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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생산을 시작한 e-LSD는 매년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우리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e-LSD를 비롯한 우리 회사의 4륜구동 부품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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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 구동생산부 김기열 기술선임이 창원2공장에서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를 구슬땀을 흘리며 생산하고 있다.

3

HYUNDAI WIA

2021 · July/ vol.217

발행처 현대위아 홍보팀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우 16082) Tel. 031-596-1269
발행일 2021년 7월 16일
디자인 디자인거산 (055)262-1966 월간(비매품) | www.hyundai-wia.com | e-mail. sumsum@hyundai-wia.com

MAGAZINE

02

현장포착

02

32

50

22
VOICE OF HYUNDAI WIA

新문물 소개소

TOGETHER AND FURTHER

여름 더위 싹! 가시게할
납량특집 무서운 이야기

재테크의 새로운 트렌드
조각투자

엔진부품개발팀 남기열 매니저
주물생산부 양승중 책임매니저

26
지금의 순간을 담다

HYUNDAI WIA HEROES

W NEWS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차량부품사업본부의
협업왕은 누구?

현대위아 소식

52

36

40

일상 속 법률 이야기

06
HOT ISSUE

대중교통

현대위아 임직원, 급여 모아
지역 복지기관에 자동차 4대 선물

42

오오오! 함께 걸어봄
60일 간의 여정,
우리의 이야기

26

12
TO THE NEXT LEVEL

30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자신을 끝없이
담금질하다

기름값 고공 행진에
매력 더하는 전기차

녹차의 씁씁단맛 매력에 빠진
8인의 용사

53

16
START-UP

42

로봇 기반 Total Parking Solution
아이디어로 꿈꾸는 더 스마트한 미래

57

국내 주요 보안 동향

48

20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우수 리더
4인방을 만나다

52

월간미식회

재테크 포커스

30

2013년 미국 테이퍼링 당시
기억 및 투자전략 시사점

58

MAIL BOX / QUIZ

HYUNDAI WIA
HOT ISSUE

현대위아 임직원,
급여 모아
지역 복지기관에
자동차 4대 선물

창원 마산희망도시락나눔센터
광주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

-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드림카’ 전달
- 임직원 매달 1%씩 급여 모아 차량 구입 기금 마련
2005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세대에 식사배달을

- 2013년부터 매년 선물하며 총 124대 기증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 차량은 잔고장이 많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 취업 박람회 참여, 직
업평가 등 다양한 외부 훈련에 참여하나 차량이 없어 이
동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 현대위아 차량 지원을 통

수동형이라 좁은 창원 길목을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차량 기증에 감
사드리며, 어르신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장애인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
지난 6월 22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급여를 모아 자동차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더욱 안

가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전달

전환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의 편의

식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시온장애인보

와 자립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작업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의왕시, 충청

의왕 함께쓰는우산

남도 서산시 등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복지
기관 4곳에 ‘현대위아 드림카(Dream Car)’ 4대를 기증했습
니다. 2013년 이후 매년 드림카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회사
는 이로써 총 124대의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서산 서산노인복지센터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역 복지기관에 드림카를 선물하
기 위해 직접 급여를 모았는데요.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 ‘1% 기적’을 통해 월급의 1%를 매달 자발적으로 모아 차
량 구입에 필요한 약 1억 3500만원을 조성했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이렇게 모은 기금을 드림카는 물론 매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 복지기관 중 차량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복지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을 선정해 차량을 지
원했습니다.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30명 이상의 장

저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

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시설이지만 운용 중인 자동차가 한

업을 위해 연계 기업을 방문하고 면접을 보러 다닐 때

대 뿐이어서 송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충남 서산시

차량이 없어 아쉬웠던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현대위아

의 ‘서산노인복지센터’ 또한 어르신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저희는 우울증 개선을

차량 지원을 통해 더욱 발빠르게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

복지시설로 수시로 병원을 오가야 하지만 보유 차량이 부족

위한 웃음 치료, 한글 교육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근로장애인들이 지역사

해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한 드림카로 이제는

데요. 오지에 계신 어르신께 반찬 배달을 하기도 하고,

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겠죠.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과는 병원 동행을 함께 합니다.

주신 현대위아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임직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

그간 차가 없어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선물해주신 차량

그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지

덕분에 얻게 된 기동력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

역 이웃과 동행하는 현대위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

겠습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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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전당

치열했던 순위권 경쟁,
각 부문별 최종 1위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HOT ISSUE

달리기 부문 1위
등속설계팀 김대환 책임연구원
다이어트 유지 그리고 자신감, 어떠한 일이든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실
패하지 않는다는 기심불변(起心不變)의 원칙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달리기는 ‘빠르고 멀리’가 최상이겠지만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느리지만 꾸준히’를

60일 간의 여정,
우리의 이야기

모토로 참여한 덕에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러너스 하이’도 경험하며
즐김과 몰입의 힘을 새롭게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길어지는 비대면의 삶 속
에서 과체중, 고혈압, 불면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격
려해 주신 주위 동료, 함께 운동에 동참해 준 아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걷기 부문 1위
555,000km 달성을 목표로 함께 달려온 지난 60일. 오오오! 함께 걸어 봄에 참여한

공작기계생산부 김희진 반장

임직원, 가족 여러분들의 각양각색 스토리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열심히 참여한 계
기도, 목표도, 성과도 다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의미 있는 걸음걸음을 만
들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활력과 기부는 물론! 다이어트 성공과 운동 습관 만들기,
가족들과의 추억까지! 어느 봄보다 활력 있고 따뜻했던 우리의 발자취를 함께 볼까
요?

기부 이벤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아내에게 동참 의견을 물으니 흔쾌히 함께 하겠다 하여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가 응원과 힘이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
6kg에도 성공해 그동안 달성하기 어려웠던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됐어요.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임했고, 대망의 마지막 날 목표 달성을 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전거 부문 1위
공작부품개발팀 송태석 매니저
우선 두 달 동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허락해준 아내 덕분에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
동량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보다 5kg 체중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과 무선 이어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멘토링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서 1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반복
되는 일상과 업무로 인해 회사 생활에 열정이 많이 식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함께 걸어
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열정이 되살아남을 느꼈죠. 코로나로 인해 지루했던 일상 속에
활력을 찾을 수 있었던 두 달 간의 행복한 추억! 감사합니다.

출석 부문 1위
법무팀 안상도 책임매니저
하루 평균 30km 이상 목표로 꾸준히 걸었고, 미션 종료 2주 전부터는 주말에만 130km
이상 열심히 걸었더니 앞자리 9로 시작한 몸무게가 8자가 되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
다. 그동안 먹을 건 다 먹고 말로만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결심했는데, ‘오오오 함께 걸
어봄’을 열심히 참여한 결과 미션도 달성하고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
과를 누린 게 가장 좋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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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오오오! 함께 걸어봄’은?

김현정 님 전동화개발실 정금철 상무 아내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걸어봄

평소에도 하는 운동이지만 이웃 돕는 모금에 기부까지 된다고
들어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위아 가족의 한 사
람으로서 좋은 취지에 공감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번 활동
을 통해 남편과 같이 운동하고, 또 제 걸음이 누군가에게 도움

따뜻한 사랑의 실천

이었다.

삶의 활력소

이었다.

되살아난 열정

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었다.

아빠와 가까워지는 시간

이었다.

전동화 개발실 정금철 상무 아내

김현정 님

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활동 초반
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목표가 있으니
저도 종종 나가기 싫은 날에도 나가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혼자 운동할 때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없었는데 누군가 같
10km씩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

김석하 님 차량부품사업기획팀

함형민 책임매니저 장인어른

렇게 많이 매일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풀코스 20여회 완주
경험은 있지만 매일 뛰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자
감이 최고였습니다. 막판에 약간의 부상으로 순위는 포기를 했
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준 김대환 책임님과 가족 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작부품개발팀

송태석 매니저

법무팀

안상도 책임매니저
군대에서도 행군하면서 이 정도로 걷지는 않았는데(웃음) 매일같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출근 전 걷고, 퇴근 후에는 12시까지 걸으니 피로가 누적되
어 나중에는 졸면서 걷다가 탄천에 빠질 뻔도 했고, 졸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도 했으니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60일간의 긴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이후로 이

고 일어나면 선두가 바뀌고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긴장

김대환 책임연구원
아침의 뜀박질은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며 세상과의 만남, 하루의 계획, 희망,
또다른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녁의 뜀박질은 노을을 배웅하며 후회, 반성, 성
찰, 자신과의 깊은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걷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되었고 이후로도 지금까지 하루
을 하게 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어 이 점도 감사해요!

등속설계팀

인사팀 김민철 팀장 자녀

김지원 & 김진아
이번 운동으로 아빠가 일찍 집에 오고 우리와 이야기하며 놀아주는 시간이 많
아졌습니다. 오오오 함께 걸어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님 인사팀 김민철 팀장 아내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제 아무리 어려운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것
을 이번을 통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작은 참여가 56
만km라는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단 생각에 뿌듯해요.

한 가족이 되는 시간

이었다.

인사팀

김민철 팀장 부모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트랭글 앱에 올라오는 이름을 보며 한 가족처럼 느껴졌
습니다. 손녀들과 웃으며 운동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현대
위아 가족들의 결과에 감동받기도 했죠. 서로가 다 같이 운동하고 하나의 목
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 혼자만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하나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경험이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을 통해 걷기에 대해 인식 변화도 겪게 됐어요. 우리의 걸음 수
가 기부라는 또 다른 의미도 될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보탬이 됨을
알게 되었죠. 또 멀지 않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는 시간을 통해
걸으면서 느끼는 풍경, 바람,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 등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주말은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
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느끼며 꽃과
나무의 변화도 실감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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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질 : 고온으로 열처리한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 부단하게 훈련을 시킴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TO THE NEXT LEVEL

자신을
끝없이

Q 자격증과 실무가 서로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끝없는 열정으로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의 인정

허 대학 선배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닐 당시에만

을 바라기보다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우직하게 걸어 왔죠. 이들은 끝없는 도

해도 자격증을 단순히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선

안 산업안전기사 2급을 따고 안전과에 발령받았던 걸 보면

전정신으로 더 나은 자신을 완성하고자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15개

배들은 취업 후에도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

서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 어떤 일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두 사우, 차량부품보전부 안병기 기술선임과

더라고요. 더불어 서산공장에 있을 때 엔진생산2부 김태봉

에 투입이 가능한 거죠. 이번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등속생산부 허설 기술사원을 만나 보았습니다.

조장님의 조언으로 기계가공기능장에도 도전하게 되었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산업현장과 안전에 관해 공부했던
지식이 모여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해요. 가스나 소화기 점

담금질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 가장 애착이 가는 자격증 하나를 뽑자면요?

검 등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 중입니다. (웃음) 우리 회사는

안 차량부품보전부에서 제품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안병기 기술선

안 공부량이 가장 많은 산업안전기사 1급이 기억에 많이 남

자격증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임입니다. 1987년에 입사해서 현재 34년째 근무 중이죠. 그간 참 다양한 업

아요.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암기할 양이 정말 많았어요.

