등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들은 넥스트도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피난길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기반 서비스가

또한, ‘슬세권’으로 불리는 동네지향 문화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을 찾고, 물과 생필품을 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가정

주목받으며 성행하고 있다.

과연 한국이 동네 생활 플랫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세울 수

의 약 1/4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용인구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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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년 급속 성장하며 하이퍼로컬 시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
다.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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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슈퍼 히어로

HYUNDAIWIA HEROES

등속설계팀 이제동 책임연구원
해외 고객사 CVJ 신규 수주 검토 업무 수행

차량부품연구센터의
협업왕들을 소개합니다

추천 사유
고객사 프로그램 입찰 시, 고객 요구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
게 판단하여 기술 설명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주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양산 과정에서 이슈 발생
시 항상 해결책 혹은 의견을 제시하며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차부연구센터의 협업왕!
추천댓글
저도 제동 책임님으로부터 많은 업무 도움을 받았습
니다. 친절 & 초스피드 대응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동 포통령 책임님 추천드립니다! 항상 업무 할때
많은 도움 주시고 열정적인 모습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해
외 통!!!
해외 OEM 고객사를 최우선으로 대응해주셔서 수주
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협업왕으로 추천합니
다!!
협업왕 추천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집어서 해결책
을 내 주시죠.. 서로 돕는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 강력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우선 좋아요/댓글 및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
다. 협업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 이런 이벤

SUPER
HERO

트를 통하여 스스로를 되돌이켜 보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대위아 파이팅!

현대위아의 ‘협업왕’이란?
조직 내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 본부의 협업 우수직원 추천 프로그램.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전사 관점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타 본부의 동료들이 직접 추천하고 투표하여 본부당 최종 인원을 선발합니다. 전직원이 참여하여 공개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겠죠?
차량부품연구센터의 협업왕은 총 6명의 추천인이 등록되었으며, 약 일주일간 시행된 공개투표에 474건의 댓글, 417건의 ‘좋아요’로
많은 직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달의 협업왕 주인공들을 만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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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왕 MINI INTERVIEW
Q 나에게
‘협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수 히어로
차량부품시작팀 남길우 연구원
샤시&열관리 시작 업무, 시작부품 개발,
개발일정 수립 담당

우수 히어로
차량부품연구지원팀 박상호 연구원
전동식 구동 및 열관리 제품 설계원가업무
추천 사유

추천 사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부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한 부품의 시작 업무 시 항상 솔선

제시하며 입찰 및 업체 선정 시 설계 원가 목표 관련한 백데

수범하여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남 연구원! 시작 업무

이터를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또한 유관팀 자문 요청 시에

시 많은 경험과 백데이터를 타팀에 제공해 노하우를 전수할

설계원가 표준에 대해 교육에 버금가는 친절한 설명까지!

뿐만 아니라 유관팀 자문 시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야
말로 힘들고 지칠 때 ‘박카스’와 같은 동료라 할 수 있어요.
추천댓글

동료들의 추천댓글
협업왕 추천합니다. 친절하며 상호협력이 잘되어 업
무에서 좋은 성과를 함께 도출했습니다.

차부연구센터에서 '협업'하면 남길우연구원밖에 떠오
르질 않습니다! 적극추천!!
협업왕 강추 드립니다..!! 항상 업무간 긍정적인 자세
로 대해주셔서 늘 즐겁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최고!!
제가 본 가장 책임감 있는 연구원님입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 타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도 큽니다.
처음 봤을 때의 그 친절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

평소 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올해 업무 목표가 있다면

Q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동 책임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서로

이제동 책임 현대위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동 책임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나누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싶습니다. 고객 다각화를 통한 회사의 성

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 흐름 속에서,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장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위아가 있고,

가 되었고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새로운 가

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고객별 맞춤

앞으로 함께하게 될 밝은 미래를 기대합

치를 창출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형 설계 가이드를 제정하여 동료들과 나

니다.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 모두 힘내

남길우 연구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

누고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세요!

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

남길우 연구원 등속조인트 같은 경우 최

남길우 연구원 저희 차부시작팀을 포함해

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재

근 해외수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서 모든 유관부서분들은 저보다 협업을

능에 맞게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

따라 새로 하게 되는 신기술, 신공법 등도

잘하셔서 딱히 바라는 점은 없는 것 같습

면서 서로의 역량을 100%이상 발휘하도

많이 있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런 어

니다. 딱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내

록 하는 것이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려운 점을 "협업"을 통해 극복해서 성공적

관점이 아닌 상대방 관점에서 업무에 임

박상호 연구원 회사 내의 어떤 일도 혼자

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게 제 올해 목

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입니다.

박상호 연구원 설계원가라는 제 업무 성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란 유관 부서 인원

박상호 연구원 사실 지금도 제가 협업왕

격상 결과물로 인해 주변분들에게 계속적

들이 모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

이란 상을 수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

으로 원가절감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사람

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

은 미워하지 마시고 업무 때문이라고 생

라고 생각합니다.

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

각하시어 너그럽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

로 협조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겠습니다. ^^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아주 우수하
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며 피드백이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의 꼼꼼한 성격으로 원가 검토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거립니다. 자기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같이 고민해 주는
남길우 연구원님을 강력크 하게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협업왕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
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항상 상대방의 입
장에서 생각하며 업무(협업)에 임하겠습니다. 구동개발실 차
량부품시작팀 파이팅!!!

