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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나 혼자서는 따로 행복해 질 수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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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몸집이 작은 탓에 큰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곤 하는 흰동가리는 말미잘
이 촉수 속에 숨어 생존을 보장받는다. 흰동가리 역시 말미잘에게 보답하
는데, 스스로 미끼가 돼 말미잘에게 먹을만한 물고리를 유혹해오는 것이
다. 그 덕에 말미잘은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흰동가리도 말미
잘이 먹고 남은 찌꺼기로 밥을 먹는다고 하니 꽤나 괜찮은 친구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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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을 말하다

상 생 을 말하다

# 삶을 공유하다
: 흰동가리와 말미잘
상생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흰동가리다. 농어목 자라돔과의 바닷

상생(相生)의 비법

물고기인 흰동가리는 약 15㎝의 작고 예쁜 물고기다. 몸은 긴 타원
형인데 옆으로 납작하고 높이가 다소 높다. 무엇보다 흰동가리는 색
이 아름답다. 주홍색 피부에 흰색 띠 3개를 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꼭
광대와 비슷하다고 해 ‘클라운피쉬(ClownFish)’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도 상상이 어려우면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를 떠올리면
된다.
흰동가리의 단짝은 다름 아닌 말미잘이다. 한 떨기 꽃을 보는듯한
말미잘은 작은 물고기를 꾀어 포식하며 생존을 영위한다. 화려한 말
미잘의 촉수에는 독을 지닌 자포가 있어, 먹잇감이 접근하면 총을
쏘듯 독을 발사한다. 작은 물고기라면 즉사할 수준이고 사람도 피부
에 닿으면 발진과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독을 자랑한다.
바다의 포식자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 이들
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상생한다. 몸집이 작은 탓에 큰 물
고기의 먹잇감이 되곤 하는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속에 숨어 생
존을 보장받는다. 흰동가리 역시 말미잘에게 보답하는데, 스스로 미
끼가 돼 말미잘에게 먹을만한 물고리를 유혹해오는 것이다. 그 덕에
말미잘은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흰동가리도 말미잘이

상생(相生)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매우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으면 꽤나 새롭다.
익히 알고 있는 뜻인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이 첫 번째 설명이 아닌 탓이다. 사전을 한 번 보자.
[상생 : 음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와, 토는 금과 조화를 이룸을 이르는 말]
언어와 해석은 우리의 사고를 고스란히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의 첫 번째 뜻은 예사롭게 넘길만한 말은 아니다.
물과 금속, 나무와 불, 불과 흙, 흙과 금속은 상극의 물질이다. 불과 나무가 어찌 어울릴 수 있겠으며, 불이 어찌 흙 위에서 타오
를 수 있겠는가. 금과 물은 가당키나 한 조합일까. 완전히 다른 것들끼리 어울릴 정도라야 상생이라니, 그것을 이루는 길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생은 어떻게 이뤄야 할까. 아래 소개할 이야기들은 이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조화
를 이뤄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상생의 비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먹고 남은 찌꺼기로 밥을 먹는다고 하니 꽤나 괜찮은 친구가 아닐까
한다.
사실 흰동가리가 말미잘과 상생에 성공한 과학적인 이유는 아직
정립된 것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말미잘의 독에 면역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말미잘의 특정 물질이 몸에 묻어있어 말
미잘의 착각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말미잘의 색과 크기에 따라 함께 사는 흰동가리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연한 색을 띤 말미잘에는 수수한 흰동가리
가 살고 화려한 촉수를 가진 말미잘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색을 가진 흰동가리가 산다. 함께 사는 만큼 서로 어울리려고 노력
한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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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어린 희생
: 야생동물과 사람

이번에는 청설모다. 전문가들은 청설모가 원래 사람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동물이라고 설명한다. 경계심 많은
청설모도 진심 앞에서는 변하기 마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생에 도전한 이들의 이야기다. 자연의 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야생

박청봉씨는 2014년 죽어가는 새끼 청설모를 발견했

동물과의 상생. 독일 출신의 발렌틴 그루너와 덴마크 출신의 미켈 리가스는 맹수인 사자

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박씨는 그러지 않았다.

와 친구가 되는데 성공했다.