사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욕도 높여주고, 가르쳐주는 프

무를 해왔는데요. 봉고 액슬라인으로 입사해 89년부터 약 9년간 안전과에서

거의 암기왕을 뽑는 거라고 할 정도죠. 초창기에 시험이 상

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당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합격할 당시 경남지역에서 딱 1명,

허 기계가공기능장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기계가공에 대한

허 저는 등속생산부 가공1반에서 열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허설 기술사원입

저 혼자 합격했어요. 당시엔 인터넷이 없으니까 대자보가 붙

기초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니다. 2015년 6월에 서산공장으로 입사해 현재는 창원3공장에서 근무하고

었거든요. 시험 신청인원이 500명이었는데 합격자 명단엔

저도 자격증 공부하면서, 잊고 있었던 부분을 복기할 수 있

있습니다.

제 수험번호 딱 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었죠. 특히 처음 가공을 접하시는 분들은 안전 문제나, 기계

것 같아요.

부품의 명칭, 가공 원리 등의 이론 내용을 탄탄히 쌓아갈 수

Q 어떤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허 전부 다 애착이 가는데요. (웃음) 하나만 꼽자면 전자기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 기계가공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지게차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

기기능사요. 제가 처음으로 땄던 자격증이거든요. 제가 고등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N포털의 유명 카페에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

학교 전자과 재학 시절에 자퇴하고 싶을 만큼 전자가, 납땜

사, 인간공학기사 세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마스터’라고 불러주는데요. 덕분에

이 너무 싫고 안 맞았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

칭호도, 예쁜 배지도 받았죠. 요즘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

에 인터넷에 전자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 서로 자기가 납땜

고 있는 만큼 어디서든 꼭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내용이라 자랑스러운 자격이

한 걸 자랑하더라고요.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

기도 해요.

도 이 사람들처럼 납땜을 잘하고 싶다 생각하게 됐어요. 친

허 현재까지 기계, 전자,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총 15종을 땄어요.

구들 중에서도 납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대체

기계가공기능장,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그 매력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고등학교 2

등이죠. 고등학교 땐 전자 분야를, 대학교에선 기계과를 전공했고요. 졸업 후

학년 때 전자기기기능사를 처음 취득했죠. 그 계기가 아니었

첫 직장으로 도시가스회사에 갔었는데 그 때 가스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으면 아마 졸업 못했을 것 같아요. (웃음) 그 뒤로는 학교 생

등속생산부 허설 기술사원

활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흥미가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고

Q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남들보다 잘하니까 또 재미있고 더 공부하게 되는 좋은 순환

안 원래 호기심이 많기도 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남한테 지기 싫었어

인 것 같아요.

요.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안전과에 있으면서 도전 정신이 더 불
타기도 했고요. 최고가 되고 싶다는 신념으로 어떤 자격증이든 지속적으로 도
차량부품보전부 안병기 기술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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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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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취득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요?

허 일본어 자격증을 따려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

안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건설시공에, 재료학에 책으로만 배우는

가 됐어요. 아쉬움을 안고 일본어 자격증 JLPT 1급 취득을 목

게 오히려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당시엔 자료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건

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쳐볼 예정인데 1급 난이도가

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현장 기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공 지식을

상당히 높은 터라 취득까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배우기도 하고, 실무에서 쓰는 용어 같은 것도 배웠죠. (웃음) 그렇게 직접 몸으
로 배우는 게 기억에도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Q 나에게 ‘성장’이란?

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에요. 시험 치는

안 준비하는 삶인 것 같아요. 나에게 언제 어떤 기회가 생길지

바쁜 일상 속 나를 위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동,

기계를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 기계를 어떻

모르는데 손 놓고 있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공부, 취미생활 모두 시간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죠. 땀을 흘

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많아서 편하죠. 물론 실제로 만져보는 게

허 행복한 도전일까요? 돌이켜보면 공부하던 때가 정말 행복

리고, 의자에 앉아있어야 하는 순간은 고단하지만, 성장하는

가장 좋지만요. 저도 당장 시험에 이용하는 기계를 만질 수가 없다 보니 준비하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도전했던 것 같

나를 보는 과정은 기쁨과 설렘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 하루, 잠

기 어려웠는데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선배들이 기록해둔 자료를 보면서

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깐의 시간을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다같이 열쩡! 열쩡!
열쩡! 내 손 안의 폰으로 하는 자기계발, 무료 어플 추천!

그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 시험장에 들어가면 문제 없죠. (웃음)

Q 사우들에게 한 마디
Q 업무 외 부분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안 매일 아침 5시 반까지 출근해 영어와 한자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반드시 온다! 저도 지금까지 어떤 분야든 열심히 공부하고 있

로운 지식을 얻는 데에는 또 책 만한 게 없잖아요. 1년에 자기계발 관련 도서를

고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100권은 읽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SNS에 사설을 연

허 누구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계가공이

재해보기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해보죠.

든 다른 분야든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허 대학교 선배님들의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처럼 이것저것 공부해왔

도움 줄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제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서

는데요.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기계가공기능장을 취득하고 나니 허무함이 느껴

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 연락 주시면 도움

졌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야겠다 싶었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드리고 싶어요.

핏데이 : 운동 입문자라면 주목해야 할 홈트 어플
매일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1일부
터 26일까지 난이도에 따른 맞춤형 홈트가 가능합니다.
BBC LEARNING ENGLISH : 출퇴근길 음악 대신 영어 공부
영국 유명 방송사 BBC에서 세계 각지의 영어 학습자를 위해
만든 어플로 영국 원어민 발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적이죠.

어가 재미있기도 했고,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소개받은 일본인 친구

브런치 :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들 중 한 분과는 지금 결혼을 했죠. 우리 기계 산업에서는 일본 제품이 많고 작

다양한 작가의 글을 만나볼 수 있는 글쓰기 어플 브런치는 에

업설명서도 한자와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는 터라 업무에도 큰 강점이 된다고

세이, 시사 이슈 등 여러 주제의 글을 볼 수 있고 직접 작가가

느낍니다.

되어 연재할 수도 있어 글쓰기 공부에 효과적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안 제 인생 2막 목표는 ‘산학협동교수’가 되는 거에요. 이론을 바탕으로 가르치
는 교수님들이 있다면, 산학협동교수는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
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도 노력해야겠죠? 지금도 위험물 기능장 자격
증 취득을 위해 공부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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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맡기면 주차는 물론 세차와 차량점검, 전기차 충전까지 한 큐에 해결해주는 서비스. 상상 속에서나 있던 미래 도시의 스마트
한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러한 상상을 한 발 앞서 실현해가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상반기 그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우수작을 차
지한 SF솔루션개발팀의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함께 상상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START-UP 코너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봇 기반 Total Parking Solution
아이디어로 꿈꾸는 더 스마트한 미래

START-UP
윤신필 책임연구원 (AMR 연구개발)

이동준 책임연구원 (주차로봇 관제 개발 PM)

남희경 연구원 (AMR 연구개발)
고영산 연구원 (주차로봇 관제 연구개발)

금요일 오후 1시에 서울 시내에서 고객사와 미팅이 있는 김위아 씨는
미팅 장소에 가까워지자 스마트폰을 통해 근처 주자창을 검색한다.
오늘 미팅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주차하는 김에 이왕이면 세차까지
예약될 수 있는 곳으로 골라본다. 지난 밤 내린 비로 얼룩진 차가 영 거슬렸기 때문이다.
내일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근교 나들이를 갈 생각이니,
미리 전기차 충전도 충분히 하고 미뤄둔 차량 점검도 꼼꼼히 받을 계획이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주차장을 검색하자 조건에 맞는 곳이 때마침 근처에 나온다.
입구에 가서 발렛 서비스를 호출하자 주차 로봇이 입구까지 나와 내 차를 알아서 가져간다.
이전에는 주차 자리 찾는 데만 족히 10분은 허비했을 텐데,
단 몇 분만에 주차 고민이 해결이다.
덕분에 미팅 시간에 맞춰 오느라 거른 점심식사를 할 시간 여유도 생겼다.
주차 한번에 세차, 점검, 충전까지 맡길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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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은 오히려 길게 잡힌 미팅시간이 반가울 따름이다.

Park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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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해주세요.

을 꽉 맞춰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요.

이동준 책임 물론 기쁩니다. 그룹사 안에도 기술력 있는 조직이

또 유휴 시간을 활용해 충전, 세차, 점검 등을 하면서 시간적 효율

많은데 그 중에서 종합 3위를 한 만큼 아주 기쁘고요. 아이디어

까지 극대화할 수 있죠.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와 관련해 상상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 결국 실행하고 현실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부담도 큽니다.
남희경 연구원 저희 팀이 회의하는 방식이 보고가 아니라 토론
하듯이 회의를 해요. 그 과정에서 한 명씩 낸 아이디어들이 합쳐

고영산 연구원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의 중심에는 RnA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발맞

져 좋은 아이디어가 된 것 같아요. 그 덕에 수상을 한 것 같고 저

춰 RnA 기술센터가 신설됐고, 경쟁력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봇 등 여러 로봇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유동적으로 작동할 수

희의 기존 업무와 연결하여 수상하다 보니 그게 더욱 동기 부여

팀원들 모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현대차 양재본사 주

있게끔 로봇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로봇 주차를 기반으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 발렛 서비스를 시작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주차 로봇 서비스가

이동준 책임 ‘로봇 기반의 Total Parking Solution’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로봇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주
차 로봇 외에도 전기차 충전 로봇, 원격 차량점검 로봇, 세차 로

Q

실현하는 회사로서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 해서 ‘쏘카’ 같은 플랫폼 서비스처럼 주차 서비스를 모바일로

남희경 연구원 제가 생각할 땐 솔루션을 구성하는 항목마다 로
봇이 필요한데,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가 이미 개발하고 있는 로

예약,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 시간 동안 부가적으로

봇이란 점이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스캐닝, 발렛 서비스, 전기차 충전 등의 토

선점할 수 있죠. 관제 시스템 역시 개발 중인만큼 사업 진출에

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디어에요.

있어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운영될 계획이에요. 아이디어 내용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Q

어떤 게 중점적으로 남은
과제일까요?

Total Parking Solution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준 책임 지난 5~6월 두 달 간 그룹사 양재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로봇 발렛 주차 서비스』를 최초로 시범운영 해보기도
했는데요. 관제 서비스와 주차로봇으로 로봇 주차 서비스를 운

이동준 책임 주차로봇은 현대자동차 생산기술본부와 협업해

Q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영해본 것은 그룹에서도 최초 시도였어요. 배차 서비스를 체험한

고 경쟁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 여럿이 시장조사를 했어요. 우리

고영산 연구원 Total Parking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
차로봇, 충전로봇, 감시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이 충분히 강점이 있고 좀 더 보완하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

런 다양한 로봇들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는게 중점적인 과제라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란 기대
와 확신이 커진 계기가 되었고, 조만간 인천 공항에도 시범 서비
스할 예정인데 제대로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서 보완하고 개발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

분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볼

겠다는 가능성을 봤죠. 프랑스 드골공항의 경우 주차로봇이 이미

생각하고, 품질 좋은 로봇을 생산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도 큰 과

이동준 책임 제가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가 아무래도 주차 로

상용화되어 사용 중이에요. 다만 그 로봇은 일반 상용트럭처럼

제라고 생각합니다.