수상소감
제 업무인 설계원가 특성상 주변에 항상 “원가가 비쌉니다”
라는 얘기만 해서 저에 대해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에 득이 되는 방향 때문인지 좋게 봐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협업 좀 잘해주세요"라는 의
미로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6

MINI
INTERVIEW

27

HYUNDAI WIA

임직원 주식매매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덧 완연한 봄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4호

이 곁에 와 닿았습니다. 나들이 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먼 창 밖으로 보이는 봄꽃을 보면서 마음은 포근함과 여유가
넘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주 언론기사들을 살펴보니, 과거에는 온통 부동산 이슈로 지면을 메웠었는데, 이제는 주식과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비중을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경제·금융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도 본의 아니게 회사의 사정을 잘 알
수 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업무상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
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건은 직원 사건이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을 판시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은 닭고기 가공 전문업체 A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2011. 6. 재직
중이던 A회사의 주식을 1주당 3708원에 매각하였고, B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1. 11. 다시 944원에 매수하여 약 54억원에 부당 매매 차익을 얻
었으니,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때, 법원은 내부자가 실
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
보를 이용하려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
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닌 한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내부
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애널리스트에게 제공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기관투자
자들은 손실을 회피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였는데, 이 사안
에서는 기업홍보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인 애널리스트까지 모두 처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정보를 제공받은 자
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회사의 주요 부서 임직원 B와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B가 속한 회사가 곧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
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
에 공개되기 전에 A는 차명계좌를 통해 위 회사의 주식을 약 12만 주 매
수하였고, 시세 차익으로 2억 상당을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미공개정보 전
우리 자본시장법은 제172조부터 제175조에 내부자 거래

수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 임직원이 여기에 포함

체가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본 판례와 같이, 법원은 개인의

등을 규제하고 있고, 임직원이 주로 조심해야 하는 법률은

된다 할 것입니다.

내심적 의사는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A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이 선고되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4조 미공개중

또한, 본 법 제174조에 의하면,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계

었습니다.

요정보 이용행위 조항입니다. 법률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임직원으로부터 미공

좀 과한 것 같나요? 과거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

지면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등은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

고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 또한 1700만원에 불과한 부당이득에도 항소심에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특정

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

서 8개월의 징역이 선고된 바 있었고,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

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직원도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

이를 위반할 경우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한 자

사례들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이지만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

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1년 이상

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들이 보이네요. 모쪼록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위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회

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

서는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위 정보를 전달

사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면 징역인지 아직은 현실적으로 닿지 않으니, 실제 사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더라도 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

를 포함합니다. 본법 시행령은 재무·회계·기획·연구개

들어 볼까요?

시기 바랍니다.

발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명시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28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29

HYUNDAI WIA
editor’s prism

어린이날,
공연장 어때요?

#어린이 과학 콘서트

#어린이 그림자극

– 구스타프 홀스트(Gustav Holst) <행성(The Planet)>

- 모차르트 <마술피리> / 315아트센터(마산), 성산아트홀(창원)

/ 예술의 전당(서울)
어른에게도 진입 장벽이 높은 클래식이기에, 어린이 날만큼은 특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이름

한 클래식 공연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클래식의 성지는 바로 서울

마저 찬란한 모차르트는 희대의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저 꽃을 바라보게 하는 계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봄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

서초구의 예술의전당이죠. 어린이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특

그는 천재 맞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수많은 클래식 작곡

게 많은 것들을 뛰게 하죠. 이 계절을 가장 반기는 건 아이들입니다. 봄의 생명력은 아이들을 뛰게 하죠. 동네 놀

별한 과학콘서트가 열립니다. 홀스트의 명곡 ‘행성’으로 말이죠.

가가 있었지만 모차르트만큼의 천재성을 보인 이는 없었습니다.

이터에도, 공원에도 아이들의 기분 좋은 웃음 소리가 번지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홀스트의 행성은 명왕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일곱 행성을 테

그는 아주 짧은 생(향년 35세)을 살았지만, 정말 많은 곡(626곡)

아이들에게 봄이 설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날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

마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아마 워낙 인기있는 곡이어서 들어보시

을 남겼고 그 곡은 모두 다 명곡이 되었습니다.

어야할까 머리를 싸매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행복한 날입니다.

면 ‘어! 이거 들어본 곡인데’ 하실 겁니다. 곡 전체가 매우 강렬한 리

모차르트는 당연히 오페라 작곡에도 천재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

이번 에디터스 프리즘에서는 어린이날을 벌써부터 고민하는 부지런한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

듬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첫 곡인 화성(Mars)부터 그 힘이

여줬습니다. 물론 오페라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 서민들이 접

에 무엇을 할 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하면 평소와 다르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각 잡고 읽어보시

느껴지죠. 팀파니의 우렁찬 리듬을 배경으로 현악기들이 굉장히 거

근하기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었죠. 모차르트는 서민들이 즐

면 좋겠습니다.

센 음색을 내며 다가옵니다. 활대로 현을 치는 ‘콜레뇨’ 주법을 사용

길 수 있는 오페라를 작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징슈필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러나저러나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

하기 때문인데요. 붉은 빛이 감도는 화성을 표현한 듯합니다.

(Singsipeil) <마술피리>가 탄생했습니다. 징슈필은 서민의 오페라

역 공연이 더욱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연의 세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홀스트의 행성은 이처럼 태양계의 행성이 가진 저마다의 특성

를 뜻하는 독일어에요. 그렇다고 작품성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곡은 아주 차갑고, 차

마술피리는 그마저도 훌륭해서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에 <피가

분하고 또 어떤 곡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지막 해왕성

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와 함께 언제나 포함되고는 합니다.

(Neptune)은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마술피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이 곡은 발표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홀스트를 대표하는 곡이자, 매

있습니다. 멋진 주인공 커플과 주인공 커플을 보조하는 다소 우스

우 인기있는 곡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들이 그저 쉽게 이해

꽝스러운 조연, 그리고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역이 나오죠.

할 수 있는 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

코믹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즐길 수

규 관장이 해설로 이 공연의 후원사인 배달의민족의 서빙로봇 ‘딜

있는 작품입니다.

