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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805번의 실패 이후 1903년 처음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좇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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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도전은 그 자체로 가슴을 뛰게 만든다. 단어를 그저 품는
것만으로도 그 흥분이 전해져 온다. 언제나 그랬고 앞으
로도 우리에게 도전은 그런 단어일 것이다.
도전의 설렘은 단어가 담고 있는 기억에서 비롯된다. 누
군가는 원대한 꿈에, 또 다른 누군가는 사소한 희망에 도
전이라는 글자에 새긴다. 여기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후회 없이 도전했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찬란한
청춘마저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도전이기에 사람들은 이
를 ‘아름답다’고 말한다.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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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신년사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급격한 환율 변동과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의 경험을 발판삼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임직원 여러분 !

특히, 「제네시스」브랜드를 세계시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차로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

현대자동차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어 800만대 이상의 판매를 달성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5위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대제철은 사업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
리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현대·기아차는 멕시코 공장과 중국 창주공장의 가동으로
전세계 10개국 34개 생산공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거점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생
산·판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철강 사업에서는 첨단 소재 개발을 확대하여 완성차의 품질 경

그룹 임직원 여러분 !

쟁력을 더욱 높이고, 건설 사업 또한, 고부가가치 분야를 발굴하는
데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에

이러한 그룹의 성장과 더불어, 협력사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청년

따른 신흥 시장의 불안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앞장 서서, 국민 모두가 행

있습니다.

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자동차 산업도 기존 메이커 간의 경쟁 심화와 함께, 자동차의 전
자화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의 성장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미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끝으로, 2016년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여 국가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금년 목표한 ‘글로벌 813만대 생산·판
매’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
립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안전과 환경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통신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 몽 구

과 전자 기술이 융합한 미래 기술 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
야 합니다.
아울러, 최고의 품질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차를 고
객에게 제공하여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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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현대위아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진
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는 환율문제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세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어
중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의 실적 방어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내 경기도 침체일로

현대위아 신년사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품의 판매 신장이 쉽지 않은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매출 실적 10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대위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값
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로 노력해 나가야 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임직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2016년의 경기 전망 역시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 가치 실현임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미국 및 유럽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실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중국시장의 제조업 경기 둔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현지 업체들의 거센 공략으로 진출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경제 전문 연구소에서도 ‘IMF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보다도,
엄격한 업무중심적 사고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순간의 판단 착오가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둘째, 연구개발과 소재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성
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부문이 적극 혁신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에게도 심대한 오점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자
각하며 투명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의 전통은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야 합니다만, 특히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단순히 최신 트렌드를

회사 발전의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쫓아가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차세

도 했지만, 우리 현대위아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화합의

이처럼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현대위아의 모든 임직원들은 ‘도끼를 갈

대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할

노사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계실 것입

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반드시 이 위기

수 있도록 자기계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니다.

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으며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부문에서는 더욱 선진화된 업무방식과 투철한 직

화, 높은 사회적 기대수준 등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두 아

먼저, 지속적인 혁신으로 내실을 더욱 견고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
력을 높여야 합니다.

업의식을 갖추고 당사의 핵심 사업인 차량부품의 완벽한 품질

우르며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사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확보를 위해 양질의 소재 제품을 공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

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800만대를 넘어 1000만대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데 발맞추어,

속적인 개선활동으로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 다른 사업부문과의

핵심 부품을 책임지는 우리 현대위아도 품질과 원가경쟁력, 그리고 생산성을 더욱 높여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적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극 도모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중히 만들어 온 전통의 기틀 위에 관련 법 체계의 변

또한,‘안전’과 ‘기업보안’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은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만 확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경쟁력을

또한 우리회사 세계시장 공략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무엇보다도 모든 임직원들이 제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

가질 수 있도록 수익성에 기반한 원가관리와 전략적 상품개발을 병행하면서 선진화된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는 우리 현대위아가 세계

면서,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 확보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확립할

서비스로 글로벌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더욱 약진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생산 역량

때 참된 안전환경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한 소그룹활동을 전국 및 해외사업장에도 수평 전개하여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지의 생산현장에서부터 원가혁신, 품질혁신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전 직원들이 함께
하는 제안활동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에 기반한 화합의 선진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고객 발굴에 전력을 다하여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등으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형의 규모를 기준으로 논하는 시대

아울러 여러 협력사에서도 우리 현대위아의 혁신 지향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마음으

그리고 기업의 기술력, 영업비밀등 무형자산이 가지는 중요성
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완벽한 보안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또한, 신설된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의 영업 역량을 한데 모으고 신시장 개척,
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면서 모그룹에의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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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고 전 직원이
투철한 보안의식으로 관련 정책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는 저물고, 도덕성과 상생에 입각한 경영활동으로 그 가치를 평
가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책무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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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파고와 난관 속에서도 오직 ‘VISION 2020’이라는 목표만 생각하
며 불철주야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2016년이 그 성패의 결정적인 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의 성과에 따라 우리는 VISION 20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도, 혹은 한참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
합하고, 미래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각 부문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
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과를 낙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색은 예로부터 건강과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며,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모든 임직원들이 붉은 원숭이처럼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직장,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사장 윤 준 모

도전을 말하다
도전이
기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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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현대위아 소식

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TOP SELLER BEST 5

1% 나눔
2015년에도
직원들의 정성으로
뜨거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WIA Special

도전을 말하다

도 전 을 말하다

도 전 이
기 적 을
만 든 다

영화 「땡큐, 대디」

도전은 그 자체로 가슴을 뛰게 만든다. 단어를
품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전해져 온다. 언제나 그랬
고 앞으로도 도전은 그런 단어일 것이다.
도전의 설렘은 단어가 담고 있는 기억에서 비롯
된다. 누군가는 원대한 꿈에, 또 다른 누군가는 사
소한 희망에 도전이라는 글자를 새긴다. 결과는 중
요하지 않다. 얼마나 후회 없이 도전했느냐가 중요
할 뿐이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도전 앞에 서있다. 독서, 운동, 금연 등. 작심삼일
(作心三日)이라고 하더라도 새해 첫날 세운 목표
는 가슴에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당신의 도전에 불을 지펴줄 이
야기를 소개한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
다. 고개를 돌리면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의 이야기다.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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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한 가족의 도전

아버지는 곧바로 휠체어를 밀며 거리로 나가 뛰기

RUN. 이 한 단어가 꿈일 수 있다. 두 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하는 달리기에 거칠 것은 없었다.

아기라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람

딕은 아들과 함께 아예 단거리 마라톤대회를 출전

은 다르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달려본 일이 없

하기에 이르렀다. 1977년, 아버지 딕과 아들 릭이

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릴 수 없었다.

함께 뛴다는 뜻의 ‘팀 호이트’는 처음으로 8㎞ 자

시작했다.

불안은 처음부터였다. 1962년 릭 호이트(Rick

선 달리기에 출전한다. 비록 꼴찌에서 두 번 째로

Hoyt)는 목에 탯줄을 감은 채 세상에 나왔다. 호흡

간신히 완주에 성공했지만 말이다. 이날 딕은 상

은 뱃속에서부터 불가능했다. 뇌성마비와 경련성

기된 얼굴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말했

전신마비, 첫 울음과 동시에 얻은 병명이었다. 아

다.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

버지 딕 호이트(Dick Hoyt)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

요.”

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 딕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팀 호이트는 마

은 힘겹게 컴퓨터로 만든 의사소통장치를 아들에

라톤 도전 4년 뒤 뛰는 것을 넘어 수영과 사이클

게 선물한다.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과 대화하려

까지 해야 하는 ‘철인3종’ 경기에 나섰다. 딕은 아

는 몸부림이었다.

