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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물류 솔루션'으로 제조 현장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우리의 강점인 가공기술과 협동로봇과 같은 신기술의 조화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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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 SF솔루션개발팀 남희경 연구원이 의왕연구소에서 협동로봇을 조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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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i-BEST 555

HOT ISSUE

새로운 혁신 슬로건은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선정되
어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바

i-BEST 자세로 555 목표 이루기
i-BEST는 ‘나부터 기본적이고 쉽고 작은 것을 오늘부터 바꾸자’를 의

로 ‘i-BEST 555’인데요. 아무리 좋은 표현이어도 그 의

미합니다. BEST의 각 알파벳을 Basic, Easy, Small, Today의 약자로

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신입사

풀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Easy 쉬운

원이 직접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슬로건에 담긴 의미를

것부터 먼저 바꾸고 Small 작은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기 위해 Today

미래 사업 5대 과제 추진

알아보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자는 것을 I,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행동 하자는 뜻입니

우리 회사는 2년전부터 미래 사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혁신 과제를 수립하고

경영진과의 1:1 Q&A를 통해 알아본 숫자 ‘555’에 담긴

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개개인이 평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사

신기술개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과의 인터뷰로 알아본 5가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항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 미래사업 과제를 알아볼까요? 첫째, 친환경차의 연비 개선에 필수적인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
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세대 냉각수 모델 공급업체로 선정됐을 만큼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
는 사업분야죠. 두번째는 우리의 전문 영역인 4WD 기술의 장점을 살린 ‘전동화 액슬’ 과제입니다.

555의 숨겨진 비밀

좌우 토크 제어가 가능한 통합제어 구동 시스템으로서 당사의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

영업이익률 5% 확보

연료전지차 공기압축기’ 인데요, 아직 출발단계지만 언젠가 수소차에도 우리의 부품이 장착되는 그

i-BEST 555 그 첫번째 5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재경본부를 찾았습니

조·물류 로봇 이외에도 자율지게차, 자율청소차, 로봇 생산사 등 다각도로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며

다. 현재 1%에 불과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세가지 방향의 개

현대위아의 대표 사업을 떠올리면 로봇이 연상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적자 사업부문 합리화로 손실 최소

모빌리티인 UAM/UAS 분야에 착륙장치와 동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을 기다려 봅니다. 네번째는 RnA 솔루션 기반의 ‘SF 로봇’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제

화, 전사 원가절감 및 혁신활동, 수익사업의 이익율 확대. 이렇게. 3가
지 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5% 영업이익률 달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
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미래사업 투자자원을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영업이익 향상은 우리 모두가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5대 조직문화 혁신
i-BEST 555의 마지막 숫자 5는 미래, 리더, 문화, 혁신, 안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을 의미
합니다. 인터뷰에 나선 경영지원본부장님은 모든 임직원들이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전
문성을 갖춰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EST의 의미에도 담겨 있
듯이 개개인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변화가 모여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조직문화로 발현이 될 것입니다.

i-BEST 555는 현대위아가 탄탄한 재무구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미
래 글로벌 제조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책

촬영 소감: 홍보팀 장효원 매니저

임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시기라서 이번 혁신 슬로건에 대해 더 쉽고 재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현대위아의 혁신 활동 슬로건은 모든 임직원에게 전하는

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본부장님을 찾아 뵙고 평소 궁금했던 점과

간절하고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i-BEST 555를 실천하는 하루 하루가 쌓

i-BEST 555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진

인다면 현대위아의 미래는 분명 더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항상 i-BEST 555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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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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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CDP 탄소경영
특별상 수상
- CDP 탄소경영 평가서 종합 ‘A-’ 등급 획득
- 친환경 부품 개발, 환경보호활동 높은 평가 받아

우리 회사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코리아’에서 탄소
경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CDP 한국위원회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글래
드호텔에서 ‘2020 CDP Climate Change Korea Awards’가 열렸는데요. 우리 회사가 받은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확대
우리 회사는 친환경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별상은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탄소 관련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등이 우수한 신규 참여 기

친환경 차량용 통합 열관리시스템과 수소전기차량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등을 개발하고 있

업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습니다. 2023년 이후 통합 열관리시스템과 공기압축기를 양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집중하고

*CDP: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FTSE4GOOD 지수 등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있어요.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다.

우리 회사는 이번 CDP의 평가에서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어떠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실까요?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
또한 우리 회사는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
고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탄소 배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생산공
정에 고효율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공조기 등의 공장 내 설비를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
소화했죠. 또 기타 간접배출량(Scope3)를 공개하는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
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위한 보호 활동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지정해 통학로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
성하고 미세먼지 정화 식물로 ‘교실 숲’을 꾸몄습니다. 또 ‘1사 1하천 캠페인’으로 본사가 있는
창원시의 가음정천에서 하천 정화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을 하고 있어요. ‘도토리 저금통’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죠. 개인의 변화가 모여 우
리의 정체성과 같은 조직문화로 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ESG경영 트렌드에 맞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확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까지 탄소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고효율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우리 회사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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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등산은 걷기로 가능), 달리기(뛰기), 자전거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합니다.
건강은 UP! 기부는 플러스! 상품은 보너스! 인 이번 활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OT ISSUE

현대위아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건강 기부 액티비티 '오오오!!! 함께
걸어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나, 안전하게 운

거리왕

동할 수 있는 곳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액티비티! 임직원과 가족 여

걷기, 달리기, 자전거 각 Top20 (도전 운동 종목별 누적 거리 인정)
- 1위 : 삼성 버즈 프로, 2~5위 : 핏빗 인스파이어, 6~20위 : 외식상품권

러분들 모두 함께 즐기고 나눠요!

출석왕

최다 출석 인증 Top5 (클럽 인증사진/기록 횟수 및 누적 거리)
- 1위 삼성 버즈 프로, 2~5위 핏빗 인스파이어

참여 방법

이벤트
(별도 공지 예정)

i-BEST555 달성을 위한 55.5만보 걷기 달성 이벤트
- 55.5만보 걸음 달성 기념 커피 쿠폰 지급 (만보기 걸음 기준)
※ 거리왕, 출석왕 동일 포함시 거리왕으로 우선 선발

김원상
30207

** 누적 거리 1km 당 100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은 취약 아동 및 이동 약자 지원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총 5,550만원
을 목표로 하는 오오오! 함께 걸어봄 액티비티! 현대위아 임직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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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랭글” 어플 설치

어플 회원가입

닉네임 등
추가정보입력

액티비티(미션)
참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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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운동기록방법

본인기록/순위 조회

현대위아 클럽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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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설계팀 김세희 책임연구원

현대위아 가족들과 함께 한 가정의 달 이벤트

오늘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됐습니다.

꽃은 사랑을 싣고!

꽃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네요!

가정의 달 이벤트

꽃 愛 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위아 EAP 상담포
유 프로그램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플라워 용

교육문화팀 김정민 매니저

선행유닛설계팀 김지훈 연구원

돈 박스 만들기’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

평소에 공방 체험과 같은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단순해보이는 키트

하고 있었는데, 좋은 취지의 이벤트가 있어 플라워 용돈

로 '과연 작품이 만들어 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ZOOM 수업에 참여

박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강의를 통해서 용돈

래스와 함께라면 모두 금손~ 가족들에게 정

하였습니다. 비대면이지만 강사님께서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셔서 1시간

박스를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받고 좋아

성과 사랑 가득 담긴 선물을 전달해 더 특별한

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욱 즐겁더라구요! 몰래 숨겨

평소 '똥손'으로 유명한 제가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쁘게 완성되

가정의 달이 되었겠죠?

온 용돈박스를 꺼내니 역시나 좋아하셔서 저도 뜻 깊은

어 '돈 주고 산 것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요즘,

추억이 되었어요. 지금은 가족사진과 함께 거실 한켠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힐링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방 체험에도 흥미가 생

당당히 자리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용 ♥

겨서 앞으로 새로운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클래스 <꽃愛담다>
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소감을 공유합니다! 클

S/W개발팀 이학철 책임연구원
가정의 달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
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
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며 만들면서 어버
이날의 의미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강의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따라 하기 쉽게 해주셔서 매우
만족했고, 플라워 박스의 품질도 좋아서 놀랐어요.
손주들이 만들어서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고 덕분
에 좀 더 의미가 있는 어버이날을 보내게 된 것 같
습니다.

차량부품개발팀 황제식 책임매니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선물했을 때 즐거워하실 할머니
를 생각하니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FA기술팀 장학수 매니저
매번 만들어진 꽃을 사다 드렸는데 이번엔 아내, 딸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드리니 기
쁨이 배가 되었네요. 그리고 용돈 놓아두는 곳에 화장품+돈을 연결해서 드렸는데 어
머니도 깜짝 놀라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이벤트 종종 부탁드립니다.

12

13

HYUNDAI WIA
가정의 달 이벤트

대신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직원들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간만에 작성한 진심 어린 편지글과 함 께 특별히 고른 선물을 사보를
통해 대신 전해드립니다!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글들 함께 보실까요?

구매지원팀 김정직 매니저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보니 부끄럽고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애교도 없고 살갑지 못한 아들인지라 회사에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편지를 써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제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 것인지

소재개발팀 권기훈 책임매니저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금떡이와 함께 하고 있는 아내 희정이에게

신입사원 입사하자마자, 부모님께 저 결혼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철없는 아들이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2020년 5월 10일 결혼하고 나서 벌써 1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지율이도 초등학생이 되었고, 수민이 뱃속에는 둘째가 생겼어요.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도 우리에게 금떡이가 왔다는 게

평생 일하면서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어느새 제 아내와 자식만 챙기게 되니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런 마음뿐입니다.

금떡이가 우리에게 오고 처음으로 초음파 검사할 때 잘 안보여서 마음 고생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저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입덧으로 고생하고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점점 배가 많이 불러와 거동이 불편한 데 회사 출근을 위해 장거리 운전도 해야 되고,

부모님은 제게 가장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또 검사를 위해 병원 검진도 자주 가서 많이 힘들 텐데 내색 한번 없이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릴게요.

집안일도 잘 하고 태교도 잘 하는 것 같아. 요새 장가 잘 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부모님이 항상 제게는 가장 큰 존재이고 영웅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간단한 편지로 마음의 표현을 하니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진 : 제스파 공식몰

2021년 봄. 아들 김정직 올림

오랜만의 이벤트로 당황하지 말고 감동받았으면 좋겠어
3개월 후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예쁜 딸 금떡이 볼 때 까지 자기도 힘내고
나도 말썽(?) 안 부리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2021년 봄. 남편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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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품질팀 조흔갑 책임매니저

듬직하고 믿음직한 큰 아들에게
모듈생산2부 노윤성 매니저

아장 아장 걸음마를 떼자 마자 공원을 누비던 우리 큰 아들이 벌써 아빠보다 더 큰 고3이 되었네.

사랑하는 부모님께

고3 수험생이 되면서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새벽에 들어오는 잘 생긴 우리 큰 아들을 보기가 어려워.
많이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를 남깁니다.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고3때 기숙사 생활, 대학교, 군대로 집을 떠나 10년 넘게 전국을 돌다가 이제서야 부모님 곁으로 왔습니다.