리’가 사회자로 나섭니다.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딜리에 이정

연주를 맡은 창원시립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을 그림자극 전문 극

규 관장의 풍성한 해설이 곁들여 진다면, 어린이들도 분명 클래식

단 ‘영’과 함께 진행합니다. 마술피리를 아이들의 좋아할 그림자

공연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날의 지휘봉은 과학

극으로 보여준다고 해요. 창원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의 연주와, 수

도 출신 지휘자인 백윤학이 잡습니다. 백윤학 지휘자는 서울과학

많은 공연경력을 자랑하는 극단의 만남이니 작품의 퀄리티는 상

고와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이런 과학도가

당히 보장될 듯 합니다.

지휘하는 행성이라면 분명 아이들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참, 이 곡에는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의 여왕

거예요!

의 아리아’인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를 꾀꼬리처럼 올
리는 아리아인데 아마 모두가 다 아는 곡일거예요. 이 곡을 라이
브로 듣는 것만으로도 마술피리 관람은 충분한 의미를 줄 것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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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함포에
진심인 사람들,

월간미식회

특수사업실 어벤져스의
성과를 자축하며

특수생산부
허광제 기술사원
특수품질보증팀
박정혁 책임매니저

특수생산부
조윤상 기술기사

특수개발1팀
이희택 책임연구원

특수품질보증팀
황지석 매니저

특수개발1팀
이봉수 책임연구원

벚꽃으로 물든 분홍빛 4월, 특수사업실 ‘어벤져스’가 좋은 소식을 가득 안고 월간미식회를

사연 신청자
특수개발1팀 이봉수 책임연구원

찾았습니다. 고압탄 사격 국내 시험평가기술 개발과 5인치 함포 슬라이드 몸체의 국산화
개발을 자축하기 위해서죠. 이번 성과 뒤에는 특수사업실 임직원들의 피땀이 숨겨져 있는

5인치 함포 슬라이드 몸체 국산화 개발 시험평가항목 중 고압탄 사격이 있는데

데요. 경상도 방언으로 ‘정말 쌔빠지게’ 고생한 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 기존에는 미해군 시험장에서 수행하였으나, 이번에 국내 전환에 성공했습

네 번째 월간미식회에서는 달콤함을 선사할 지역 명물 빵집 3대장을 본관 워커라운지로 데

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터라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과 맛난 빵 먹으면서 자

려왔는데요.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이야기 꽃이 피어나던 4월의 미식회 현장에 여러분을

축하고 싶습니다!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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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달성한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Q 참여 소감

이봉수 책임연구원 5인치 함포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몸체가 있어요.

이희택 책임연구원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빵을 먹으면서

원래 미국 BAE社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습

대화를 나누니 좋네요. 시험평가로 이곳저곳 다닌 지가

니다. 개발 과정 중에는 고압탄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미 해군

불과 2달 전 일인데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힘든 순간이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압탄 사격

라 빨리 잊으려고 했나봐요. (웃음) 함께했던 추억도 새

시험평가 기술도 함께 개발함으로써 이제 국내에 있는 안흥시험장에

록새록 떠오르고 추운 겨울날 다같이 노력해 이뤄낸 성

서도 가능해진 거죠.

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좋네요.

이희택 책임연구원 덧붙이자면 슬라이드 몸체의 국산화 개발은 2018

허광제 기술사원 월간미식회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드리

년부터 시작을 했고, 고압탄 사격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해 작년

고 싶어요. 이번 성과는 연구, 품질, 생산의 간절함이 뭉

3월부터 따로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험하게 되면 수송하는

쳐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이 계속 밀리다

데만 거의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시험평가를 하

보니 이번에는 꼭 사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애타는 마

게 되면 길게 잡아도 일주일 정도면 시험을 완료할 수 있어요. 일정도

음이 가득 했거든요. 앞서 다른 분들 말씀처럼 폭설에 코

훨씬 짧아지고, 비용도 더 저렴해지는 거죠.

로나에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물도
좋아서 뿌듯하고 또 다행이에요. 여기 계신 분 누구 한

Q 3개의 팀,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Q 특수사업실의 앞으로의 목표

허광제 기술사원 올 겨울 정말 추웠잖아요. 1월 북극한파가 왔을 때,

박정혁 책임매니저 원래 5인치 함포가 보통 1년에 1대씩 나갑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번은 조업어선 때문에, 또 한번은 타사의 중요

니다. 근데 올해부터 1년에 3대 이상 나가는 납품 스케줄이 생

한 사격시험 때문에 저희 사격일이 자꾸 미뤄졌어요. 그런데 한 번은

겼어요. 물론 저는 특수품질보증팀인 만큼 완벽한 품질도 당연

월요일 오전에 장비 교체를 한 후 당일 오후에 사격시험이 계획된 거

히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 못지 않게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국

에요. 사격시험을 빨리 끝마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점심도 거르고 작업

가가 원하는 납기에 생산 일정을 맞춰 함포를 납품하는 게 저희

을 했죠. 사실 사격 준비를 하는 건 생산부의 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수사업실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이라도 없었다면 이런 성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터라 다행히 그날 사격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전체적인 일정
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아마 ‘오늘은 사격을 했으면’하는 멤버 전원의
간절함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Q 반대로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봉수 책임연구원 원래 지난해 12월에 사격 시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일정이 1월로 넘어갔죠. 엎친데 덮친 격
으로 갑자기 북극 한파가 몰려왔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 허리
까지 왔었는데(웃음) 이건 좀 과장이고 정말 무릎까지 눈이 왔어요. 그
래서 직접 눈도 쓸고 얼음도 많이 깼죠. 근무일정을 보면 제가 1월에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이틀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힘든 일정이었는데
동료들이 함께 했기에 서로 힘이 된 거죠. 힘들었지만, 다들 ‘으샤으샤’
해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Q 최고 미식가를 뽑는다면요?
허광제 기술사원 만장일치로 조윤성 조장님이죠. 입이 엄청 예
민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고 맛에 대한 표현을 엄청 디테일하게
해요. 거의 이영자급이죠. (웃음)