봇 관제 시스템이다 보니 클라우드나 모바일 기기와 연계한 아

머리 부분이 되게 높습니다. 또 부천시도 정부 과제로 주차로봇

윤신필 책임 우선 로드맵상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야 하는 것부

윤신필 책임 4차 산업에 접어들며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코로

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팀원 뿐만 아니라 팀장

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로봇 역시 받침대 방식으로 차량 밑에 들

터, 로봇들을 어우러지도록 하는 관제까지 우리의 숙제이죠. 소

나로 인해 비대면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로봇의 중요성이

님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었고 이를 조합해 종

어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반면 우리 로봇은 가장 납작하

프트웨어 핵심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서 끝

커지는 만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에서도 미래 신성장동력

합 솔루션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 팀

고 차량 옆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 사용 편리함 측면에서 여러 강

이 아니라 서비스와 양산, 선행기술 외에 필드에서 생길 수 있는

제로 주목받고 있어요. 여러 시장 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비교해

전체가 다 같이 아이디어를 조금씩 모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점이 있어요. 따라서 주차로봇에서부터 큰 강점이 있다고 봐요.

문제를 대응하는 것 역시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보면 우리가 개발하는 로봇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같습니다.

윤신필 책임 주차 시스템 자체는 흔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아이템

차차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

요. 이에 더해 고객의 감성까지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발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그룹과 시장 내에
서 로봇 분야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신필 책임 현업에서 보고 느낀점과 저희 RnA기술센터의 중

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첫번째는 주차

각하는데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로봇 사업을 위해 많은 유관부

장기 로드맵에 계획 중이던 로봇을 잘 응용한 것 같아요. 팀 회

로봇 자체의 차별화에요. 우리가 개발하는 주차 로봇은 저상형으

서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번 아이디어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축

의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 조합 가능한 아이

로 두 대가 짝을 이뤄 차량 하부로 들어가서 작업한다는 점이 좀

한 것처럼 그룹 차원에서도 각 계열사들의 역량 발휘에 따라 로

디어를 추려서 잘 융합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께서 중심이 되

독특해요. 또한 이동준 책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폭보다 크

봇 사업의 발전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대건

어 팀원들 모두 열려있는 자세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한 덕

기가 작아서 정면, 측면, 후면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설과 협의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공항에

분에 이번 아이디어가 제안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

두번째는 우리가 개발 계획 중인 여러 종류의 로봇을 적절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글로비스의 해외 물류망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

사의 다양한 부서가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고 앞으로 함께

조합해 주차 시스템을 운용하는 관제 기술 같아요. 로봇 뿐만

할 수도 있겠죠.

많은 노력이 필요한 RnA 부문을 대신하여 대표로 저희 팀이 수

아니라 다양한 로봇을 잘 융합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로봇 관제 역량 확보도 중요

Q

현실화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장점?

한 경쟁력이에요.

Q

아이디어 제출 당시 입상은 기대
하셨나요? 수상 소감은 어떠세요?

Total Parking Solution

윤신필 책임 주차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공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돼요. 가령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주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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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用한 주차 시간 활용 新개념 로봇 솔루션

주차 무인화

효율화 측면이죠. 대략 30% 정도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모바일예약/정산

차량 스캐닝

로봇 주차

고객 업무/휴식

자동으로 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주

고영산 연구원 팀 내부적으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
견 나눌 때는 수상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흩어진 각자의

차하는 것과 주차 로봇이 주차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아이디어가 Total Parking Solution으로 합쳐지면서 좋은 결과물

봐요. 차량은 행으로 이동할 수 없잖아요. 주차 로봇을 이용하게

이 만들어졌고,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입상의 기대

카페/음식점/편의

되면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할 필요 없이 테트리스처럼 공간

감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룹사 전체 3위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휴식 공간

전기차 충전

로봇 세차

원격 차량점검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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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우수 리더

SATISFACTION
우리 회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전사 차원에서 다양한 고객만족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유연한

4인방을 만나다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각 팀에서 고객만족 리더를 선발해 고객만족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내·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
니다. 지난 6월에는 프로세스혁신팀 주관 하에, 각 팀의 고객만족 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리더를 위한 ‘고객만족경영 우수
리더’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고객만족 활동 실적과 리더 간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하여 우수 리더 12명을 선정했는
데요. 우수 리더들 중에서도 상호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 고객 감동 끝판왕 4분의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설비구매팀 정희진 매니저

차량부품시작팀 남길우 연구원

특수개발2팀 김왕순 책임연구원

T/C설계2팀 이정헌 책임연구원

고객만족을 위해 활약하고 계신 많은 리더분들과 저희 팀

먼저 고객만족 우수 리더로 선정된 것에 정말 영광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우수 리더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참여해주신 팀

올해 처음으로 ‘고객만족 리더’로 선정되어 연초엔 잘할 수

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객만족

고객만족 리더로서 2년차가 되어가는데 그동안 제게 있어

장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객을 위한

있을까 의문도 들고 막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만

리더를 맡으며 고객만족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업무 진행 시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회사가 전폭적으로 분위기를 만들

족 활동의 취지부터 월별로 해야 하는 활동, 과거 활동 사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팀원들 모두 고객만족에 대한 의

다는 것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고려하며 업무를 진행하다

어 주었기에, 우리 팀도 고객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

들을 상세히 살펴보며 우리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지가 강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항상

보니 결과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도 높고, 저 또한 업무 만족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ESG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정했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

도가 향상되어 리더로서의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객만족 활동이 우리 회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저는 ‘고객만족 리더’가 고객만족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전

동은 3월에 실시했던 ‘고객만족경영 캠페인’입니다. 팀의

이러한 리더의 변화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도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조직원의 참여 촉진 및 중재자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6개월

고객만족 각오를 선정하는 활동이었는데, 팀원들이 합심하

그 결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팀의 고객만족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모

간 열심히 임했습니다.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팀 자체 고

여 각오 문구 후보로만 8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

수 있었습니다.

든 업무를 할 때 고객만족 활동과 연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객만족 교육도 실시해보고, 협력업체를 방문해 VOC도 진행

면 저희 팀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

하반기에도 ‘고객 입장’에서 고객만족 리더로서 역할을 수

자주 든다는 거에요.

했죠. 조치 가능한 내용은 즉각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고객

하며 투표도 진행했죠. 그 결과, 내부 고객인 청구 부서와

행할 예정이며,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고객 만족 활

우리 회사 모두가 서로 고객과 고객으로 얽혀 있는데요.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외부 고객인 협력사를 모두 담아낸 문구를 선정할 수 있었

동을 진행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 경영 마인드로 아주 소중한 고객을 대하듯 서로에 대한

많은 고객만족 리더분들 중에서 우수 리더로 선정되기엔 아

습니다. 상반기에 설정한 각오를 잊지 않고 하반기에도 내

업무를 처리해준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

직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

외부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 남은 기간동안에도 팀원들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고객만

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족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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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우수 리더들의 소감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업무와 의사결정을 고객관점에서 진행하는 ‘고객 몰입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현대위아, 올 하반기에도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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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더위
싹! 가시게할

VOICE OF HYUNDAI WIA

이번 여름도 무더운 나날이 이어집니다. 엑소시스트, 전설의 고향 같은 고전 공포영화
부터 오늘날 웹툰 옥수역 귀신, 드라마 보이스, 영화 컨저링까지 뜨거운 여름마다 공포
물은 성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도, 바깥 나들이도 어려운 요즘, 집 안에서 현
대위아 사보와 함께하는 납량특집은 어떤가요? 올 여름, 사우들의 무서운 이야기로 땀
을 식혀 드릴게요. 오싹오싹 공포 이야기, 함께 보시죠!

납량특집
무서운 이야기

서비스지원팀 이지원 매니저
입대하기 전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
하여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군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께서
경계하는 말투로 ‘누구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거라 몰라보시나 싶어 ‘저
는 지원입니다, 할머니’하고 말씀드리자 곧 할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셨
죠. 그리곤 바깥을 살피며 옆에 있던 예쁜 여자애는 누구냐 물었습니다. 곧이어 거실에
계시던 삼촌도 ‘여자친구는 왜 안 들어오고, 너만 혼자 들어왔냐’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혼자 할머니 댁을 찾았고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말이죠...
할머니 댁은 한 층당 2가구만 거주하는 계단식 아파트 형태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면 저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할머니 댁이 12층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12층에 살다 보니 요즘도 가끔 그 예쁘다던 얼굴이 과연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해외서비스팀 김상민 매니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야 할 지, 슬픈 이야기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2011년 여름,
저는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필리핀 3개월, 뉴질랜드 1년 총 1년 3개월 간의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의 필리핀 연수가 끝나갈 쯤 일주일 정도
필리핀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 도시 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해야 했는데 기상악화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습
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 어렵게 도시 공항에 도착했지만, 뉴질랜드행 비행기의 이륙까
지 30분밖에 남지 않아 정책상 해당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 하루
를 기다리면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비자 만료일이 당일이라 하는 수 없이 한국
으로 일단 복귀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땐 긴 여정을 생각해 휴대폰을 개통해 두지 않았고, 아버지가 걱정하
실까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2012년 새해를 한국에서
맞이하게 되었고, 당시 유행이던 싸이월드를 통해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나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접속하던 차에 사촌동생이 방명록에 남겨놓은 글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어…”
저는 무슨 말도 안되는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사촌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1월 1
일 새벽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생각해보니 아버지
가 저를 보고자 일부러 한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차량부품품질관리1팀 김세환 매니저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김진수연구원
때는 2012년 여름 금요일 밤이었어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 직원들 사이에는 해당
건물 11층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평소 귀신을 믿지 않는 저로서는 대수
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11층의 한 상영관에 영상이 잘 송출되는지 확인하러 들어갔습
니다. 간단히 내부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상영관은 맨 앞에 영화가 나오는 대형 스
크린이 있고, 계단식으로 의자가 이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영상 송출 장치는 가장 높
은 좌석 뒤에 있는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영화 볼 때 가장 뒤쪽 좌
석을 주로 이용하는 분이라면 영화관을 오가며 본 기억이 있을 거에요. 얘기로 돌아가 영상 송출
을 확인하는 곳이 가장 뒤쪽이자 위쪽이다 보니 의자에 앉은 관객들의 실루엣이 모두 보이는 구
조였습니다. 당시 밤 11시 심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좌석이 거의 꽉 차있어 혼자 ‘이상하네. 이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있다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장 시간이 다가오자 앞서 봤
던 많은 관객들이 나갈 걸 예상해 일찍부터 퇴장 준비를 했는데.. 막상 나오는 건 딱 2명의 관람객
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많던 실루엣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2

