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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4WD 부품이 최근 세단인 기아의 K8 차종까지 탑재되며,
우리 회사의 4WD 관련 부품 생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완벽한 품질로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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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 창원3공장에서 구동생산부 고태현 매니저가 4륜구동(4WD) 핵심부품인 PTU 조립에 쓰이는
'하이포이드 기어'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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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초록학교 조성

학교에 정원과 텃밭 조성하며
맑은 공기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한국선진학교 내 총 600㎡의 공간에 ‘희귀식물 정원’과 ‘온실 텃
밭’, ‘포켓 정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우선 ‘희귀식물 정원’에는 꽃

서산 부성초등학교에는 ‘수생식물원’을 꾸

창포, 백리향, 용머리와 같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우리나라의 희

선물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의 책임도 지게

몄습니다. 운동장 옆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

귀식물을 심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생물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성한 수생식물원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보

다양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온실 내

한 축을 끌어가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환경

기 어려웠던 다양한 수생 식물을 심었는데

에 미니 식물원을 조성하고 텃밭을 꾸며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길

요. 학생들이 수생식물원을 경험하며 수상

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써야만 하는 이유입니

러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별히 한국선진학교가 우

환경의 중요성과, 수생 식물의 아름다움을

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

리나라 최초의 국립 지적장애 특수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숲을 선물했습

학교 내 모든 지역을 휠체어 등이 손쉽게 다닐 수 있도록 배리어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니다.

프리(Barrier-Free)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장
애물도 없이 길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 : 장애인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지역아동센터 100곳에
공기청정기 선물
우리 회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와 광

안산 한국선진학교,
서산 부성초등학교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선정

뿐만 아니라 전문 환경교육기관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환경 교육

주광역시 지역 내 아동센터 총 100곳에 공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환경과 생

기청정기를 선물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이죠. 이 교육은 한국선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

진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인 ‘진로와 직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

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죠.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학생들이 맑은 공기
를 마시고, 생태계와 어우러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현대위아 초록학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숲으로 가득한 학교

우리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선진

에서 건강히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

학교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부성초등학교를 ‘현

대해주세요!

대위아 초록학교’로 선정해 학교 부지에 숲을 꾸
몄습니다. ‘현대위아 초록학교’는 우리 회사의
ESG 활동 중 하나로 학교 곳곳에 숲을 꾸며 학
생들이 깨끗한 자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2019년 경상남도 창원시의
남양초등학교와, 2020년 경기도 의왕시의 덕
성초등학교를 현대위아 초록학교로 꾸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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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EST 555 혁신 슬로건 실천을 위한 메시지

HOT ISSUE

3행시 5
공모전 5
5

우수상

오월에 진행된 현대위아의
아주 특별한 3행시 공모전
오백명의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수상작은? 두둥
오~ 놀라워라, 현대위아인들의 넘치는 센스!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6일부터 2주간 진행된 555(오오오) 3행시 공모전에 무려 128명
의 직원들이 참여해 총 156개의 멋진 작품들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소 어려
운 제시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과연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들은 무엇일까요?

금형기술팀 김봉진 책임매니저

공작영업기술팀 김진록 기술기사

매사에 실행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고민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 실패의 경험은 반드시 성공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거에요.

장려상

최우수상

엔진품질관리2팀 김민재 팀장
현대위아의 주인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입니다.
현대위아인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

안전환경팀
서진주 매니저

공작기계영업기술팀
박경희 팀장

제어개발팀
이정용 연구원

FA기술팀
손병대 책임매니저

구동생산부
조구헌 기술사원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위아 히어로즈!!

3행시에 담긴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혁신 슬로건은 결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죠? i-BEST 555 실천을 다짐하며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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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응원해

한국 여자축구를
이끄는
강렬한 플레이,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HYUNDAI
STEEL
WONEN'S
FOOTBALL CLUB

2020년 우승까지 WK리그 무려 8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강팀,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한국 여자축구를 이끄는 레
드엔젤스는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비롯해 각기 선수들
의 뛰어난 기량, 세밀하면서도 파워풀한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우승 전적에 기반한 자부심,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팀워크가 대표적인 강점이다.
철을 대표하는 용광로의 뜨거운 쇳물, 정열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RED와 여성적이고 평화로움, 포근한 포용력
을 나타내는 ANGELS의 의미를 담은 팀의 마스코트처
럼 축구 팬들에게 강렬하면서도 훈훈한 경기력을 선보
이는 이들의 올해 시즌 활약도 기대가 된다. 지난 4월
개막한 2021 WK리그, 9 시즌 연속 우승을 향해 달려
가는 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의 탄탄한 활약을 기대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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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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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스포츠단
함께 응원해! 굿즈 이벤트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
함께 응원해! EVENT
인천현대제철 레드엔젤스를 응원하는 멘트를 보내주세요.
당첨자들에게는 프린트 사인볼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기간: ~7월 5일
- 접수 : sumsum@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 채널
- 내용 : 참여자 성함/ 부서 및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응원문구

현대건설 배구단

#찐팬인증
안전환경팀 강무엽 매니저

현대건설 배구단
사인 배구볼

매시즌 V-리그 여자배구 경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는 팬입니다!
사보에 현대건설 배구단이 나오다니 눈길이 절로 갑니다.
특히 선수들 중에서도 양효진 선수가 정말 반갑네요. 2018년 아시안게임 때 국가대표로 뛰
던 모습을 봤었는데 당시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4세트에서
일본과 듀스를 이어가는 엄청난 랠리 끝에 승부를 결정지었던 양효진 선수의 밀어넣기!! 지
금도 생각날 때면 그 랠리영상을 찾아봅니다 ㅎㅎ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분들, 지난 시즌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특수개발2팀 정민지 연구원

라온 미니 다용도
살균기

원래 배구라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 잘 몰랐는데 김연경 선수(a.k.a 식빵 언니)를 알게 되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스파이커, 세터, 블로커같은 포지션도 알게 됐고 V-리그 경
기를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관심의 시작은 다른 배구단에 있는 김연경 선수였지만 V리그를 관람하며 우리 그룹사인 현대건설 배구단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배구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오래도록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히 언제나 센터에서 중심을 잡
아주는 양효진 선수, 루키 이다현 선수 너무 멋있어요! 언제나 현대건설 배구단 모든 선수분
들을 응원합니다!

엔진생산2부 한범수 기술기사
앞으로도 현대건설 배구단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세요!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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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함께 걸어봄

봄

오오오!
함께 걸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하루 77km 산책코스 (10만보 달성)

경치와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봉암 수원지 둘레길 추천

창원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외곽 거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주요 코스 : 현대위아 창원 4공장 (출발) > 창원중앙역 > 창원대 > 창원역 > 마

1. 입구부터 시작해서 왕복 1시간30분~2시간

산역 > 창원 NC파크 > 경남대 > 현대위아 창원5공장 > 창원3공장 > 창원 1공
장 > 창원 2공장 > 창원 4공장 (복귀)

2. 산과 수원지를 양 옆으로 두고 걷기에 경치,

★★★★난이도 : 초초초극상

트랭글 산책코스 추천

정도로 적당한 코스.
맑은 공기, 운동 3박자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소요시간 : 16시간 52분

3. 수원지의 한쪽방향으로만 돌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타인과 마주치며 걷지 않아도 된다는

출발 초기에는 이런 저런 담소도 나누며 걸었지만 점차 다들 말수가 줄어들

함께 걸을 거리 555,000km 달성을 향해 하루

고 50km 지점부터는 정신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새벽 3시 34분 출발 하여

하루 열심히 걸음을 누적하고 있는 현대위아 임

저녁 8시 30분까지 이어진 77km 완보에 전원 성공! 발목, 무릎, 허리 등 통증

직원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지만

과 잠에 대한 피로를 극복하고 성공한 동료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과 기

안전성.
4. 코스의 중간지점에 넓은 잔디와 정자가 있어
가족단위로 왔을 때 피크닉을 할 수도 있다.
5. 입구~수원지까지는 오르막, 수원지는 평지
이기때문에 조화로운 트래킹을 즐길 수 있다.

부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액티비티이죠.

★★☆☆ 난이도 : 중하

활기 넘치는 현대위아 직원들과 가족들의 모습
을 소개합니다.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산책코
스 추천은 덤~!

차량부품품질관리2팀
이재철 매니저

차량부품구동영업팀
조원신 책임매니저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김진수 연구원

원가분석팀
강영우 책임매니저

공작기계기술평가팀
유지훈 연구원
차량부품사업기획팀
함형민 책임매니저 장인어른

세무팀
최원준 책임매니저

호수를 따라 힐링하며 걷는
의왕 왕송호수 둘레길
아카시아 향과 함께 아름다운 뷰는 덤이네요.
한바퀴 딱 1시간 코스로 저녁 산책 좋습니다.
★☆☆☆ 난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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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현대위아 사우들의

VOICE OF HYUNDAI WIA

플레이리스트
대공개!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 날씨가 화창하거나 비가 올 때 우리에게

엔진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행복, 바로 음악입니다. 플레이리스트에는
힙합, 트로트, 재즈, 클래식에 TOP 100까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이

What’s Up
Non Blondes

뚜렷이 나타나죠.
오래 전, 사람들은 카세트테이프에 좋아하는 곡을 녹음해 자신만의

최애구간

취향을 담아냈습니다. 고음질의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추임새 없는

And I say hey hey hey hey
I said hey, what’s going on?