● 특수생산부 허광제 기술사원 : 제가 집이 원래 진해라 오고 가며
자주 봤었어요. 모양이 예뻐서 그런가 SNS에도 자주 올라오더라
고요. 타지역에서 온 손님들한테 선물해주기도 좋을 듯 합니다.
● 특수품질보증팀 박정혁 책임매니저 : 벚꽃엑기스가 들어있는 것도
신기하고 향이 특이하네요. 갓 구워 나온 빵이면 더 맛있을 것 같
아요.

후보2 경주 황남빵 – 이날의 BEST PICK!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황남빵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듬뿍 넣고 고유의 국화문양을 찍어 노릇노릇하게 구운
단팥빵입니다. 전체 빵 무게에서 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죠.
핵심재료인 팥 역시 100% 국내산 붉은 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Q 오늘의 멤버를 명물 빵에 비유한다면요?
박정혁 책임매니저 저는 3가지 중에서 통영 꿀빵에 빗대고 싶
습니다. 꿀빵이 맛있기도 하고 표면의 끈끈함이 재밌더라고요.

이날의

BEST PICK!

저희에게 이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있을

경주 황남빵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함이 입에 번지는 경주 황남

이봉수 책임연구원 통영 꿀빵은 쫄깃한 빵의 식감과 부드러운

빵이 4월 월간미식회 BEST PICK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앙금, 달콤한 꿀의 ‘삼중주’가 느껴지는 빵이잖아요. 저희도 특

‘장인 정신’, 이 한 단어가 황남빵을 대표할 수 있을 듯

수생산부, 특수품질보증팀, 특수개발1팀 세 팀의 환상적인 ‘삼

한데요. 황남빵의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중주’가 아닐까요?

“팥소가 비칠 만큼 빵 껍질이 얇으면서도 터지지 않아
야 하고, 점성이 있되 질기지 않아야 하며, 촉촉하되 팥
의 달콤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들만의 고유의 맛
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 때문입니다. 개발부터 생산, 품
질까지 하나 하나 열정과 정성으로 가득 찬 특수사업실
어벤져스들의 장인 정신을 꼭 닮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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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빵이 먹기도 좋다’, 2006년 진해제과와 미진과자점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한 ‘벚꽃빵’은 어느새 벚꽃의 도시 진해를 대표하는 특
산품이 되었습니다. 벚꽃엑기스가 들어간 분홍앙금, 벚꽃모양의 빵에
서 봄을 맛보세요.

● 특수생산부 조윤상 기술기사 : 팥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다른
빵들은 앙금 같은 내용물보다 밀가루 반죽의 비율이 많아서 맛은
있는데 좀 퍽퍽한 느낌이 있거든요. 반면 황남빵은 밀가루가 적고
팥이 많이 들어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 특수개발1팀 이희택 책임연구원 : 팥이 속을 꽉 채우고 있어서 한
입 먹으니 앙금이 입에 가득 차네요. 많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
는 맛이에요.
● 특수품질보증팀 황지석 매니저 : 예전에 경주에 가서 먹었던 것보
다 지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부드럽고, 덜 달아서
손이 많이 가는 빵이에요.

연구쪽에서도, 품질쪽에서도 손을 걷고 함께 준비했어요. 무엇 하나
‘내 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마인드였죠. 다 함께 합심하여 준비했던

후보1 진해 벚꽃빵

후보3 통영 꿀빵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초, 통영의 따뜻한 기후에도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게끔 만든 뱃사람들의 간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밀가
루를 반죽한 뒤 속을 팥앙금으로 채우고 기름에 튀겼죠. 윤기나는 꿀
로 화룡점정 마무리! 쫄깃한 빵의 식감과 부드러운 앙금, 달콤한 꿀의
삼중주를 느껴보세요.
● 특수생산부 허광제 기술사원 :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가면 시장에
서 먹던 꿀빵 기억이 나요. 제 고향이 고성이라 시장에 가면 통영
회센터 이런 곳에서 꿀빵을 팔았거든요.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르고
맛있네요.
● 특수개발1팀 이봉수 책임연구원 : 저는 부모님 댁이 위치한 거제
에 자주 오가는데요. 그 때 한번씩 통영에 들러 꿀빵을 사먹어요.
앙금이 부드럽고 달콤한 꿀이 묻어있어 좋습니다. 제가 원래 단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더 입에 잘 맞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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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ilocks

골디락스
를 향해

재테크 포커스

골디락스(Goldilocks):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
제학자 슐먼(David Shulman)이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비유했음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이창환 책임매니저

3월 글로벌 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

할 때는 고용창출을 더 중요시한다.

간을 두고 지속적인 시그널을 준다.

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 변동성이

이미 연준은 작년 9월 장기통화정책

그렇기 때문에 실제 테이퍼링이 시

확대됐다. 연준(Fed)이 3월 FOMC

전략을 통해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행됐던 2014년과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한층 개선된 경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과열과 물

를 통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제전망을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가 오버슈팅을 용인하겠다고 발표했

2017년에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상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코로나19 구

다. 즉, 일시적인 물가상승에 대비해

승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기

호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급측면에서

비대칭적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업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

Inflation Target, AIT)를 도입해 통화

증시 주변환경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압력을 높였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재량권을 확보했다.