잠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던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10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다.

취업, 생애 첫 부모님과 해외여행, 누나 결혼 등 기쁜 일도 많았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아들의 모습이 엄마, 아빠가 웃을 수 있는 원동력이야~

이모부, 이모,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소중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슬픈 시간도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니? 네가 어렸을 때 길 거리를 지나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고,

아들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는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더 많게 행복하게 지내요!

TV 코미디 "만사마"라는 코너에서 나오는 "뚜루뚜 루뚜 뚜루뚜 루뚜~~" 음악이 나오면 이 음악에 맞춰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들을 맞이하려 매일같이 이른 시간 일어나서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모님.

오른손을 턱 밑에 올리고 손과 함께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지. 영상도 있잖니(ㅎㅎ)

이제 저도 어느덧 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그 땐 정말 엄마, 아빠가 배꼽이 빠질 정도로 많이 웃었어. 지금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 덕분에 웃고 있지!

부모님 눈에는 아직도 작은 아이로 보인다고 하지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예전처럼 지금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캠핑도 못 가고, 아빠, 동생하고 같이 운동도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 누구보다 회사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고 관심으로 회사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는 우리 아빠.

가끔씩 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추억을 엄마, 아빠에게 선물해 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매일 어떤걸 먹일까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해주시는 엄마.

지금은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되고 고3 수험생을 벗어 나면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올해 엄마 환갑 여행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어렵지만 국내여행 다녀오게요~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너를 위해 응원하고 또 응원할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5월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현대위아를 다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부모님께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봄. 아빠 조흔갑
사진 : 제스파 공식몰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2021년 봄. 아들 노윤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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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시험팀 김형진 연구원

VOICE OF HYUNDAI WIA

요리 한 수
가르침 받습니다!
현대위아 요린이, 요른이들 총 집합!
북적거리는 식당은 NO, 배달음식도 밀키트도 질렸다. 집밥다운 집밥이 먹고 싶은 요즘입니다.
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1000번 저어 만드는 수플레 케이크까지. 집콕생활이 길어지며 국내외로 홈쿠킹이
SNS에서 놀이처럼 퍼져 나갔는데요. 어느새 홈쿠킹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취미와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심심한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 홈쿠킹에 도전해보세요! 입맛 까다로운 아이도 좋아하는 요리,

로제도 먹고 반한
로제떡볶이

재료 : 생크림 200ml, 시판용 토마토소스, 마늘 6알, 새우 8~10개, 페퍼론치노 5개,
올리브오일, 베이컨, 고춧가루, 떡볶이 떡
❶ 중간크기 새우 8~10개에 고춧가루 1스푼,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리고 10분 이상 재워둔다.
(냉동새우의 경우 찬물에 담가 소금을 살짝 뿌린 후 20분정도 해동을 시키고 위 과정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❷ 마늘, 양파를 채 썰고 베이컨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른다.
❸ 올리브오일 6스푼을 팬에 둘러 마늘향이 살짝 올라올 때까지 마늘을 약불에서 익힌다.
❹ 양파와 페퍼론치노를 넣고 볶아준 후 양파가 약간 숨이 죽으면 새우와 베이컨을 넣는다.
❺ 새우가 분홍빛이 돌면 생크림 200ml와 토마토소스 8스푼을 넣고 센불에 끓인다.
❻ 불려둔 떡을 넣고 떡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떡이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저어주기.
❼ 소스가 꾸덕꾸덕하게 되면 완성!
(취향껏 치즈나 파슬리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사우들의 이색 레시피까지. ‘요리 좀 하는’ 사우들이 도와줄 테니까요.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 하는 맛있는 식사를 직접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핫한 로제떡볶이를 집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만들어 먹고 맛있어서 분식집 차리려고 하면 안돼요!!

공작기계영업기술팀 정성룡 매니저

집에서 해먹는
새로운 중식, 마파두부
재료 : 연두부, 생강, 두반장, 다진 돼지고기, 대파, 홍피망, 청피망, 굴소스, 간장, 맛술,
전분, 고추기름, 미원, 닭육수
❶ 파, 청피망, 홍피망은 잘게, 생강은 다지고, 연두부는 체크무늬로 칼집을 넣는다.
❷ 달궈진 팬에 고추기름을 3큰술 두르고 다진 고기와 생강을 넣어 볶는다.
❸ 고기가 약간 익은 시점에 두반장 1큰술 반을 넣어 고기에 양념이 잘 배이게 한다.
❹ 간장 1큰술, 맛술 1큰술로 향을 내준 뒤 준비된 야채를 넣는다.
❺ 야채 숨이 죽고 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쯤, 굴소스 1스푼을 넣는다.
❻ 중식에는 미원이 있어야 맛이 나는 법! 소량의 미원을 첨가하고, 볶아진 재료에 물(또는 닭육수)을
적당량 넣어준다.
❼ 썰어둔 연두부를 넣고, 팬을 힘차게 돌려(웍질) 양념이 두부에 배이게 한다.
(절대 국자나 숟가락으로 저어서는 안됩니다. 두부가 다 뭉개져요!)
❽ 1:1 비율로 전분과 물을 넣은 전분물을 마파두부에 조금씩 넣어주며 농도를 맞춰준다.
❾ 기호에 맞게 고추기름을 더 추가하여 웍질을 한 다음, 밥 위에 부으면 마파두부 완성!

중식을 먹다 보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죠.
레시피 설명을 조금 길게 적어서 그렇지 조리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준비한 재료를 그냥 순서대로만 넣고 웍을 돌리면 지겨운 중식이 아닌 새로운 중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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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원가관리팀 임복섭 책임매니저

만들기 쉬운
초간단 맥주 수육

재료 : 돼지 앞다리살, 저렴한 맥주, 다진마늘, 묵은지 또는 김치, 월계수잎 (선택사항)
❶ 돼지 앞다리살을 두툼한 덩어리로 잘라 큰 냄비에 담는다.
❷ 냄비에 담은 고기가 잠길 정도로 맥주를 붓고, 월계수 잎을 넣는다.
❸ 센불로 삶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맥주거품이 넘치지 않도록 중불로 줄인다.
❹ 다진마늘을 넣고 약 20-30분 정도 고기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중불에서 푹 삶는다.
(완전히 삶아졌는지 헷갈릴 때엔 찔러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❺ 다 익은 수육을 건져 비계와 함께 얇게 썰어준다.

졸혼자(졸지에 혼자된 주말부부, 또는 결혼 졸업자)와 가족들을 위한 초간단 맥주 수육!
김치와 맥주와 궁합이 아주 좋으니 혼자서도, 또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이 가득한
즐거운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맥주뿐 아니라 와인도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칠레산 디아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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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부르는
문어초회

공작기계기술평가팀 김대홍 연구원

제어개발팀 이현주 연구원

입맛 도는 한우 솥밥
재료 : 소고기, 쌀, 쪽파, 버터, 간장

재료 : 삶은 문어, 오이, 미역, 양파, 홍고추, 멸치다시마육수, 쯔유간장, 식초, 다진마늘, 레몬즙, 설탕
❶ 멸치 다시마 육수 1국자, 쯔유 간장 3큰술, 식초 5큰술, 레몬즙 1큰술, 설탕 2꼬집,
다진마늘 1큰술을 섞어 냉장고에 재워둔다.
(생문어는 빨판 등 세척과 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삶은 문어를 이용합니다^^)
❷ 이제 칼질의 시간! 오이와 삶은 문어는 얇게, 미역은 불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양파는 채썰어
예쁜 접시에 올린다.
❸ 홍고추로 데코해 주고, 냉장고에서 시원해진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
(식초와 간장의 양은 조금씩 넣어보며,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19년 자취생활 중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문어!
항상 소금기름장이나 초장에만 찍어먹는 문어숙회는 식상하잖아요?
요즘처럼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입맛이 떨어질 때 새콤하고 쫄깃한 문어초회를 추천합니다!

공작기계연구지원팀 양승철 책임연구원

확! 찐자를 위한
키토김밥말이

❶
❷
❸
❹
❺

주물냄비에 불린 쌀과 동량의 물을 넣는다.
버터 한조각, 간장 한스푼을 넣고 센불에서 5분,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준 후, 5분 정도 뜸을 들인다.
소금, 후추를 뿌려 소고기를 굽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쪽파를 송송 썰어 밥 위에 뿌려준다.
잘 구워진 고기를 올려주면 완성!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는 소고기~지만!
고슬고슬 갓 지은 냄비밥에 올려 먹으면 조금 더 근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칩이나 와사비를 곁들여 먹어도 맛있구요~
냄비 바닥에 붙은 누룽지까지 별미입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든든한 한끼로 추천합니다!

SW개발팀 이학철 책임매니저

카레향이 솔솔,
카레동그랑땡

재료 : 달걀, 김, 오이, 단무지, 부추, 햄, 맛살, 우엉

재료 : 돼지고기, 두부, 다진 마늘, 당근, 양파, 카레 가루, 달걀, 튀김가루, 후추, 소금

❶
❷
❸
❹
❺

❶
❷
❸
❹
❺

그릇에 달걀을 풀고 잘게 썬 부추를 넣어 휙휙 저어준다.
가스레인지 약불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계란물을 붓는다.
달걀 중앙에 오이, 단무지, 햄, 맛살, 우엉을 올린다.
뒤집개로 달걀말이를 말 듯 돌돌 말아준다.
마지막으로 김으로 말아주면 완성!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후 으깬다.
당근과 양파, 돼지고기는 잘게 다진다.
다진 돼지고기, 당근, 양파와 으깬 두부에 카레 가루,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섞는다.
튀김 가루와 달걀을 넣어 섞어준다.
반죽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오일을 두른 팬에 구워주면 끝!

(재료는 김밥재료 세트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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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제닉 다이어트(저탄수 고지방)를 아시나요? 집돌이 생활로 확!찐자를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용 김밥말이!
요즘 키토김밥이라고 해서 밥 대신 달걀지단을 얇게 썰어 넣은 김밥이 인기인데요.
음식점에서는 일반 김밥 가격의 2배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 수제 키토김밥말이를 다이어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편식이 심한 아이들을 위해 채소를 많이 넣고 카레 가루로 노란색을 입혀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은 터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데요. 재미도 있고,
직접 만든 거라 편식도 안해요.
많이 만들어서 에어프라이어로 튀겨 먹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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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엔진생산2부 우회건

잉어찜

파기름비빔면

산동법인 보전부 진상강

준비물: 잉어, 대파, 마늘, 생강, 소금, 맛술, 산초
❶
❷
❸
❹

재료 : 파, 간장, 설탕, 국수
❶ 흰 부분을 제외한 파를 가득 썰어 기름 살짝 둘러 데운 팬에 담아
노르스름하게 튀긴다.
❷ 간장, 설탕 넣고 거품이 일어나면 불을 끈다.
❸ 다른 냄비를 이용해 소면을 삶는다.
(끓어오를 때 찬물을 넣어주면 면발이 더 쫄깃해집니다!)
❹ 익힌 면을 건져 그릇에 담은 후 파기름을 부으면 완성!