라디오 DJ를 찾아 헤매기도 했죠.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
하며 손쉽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선곡이유

출근할 때마다 내 동료의 귀에 꽂혀있는 이어폰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러간 시간과 함께 저에겐 정말 다양한 최애곡이 있었습니다. 박기영의 '산책', 임창정
의 '소주한잔', 슈프림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 등 많은 노래들을 들었죠.

나올까요? 드라이브를 하며 듣기 좋은 곡은요? 국내외 사우들로부

그 중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인 2011년 하반기, 저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는데요.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제 최애곡
의 가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사처럼 고민을 이겨내고 싶었고, 노래
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래의 의미가 경쾌한데다 여성 보컬의 목소리도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와 여자 목소리를 따라 부르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었죠.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2011년 가을 저녁이 떠오르네요.
저의 와이프를 소개해준 그 룸메이트와 다시 한 번 그 당시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터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최애곡’을 추천받아 구성한 글로벌 플
레이리스트! 오늘 퇴근길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원가회계팀 김용우 책임매니저

Beautiful
ASH ISLAND
최애구간

프로세스혁신팀 김진섭 책임매니저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내가 받은게 좀 많어 넌 모르겠지 아마도.
걱정마 내가 그 꽃잎으로 남아있어.

10cm

선곡이유

최애구간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대 보고 싶은 내 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선곡이유
18년 전인 2003년,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요.
연애를 할 때 아내를 집에 배웅해주고, 제 집에 돌아가다 보면 아내 얼굴이 보고싶어
다시 아내 집 앞으로 가 불러서 다시 얼굴 한 번 보고, 아쉬움에 헤어지고.
꼭 그 때 감성을 불러오게 하는 노래 가사라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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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예능 '고등래퍼2' 출신인 ASH ISLAND(윤진영)의 곡이자,
특이하게도 정규앨범이 아닌 2019년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발매한 싱글입니다.
수준급의 싱잉랩과 적절한 오토튠의 조화가 중독성 짙은 훅과 멜로디를 만들어내죠.
이 노래는 Juice WRLD(주스월드)라는 미국의 유망 래퍼가 2019년에 21세의 나이로 요
절함에 따라, ASH ISLAND가 그를 추모하기위해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추모곡인만큼 음원에 수익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이 자유로운 사운드 클라우드에 발매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자신이 가장 애정하는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는 마음
에서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택한 ASH ISLAND.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힙합이
아닐까요.
소중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이 노래를 들으며 잠시 그 의미를 되새겨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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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 홍석야 매니저

거짓말

특수품질보증팀 김명환 책임매니저

god

Roy Clark

최애구간

최애구간

잘 가(가지마) 행복해(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나를 잊지마)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I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중략)
The time has come for me to pay for yesterday.

선곡이유
제 마음 속 원픽 노래를 소개합니다!
바로 국민가수로 익히 알려져 있는 god의 3집 타이틀곡인 '거짓말'입니다.

선곡이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선물해주신 음반이 god의 3집 카세트테이프여서
제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반입니다.
그 당시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의 킬링파트인 '잘
가~ 행복해~'로 시작하는 후렴구를 무반주로 떼창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웃음짓고는 합니다.
잠시나마 2000년도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께 이 노래를 강추합니다!

공작기계기술평가팀 박재훈 연구원

The Last Of The Real Ones
Fall Out Boy

이 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들어도 좋을 법한 멜로디이고,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었듯이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 만큼이나 누구에게나 와 닿을 것 같습니다.
1964년 프랑스 가수인 샤를 아즈나부르가 불어로 부른 곡을 미국인 가수 Roy Clark
이 영어로 리메이크(1969년)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
만, 이병현과 수애가 출연한 한국영화 ‘그해 여름(2006년)’에 수록된 곡으로 멜로디는
애절함을 더합니다. 올 여름, 이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적한 바닷가 드라이빙 코스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곡이에요. 이 노래에는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미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A기술팀 장학수 매니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최애구간

김광석

You never walk away from
You’re just the last of real ones

최애구간

선곡이유
운동을 시작할 때, 항상 처음 재생하는 곡입니다. 도입부의 피아노 멜로디는, 매번 들
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오늘도 열심히 운동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해당 곡은 해외 축구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기가 끝
나고 중계가 종료될 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You’re just the last of real ones, 즉 ‘당신은 마지막으로 남은 진짜인 존재야’
라는 서정적인 가사와 희망찬 비트가 가득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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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erday, when I was young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선곡이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그 가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에겐 힐링 그 자체의 노래인 거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사 부분을 듣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에 몸을 맡긴다는 상
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이미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힐링 음악으
로 꼭 들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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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Ensamble SaúlLópez Hernández

Que Corran(달리자)

산동법인 엔진품질관리부 장의룡(张义龙)

너의 대답(你的答案)

Los Caligaris

아롱(阿冗)

최애구간

최애구간

Que corran todos los demás. Nosotros vamos caminando
(다른 사람들은 뛰라고 해)

向着风 拥抱彩虹 勇敢的向前走
(바람을 향해 무지개를 안아줘, 용감하게 전진)

Para llegar no hay que correr. Tan sólo hay que seguir andando!
(도착하려면 계속 걸으면 돼!)

선곡이유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좋은 멜로디에 완벽한 가사까지! 이 노래를 들은 모두

선곡이유

가 어둠 속에서 불을 켜주는 사람, 비가 오면 우산을 펴주는 사람, 인생을 외롭지 않
게 해줄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제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한 길을 걸어갈 때 장애물과 관계없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원
하는 것을 얻고자 주변을 무시하고 그냥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옳은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이 가사들이 항상 제 목표의식을 불태우고,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이
노래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출처
- 아롱 <너의대답> : 뮤직비디오
- 기타 앨범 이미지 출처 : 네이버 VIBE

멕시코법인
CVJmaquinado Isaí Briones Hernández

Te Amo(사랑해)
Franco de Vita
인도법인 M/e Tool Division Chandra.I
최애구간
Y tenerte en mis brazos (내 품에 안겨)
Y poderte decir te amo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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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Say Never
Justin Bieber

선곡이유

최애구간

이 노래를 들으면 제 여자친구를 처음 본 때가 떠올라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첫 눈에 반한 거였죠. 폰 번호를 받고 연락하던 때가 아닌지라 그녀와 만나기 위해 일
하는 근처로 찾아가 장미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며칠간 그녀가 항상 오던 곳
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보고싶은 마음에 그녀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화장품 가게
를 지나다 우연히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고, 가서 말했죠. “당신에게 한눈에 반해 찾
고, 또 찾았어요. 당신을 보았던 첫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노력들을
바탕으로 지금,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결혼 11년차, 멋진 아들이라는 사랑의 결실
까지 얻었죠.

I will never say never I will fight ‘till forever
To make is right
Whenever you knock me down I will not say on the ground
선곡이유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나 선입견,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때가 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 같
아요. 이런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다짐해요. 제게 항상 힘이 되는 노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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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피어나는
우리 집

새로운 출발선에 서다
정용빈 사우 가족은 올해 여러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아들인 주원이는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공작기계마케팅팀 정용빈 책임매니저

고등학교에, 둘째 아들 윤호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
는 중이죠. 가족 모두에게도 경사가 있습니다. 알뜰살뜰 절약해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입니다. 부천에서 출퇴근하던 이전 집에 비해 지금은

풀벌레가 우는 6월, 정용빈 책임매니저 가족은 맑은 미소를 띠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내 고미정 씨

출퇴근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모습이

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자 회사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신청한 것이죠. 사우 가족으로부

안쓰러웠던 아내 고미정 씨의 권유로 회사와 가까운 용인시 수지구에 집을

터 직접 인터뷰 요청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네 식구가 모여 함께 추억을 남기는 오늘이 더없이 소중하

구한 것이죠.

고 특별합니다.

“집 보러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와이프가 고생했다고 제 등을 두드려 줬어요.
(웃음) 결혼하고 16년간 참 열심히 잘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구매한 집 도면을 펼쳐 놓고 정용빈 사우는 가족과 함께 책상, 옷장 등 가구
위치를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 잘 견뎌준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까지 최신 모델로 구입했는데요. 비록 이전 집이 조금 더 넓었지만,
내 집이 아니기에 못질도, 리모델링도 힘든 상황이었죠. 이제는 원하는 대로
꾸며갈 수 있는 온전한 ‘우리 집’에서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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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7년차 연인

서로의 영원한 응원단

아이들을 키우며 정용빈 사우 부부도 성장하고 있습니

아내 고미정 씨는 가족을 ‘공기’에 비유했습니다. 때와

다. 건강하고 모나지 않게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바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한, 없으면 안되는 너무나

정용빈 사우와 아내 고미정 씨는 올해 결혼 17년차 연인입

가족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존중과 사

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기쁨과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에

니다. 말이 잘 통하고 공통점도 많았던 이들은 3년을 사귀고

랑이 가득한 정용빈 사우 가족은 ‘화목’이라는 단어에 가

부모가 된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주는

결혼했습니다.

장 어울리는 이들인데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

그래서인지 정용빈 사우는 바쁜 일상에서도 가족과 함

가족. 오늘 퇴근길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연애 때 신랑은 지방에 있고, 전 서울에 있었던 터라 얼굴을

랑하며, 아이들 또한 부모님을 믿고, 존경하죠. 듬직하

께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습니다. 캠핑과 낚시, 자전거

말 한 마디를 준비해가는 건 어떨까요?