따라서 증시의 추세적 상승과 하락에

금리상승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준

파월 연준의장은 국채금리 상승에 대

는 통화정책 변화 외에도 증시 펀더

이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

해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멘탈의 방향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

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있으며, 시장이 무질서해지지 않는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시장 개입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은 골디락스

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지난

(Goldilocks)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

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 경

40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단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던 2013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

회복하면서 주요국 GDP는 작년보다

5월 밴 버냉키 연준의장이 의회 증

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

증가할 것이다. 백신 보급과 경제활

언에서 테이퍼링(Tapering, 양적완

라서 연준이 중장기(4~5년) 시장금

동 재개로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고,

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언급했

리 평균을 안정화시켜서 이자지급 비

유가, 산업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빠

다. 글로벌 증시는 양적완화 긴축우

용을 제한된 범위에서 조절하겠으나,

르게 반등하고 있다.

려와 달러화 강세(신흥국 통화 약세)

단기적인 금리변동에 일일이 대응하

및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Taper

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Tantrum(긴축 발작)으로 증시가 하락

더욱이 연준은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

했다.

를 시사할 때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향후 연준의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

통화완화 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경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반면,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라틴지

기회복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증시가 부진했

역(Latam)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가됐다.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났던 실

던 곳이었으나, 코로나 백신 보급과 집

달러화 강세에 따른 헤알화 약세로 한층

업률 또한 하락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면역에 가까워질수록 경기 개선 모멘

가중된 물가 상승 압력이 불안 요소다.

주요국의 기업이익은 코로나의 충격을

텀이 돋보일 것이다. 최근 유로존 제조

브라질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5.2%)

털어내며 회복 → 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업 PMI,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등이 시

이 목표치(3.75%)를 상회하면서 기준금

있고, 주요국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런 기대를 보

리(2%→2.75%)를 6년만에 인상했다. 따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다.

여주고 있다.

라서 Latam 등 일부 신흥국의 추세적 상

이처럼 골디락스 국면에서는 적당한 인

신흥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승 탄력

승 국면 재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플레이션 압력, 실업률 하락, 교역량 확

이 두드러질 것이라 판단된다. 유가, 산

있다.

대, 소비 확대, GDP 증가와 기업 실적 성

업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와

한편, 과거 골디락스 상승장이 마무리

장이 어우러져 경기가 회복을 넘어 호황

중간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의 매력도를

되는 시점은 증시 펀더멘탈이 부정적으

기를 향해 간다. 주식 투자에 우호적인

한층 높이는 요소다. 다만, 2분기에는 신

로 변화할 때였다. 2007년 서브프라임

환경이기 때문에 증시 역시 추세적인 상

흥국 내에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모기지 사태,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주식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중간재 수출 비

과 터키 리라화 등 일부 신흥국 통화가

외에도 부동산, 원자재 등 대부분의 자산

중이 높은 한국, 대만 등은 수출 증가와

치 폭락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기업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이미

기업이익 모멘텀 상향 조정으로 매력도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며

과거 2005년~2006년과 2017년에 골

가 높은 국가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 경

증시 반등 동력 자체를 상실하면서 상승

디락스 상승장을 경험한 바 있다.

제적 이벤트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

장이 마무리됐다.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따라서 2분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증시

나, 경기 모멘텀 자체는 양호하다고 판

부정적 변화 보다 긍정적 변화가 더욱

는 주요국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

단된다.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 상승

망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백신 보급으로

국면 형성을 기대해 본다.

경기 개선 기대가 두드러지는 미국이 주
도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유럽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
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
준의 입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준은 증시를 부양하는 기관이
아니다. 연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
정과 고용창출이고, 두 목표가 충돌

36

37

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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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감사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회사 차량부품생산관리팀 박상수 기술선임과 등속설계팀 신진식 책임연구원이 칭찬
메시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협력업체 직원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차량부품생산관리팀 박상수 기술선임 > 올넷피아 이진효 과장

To 이진효 과장
모르는 부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명쾌한 해결책이
등속설계팀 신진식 책임연구원 > 건화이엔지 조형래 과장

되어 주시니 든든합니다. 매번 차분히 대응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만능 전산 해결사’ 이진

Together and Further

To 조형래 과장
사양을 긴급하게 바꿔야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금형을 급하게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주시고, 알맞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게 진행해 주셔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설계와 적합성 검토, 해석 검증 등

2014년 3월에 올넷피아 입사해서 현대위아와 함께 한지 8년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복잡한 과정을 늘 빠르게 처리해주시는 과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건화이엔지에 입사해 9년이란 시간 동안 현대위아 등속설계팀의 많은 담당자분들
과 설계 및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 담당 업무로는 자동차 등속조인트에
장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의 Boot 설계 및 개발 업무입니다.

Q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칭찬은 언제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칭찬릴레이라는 좋은 기획을

건화이엔지 조형래 과장

해주신 현대위아에 감사드리며 이런 깜짝 칭찬을 해주신 신진식 책임연구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신진식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저도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로 늘 협력
업체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칭찬을 계기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우리 회사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화이엔지는 현대위아의 등속조인트에 장착되는 부품인 Boot를 제조 및 공급하고

제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도움 주심에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품질향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Boot는 등속조인트가 잘 작동 될 수 있도록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제품의 설계, 개발, 양산
공급까지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유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유 문제를 개
선하려 하면 조립이 어려워지고 조립을 쉽게 만들면 누유가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
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위아 등속설계팀 담당자분들과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다른 부품의 신규 사양을 개발/적용하면서 2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위아에서 명확한
사양을 표준화해 정립하는 부분에서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Q 목표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려운 시국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긴장과 여유를 함께
가지고 지치지 않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올해 초등학생이 된 첫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는 아빠가 되고 싶네요. 회사에서는 어제
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량부품 구동, 등속 부분 MS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입니다. 기존에 문서로 데이터
를 정리하던 것을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MS 프로그램
이고 생산 제품 품번, 차종, 수량 등 전반적 데이터의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
을 만들어 알려 드리기도 하고 문제 발생시 피드백 받아 수정하는 유지보수 업무까
지 담당하죠.