잉어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한다.
잉어 몸통에 사선으로 칼집을 깊숙히 넣고 소금, 생강, 맛술, 대파를 고루 발라 재워 둔다
잉어를 냄비에 담아15분 정도 찐다.
잉어 위에 다진마늘, 파채를 얹어 끓인 산초 기름을 뿌린다

간단한 집밥이지만 마늘의 향기를 입은 물고기가
사람의 혀를 자극하는 마법이 있어요.
이 잉어찜이 여러분의 군침을 돌게 했을까요?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우효림

간단해보이지만 쉽지 않은 요리. 작은 파 한 단,
소면 한 그릇으로 인스턴트 뺨치는 맛을 볼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강소법인 재경부 손민월

황주 족발찜

대추흰목이버섯탕

재료: 콩, 족발, 황주, 조각설탕, 간장

※ 조각설탕: 중국에서 사용하는
잘게 부순 얼음 모양의 설탕
빙탕(氷糖)이라고도한다.

❶ 콩을 12시간동안 물에 불려둔다.
❷ 족발을 물로 데치고 핏물을 뺀다. 맛술을 넣어주면 잡내 제거에 좋다.
❸ 다른 냄비에 식용유와 조각 설탕을 녹이고,
족발을 넣어 적갈색으로 변하도록 고기 위에 두른다
❹ 간장과 황주를 넣는다. (최대한 물 안 쓰기)
❺ 센 불로 끓여 고기를 어느 정도 익힌 후 콩을 넣고 약한 불에 졸인다.

재료: 배, 흰목이버섯, 대추, 조각설탕, 구기자(선택사항)
❶ 흰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서 작은 조각으로 찢는다.
❷ 배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고, 대추는 깨끗이 씻는다.
❸ 흰목이버섯과 대추를 냄비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인 후
썰어둔 배를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인다.
❹ 마지막으로 조각 설탕을 넣고 몇 분만 더 끓이면 완성

야들야들 맛있는 족발. 거부할 수 없는 맛~
산동법인 경합금생산부 딩지평

레몬무스 케이크
강소법인 공작품질부 주문진

보송보송한 흰목이버섯, 달콤한 배로 만든 탕은
영양가가 아주 좋습니다.
한국의 배숙과도 비슷한데요.
콜라겐 듬뿍, 건조함 방지, 피부 보양과 갈증 해소까지!
얘들아 빨리 끓여라~!

재료 : 치즈, 버터, 우유, 달걀, 레몬즙, 설탕, 박력분 밀가루, 옥수수 분말
❶
❷
❸
❹

치즈120g, 버터 30g, 우유 60g을 그릇에 담아 중탕하여 녹인다.
다른 그릇에 차가운 상태의 달걀 흰자, 레몬즙, 설탕35g를 넣고 젓는다.
박력분 밀가루 20g, 옥수수 분말 10g, 노른자를 ❶ 에 넣고 골고루 반죽한다.
❸번 반죽에 ❷번 휘핑크림을 섞어 틀에 붓고 온수를 넣은 오븐에 150℃로
1시간동안 굽는다.
❺ 구운 오븐에 20분간 뜸 들이듯 그대로 두었다가 꺼내면 완성입니다.

무스(mousse)는 프랑스에서 생크림과 젤라틴을 사용해 만드는 디저트입니다.
거품부터 크림까지 질감이 다양하죠. 케이크에 무스를 추가하면
무스케이크가 되는 거죠. 레몬무스 케이크는 푸딩처럼 부드러우면서
느끼하지 않아 봄, 여름에 먹기 딱 좋은 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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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버섯 튀김
재료 : 팽이버섯, 계란, 소금, 튀김가루, 산초가루·큐민가루(선택사항)
❶
❷
❸
❹
❺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르고 적당한 크기로 찢어준다.
그릇에 계란을 풀고, 소금을 약간 넣어 섞어준다.
팽이버섯을 계란물, 튀김가루 순서대로 골고루 묻힌다.
끓인 기름에 팽이버섯을 넣어 황금색이 나올 때까지 튀겨준다.
건져낸 튀김의 기름을 빼고, 산초가루와 큐민가루를 위에 뿌려주면 완성!

겉바속촉, 바삭바삭면서도 부드러운 팽이버섯 튀김은
만들기도 쉽고, 담백해서 좋아요.
어른들에겐 술안주가, 아이들에겐 맛있는 간식도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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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장인, 장모님의
인생 제 2막을 응원합니다!

3대가 처음 모인 이 사진, 이 시간을 기념하며
기정진 책임은 이번 환갑을 더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35주년 결혼을 기념해 소소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함께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T프로젝트추진팀 기정진 책임연구원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가정의 달, 기정진 책임연구원 가족은 5월을 맞아 3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했죠.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서도 있지만 아들 같
은 사위로서 두 분은 특별히 더 고마운 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은 늘 저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분이에요. 항
상 드리는 감사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하죠. 맞벌이하는 저희 부

지난 1년 간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터라 더욱 반가운 시간이었죠.

부를 위해 첫째 고은이를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삼 남매를 다 키우고 이제는 손녀까지 돌보아주는, 기정진 책임 부부에게는 언제 생각해도 고마운 존재.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환갑을

바로 장인어른, 장모님의 환갑을 기념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정진 책임 부부와 이들의 금쪽 같

기념해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했을 텐데, 이렇게나마 소소한 추억을

은 딸 고은이,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가 똑 닮은 처가식구들까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베이지 톤의

만들어드릴 수 있어 기뻐요.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처럼만 건강하시

옷을 맞춰 입은 3대가 장인, 장모님의 환갑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근 가족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직 고은이가 엄마 뱃속에 있
을 때였습니다. 3대가 모두 모인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은 오늘이 처

s
happines

음인데요. 함께 모여 화목하고 행복한 이 순간이 환한 웃음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힘
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기정진 책임의 아내 지민 씨도 3남매를 사랑
으로 길러준 부모님을 닮아 이제는 엄마로서 딸 고은이와 배 속의 아
이에게 그 사랑을 베풉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처럼 자녀를 가져봐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지민 씨도 아이들 덕에 새삼 부모
님의 사랑을 느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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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은 평생 늙지 않고 그대로일 것만 같았는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

기정진 부부는 올 7월에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바로 둘째 딸이죠.

어느새 환갑을 맞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어렵

이 내 사람이다 제가 꼭 찍었습니다. 경상도 남자, 전라

지금보다 더 대가족이 되어 가족사진을 한번 더 찍을 계획입니다. 오늘

고, 결국 부족한 솜씨로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도 여자가 만나기 쉽지 않다 하는데, 제가 한눈에 반해

마련한 이 시간이 둘도 없이 화기애애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아내 지민

딸이 차려드린 밥상은 처음이라 어색해 하시면서도 좋아

청혼하게 되었죠. 딸, 사위를 보면 우리 부부 젊었을 때

씨는 부모님이 생각보다 무척 좋아하고, 설레는 모습을 보며 진작 찍으러

하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항상 당연하게 받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장인)

올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처가와 5분 거리에 사는 만큼 기정진 책임연구원 부부

기정진 책임연구원 역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드

자주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남매

는 장인, 장모님과 저녁 식사도 자주 함께 합니다. 아주

는데요, 출산을 앞두고 가장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애정과 고마움을 담

키우느라 너무 고생만 한 건 아닌지 늘 고마운 엄마, 아

각별한 사이죠. 기정진 책임연구원에게 장모님은 가족의

아 마지막 한 마디를 남깁니다.

빠. 이제는 손녀들 재롱 보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이며, 장모님은 사위를 ‘보석 같

“늘 내편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 지금도 만삭의 몸으로 힘들어하고

하게 살자. 사랑해!”

다’고 칭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장인어른 역시 싹싹

있을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든든하고 따뜻한

한 사위가 기특할 따름입니다.

남편이 될게요. 순산하여 우리 가족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딸, 사위들이 오손도손 사이 좋게 사는 것을 보면 보기

올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알콩달콩 부부의 사랑도 쏙 빼 닮은

너무 좋죠. 사위가 좋은 직장을 다녀 이런 이벤트도 해주
고 기특할 따름이에요. 우리 때는 돈 버는 데에 급급해서

아내 지민 씨는 연애 때부터 자기자신보다 자신을 먼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주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남편의 자상함에 반해 결혼까지 하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이 그저 예쁘고 고마워요.”(장

게 됐습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한결 같은 마음 때문

인)

인지 두 부부는 연애 때부터 결혼 후까지도 한번도 싸우
지 않았는데요. ‘알콩달콩’ 사는 부부의 모습을 따라 첫째
고은이 태명도 ‘알콩이’었죠. 이런 다정한 모습마저 장인
어른, 장모님의 젊은 때를 쏙 빼다 닮았습니다.

s
happines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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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참여 : 홍보팀 사보 담당자 (sumsum@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으로 사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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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완성차업계, 공유 모빌리티 사업 확장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전동 킥보드 알고 타야

완성차업체들도 ‘미래 먹거리’인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위

전동 킥보드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가 늘

해 전동 킥보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9

면서 덩달아 안전문제도 두드러졌습니다. 길에서 불쑥불

년 킥고잉에 투자를 했고,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지바이

쑥 나타나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

크와 제휴를 맺고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전동 킥보드를 빌려

생하고 있죠.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

주는 서비스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개

까지 생겼을 정도인데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

방형 라스트 마일모빌리티 플랫폼 ‘제트(ZET)’를 자체적으

르면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로 구축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투입해 공유 모빌

Mobility)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리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4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업체도 전동 킥보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

전동 킥보드에 5월 13일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

-코로나19 이후 혼잡한 대중교통과 달리 비접촉으로 인기

는데요. 포드는 전동 킥보드 스타트업인 스핀을 인수하기도

됩니다. 기존의 만 13세 이상 연령이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근거리 신속하게 이동…친환경 교통수단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와 BMW는

이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전동 킥보드를 자체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가능

도심 모빌리티 전담 사업부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공유 서

합니다. 만약 만 16세 미만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적발되면 보호자 처벌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

완성차업체들이 라스트 마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기업의

다.

이미지 확장과 정보 구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또 그동안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종합 모빌리티 기업’ 이미지를 구축

상 탑승 행위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하고, 미래차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도로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 20만 원 이하의

이외에 도심 골목, 이면도로 등 풍부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 운행과 인도와 보행로 운행 금지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아울러 전동 스쿠터에 전기차 배

도 유의해야 합니다.

MZ세대 사로잡은
전동 킥보드…
자동차 업계도 주목

-완성차업체도 미래차 시장, 정보 획득 목적으로 진출
-사용자 늘어나며 사고 발생 늘어…안전 규제 강화

터리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모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는데 별도 공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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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바

라 비용절감, 신속한 근거리 이동 등이 꼽힙니다. 실제 지

로 전동 킥보드죠.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공유 시스템을 도

하철 한 정거장 거리 기준으로 지하철을 타면 1250원이

입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들지만, 전동 킥보드는 800∼9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어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또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는

태 장기화 속 비접촉 공유경제가 일상이 되면서 인기가 더

목적지를 갈 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2∼3분 안에 도

욱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착할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전동 킥보드의 인기는 서비스 관련 결제로 이용자 수를 가

않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늠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주요 서비스 결제 데이터에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결제 건수는 2017년 한 건의 결

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라스트 마일(last mile)’ 서비스라고

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88건에서 2019년 15

부릅니다. 모빌리티의 최종 단계로 자동차·지하철에서

만5216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단거리 이동 수단을 뜻하죠.