자주 못봤어요.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빠와 첫째 아들, 장난끼가 가득하

여행까지 가족과 차곡차곡 추억을 쌓아왔죠. 첫째 주원

결혼도 빨리했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당시

면서도 사랑이 많은 엄마와 둘째 아들의 조합은 행복 시

이는 3년 전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을 떠올리며 함박

엔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신혼 생활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너지를 뿜어 냅니다. 특히나 매사에 열심히 임하는 아빠

웃음을 짓습니다.

동시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오빠와 둘만

정용빈 사우는 아내 고미정 씨에게도, 두 아들에게도 귀

“3년 전 여름 휴가 때 대천으로 여행을 갔어요. 유명

의 시간을 가질 생각에 더 설레요! 손이 안 갈 정도로 아이들

감이 되고 있어요.

한 머드 축제에 참여했는데 축하공연으로 김현정, DJ

이 크면 캠핑카 한 대 몰고 국내로 한 두 달 여행 다니고 싶

“신랑이 책임감도 강하고 참 바른 사람이에요. 회사 일

DOC 같은 옛날 가수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아는 가수

어요.”

도, 가정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인지 열정적으

도 아니고 노래도 몰랐는데요.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게

가수 지누션의 ‘션’은 평소 사랑꾼으로 유명한데요. 아내 고

로 회사를 다니는 아빠의 모습을 본 아들들도 아빠 회사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엄마, 아빠에게도 저

미정 씨는 여자 ‘션’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에 대해 자부심이 아주 커요. 현대차 광고나 스포츠 경

처럼 청소년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망설임이 없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남편의 생일처럼 특별

기에 현대위아 로고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너무 좋아해

요.”

한 날에는 현수막 편지, 통장 편지, 돈으로 만든 꽃다발, 촛불

요. (웃음)”

길, 풍선에 라디오 사연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펼쳐왔습니
다. 그 중 하나로 석고로 가족들 손을 본떠 만든 액자는 이전
집의 거실 한 면을 장식했는데요. 이번에 촬영한 가족사진은
새로운 집의 벽면에 걸려 생생한 추억을 선물하겠죠.

근래 들어 부모님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구요.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처럼만 건강하면 좋겠고,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 아빠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s
ha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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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ESG 경영 속도 내는
자동차 기업들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車 업계, ESG 경영의 핵심 ‘친환경차’

국내 자동차업계 ESG 경영으로 ‘윈윈’

자동차업계에서 친환경차는 ESG 경영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

국내 완성차업계도 친환경차 전환과 맞물려 ESG 경영에 본격

표적인 사례로 미국 테슬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

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올해 현대차와 기아,

기차,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사업은 기후위기

현대모비스 등은 잇따라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

를 극복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각

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했습니다. 회사 내 최고

인되면서 이를 응원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의사결정기구가 ESG 대응·관리 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동안 테슬라가 3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12조원이나 되는 자

는 취지입니다. 또 현대차는 올해 4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

금을 수혈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요타 자

을 발행했으며, 기아도 준비 중입니다.

동차,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GM) 같은 경쟁업체들보다 적은

이에 발맞춰 부품업계도 ESG 경영에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필

생산량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로 인정받은

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대

셈이죠.

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

의 ESG 경영 등급은 A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

응하라는 안팎의 압력이 워낙 거셉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면 부품업계 중 만도를 제외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온

완성차업체들은 기존 주력 제품인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시스템 등은 B등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부품업계는 수직하청

등 친환경차 전환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구조로 2·3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률이 1~2%에

일찍이 해외 완성차업체들은 ESG 경영과 투자에 매진하면서

불과해 친환경 투자, 지배구조 개선 등 ESG 역량 강화에 집중

친환경차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GM은 2035년부터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만 만드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누가 미래차 시대의 패권을 쥐게 될까요. 전기차에 들

통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가는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60%에 그치지만, 하나라도 빠

GM의 발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전환이 예상보다

지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쪽의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포드도 2030년까지 생산량의

기울어진 노력만으로는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

40%를 ‘탄소 제로’ 차량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본 닛산자

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환기에 완성차와 부품업체 모두 ESG

동차는 유럽 내 전기차 대량 생산을 위해 영국 북동부 선덜랜

경영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드에 연간 20만대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공
최근 뉴스를 보면 ESG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는 환

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볼보자동차는 2040년까지 ‘기후 중

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립’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재계 전반적으로 ESG 경영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

2019년 지속 가능 전략인 ‘앰비션(Ambition) 2039’를 발표하

하며, 지배구조도 투명한 회사가 좋은 회사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며, 오는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순자산과 비교해 기업의 가
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기업 경영 전
략의 화두는 단연 ESG입니다. 이런 흐름에 기업들은 너도나도 ESG를 강화하겠
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ESG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높은 MZ세대가 ‘미닝아웃
(Meaning out·소신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
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
는 MZ세대의 새로운 투자와 소비문화에서 ESG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
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지배구조도 좋은 기업에 투
자하겠다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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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문물 소개소

유행어의
속마음

최준 유행어 따라하기로 약속?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에 ‘준며들다’

광고) MAXIM 4월호
광고) SUBWAY

1인 방송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방송이 제작되고,
방영되는 시대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행한 콘텐츠가 TV로 전파되는
역방향 전달이 이젠 어색하지 않죠.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B대

MZ세대로부터 시작된 유행어는 최근 방송 자막, 커뮤니티, SNS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재택근무 도입이 가속화 되었
요즘 유독 눈에 띄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궁금한 공간, 최근 트렌드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듯 유행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표현도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숨가쁘게 변하는 트렌드를 쫓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으
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알아야 웃을 수 있는’ 유행어
와 그 탄생 배경을 준비했습니다!

면데이트>에 출연 중인 개그맨 김해준이 대표적입니다. 김해준은 지
금 공중파에서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아
정체성을 유연하게 바꾸는 MZ세대의 ‘멀티 페르소나’ 니즈를 김해준
이 완벽히 충족해준 덕입니다.
김해준은 <B대면데이트>에서 카페사장 ‘최준’이라는 역할을 연기합
니다. 김해준의 연기력도, 그와 정말로 화상통화를 하고 있도록 느끼
게 만드는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김해준이 연기하는 최준은 아주 느
끼한 캐릭터입니다. 외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한쪽 눈을 머리카락
으로 가리고, 다른 쪽 눈으로 느끼한 눈빛을 쏟아 내죠.
멘트는 더욱 오글거립니다.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에티오피
아로 유학을 갔다는 자체가…”, “안녕? 귀여운 꼬마 아가씨~”, “어?
예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사랑엔
공격적이니까”. 웬만한 ‘항마력(나쁜 것을 버티는 힘)’이 없다면 끝까
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만 하면 별 인기를 끌지 못했겠지만, 최준은 묘한 매력을
내뿜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콧소리 가득한 말투와 훅
들어오는 능글맞은 드립이 머리를 맴돌죠. 그 덕에 최준의 여러 모습
은 SNS 게시 글,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
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최준 영상 시청 전, 준며들다(최준+스며들
다)를 넘어 ‘준독(최준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
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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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렇게 인사한다며
Hi[하이 에이치아이~], Bye[바이 비와이]는 2인조 보이 그
룹,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인사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아
이돌이라고요? 매드몬스터는 무려 전 세계 60억 명에 달하
는 팬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그룹이랍니다. 너무 인기가 많
아서 음원 사이트 순위에서 빼달라고 별도로 요청한 신곡
‘내 루돌프(Mine Rudolph)’가 이들의 대표곡이죠.

광고) zigzag
SNS) tVN 공식 인스타그램

매드몬스터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의 사이를 넘나드는 유튜
브 상의 가상 그룹입니다. 개그맨 곽범과 이창호가 만든 매
드몬스터는 카메라 앱의 ‘아이돌 필터’를 이용해 탄생했습니
다. 진짜로 음원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아이돌 보다 더
아이돌 같은 각종 비하인드 영상을 디테일하게 찍으며 MZ
세대의 흥미를 끌었죠. 심지어 음악방송 Mnet의 ‘엠카운트

논란) wikitree
뮤직비디오) 쉐어잇 블로그

휴먼명조체말고 휴면여정체
“어우, 얘~ 증말~ 어뜨까시퍼!” 글을 읽기만 해도 배우 윤여정의 말투와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나요? 휴먼여정
체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폰트 이름 ‘휴먼00체’에 윤여정의 이름을 합한 단어입니다. 얼마 전 윤여정을 모델로 발탁한 쇼핑
몰의 광고에서 ‘휴먼여정체’의 사용법을 제대로 보여줬죠. 이 쇼핑몰은 ‘니 맘대로 사세요’, ‘어우 저기야 내 정신 좀 봐, 혜택

다운’에 실제 출연까지 하며 ‘부캐’의 세계관으로 현실을 잡

탭 열린 걸 깜빡했네” 등의 윤여정의 말투를 본뜬 문구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먹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인 윤여정은 지금 MZ세대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훌륭한 연기력 뿐만 아니고, 그의 모

MZ세대들은 이들을 마치 진짜 아이돌처럼 대하며 놀이를

든 말에서 그의 관록과, 배려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에게 언제나 배워야한다는 마음가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그

즐기고 있어요. 아이돌 필터를 거치기 전의 진짜 얼굴이 보

는, ‘꼰대’를 혐오하는 현 시대의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면 ‘오빠들에게 악귀가 씌웠다’는 유쾌한 댓글이 달리죠.
여기에 매드몬스터는 ‘저희 얼굴 사이에 개그맨 얼굴을 넣
은 악의적 편집’이라며 항변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며

이 때문에 윤여정의 화법은 이곳저곳에서 재생산되고 있어요. 방송국 tvN은 공식 인스타그랩에서 ‘휴먼여정체’로 수상 축하
글을 게시했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윤여정 수상 소감 휴먼여정체 번역 버전’은 수천 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이
미지 3,4) SNS에서도 휴면여정체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은 만큼 유행하고 있어요.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윤여정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바람직한 어르신 상, 즉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서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대응하고요. 이렇게 제작자와 시청자가 서로 주고 받으며

히 윤여정의 음성이 떠오른다는 재미를 넘어, 그 안에서 윤여정이 보낼 법한 따뜻한 위로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소통하는데 큰 매력을 느끼고 있죠. 여기에 개그맨 곽범과

‘최고 대신 다같이 최중으로 살자’, ‘아쉽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60이 되어도 몰라요. 이게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

이창호는 없고, 그저 아이돌 매드몬스터가 있을 뿐입니다.