들을 위해 평생 해보지 않은 수영과 사이클을 새

릭은 그 컴퓨터 화면에 처음 자신이 원하는 단

로 배우기까지 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

어를 그렸다. 그 단어는 바로 ‘R.U.N’. 평생 휠체어

는 릭은 아버지와 함께 모두가 인정하는 ‘철인’이

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릭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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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호이트가 남긴 기록은 그야말로 전설에 가깝

호이트 가족은 사람들을 만나면 늘 “끊임없이

는 산 속에서 우연히 도토리나무를 발견하고

어 강한 태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는 그가

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 64회, 철인 3종경기 완주

도전하라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한

힌트를 얻는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뿌리를 내

기르는 사과나무의 뿌리가 농약으로 재배하는

6회, 단축 철인 3종 겨기 206회 완주. 이게 끝이

다. 70대의 할아버지가 된 딕과 50대의 장년이

리고 있는 흙. 사과를 완전히 인위(人爲)란 없

사과나무보다 20m 이상 깊기 때문이다. 심지

아니다. 달리기와 자전거로 미 대륙 6000㎞ 횡단,

된 릭은 오늘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

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키운다면 농약이 없어

어 갈변현상도 거의 없고, 잘 썩지도 않아 일

마라톤 최고 기록 2시간 40분 47초. 평범한 사람

도 된다는 답을 찾은 것이다. 그는 이후 사과

본에서는 그의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부

도 불가능할 일들을 팀 호이트는 완벽히 해냈다.

밭의 흙을 산 속 깊은 곳과 동일하게 만들고,

를 정도다.

잡초까지 주변에서 길렀다. 그러자 사과나무

기무라를 두고 이제는 그 누구도 파산자라

는 거짓말처럼 농약 없이도 탐스런 열매를 맺

고 놀리지 않는다. 온갖 찬사와 존경이 있을

기 시작했다. 그가 무농약 사과 재배에 도전하

뿐이다. 그런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였다.

“난 워낙 바보라서, 언젠가는 될 거라며 멧돼

자연재배라는 기본으로 돌아간 그의 사과는

지처럼 냅다 돌진한 것뿐이야”라고.

농약을 뿌릴 때보다 훨씬 맛있다고 한다. 심지

# 2016년 우리의 도전
다시 2016년이다. 모두가 알 듯 영화 같은(실제 모두 영화로 제작됐다) 이들의 일화를 쫓아갈 수
는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작은 도전에서 출발한다. 거리를 뛰기 시작한 팀 호이트가 그랬고, 기
무라가 농약을 던졌던 것처럼 말이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 역시 도전의 한 걸음을 시작해보자. 우리에게는 이미 ‘VISION 2020’의
영화 「기적의 사과」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 있다. 목표를 처음 세울 때 불가능을 외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임을 기억하자. 이미 지난 15년 동안
현대위아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15년 전의 자신에게 “회사가 10배 이

#1978년 한 남자의 도전

상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때의 답 역시 “불가능”이지 않았을까.
일이다. 이건 상식 이전의 문제다. 당연히 집 근처 사
과밭은 언제나 농약이 흥건했다. 문제는 이 농약이

팀 호이트가 달리기를 시작한 그 다음해, 한 남자
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 남자의 이름은 기무라

그의 아내를 서서히 침식한다는 것. 아내는 사과 밭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의 독한 농약 때문에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아키노리(木村 秋則). 사실 그는 도전과 무관한 삶

도전은 이때부터였다.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하

을 살았다. 학창시절 기계에만 관심을 보이던 공돌

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이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예정인 평범남이었다.

답을 찾기 위해 기무라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농

삶이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무라

약이 사라지자 사과나무는 각종 벌레로 들끓었다. 제

의 삶은 아오모리현에서 꽤나 크게 사과 농사를 짓

철도 아닌데 꽃이 피기도 하고, 잎은 병들어 후드득

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

떨어지기 일쑤였다. 기무라의 미친 도전에 사람들은

작했다.

‘가마도케시(파산자)’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

사과는 농약이 없으면 재배를 꿈도 꿀 수 없는 과

시간은 5년 앞으로 다가왔다.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호이트 가족의 말처럼 그저

오직 무농약 사과 재배에만 몰두한 지 9년째, 그
기무라 아키노리(木村 秋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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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호이트(Rick Hoyt), 아버지 딕 호이트(Dick Ho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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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40억불 수출 탑’ 수상

2016
HYUNDAI WIA Monthly NEWS

‘동절기 화재예방 캠페인’ 시행

미국 독일 영국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40
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3년 ‘3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총 43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대외
환경이 매우 어려웠지만 신제품 개발과 기술력 증대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능했던 결과다. 우리 회
사의 수출 실적은 2013년 31억 달러, 2014년 38억 달러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차량부품영업실 이경수 상무와 엔진생산1부 이재문 주임도 각각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우리 회사가 지난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동절기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국 사업장에서
펼쳤다. 건조한 날씨에 동절기 한파가 겹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자는 취지다. 캠페인은 현수막·피켓·어깨띠 등을 활용,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또한 화재예방 통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화관리 교육 등 화재예방의식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전조치로 동절기 화재사고 발생을
‘ZERO’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상식에 참여한 이경수 상무는 임직원들을 대표해 “국가와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기
술 개발과 세계시장을 향한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힘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HYUNDAI WIA Awards 4 billion dollars Export Tower
On December 7, HYUNDAI WIA awarded the 40 million dollars export tower at the ‘52nd Trade Day
Ceremony’ which was held at COEX in southern Seoul.
Even under difficult condition such as global recession and reduced demand HYUNDAI WIA
consistently committed to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As a result, HYUNDAI WIA marked 3billion dollars on its actual exports record in
2013, 3.8 billion dollars in 2014 and 4.3billlion dollars in 2015.
At the event, a total of 760 people received a government prize and a commendation for leading the
world market and promoting trade.
Lee Gyung Soo, the Director of Engine Production Part and Lee Jae Moon, staff of Engine Production
1, have each won the honor of the Steel Tower and the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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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implements “Winter Fire Prevention Campaign”
As the dry weather in the cold weather overlaps various fire risks has increased, thus
HYUNDAI WIA implemented the ‘Winter Fore Prevention Campaign’ at each business sites.
The campaign was held on DEC. 17th in order to 28th, in order to inform of the
importance of the winter fire prevention and to strengthen the safety awareness of workers
by using banners, sign picket and shoulder band.
Meanwhile, to strengthen consciousness, HYUNDAI WIA is carrying forward an
integrated fire prevention training manual, fire management, and also fire prevention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is planning to carry out a thorough safety checks and to
prevent fire accidents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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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현장에서 미래 찾는다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사고 제로化’ 나서

‘우수 개선 소그룹 발표회’ 갖고 생산현장發 경쟁력 강화 도모

사내 외부공사 안전관리 준수 설명회 열어

지난 12월 17일 경남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반장(금형기술팀)은 “앞으로도 소그룹 활동이 확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사전 안전성 검토 등 서류상으로만 안전점검이 이

‘2015년 하반기 우수 소그룹 발표회’가 열렸다.

산돼 더욱 활발한 혁신이 현장에서부터 시작됐으

‘사내 외부공사 안전관리 준수 설명회’를 개최했

뤄졌지만, 앞으로는 공사업체와 발주 주관부서 안

발표회는 생산현장에서부터 작업 효율성을 높이

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설명회는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일어날 수 있

전담당자가 모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점검을 꼼꼼

고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는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

히 실시하고 보고해야 한다. 안전 감독을 공사에

발표회에는 윤준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서 간과했던 업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개선사

련됐다. 이날 참석한 160여 명의 협력사 책임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하도록 한 것이다.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항을 찾아내는 것에 직원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느

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할 것

우리 회사는 경기침체로 국내외 각 기업들이

끼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직원들이 발표한 개

을 결의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사항을 특허로 출원하고 매뉴얼로 작성하는 등

설명회는 공사 중 발생한 다양한 안전사고 사

지난 2014년부터 ‘소그룹 제도’를 운영하며 작업

더욱 심도 깊은 활동이 있어 매우 보람 있게 생각

례를 공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

안전환경팀 최경식 부장은 “사고를 예방하는

장에서부터의 혁신과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있다.