지난 4월 외국에 사는 친구가 입국하는 날짜에 맞춰 제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입국일
기준 약 5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일정을 짜 두었죠. 그러나 연초에 계획되었던 개발 업
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충분히 여유 있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제
주행 일정과 점점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부서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정을 조율하
고 싶었지만, 개발업무 역시 일정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숙
소와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려던 순간! 업무 일정이 일주일 더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안
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휴가를 계획할 때면 그 때
의 일이 PTSD처럼 저를 괴롭혀 몇 번이고 다른 변수는 없는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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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Information Technology P. Ashik Mohamed

멕시코법인 CVJ Machinery Isai Briones Hernandez

2011년 여름, 졸업 후 몇 년 만에 대학교 동기들과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학창 시절
추억을 나누며 밤이 깊어 갔죠. 즐거운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친구들과 웃고 있었는
데요. 저희 웃음 소리에 의문의 여자 웃음소리가 함께 들리는 거에요! 너무 놀라서 웃
음기가 싹 가셨는데 저희가 웃음을 멈추는 그 때 의문의 여자 웃음소리도 딱 끝났어
요. 이 때 한 친구는 자고 있어서 깨어있는 친구들과 바닷가도 걸을 겸 겁이 난 마음에
방을 뛰쳐나갔죠. 새벽 2시 쯤이었는데 얼마 되지않아 방에서 자고 있던 친구도 헐레
벌떡 뛰어나오는 거에요! 알고 보니 저희가 들었던 것과 같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호텔 직원에게 이야기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고, 방에
들어가기 무서워진 저희는 직원에게 짐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한 후 황급히 호텔을 빠
져나왔습니다. 이틀 뒤 친구가 호텔에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문의를 하자 “사실 지난달
수영장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 직원이 저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던 거에요. 친구들과 그 때 들었던 여자
웃음소리가 생생히 떠올라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회상하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아요.

9년 전, 제 가족은 에스코베도(Escobedo)에 있는 집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새벽
2시에 도착해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요. 천장에서 작은 공을 튀기는 소리가 반복
적으로 들리는 거에요. 크게 개의치 않은 채 볼일을 보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벌써 도착했
어?”라고 누군가 묻길래 "응~ 방금 도착했어. 금방 나갈게”라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밖
으로 나갔을 때 아무도 없길래 아내가 기다리다 지쳐 다시 자러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곧이어 방
에 들어가 아내를 깨워 말을 걸었지만, 화장실 문을 두드린 적도 말을 건 적도 없다고 하네요. 당
시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장모님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으
며 "장모님, 어제 밤에 화장실 문 두드리면서 이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여쭤봤지만 “자네 어제
몇 시에 들어온 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던 의문의 공
소리는 며칠 지속되더니 멈췄고요. 그날 이후 아내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후 2시에 낮잠을
자려고 막 눈을 감으려던 찰나에 두 살 아들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쿵 소리가 나는걸 듣고
놀라 아이가 떨어진 침대 모퉁이 바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넘어지기는커녕 침대에 멀
쩡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였을까요?

인도법인 Sales B.Srivathsan

멕시코법인 CVJ Calidad Miguel Angel Varela Amador

인도 남부 폰디체리(Pondicherry)의 해변에서 겪은 일이에요. 여행을 다니며 사진 촬
영하는 걸 사랑하는 저는 올해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바닷가로 놀러갔어요. 밤 10
시 반 둥근 보름달이 뜰 무렵 카메라를 설치해 긴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죠. 그 때
들리는 누군가의 비명소리! 주위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 몇 명이 놀고있는 모습을 봤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에 빠진 사람
이 있는지 바다 속으로 조금 들어가봤어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수영을 해야 할 때
쯤 똑같은 비명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두 손이 제 등을 거세게 눌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누군가 제 등을 누르고 전 바다
수면 아래로 곤두박질치듯이 빠졌죠.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하다 겨우 빠져나왔어요.
아직도 그 비명 소리가 제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렇게 깊이 수영해 들어간 것도 아니
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건지 알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모렐로스주(State of Morelos)에서 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3시 5분이었죠. 도로 위에는 저희 가족이 탄 차만 달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
자가 덩그러니 서있었어죠. 무서워서 일부러 보지도 않고 지나치며 안도의 숨을 내뱉었죠. 그리고
여자가 서있던 곳을 돌아 본 순간, 뒷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엑셀
을 힘껏 밟았죠. 온갖 기도를 하며 정신없이 달리다 공포에 떨며 차에서 내렸는데 여자는 사라지
고 없었어요. 얼마 뒤에 안 사실이지만 약 45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한 여자의 영혼
이 그 도로에서 떠돌고 있다고 해요.

멕시코법인 Diecasting Quality Hector Fabian Hernandez Lara
지인의 공포 이야기를 사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녁 8시 30분, 병원에서 일하는 A
는 늘 그렇듯 교대근무를 위해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핏
기없이 창백한 벌거벗은 한 남자가 그를 향해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오고 있었어요. 복
부가 개봉된 채 핏기가 가시지 않은 창자가 바닥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이 온 몸이 경직된 채 서있었죠. 마치 봉제 인형처럼
그 남자는 제 지인 앞에서 쓰러졌고, 바로 뒤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인 동
료가 서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라고 물
으니 부검 도중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다며 큰일이 난 것 같다고 대답했
습니다. 살아있던 사람을 죽인 걸까? 쓰러져있던 남자를 수술실로 옮겨 2차 부검을 시
작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이 사람이 익사하여 48시간동안 심장이 멈춘 죽은 사람이었
고 부검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그에게 달려온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사후 반사 작용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것만큼 소름 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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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경영지원부 장예류(红丝带)
전해 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드립니다. 한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5층에 있는 환자에게 응급조
치를 마친 후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에 탑승
한 후 1층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열리지 않고 쭉 내려가 지하 3층에서 멈
추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음산한 기운이 풍겨왔죠. 지하 3층에서 기다리
고 있던 여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걸음을 내딛자 의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있던 간호사가 의사에게 “왜 그 여자를 들여보내지 않냐”고 묻자, 의사는 답했
습니다. “그 여자 손목에 붉은 리본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지하 3층은 병원 영안실이고, 모든 시
체들은 손에 붉은 리본을 매고 있어요.” 의사는 놀란 마음에 계속 숨을 헐떡였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천천히 의사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런 붉은 리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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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가족이 늘어나는 기쁨
그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품에서 떠난다는 아쉬움과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대견함이
모여 김태봉 사우 부부는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특유의 명랑함으로 집안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던 큰 딸의 빈자리는 더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엔진생산2부 김태봉 기술선임
작년 10월 엔진생산2부 김태봉 기술선임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금지옥엽 첫째 딸 서영 씨가

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배우자에게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는 요즘입
니다.
“삐약삐약 병아리 같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집을 간다니까 ‘언제 이렇게 컸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새도 때
가 되면 둥지를 떠나듯 내 딸도 자기 짝을 만나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퇴근시간이 되면 큰딸이 현관문

결혼하며 사위가 생긴 것이죠. 웃음 가득한 새내기 부부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태봉 사우 가

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데 아직 허전함이 큰 것 같네요.” (김태봉 사우)

족으로 스튜디오 안이 조명을 킨 것 마냥 환해집니다. 행복한 가족의 탄생을 기록하고자 오늘도 카메라

김태봉 사우는 사위를 처음 본 순간 장모님께 인사 드리러 가던 옛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든든한 사윗감으로

는 열일 중!

보이고 싶어하던 청년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죠. 물론 이젠 딸을 보내기 아쉬워했던 저 옛날 장인어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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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꽃길만 걷자

김태봉 사우의 아내 조미옥 씨는 첫 만남부터 아들이 생긴 것 같

새내기 부부의 앞길을 응원하며 딸의 부모로서, 또 부부 선
배로서 김태봉 사우 부부는 딸 부부에게 진지한 조언을 건

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듬직하고 씩씩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
에 쏙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김태봉 사우의 막내 김서윤 씨에게 이번 촬영은 더욱 특별

넵니다.

에는 딸이 품에서 떠난다는 섭섭함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결

합니다. 현대위아 사보와 그룹 사보 모터스라인을 관심있게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봤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을

혼한 딸에 대한 걱정보다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충만함에

읽어온 독자로서 직접 참여한 것은 물론, 낙담한 가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더라. 그래도 다른 사람

집중할 때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쁨을 떠올리며 조미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언니를 생각하는 마

에게 그리고 사회에 피해주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건 중요하

옥 씨는 딸의 결혼식 당일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웃는 모습으

음이 깊은 동생은 이제 진정으로 언니를 아껴주고 사랑해

다고 생각한다. 웃으면서 살아도 인생은 짧으니 남은 인생

로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생겨서 안심입니다. 이렇듯 화목한 김태봉 사

동안 이제는 부부로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살도

“큰딸이 결혼하는 것이 내 자식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한

우 가족을 보며 사위 이기업 씨는 행복한 가족이라는 목표

록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명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작은 딸

를 마음 속에 새겨봅니다.

(김태봉 사우)

까지 시집가면 집안이 정말 휑할 거예요. 여태 품에 있었던 딸

“장인어른, 장모님~ 딸을 아름답게 잘 키워 주셔서 고맙습

“가정 생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서로를 배

둘이 모두 떠나면 당연히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되겠지만, 결국

니다. 매번 저희 먼저 생각해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건강 식

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처음 가졌던 사랑하는

은 가족이 더 늘어나는 거니 좋다고 생각하려고요. (웃음)” (아내

품도 잘 챙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도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내 조미옥 씨)

조미옥 씨)

저희 부부의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걱정 없이 흐뭇

새내기 부부의 앞날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굳건한

한 미소만 가득하게 해 드릴게요!” (사위 이기업 씨)

믿음으로 펼쳐진 꽃길만이 가득할 겁니다!