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롤 모델이 왜 필요해 나는 나같이 살면된다’ 등 윤여정의 어록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습

어쩌면 여러분들도 매드몬스터 정돈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니다. 그렇게 모두 ‘휴먼여정체’에 빠지고 있고요. 지혜롭고 유쾌한 74세 할머니의 매력만큼이나 앞으로 휴먼여정체로 오래

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최고의 스타니까요. 주
먹만한 얼굴을 자랑하는 압도적 비주얼과 오토튠으로 채운
멜로디가 다소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정도는 애교로 넘어가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MZ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원본을 한 번 비틀며 재미를 느낍니다. 개그맨들의 ‘부캐’와 원로 배우의 색다른 모습에서
반전 매력을 발견하고, 이들의 말을 유행어처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유튜브

주자고요. 그래도 어떻게 호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요? 그

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우리는 더 빠르게 ‘준며들고’, ‘맫머들고’, ‘윤며들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는 재미와 밈(meme)

땐 “하이~ 에이치아이~”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을 만들어 퍼뜨리는데 익숙한 MZ세대는 이 유행을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개그맨 김해준은 최근 인터뷰에서 “최준의 트레이드마크인 쉼표 머리를 보며 팬 분들이 쉼을 얻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팍팍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MZ세대. 이들의 유행어 이면에는 쉼, 유쾌한 웃음, 따
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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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슈퍼 히어로
공작기계품질팀 박봉석 기술선임

HYUNDAIWIA HEROES

공작기계 외주부품 중 기어, 유공압,
제관 제품 검사

공작기계사업본부의
협업왕은 누구?

추천 사유
현장의 품질 문제라면 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 조립반,
가공반과 항상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설계, 생산기술 부문과
도 양방향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왕이자 문
제 해결사. 불량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에서 개선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그 덕분에 오늘도 현장의 라인이 든든
합니다.
추천댓글
거의 홍길동이십니다. B동에서 뵙고 잠시후에 C동 2
층에 나타나시고!! 갑자기 조립 애로사항이라고 연락주시
는 등 조립/가공/설계/생기/자재/개발/업체/생전사 모두
와 소통하고 협조하고 협업하는 진정한 현대위아 공작기
계 역군, 히어로세요!!!
역시~~!! 타 본부에서도 알아보시는군요~~!! 화이
팅입니다~~
현장 문제 발생시 해결의 중추적 브릿지 입니다. 누
가 잘못을 했건 해결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박검사님 같은
분이 히어로가 아니면 누가 히어로란 말입니까! 강력 추천
합니다.
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시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같이 찾기 위해 고민해주시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따봉 드립니다. ^^
수상소감

SUPER
HERO

회사는 제 삶의 원동력이고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업
무 시 먼저 연락하고 문의도 하다 보니 동료분들께서 협업

왕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동료 여러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위아의 협업 문화에 일조하는 영웅들을 선발하는 협업왕 프로그램. 이번 달은 공작기계사업본부의 대표 히어로 3인
방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본부에서는 총 6건의 추천 글이 등록되었는데요. 댓글 332개와 좋아요 230개, 직원들의 뜨거
운 관심과 참여로 쟁쟁한 경쟁을 뚫고 최종 히어로로 선발된 3인방을 만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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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에게 묻다
Q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협업 노하우

우수 히어로
FA영업팀 배상진 책임매니저
프로젝트 부문 매출, 원가, 수익성, 원가관리시스템 관리

우수 히어로
공작기계생산부 류성관 기술선임
공작기계 전장 업무 (입결선 및 시운전, 출하 작업)

Q 동료들에게 바라는 점

박봉석 기술선임 회사를 사랑하고 주인의

류성관 기술선임 3주 전 미국에서 공작기

배상진 책임매니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더니 소통과 협

계 AS 하시는 분이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트렌드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FA사업도

업이라는 성과가 저절로 형성되었다고 생

고 국제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마침 예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서, 미래에 불확

각합니다.

전에 경험한 문제여서 조치하는 방법을

실한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모두 한마

배상진 책임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다가 궁

설명 드렸고 그 분께서 감사하다고 하셨

음 한 뜻으로 소통하고 협업한다면, 어떠

금한 게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에게 연락

한 변화에도 견뎌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지 직접 파고들

했겠습니까? 작게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FA사업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었고, 해결이 안될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을

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도 유럽

류성관 기술선임 가깝다면 정말 가까운

직접 찾아보고 문의 및 의견조율/개선 요

AS 출장 중 전장 설계 하시는 분의 신속

사이인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서로

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선 요청 시 구두

한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했고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며 활기차고 재미있

요청은 최대한 지양하였고, 번거롭더라도

그 때 그 분께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게 회사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추천 사유

추천 사유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일은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솔

‘동료애’란 단어를 떼놓을 수 없는 진짜 협업왕. 본인이 담당

항시 정식 채널을 통해 개선요청을 하였

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이 도움을 요청하

인해 모든 것이 제한되어 몸도 마음도 움

선수범하는 그는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즐거운 일터를

하는 기종을 책임감 있게 작업하며 동료가 담당하는 기종도

습니다. ("SPOT e도우미" 및 "협조문", "메

면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츠려 드는데 하반기에는 코로나에서 벗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죠! FA실 전

일손이 부족할 때면 언제든 흔쾌히 나서서 돕죠. 후배들의

일" 등) 개선 완료된 건은 전체 공지를 통

나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 했으면 합니다.

체 사업관리와 매출/손익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ERP프로젝

역량 향상을 위해서 본인의 전장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배상진 책임매니저 프로젝트 부문의 특성

해 업무 공유를 하였습니다. 덧붙여 업무

상 장기출장자들이 많아서 회사의 운영시

감사합니다.

트 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개발 장비의 양산 조기 안정화를 위해

개선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메일 또

스템을 잘 모르는 동료들이 많은 관계로,

능동적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고객 만족에도 앞장서는 그를

박봉석 기술선임 제 삶의 모토가 되는 조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는 감사 문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ERP시스템을 사용

병화 님의 시 한 편을 공유하며 인사를 대

협업왕으로 추천합니다.

류성관 기술선임 노하우는 딱히 없고요,

자편의에 맞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사

신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최선

업 운영현황 (매출,실적,손익, BEP 등)을

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공유를 많이 하였는데요. “어!

나 하나 꽃 피어(조병화) 中

이런방법이 있었어?”, “아! 현재 이렇구나!

나 하나 꽃 피어

이해가 잘되네! 이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니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까 정말 쉽네!” 동료들로부터 이런 피드백

말하지 말아라

추천댓글
NC에 안방마님 김태균이 있다면, FA실엔 우리 배상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찐"이란 단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찐국’입니다. 인정.
이게 머슨일이고?? FA실에 배책임이 히어로즈에 나왔
다고??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퀀텀 점프 시킨 주역 !! 진정

추천댓글
아름다운 당신께 멋진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통의
끝판왕으로 모시겠습니다....강추강추
업무도 맡은바 이상 잘 하고 동료와의 친목과 인성이
왕 입니다 강력 추천^^

한 협업통, 숨은 진주, 순도 100%로 추천합니다~~♡♡♡
매번 현장에 업무 요청 드릴때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잘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협업왕』이 된단 말인가!
그가 그곳에 있다는 자체가 협업입니다.