으로는 75만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로도 불립니다. 차를

이러한 흐름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우후죽순으로 생

타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먼 1~2㎞ 거리를 이용하는 이들

겨났습니다. 고고씽, 킥고잉, 라임, 스윙, 씽씽, 빔, 플라워

을 위한 틈새시장인 것이죠.

로드, 디어, 스윙, 일레클, 윈드 등 업체가 국내 공유 킥보

전동 킥보드의 인기 요인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뿐 아니

드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쳐 소용량으로 제작하면 전동 킥보드 등의 배터리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9

HYUNDAI WIA

소통 트렌드의
또 다른 변화

‘듣는 콘텐츠’의

新문물 소개소

인기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뒤따라 오디오 SNS 내놓아
클럽하우스의 인기를 따라 이미 유명한 SNS 플랫폼들도 뒤이어 오디오 기반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오디오 SNS 시장이 반짝 인기만은 아니며 미디어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듯
하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채팅할 수 있는 ‘Spaces’ 기능을 출시했다. 인스타
그램은 라이브 영상에 더 많은 사람을 추가하는 기능을 출시했으며, 페이스북 역시 오디오 채팅앱 ‘파이어사이드
(Fireside)’개발을 시작했다. 페이스북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내놓은 파이어사이드는 대화형 팟캐스트 앱 형태로 개
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는 라이브 오디오 방송에 손을 들고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와

소위 저물어가는 매체로 여겨지던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팟캐스트
산업은 올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문자, 이미지, 영상이 순서대로 주를 이루던 SNS 시장에서 ‘소리’의
요즘 유독 눈에 띄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궁금한 공간, 최근 트렌드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미디어는 주류 반열에서 다소 비껴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의 소소한 연결이 사라짐에 따라 비대면
소통에 대한 수요가 쌓여가면서 이용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유사한 컨셉트이지만 녹음 기능을 추가해 오디오 콘텐츠 활용 방안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도 상륙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Spotify)’도 이 인기에 가세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스포티파이가 라이브 스포츠 토크 앱 락커룸(Locker Room)과 앱 제작
사 베티 랩스(Betty Labs)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락커룸은 스포츠 오디
오 SNS로, 클럽하우스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세스 커드, 안드레 이궈달라 등 유
명 농구 선수가 참여해 주목 받았던 앱으로, 코로나 19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없는 스포
츠 선수와 팬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폭풍성장하는 ‘귀로 듣는’ 시장
관심사로 모여요 ‘클럽하우스’
연초 가장 주목받은 서비스는 단연 음성 채팅 플랫폼 ‘클럽하우
스’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클럽하우스는 출시 1년도 안돼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뿐만 아니라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던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도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0년 10억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팟캐스트 시장이 2025년엔 33억달러로 5년 만

글로벌 이용자 810만 명을 모았다. iOS기반의 아이폰 유저

에 3.3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최대 팟캐스트 서비스 팟

만 이용 가능한 앱인 데다 초대 기반 폐쇄형 SNS임을 감안

빵은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연간 청취 시간이 2억 시간

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인 ‘오

초기에 클럽하우스가 ‘핫’한 SNS로 주목받은 데에는 인플

디오클립’의 월간 방문자 수는 370만 명으로 전년(192명) 대비

루언서들의 역할이 컸다. 해외에서는 오프라윈프리나 일론
머스크가 등장한 데에 이어, 국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용진 신
세계그룹 부회장 등 다수 재계 인사가 클럽하우스에 등장하며 대
중의 관심을 끌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인물들과 아이폰만 있으
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에서 매력을 어필했다.
클럽하우스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초대장을 받으면 정식 가입이 진행된다. 개
인의 관심 분야를 체크하면 관련된 모더레이터(소위 방장 개념)들이 진행하는 대화방 리
스트가 뜬다. 원하는 방을 선택하면 대화를 들을 수 있고, 발언권 의사를 밝히면 직접 발언할
수도 있다. 클럽하우스는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고 실시간 청취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더 자유

93% 증가했다. 특히 10~30대 젊은 이용자들의 수요가 눈에 띄
게 늘고 있다.
‘듣는’ 콘텐츠가 최근 젊은 층에게 새로운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떠
오르는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인공지능(AI) 스피커, 무선 이어
폰 등 전자 기기의 상용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무선 기기와 블
루투스 등 기술의 발달로 자유로운 오디오 콘텐츠 청취가 가능해짐에 따라 젊
은 층의 멀티태스킹 욕구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장기화 국면도
오디오 콘텐츠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 혹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면서 콘텐츠 소비 시간 자체가 증가했고, 영상이나 이미지에 비해 쌍방향 소통까지 가능하
다는 점에서 오디오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 수요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로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용자 평이 있다.
클럽하우스의 인기는 유행에 소외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현대인들의 FOMO(Fear of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함께 폭풍성장하고 있는 오디오 콘

Missing Out) 증후군 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과 모여 수다를 떠는 사

텐츠 시장.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연결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회적인 활동을 마음 편히 못하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로 다가선 점이 제일 큰 확산 요인
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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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슈퍼 히어로
HYUNDAIWIA HEROES

특수생산부 문진태 기술기사(조장)

특수사업실의
협업왕들을 소개합니다

공작기계/특수설비 보전
추천 사유
현장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가 나타나 해결한다! 실력
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당일에 해결하지 못한 문
제는 퇴근 후까지 고민하고 공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끈질
긴 학구열이 그의 실력을 만들죠. 매사 긍정적인 만큼 성실
하고 협업에 뛰어난 그를 신뢰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추천댓글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 현장, 사무실, 기타 콜만 하면 어디든 마
다하지 않고 달려가 해결하는 진정한 맥가이버
강력 추천 합니다. 추천 사유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설비 보전의 업무 특성을 그 누구보다 잘 수행하고
있는 정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보전맨!!! 특수사업실 협
업왕으로 강력추천 합니다.

수상소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밀어 주신 덕분에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고 노
력하겠습니다.

본부의 대표 협업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협업왕 프로그램. 이번 달은 특수사업실의 대표 히어로 3인방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283개의 댓글, 201개의 좋아요 참여로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한 이번 수상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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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에게 묻다
Q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협업 노하우

우수 히어로
특수생산부 조현욱 책임매니저
공작기계/특수설비 보전
추천 사유

우수 히어로
특수사업기획팀 주국현 책임매니저
프로젝트 손익 점검
추천 사유

Q 협업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경험

Q 동료들에게 바라는 점

문진태 조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매사 긍

문진태 조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

문진태 조장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

정적인 태도로 조직에 필요한 구성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인 남의 말을 듣고

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매사에 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

그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더 중

정적이기 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줄

요하게 여기는 것이 협업이라 누가 얘기

서로 소통하고 대화 하면서 하루하루 삶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다 보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

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

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점을 물

늘 하루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서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보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

행복하고 동료들과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조현욱 책임 어느 한쪽은 도움을 주기만

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상

니다.

합니다.

기계/전기 수리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능력자! 1공장이든 2

업무 개선 요청, 보고서 공유, 자료 요청 등 어느 누구의 요

황은 회사에서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

조현욱 책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

공장이든 어디에서 불러도 웃으면서 나타나는 그는 보전 능

청이든, 아무리 힘든 부탁이든 불평 불만 없이 처리해주는

조현욱 책임 회사 업무 중 혼자서 모든걸

인이 협업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처리할 수 없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

사에서 보내는데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력 못지 않게 인간성도 최고라 할 수 있죠. 사람을 낫게 하

진정한 협업왕! 특유의 넉살과 친화력, 한번 보면 빠져드는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청하기도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며 생활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

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기계를 낫게 하는 ‘보전’계의 금손이

‘스마일’ 웃상을 겸비한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지치지 않

서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

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회사 내 인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목표 달

라 할 수 있습니다.

는 탱크 같은 체력까지 갖췄습니다. 명실상부 특수사업실의

는 것도 필요하며 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힘들고 어려

인재 아닐까요?

지 고민해 본다면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또한, 협업을 통해 업무가 수월하게 풀릴

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

전달되고 서로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니다.

다.

주국현 책임 월 매출 추정과 손익 관리를

주국현 책임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

주국현 책임 협업 노하우라고 할 만큼 제

하고 있는데요, 재경본부와 예상되는 문

를 해결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도 쉽게 이

가 뛰어난 게 없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가

제점에 대해 협의하고 특수사업실의 다른

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업무를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면 그 일에

팀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검

협업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봅시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결해 드리

토하여 작년 매출/이익 목표를 달성했던

려고 했던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아닐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재경본부 등 유관

까 싶습니다.

부서와 협업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추천댓글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조현욱 책임이죠~ 적극 추천
합니다!
와우! 갑 중의 갑이 나타나셨네요 추천!!!!!

추천댓글
배려, 적극, 열정, 긍정, 협업... 여러 단어가 떠오르네
요.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주님~~~! 주국현 책임님 많이 도움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추천 꾹~!!!!

보전팀의 타이레놀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수사업실의 손익은 주국현 책임이 책임진다! 적극
기계는 조현욱 책임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 큰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당근 적극적인 추천합니다. 추천 사유, 댓글 다 백 번
수상소감

맞는 말입니다.

제가 협업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부끄럽습
니다. 앞으로 더 협업을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진정

수상소감

한 협업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협업왕으로 추천되어 수상자가 된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업을 더 열
심히 하라고 뽑아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협업왕으로 뽑
힌 만큼 조금 더 노력하여 부끄럽지 않은 협업왕, 더 발전된
협업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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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매매사기

사실관계를 살펴보던 도중에 C의 다른 범죄사실도 발견할 수 있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고의적인 사기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

었습니다. C는 E와 함께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봄을 지나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

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피해자(15세)를 유인하였습니다. C는

다.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도 2주나 앞당겨 졌다고 하고, 고온의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코로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물물교환을 하고 이어폰을 받으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IP주소 자체가

역병을 극복하는 것과 같이 다시금 정상적인 기후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면 부산 사상터미널로 오면 된다’고 거젓말하여 피해자를 오게

해외에 있거나, 휴대전화가 타인 소유라면 범인을 검거하기가 곤

이번 호에서는 ‘당근마켓 매매사기’에 대하여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의 ‘중고나라’ 세대(?)라

한 후, 다음날까지 피해자를 부산시 일대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

란하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는 아직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

자의 휴대폰으로 사기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C의 감시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위 리스크를 알고 거래하시는 수 밖에 없습

비스를 당근마켓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결코 당근마켓을 홍보할 생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자, C는 피해자의 학생증,

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인사 드리겠습니

각으로 사보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습

다.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를 받으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볼 수

니다.

있습니다.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동네 인증 등을 통해 그나마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에서 어

비슷한 건으로 대면 거래 중에 강제추행 등의 사례도 최근 늘고

떤 방식으로 ‘매매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방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있습니다. 상상만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자, 이제 위 실제 사례에서 공통점 및 대응 방안을 찾아 볼까요?
1. 코로나 질병 감염을 이유로 대면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직거래를

[서울남부지원 2019고단6237]

SD카드,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

하여야 실제 물품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자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A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다.