모든 날이 좋았다
아내 조미옥 씨는 모두의 축복을 받던 결혼식 날을 회상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야외 촬영을 해야 해서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
요. 결혼식이 4월이다 보니 벚꽃이 만발해 있었거든요. 벚꽃 잎
들이 눈송이처럼 예쁘게 날리고 있었고, 그날 공원에 놀러 왔던
사람들로부터 ‘어머, 결혼하나봐’라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드라
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웃음)” (아내
조미옥 씨)
딸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는 물론 사위를 맞이한 김태봉 사우와
아내 조미옥 씨게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지만, 순간은 슬프게
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촬영업체의 실수로 부부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모두 받아볼 수 없게 되었죠. 언니와 가
족들의 슬픔을 아는 동생 김서윤 씨는 우리 사보에 사연을 보냈
습니다. 결혼식을 대신할 더 완벽한 우리 가족의 결혼기념 사진
을 촬영해 보기로 한 것이죠.
“결혼식 마지막 포토타임 때 찍었던 사진들이 다 없어졌어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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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에서 딸과 사위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결혼식 분위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정장 콘셉트에 여름이라 시원한 느낌을 더해 화이트&블루로 맞
춰 입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봉
사우)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28

•문의 및 참여 : 홍보팀 사보 담당자 (sumsum@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으로 사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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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고공 행진에
매력 더하는 전기차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하반기 신차, 전기차 대거 출격

18분 이내에 배터리 80%
‘초고속 충전’

충전료 15~21% 인상…
내년 특례할인 폐지

기름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

올해 하반기 굵직한 신차는 전기차가 장악

많은 이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가

기름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전기료도 영향

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해 ℓ당 161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8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첫 전기차인

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충전 문제일

을 받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일(1615원) 이후 최고가입니다. 기름값을 움직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차를

G80 전동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1회 충

텐데요. 최근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적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 인상

두고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 시 최대 427㎞를 달릴 수 있어 차체가

다양해진 모델만큼 초고속 충전소가 속속

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국민의 한숨은 더욱 늘어만 갑니다. 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이라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

큰 대형 세단임에도 상당한 주행거리를 확

들어서는 등 충전 환경도 좋아지고 있습니

전기차 충전료가 15~21% 올랐습니다.

지기 마련일 텐데요. 이럴 때 내연기관차보다 유류비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전기차에 시선이 쏠립니다.

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3분기

다.

내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력량 요

에는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

서울 강동구에 자리 잡은 ‘현대 EV 스테

금 10% 할인 혜택을 받고, 내년 7월부터

는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JW(프

이션’이 대표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설

는 특례할인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로젝트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 하이차저(총 8개)가 있습니다. 350kW

다만 이러한 인상 배경은 전기차 보급 확

기아는 첫 전용 전기차 EV6를 공개했습니

급 고출력·고효율 충전 기술을 품고 있

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료 특례할인’이 단

다. 한국GM은 볼트 EV 부분 변경 모델과

어 800V 충전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를 충

계적으로 축소되면서입니다. 앞서 산업통

볼트 파생 SUV 모델인 볼트 EUV를 하반

전하면 18분 이내에 배터리를 10%에서

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17년 전기차 특

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브랜드

8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5분만 충전

례요금제를 도입, 충전료 50% 할인 혜택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10월 유럽에

해도 100㎞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서

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

선보이고, 국내 출격도 조율 중입니다.

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지하 2

과 시기에 맞춰 할인 폭을 단계적으로 줄

수입차도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

층에는 두 번째 초고속 충전소인 ‘E-피트

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다. 메르세데스-벤츠는 S-클래스의 전기

(E-pit)’가 들어섰습니다. 연중무휴로 24시

전기차 충전료가 오른 게 아니라 깎아줬던

차 버전인 대형 전기 세단 더 뉴 EQS를,

간 운영되며, 충전 규격이 DC 콤보인 전기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BMW는 플래그십 순수 전기차 iX, X3 기

차는 모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유류비 부담을 최대 장점으로 꼽으

반 순수 전기 스포츠액티비티차량(SAV)인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충전에 대한 번뜩이

신 전기차 오너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

iX3를 각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우디 고

는 아이디어도 눈에 띕니다. 다임러그룹은

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1000만원

성능 전기차 e-트론 GT, RS e-트론 GT와

전기버스를 위해 지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안팎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자동차세,

볼보의 첫 양산형 순수 전기차 XC40 리차

‘충전 레일’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상용화

유류비,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에

지도 출격 대기 중입니다.

된다면 차고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붕에

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비가 2배 이상

서 레일이 자동으로 움직여 충전해줘 번거

저렴한 전기차의 장점이 더 두드러져 보입

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폭스바

니다. 아무리 충전료가 인상됐다고 하더라

겐은 ‘충전 로봇’을 떠올렸습니다. 주차장

도 내연기관차 유류비의 30~40% 수준인

에 차를 세운 다음 스마트폰으로 충전로봇

전기차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요즘

을 호출하면 충전기를 꽂고 충전해줍니다.

처럼 휘발윳값이 ℓ당 2000원대를 바라보

현실이 된다면 가장 편하고 쉽게 전기차를

며 고공 행진 할 때는 말이죠.

충전하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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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건물주? 어렵지 않아요
MZ세대 중심의 조각투자 열풍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

新문물 소개소

들의 투자처로만 여겨졌던 빌딩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이 택
한 방식이 바로 조각투자입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다수의 구매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나눠 갖고, 발생 수익도 함께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처
럼 값비싼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
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 (DABS) 거래 플랫폼 카사가 국
내에 오픈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부동산 수익 지분권인 DABS의 개인 거래가 가
능하고, 투자 대상의 시세차익과 배당 등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카사의 가
장 큰 장점은 5000원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실제 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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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상장 건물로 진행한 역삼 런던빌 공모에는 7000명 가량이 몰리며 완판을 기록
했습니다. 이중 20~30대 투자자가 5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선 30% 가량이 30대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실의 부동산이 아니라 가상 세계, 즉 메타버스 상에 존재하는 부

N
재테크의 새로운 트렌드

동산에 투자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더샌드박스는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공
간 속에서 자신만의 가상 공간을 제작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
다. 더샌드박스 내 부동산 랜드(LAND)와 게임 아이템이 하나의 NFT(Non-Fungible

F T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 자산이 돼서 이용자들은 이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조각투자
최근 재테크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계층, 바로 MZ세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MZ세대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코인, 미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에도 뛰어들며 새로운
재테크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경제력을 갖춘 일부 부유층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인데요, 소액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을 꿈꾸는 MZ세대의 ‘조각투자’ 트렌드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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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지분 거래 플랫폼 ‘카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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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가의 작품, 음악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2018년 이후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작품 가
격을 매긴 뒤 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펀딩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에 투자자들은 터치나 마우스 클릭 한 번에 미술품 일부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
다. 수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이라도 여러 사람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소액으로 공동구매 해 분
할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습니다. 작품을 빌린 후 그 수익을 공동구매
자들끼리 나눠 갖거나 작품 가치가 상승하면 되팔아 차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수천 억원을
호가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닌 미술작품은 자산가들도 온전히 소장하기 어렵지만 희소성과 미
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경우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미술에 대
한 관심이 높은 MZ세대들은 그 가치상승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정기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발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
한 사랑을 받는 음악이나 최근 역주행 신화를 써내려 간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처럼 역
주행 가능성이 보이는 곡, 저평가된 명곡 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거나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조각투자 상품으로 각광 받는 미술품과 음악은 각각 아트테크(아트+재테크), 뮤직테크
(뮤직+재테크) 로 불리며, 적은돈으로 가심비를 추구하는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재테
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은 전문적
인 금융투자업체가 아니므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
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자산에 비해 환금성이 낮은 편이기도
하죠. 소유권이 분산되는 만큼 판매와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도
상존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M
Z

명품 소액투자 플랫폼 ’PIECE’의 1호 조각 소유 포트폴리오 롤렉스 11점

명품은 사치재가 아닌 '자산'이다.
MZ세대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소비하다 되파는 리셀에 대한 거
부감이 없고 희소성이 커진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중고거래
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의 소비 특성과 증가하는 명품 수요
를 반영한 명품 조각 투자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현물 조
각 투자 플랫폼이 내놓은 ‘롤렉스 집합1호’라는 투자상품은 출시 30분 만
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명품 시계 롤렉스의 인기상
품 11종으로, 6개월 뒤 이 시계들을 되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
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 롤렉스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무려 25%에
달합니다. 앞서 소개한 조각투자 플랫폼들에 비해 투자 시작점은 10만원
정도로 비교적 큰 편이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평균 6개월로 짧은 편이어
서 젊은 층의 투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적은 돈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조각투자 방법은 ‘부’에 관
심이 많은 MZ세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
각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
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앞서 소개한 공동 구매 플랫폼들의
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시세를 책정했는지 투자자 스스로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이유입니다. 마치 합리적인 투자 방법처럼 포장돼 많은 MZ 세대
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바른 투자법인지 잘 따져보도록 해야
겠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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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수익을 분배하는 뮤직테크앱 ‘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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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슈퍼 히어로
차량부품보전부 보전2반 이창민 반장

HYUNDAI WIA HEROES

“긍정의 아이콘, 진정한 협업왕”
차량부품 보전2반 현장관리감독

차량부품사업본부의
협업왕은 누구?

추천 사유
보전부 특성상 등속생산부, 구동생산부, 품질, 생산기술팀, 시설,
안전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협업 요청이 많습니다. 힘든 여건이
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협업하시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전사 최우수 소그룹장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협업능력을 통해 16
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 소그룹 발표회에 참가하고 있는 ‘슈
퍼맨 소그룹’을 이끌고 있죠. 현장과 사무실 간 소통의 메신저 역
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그를 협업왕으로 추천합니다!
추천댓글
차부 본부에 근무하는 분이시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성실
하고, 잘 도와주시고, 매너도 있으시고, 품질 장비도 잘 고쳐 주
시고 등등 팔방미인입니다. 협업왕 적극 추천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멋
진 반장님 화이팅. 요즘 너무 고생이 많네요. 보전작업 HSE 등록
에 본연의 임무까지 너무 바쁘고, 고생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짜
증도 날 만한데 묵묵히 자릴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전부 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항상 소통을 하시며 매사
에 솔선수범하시는 이창민 반장님 이야말로 진정한 슈퍼히어로
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같은 보전 업무를 하지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SUPER
HERO

우선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
전 업무 특성상 타 부서와 협업이 많다 보니 당연한 업무를 수행,

협업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협업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회사 및 생산현장 모든 분야에 걸쳐

최선을 다하며, 보다 더 나은 협업으로 동료들과 화합하겠습니
다. 저를 추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협업 시너지를 강화하는 주역들! 이번 달은 차량부품사업본부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총
5건의 추천 중 댓글 229개와 좋아요 203개로 역시나 쟁쟁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차량부품사업본부의 최종 히어로로 선
정된 3인방.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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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에게 묻다
Q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협업 노하우

우수 히어로
차량부품생산관리팀 백보중 매니저
CVJ 생산/운영 계획 수립
추천 사유
주요 생산계획의 원활한 진행과 최고의 납기를 위해서는 영
업, 품질, 생산, 생기 등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생
산관리 업무에서 항상 밝은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전문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덕분에 주요 생산계획의 원활한 진행과
최고의 납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제적인 협의와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주요 납기 안정화 유지에 기여하는
그를 추천합니다.
추천댓글
강력 추천 합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선제적 업무 관리
로 조직간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업무 효율 향상으로
최고의 협업왕 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백보중 매니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백보중 매니저 열정을 이제 만인이 다 알아 주는군요!
추천합니다!
항상 밝고 뭐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소통 잘 하는 백
보중 매니저를 추천합니다!
긍정의 아이콘 백보중 매니저, 긍정의 협업왕 백보중
~! 강력 추천 드립니다.
수상소감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 동료
분들께서 협업왕으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협업왕으
로 추천해주신 동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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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업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경험