한다”고 말했다.

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국내외에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직접 공사에 참여하

우리 회사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제도를 지
난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발표회는 2015년 하반기 각 현장에서 나온 여

우리 회사는 2015년 한해 소그룹 활동으로

생긴 각종 사고사례를 보며 ‘1인 단독 작업 수행’

는 협력업체 뿐 아니라 우리 회사 역시 안전관리

러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것

100여 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약 30

‘안전벨트 미체결’ 등 놓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으로 진행됐다. 각 사업부의 현장직원으로 구성된

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봤고 안전사고 예방과

꼼꼼히 분석했다.

10개 팀은 그동안 생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많은 무형효과를 거뒀다. 우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제도는 더욱

동종업계 최저수준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

테마를 자랑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현작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강화키로 했다. 우리 회사는 우선 허가받지 않은

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함께 안전수칙 준수

한편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발표회 금상은 차량부품생산본부 소속 ‘금형쟁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개선할 수 있도록

인원이 공사 현장에 출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캠페인을 시행하고 교육 기회를 수시로 갖는 등

이들’ 소그룹이 차지했다. 금형쟁이들은 ‘가공 방

‘개선 소그룹 활동’을 더욱 확산해 제조경쟁력을

막기 위해 「출입·안전허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안전사고 완전 제로化’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 최적화를 통한 금형 가공시간 단축’을 제안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키로 했다.

심사자들의 호평을 들었다. 금형쟁이들의 손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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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일자율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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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지역사회에 온기 불어넣어

산동법인의 우선주 상무가 지난 11월 26일 산동성 정부가 주최한 ‘2015년

강소법인은 지난 11월 28일 지역사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소

제노우의상(齐鲁友谊奖) 시상식’에서 ‘제노우의상(齐鲁友谊奖)’을 수상했다.

법인 임직원 20여명은 주말의 여유시간에 금곡촌 도원을 찾아 복숭아 나무 병

시상식은 산동성 정부 관계자 및 각 분야 유명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 자

충해 예방과 겨울철 방한 유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곡촌 도원은 인력이

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부족해 복숭아 나무 관리에 애를 먹고 있었다. 초록 조끼를 입은 강소법인 임

제노우의상은 경제, 사회 등 산동성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외국 전문가들

직원들로 금곡촌 도원은 모처럼 만에 활기를 찾았다.

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등

이곳 주민은 “도원에 나무가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해 관리에 상당한 어려

11개국 출신의 기계 제조, 화학, 바이오 의약, 농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명

움이 있었다”며 “현대위아 강소법인으로부터 오늘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이 수상했다.

고마움을 전했다.

山东法人总经理获得“齐鲁友谊奖”殊荣

江苏法人开展"威爱心"桃园送暖公益活动

11月26日，由山东省政府主办的“2015年齐鲁友谊奖”颁奖仪式在济

11月28日，江苏法人开展“威爱心—桃园送暖”公益助农活动。在公司

南召开，山东省政府有关领导及来自省内各地市各行业的知名企业负责

部署长的代练下，各部门共23名志愿者组成威爱心志愿者队，利用休息日

人、专家学者等出席了此次颁奖仪式，山东法人总经理禹善柱常务获得

前往公司”一社一村“的结缘村庄（金谷村），积极投入到桃园公益助农

“齐鲁友谊奖”殊荣。

活动中。在桃园工作人员的指导下，志愿者们为树百棵桃树树干涂上保护

齐鲁友谊奖是专门为给山东省经济发展做出巨大贡献的外国专家们而设
立的奖项，此次获奖专家共21人，分别来自美国、德国、英国、韩国等11

药剂，提高桃树防虫御寒能力，用自己的爱心为桃园的冬日添一抹暖色。
今后，江苏法人将持续开展多种社会公益活动，在公司高速发展的同时

个国家，分布在化工、生物医药、机械制造、农业等多个领域。

承担更多的社会责任，发扬“携手共进的世界”公益理念。

산동법인 직장 건강 검진 실시

강소법인 사내 교통 안전 교육 실시

산동법인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옌쾅그룹과 함께 사업장 내 분진과 소음 등

강소법인은 지난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운전을 위한 ‘2차 사

을 분석, 유해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

내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등 총

시했다. 중국은 최근 근로자직업병방지법을 통해 기업체가 유해 작업환경 근

417명이 참석했다.

무자들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건강을 잘 유

강의를 맡은 장가항시 교통국 담당자는 동절기 안전운전 주의사항과 안전사
고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통사고가 많은 겨울철 안전

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운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안전운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山东法人开展员工职业健康体检

社内交通安全教育

根据《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中的有关规定，用人单位须对从

为了加强冬季安全驾驶意识2015年12月15和22日分两批进行了社内交

事接触有毒、有害作业的劳动者要定期进行职业健康体检。从12月中旬开

通安全教育。张家港市凤凰交警中队警官来社教育。本次教育主要讲了安

始，山东法人联系兖矿集团对我公司生产过程中存在粉尘、噪声岗位人员

全驾驶的注意事项以及安全事故事例分析。全社生产职以及司机共417名

进行了职业健康体检，此次共体检500余人。

参加了教育。参与教育的员工说道：冬季驾驶事故特别频发，以后上下班

同时，为了使公司职员以健康的体魄在优良的环境中工作，山东法人也

的路上会更加注意，安全驾驶。

将继续采取多种措施进行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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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
Story

TOP SELLER

현대위아 공작기계

5

Vertical Machining Center for Mold Machining

XF600/5A

TOP SELLER

BEST

2

차세대 CNC 선반

| E200 Series

● 45° 경사형 배드 적용으로 높은 강성 유지 및 뛰어난 진동 흡수능력
● 탁월한 급 이송 능력 : 36m/min
● 콤팩트한 구조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용이
● 고속 연속 운전에도 균일하게 고정도 절삭 가능

TOP SELLER

3

TOP5 공작기계들을 소개한다.

● 주축 오일클리닝 장치 선택 시 항상 일정한 주축온도 유지 가능

TOP SELLER

1

경제형 CNC 갱타입 선반

| KIT 450

● 60° 경사형 배드 적용으로 칩 처리 효율성 및 공구 세팅시 편의성 증가
● 탁월한 급 이송 능력 : 30m/min
● 콤팩트한 구조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용이

국내전통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Vertical Machining Center XF600/5A는
고품질의 복합가공 및 금형가공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입니다.

●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하여 주축 가감속 시간 단축

Technical Leader

국내 1위, 세계 10위권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공작기계의 전통강자 현대위아. 오랜 시
간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공작기계 라인업을 개발해왔다.
그 중 고속, 고강성, 고정도를 동시에 실현해 지난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최첨단 수직형 머시닝센터

| F400

● SIEMENS 컨트롤러 적용으로 풍부한 가공 소프트웨어 지원

TOP SELLER

4

최첨단 수직형 머시닝센터

| F500

● 강성이 뛰어난 리니어 롤러가이드 채택
●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하여 주축 가감속 시간 단축
● 최신의 ATC적용으로 동급 최고수준의 공구 교환시간 실현

TOP SELLER

5

중형선반의 강자

| L280 Series

● 강력한 절삭력과 가공정도 향상을 위하여 60° 경사의 일체형 배드 채택
● 스핀들의 두께를 증가시켜 강성을 높임
● 반복 정밀도가 매우 뛰어나 정밀한 부품가공에 탁월한 성능 발휘

● 유수분리장치 등 환경친화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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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도 직원들의 정성으로
뜨거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Sense

작년 연말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
움에 처한 아동이나 소외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나눔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다양한 지원사업
을 펼쳤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창원을 비롯하여 의왕, 광주, 안산, 평택 등지로 지원을 확대하며 수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 확대를 통해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로 지원을 넓혀 가겠습니다. 더불어 각 지역별 사업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뜻 깊은 활동
에 함께 해주시면 더 큰 힘을 받아 우리 회사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위아 대표 나눔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의 실천, 「1%나눔」으로 시작합니다.