도와주시는 조장님~ 진정한 협업왕이십니다!!!!
T/C, M/C 가리지 않고 항상 개선을 위해 힘쓰는 협업
KING 으로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동료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업관리업무의 특성상 타 부서와의 협업
이 많다 보니,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건데 협업왕이 되었네
요.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통해 업무를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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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업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경험

을 들었을 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봉석 기술선임 도장업체가 갑자기 거절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우면

을 하여 큰 제품들을 도장 할 곳이 없어

결국 풀밭이 온통

협력사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안으로 제품을 이등분 하고 도장을 추
진한 것이 성공적이었고 KF시리즈에도 접

MINI
INTERVIEW
목되어 설계에 반영되고 작업자의 능률도
높아졌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상소감
먼저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업무를 했을 뿐인데 주위 사우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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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가짜 뉴스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립니다.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6호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던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오면서 우리 사회에 더욱 불
거진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짜뉴스'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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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기초사실

-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3월(실형)

- A는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동료

- A는 친구들이 허위 사실을 다른 곳에 전파하였다는 사실을

인 B에게 ‘E종교단체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함. X병원의 업무와

중 한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보건소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지역 사회에 감

그 목욕탕이 XXX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함

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려 지역민들의 각종 활동에

- B는 위 카카오톡 메신저를 받자마자 가족들 9명이 있는 단

위축을 가져옴

체 채팅방에서 ‘경산에도 E종교단체 할매가 XXX목욕탕에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개

광주지법 2020고단880

방, 참여, 공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

● 기초사실

폼 위에서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 A는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2020. 2. 경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텔레그램, 블로그, 밴드, 카페 등의

광주 지역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

SNS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던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법원의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짜뉴스 자체를 생성하는 것은 처벌하기 힘

제 전통 언론들은 위 플랫폼보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기

발생보고 문건을 입수하게 됨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닫았다네요’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함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업무방해죄와 관련 없는 벌

- 그런데 xxx 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금형 전과만 1회 있고, 반성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법원은 전염병

없었고, 이에 따라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도 없었음.

으로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비상
시군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유죄. A벌금 300만원, B벌금 300만원

드나 가짜뉴스를 통해 다른 범행을 한다면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보다는 기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

- A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건에 기재된 환자의

-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허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컨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통 언론은 그 권위를 잃고

거주지, 방문 병원, 근무지 등을 지인에게 텔레그램을

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 아니

명예훼손죄,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정통망법 위반, 선거의

진짜를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통해 전송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

함.

공정성을 해쳤다면 선거법 위반, ‘리딩방’처럼 경제적 급부를 갈

위 과정에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얻는 정보를 필연적으

송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함

로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르크와 같

취하였다면 사기 등 다양한 범죄와 결부될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이런 적 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

이, 쉽게 얻은 정보는 실재보다 더 실재성을 갖고 급기야 실

● 법원의 판단

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 벌금

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됩

- 징역 4월

의 정도면 음주나 무면허,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때 나올 수

니다. 결국 사람들이 진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초

있는 나름(?)의 중한 처벌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래되고 국가의 관련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

너무 나아갔네요. 서둘러 우리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정

로, 공무상비밀누설죄 해당함. 또한 동의 받지 않은 개

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내용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사가 위치한 창원 사건 한번 보셔야죠?

인정보의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함.

2. 제1항의 내용을 특히 SNS를 통해 전달하지 말자.
3. 없는 내용 만들지 말자.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자는 과거와 같이 특정 언론

- 질병관리본부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세

이 아니라 우리 주변 지인들입니다. 최신 판례를 한 번 살펴

부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A는 그러한 권함이

● 기초사실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자칫 정치적 이슈가 있을 수도 있

없음. A가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과도

- A는 창원의 부모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친구 3명

어서, 코로나 관련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어

하게 증폭되었고, 그 결과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및 정

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진해 X병원

차피 다른 사건들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공개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함

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이송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창원지법 2020고단1014
다음 호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보고…X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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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가짜 뉴스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상의 표현에

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

자유, 언론의 자유가 국민들의 기본권이기에 가짜 뉴스를 생

고, 이 글이 위 채팅방 참여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

성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람들에게 전파되어 X병원에 확인 전화 및 항의 전화가 쇄

사례를 보실까요?

도하여 관련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됨.

37

HYUNDAI WIA

#Roland Garros & Wimbledon

editor’s prism

다시
스포츠의
시간이
찾아왔다

초여름은 테니스 팬들에게도 가장 즐거운 기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두 대회가 연달아 열리기 때문이죠. 바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포츠 업계입니다. 관중석을 가득

프랑스 오픈(롤랑가로스)과 윔블던입니다. 지난 5월 30일 시작한 프랑스 오픈은 오는 6월 13일까지, 이어 열리는 윔블던

채운 관람객들의 떠나갈 듯한 함성이 사라진 경기장은 많은 이들을 슬프게 했죠. 기대

은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립니다. 두 대회는 두말 할 것 없는 세계 최고의 대회이고, 이 두 대회가 있기에 테니스

를 한껏 품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연기됐고, 다른 주요 스포츠 경기도 모두 연기되

선수들이 언제나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최고의 연봉을 벌어들이죠.

고 말았습니다. 1년에 162경기를 소화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지난해 불과

프랑스 오픈과 윔블던은 비슷하지만 매우 다릅니다. 일단 코트가 전혀 다르죠.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 코트를 사용합니다.

60경기만 열렸을 뿐이죠.

불에 구운 흙을 분쇄한 거라고 해요. 윔블던은 잔디 코트를 사용합니다. 영국 날씨에 최적화한 다년생 호밀 잔디로 코트를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은 경

100% 채우죠.

기 중 ‘락다운’ 조치가 발동됐고, 관람객들은 경기 중 퇴장해야 했습니다. 당시 경기를

흙과 잔디는 전혀 다른 테니스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흙은 공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지만, 더 높이 튀어 오르게 합니다. 속

하던 도미니크 팀은 “텅 빈 경기장에서 더 이상 밀고 나갈 힘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

도가 느려지고 높이 튀는 만큼 공을 받기가 쉬워지죠. 잔디는 정 반대입니다. 테니스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코트보다 공이

죠. 개최를 1주일 앞둔 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는 개최국인 브라질 선수들을 중

낮고 빠르게 깔려요. 프랑스 오픈에서 세계 최고의 베이스라이너인 라파엘 나달이 최강자로 군림하는 것도, 윔블던에서 강

심으로 개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녕 앞에서 ‘그깟

력한 서브를 자랑하는 로저 페더러가 최다 우승을 거머쥔 것도 전부다 이 코트의 특성 때문입니다.

스포츠’인건 분명하지만, 아쉬움도 분명 큽니다.

이번 프랑스 오픈의 관심사는 역시 나달의 우승 여부입니다. 나달은 2005년 우승 이후 이 대회를 무려 13회나 우승했습니

그러나 스포츠의 시간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

다. 현재는 2017년 이후 4연속 우승 중이죠. 윔블던은 테니스의 황제 페더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페

로 조심스럽게 주요 스포츠가 기지개를 펴고 있죠. 곧 북반구를 덮칠 무더위를 앞두고

더러는 윔블던 준비를 위해 프랑스 오픈을 중도에 기권하기 까지 했습니다. 물론 현재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가 이

서 말이에요. 이번 호에서는 초여름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할 주요 스포츠 경기

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TV로라도 즐기다 보면 곧 경기장에서 함께 치맥을 즐기며 관람
할 날이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요.

#Euro 2020 & Copa America 2021
#NBA Playoffs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를 고르라면, 전통의 강호인 야구도 미국인
의 미국인을 위한 스포츠인 풋볼도 아닌 바로 농구입니다. NBA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전 세계 프로 스포츠 리그의 채널 중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돌파한 것에서 그 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NBA가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승팀을 결정짓는 플레이오프
기간인데요. 오랜 기간 NBA의 스타플레이어였던 르브론 제임스(LA레이커스)와 스테픈 커리
(골든스테이트 워리워스)가 모두 탈락한 상황이어서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 트레
영(애틀랜타 호크스), 도노반 미첼(유타 재즈), 니콜라 요키치(덴버 너기츠)와 같은 신성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또 하나의 볼거리는 소위 빅3(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가 뭉친 브루클린 네츠
의 우승 여부입니다. MVP급 선수 셋이 우승을 위해 뭉친 팀이죠. 겨우 5명이 뛰는 농구의 특
성상 아무래도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공은 둥글다’를 보여줄지 아니면
모두의 예측 그대로 흘러갈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NBA의 플레이오프는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달
이 넘게 남은 거죠. 지금부터라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해외 축구 팬들에게 중요한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의 추운 기간입니다만, ‘국대 축구’는 전혀 다릅니다. 해외 주요 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간 이맘 때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올해는 원래 그리 큰 대회가 없어야 하는 홀수 해
이지만, 지난해의 코로나 펜데믹으로 열린 두 대형 대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유럽의 월드컵 ‘유로’와 아메리카 대륙의 월
드컵 ‘코파 아메리카’가 바로 그것이죠. 유로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유럽 전 지역에서, 코파 아메리카는 6월 14일
부터 7월 1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유로에는 총 24개의 나라가 참가합니다. 이번 유로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력한 우승후보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죠.
흔히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정도를 꼽긴 하지만 어느 팀이 압도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래도 주목할 곳
이 있다면 역시 세계랭킹 1위 벨기에입니다. 로메루 루카쿠(인테르), 케빈 데 브라이너(맨체스터 시티), 에당 아자르(레알 마
드리드),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 등 전 포지션에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하죠. 아자르의 경기력이 첼시FC 시절로 돌아
온다면 명백한 우승후보임에 틀림 없을 거예요. 스타들의 대결에 빠질 수 없는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앙투안 그리에즈
만(FC바르셀로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둘의 공격은 다른 팀에게 재앙과
같을 겁니다. 잉글랜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손흥민의 단짝으로 더 알려진 최고의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FC)
이 잉글랜드의 첫 우승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의 관심거리는 역대 최고의 선수(GOAT, Greatest Of All Times)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의 우
승 여부입니다. 모든 커리어가 완벽한 메시에게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2% 부족한 국가대표 경력이죠. 그가 이끄는 아르헨
티나가 국가 간 대항전에서 한 번도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도 이제 어느덧 완연한 노장이 되었지만, 실력만큼은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30골을 기록했죠. 물론 GOAT를 향한 메시의 길이 만만하지는 않습
니다. 무엇보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이끄는 브라질을 넘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지켜볼 재
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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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미식회