Q 회사 어디에도 없는 '호인(好人)이다'라고 감사의 메시지 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의아했어요. 생산현장에서 업무 시
간 외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일이 겹칠 때면, 오히려 제가 더 기다려 달

올넷피아 이진효 과장

라고 요청드린 기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감사 메시지를 전해주셔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칭찬받으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반복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도 차분히 응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업무 자체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
요. 에러나 버그가 많다 보니 매뉴얼대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번거롭더라도 계속 원인을 파악하며 소스를 수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없는 성
격이기도 하고요(웃음).

Q 현재 차량부품생산관리팀 전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업무인가요?
기존에 현대위아와 함께 완성품을 만드는 ‘생산 전문사’가 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
었습니다. 실제 창고에서도 물량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리적 이관에 맞추
어 관련 전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협력을
이어갑시다.

‘정확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순히 데이터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재고 불일치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명확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목표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직 개발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자기계발해서 오류나 버그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면 대충하기 보다 한 번에 끝내는게 효율적이기
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구축된다면 저도 편하겠지만, 회사 측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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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인터몰드 코리아 2021 온라인 전시회 참가

HYUNDAI WIA Participates in Intermold Korea 2021

현대위아 차량부품연구센터 녹색기술 인증서 획득

Automotive Parts R&D Center Obtains a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금형 전시회 ‘제25회 인터몰
W+NEWS

드 코리아(INTERMOLD KOREA) 2021’에서 신형 5축 공작기계 4종을 비롯

지난 3월 우리 회사는 ESG 환경 부문에서 녹색기술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밝

해 총 8종의 공작기계를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

혔다. 녹색기술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

을 최소화 한 녹색성이 우수한 기술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 회사는 전동

에서 5축 금형 공작기계인 XF시리즈와 KF-5A를 주력으로 선보였다. 우리

식 슈퍼차저를 이용한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 정밀 과급 기술로 녹색

회사는 전시회를 찾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영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기술 인증을 취득했다. 해당 기술은 DN8 차량 연비를 6.4% 개선하고 SULEV

는 계획이다.

(초 저공해차) 배기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 차량부품연구센터는 ESG 경영방

From Mar 16 to 22, HYUNDAI WIA participated in ‘The 25th Korea Int'I
Die&Mold & Related Equipment Online Exhibition’. HYUNDAI WIA

침에 맞춰 지속적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
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2021 · April

exhibited a total of eight products including 5-axis Machining Center

In March, HYUNDAI WIA announced the acquisition of Green Certification.

focusing on XF series and KF-5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Certificate of Green Technology is offered by KIAT (Korea Institute

the exhibition was organized in an online format. Reflecting on visito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for technologies that minimize the

opinion, our company will strive to strengthen sales capability.

emission of green gases and pollutants. Automotive Parts R&D Center
successfully developed precise supercharging technology for MHEV (Mild
Hybrid Electric Vehicle) by adapting an electric supercharger. The recently
certified technology improves DN8 automobile fuel efficiency by 6.4% and

구매사업부문 GPC 홍보 및 견학 실시

Purchasing Business Division Organizes GPC Promotion &
Tour

meets SULEV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emission regulation
standards. Following ESG management policy, Automotive Parts R&D
Center will continue to invest in eco-friendly automobile parts to obtain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협력사 교육 기회 확대 및 글로벌상
생협력센터(GPC)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
모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협력사 임직원 총 120명이 참여했다. 우리 회사는
현대차그룹이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협력사 전용 교육 시설과 교육과정을

21년 상반기 생산직 신입사원 대상 입문교육 실시
Completion of 2021 New Hire Training

소개했다. 우리 회사는 총 400개의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GPC
교육 커리큘럼을 협력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 까지 총 14명의 생산직 신입사원을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는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시행했다. 신입사원들은 입문교육을 통해 생산직 평가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보해 나간
다는 생각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구매지원팀은 “GPC 연계 협력사 교육을
지속해 정기 홍보 및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협력사 임직원의 자
발적 교육 참여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성된 6개 항목에 맞는 기초 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주관한 인재육성팀은
선배 직원과의 대화, 직장 에티켓 습득, 비전 수립 시간을 마련해 조직의 조기
적응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3일차에는 울산 간월산 산행을 통해 동기들과 단결력과 협동심을 강화하는

From April 6 to 9, HYUNDAI WIA organized an event to provide increased

시간을 가졌다. 입문 교육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4월 초부터 창원 2공장, 서산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artners and activate Global Partnership

공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게 된다.

Center (GPC) operation. Following rigorous health & safety protocol,
the event was organized in small groups and 120 partner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event. Our company introduced the nation's biggest
partner exclusive education facility and the course of instruction.
HYUNDAI WIA encourages partner employees to take advantage of
400 on·offline GPC programs. By sharing common goals and vision,
HYUNDAI WIA will not only establish mutual growth culture but also raise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automotive parts industry.
"We hope to sustain GPC linked partner education for a long-term
promotion and creation of stronger communication channel to expand
partner employees' voluntary participation", said a staff member in
Purchasing Suppo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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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 규율성, 조직몰입도, 직무 충실도, 직무 전문성, 안전관리, 품질관리로