●기금현황

<2012.10~2015.12. 현재>

구분

누계 모금

누계 집행금

잔여금

비고

금액

1,860,145,673원

1,401,087,492원

459,058,181원

●2015년 후원내역

<금액단위: 천원>

후원 내용

수혜인원

금액

비고

저소득 가정 생계비 지원

100가정

10,000

매월

독거노인/소외가정 난방비 지원

116가정

20,000

1시설

10,000

성폭력피해소녀 치유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가정 아동 교복 지원

44명

11,000

저소득 가정 아동 책가방 지원

134명

8,000

지체 장애인 재활기구 지원

1시설

8,000

소외아동 문화체험 지원

4시설

16,000

복지시설 승하차 보호기 지원

66시설

14,870

저소득 가정 아동 방학 급식비 지원

330명

20,000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5시설

160,000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159명

20,000

소외아동 겨울 잠바 지원

150명

20,000
컬쳐 프리즘
하늘을 걷는 남자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9037)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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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성공노트

트렌드를 읽다

유럽의 관문이자
박람회의 고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6년
‘절세’ 재테크
패키지

응답하라 1988
지나간 시간은
아름답다. 왜?

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하늘을 걷는 남자
높이 412m, 거리 43m, 16번의 반복횡단
<하늘>은 외줄타기 곡예사에 관한 이야기다. 더 정확히 말
하면 그 곡예사가 초고층 쌍둥이 빌딩인 미국 뉴욕 세계무역
센터(WTC) 2개동 사이에 줄을 치고 안전장치도 없이 그 위
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다. 이 무모한 곡예는 실화다.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

1949년생 프랑스인 필리페 페팃은 스물다섯 살이던 1974

든 410m가 넘는다. 우리나라 63빌딩보다 160m 이

년 8월 7일 새벽 저 공중횡단을 감행했다. 떨어지면 아스팔

상 높고 청와대 뒷산인 북안산 정상보다도 80m 이

트인 허공에서 줄 하나를 밟고 걸어가면서 그물을 친 것도

상 높다. 페팃은 이 높이에서 건물 사이 약 43m를

아니고, 몸에 밧줄을 두르거나 낙하산을 매지도 않았고, 당연

여덟 번 왕복했다. 45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편도로

히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었다. 발을 헛딛거나 해서 떨어지

열여섯 번, 직선거리로는 340여m다. 웬만한 정신력

면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가 밟고 건너는 외줄은 상징

으로는 이 반복 작업을 단 한 번의 치명적 실수도 없

적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생사의 기로

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인터

였다. 실패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죽음도 없었겠

뷰에서 페팃은 “하늘에서 시를 쓰는 시인이 된 기분

지만 어쨌든 페팃은 성공하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세기의 기

이었다”고 회고했다.

록을 남긴다. 비록 무단침입과 풍기문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

프롤로그
새해 첫 호인 만큼 ‘도전’을 주제로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가
<하늘을 걷는 남자>(이하 <하늘>)다. 그때 나는 올해(육십갑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통
념상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병신년’)의 상징색인 붉은색에 주목해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떠
오른, 그러면서도 그 작품성에 이론이 거의 없으면서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영화 <화

의 높이가 각각 417m, 415m라는 설명이 있다. 어쨌

되긴 했지만.

페팃의 무대이자 정복 대상이었던 WTC는 2001
년 9월 11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무

당시 110층이던 WTC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너졌다가 2014년 11월 새롭게 개장했다. 지금 주 건

영화엔 그 높이가 412m로 나오는데 인터넷 정보로는 1, 2동

물 높이는 541m로 붕괴 이전보다 130m가량 더 높
다. 영화는 개장 이듬해인 1974년 WTC의 모습을 그
대로 재현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미국인들은 과거
WTC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양연화>로 이미 글을 다 써둔 상태였다.
하지만 글에 대한 권한은 지면을 내주는 쪽에 있다. <화양연화>의 소재가 어쨌든 새해 첫
이야깃감으로는 분명 적절치 못한 감이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도
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는 건 낙타를 갖다놓고 돌고래에 대해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외도
라도 하라는 거냐”는 반응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글은 접어뒀다가 나중에 꺼
내도록 하고 이번엔 영화 <하늘>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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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남자

‘과정’이라는 긴 관문, 마지막 세 걸음

영화에서 배우 조셉 고든 레빗이 맡은 페팃은 ‘필립’으로 불린다. 프랑스 이름 ‘필리프’

줄타기는 그냥 줄을 걷기만 하면 되는 행위인가. 아니다. 영화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의 미국식 발음이다. 뉴욕에 가려는 필립은 연습 삼아 프랑스에서도 일상 대화를 영어로

보여준다. 모든 일에는 분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줄을 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한다. 그가 줄타기에 매료된 건 여덟 살 때다. 어린 필립은 마을에 찾아온 줄타기 극단의

야 하는가. 먼저 줄을 이어야 한다. 이 줄이 종잇장처럼 가벼울 리가 없다. 서양 줄타기에

공연을 훔쳐본 뒤 혼자 나무 사이에 줄을 매고 연습을 시작한다. 그에겐 줄타기에 대한

서 사용하는 줄은 철사로 꼰 쇠줄이다. 건너려는 거리가 길수록 줄은 길고 무거워진다.

흥미, 재능, 끈기(혹은 오기)가 있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뒀을 것이다.

충분히 길고 튼튼한 줄을 구했다고 저절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줄을 이으려면 그곳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된 필립은 줄타기 곡예사인 한 극단 단장 ‘파파 루디’에

에 올라가야 한다. WTC처럼 삼엄한 빌딩이라면 줄타기 하겠다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순

게 노하우를 배우는데, 둘 사이는 금세 틀어진다. 인사법을 가르치며 “관객을 향한 존경

순히 길을 터줄 리가 없다. 설득하지 못하면 침입해야 한다. 또 줄은 어떻게 고정시킬 것

과 감사를 담아야 한다”는 파파 루디에게 필립은 “줄은 내가 타는데 왜 관객을 존경해야

인가. 이런 작업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고 장애가 되는 변수도 많다. 번거롭고 따분하고

하느냐”고 받아친다. 필립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인물이다. 서커스단에

귀찮은 작업이다. 그래서 애초 원했던 목표에는 접근도 못하고 도전을 접는 경우가 적지

서 쫓겨난 필립은 곧 집에서도 쫓겨나 파리로 상경한다. 본격적인 거리의 곡예사 생활이

않다. 필립은 저 모든 과정을 돌진하듯 밀어붙인다.

시작된다.
외발자전거를 타며 저글링도 하고 간단한 마술도 하지만 필립의 관심사는 언제나 줄
타기였다. 그는 늘 줄을 연결할 수 있으면서 높은 기둥을 찾았다. 아무리 높아도 혼자만

실제 페팃은 철저히 준비했다.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그는 “늘 신경을 총집중해 만
반의 준비를 한 뒤 실행에 들어간다. 줄이 날 잘 받쳐주기만을 바란다는 식의 생각은 결
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행을 바란 적이 없다는 말이다.