죽어가는 청설모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집으로 데려와

그루너와 리가스가 암사자를 만난 건 2011년이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

정성으로 돌봤다. ‘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식

에서 죽어가는 새끼 암사자를 발견했다. 사자는 탈수상태로 체중은 고작 2㎏ 뿐이 나가지

사 때마다 둘러앉아 아예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이런

않았다. 리가스는 “이미 새끼 3마리가 죽은 상태였고 우리가 발견한 사자도 거의 죽어가

정성 때문인지 청이는 박씨를 떠나지 않았다. 청이는 박

고 있었다”며 “도무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씨 옆에서 찰싹 붙어서 애교를 떨며 막내 역할을 톡톡

그루너와 리가스는 이 암사자를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다.

청설모 '청이'

히 하고 있다고 한다.

사자에게 ‘시르가’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줬다. 시르가가 성장하면서 그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공격할 지도 모르지만, 이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
의 눈앞에 있는 사자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중요했다.

사자와 친구가 된 그루너와 리가스

# 상생의 원칙
그루너와 리가스는 보츠나와 지역의 농업용 토지확보로 시르가가 돌아갈 자리가 사
라지자 이를 확보하는 일에도 나섰다. 이들은 아예 ‘모디사 야생동물 프로젝트(Modisa
WildLife Project)’라는 이름을 짓고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벌였다. 시르가를 포함한 야생동
물이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주시키고 맹수와 사람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한 것이다. 그 결과 시르가는 80㎏의 건강한 사자로 성장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상생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았다. 야생으로 돌아간 시르가가 자신을 돌봐
준 그루너와 라가스를 잊지 않고 있던 것. 2013년 시르가는 그루너가 찾아오자 두 앞발
을 들고 그를 끌어안으며 반겼다. 마치 연인이 포옹을 하듯 말이다. 그루너와 리가스의 진
심은 사자의 야생성마저 녹여버린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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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상생을 이루는 방법은 흰동가리와 말미잘,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상생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희생하는 것. 그것이 양 극단을 조화하는 비법
이다. 이는 숱한 전문가들이 어디서나 이야기했고, 우리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식상한 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생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희생의 무게 때문이다. 나만의 주장, 나만의
사고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이를 꺾고, 상대에 맞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함께 일어서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왔다. ‘나 하나만 살면 돼’가 아
니라 함께 살기 위해 서로 희생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
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 및 이웃들을 위해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왔
다. 이러한 희생정신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상생을 보이며 더욱 큰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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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Q-3Zero
품질목표 필달 결의대회 시행
- 윤준모 사장 비롯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대표 등 총 330여 명 참석
- 다양한 혁신 활동방안 공유해 품질 목표에 대한 의지 다져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2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2016년 SQ-3Zero 품질목표 필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모
사장과 품질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전원, 창원소재 공장 현장 감독자 및 사내 협력사 대표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현장 자율개선 ▲제조품질 자율개선 ▲고객중심 제조품질 확보 ▲무결점 부품품질

우리의 결의

확보를 위한 협력사 레벨업 활동 등 다양한 혁신 활동 방안을 공유했다.
윤준모 사장과 각 본부 대표 임원들은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며 목표 필달의 의지를 다졌고, 행사 참가자들도 품질 혁신활동에 적
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윤준모 사장은 격려사에서 “생산 현장에서는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관리 부문에서는 차질 없는 생산

우리 현대위아 임직원은 회사 비전 및 2016년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매진할 것
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 우
 리는 글로벌 최상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향상 및 조직간

무결점·무고장 완벽 품질 달성을 위한
SQ-3Zero 도전!
SQ-3Zero의 SQ는 Safety Quality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3Zero는 ▲부품 협력사 품질 레벨업을 통한 부품 입고 불량
Zero ▲현장 자율개선 활동을 통한 공정유출 불량 Zero ▲제조
공정 월별 개선테마 활동을 통한 고객입고 (설치 시운전) 불량
Zero를 의미한다.
우리 회사는 SQ-3Zero 캠페인 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하여,
품질개선 및 힉신활동을 체계화 하고, 가시적인 품질개선을 이
룰 수 있도록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항상시켜 나갈 것이다. 더
불어 부품에서 공정까지 품질시스템을 한단계 레벨업시켜 글로
벌 최상 품질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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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Quality