Q 동료들에게 바라는 점

이창민 반장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

이창민 반장 얼마전 진행했던 비정형작업

이창민 반장 연일 계속되는 힘든 생산, 보

여주기. 내가 얘기해서 업무를 하는 것보

허가서 등록 관련 부서 설명회에서 반장

전 업무로 인해 많이 힘이 드신 줄 압니

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여 업무를

으로서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반 동료들

다. 인원부족,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묵묵

진행하므로 업무 공유에 수월하고 협업을

하나같이 저의 편을 들어줘서 얼마나 기

히 자기가 맡은 업무를 완벽히 수행 해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평소에 반에서 도

시는 동료 분들이 진정한 현대위아의 히

백보중 매니저 협업하는 동료 간 동일한

움을 많이 주는 편이지만 이날은 좀 더 특

어로즈입니다. 열악한 작업조건이지만 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간 이해를 하는 것

별했습니다. 보전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선

을 합쳐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

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간 규정과 프로

반장인 저부터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려고

하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

세스 준수를 하는 것 역시 협업의 지름길

하는데 이런 점들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시길 바라며 파이팅! 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백보중 매니저 입사 후, 회사가 좋아짐을

천기용 책임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각 팀

백보중 매니저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를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별 및 담당 별로 하는 업무는 다릅니다. 이

진행함에 있어 협업이 필수인 것 같습니

대한 부분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고 21

해외 수출품의 선적업무부터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그는 문
제점은 빠르게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
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문제 되는 품목에 대해 유관 부서
담당자들에게 사전 내용 공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주는 모
습을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차량부품사업본부의 히어
로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해
외 고객 생산계획 변동이 심할 때에도 발빠른 정보 공유 덕
에 진정한 협업왕의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다. 딱히 하나가 생각난다기 보다는 '너랑

년도 하반기는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게 또 저

일하니깐 뭔가 되는데?' 라는 말을 들었을

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희에게 중요한 미션이죠. 공통적인 문제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천기용 책임 불만이든 욕이든 칭찬이든,

가지고 책임 회피 식의 입장 보다는, 관련

천기용 책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적극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인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이런 힘든 상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담당별

한 전 세계적으로 해외 수출 관련 물류 대

황에서는 더욱이 소통과 협업을 한다면,

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 목표

란에 의해 선적 지연까지 발생 중 및 각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

는 같으므로, 항상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

고객사 별 물량 변동이 매우 심한 상황입

다. 항상 건강 하시고 항상 잘 도와주셔서

추천댓글

고 존중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공급 관리를

감사드립니다.

노하우 아닐까요? (웃음)

담당하는 제가 자칫 놓치는 부분이 발생

우수 히어로
차량부품영업지원팀 천기용 책임매니저
차량부품 및 소재 직수출 사업계획 및 운영
해외 직수출 고객사 니즈 대응 등 차량부품 수출 업무 담당
추천 사유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수출의 제왕! 강력 추
천합니다.

하면 고객사 결품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정신이 없는

시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라떼 같으십니다. 강
력추천!

상황이라 실제로 일부 고객사 품목의 현

부드러운 목소리와 젠틀한 말씨로 유관 부서에게 항상
협조 해주십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각 차부 및 소재 생산관리팀 담당

항상 빠른 업무협조, 적극 추천합니다!
수상소감
우선 저를 협업왕으로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좀 더 협업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저를 추천 해주신 걸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욱 더 원만한 협업을 통해 업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 했었습니다.
자분들께서 수출공급이라는 공통업무를
가지고 직접 고객사와의 소통 및 협의를

MINI
INTERVIEW
진행 해주셨으며 영업과 생산관리의 면밀

한 협업을 통해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업
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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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4) 흡연하는 행위

받았고, 그 죄를 뉘우쳤지만 징역 6개월에 처하게 되었습니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모쪼록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철도종사자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서울중앙지원2020고단5753)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C는 기차 통로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7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올해에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캠핑을 가거나 호텔에 머물며 더위를 피하는

주는 행위
7)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
이 데리고 타는 행위

듣고 있던 중에 역무원이 음악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한 승
차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역무원이 이를 제지

8)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

하자 그의 가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팔뚝을 왼 주먹으로

품을 판매, 연설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열차 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2분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위 열거 행위 중에 1), 3)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C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게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

2)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원 2020고단6189)

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을 위반할 경우 500

D는 승강장에서 열차운행 관리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

만원 이하의 벌금, 6)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역무원으로부

만원 이하의 벌금, 7)을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8)을

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재차 불응하여 한쪽 다리는 승강

위반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장에 두고 한쪽 다리는 열차에 두는 방법으로 열차 문을 닫

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못하게 하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역무원에게 욕설

더 나아가 볼까요? 열차에서 승객은 위 금지행위를 하지 않아야

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습니다. 법원은 폭력 범

하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

죄로 처벌 경력이 있는 D를 징역 6개월에 처했습니다(서울

하여서도 안 됩니다. 철도종사자는 위반한 승객에 대하여 열차

동부지원2020고단3769).

밖으로 퇴 거시키거나 금지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생각보다 중형에 처하지 않았나요? 지하철, 철도 등의 대중교통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의 금지행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철도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설명 드리는 바람에 지면이 부

이번에는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 및 철도에서의 법률 이

이제, 관련 법률과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다른 승

열차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철도안

객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있

전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가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도 있었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죠. 이러한 폭행 사건 외에도 누군가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

2)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로 연설하거나 노상방뇨, 음주 등의 행위를 하여 승객들의 눈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버스에서의 법률 이슈는 지면
이 남으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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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등 승객출입 금지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
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족하네요. 철도의 법률 이슈와 대동소이하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

A는 마포구에 있는 X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

가겠습니다.

로 넘어져 해당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D의 부축을

버스의 경우에도 물품강매, 호객,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

받던 중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몸

조성, 음주소란, 과다노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을 1회 걷어찼습니다. A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

의하여 1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

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으며, 만취하

습니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또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

여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임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과 받을 수 있죠.(국민건강증진법) 만일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특

법원은 그를 징역 5개월에 처했습니다(서울서부지원2021

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고단329).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B는 역사 내에 F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고 대중교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을 이용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호에서 또 다른

잡아당기며 얼굴을 긁었습니다. 그 후 난동을 부린다는 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철 승객들의 신고로 역무원 G가 오자 손으로 G의 목덜미
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비록 철도역무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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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의 씁씁단맛 매력에 빠진
월간미식회

국내 최대 규모의
등속조인트 생산을 담당하는
8인의 용사

이태훈 매니저
김태효 팀장

김종길 매니저

김성수 매니저

이현석 매니저

윤현진 책임매니저

강정훈 책임매니저

몇 해 전 현대위아는 기술적 한계로 100년간 바뀌지 않은 자동차 구동축 구조를 바꾸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바로 세
계 최초로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을 개발한 것이죠. IDA(Integrated Drive Axel)은 엔진서 만든 동력을 바퀴로
연결하는 축인 ‘드라이브 샤프트’와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휠 베어링’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입니다. 현재 IDA는 현대자
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5에 탑재되고 있어요.
이번 달 <월간미식회>에서는 바로 이 중요한 IDA의 생산을 총괄하는 등속생산부가 참여했습니다. 맛과 향이 진할수록
짙은 녹색을 띄는 오늘의 디저트는 초록빛이 가득한 여름을 꼭 닮았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도 차질없이 목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땀 흘리는 등속생산부 직원들은 녹차의 싱그러움과 풍부한 단맛을 느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
42

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깊은 녹차 향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던 등속생산부와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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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신청자
등속생산부 윤현진 책임매니저

Q 녹차 디저트만의 매력은?
이태훈 매니저 녹차의 떫은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달 민트초코편 만큼 극명하게 갈리

점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무더위 속에

지 않겠지만요.(웃음) 평소에 녹차 맛은 주로 아이스크림으로 먹었어요. 쌉싸름한 첫 맛과 달콤한 끝 맛의 조화가

서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녹차 디저트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있는 팀원들에게 맛있는 디저트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Q 녹차 맛처럼 업무의 쓴맛과 단맛이 있다면?
강정훈 책임매니저 얼마전에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가 고장 나서 2주간 고생했어요. 여기저기 전화하다 해결법을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태효 팀장 다른 일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정연석 책임매니저를
포함해 여덟 명의 용사로 구성된 등속생산부는 국내 최대 규모로 등속
조인트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등속조인트의 설계부터 생산을
총괄하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도 납품하며 매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동 부품과
함께 회사 이익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알아냈죠. 밤을 새며 장비를 수리하려고 애썼는데 이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군분투하며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장비가 돌아갔을 때 겨우 쓴맛을 잊게 됐어요. 그날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할 때 ‘술이 달다’
고 느꼈던 것 같네요.
김태효 팀장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녹차도 그냥 먹으면 떫지만 건강에
는 아주 좋은 음식인 것처럼 팀원들이 쓰게만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서류 작성하기도 바쁘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우다 보면 분명 노하우가 쌓여 자신의 파트에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많
이 경험할수록 결국 자신의 자산이 되는 것이니 오늘 먹은 달콤한 디저트처럼 단맛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 모든 팀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Q 어떤 마음가짐으로 등속조인트 생산을 담당하고 있나요?

녹차와 말차의 차이는?

이현석 매니저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고 회사의 ‘효자 제품’인 만

녹차와 말차는 같은 찻잎에서 나오지만 생산 과정이 다릅니다. 녹차는 찻잎을 수확한 후에 뜨거운 물에 열을

큼 생산부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납기

가해 수분을 날려 만든 차입니다. 말차는 수확한 찻잎을 한 번 찐 다음 그늘에 말려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과

와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정을 거칩니다. 가루 형태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명한 녹색을 띄며 풍부한 맛을 냅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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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원 중 최고의 미식가는?

후보1 일인칭 말차푸딩

후보2 비밀 쁘띠타르트 녹차맛

후보3 메리포핀스 녹차롤케이크

김성수 매니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팀에서도 주로 먹는 역

‘좋은 재료로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자’라는 목
표로 2018년 대전에서 오픈 한 작은 푸딩 가
게. 합성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원유 100%
및 프랑스 고급 치즈를 사용하여 신선도와 풍
미를 극대화했다. 취향에 따라 에스프레소와
함께 먹으면 이태리식 푸딩 판나코타 완성!

‘한 끼의 식사가 되다 [Let Bread Be a Meal]’
라는 의미를 담은 BE MEAL은 건강하고 맛있
는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기 위해 시작됐
다. 이원일 셰프와 전문 셰프들이 함께 운영
하는 이 베이커리에서는 매일 700개가 넘는
빵이 매일 판매되고 있다. 테스트 마켓 1순위
라는 ‘이대상권’에서 무려 5년째 자리를 굳건
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하 설명을 생략하
게 한다.