높아서는 소용이 없다. 줄을 맬 수 없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필립은 가로수나 가로등 사

영화에서 연습 중에 추락할 뻔한 필립에게 파파 루디는 조언한다. “대부분의 곡예사가

이에 줄을 매고 걷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치과에서 무심코 펼친 잡지에서

도착 직전에 죽지. 다 왔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어지는 거야. 명심해라. 마지막 세 걸음이

WTC에 관한 기사를 본다. 높이가 에펠탑보다 100m가량 높고 쌍둥이 건물이라 그 사이

중요하다는 걸.” 줄타기를 시작한 순간부터는 정신력 싸움이다. 완벽하게 연결됐더라도

에 줄을 이을 수 있다. 이 사실은 필립을 흥분시켰다. 그는 WTC에서의 줄타기를 ‘쿠데타’

외줄은 외줄일 뿐이다. 다 다른 것 같은 순간에도 집중력을 잃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될 수

라고 지칭하며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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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여행작가 윤은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의 고향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 자랑하는 대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유럽의 관문이자
박람회의 고장

Goethe, 1749~1832년)의 고향이다. 황제의 고문관이었던 아버지와 시장
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괴테는 출생부터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카이저거리 뒤편에 있는 괴테의 집은 1749년 8월 28일 괴테가 태어나
26세가 되던 해까지 유년기와 청년기의 대부분을 보낸 집이다. 집의 규모

Frankfurt am Main

와 내부에 꾸며진 화려함은 괴테의 집안이 대대로 프랑크푸르트 유력 가문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총 4개 층과 안뜰, 박물관 등으로 나뉘어 있

독일 프랑크푸르트

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현재의 모습은 고증을 통
해 재현된 것이다. 다행히 전쟁 중 가구는 옮겨 두었던 덕분에 대부분 무사
히 돌아와 원래 자리를 되찾았다.
괴테의 초기작들이 쓰인 집필실은 4층에 있다. <파우스트>의 초창기본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 4주 만에 이 방에서 완성
되었는데 시도 여러 편 쓰여 ‘시인의 방’이라 불린다. 의자가 있는 멋진 책

2

상이 놓여 있는데도 괴테는 서서 써야하는 높은 키의 책상을 주로 사용했
다고 한다.
괴테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옆 건물에는 박물관이 있는데, 그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조각상과 친필 편지, 가족들의 초상화 등 다양한 전시품이 괴
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 중세의 향취를 그대로... 뢰머 광장
B.C. 50년경 로마군이 이 일대를 점령 기지로 삼아 머문 것이 계기가 되
어 ‘로마인’이라는 뜻의 ‘뢰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광장을 중심으
로 200년간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아름다운 구
시청사, 유스티치아 분수, 니콜라이 교회 등 프랑크푸르트의 옛 모습을 한

3

자리에서 몽땅 볼 수 있다.
1405년 시의회에서 저택 하나를 시청사로 꾸며 지금까지 시청사로 불리
는데, 내부의 ‘황제의 방(Kaisersaal)’에 신성로마 제국 당시 재임한 황제 52
명의 실물 크기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어 볼만하다. 시청사 맞은편에 서 있
는 전통방식의 목조 골격으로 세워진 15세기의 저택이 있고, 광장 한가운
데에 서 있는 분수는 ‘정의의 분수’라 불리는데 가운데 정의의 여신 유스티
티아(Justitia)가 우뚝 서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고 뢰머 광장을 다녀
가지 않았다면 앙꼬 없는 찐빵을 맛본 셈이나 다름없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카이저돔
고층빌딩이 가로지르는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에 고풍스런 멋을 더
하는 대성당이 있다. 무려 95m 높이 고딕양식의 탑이 서 있는 이 성당은
프랑크푸르트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이다. ‘카이저돔(Kaiserdom)’이라고도
불리는데, 1562년에서 1792년까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사통팔달로 유럽의 관문인 프랑크푸르트. 유럽을 여행하는 이들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첫발을 내딛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프랑크푸

곳이다. 공식 명칭은 성 바르톨로메우스 대성당(St. Bartholomaus Dom)이

르트는 볼거리 많은 유럽에서 추천 여행지로 살짝 빠져있는 것이 사실. 여행자들이 일부러 잘 찾아가진 않는다는 뜻이다. 알고 보면 볼

며, 내부의 보물창고(Domschatz)에는 황제의 대관식 때 사제들이 입던 화

거리 많고 느낄 것도 많은 프랑크푸르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비즈니스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나가지만 말

려한 가운과 종교의식에 사용된 제기 등 화려한 전시품이 많다. 탑의 꼭대

고 한번쯤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기에는 전망대가 있어 시원스런 프랑크푸르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1

4
1 프랑크푸르트 마인 스카이 라인
2 괴테하우스
3 뢰머광장
4 카이로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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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주의의 상징, 파우루스 교회

사과술, 아펠바인 Apfelwein

이름은 교회이나 더 이상 교회로 사용되지 않는다. 파우루스 교회는

1750년경부터 사과로 술을 빚어 먹었던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의 전통주로 맥주

독일 근대 역사, 더 나아가 민주주의 헌법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우리

보다는 독한 편이다. 덜 숙성된 아펠바인은 단맛이 감돌지만 숙성될수록 쓴맛이 강

나라 헌법에도 포함된 ‘기본권’에 대한 기초 사항이 세계 최초로 실린 프

해지면서 알코올 함량도 늘어나는데 대략 5.5~7%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 한다.

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 1849년 3월 28일에 바로 이곳, 파울스 교회에서

오래 숙성된 아펠바인은 독해서 마시기 힘들어 물을 타 취향에 따라 즐긴다.

국민회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포되었다.
파우루스 교회는 원래 맨발의 수도사회의 무너진 교회건물 자리에

프랑크푸르트와 핫도그

1786년에 세워진 교회로 루터교의 교회로 쓰였으나 프랑크푸르트 국민

핫도그의 기원은 프랑크루프트에서 시작된다. 사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소시지

회의가 의사당으로 사용했다는 역사에 더 큰 무게가 실려 공화주의와 자

문화가 발달되었다. 소시지는 소금에 절인다라는 라틴어인데, 유럽 전 지역에서 동

유주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무너진 이후 재건

일한 형태의 소시지가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다. 핫도그에 들어가는 프랑크소시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순한 내부 구조를 갖게 되었다. 자유와 독일 통일

는 돼지 작은창자 모양의 굵기로 프랑크푸르트지방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파우루스 교회로 가는 대표자들의 기차(Der Zug
der Volksvertreter zur Paulskirche)”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이벤
트 장소로 활용되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수여하는 평화상의 시상

핫도그는 100년 전 뉴욕 자이언츠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한 상인

5

이 빵 사이에 프랑크소시지를 끼워 팔면서 유래되었다. 당시 스포츠 신문에 만화를
게재하던 한 기자가 이 빵을 먹으면서 빵의 모양이 닥스훈트의 체형을 닮았다고 하

식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

여 그때부터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의 인기 먹거리가 되었다.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예술의 도시

(사진제공 / 프랑크푸르트 관광청)

유럽과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밀집 지역인 무제움스우퍼는 프
리덴스브뤼케에서 시작해서 드라이쾨니히스 교회까지 마인 강 변을 따
라 이어지는 지역으로 모두 2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모여 있다.

10
6

7

이 거리의 백미인 슈테델 미술관(Städel Museum)은 은행가 요한 프
리드리히 슈테델이 자신의 소장품을 1815년 프랑크푸르트 시에 기증하
면서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회화 중심의 미술관으로 회화
3000여점, 조각 600여점, 드로잉·판화 10만 여 점, 그리고 사진 500여

9

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에는 얀 반 에이크의 <루카 마돈나>, 렘브란트

11

5 프랑크푸르트 야경
6 슈테델미술관
7 파우루스 교회
8 작센하우젠
9 뢰머광장 야경
10 프랑크소시지
11 사과술

의 <삼손과 데릴라>, 베르메르의 <지오그래퍼>, 르누아르의 <애프터 더
런천>, 보티첼리의 <여성 초상화> 같은 걸작들도 있다. 이외에도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도 많아 반갑다.