反민초단도 반할만한
민트초코같은
공작기계연구지원팀의 매력

김길훈
책임연구원
양승철
책임연구원

조경식
책임연구원

이한울
매니저

김성준
책임연구원
고동기
책임연구원

민트와 초콜릿을 섞어 만든 디저트인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민초단’과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반(反)민초단’이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민초단과 반민초단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마니아 층의 강한 팬덤이 ‘민초붐’을 일
으키며 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미식회>에서는 모집글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민트초코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반민초단을 설득할 만한 입문용부터 민초단의 취향을 저격한 강렬한 맛까지. 청량하고 향긋
한 민트와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이 만나 초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옷까지 민
트와 초코가 연상되게 고루 맞춰 입고 온, 인간 민트초코같은 현대위아 공작기계 연구지원팀
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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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신청자
공작기계연구지원팀 이한울 매니저

민트초코는 아주 인기있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맛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이 공작기계연구센터를 뒤에
서 묵묵히 지원하는 저희 팀과 어딘가 모르게 닮은 점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트초코 디저트를 민초단
팀원들과 먹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계에 맞춰 있다 보니 선진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의 경쟁이 치열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해외영업팀에서 여러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렇게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해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김성준 책임연구원 기계 분야도 전동화TFT를 운영하며 신규 장비 개발,
제작, 판매를 하며 신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공작기계 사업
만 했을 때는 두각을 나타낼 만한 신기술이 없었다면, 최근에는 중요한 특
허 검색 및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경식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연구지원팀은 총 3개 파트로 구성됐습니

Q 민트초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다. 프로젝트, 설계 원가, 연구지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이한울 매니저 시원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맛이

에서 개발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진리의 ‘단짠단짠’ 조합처럼 계속 먹어도 질

원가를 산출하고 특허·인증·매뉴얼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

리지 않죠. 이 때 민트 맛이 강할수록 그 매력은 배가 돼요. 푸라푸치노, 과

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총 11명의 팀원들 중에 오늘 민초단 구성원 6

자, 아이스크림 등 민트초코 신메뉴가 출시되면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챙

명이 모였습니다.

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늘 함께 참여한 팀원들이 모두 극단적인 민
초파는 아니지만 이번 월간미식회 참여를 계기로 민초파의 세상으로 완전

Q 싸한 맛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민트초코의 매력처럼 최
근 공작기계연구지원팀에서 겪는 어려움과 빛낸 성과가 있
다면?
고동기 책임연구원 산업 시장 구조가 기계보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소프트웨어, 전장
제어 부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회사의 포커스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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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넘어올 수 있게 모시고 왔어요!
김길훈 책임연구원 민초파 와이프의 권유로 민트초코 음료를 처음 먹었을
때 받은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말 치약을 마시는 기분이
었어요. 그 후로 몇 번 시도했는데 점점 괜찮아 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먹
을 때 마다 놀라운 맛이지만, 처음에 받았던 충격만큼 거부감 들지는 않고
아리송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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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1 베ㅇㅇ라ㅇㅇ 민트초코아이스크림

Q 팀을 민트초코에 비유하자면?
양승철 책임연구원 공작기계연구팀은 민트초코처럼 시원~하게 일
처리해요. 설계팀 같은 경우 유관팀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

이날의 BEST PICK!

은데, 이때 협업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죠. 기존에 진행
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때 저희 팀이 시원하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업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고동기 책임연구원 서로 다른 맛이 잘 조화된 팀이라는 점에서 민트
초코 같아요. 업무 자체가 저마다 다르다 보니 개인주의적인 팀일 것
같지만, 언제나 긴밀히 도움을 주고받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 팀워크
를 잘 이루고 있죠. 의외의 조합이 낳은 환상의 맛 민트초코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어요.

Q 팀원 중 최고의 미식가는?

베ㅇㅇ라ㅇㅇ 민트초코아이스크림
영원한 스테디 셀러인 ‘민트초콜릿칩’. 시원
함을 배로 하는 아이스크림과 민트 속 달콤
함을 채워주는 초콜릿칩이 콕콕 박힌 매력
에 오늘의 베스트픽으로 선정됐다. 진정한
민초단이라면 ‘트리플 민트초콜릿칩’ 맛을
더 추천한다.
“31가지의 아이스크림 중 민트초코 한 개가
나머지 30개의 맛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압
도적인 맛”
– 김성준 책임연구원

얼마전 ‘민초야 봉봉하라’라는 문구로 인기 아이스크림 ‘민트 초콜릿칩’에 초콜릿
볼을 넣은 ‘민트 초콜릿 봉봉’을 출시했다. 단 20일만에 싱글 레귤러 기준 누적 판
매략 200만 개를 돌파하며 역대 신제품이 되며 민트초코 대세를 입증했다.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인 아이스크림, 역시는 역시일까?
양승철 책임연구원 : 민초의 대장이라고 하면 단연 이 민트 초콜릿칩 맛 아이스크
림일 것 같아요. 모두가 짐작하고, 알고 있는 그 맛. 민트의 시원함이 아이스크림을
만나 배가 되고 초코의 달달함이 적절히 조화돼 여름에 특히 더 베스트 픽이 될 수
있는 메뉴에요.

후보2 가ㅇ베이커리 민트초코스콘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스콘으로 생방송투데이에 상영되며 입소문 난 동네 이곳은
빵지순례 (빵+성지순례)에 빠질 수 없는 베이커리가 됐다. 9시에 문을 열면 오전 중
으로 매장 내 빵이 다 소진돼 조기 마감하니 직접 방문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

심을 느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베트남 음식인 돔얌꿍 같은 향신료

고동기 책임연구원 : 첫 입은 평범한 스콘 맛이지만, 두 번째 입부터 민트 향이 입
안을 가득 채워요. 민트맛이 강하지 않아 반민초단도 도전해 볼만 한 것 같네요. 이
런 스콘이 있다니, 색다른 민초맛 조합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이한울 매니저 :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 식감은 좋지만, 민초파에게 강렬하지 않
은 민트맛이 아쉬운 것 같아요. 민트초코가 ‘치약맛’이라고 생각하는 반민초단 입문

맛이 강한 음식의 매력을 알아가는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아무도

용으로 추천해요!

김성준 책임연구원 남들이 먹어보지 않을 것, 나만 알고있는 맛이 있
다는 것에 1차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도 이 맛을 찾을 때 2차 자부

제 음식 평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평가단으로서 맛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재미있고 기쁘네요!

Q 참여 소감은?
김길훈 책임연구원 다양한 민트초코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을 양치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웃음)
조경식 책임연구원 ‘민초단’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민트초코를 먹어
보긴 했는가 긴가민가 했어요. 오늘 월간미식회에서 시식 하면서 제
가 이전에도 민트초코를 먹어왔다는 걸 알았죠. 제가 민초단 이라는
걸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후보3 서ㅇ우유 민트초코라떼
출시 직후 편의점 신상템으로 이슈 된 서울우유 민트초코 라떼. 서울우유 전용목장
에서 선별한 국산 원유를 베이스로 저온에서 단기간 추출한 콜드브루 커피와 프리
미엄 페퍼민트 원료를 더했다. 반민초단의 입문용으로 추천한다는 광고 문구가 눈
에 띄는 만큼 은은한 민트 초코 맛으로 대중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김길훈 책임연구원 : 이전에 민트초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민트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달달한 쌍화탕 맛도 나는데요? 민트초코는 ‘젊은 사
람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트초코
입문용으로 딱 어울리는 맛이에요.
김성준 책임연구원 : 음식은 색과 향으로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일
반 초코 우유와 다를 게 없는 색이 아쉬워요.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한 번 먹는
건데, 푸른 민트색 우유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후보3 아우ㅇ 민트초코 인절미
획일화된 전통 떡은 이제 질렸다. 개성 넘치는 아우어 인절미 떡 시리즈는 그릭 요
거트, 티라미슈, 카스테라 등 전통적인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많은 이들의 사랑
을 받고 있다. 이곳은 인절미에 민초단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민트초코를 더했다. 강
낭콩으로 만든 백설 앙금과 초코칩이 듬뿍 들어있어 민트 인절미와의 신선한 궁합
을 이룬다.
김성준 책임연구원 : 처음에 씹었을 때 새콤한 크림치즈맛이 강하게 나서 약간 충
돌이 났는데 쫀득한 떡을 씹다 보면 민트맛이 느껴지죠. 크림치즈가 이때 다양함을
주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가면 민트맛이 강하다 못해 맵게 혀끝을 파고들며 향이
지속돼요.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맛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조경식 책임연구원 : 처음 먹을 때 하얀 가루에 덮인 떡 때문에 텁텁할 수 있는데
민트향이 시원하게 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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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

Happy Together

행복한 채움, 현대위아 나눔냉장고

한 해 동안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전 세계 음식 생산량
의 3분의 1인 13억 톤에 달합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절반은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죠. 음식으
로 일어난 일이지만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대표적이죠.
숨진 탈북민 모자의 집에 있던 유일한 식료품은 고춧가루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요즘, ‘끼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특히 시골에 거주 중
인 소외계층은 복지에 소외될 때가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편의점, 약국과 같은 편의시설
도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등 복지시설 휴관 장기화
로 결식 위기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죠.
지난 5월 21일 우리 회사는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서산지
역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나눔냉장고 지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나눔냉장고는 식료품을 공유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복지시설과 지역주민들이 식료품을 냉장고에 채우면 저소득층 이웃들이 필
요할 때마다 꺼내 가는 방식이죠.
이번 전달식에는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태성 민간위원장, 지곡면행정복지센터 김선수 면
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과 우리 회사 엔진생산2부 서정삼 부서장, 정성태 책
임매니저가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했습니다. 성금은 냉장/냉동식품
과 생필품 및 실온보관용 식품을 위한 나눔냉장고, 나눔냉동고, 나눔수납장 총 9대를 구입해 7곳
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엔진생산2부 서정삼 부서장은 “코
로나19로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 여전히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많음을 공감한다”며 “이번 나눔냉장고/냉동고 설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이웃들에게 더욱 다양한 먹거리가 편하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눔냉장고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큰 힘
이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없이도 편하게 먹거리를 나눌 수 있어 더욱 활발한 이용이 기
대됩니다. 쓸수록 채워지는 나눔냉장고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 기적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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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통화긴축 전환 우려

재테크 포커스

대비는 하되,
두려워는 말자!