From March 29 to April 2, HYUNDAI WIA conducted 5 days training
program targeting 14 new production workers. The new employees
acquired knowledge in six evaluation categories for production workers,
which are compliant with company policy, employee engagement,
corporate loyalty, work profession, safety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Team managed talk
session with senior employees, corporate etiquette lesson, vision
establishment session for a successful onboarding process. On the
third day, the new employees went to Ulsan Ganwol Mountain tracking
to strengthen team spirit and deepen unity with colleagues. Newly hired
production workers will be on duty at Changwon Plant 2 and Seosan Plant
from early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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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멕시코법인 Happy Day Event 실시

강소법인 기초질서 및 안보의식 교육 시행

W+NEWS

HYUNDAI WIA Holds Happy Day Event

江苏法人开展基础素质及安全教育

멕시코법인은 지난 3월 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당에서 ‘Happy Day

강소법인은 지난 3월 복지관 대강당에서 기초질서 및 안보의식 강화 교육을

Event’를 열었다. 주재원과 현지 매니저들은 직원들에게 직접 배식하며 소통

실시했다. 협력사 직원 및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61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침체된 조직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교육은 50명 이하로 구성하여 12 차례 진

활기를 불어 넣고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됐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규정 위반 통보 사례 공유, 회사 기초 질서 안내

행사에 맞춰 이날 식단은 임직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메뉴로 선정됐다. 또

와 정보 보안 위험 및 조치 방안으로 이뤄졌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꾸준한

식당을 예쁘게 장식한 것은 물론 즐거운 음악을 더해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기초질서 교육으로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높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아

조성했다.

갈 것이다.

멕시코 법인은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3月，江苏法人在福利楼大礼堂开展了基础秩序及安保意识强化教育。此次
教育时长为一小时，教育对象为威亚及协力社共613名员工，受疫情影响，

2021 · April

On March 12, HYUNDAI WIA MEXICO held a lunchtime Happy Day Event

聚集人员50人以下管控，本次教育共分了12场次进行。教育主要内容有出

at the cafeteria. Resident and local employees volunteered to distribute

勤、出入；早操、环境清扫；餐厅及浴室使用；社内交通；现场劳动纪律；

food and enjoyed heart-warming small talks with all the employees. Amid

现场资产管理；工作服及劳保防护等；包括上年度违规通报，以及安保意

strengthened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the event was organized to

识，信息安全泄漏风险；安保防范措施；日常行为等两方面教育内容。这次

boost morale and invigorate a depressed organizational atmosphere. On

教育再次强调了公司的基础秩序及安保要求，对社员日后在公司的工作及日

the day of the event, a favorable menu, decorated cafeteria interior, and

常生活有很大帮助。

lively music were prepared for a pleasurable mealtime. In such a difficult
condition, HYUNDAI WIA MEXICO will strive to have all the employees
working together as one for corporate's sustainable growth.

강소법인 사내 식당 화재 응급 훈련 실시
江苏法人社内食堂开展火灾应急演练活动

인도법인 생산직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HYUNDAI WIA INDIA Conducts Campus Recruiting

강소법인은 지난 3월 29일, 사내 직원 식당에서 화재 응급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식당 내 유연 파이프, 화재 소화 시스템, 천연 가스총 밸브, 소화
기 작동법에 대해 이뤄졌다. 훈련 당일, 식당 임직원은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

인도법인은 지난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생산직 부문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

라 소화기로 1차 불 진압, 소화 시스템 작동, 안전구역 대피, 총무과 보고를

시했다. 인사 담당자 및 생산부 직원들은 매년 인도 타밀나두주에 위치한 4개

신속히 수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화 및 대피 절차를 강화해 화

의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 소개, 채용 설명,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기

재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평소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다짐했다. 강소법

계·자동차공학과 전공 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생산직 캠퍼스 리크루팅

인 안전환경팀은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강화 및 다

에는 총 109명의 대학생들이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채용은 필기 시험, 기

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술 면접, 인성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인도법인 담당자는 “최고 품질
의 제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月29日，公司厂区内员工食堂开展了火灾应急演练，本次演练包含了油烟
管道受热着火，灭火器扑救，启动厨房火灾灭火系统，关闭食堂天然气总
阀，人员疏散，演习总结等内容。

From March 2 to 12, HYUNDAI WIA INDIA conducted production worker

上午8:30分，食堂内正在紧张而有序的备餐中，突然厨师平彪发现油烟管道

recruitment on campus. Every year, HR manager and employees from

着火,立即关闭灶台阀门并使用灭火器扑灭火苗，配餐员张学礼启动厨房火灾

production department visited four colleges located in Tamilnadu to

灭火系统并关闭天然气总阀，工作人员卞淑娟立即通知食堂管理人员，管理

give presentation about the company, inform recruitment and conduct

人员指挥其他员工迅速疏散至1楼安全区域并通知总务科险情情况。演习完

interviews. Total of 109 students, majoring Mechanical·Automobile

成后，安全环境部组织了点评会议，再次强调了火灾应急处理方法，并要求

Engineering, were shortlisted. Applicants took written exam and had

按照现场具体问题采取不同的应对措施，食堂员工说道：通过本次演习，强

technical·HR interview. "We are looking forward to recruiting talented

化了灭火及逃生步骤，增强了应对火灾应急的处置能力。在平时的工作中也

production workers who strive to develop and produce impeccable

会积极排除火灾隐患，做到安全作业

products", said HR manager of HYUNDAI WIA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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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훈련 실시

Security

21년 4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江山东法人举办疫情防控应急演练
산동법인은 지난 3월 4일, 회사 북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응급 처리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경영지원부 조량신 부장을 비롯해 안전 부서 담당자

W+NEWS

들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열렸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 발견·격리, 방역당
국 신고, 구급차로 환자 운송, 밀접 접촉자 격리 조치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

’21년 버그 바운티 제보자 상품 증정

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회사의 격리, 보고, 방호, 소독
능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간 협업 능력을 강화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안