조용하고 아늑한 대구의 한 카페는 녹차롤케
이크와 슈크림을 전문적으로 만든다. <생방송
오늘저녁>에 소개된 만큼 오직 녹차 맛에 집
중한 결과를 맛볼 수 있다.

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굳이 멀리 있는 맛집을 찾아 가진 않
지만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자’인 편인 것 같아요. 직접
찾아 다니기보다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을 방문하는데, 실패
확률이 훨씬 낮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Q 참여 소감은?
이현석 매니저 평소에 <월간미식회> 코너를 재미있게 챙겨보
고 있었어요. 3공장 내에서 이런 이벤트가 열리는 건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는데 윤현진 책임매니저님 덕분에 직접 참여하
게 되어 신기하고 감사드려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 기
쁘고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훈 책임매니저 시식 전 까지만 해도 녹차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계인 입맛이라고 생각했어요. (웃음) 근데 전
국 녹차 디저트 맛집을 경험해 보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맛있는 디저트 먹고 더 열심히 일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윤현진 책임매니저 달지 않고 녹차의 쓴맛이
적어 아이들 간식으로 제격이네요. 호기심에
에스프레소를 넣었는데 무슨 맛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매니저 배달 시간 때문에 그런지 푸딩
보다는 부드러운 크림에 가까워요. 좋은 재료
덕분에 건강한 맛이어서 많이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녹차 맛 입문용으로 추천합니다.

김종길 매니저 부드러운 타르트지 위에 올라
간 꾸덕한 녹차 크림이 인상적이에요. 한 입
베어 물면 은은하게 녹차 맛이 입안에 퍼지고
커피랑 잘 어울려요. 다른 두 디저트와 비교

김종길 매니저 녹차 맛을 좋아하는 편인 줄
알았는데 빵에서도 녹차 향이 나고 크림치즈
와 녹차 맛이 섞여 나니 조금 물리는 것 같아
요.
이태훈 매니저 여태 먹은 롤케이크 중 가장
맛있어요. 녹차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녹차
맛이 진하게 나는 크림이 인상 깊네요. 물론
빵도 부드러워요. 대구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직접 가서 사 먹어 보고 싶을 정도예요.

했을 때 달달해서 아내가 좋아할 것 같네요.
이태훈 매니저 평소에 에그타르트만 먹었는

데 녹차 맛이 있다니 신선한 조합인 것 같
아요. 녹차 맛 생 초콜릿을 빵에 콕 찍어 먹
는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타르트지가 더 얇
았더라면 더 조화로울 것 같아요.

최고의 구동생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BEST PICK!

메리포핀스 녹차롤케이크

동그랗고 부드러운 빵이 진한 녹차 맛 크림을 감싼 메리포핀스의 녹차롤케이크
가 이날의 BEST PICK으로 꼽혔습니다! 빵과 녹차크림의 완벽한 조화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었습니다. 특히 메리포핀스는 11년간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며 명
불허전 대구 녹차롤케이크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글로벌 시장
에서 인정받아 온 등속생산부와 참 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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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커스

2013년
미국 테이퍼링 당시
기억 및 투자전략
시사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오창섭 책임매니저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예상보다 빨리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회귀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 경기부양책과 함께 국제 원자

화 이슈가 부각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전세

재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계적인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 및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빠

투자계획 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경제환경이 주요국들로 하여금 코로나 당시 대규모 금융완화

른 경기회복 탄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21년 들어 인플레이

정책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을 높였다.

션에 대비해 브라질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들이 금리인상에 나

특히, 올해 하반기 전세계 금융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미국 테이퍼링 진행 가능성이다. 테이퍼링은 통화

섰으며, 2/4분기를 기점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축소

정책에서 유동성 확대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이는 통화긴축 전환에 앞선 예비 작업이다. 이는 지난

와 국내 연내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전세계 통화긴축 전환이 빨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 확대 기조에 따른 되돌림(통화정책 정상화) 정책으로 2013

라지고 있다. 특히, 미국 연준도 2/4분기 들어 테이퍼링 언급과

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대표적이다. 2013년 당시에도 미국경제 정상화와 함께 상반기에 벤 버냉기 당시

함께 단기 자금시장 자금회수 움직임 등으로 하반기 테이퍼링 가

연준의장이 테이퍼링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연말에 실제 테이퍼링 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도 2/4분기 들어 연준의

능성이 가시화 되는 시점이다.

원들의 테이퍼링 필요성 언급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경기개선 탄력

2013년 미국 테이퍼링 당시 통화긴축 전환 우려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은 채권금리 상승 및 미국 달러화 강세를 경

및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인한다. 특히, 작년 연말을

험했다. 당시 5월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준의장이 테이퍼링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국채금리가 큰

기점으로 전세계적 코로나 재확산은 반대로 코로나 백신접종 가

폭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에서는 신흥국에서 투자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신흥국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속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선진국을

상승하는 가운데 신흥국 통화약세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테이퍼링 이슈가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향후 미국 통화긴축 전환은 국제 금융시장에
서 큰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위험과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 채권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러한 채권금리가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상
승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자전략에서는 미국 통화긴축 기조 및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자산배
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통화긴축은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자
산 투자매력을 주목해야 하겠다. 또한 채권금리 상승국면은 일반적으로 경기개선에 따른 하이일드 채권 및 위험자
산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 따른 물가채권 투자에서는 BEI(손익분기물가) 등 가격수
준을 고려할 때 가격부담으로 인해 올해 연말 정도 투자기회를 다시 노려보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투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와 유사하다. 이것을 경제분석에서 경기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경기사이클을 파악하는데
있어 통화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현재는 경기가 어느정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서 다시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화긴축 기조는 점차 경기사이클을 감속시키는 브레이
크 역할을 한다. 투자전략은 이러한 변화하는 경기국면별 어떠한 자산의 투자가 적절한지 고민하는 것이며, 과거 경
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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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HYUNDAI WIA

지난달 감사의 메세지를 받은 대승과 유신기업 직원들이 우리 회사 임직원에게 칭찬메세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주인공은 누구일지 함께 보시죠!

유신기업 박상현 차장 → 주물생산부 양승중 책임매니저

요청하는 대로 최대한 대응해 주시려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책임
매니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재가 안 들어오거나 업체에서 클레임이 접수되는
Together and Further

대승 김정희 차장 → 엔진부품개발팀 남기열 매니저

2019년 I6 엔진 실린더블록 신규 프로젝트 개발 양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을 잘 해결해 주시니 매번 감사드리는 마음뿐입니다. 콘
트롤타워 같은 책임매니저님, 앞으로도 이렇게 끈끈하게 협업했으면 좋겠습니
다!

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련 부분과의 업무 조율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 메시지
를 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최근 협력사 반도체 수급 문제로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Q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원5공장에서 주조 생산 및 안전 개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생산품 라인 현장 대응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관련 점검 및 개선 업무 전반을 담당하죠. 안전협회에서도 정

FROM 대승 김정희 차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5년 입사 후 지금까지 엔진 개발 업무, 부품 구매, 협력사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인당 협력사를 15~20개 정도 맡고 있고요. 김정희 차장님과는 5년 정도 함께 일을 하
고 있습니다.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몰랐어서 약간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협력사를 크게 도와줄 기회도 없

엔진부품개발팀
남기열 매니저

FROM 유신기업 박상현 차장

는데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받아 기쁘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
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김정희 차장님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려울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인 것 같아요. 5년 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
니잖아요. 오래 함께 일을 해온 만큼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도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
는 분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죠.

Q 대승과 함께 일하며 특별히 협업을 발휘한 일화가 있나요?

기 점검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중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조형 라인에 설치된 수직 사다
리에서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으니 계단을 설치하고 더 나아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

주물생산부
양승중 책임매니저

죠. 이렇게 점검 후 설비를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일 때 보람차요.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제가 이런 감사의 메시지와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야할
부분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감사 받는 것 같아 쑥스럽지만,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박상현 차장님은 저와 잘
맞아 밖에서 식사도 종종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Q 협력사와 업무 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간혹 협력사에서 요청하는 일이 저희 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는 업무를 타 팀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업무를 넘기고 받고 해야하는 과정이 까다롭죠.

I6 엔진을 개발할 때 저희도 처음 개발한 엔진이고, 협력사도 처음이다 보니 초기에 불량도
나오고 어려움이 꽤 있었어요. 대승 공장이 있는 전라북도 김제까지 출장도 자주 다니면서 노

Q '협업'을 정의하자면

력을 했죠. 지난 한 해 동안 서로 힘든 과정이었는데 다 이겨내고 양산까지 할 수 있어 나름

‘협업은 소통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전되지않기 때문이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예를 들어, 현장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실린더를 요청하면 생산부에서 모델명 및 품
번을 알아봐요. 이때 보전부에서 청구를 하고 구매 업무를 이어가는데 이 진행 절차를 알

Q 협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아야 시설 설치 진행 일정을 잡고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죠. 소통이 없는 협업은 있을

협력사를 도와줄 수 있는 요소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의사소

수 없는 것 같아요.

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다 보
면 아무래도 일을 할 때도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민, 어려움도 서로 잘 터

Q 유신기업과 성공적으로 소통한 사례가 있나요?

놓고 말할 수 있어 친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현장 불량률 개선을 위한 설비 개조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유신기업에
서 낙하 충격을 줄여 품질을 안정화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높이를 낮추자는 제안했어요.

Q 그러한 친밀함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밸브와 같은 필요 부품을 적극적으로 리스트업하고 타 팀에게 구매를 요청했죠. 이렇

항상 예의를 지키되 편하게 대하려 노력하는 편이에요. 업무적인 것 외에 안부도 물으며 사람에

듯 담당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개선이 이루어 지고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

대한 히스토리를 쌓는 달까요. 물론 업무적인 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잘 지내시

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협업하며 업무 하고 싶습니다.

는지 안부도 묻고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업무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Q 올해 업무 목표나 바라는 점?
우리 회사가 물량도 늘고 매출도 많이 늘어서 협력사들과 같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50

좋겠습니다.

51

HYUNDAI WIA
W+NEWS
2021 · July

’21년 2분기 국내 공장 품질부문 안전점검 실시

HYUNDAI WIA Conducts Semi-Annual Safety Inspection in the Quality Sector

HYUNDAI WIA MEXICO Conducts 'Safety Talk Campaign'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국내 공장 품질부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멕시코법인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Safety

품질사업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안전점검은 국내 9개 공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품질사업부 담

Talk 캠페인’을 실시했다. 반 단위로 진행 한 캠페인은 현장 모든 직원의 참여로 이뤄졌

당자들은 창원2·3·4·5공장, 안산·광주·평택·서산·울산1 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

다. 현장 직원들은 매일 아침 조업 전 건강상태 확인 후 안전환경 담당자가 진행하는 특

전 점검을 했다. 이어 안전의식 교육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진행됐다. 여름 장마를 대비해

별 안전수칙 준수 안내 교육을 받았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전선 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멕시코 법인은 아울러 각 반별 Safety Talk 영상 및 사진을 취합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우리 회사는 이번 점검에서 총 136건의 개선점을 발견, 오는 7월 말까지 모두 개선한다는 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 활동반을 선정하여 포상 이벤트도 진행했다.