현지에서 온 편지

작센하우젠 Sachsenhausen
전통 주점이 즐비하게 늘어선 작센하우젠은 밤마다 흥겨운 분위기가
넘실대는 유쾌한 지역이나 낮에는 모든 주점이 문을 닫아 썰렁해 지는
야누스 같은 지역이다. 마인 강 위의 이그나츠-부비스교(Ignatz-Bubis
Brucke) 남단에 Rittergasse, Paradiesgasse, Klappergasse 거리로 둘
러싸인 일대를 ‘작센하우젠’이라 하며, 특히 사과주 아펠바인(Apfelwein)
을 파는 주점이 모여 있다. 아펠바인은 숙성한 정도에 따라 단맛에서 쓰
고 독한 맛까지 다양한데, 프랑크푸르트의 전통 소시지인 프랑크푸르터
부르스트(Frankfurterwurst)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 작센하우젠의 전

유럽연구센터
서상희 대리

통 주점은 앉자마자 사과주부터 내오는 것이 관습. 일단 사과주를 따라
마시면서 메뉴를 골라보자. 물론 사과주는 유료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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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오래된 건
축물들이 좋습니다. 어디를 가나 손질이 잘 되어
있고, 정성 들여 가꾸어 놓은 흔적이 엿보이거든
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고성(古城)들을 보고 어릴
적 읽었던 그림형제의 동화 속 왕자와 공주들이
‘실제로 존재했겠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더군요.
독일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품질 좋은 맥주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 볼 수 있다는 것입
니다. 각 지방의 특색이 살아있는 맥주와 와인을
마시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의 나라답게 각종 자동차의 역
사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멋진 자동차 뮤지엄들,
도시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고대 로마 유적지,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수질이 뛰어난
온천 등은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럽 판매법인
김민평 대리

독일에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세계적
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떠오르지는 않
습니다.
하지만, 맥주, 축구, 자동차로 잘 알려
진 독일은 옛부터 지방분권이 잘 발달
되어 있어 곳곳에서 아기자기한 유럽풍
마을과 성, 그리고 스위스에 버금가는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맥주와 소세지, 와인을 즐기고, 시원
스럽게 뻗은 아우토반을 달리며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명소를 찾아 다닌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재미있는 여행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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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財테크 성공노트
글 HMC투자증권 WM추진팀 전상철 과장

2016년 ‘절세’ 재테크 패키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금리는 여
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서 예·적금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정도의 수
준으로 자산 증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
고 해서 자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이나 펀
드 등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
다. 따라서, 본인계좌의 자산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
어 올리기 위해서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개인
종합관리계좌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및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 대해 주
목해 보길 바란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2016년 재테크 시장에서는 새로 눈에 띄는 절세수단

예를 들어, 투자자가 금융상품 한 가지를 가입해서 이

올해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

한편, 연말정산을 대비한 상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이 등장한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

자소득이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율 15.4%을 적용하

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상품으로는 세액공제 혜택(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이

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

여 154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ISA에 가입해 다양한

주어진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가 있다. 특히 작년부터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리계좌(이하 ‘ISA’)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도는 과거 2007~2009년 한차례 실행되었

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퇴

금, 펀드 뿐만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이 중 200만원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고 8년 만에 다시 부활한 제도로 해외증시

직연금계좌에 적립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상품을 투자자의 입맛대로 담아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200만원 초과분 800만원에 대해서 9.9%가 과세되어 총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를 적

예를 들어, 예전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

배당소득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자산관리계좌이다. 또

79만2000원만 내면 된다.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투

좌에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고 있었다면, 1월부터 퇴직연금계좌에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의 경우 ISA계좌 안에서 예·적

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이후 10년 동안 해

매월 25만원씩 추가로 더 불입하면 총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금을 가입하면 세금혜택으로 실질금리를 좀 더 끌어올릴

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까지 비과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이다. 단, 직전연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간은 2016년

3.3~5.5%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도에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펀드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

과 2017년에 해당하며, 펀드 납입금액 기준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세부담은 없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

종합과세 대상자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ISA는 모든

우에도 유용한 절세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다만, 국내주

으로 소득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인당 3000

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노후대

금융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친 최종 순이익에만 과세를

식형 펀드는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고 해외주식형

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비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연간 2000만원씩, 1억원

펀드는 올해부터 별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ISA

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ISA에 가

똑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조건, 가입시점, 가입계좌 등에 따

까지 부을 수 있는데 순이익 200만원(연급여 5000만원

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

입하여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라 세금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2016년은 금융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한

해야 한다.

‘절세’ 재테크를 펼쳐보도록 하자.

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가 됐든 투자자가 원하
는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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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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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문화컬럼기자 배은수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응답하라 1988
71년생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오렌지족과 X세대라는 신조어의 주
인공들이다. 이때 부모님들은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식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려 했다.
그래서 고가의 나이키, 아식스, 리바이스, 써지오바렌테,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같은 브랜드의
대량 소비 세대이기도 하다. 이문세의 ‘별밤’과 이종환의 ‘디스크쇼’가 인기를 끌었고, 마이마
이를 갖고 싶어 안달 났던 세대다.
덕선이가 열여덟이던 1988년은 MBC대학가요제에서 故 신해철의 무한궤도가 ‘그대에게’로
대상을 탔고, 건국 이래 최고의 행사인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학력고사를 치르던 1989년, 베
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대학에 입학하던 1990년에는 MBC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시작
됐다.
쌍문동 5인방이 태어나던 1971년은 역대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다. 102만4773명. 참
고로 2014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43만 명이다.
71년생은 그 수가 워낙 많아서 고입, 대입 등 뭘 해도 역대 최고였다. 초등학교 때는 교실이
모자라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했고, 중학교 때는 한반이 80명, 연합고사(고입) 실질경쟁
률은 2:1이 넘었다. 고등학교 때는 한반이 70명씩 15반까지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랬다.

지나간 시간은
아름답다. 왜?

최악의 대학입시, 대입수험생 100만, 3수생 정도는 흔하디흔했다. 덕선이가 대학을 포기하고
정봉이 7수를 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취직할 즈음인 1998년에는 IMF금융위기로 취직도 쉽지 않았던 세대다.

송구영신(送舊迎新)한 이때 즈음이면 속수
무책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유난히 안타깝다.
2015년 한해를 시작할 때 작심했던 계획을 시
작도 하기 전에 2016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이
다. 늘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살았지만 정작
해놓을 일은 하나도 없다. 무심히 지나가는 시
간이 야속할 뿐이다.