SQ – 3Zero
고객 불만
Zero
공정 불량
Zero
부품 불량
Zero

협력 강화를 통해 SQ-3Zero 품질 목표를 필히 달성 한다.
하나. 우
 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 최우선을 항상 생각하며, 모든 업무를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
 리는 최상 품질 확보 및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현장에
서 부터 고객 관리까지 전사 품질 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
 리는 품질혁신 활동 방침과 추진 계획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산
전 공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기초품질 생활화를
적극 실천한다.
2016년 3월 22일

현대위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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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등속조인트 1억 개 생산 돌파

우리 회사가 등속조인트(C.V.Joint : Constant Velocity Joint) 누적 생산 1억 개의 대기록을 썼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18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현금 배당금, 사내이사 선

다. 등속조인트 1억 개는 전륜구동 완성차 5,0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우리 회사가 그동

임 등 주요안건을 승인했다. 우리 회사는 연결기준 연간 매출 7조8841억 원, 영업이익 5009억

안 만든 모든 등속조인트를 일렬로 이으면 지구 두 바퀴(약 8만㎞)를 돌 수 있는 거리에 이른다.

원, 당기순이익 3268억 원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당 1,100원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확정했

우리 회사 등속조인트는 기술력과 품질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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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다. 또 차량부품생산본부장 손일근 전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차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GM 브라질·인도·중국공장과 르노 삼성·루마니아에도 공급계약에

이날 윤준모 대표이사는 “주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현대

성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등속조인트는 국내 최고급 세단 제네시스 EQ900 및 GM과 르

위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

노의 대표 상품인 스파크, 코발트, 뉴로간 등에 탑재되고 있다.

겠다”고 말했다.

CV joint production exceeds 100 million for the nation first

Holding the 40th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HYUNDAI WIA reached a milestone in producing 100 million C.V Joint (Constant Velocity
Joint).
100 million C.V Joints is an amount that is able to produce 5,000 front-wheel drive cars.
If lining up the C.V Joint in a row putting the products end to end, it can go around the earth
twice. (80,000km)
In terms of technology and quality, HYUNDAI WIA C.V joint has been recognized around the
world. It is supplied not only to HYUNDAI and KIA but also to GM Brazil/India/China plant,
Renault Samsung Romania.
The constant velocity joint is mounted in the domestic luxury sedan ‘Genesis EQ 900’ and
‘SPARK’, ‘COBALT’, ‘ROGAN’ the representative cars of GM and Renault Samsung.
HYUNDAI WIA will continuously strengthen the global sales network to increase the global
market share from 8% to 10%.

On March 18th, HYUNDAI WIA held the 40th annual meeting of shareholders at the
headquarter auditorium in Changwon and approved plans for financial statements, dividends,
and inside directors.
HYUNDAI WIA approv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7.8 trillion won for annual sales,
500billion won for operating profit and 3billion won for net profit, and decided to pay dividends
of 1,100 won per share. In addition Son Il Keun, the director of Automobile parts was selected
as an internal director.
In the meeting, Yun Jun Mo, the CEO, said, “The reason why HYUNDAI WIA was able to
overcome the crisis and develop the company is because we had the customers and the
shareholder’s
support. Also, based on its growth foundation, we will achieve steady qualitative growth
through product competitiveness and creation of new growt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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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당자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이틀간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윤준모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

우리 회사는 부서별 안전 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3월 4

원진과 협력회 회원사 대표 등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

일, 창원호텔에서 ‘안전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국 사업장의 부서별 안전 담당자 128명이

나에서는 우리 회사와 협력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상생협력 우수 협력사를 선정,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 주요 안전관리 업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분야별 안전관리

시상했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협력사 품질 경쟁력 강화 ▲글로벌 명품

안전 담당자들은 함께 안전 결의서를 제창하며 안전제일주의 정책을 마음에 새겨 안전한 일터

품질 달성 등을 주제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할 해법을 집중 논의하며 상생 협력의 시간을 가

만들기를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직원 스스로 안전 중요성을 자각해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

졌다.