있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에 접속한 후 ‘패딩,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

여기까지는 앞선 사건과 유사하지요? B는 위 범행에서 더 나

2. 그럼에도 택배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신분증 명의의 상대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

아갑니다. B는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들어

방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고, 사전에 매수/매도 거래 이

면 패딩과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

있지 아니한 빈 상자만 수령한 피해자가 B에게 항의하자 피

력, ‘더치트’를 통한 전화번호 확인 등을 하셔야 할 것입

나 사실 A는 패딩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해자에게 ‘배송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에어팟 2 이어폰 가격

니다(상대방이 안전거래라고 하면서 보내는 링크 주소 또

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

의 절반을 송금하면 기존의 물품 대신 에어팟 2를 보내주겠

한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이키 운동화, 마스

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크, 아디다스 운동화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받으며 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여 만나시고,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어쩔

A는 보이스피싱 범행도 하였기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

앞선 사건과 공통점이 있지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좋겠죠?(거래 상

았네요.

니다.

대방 차량에는 타시지 마세요)

3. 대면하여 직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면 가급적 지인과 대동

4. 사기를 당했다면, 가급적 빨리 어플이용 내역, 주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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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고단743]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고단1140]

SNS 또는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 및 발급 받으

2020년 11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입니다. B는

마지막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2021년 2월 선고한 따끈

셔서 직접 인근 경찰서에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샤오미

따끈한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C는 당근마켓 어플에 ‘중고이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

어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

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피해자로부터

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

다.

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그 외에도 C는 D와 공모하여 ‘스와로브스키 목걸이를 판매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B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다’고 C가 판매글을 게시하고 D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에어팟 이어폰, 갤럭시 버즈 이어폰,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분배하기도 하였습니다.

37

HYUNDAI WIA

#광주 - <러브앤프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418길 17

책방만 가도 충분해

이곳은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법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거든
요. 자주색 외벽과 나무로 마감한 아웃테리어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끌어
당깁니다. 이 책방은 두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에선 서점답게 책을 팔고, 2
층에서는 각종 모임이 진행됩니다. 인문학 강좌나 북토크 같은 것들 말이죠.

editor’s prism

책은 읽고 싶지만 무엇을 읽어야할 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망설여 지나요? 그렇다면 일단 책방으로 발걸음

러브앤프리는 <월간러프>라는 독특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매달 지역창업자의 이야

을 옮겨보세요. 좋은 책방을 가보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거든요!

기와 상품을 책으로 이어서 파는 패키지 상품이에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서점의

책방지기가 고심 끝에 골라 놓은 책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책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곤 합니다. 인스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으로 만든 월간러프 1호는 광주 송정마을의 ‘제로 웨이스트샵(Zero-Waste

타그램 감성이 물씬한 카페 뺨치도록 예쁜 책방에서, 그보다 더 예쁜 표지를 자랑하는 책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

Shop)’과 함께 했어요. 책 한권과 제로웨이스트 상품 한 가지가 함께 나가는 구성이었죠. 최근에 나온 2호는 지역의 방앗간과

새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고소한 쉼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휴식을 주는 따뜻한 책과, 건강한 수제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새로

이번 호에서는 그래서 각 지역의 가볼 만한 책방을 소개하려 합니다. 출판물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활자를

운 방식으로 책을 만나는 것 또한 색다른 즐거움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개성 넘치는 서점도 곳곳에 생겨났죠. 이제 소개할 책방
들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동네의 분위기까지 환하게 바꿔놓는 그런 서점이요.

#서산 - <그린그림북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1로 55

이곳은 그림책방이에
요. 그림책은 어린 아

#창원 - <주책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19번길 17

이들을 위한 책이지

창원의 주책방은

만, 어른이라고 못볼

우리가 쉽게 떠

것 없습니다. 때론 세

올릴 수 있는 ‘동

상의 무게에 억눌린

네서점’의 전형

어른들에게 더욱 도움

입니다. 골목 어

이 되는 책이 그림책

귀에 언제나 있

이죠. 이곳은 아이와

어, 동네 사람들

부모가 그렇게 함께 읽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의 주책을 항상

있습니다.
이 책방은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책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에요. 원목 수공예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주를 이루고

#서울 – <사이에>

있죠. 덕분에 책이 다소 낯선 아이들도 이곳을 즐거워할 수 있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31길 13

을 것 같습니다.
이 책방은 책방 사장님의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직접 아이들

사이에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연남동에 자리한 작은 서점이에요. 여행을 주제

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을 만들기도 했죠. 이 책방을 통

로 한 서점이어서 여행 책들로 가득합니다. 여행 가이드북은 물론이고 여행을 주제로

해 책도 읽고, 일기도 쓰며 아이들과의 삶을 꼭꼭 간직해두는

한 소설과 에세이 등이 이곳저곳에 가득하죠.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주제임에도, 큐

것은 어떨까요.

레이션을 허투루 하지 않은 덕인지 지루한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책 하나를 펴보는 것만으로도, 해외여행을 앞두고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을 때와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종종 열리고 합니다. 여행 작가의 ‘북토
크’도 있고, 함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는 ‘드로잉’ 시간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타이베이 책방여행’, ‘파리 책방 탐사 선발대’와 같은 여행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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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떠날 그날을 기대하며 이곳에서 저마다의 여행을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통창으로 실내가 환히 보이는데, 아름답게
자리한 책들이 발길을 끌어 당기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책을 읽고 함께 나누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
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유아용 의자가 비치되
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좌식 공간이 있어 ‘눌러 앉아(?)’ 독
서하기도 안성맞춤입니다. 독립서점에서만 볼 수 있는 독
립 출판사의 출판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소소한 재미입
니다.
주책방은 최근 ‘제로 웨이스트 샵’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
다. 플라스틱 등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품을 이것저
것 팔고 있어요. 고체치약, 대나무 칫솔 같은 것들 말이에
요. 책도 읽고, 수다도 떨고, 지구를 지키는 제품도 사고 1
석 3조의 공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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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이끌

월간미식회

전동화TFT의
화끈한 맛대맛 대결
특수개발1팀
이희택 책임연구원

전동화TFT
이량욱 책임매니저

전동화TFT
이동한 책임매니저

전동화TFT
황윤호 매니저

전동화TFT
최준영 책임매니저
전동화TFT
권기출 책임매니저

FA기술팀
김종학 매니저

FA기술팀
김학인 매니저

전동화TFT
박명균 책임매니저

전동화TFT
이재혁 매니저

전동화TFT
김영민 책임매니저

바삭하게 튀겨진 닭고기의 기름기를 쏙 빼고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양념을 버무리 듯 볶아
식힌 닭강정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메뉴입니다. 달콤한 양념은 아이들 간식으로, 침샘을 자
극하는 알싸함은 맥주 안주로, 달콤함과 매콤함을 적절히 합치면 반찬으로도 제격인 닭강
정! 불호가 없는 닭강정처럼 그룹 내외적으로 다양한 고객이 쉽게 찾고 좋아할 수 있는 팀
으로 성장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전동화TFT와 함께한 5월의 <월간
미식회>. 먹어보지 않아도 명성이 자자한 두 닭강정 맛집의 맛 대 맛 대결의 우승자를 확인
하러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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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신청자
FA기술팀 김종학 매니저

Q 신사업 추진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최준영 책임매니저 저희가 가진 역량은 결국 기계, 즉 설비를 잘 만드는 건데
요. 이 기술을 지금 펼쳐지는 신사업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

신사업을 추진하느라 저녁 늦은 시간 과자와 커피로 허기
를 채우며 야근하는게 일쑤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
느라 고생중인 TFT 구성원들에게 격려와 응원, 힘이 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거에 우리 회사 그 누구도 안해본 일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물론이고 어디
물어보지 못하니 스스로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박명균 책임매니저 수소연료전지 부분에서는 설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 리서치가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는 국가보
호기술이에요. 모든 핵심 기술을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일정
부분 협조를 받아 일을 하고 있어요. 자료 조사 할 때 마다 답답함이 있는 상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입니다.

권기출 책임매니저 전동화TFT는 작년 12월에 새롭게 꾸려진 팀입니

김학인 매니저 헤어핀 모터는 작년부터 준비를 계속해왔고 최근 본격적으로

다. 기존 내연기관 분야 설비만 하다 전기차, 수소전기차로 바뀌는 패

수주가 시작되어 나름 물꼬를 튼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

러다임에 맞는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저

고 있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내연기관 엔진 및 변속기를 잘 만들어

희들끼리 FA실의 에이스들이 모였다고도 해요(웃음). 주력하는 사업

온 만큼 차세대 모빌리티 모터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

으로는 전기차 모터,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탱크 제작 설비가

니다.

있습니다.

Q 퇴근이 늦어질 때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42

Q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나요?

이량욱 책임매니저 식사를 안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챙겨

황윤호 매니저 입사한지 4년차인데 TFT팀에 들어와 기존 업무와 다

먹는 분도 계세요. 가끔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

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당연히 모르는 것도 많아 팀원들과

데요. 최근에는 브랜드 치킨 메뉴인 푸00을 주문했는데 고급스러운 포장과 맛

서로 긴밀히 협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양념이 인상깊었습니다. 제가 전주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입맛이 까다

보니 저희가 한 일에 대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해서 더 탄력을 받아 열

롭다는 평가를 종종 듣는데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까지 업무를 하면 힘

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발

들기도 하지만 이런 색다른 야식 타임을 가지며 자유로운 팀 분위기를 만들려

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고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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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원 중 최고의 미식가는?
이동한 책임매니저 외근이나 출장이 잦다 보니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해
결해야할지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항상 식신로드, T-Map 등을 이용해 맛집을 찾죠. 이왕
먹는 한끼 맛있게 먹고 싶다 보니 수고롭더라도 맛집을 검색해서 다닌답니다. 최근에도
의왕 출장도 거의 매주 다니고 있는데 이때마다 저희 팀 점심 메뉴를 책임지고 있어요.

Q 참여 소감은?
이재혁 매니저 요즘 팀원 모두 정신없이 일한다고 고생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김종학 매니저에게 고마워요. 아무쪼록 이런 저

맛대맛 승자는?

이대도 닭강정

한 표 차로 승패가 좌우될 만큼 팽팽했던 이번 맛 대 맛 대전. 그 승자는 바로 인
천 이대도 닭강정이었습니다. 눅눅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삭한 튀김 옷과
맥주를 부르는 매콤한 소스 맛이 TFT팀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종학 매니저는 전동
화TFT를 ‘아직 양념하지 않은 닭강정’이라고 비유합니다. 맛대맛 대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양념 맛인 것처럼 결국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는 양념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만들어 내는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사랑 받는 설비를 만들
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는 전동화TFT가 매콤한 이대도 닭강정 양념처럼 톡 쏘는
독자적인 신사업 성공 소식을 들려주길 응원해봅니다!