획이다. 품질지원팀은 “예년보다 다소 늦게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비바람에 각
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rom June 14 to 30, HYUNDAI WIA completed a 'safety inspection for the second quarter.
The inspection was organized by the head of the Quality Business Division and directors
from nine domestic plants. Staff members in charge visited Changwon 2/3/4/5, 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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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Safety Talk 캠페인’ 시행

멕시코법인은 앞으로도 현장내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해 안전하고 즐겁고 보람찬
SaFE(Safe-Fun-Efficient) 사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In June, HYUNDAI WIA MEXICO held Safety Talk Campaign to establish a safety
culture and prevent safety accidents. Every plant unit member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Workers were encouraged to check their daily health conditions
before starting work and take special safety education organized by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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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team. Each unit submitted pictures and video clips, which were

and survey difficulties workers face in the field. A total of 136 items are checked to be fixed

edited and broadcasted at lunchtime. Selected units with outperforming results

by the end of the month. "The rainy season, backed by heavy winds, started earlier than

were rewarded. HYUNDAI WIA MEXICO will continue to put the best effort into

expected. We will do our best to inspect the facilities beforehand and help to prevent such

establishing a safety-first culture to create a SaFE(Safe-Fun-Efficient) business

accidents", said a member of the Quality Management team.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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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망고 감사상’ 수령

HYUNDAI WIA INDIA Receives 'Mango Appreciation Award'

산동법인 양로서비스센터 현판식 개최
山东法人开展巨峰镇前山北头村助老帮扶活动

W+NEWS

인도법인은 지난 6월 17일 컨퍼런스홀에서 현대모비스 인도법인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산동법인은 란산구 전산북두촌에서 ‘산동법인 양로서비스센

‘감사상’을 받았다. 이번 상은 월간 생산 목표량을 100% 달성하고 코로나19

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산동법인 임직원과 일조시외사판공실

상황에서도 훌륭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어졌다. 현

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소법인도 행사에 참여해 쌀 1t과 식용유 600근을 지

대모비스 인도법인은 상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망고 100kg을 전했다.

원했다. 산동법인은 75세 이상의 지역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날 행사에는 현대위아 인도법인 생산, 영업, 품질 관리 담당자 7명과 현대

양로서비스센터를 열었다. 이곳에는 바둑 및 장기실, 샤워실 등을 마련했고

모비스 담당자 2명이 참석했다. 인도법인 임직원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무료 식사도 제공된다. 산동법인 법인장 공경용 상무는 “어려운 시기를 겪

임직원과 나눌 예정이다.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고 있는 이웃에게 힘이 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업의 책임을 다 하겠
다”고 말했다.

On June 17, HYUNDAI WIA INDIA participated in an award ceremony

2021 · July

held in Conference Hall. The award is given from HYUNDAI MOBIS

6月11日，山东现代威亚联合日照市外办共赴岚山区巨峰镇前山北头村参加

INDIA, a partner company, to appreciate reaching 100% monthly

养老服务中心启用仪式，公司送去了1吨大米、1吨面粉和600斤花生油，

production target and performing successful after-sale customer

用于服务中心日常使用。

support. On the ceremony day, HYUNDAI MOBIS INDIA presented

启用仪式结束后，大家一同参观了养老服务中心，这里有供75岁以上老人

100kg of local mangoes to HYUNDAI WIA INDIA. 7 members from

免费吃饭的餐厅，也有方便老人们娱乐生活的棋牌室，同时还配备了沐浴

the production, sales, quality team of HYUNDAI WIA INDIA, and 2

间。公司总经理在活动中表示，希望山东现代威亚赠送的物资能给新启用

members from HYUNDAI MOBIS INDIA participated in the event.

的服务中心尽一点绵薄之力，助力老年人“幸福养老”。今后山东现代威

"We are glad to share this award with all the faculty members. We will

亚将继续践行“把关爱注入大地，把责任写在天空”的社会责任，彰显责

maintain our effort to sustain a positive partnership", said an official of

任担当。

HYUNDAI WIA INDIA.

강소법인 안전 지식 퀴즈 대회 개최

산동법인, “승풍파랑·NEVER STOP” 헬스 러닝 활동 실시

江苏法人开展安全知识竞赛

山东法人开展“乘风破浪·永不止步”21天健康跑活动

강소법인은 지난 6월 18일 ‘HSE 지식 경진 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안전환경

산동법인은 지난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승풍파랑·NEVER STOP” 활동을

지식 함양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치열

실시했다. 21일간 시행된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하

한 각축전 끝에 총 6개 부서에 소속된 12명의 대표가 결승전에 진출했다. 간

는 건강습관을 기르고자 기획한 헬스 및 러닝 프로그램이다.

발의 차이로 공작기계부서, 등속부서, 보전부서가 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산동법인의 이번 활동에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수상을 하지 못한 임직원은 내년 안전 지식 퀴즈 대회에 1등을 할 것이라고

총 164명이 참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0명의 직원들이 열흘 이상 달렸

다짐했다. 대회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안전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

다. 21일 간 달린 임직원도 38명에 달했다. 임직원들이 달린 총 거리는 1만

고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3777km였다. 이는 일조시에서 티베트를 2번 왕복하는 거리다. 산동법인은

전했다.

앞으로도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중진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할 계
획이다.

为了让公司员工强化安全环境知识，宣传安全文化氛围，达到预防安全事
故的目的，江苏法人在6月18日早上，于福利楼大礼堂举行了HSE知识竞

6月4日-6月24日，山东现代威亚举办了“乘风破浪·永不止步”21天健康

赛，通过前期的选拔，共有6个部门12名代表进入了今天的决赛。在经历了

跑活动。

必答题，抢答题，论述题三轮激烈的角逐后，各组成绩都非常接近，数控

本次活动共设置四个奖项，有164名员工报名参加。其中，90人坚持

部署以微弱的优势取得了第一名，等速部第二名，保全部第三名。最后在

跑步10天以上，38人坚持21天。本次活动所有参赛人员跑步里程共计

一片激烈的掌声中，此次竞赛完美落幕。本次没有获奖的员工说：“竞赛

13777km，相当于日照到西藏2个往返。

的题目都是跟日常生产息息相关的内容，在每次的安全学习中都有涉及。

今后，公司将继续把员工健康放在公司发展的重要位置，引导员工改善生

今天在抢答环节没有发挥好，不然第一名就是我们的！明年一定好好准

活习惯，积极参与健身活动，使身体和心灵都保持健康状态

备，冲刺第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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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21년 7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해킹 당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
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 답변 요구에 방위사업청은 KAI가 해킹을 당한 것은 사실
이라고 인정했다. 방사청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KF-X) 시리즈를 생산하는 KAI 해킹이 사실이라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화제가 된 차세대 전투기
로 내년 시험비행을 거쳐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수키(kimsuky)’
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건의 수법과 KAI 해킹 수법이 똑같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주요시설이 보안상의 이유로 VPN을 사용하는데, VPN에 취약점을 노려 해커들이 공격을 했
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에서 악용된 VPN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민간기
업에서의 피해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경우 국정원에서 사건을 조사하지만, 민간을 담당하
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해업체의 신고가 없다면 조사 및 점검 등
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KAI처럼 이미 피해를 입고도 모르고 지나갈 우려가 크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
기 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출처 : 보안뉴스]

정부 지원 대출 빙자 불법 광고 문자 주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은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등의 문구를 삽입해 정부 및 기관에서 발송
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한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
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수법인데 특히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

7.21 ~ 8.20

거나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한층 진화된
수법을 활용해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
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
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
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보안뉴스]
우리은행 대출 사기 문자 사례
[이미지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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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7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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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퀴즈

2

1. 안전, 보건, 환경 등을 주제로 직접 그린 손그림 혹은 디지털 그
림을 받는 행사 명칭은? (p. 56)
서

요

당첨자

1

7

민
초

수

화

밤

5

호

창

산

르

빌

왕

7

산

1

2. 관제 서비스와 ㅇㅇㅇㅇ으로 구성된 로봇 서비스는 곧 인천공
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p.19)

소
발

3. 특수개발2팀 김왕순 책임연구원은 고객만족 활동이 ㅇㅇㅇㅇㅇ
ㅇㅇㅇ에 소개된 것을 보았다. (p.21)

생
2

기

•특수사업기획팀 박병훈 책임매니저

•엔진부품개발팀 김수열 책임매니저

•기준정보/원가정합성 개선 TFT 박성국 매니저

•통합구매팀 하회종 책임매니저

•차량부품보전부 안병기 기술선임

•해외서비스팀 차지훈 팀장

•구동생산부 조창희 조장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TFT 김태형 기술사원

•T/C설계1팀 표종민 책임연구원

•(사외 독자) 진해재활원 곽소영

3

4. 오오오, 함께 걸어봄에서 공작부품개발팀 송태석 매니저가 1위
를 차지한 부문의 명칭은? (p.9)
5. 등속생산부가 생산하는 제품인 IDA의 한글 명칭은? (p.42)
6.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디지털 유통화증권 거
래 플랫폼의 이름은? (p.33)
3

4

세로퀴즈

4

1. 열차에서의 불법행위를 규정해놓은 법의 명칭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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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6

2. 영화관 아르바이트 시절, 사람이 아닌 실루엣을 본 경험이 있는
사연 신청자의 이름은? (p.22)
3. 차량부품사업본부 협업왕 슈퍼 히어로로 뽑힌 이창민 반장의
소속 부서명은? (p.37)
4. 등속생산부 허설 기술사원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자격증의 명칭
은? (p.13)
5. 지난 6월 임직원의 급여를 모아 각 지역 복지시설에 현대위아
ㅇㅇㅇ를 기증했다. (p.6)
6. 테이퍼링은 2008년 미국 ㅇㅇㅇㅇㅇ 경제위기 당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p.49)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7월호 선물 : 도넛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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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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연(당시 만 3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6. 10. 24 (화)
발생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신체특징 키 110cm, 둥근 얼굴형, 야윈 체격,
본인 이름을 말할 수 있음
착의사항 동물모양 노란색 점퍼, 청색 털실바지,
프로스펙스 운동화

이름

강선미(당시 만 35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6. 07. 30 (일)
발생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신체특징 지적장애 1급, 언어장애, 인지능력 없음,
말을 못함, 글씨쓸 줄 모름
착의사항 분홍색 티셔츠, 청색 츄리닝

이름

이은영(당시 만 13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6. 05. 13 (토)
발생장소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신체특징 키 151cm, 체중 40kg, 코와 입 사이에
2cm 정도의 흉터, 검정색 긴머리
착의사항 무테 안경, 흰색 후드티셔츠, 검정색 츄리닝,
밤색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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