2021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6월이 되었다. 올해 세계경제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통화정책을 좌우하며, 통화정책이 경기사이클의 진폭을 조절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기는 기본

는 코로나 사태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다. 미국에서는

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지며, 통화정책은 이러한 경기사이클 과열 또는 침체 등 과도한 등락을 막는 역할을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공화당에서 민주당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한 진폭 조정의 과정이며, 경기의 과열을 막을 경우 경제는 오히려 안

로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세계경제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파른 경

정적으로 길게 성장확대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통화긴축 초기에는 일부

기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세계 코로나 백신접종 가속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금리인상이라는 작은 장애물 보다 경기사이클 상승이

함께 백신 접종자 한정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배제하는 등 코로나에서

라는 큰 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경제의
빠른 정상화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세계적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그림1> 미국 연방기금 금리 vs. 미국 S&P 500 주가지수

<그림2> 한국 기준금리 vs. 한국 KOSPI 주가지수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의 정상화도 앞당기고 있다.
작년 4/4분기부터 나타난 전세계 코로나 재확산 심화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 가속화를 가져왔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오창섭 책임매니저

들이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 속도를 높임에 따라 상반기 선진국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안정되고 있다. 인구 대비 백신접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스라엘은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미국도 가파른 코로나 백신접종 전개로 하반기
에는 마스크 없는 일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접종 확

자료 : Bloomberg

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들은 여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통화긴축 전
환이 이슈로 부각했다. 우선, 주요국 물가상승률 확대 등으로 전세계
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에서 먼저 금리인상 기조가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캐나
다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Tapering에 나섬에 따라 선
진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4월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코로나 이후 최초로 Tapering이 언급된 가운데 국
내 5월 금통위에서도 내부적으로 금리인상 논의가 나타나며, 전세계
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시장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전세계적 통화긴축 전환 움직임은 금융시장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높이고 있다. 통화정책에서 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등
긴축정책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전세
계적 자산가격 상승이 통화긴축이라는 방아쇠와 함께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그러나 과거 통화긴축 시기를 살펴보면 우려
와 달리 자산시장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은 자산시
장 움직임에 후행하며 위험자산 강세가 오히려 금리인상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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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HYUNDAI WIA

지난 달 감사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협력업체인 대승과 유신기업 직원들에게 칭찬메세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ICT지원팀 탁수환 책임매니저 > ㈜유신기업 박상현 차장

To 유신기업 박상현 차장님
업무 문의에 매번 적극적으로 대답 해주시는 등 전산 시스템 개선에 중요
한 역할 해 주심에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요즘 급격히 날씨가 더워

Together and Further

차량부품개발팀 이상윤 책임매니저 > 대승 김정희 차장

To 대승 김정희 차장님
작년부터 구동 분야를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아 현대위

지고 있는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유신 기업에 입사한 박상현 차장입니다. 유신 기업은 현대위아 주조 사업

아와 대승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도맡아 해주시는 김정희 차장님께 많

부문에서 협력하는 기업이고 저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디스크류 생산을 관리하고

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업무 진행해주심에 감사

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전담하기 보다 생산 총괄, 품질 관리, 외부 고객 대응까지 다방

드립니다.

면에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생각지도 못한 칭찬에 당황스럽지만, 좋은 말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

2000년 하반기에 대승에 입사해 17년간 엔진부품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다 현재 영업

습 좋게 봐주시니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탁수환 책임님이 직접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시기 어려울 땐 유선으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유신기업
박상현 차장

라는 말처럼 주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때 연락을 하니 연락을 자주 안하는게 좋은

대승
김정희 차장

Q 감사의 메시지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이긴 합니다. (웃음) 공장이 야간 시간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신규프로젝트 견적·수주·개발 대응 및 양산품공급관리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원격으로 적극 지원 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전하고

양한 고객사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및 대응하고 있습니

싶습니다.

다. 현대위아를 포함한 많은 고객사가 있지만, 사업 비중의 크기 상관없이 매사에 적극
적으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대위아와 협업하는 업무는?
저는 ICT 지원팀과 협업해 기존에 수기로 진행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 하는 작업

Q 감사의 메시지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백 데이터

고객사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

를 전달하고 문제 발생시 대응 요청을 해 업데이트를 해야합니다. 기존 수기로 하던

감을 느꼈습니다. 영업개발업무를 하면서 이런 감사를 받는다는 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업무가 데이터화 되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업무 신뢰도 및 생산성

일인 것 같아요. 신규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협력사 입장을 늘

이 향상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려해주시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 셔서 무탈하게 이겨 나갈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메시지 주신 이상윤 책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 좋은 협력 관계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것과 현대위아와 관계를 돌이켜 보았을 때, 소통하는 관계

Q 업무 중 언제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가 좋은 협력관계 같습니다. 결국 대화가 된다는 것,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고 신속

신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협력’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시지

유관 부서와 긴급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협업해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업무를 마무리합

만, 라인 가동에 설비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설비를 복구해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하

니다. 함께 호흡을 맞춰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는 것이 중요하고 현대위아는 필요한 설비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빠
르고 원활한 소통이 핵심 문제해결안이 될 것입니다.

Q 현대위아에게 하고 싶은 말
오랜 기간 협업한 만큼 앞으로 번창하길 바라며, 저희 회사도 무결점 품질과 경쟁력 있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는 원가절감으로 부끄럽지 않은 협력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업에 있어 가

회사가 있는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굴곡 없이 오래 근무하는 것이 앞으로 저의 소임

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간의 신뢰와 타인에 대한 배려 같습니다. 현대위아와 신뢰를

이고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업무 외 시간에 운동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시간 계속 보내고 싶습니다.

Q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두가 바라는 바이겠지만,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왔으면 합
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모든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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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멕시코법인 직원 특별 안전 및 도덕 교육 실시

HYUNDAI WIA MEXICO Conducts Safety & Moral Education

강소법인 전 직원 야유회 실시
江苏法人组织全体人员野游活动

W+NEWS

멕시코법인은 지난 5월 20일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및 도덕 교

강소법인은 초여름을 맞이해 전 직원 야유회를 실시했다. 강소법인은 직원들

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은 5차로 나눠 시

의 피로를 풀어주고, 각 부서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야유회를 열고 있

행됐다. 멕시코법인 임직원들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전 보호구 착용, 작

다. 이번 야유회는 임직원이 함께 멋진 풍경 아래서 즐겁게 음식을 즐길 수

업자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받았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야유회에 참가한 한 직원은 “화창한 날씨에 여러 임

롱 예방과 동료간 차별 금지 내용의 도덕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법인은 지
속적인 안전 및 도덕 교육을 통해 상호 존중과 안전 제일의 가치를 실현하
는 현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멕시코법인 안전환경 담당자는 "직원 모
두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
다.
On May 20, HYUNDAI WIA conducted safety & moral education for
on-site worker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he training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었고 회사의 따뜻한
배려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야유회 외에도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为了开阔员工视野，激发员工对生活、对工作的热情，同时促进各部门之
间的沟通和交流，丰富员工的业余文化娱乐活动，5月~6月，江苏现代威

2021 · June

was organized in five different sessions. Employees were educated to

亚组织了全体员工进行了野游活动。受疫情的影响，为了保证大家的健康

comply with safety regulations, wear protective gear, and raise safety

安全，今年公司缩小了野游的活动范围，但这一点也不妨碍大家享受各种

consciousness. Furthermore, moral education was held to prevent

各样的美食和欣赏初夏的风景，解除了疲劳，尽兴游玩之余，加深了员工

sexual harassment and put an end to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间的了解，也深切感受到来自公司的温暖。

"To create a pleasant and friendly worksite for everyone, we will educate
workers to prioritize safety and prevent unexpected incidents", said
a manager of the Safety & Environment Team. By organizing safety

今后，江苏现代威亚将会再接再厉，开展多样化的小组活动，增强员工的
凝聚力和向心力

accident preventive education and cultivating employees with a strong
moral character, HYUNDAI WIA MEXICO strives to create a production
site with mutual respect and safety-first culture.