런 일도 많았지만, 이런 소소한 추억을 발판 삼아 더 좋은 성과 만들기 위해 다들 같이 노
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1 이대도 닭강정 (매운맛)

후보2 만석 닭강정 (보통맛)

인천 신포국제시장의 명물인 이대도 닭강정. 주말이 되면 고추
와 함께 볶아낸 매콤한 갓 튀겨낸 닭강정을 기다리는 줄이 길
게 늘어진다. 2017, 2018년 대한민국 배달 대상을 수상한 만
큼 당일에 만들어진 닭강정을 전국 어디서든지 받아 볼 수 있
다.

창립 이래 30년에 걸쳐 전통의 맛을 지키는 속초 중앙시장의
명물 만석 닭강정. 일반 튀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을
이용해 180도를 넘나드는 화력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특
별함을 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식용유를 일체 갈아 깨끗한
기름을 유지하는 철칙과 동일한 맛을 전하기 위해 가맹점 대
신 백화점 팝업스토어로 판매를 진행하며 한결 같은 맛을 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 김영민 책임매니저 : 평소 살이 많은 치킨을 선호하는 이건
닭살에 비해 튀김 옷이 너무 두꺼워서 아쉬워요. 시간이 지
나도 유지되는 바삭함과 특유의 소스는 일품입니다.
● 최준영 책임매니저 : 사실 어제 밤에도 맥주와 함께 닭강
정을 먹었어요. 얇게 썰린 고추랑 먹으니 약간 오버를 해서
고추밭에서 먹는 신선한 매운맛과 강정의 바삭한 조화가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 권기출 책임매니저 : 택배로 주문해서 에어프라이기로 한
번 더 튀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매콤함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고 양념도 골고루 잘 입혀졌어요. 매콤한 양념 맛을 선
호하신다면 한번쯤 주문해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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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학 매니저 : 닭강정하면 떠오르는 그 맛인 것 같아요.
만석 닭강정 네임 밸류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쳐 아쉽네요.
양념 끝 맛의 달콤함이 강하고 조화로워서 일부러 찾아가
서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인 것 같습니다.
● 이량욱 책임매니저 : 담백함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닭강정
맛이어서 누구나 거부감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
큼 익숙한 맛이라고 할 수 있어 큰 기대를 하고 먹으면 실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김학인 매니저 : 양념이 고루 잘 배어 있고 식었는데도 맛
있네요. 택배로 배달되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튀김 옷의
단단함이 남아있어 좋았고, 너무 달기만 하지 않고 약간의
매콤한 맛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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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다

구동생산부 신창혁 기술사원
지난 4월 구동생산부 신창혁 기술사원은 경력 7년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는 기계가공기능장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업무로 바쁜 중에도 기술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은 결실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의 올해 새해 다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각자 목표하신 바에 좋은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동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Q 기계가공기능장이란

Q 합격까지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Q 다음 목표가 있다면요

이번 합격까지 총 3번의 실기시험을 쳤는데요. 두 번째 시

기회가 된다면 기계 분야의 다른 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해

험을 치르기 전, 실기 과목이 개편되면서 공부하던 종목이

보고 싶어요. 거창한 성공을 바라기 보단 직장에서 ‘남들한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편된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

테 피해는 주지 말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

되자’ 정도의 자기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웃음) 이

했고, 공구도 개인이 구비해야 해서 애를 먹었어요. 또 공

번에 공부하면서 가공 뿐만 아니라 열처리나 설계 등 유관

작기계를 직접 이용하며 연습을 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 기

분야까지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또 직업적인 것 외

쉽게 말해 기계가공분야의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초급이 기계가공기

술지원센터에도 없는 기계들이 많아서 어려웠어요. 아무래

에도 다양하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

능사, 중급이 기계가공산업기사, 고급이 기계가공기능장이라 보시면

도 실습을 별로 못해보고 갔던 게 애로사항이었죠.

까 요리 관련 자격증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Q 도움을 준 동료가 있다면서요

Q 기능장을 준비하는 사우들을 위한 TIP

우리 반인 구동생산부 PTU가공2반의 황창서 반장님과 최

필기는 기출문제, 실기는 실습 위주!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

병기 조장님의 도움이 많았습니다. 황창서 반장님은 2019

요? (웃음) 필기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책을 N회

년에 이미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당시 폴리텍을 다

독한다면 합격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실기시험

니면서 알게 된 분들한테 최근 시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

과 관련해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종목별로 처음 접해보는

어 줬어요. 최병기 조장님도 저와 기능장을 함께 준비하며

분도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얼마든지

서로 북돋아주고 도움을 주고 받았죠.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 기능장 취득 후 실무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Q 나에게 도전이란

기능장 공부를 하면서 단순 가공만이 아니라 CAD/CAM,

도전이라는 게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치공구, 자동화시스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다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무언가에 도전을 해야지만 새로운

보니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죠. 예전에는 단순히 짜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든 뭐든 내가 시작했다

저는 필기, 실기 모두 독학했습니다. 필기 준비부터 최종 합격까지 약

여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배운 걸 응용

는 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하는 분야라는 건데요. 공부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필기는 바로 합격했는데 실기는 2번 낙방

하며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해 보면서 나한테 더 맞는 걸 찾아가는 거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MCT 가공이나 절삭가공에 관

볼 때 이 조건이 왜 나온 건지에 대해 알게 되는 기쁨이랄

해선 다행히 이해와 습득이 쉬웠는데요. 반면 다른 실기 종목들은 실

까요? 가공이란 것 자체가 변수가 많다 보니 여러 방면으

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준비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로 생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될 것 같아요. 기계가공 현장 부문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선 높
은 편에 속하죠. 자격 요건으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Q 기능장에 도전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올해로 입사한 지 딱 9년이 됐는데요. 돌아보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땄던 자격증이 끝이더라고요. 자기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저희 반 황창서 반장님이 기계가공기능장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됐죠. 저도 기능장 공부를 하면 가공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Q 준비는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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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고고챌린지

코로나19 극복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Happy Together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쓰레기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택배를 받는 기쁨은 잠깐, 현관 앞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 보유량이 주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에 쌓여가는 폐기물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입니다.

가까운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율이 OECD국가 중 2위에 달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70% 가량은 분

작년 12월 정부가 보낸 긴급재난문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헌혈하는 시민이 줄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리배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40%도 미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가 많기

겪고 있는 것이죠.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일일 혈액 보유량은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

때문입니다. 환경을 위해선 분리배출보다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는 3.5일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쓰레기가 밀려오는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시작된 ‘고고챌린지’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1월 환경부가 시작한 고고챌린지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이어가는 운동인데요. 플라스틱을 줄
이기 위해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 1가지와 할 수 있는 행동 1가지를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오늘의 혈액 보유량(2021.05.07)

형식의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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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일

지난 4월 21일 우리 회사는 현대로템의 지목으로 환경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 일일 평균 5일분이 비축돼야 합니다. 혈액보유량이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가

“일회용품 쓰지 않고, 님블러 사용하고”

지속되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작년 3월, 우리 회사 모든 임직원들은 ‘님블러’를 받았습

처가 어려워집니다. 일례로 응급상황을 제외한 일반 수술은 혈액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

니다. 상호 존중을 위한 존칭어 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난, 대형사고 등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가 우려되죠.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죠. 오늘도 동료들의 책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장기간 보존할 수 없으며, 의료과학이 발달된 현재로서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

상 위엔 님블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 등의 문제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헌
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더욱 나눔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혈액
현대위아 임직원들은 환경보호에 상호존중의 메시지까지
담긴 ‘님’블러를 사용 중!

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대위아 임직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진 응원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지난 11월엔 사내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의료진에게 텀블러를 선물했습니다. 위생과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컵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안팎

코로나19-헌혈 Q&A
Q.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나요?

으로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를 위해 노력하는 현대

A. 모든 의료 기구들은 무균 처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위아!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유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 후 채혈하며, 헌혈 전후로 주사부위에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

안심하고 헌혈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을 기울여 왔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등 생산과정에서의

Q. 백신 접종 후엔 언제 헌혈이 가능한가요?

오염을 최소화하고, 나무 식재, 하천 정화 등 생태계 복

A.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금지됩니다. 2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엔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

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 또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로부터 7일 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만일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
우,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가 금지됩니다.
Q. 코로나19 완치자도 헌혈할 수 있나요?

지구는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로 기후 전쟁 중! 여러분도 #고고챌린지에 동참해 주세요.

A. 혈장 채혈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완치자들의 혈장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완치자들의 혈장
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더욱 푸르게 만듭니다.
Q. 헌혈 시 주의점?
A.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때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문진 시 여행력과 과거 병력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헌혈 이후 자가격리나 확진 통보를 받게 된다면 혈액원 또는 헌혈의 집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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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빅픽처,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이 이끄는

재테크 포커스

New
GVC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오창섭 연구원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 사태를 넘어 새로운 시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며, 20세기 석유

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작년에 전세계를 뒤덮었던 코

등 화석연료 시대에서 21세기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이

로나 위기는 세계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벤트가 될 것

동하는 대변혁이다. 이러한 에너지 플랫폼 변화는 향후

으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 보면 이러한 큰 역사적 사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산업이 중심이 될 것

건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

으로 보인다.

다. 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될 2021년은 세계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의 큰 흐름을 되짚어 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

1,741억달러 가량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히, 올해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와 함께 국회 양

2030년까지 미국내 50만개 신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원을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상황이 발생했으며, 향후 바

예정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의지도 밝혔

이든 정권의 행보가 국제정세의 가장 큰 흐름을 좌우할

다. 특히, 향후 미국 전기차 산업은 미국내 전기차 생산

것으로 기대된다.

을 위한 Global Value Chain 변화가 동반할 것으로 보

현재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이후 미국경제 고용회복, 친

인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아이폰 등 IT 제품의 경우 생

환경 에너지 정책, 미-중 패권전쟁 2차전이 당면과제로

산거점이 중국 등 동아시아가 중심이었으나, 바이든 정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미국경제는 역사적 유례없

부는 향후 전기차 생산을 중심으로 미국내 생산을 위한

는 장기 경기호황과 함께 실업률이 3%대를 기록하며,

제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는 고용호조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한 경제패권 견제와 함께 고용촉진이라는 두마리 토

코로나와 함께 실업률이 한때 10%대 중반까지 상승한

끼를 잡으려 한다.

가운데 최근에도 실업률은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기점으로 세계경제는 또 한번의 커다란 변화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를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노동을 대체

제시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회담

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출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이었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은 미-중 패권전쟁 2차전

미-중 패권전쟁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증

을 예고했다.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바이든

기기관 발명에 따른 1차 산업혁명, 19~20세기 전기 및

행정부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제조업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IT 혁명으로 불리는

바이드노믹스로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은 전기

3차 산업혁명 등을 살펴볼 때 시기별 핵심산업에 대한

차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플랫폼 산업이 부각할 것으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패권을 장악했다. 바이든 정권은

로 전망한다. 2015년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러한 경제패권 싸움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 파리

4년간 1기 바이든 행정부의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권의

기후변화 협약은 2016년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2기(재임)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드노믹

집권과 함께 탈퇴가 발생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 당시

스는 향후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통령이었던 현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취임

주목해야 하겠다.