그런데 1988년이
좋았다고 느껴지는건?
1971년생들에게 있어 1988년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응답하라 1988>
에 열광하고 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본능이 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기억과 관련하여 ‘동기적 망각’이라는 개념은 제시했다. 이것은 개인
이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이거나 불쾌했던 좋지 못한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
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만 남기게 된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심리현상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다.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는
심리를 말한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좋을 기억만은 남기려는
일종의 기억왜곡현상이다.
또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창피했거나 불쾌했던 일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추억거리가 되기도 한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부자거나 가난 하거나, 예쁘거나 못나거나 누구에게나 공평하
게 주어지는 시간. 이것은 돈을 주고 살수고 돈을 받고 팔수도 없다.
시간은 요상하다.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질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직진만 하
지, 유턴도 후진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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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등 여러 요소를 함
께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처럼 기억이 생생할 때에는 당시의 일이 떠오
르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몸서리치게 창피하거나 짜릿하게 행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상황, 감정에 대한 기억들은 서서히 잊어버리게

그래서일까 지나간 시간은 이상하게도 늘 아름답다. 죽을 것처럼 가슴 에이던 첫사랑도, 단칸방

된다. 그중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다. 누구나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시

냉골에 덜덜 떨며 지내던 후진 살림살이도, 혹독한 훈련으로 그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던 군대

간이 있다. 당시에는 아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

생활도 지나고 보면 다 재미있는 추억거리다. 여자들이 애기 낳는 이야기를, 남자들이 군대이야기

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게 된다. 그러면 감정 없이 돌이켜볼 수 있으니 추억이 되는 것이다. 바로

를 웃으면서 회자하는 것을 보면 ‘지나간 시간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시간이 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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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추억일 뿐...
지나가 시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본능이다. 끊임없이 사건
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기억마저 괴롭고 힘들다면 미래를 어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은밀히 말해 ‘무드셀라 증후군’은 퇴행 및 현실도피의 일종이다. 그럼 무드셀라 증후군은
약일까 독일까?
힘든 상황을 나 몰라라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는 사람
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은 독이 될 것이다. 또 좋았던 과거만 생각하
고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무드셀라 증후군도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 과
거에만 안주하기에 발전적이지는 않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심신이 힘들다면 잠깐씩 지나간 시간의 아름다움을 추억하며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하지만 왜곡된 아름다운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지나간 시
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밑천 삼아 도전과 열정으로 2016년도를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골목은 그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
응답하라 1988
''당신이 나에 대한 착각하는 한가지' 中

같이의 가치
원숭이띠들의
원숭이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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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아름다운 동행

2016년
우리들의
도전 계획은?!

끊임없이 앞서 나가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알액시온

Culture Club
1월의
문화 아이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WIA Story

같이의 가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목표만 세우고 작심삼일을 버티지 못해 포기하기만을 수년째…. 하지만 작년에는 목표 달성을 이뤄냈다!
우리 회사 MTB 동호회원들과 함께 한 대마도 종주 라이딩은 내 인생 최고의 도전이라 할 만 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약속을 어긴 점은 아쉽다. 매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을 각오해왔지만 작년에
도 여전히 부족한 아버지로 남고 말았다.
2016년 원숭이해에는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한편, 건강 찾기 프로젝트 목표를 세워 새로
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 가족을 위한 건강한 아버지이자, 회사를 위한 건강한 직원으로 거듭나겠다.

원숭이띠들의
원숭이해 이야기

단조생산1부 정광균 사원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작년은 여러 가지 첫 도전을 했던 한 해였다. 신임 책임연구원으로서 직장에서 정신없이 지냈으며, 새 생
명인 둘째가 태어나 두 아이의 아빠로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된 해였다.

원숭이해의 막이 올랐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로 갖은 재간을 부릴 줄 아는 만능 재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반성하자면, 직장에서는 맡은 프로젝트의 결실을 연내 마무리 못한 점이 가장 후회
스럽고, 가정에서는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첫째 아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다.

주꾼이자 자식과 부부지간의 극진한 사랑은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애정이 섬세한 동물이다. 혹자는 원숭이

매년 연초에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특히 2016년은 나의 띠인 원숭이해인 만큼,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

띠를 두고 원숭이에 빗대 머리가 좋고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상한 두뇌와 번뜩이는 창의력으로 올 한해 큰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원숭이띠 직원들의 올해 마음가짐

선삭기설계팀 서우창 책임연구원

은 어떨까. 그들에게 작년의 반성과 새해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슬기로운 WIA맨들과 함께라면
작년 6월 26일, 그토록 바래왔던 현대위아 생산직 전문기능인력 실습생 모집에서 최종합격했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다. 이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여가시간을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 다양

지난해 가족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이를 계기로 가족들이 똘똘 뭉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

한 취미생활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조금 후회된다.

히려 전화위복의 시간이 됐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개인역량의 부족으로 부서에 크게 도움이 되

작년에는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한 목표를 이룬 만큼, 올해는 몸 건강히,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

지 못했고, 반원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점이 가장 후회스럽다. 새해에는 조금 더 정진해

극적으로 임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

이를 극복해내겠다.
2016년 병신년은 세계경제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항상 이겨내 왔다. 비록 작년보다

항공생산부 조정환 사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겠지만 슬기로운 WIA맨들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변속생산부 성대경 기술기사

주위 사람들에게 더 베풀 수 있는 사람

먼저 웃음을 선사하는 동료이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으로

뜨거웠던 작년 여름, 저의 현대위아 합격을 위해 부모님께서 금식까지 하며 기원해주셨다. 부모님의 정성

가공1공장의 신축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설비가동의 효율성이 큰 폭으로 증

덕분에 최종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부모님께서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다

진된 점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 또 우리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해 안팎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고 하신다.

해가 되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 친구들을 서운하게 한 해이기도 했다. 올해에는 좋은 회사

작년 새해, 가족들과 함께 캠핑과 여행을 떠나리라 약속했지만, 약속은 고사하고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했

에 취직한 만큼 더 자주 친구들과 만나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되고자 한다.

던 점은 무척 아쉽다. 신년에는 주변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음을 선사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동료로. 우리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家長)이 되겠다.
단조보전팀 허태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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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생산2부 이경희 사원

아울러, 최근 전역한 친동생이 나를 따라 현대위아, 현대자동차그룹에 입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줄
것이며, 예쁜 여자친구를 꼭! 만들고야 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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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항 3,4번 응답자 限

Challenge
2016년 우리들의

도전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 문항 1, 2번 응답자 限

도전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원동력은?

기타
8%
기타 8%

다른 결심으로
인한 계획수정
16%

무리한 결심
20%

체계적인 계획
15%

어쩌다 보니 성공
10%

타인의 유혹
3%

불굴의 의지
나약한 정신상태

도전 계획은?!

53%

냉장고를 열기만 하면 절반은 완성입니다. 이후는 일도 아니죠. 그저 냉장고에서
손에 닿는 모든 반찬을 꺼내 양푼에 무작정 넣습니다. 밥을 넣고 마무리로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맛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은 비빔밥에 고추장과 참기름이 없다면 이게
별 것 아닌 음식이 되고 맙니다.
연 초면 시작하는 도전이 그렇습니다. 갖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번에는 꼭 해내리라

40%

주변사람들의 도움
27%

❶ 나약한 정신상태 53%

❶ 불굴의 의지 40%

❷ 무리한 결심 20%

❷ 주변사람들의 도움 27%

❸ 다른 결심으로 인한 계획수정 16%

❸ 체계적인 계획 15%

❹ 타인의 유혹 3%

❹ 어쩌다 보니 성공 10%

❺ 기타 8%

❺ 기타 8%

다짐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빠지면서 작심삼일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고추장과 참
기름이 빠진 비빔밥처럼 공허해지죠.
올해의 당신은 어떤가요. 도전을 이루기 위한 재료는 모두 준비됐나요. 도전을 성

2016년 도전하고 싶은 계획은?

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2016년 도전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약
기타 2%
4%

기타 3%
성공적인 재테크
12%

설문대상 : 임직원 총 275명
설문기간 : 12월 24 ~ 31일

여행 및 레저
13%

작년 새해 결심했던 목표를 이루셨나요?

자기계발
27%

결심한 적 없음
5%

❶ 절반의 성공 45%

금전적 뒷받침
10%

몸짱으로
거듭나기

경쟁 심리
9%

28%
담배 냄새
와의 작별
5%

주변 사람들의 협조
15%

연애와 결혼
12%

본인의 의지

60%

❷ 참혹한 실패 33%
대성공
17%

❸ 대성공 17%
❹ 결심한 적 없음 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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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67.07% 32.93%

참혹한 실패
33%

❶ 철저한 건강관리로 '몸짱으로 거듭나기' 28%

❶ 진정한 도전은 혼자서 해내는 것이다. '본인의 의지' 60%

❷ '자기계발'로 능력 업그레이드하기 27%

❷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다.