인도법인 국립 병원에 의료 지원품 기부

HYUNDAI WIA INDIA Offers Medical Support to Government
Hospital

강소법인 제2회 지역 농구 리그 개최
江苏法人举办第二届区域篮球联盟
강소법인은 지난 5월 22일 봉황진 제2회 선봉배 지역 농구 리그를 개최했다.

인도법인은 지난 5월 28일 CS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riperumbudur 국립

농구 리그는 지역 기업 직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담합심을 기르기 위해 지

병원에 의료 용품을 기부했다. 인도법인은 이 병원에 산소 실린더 20대, 산

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리그에는 천상전기, 푸망과학기술, 현대위아, 한국

소 발생기 5대, 산소 조절기 20대, 마스크 100개 를 전달했다. 인도 내 코로

기업연맹 등 다양한 팀이 참가했다.

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증가로 부족해진 의료용 산소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기부다. 인도법인은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구 리그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진 끝에 천상전기, 푸망과학, 현대위아가
1, 2, 3위를 차지했다. 강소법인은 지역내 타기업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지속
해 나아갈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n May 28, HYUNDAI WIA INDIA has conducted CSR activity to
provide medical equipment to Sriperumbudur government hospital.

为促进区域非公企业间职工的日常交流，展现职工风采，营造团结向上的

Amid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and oxygen shortage in the

氛围，特于5月22日举办凤凰镇第二届“先锋杯”区域篮球联赛。天翔电

country, HYUNDAI WIA INDIA has donated critical resources that are
vital for the lives of severe COVID19 patients. In response to hospitals'
plead for oxygen supplies, 20 oxygen cylinders, 5 oxygen concentrators,

气、富淼科技、现代威亚、韩企联盟等球队参加。经过几轮激烈地角逐，
天翔获得冠军，富淼获得亚军，而威亚获得季军。

20 oxygen regulators, and 100 face masks were donated. The
medical products were given at the Kancheepuram District Office.
District collector will deliver these medical products to Sriperumbudur
government hospital as needed. HYUNDAI WIA INDIA will not hesitate
to spend CSR funds on COVID19 relief and support the country in its
fight against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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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한국 주칭다오 총영사 일행, 산동법인 방문
江韩国驻青岛总领事一行访问山东法人
지난 5월 20일, 한국 주칭다오 총영사관 김경한 총영사 일행이 산동법인을

21년 5월 마지막 주, 국내에 가장 많이 유포된 악성코드 TOP 5

W+NEWS

방문했다. 이들은 강소법인 담당자와 함께 엔진4공장을 둘러보며 조립라인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애로사항
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양측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중한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月20日，韩国驻青岛总领事金敬翰一行访问山东法人，市外办主任吴乃

21년 5월 마지막 주에는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 등의 정보탈취 목적을 위한 인포스틸러(InfoStealer) 악성코
드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이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전문 업체 안랩에서 분석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에 수집된 악성코드 통계에서 인포스틸러
가 79.4%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RAT(Remote Administration Tool) 악성코드가 19.0%, 다운로더
가 1.1%, 랜섬웨어가 0.4%, 코인마이너가 0.2%로 집계됐다.

军、经开区管委副主任古茂林及公司总经理陪同访问。访问团一行在发动
机4工厂大厅听取了公司情况介绍后进入组装线参观，双方共同表示，希

1위 :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AgentTesla’

望今后继续加强沟通交流、团结互助，共同为地区社会和中韩经济发展做

AgentTesla는 웹 브라우저, 메일 및 FTP 클라이언트 등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다. 대부분 송장

出更多努力。

(Invoice), 선적 서류(Shipment Document), 구매 주문서(P.O.–Purchase Order) 등으로 위장한 스팸 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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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파일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사용된다. 또한, 확장자의 경우 pdf, xlsx와 같은 문서 파
일이나 .dwg 즉 Auto CAD 도면 파일로 위장한 것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위 :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Formbook’
다른 인포스틸러 악성코드들과 동일하게 대부분 스팸 메일을 통해 유포되며 유포 파일명도 유사하다. 웹 브

산동법인, 어린이날 맞이 일조시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
달
儿童节之际，山东法人慰问福利院儿童

라우저의 사용자 계정 정보 외에도 키로깅, Clipboard Grabbing, 웹브라우저의 Form Grabbing 등 다양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3위 :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Lokibot’

산동법인은 지난 5월 28일 국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위문

Lokibot은 웹브라우저, 메일 클라이언트, FTP 클라이언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며, 다른 악

품을 전달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증한 위문품은 에어컨, 기저귀, 과자, 분

성코드들처럼 스팸 메일 형태로 유포된다.

유 등이다. 총 1만2000위안 어치의 물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
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신 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복지시설 담당자

4위 :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CryptBot’

는 “매년 따뜻한 손길을 건네 주는 현대위아의 지원 덕에 아이들의 삶이 더

CryptBot 는 PU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되며, 추가 정보 탈취 및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동법인은 지역사회와 행복을

을 갖추고 있다. CryptBot은 주로 구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

나누고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 이어갈

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부터 유포되고 있다.

예정이다.
5月28日，在国际六一儿童节来临之际，山东法人开展了儿童节福利院
慰问活动，为福利院的孩子们送去了空调、纸尿裤、饼干、奶粉等价值
12,000元的爱心物资。

5위 : 인포스틸러 악성코드 ‘SnakeKeylogger’
SnakeKeylooger는 사용자 키 입력 및 시스템 클립 보드, 브라우저 계정 정보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인포
스틸러 유형의 악성코드이다. 다른 인포스틸러 악성코드들과 동일하게 송장(Invoice), 구매 주문서(P.O. –
Purchase Order) 등으로 위장한 스팸 메일을 통해 주로 유포되고 있다.

因疫情原因大家没能跟孩子们近距离接触，交接仪式之后，大家到会议室
进行了座谈交流。福利院主任表示，非常感谢山东现代威亚每年对孩子们

[출처 : 보안뉴스, 안랩]

的关心，在贵单位这样爱心企业的帮助之下，孩子们的生活质量也越来越
好了。
权东仁部长表示，相信疫情好转后，我们志愿者也能和以前一样和孩子们
开心地玩耍和游戏。我们公司也会持续地关心帮助他们，让孩子们有一个
更加快乐美好的童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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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시원한 빙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6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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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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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U 조립에 이용되는 것으로 구동생산부 고태현 매니저가 살펴
보고 있던 부품의 명칭은? (p.3)

1

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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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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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제

럽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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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

우

이

드

노

믹

1
5

3. 코파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을 이끄는 대표 플레이어의 이름은?
(p.39)

스

4. 가짜뉴스와 관련해 창원지법에서 내린 죄의 명칭은? (p.37)

66

당첨자

•금형기술팀 정택우 책임매니저

•ICT정보화팀 한승안 매니저

•공작기계영업기술팀 박경윤 매니저

•구동생산부 임종인 기술사원

•해외서비스팀 김상민 매니저

•특수개발1팀 한윤석 책임연구원

•FA기술팀 김종학 매니저

•인사팀 김보종 책임매니저

•차량부품연구지원팀 황경택 책임매니저

•원가기획팀 배준영 책임매니저

2. 정용빈 책임매니저의 아내 고미정 씨가 가족을 비유한 단어는?
(p.25)

5.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선진학교와 서산시의 부성초등학교를 현
대위아 ㅇㅇㅇㅇ로 선정했다. (p.6)
3

6. 매드몬스터는 개그맨 곽범과 ㅇㅇㅇ가 만든 유튜브 상의 가상
의 그룹이다. (p.30)

3

7.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나눔냉장고를 지
원한 지역의 이름은? (p.46)
4

현대위아 매거진 독자의 의견

7

7

세로퀴즈

5

1. 개인정보 및 계정정보 등의 정보탈취를 목적으로 유포된 악성
코드의 명칭은?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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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번 협업왕에서 슈퍼히어로로 뽑힌 박봉석 기술선임이 속한
팀 이름은? (p.33)

4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3. 프로세스혁신팀 김진섭 책임매니저가 최애곡으로 꼽은 곡의 명
칭은? (p.16)
4.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은? (p.40)
5.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곳으로 아름다운 뷰와 함께 힐링하며 걷
기 좋은 의왕 ㅇㅇㅇㅇ 둘레길 (p.15)
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
는 것의 명칭은? (p.27)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7. 인도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막기 위해 인도의 한 국
립 병원에 ㅇㅇㅇㅇㅇ 5대를 기증했다. (p.52)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6월호 선물: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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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은(당시 만 11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6. 05. 13 (토)
발생장소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신체특징 키 149cm, 체중 41kg, 앞니가 튀어나온 편,
체격이 또래보다 큰 편, 검정색 단발머리
착의사항 검정색 티셔츠, 청바지, 분홍색 운동화

이름

우정선(당시 만 5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4. 09. 19 (일)
발생장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
신체특징 키 125cm, 체중 20kg, 앞니 아랫니 1개 빠짐,
평발,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타고 있었음,
통통한 체격
착의사항 흰색 민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

이름

유채빈(당시 만 1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3. 11. 22 (토)
발생장소 충남 공주시 금성동
신체특징 키 90cm, 체중 15kg, 왼손등에 화상자국,
보조개 있음, 둥근 얼굴형, 검정색 단발
착의사항 흰색 쫄쫄이 바지, 밤색 구두, 분홍색 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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