과 함께 파리 기후협약을 재가입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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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HYUNDAI WIA

지난 달 감사의 메시지를 받은 건화ENG와 올넷피아 직원들이 칭찬메시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올넷피아 이진효 과장 > ICT 지원팀 탁수환 책임매니저

To ICT 지원팀 탁수환 책임
유지보수를 저 혼자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휴일이나 저녁시간에 대응을

건화ENG 조형래 과장 > 차량부품개발팀 이상윤 책임매니저

해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흔쾌히 도움을 주세요. 진
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Together and Further

To 차량부품개발팀 이상윤 책임
현재는 다른 부품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건화 부품을 담당하셨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발 담당자로서 중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잘 협
조해 주셨습니다. 협력 업체의 제한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귀담아 들어주셔서 개
발 진행 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
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대오토에버 소속 직원으로 현대위아 MS(Manufacturing Special)시스템을 담당
하며 현장 대응, 시스템 설계,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스템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 실적 등록, 품질 공정 정보, 출하와 관련된 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구동·등속 MS 시스템과 창원 4·5 공장,
울산 1공장 부분 소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에 입사하여 우리 회사 구동부문 액슬/PTU의 기어류 부품 구매/개발을 담당하

생산시스템 관련 업무는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해요. 서버·네트워크 관

고 있습니다. 입사 후 8년간 등속 부문 외주품 개발을 담당하다가 작년에 팀내 업무 조정

리, 프로그램, PDA 프로그램 개발, 현장 작업자들과 소통 등 여러 면에서 이슈가 발생

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조형래 과장님과는 등속부문 외주품 담당할 때 업무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또한 시스템 구축은 현장에 녹아 드는게 핵심이기

를 같이 했었죠.

차량부품개발팀
이상윤 책임매니저

Q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언제 성취감을 느끼나요?

Q 함께 일했던 조형래 과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협업하는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협력사에서 설계해 우리 쪽에서 승인하는 부품이다 보니 요구사항이 많았는데요. 고객 최
우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분이에요.

Q 감사 메시지를 전달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는 등속 개발 업무를 안하고 있고 더욱이 제가 건화ENG와 일했던 시기는 벌써 4~5
년이 지났는데,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고 추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2년간 구동 부문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신규
부품, 협력사를 담당하면서 업무 부하가 있었는데 마음가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Q 건화ENG와 협력을 발휘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건화ENG에서 생산하는 부트는 내구성과 기밀성을 요하는 부품인데요. 제가 담당하던 시기에 소재 재질이 바뀌고 부품이 콤팩트해지면
서 누유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력사와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ICT 지원팀
탁수환 책임매니저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최대한 현장을 이해하고 실
제 업무가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지만, ‘시스템을 이
용한 덕에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큰 성취
감을 느껴요. 이때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올넷피아의 도움이 큰 것 같아요. 시스템을 적용한 직후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최적화한 시스템인만큼 자리를 잡으면 정확하고 빠르게 일할 수 있고, 지속적으
로 업무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어서 그 과정이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합니다.

Q 감사 메시지를 전달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 받았을 때 사실 합리적 의심을 가장 먼저 했어요(웃음). 생산 현장은 늦게까지 운영되다 보니 시스템 이상
발생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말 또는 야간에 대응할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 ‘더 부탁하려고 이렇게 선물도 주는 걸까?’라는 생각
을 했죠. 농담 이고요. 현장이 중단되지않게 하는 것이 1순위인만큼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감사한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 메시지 전달 받으니 쑥스럽네요. 이진효 과장과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며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술도 마시기
도 해서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 좋은 협력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위아는 큰 틀에서 기획하는 역할이라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게 협력업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피동적인 자세

Q 협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협력사의 경우 우리 회사에 비하면 인원, 조직, 개발 능력 등이 비교적 열세인 환경일 수밖에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큽
니다. 때문에 협력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회사 유관 부

보단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업무 하는 것이 좋은 협력 관계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협력업체 분들만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며 이런 부분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문과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를 진행해 협력사에게 추진 방향을 명확히 일러주고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협력사

Q 앞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바라는 점은?

와 협업할 때는 우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라기 보다 내기를 위한 생존형 다이어트를 했어요. 약 10kg를 감량해 내기에 이기고 나서 그
새 다시 원상복구 되었답니다. 다음 내기를 할 사람을 찾기 보다 건강을 위해 다시 다이어트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Q 앞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바라는 점은?

업무적으로는 한 부문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경력사원으로 현대오토에버 소속으로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저 나름의 전문성이

업무적인 목표는 코로나로 인해 아무래도 협력사 뿐 아니라 사내에서도 비대면 업무 협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직접 이야기하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오히려 발전이 더뎌진 것 같아요. 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부하다 보면 업무

지 않다 보니 제약이 많지만 우리 회사 혁신 활동 슬로건 중 하나인 ‘소통하는 협업 문화’를 좀더 이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능력도 향상되고, 업무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와 내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저희 팀을 포함한 개발실 모든 인원이 구매, 개발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 겪는 나름의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 모든 인
원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협력사는 물론 유관부문과도 최대
한 소통하며 업무를 진 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5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한창 엄마, 아빠를 찾는 나이인 것 같아요. 스스로 더
노력하여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마련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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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항공우주발전 컨퍼런스 & 전시회 참가

HYUNDAI WIA Participates in 2021 Aerospace Conference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항공우주 발전 컨퍼런스&전시회’에 참가했다. 항공우주전투발전단

현대위아 XF6300,
중국 CIMT 전시회에서 혁신 제품 우수상 수상

HYUNDAI WIA's XF6300 Earns Innovative Product Award at CIMT
2021

W+NEWS
2021 · May

에서 개최한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동시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우리 회사의 대표 공작기계 XF6300이 중국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혁신

제한해 열렸다.

제품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중국 베이징 국제전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UAM(Urban Air Mobility), UAS(Unmanned

시센터에서 열린 국제 공작기계전시회 ‘CIMT 2021’에서 이 상을 받았다. 이번

Aerial System)과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무인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전시했다.

전시회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 약 20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우리 회

사흘간 이어지는 전시회에서 총 1000여명이 우리 회사의 전시관을 방문했다.

사의 XF6300이 받은 ‘혁신 제품 우수상’은 제품의 구조와 사양 성능을 면밀히

우리 회사는 방문객들에게 항공 관련 기술력을 선보이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검토해서 가장 뛰어난 제품에 주어지는 상이다. 국내 공작기계 메이커 중 이 상

에 참여하며 공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협업의 시간을 가졌다

을 받은 것은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실제 XF6300은 매우 높은 정밀성은 물론

From May 11 to 13, HYUNDAI WIA attended the ‘2021 Aerospace

뛰어난 강성을 자랑한다. 공작기계마케팅팀 담당자는 “지난 2017년 유럽 독일

Conference’ held at Airforce Hotel, located at Yeongdeungpo-gu,

EMO전시회에서 XF2000가 MM어워드에서 밀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

Seoul. This year’s event was organized by Air and Space Combat

어 4년 뒤 XF6300이 혁신 제품 우수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엄 5축 머시닝센터

Development Wing. Following the government's rigorous health & safety

를 의미하는 XF 시리즈 브랜드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protocol, the number of attendees was limited to 100 per session.

고 말했다.

HYUNDAI WIA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to promote corporate's

HYUNDAI WIA’s iconic machine tool, XF6300 won ‘innovative product

UAM(Urban Air Mobility), UAS(Unmanned Aerial System) related

award’ at CIMT (China International Machine Tool Show), the most

technologies and display drone components. Over the three-day

prestigious international machine tool exhibition in China. On April 13, our

conference, around 1,000 people visited our company's booth. HYUNDAI

company attended ‘CIMT 2021’ held at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WIA promoted corporate’s aviation technology and participated in

Center in Beijing. Amid COVID-19 crisis, 200 thousand people visited this

various seminars and forums to cooperate with other attending agencies.

exhibition.‘Innovative Product Award’ is an award given to product with
outstanding structure, specification, performance and HYUNDAI WIA is
the only domestic company to win the award. In fact, XF6300 is the world-

‘21년 상반기 국내 공장 품질부문 안전점검 실시

best level vertical machining center, optimized for miniature parts with highly

HYUNDAI WIA Conducts Safety Inspection in the Quality Sector
for the First Half of 2021

precise spindles. "In 2017, XF2000 won the first prize in milling section at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국내 공장 품질 부문 안전

power," said a manager of the Machine Tool Marketing Team.

MM Awards and after only four years, XF6300 won this prize. We anticipate
that premium XF lineup products will upgrade the prestige and brand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품질사업부장의 주관으로 국내 9개 공장별 팀
장과 함께 시행했다. 관련 담당자들은 창원2·3·4·5, 안산, 광주, 평택, 서
산, 울산1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 이어 안전의식 교육과

강소법인 전기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진행됐다.

江苏法人开展安全用电站岗活动

2주간 걸쳐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총 118건의 개선 항목이 도출됐고, 5월
중순 이후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하반기에도 국내 공장 품질
부문 안전점검을 지속 시행해 사전 리스트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
정이다.
From April 6 to 19, HYUNDAI WIA completed safety inspections for

강소법인은 지난 4월 14일 ‘안전한 전기 사용 교육’을 시행했다. 임직원 대표 10
명은 출근시간 동문과 북문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펼쳤다. 교육은 ‘고온 환경
설비 화재 예방’, ‘공장 내 선풍기 무단 조작 금지’, ‘파손 전선 수리 및 교체’, ‘전
문 자격증 소지자 외 작업 금지’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강소법인은 전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the first half year at domestic plants. The inspection was organized by
the head of the Quality Business department and chief directors from 9

4/14日，江苏法人开展了以安全用电为主题的安全站岗活动。早上7时，部

domestic plants. Employees in charge visited Changwon 2/3/4/5, Ansan,

门代表10人分两个小组在公司东门及北门对上班的同事们进行了安全宣导活

Gwangju, Pyeongtaek, Seosan, Ulsan 1 Plants to conduct safety checks,

动，本次站岗宣传围绕安全用电展开，主要是夏季工厂内电风扇需要接地线；

safety training, and survey difficulties workers face in the field.

禁止私自拉线作业；裸露破损的电线需要及时报修更换；用电作业时需要持证

After two weeks of inspection, a total of 118 items were noted as "needing

上岗，夏季高温天气防止电气设备发生火灾等内容。

remedial action". The managers in charge plan to take up immediate

安全用电不容忽视，尤其是天气逐渐炎热，伴随着雷电大雨天气，很多用电不

improvements from mid-May. Our company will continue conducting
biannual safety inspections in the quality sector to prevent fat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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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安全导致的火灾隐患需要及时排除，让我们手拉手共同打造安全生产工厂。

55

HYUNDAI WIA

강소법인 2/4분기 안전의식 강화 순찰 활동

인도법인 2021년 그림 & 슬로건 공모전 개최

W+NEWS

江苏法人开展第二季度安全意识向上巡查活动

HYUNDAI WIA INDIA Conducts Drawing & Slogan Contest

강소법인은 지난 4월 9일 2분기 안전의식 강화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 행

인도법인은 지난 4월 28일 2021년 그림 &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교육관에

사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무사고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열

서 열었다. 공모전의 주제는 ‘산업 안전, 정보 보안, 사업장 청결’이었다. 인도

린다.