절반의 성공

❸ '여행 및 레저'로 나만의 인생을 즐기기 13%

'주변 사람들의 협조' 15%

45%

❹ '연애와 결혼'으로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 12%

❸ 돈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금전적 뒷받침' 10%

❹ '성공적인 재테크'로 안정된 살림살이 꾸리기 12%

❹ 도전 경쟁자의 자극이 필요하다. '경쟁 심리' 9%

❻ 찌들었던 '담배 냄새와의 작별'하기 5%

❺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약' 4%

❼ 기타 3%

❻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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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끊임없이 앞서 나가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알액시온
우리 회사의 부산지역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디알액시온은 지난 1979년 대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40여 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다. 실린더 헤드를 비롯해, 터빈 하
우징, 배기 매니폴드, 오일펌프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주조 및
가공기술에 강점을 보인다. 디알액시온은 부산, 울산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해외로 생산망
을 확대하고. 지난 2013년에는 사명을 변경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2

자동차 엔진 핵심부품의 초일류 제조사, 디알액시온

3

이와 같이 복잡한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가공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알
액시온은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이용해 실린더 헤드를 그 어느 회사보다 정밀하게 만들어내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단연 엔진이다.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은 3만 개에 이를 정도

최고의 자동차 엔진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로 다양하다. 그중 실린더 헤드는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로 꼽는데, 연소가스
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켓(Gasket)을 끼워 실린더 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고 아랫면은 연소실의 지붕

국가 뿌리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원천기술 국산화 성공
‘친환경 주조용 무기바인더’

부분으로 이루어져 그 형상이 극히 복잡하다. 이는 실린더 헤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엔진 부품이 마
찬가지다.

작년 7월, 디알액시온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주조용
무기바인더(IBAC: Inorganic Binder Aluminum Casting) 개발에 성공, 기술이전 협약을 맺었
다. 무기바인더는 무기물과 용액과의 반응을 통해 바인더(모래주형을 만들기 위해 모래를 단
단히 굳히는 일종의 결합체)의 기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자신이 세라믹스화되어 결합체의 조
직제어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지는 물질을 일컫는다.
유기바인더로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인해 작업자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
되고, 발생한 가스들이 제품의 밀도 및 강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을 해결한 무기바인더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2015년 10대 연구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내 뿌리기술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알액시온은 무기바인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중국, 유럽 등 해외로 무기바인더의 판매망을 확대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4
1 부산공장
2 중경 신공장 전체조감도
3 원산공장
4 터보차저 부품 - 터빈 하우징

일하기 좋은 기업,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
디알액시온은 14-15년,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17년 연속 무분규의 역사를 바
탕으로 정기 노사협의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내 복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스포츠 동호회 운
영 및 각종 이벤트를 열어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심신을 달래고 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및
60세 정년 제도를 조기에 도입해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노사문화 부문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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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lub

1월의 문화 아이템

5

6

7

5 현대위아 공작기계가 설치된 공장라인
6 현대위아 공작기계로 작업하는 모습
7 중국북경공장

디알액시온은 노사간 상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부산에 소재한 부경대학교 주조공학과 석·박사 인재들을 다
수 채용해 지역인재 양성 및 기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 특성상 다소 근무강도가 높아 이직률이 높은 것과 달리, 디알액
시온은 이직을 원하는 경력자들을 포섭해 조직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Cylinder Head

장기적으로 핵심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대위아와의 협력관계로, 동반성장 이어 간다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이기도 한 디알액시온은 우리 회사와도 인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RE:BOOT］

[뮤지컬] 서커스피자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1월 24일(일)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R석 66,000원  20,000원 S석 55,000원  1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가
150분
평일 오후 8시 /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2시, 6시 (월 공연없음)

:
:
:
:
: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1월 31일(일)
KBS 수원아트홀
전석 30,000원  12,000원
9세 이상 관람가
100분
평일 오후 8시 / 토요일 4시, 7시 / 일요일 3시, 6시 (월 공연없음)

연이 깊다. 지난 2007년 자동차 엔진 부품 거래를 시작한 지 어느덧 9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터보차저 부품인 터빈 하우징을 납품하며 협력관계를 이
Oil Pump

어오고 있다.
상생관계는 비단 자동차 부품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라인에 설치된
수많은 공작기계가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최근 우리 회사
공작기계로 가공된 70만 대 규모의 7단 DCT 변속기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회사와 디알액시온은 다양한 제품, 사업 분야에서 협력·상
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에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해나가며 더욱 완벽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haust Mainfold

[연극] 안녕, 메이트

[연극] 클래식

공연기간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1월 31일(일)
공연장소 : 6번출구 소극장 (부산지하철 금련산역 6번출구)
티켓정가 : 일반석 30,000원  평일 13,000원, 주말 15,000원, 수요일 10,000원
관람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 90분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3시, 6시 / 일 4시 (월 공연 없음)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1월 1일(금) ~ 2016년 1월 24일(일)
부산 에저또 소극장
30,000원  15,000원
만12세 이상
90분
화~금 오후 8시 / 토 4시, 7시 / 일 2시, 5시 (월 공연없음)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46 2016 January

47

성공을 부르는 시간 관리 노하우
첫째, 하루 시간 내역을 꼼꼼히 체크하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하루의 시간 내역을 정리하
여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아한다. 낭비되는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I 지난 호 정답

서는 자신의 하루 시간 사용 내역을 적어보는 게 필요하다. "낭비되는 시
간이 이렇게 많았구나!'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 아래 문항의 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 엽서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구요? 엽서를 사진찍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seongryulh@hyundai-wia.com)

둘째, 일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다. 중요도에 따라 일을 배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효과적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차근차근 스
케줄을 계획하여 진행하면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일정표를 이용하라

1. 지난해 1% 나눔 활동으로 겨울잠바를 지원받은 소외아동의

일정표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주제가 무엇이며, 주

수는?

어진 업무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WINNER OF QUIZ
2. 2015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우리 회사는   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네모 칸에 들어갈 숫자는?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목표만 바로 세우
면 이미 일의 절반은 성취한 셈이다.

넷째, 정리정돈을 잘 하라
퀴즈 당첨자

3. 유럽연구센터의 서상희 대리가 말한 독일이 좋은 두번째
이유는?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김영도 / 항공생산부

철 지난 옷이나 서류 등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아 헤메던 시간을 기억하면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김은필 / 단조생산1부·윤한기 / 법무팀

다. 쓸모없는 서류나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공정준 / FA제작관리팀·박규동 / 공작부품개발팀
이순모 / 제어설계팀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정리의 비법은 버리는 데 있

다섯째, 적극적으로 메모하라
시간 관리를 위해, 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짤 수 있어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기록에 의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Notice 공지사항
IE 구버전 지원종료 ! 대책과 업데이트는 ?
•IE(Internet Explorer) 란?
Windows 시리즈의 제작사인 Microsoft社에서 개발/지원하는 웹 브라우저

•사용자 영향
2016년 1월 12일자로 IE11 버전을 제외한 하위버전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단된다.
기술지원 종료로 IE 구버전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 또한 지원이 중단되며 구버전 사용자는 정보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대책방안
IE 8,9,10 등 구버전 사용자는 IE11 버전으로 업데이트 !

•업데이트 방법
1) 버전확인 방법 :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움말 – Internet Explorer 정보 선택
2) http://windows.microsoft.com/ko-kr/internet-explorer/download-ie 접속
3) Internet Explorer 11버전 다운 후 설치 !
※ 상기 내용은 사외 PC에 한함 (사내 PC는 2월 IE11 호환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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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도전에
성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