보안관리팀에서는 우리 회사 임직원 대상으로 버그 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을 상

전 훈련을 지속하여 당사 위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갈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다.
버그 바운티는 Bug(버그, 에러, 취약점) + Bounty(현상금)의 합성어로 웹 서비스나 소

2021 · April

3月4日，公司在北门开展疫情防控应急演练，经营支援部赵良晨部长等领导

프트웨어의 취약점의 제보자에게 보상하고

参加此次活动。

해당 제보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

下午两点半演练开始。演练内容包括：发现发热疑似疫情感染者，单独隔

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MS, 애플 등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들에서도 이

离；上报政府相关防疫部门；救护车运送患者及密切接触者隔离等。这次演

버그 바운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练，检验了公司对疫情患者、疑似患者的发现、隔离、报告、防护及消杀的
应急处理能力，加强了部署间的组织协调。

’21년 1/4분기에 버그 바운티 제도를 통해 보안 취약점 개선 2건과 직원들의 보안의식

今后，山东现代威亚也会继续通过多种形式的应急演练，强化应对突发情况

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1건을 접수하였고 보안관리팀에서는 각 제안 내용의 내부 평

的能力，确保公司在安全稳定的环境下安定有序发展。

가를 거쳐 제보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산동법인, 3·8 세계여성의 날 맞아 간담회 개최
山东法人开展3·8丽人节沟通恳谈会
산동법인은 지난 3월 5일 여성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동
법인장 공경용 상무를 비롯해 총 26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
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기념하며 직장에 크게 기여하며 가정에도 충실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개최됐다. 공경용 상무는 3명의 우수 여직원을 시상하
고 여직원 대표에게 선물을 나눴다. 산동법인은 이번 간담회로 전 직원이 양
성 평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为庆祝国际妇女节的到来，公司于3月5日开展了丽人节沟通恳谈会，公司总
经理孔俓傛常务，经营支援部权东仁部长等26人出席此次活动。
在介绍活动宗旨后，由总经理为工会3名巾帼模范标兵进行颁奖，同时，为

- 보안의식 고취 방안 제보자(1건) : 엔진시험팀 최원우 연구원 ▲

与会女员工代表颁发了精心准备的礼品。总经理表示，大家在工作和生活中

44

都担任了不同的角色，非常感谢各位女职工在自己岗位上的默默付出。

앞으로도 우리 회사 버그 바운티 제도에 대해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

活动最后，总经理与大家共进午餐并送上了节日的祝福。

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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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피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4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십
이 달 의 말풀이
자

지난호 정답
1

4

MAIL BOX / QUIZ

카

1

스

악
성

페
테

이

케

이

션

코
4

드

이

림

5

트

리

리
2

비

전

웨

이

하

브

트
코
3

인

가로퀴즈

우
3

공

이
지

1

스
능

모

6

듈

원

5

농

산

5

3

3

동
물

꾸

러

7

미

2021 · February

보

국

호

중

법

앙

5

1

6

은

4

•FA영업팀 곽동수 매니저

•기획관리팀 홍석야 매니저

•공작기계정밀가공반 김진수 기술사원

•등속생산부 고양현 기술선임

•공작기계연구지원팀 양승철 책임연구원

•협력지원팀 신재준 책임매니저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곽성렬 연구원

•차량부품해석팀 오지윤 연구원

•구동생산부 박상윤 기술선임

•차부사업기획팀 김세연 매니저

2.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가 전동식 슈퍼차저를 이용한
마일드하이브리드 차량용엔진 정밀 과급기술 개발로 친환
경 기술을 인정받아 획득한 인증서의 명칭은? (p.41)
3. 4월 월간미식회에는 ㅇㅇㅇㅇㅇ 어벤져스가 참여했다.
(p.32)

행

당첨자

1. 임직원 주식매매와 관련된 법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p.28)

4

2

4. ‘범위가 좁은 특정 지역에 맞춘’이란 뜻으로 동네 기반으로
형성된 서비스를 일컫는다. (p.22)
5. 우리 회사는 ㅇㅇㅇ에 상장되어 있다. (p.28)

2

6. 양정용 기술선임이 84년 입사 동기들과 결성한 모임의 이
름은? (p.15)

6

7. 인도법인은 지난 3월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이것을
실시하였다. (p.42)

세로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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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우리 회사의 미래 사업 중 하나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
명회가 지난 3월 의왕연구소에서 열렸다. (p.6)
2. 지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금형전시회 ㅇㅇㅇㅇ에
서 우리 회사는 총 8종의 공작기계를 공개했다. (p.40)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3. 김무철 책임연구원의 아내는 아이의 ㅇㅇㅇ를 겪으며 부모
의 역할에 대해 깨달았다고 말했다. (p.16)
4. 최근 출시된 현대차 전기차 모델로 그룹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가 처음으로 탑재된 차량.포니
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이 특징적이다. (p.20)
5. 어린이날 공연으로 추천하는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 곡.
315아트센터(마산)과 성산아트홀(창원)에서 공연이 열린다.
(p.31)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6.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침체를 우
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상태를 의미하는 것 (p.36)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4월호 선물:햄버거 세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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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당시 만 4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2. 11. 12 (화)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신체특징 오른쪽 다리와 아랫배 부분에 화상흉터
착의사항 자주색 바지, 햄토리 운동화

이름

최재혁(당시 만 2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2. 10. 05 (토)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신체특징 키 90cm, 검은색 짧은 머리
착의사항 흰색 남방, 멜빵 청바지, 남색 운동화,
남색 모자 착용

이름

이근로(당시 만 17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1. 01. 14 (일)
발생장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신체특징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머리
착의사항 회색 티셔츠, 흰색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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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보는 실종아동전문센터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기 홍보활동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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