법인이 그림과 슬로건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추락 사고 예방, 근무 시간 내 핸드폰 사용 금지, 수리 중 정

공모전에는 지난 3월 19일까지 총 70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인도법인의 모든

지 표시 설치, 과속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각 부서의 부서장과 안

부서에서 다양한 직급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독창성과 창의성 주제와의 연관

전담당인원 총 11명이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고 생산 작업을 교정했

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해 그림과 영문 & 타밀어 슬로건 부문에서 총 11

다. 강소법인은 평소 현장 직원이 마주하는 문제를 신속히 고치는데 그치지

명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주어졌다.

않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법인은 모든 임직원이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

为了更好地了解企业安全生产管理状况，发现生产现场不安全的物质状况、

한 행사를 지속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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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员工安全防范意识，确保企业生产正常进行，江苏法人每季度都会进行

On April 28, HYUNDAI WIA INDIA held an award ceremony for the 2021

一次安全意识向上巡查活动。

Drawing & Slogan Contest in the training center for the first time. Topics

4月9号，江苏法人开展了本年度的第二个安全意识向上巡查活动。此次巡查

for the competition were 'awareness of industrial safety, information safety,

活动的主题为预防坠落、作业时间禁止玩手机、维修停机挂牌、禁止超速等

and workplace cleanliness'.

及其他危险因素防范意识提升。参加人员为各部署的部署长、安全担当共11

By the submission due date of March 19, a total of 70 works were

人。在此次活动中，总经理带领各部署安全担当亲自在生产现场为员工讲解

submitted from major departments and employees of all levels. Received

安全作业的重要性，纠正生产过程中的不规范操作。员工表示此次活动受益

works were evaluated based on originality, creativity, relevance to the

匪浅，一些经常被忽视的小问题会造成严重的后果，需要马上改善。

topic, and quality. At the ceremony, 11 winners of the contest were prized

安全巡查活动不仅可以让我们及时发现和纠正不安全行为；也可以让我们及

with a certificate of award and a small gift.

时发现潜在危险，做好预防措施；更能发现和弥补管理缺陷，及时发现并推

HYUNDAI WIA INDIA will sustain its effort to create a happier work

广安全先进经验。

environment, stimulate creativity, and build supportiveness by organizing
different events.

멕시코법인 품질 강화 100일 캠페인 개최

HYUNDAI WIA MEXICO Holds 100-day Quality Enhancement
Campaign

멕시코법인은 4월 1일부터 품질 강화 100일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마인드를 내재화하고, 결함을 최소화하는 ‘제
로 디펙트(zero-defect)’ 달성을 위해 기획됐다. 멕시코법인 엔진품질 부서장은
“금번 과제를 계기로 직원들이 평소 쉽게 망각할 수 있는 품질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앞으로 무결점 제품 생산을 위하여 직원
개개인이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멕시코법인은 지속적
인 교육으로 품질을 강화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동법인 일조시인대상위회 일행 방문
日照市人大到山东法人调研外事工作
지난 4월 16일, 산동법인에 서동광 일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겸
민교외사위원회 주임 위원이 조사차 방문했다. 산동법인은 이날 방문한 일조
시인대상위회 일행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엔진 생산 현장을 견학할 수 있록
했다. 이들은 산동법인의 스마트 생산라인과 경영이념, 대외업무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산동법인 공경용 상무는 “코로나19 기간에 일조이신대상위회가 전세기 입국
등의 과정에서 도움을 줘 여러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감
사를 전했다.

From April 1, HYUNDAI WIA MEXICO carried out a '100-day quality
enhancement campaign'. The campaign was organized to make quality

4月16日，日照市人大常委会委员、民侨外委主任委员徐东光一行11人到山

gains by reaching the zero-defect goal and internalize high-quality

东法人进行外事调研。在发动机4工厂，调研组听取了公司情况介绍并参观

production minds. "This event aroused the importance of quality, which

了生产现场。之后在座谈中，调研组一行听取了公司外事关联现况并观看了

could be easily forgotten in daily routines. After 100 days, I truly wish all

公司宣传片，对公司的外事工作给予充分肯定，高度评价了公司的现代化生

employees to put in their best effort to produce zero-defect products,”

产线和经营理念。总经理对市外办一直以来给予公司的支持与帮助表示了感

said the head of the Engine Quality department. HYUNDAI WIA

谢。他特别强调，疫情期间，正是由于市外办在邀请函、快速通道办理以及

MEXICO will consistently conduct education and campaign to make sure

包机入境工作方面的积极协助，才确保公司工厂改造项目的顺利进行。市外

employees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quality management and

办的暖心工作让公司更加坚定信心，不断前行。

sharpen the competitive edge as a global automotive parts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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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지구의 날 맞아 환경보호활동 전개

Security

21년 5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山东法人开展“2021世界地球日环境保护活动”
산동법인 임직원은 지난 4월 23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호활동
을 펼쳤다. 총 34명의 지원자들은 3조로 나눠 개발구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W+NEWS

주웠다. 공원 내에 방치된 담배꽁초, 음료수 병, 비닐 봉지 등의 총 31봉지 분

언론 뉴스 기사 사이트, 포털 사이트 접속 주의 공지 (베라포트(Veraport) 취약점)

량의 쓰레기를 주워 폐기하거나 분리 수거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깨끗해진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최근 당사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생하여 일부 장비에 추가 전파 감염된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에서

19로 힘들고 지친 마음의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일회

뉴스 기사를 열람한 이후 해당 기사의 광고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감염되었는데 이러한 공격은 “멀버타이징” (Malvertising :Mal-ware

성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변 시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 Ad-vertising) 라고 칭하는 광고를 활용한 악성코드 공격 유형입니다.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최초 감염 PC에서 악성코드가 유입될 수 있었던 건 해당 PC에 금융/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위즈베라(Wizvera)社
베라포트(Veraport)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 버전 (3.8.5.0 이하)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4月23日，在日照经开区公园，山东现代威亚组织开展了“2021年世界地球

사내/외 3.8.5.0 이하 버전의 베라포트(Verapor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에서는 이번 악성코드 공격과 같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

日环境保护活动”，经营支援部赵良晨部长及公司志愿者共34名参加。针对

접속 만으로도 악성코드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필히 삭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活动场地面积大、人流量多、角落地带难清理等问题，活动组织人员将志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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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分为3组，划区域进行清理。在公园各处清理烟头、饮料瓶、塑料袋等垃
圾，力争不留死角。本次活动共清理垃圾31袋，让公园的环境焕然一新。希

●설치된 베라포트 버전이 3.8.5.0 이하 버전인 경우 삭제, 추후 금융 거래 관련 사이트 및 베라포트 사용 기업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

望本次活动能让市民们在清净幽美的公园里舒缓因疫情带来紧张的情绪，得
到心灵的治愈。同时也期待这不仅仅是一次单纯的捡拾垃圾活动，更是一次
能带动周围市民一起携手参与环境保护的活动。

●베라포트 설치 경로 (다음 그림 참고)
- 내 컴퓨터 → 로컬디스크(C:\) → Program Files(X86) → Wizvera → Veraport20

FROM 구동생산부 최상만 기술선임 배우자

<현대위아 매거진 독자의 의견>

●설치된 베라포트 버전 확인 (다음 그림 참고)
- 베라포트 설치 위치로 이동 후, veraport.exe 파일 우클릭 → 속성 → 자세히 탭 확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협력사와의 칭찬 릴레이 코너가 감명 깊었습니다.
임직원 주식매매에 대한 정보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대위아에 싣고 싶은 이야기>
4월 24일 제 남편이 현대위아에 근무한지 3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단한 노력과 성실함을 한 회사에서 35년간
을 버티어 준 남편에게 감사드리며 자축하는 의미로 가족끼리 기념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꽃
바람 불 때마다 사춘기 소년처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훌쩍 여행을 떠나 35년이나 껌
딱지가 되었답니다. 묵묵히 잘 견디어 준 남편이 있었기에 저희 자녀 잘 키우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딸아이의 케이크 작품으로 이벤트를 하였답니다. 케이크를 받고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다른 후배 직원들에
게도 근무 30주년, 35주년 등을 기념하는 회사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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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뿐 아니라 특정 집단, 국가의 지원을 필두로 한 해커 조직의 악성코드 공격이 메일이나 언론 뉴스 기사 사이트, 포털 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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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Box

QUIZ

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햄버거세트를 보내드립니다.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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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L BOX /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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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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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4

템
4

2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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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2

인

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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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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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퀴즈

1

컬

오

터
몰

1. 구동생산부 신창혁 기술사원이 최근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은?
(p.46)

1

닉
5
6

드

2. 현대위아의 신입사원 장효원 매니저가 i-BEST 555 중 첫번째
5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본부의 명칭은? (p.6)

골
4 4

2021 · may

디

3. 이번 달 협업왕 3인방이 소속된 실의 명칭은? (p.32)

락
7

캠

퍼

스

리

쿠

르

4. 월간미식회 ‘닭강정 맛대맛’에 참여한 팀의 명칭은? (p.40)

팅
2

당첨자

•원가회계팀 강영우 책임매니저

•특수개발1팀 이봉수 책임연구원

•소재품질관리팀 안상규 기술선임

•경영혁신팀 박광희 책임매니저

•차량부품해석팀 홍창우 책임연구원

•자동화기술팀 유성훈 책임매니저

•프로세스혁신팀 김진섭 책임매니저

•소재품질관리팀 김창우 책임매니저

•구동생산부 최상만 기술선임

•특수생산부 최창열 책임매니저

6

5

5.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플랫폼 산업이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은? (p.51)
6. 최근 금융/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안 프로그램인 이것의 보
안 취약 버전이 설치되어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p.59)

2

3

3

6

7

세로퀴즈
1. 강소법인은 지난 4월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
으로 ‘안전한 ㅇㅇ ㅇㅇ 교육’을 실시했다.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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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난 4월 열린 CDP Awards 행사에서 우리 회사가 수상한 상의
명칭은? (p.8)
3. 서울 연남동에 위치해 여행을 주제로 한 서점의 이름은? (p.38)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5

4.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늘고 있으며, 최근 길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동 수단은? (p.28)
5. 현대위아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건강 기부 액티비티
‘오오오! 함께 걸어 봄’. 이 액티비티에 참여하려면 다운 받아야
하는 어플의 이름은? (p.10)
6. 샤시시험팀 김형진 연구원이 레시피를 공유한 음식은? (p.19)
7. 연초 가장 주목받은 오디오 SNS 플랫폼의 명칭. 이용자의 초대
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 (p.30)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5월호 선물:시원한 빙수 기프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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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이 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종아동/장애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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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영광(당시 만 2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3. 10. 10 (금)
발생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신체특징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착의사항 회색 츄리닝 상하의, 운동화

이름

김대현(당시 만 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3. 09. 05 (금)
발생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신체특징 키 99cm, 앞이마 눈썹에 찢어진 흉터,
배에 검은색 반점, 오른쪽 귀에 링귀고리,
앞가마 있음, 검정색 컷트
착의사항 흰색 반바지, 검정샌들

이름

김유섭(당시 만 7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3. 02. 06 (목)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체특징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착의사항 검은색 점퍼, 회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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