고 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2016 Regular Meeting with Cooperative Companies

Safety Engineer Workshop

On March 25th, HYUNDAI WIA held a regular meeting with cooperative companies at Jaeju
Haevichi Hotel. 145 members including Yoon Jun Mo, the CEO, and representatives of
cooperative companied joined the meeting.
At the meeting, the members sought ways for mutual developing partnership between
HYUNDAI WIA and its partners and selected the best cooperative company.
In addition, the members had time finding solutions for the challenging the business
environment by discussing about long-term vis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supplier
quality competitiveness and global luxury quality achieve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HYUNDAI WIA held safety workshop with 128 safety engineer On March 4th at Changwon hotel.
Safety Engineer at every work site have attended the event and had time sharing safety
management requirements and presenting the sectoral safety management plans.
The attendees proclaimed safety resolution and determined to make a safety work place.
Meanwhile, the members pledged themselves to aware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do its
best to prevent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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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환경개선 캠페인 실시
산동법인은 3월 7일, 회사 식당 북문에서 환경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

우리 회사의 농구동호회 '슬램덩크'가 제14회 경상남도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페인은 봄을 맞아 사내환경을 정돈해 임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들

농구대회에서 대회 첫 출전 만에 공동 3위라는 쾌거를 올렸다. 지난 3월 6일 경

의 근무환경 및 공공시설 보호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월 둘째 주

남 마산 삼진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남 각 지역의 9개 직장 농구 동

금요일, 각 부서는 담당구역 대청소를 실시하며 최우수 부서는 표창을 수상할

호회가 참여했다.

예정이다.

슬램덩크는 조별 예선전에서 삼성의 '탑시크릿'팀을 꺾고 결선 토너먼트에 진
출했고, 이후 삼성중공업까지 이기며 준결승에 올랐다.
슬램덩크의 회장 정재훈 과장은 "다른 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팀원
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뛴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동호회 활동
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회사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슬램덩크 동호회는?
창원을 주무대로 하고 있는 슬램덩크는 월 2회 수요일마다 창원 늘푸른 전당

山东法人开展“改善环境，从我做起”签字活动
3月7日，山东法人在餐厅北门举行了环境改善签字仪式。本次仪式旨在
为春季环境改善营造一个积极向上的氛围，
增强员工环境保护意识,正确使用并爱护公司公共福利设施。此次活动将
每月第二周周五定为各部署内部组织大扫除日，各部署划分责任区域，同时
会对最优秀部署进行奖励。

과 진해 청소년전당에서 연습 및 친선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슬램덩크는 남녀
구분 없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운동 이외에도
단체 경기관람, 정기 야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가입문의 : 055-280-9137, 055-230-6010

산동법인 ‘16년 생산목표달성 결의대회 개최

산동법인 나무심기 행사 가져

산동법인은 지난 3월 10일 트레이닝 센터에서 ‘2016년 생산목표달성 결의

산동법인은 지난 3월 12일, 삼장진 구전촌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대회’를 개최했다. 산동법인장과 엔진생산부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엔진생산지원실 금수근 이사, 생산실 임승빈 실장을 비롯한 사내 자원봉사자

는 올해 생산계획을 공유하고 목표달성 결의를 다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자동

100여 명은 버드나무 약 500그루를 구전촌에 심었다. 산동법인은 2007년부터

차 시장 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반드시 극복하자고 결의했다.

매년 직원들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산동법인 문상호 법인장은 “회사가 글로벌 수요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했지
만, 모든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우리의 생활터전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은 후
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山东法人召开2016年生产运营动员大会
山东法人于3月10日在技术中心召开了“2016年生产运营动员大会”。总经

山东法人举行义务植树活动

理及发动机生产部各负责驻在员、科长和班长参加会议。会上针对目前汽车行

3月12日，山东法人组织志愿者到三庄镇邱前村开展了义务植树活动。

业发展及公司生产产量计划做了总的说明，并指出：目前汽车行业整体处于暂

发动机生产支援室琴首根理事，生产室任承彬室长等公司领导出席参加了

时发展缓慢阶段，希望在困难时期大家不要灰心和泄气，我们应该团结一心共

此次活动。此次活动的100余名志愿者共种植柳树600余株。

同克服困难，度过难关。
山东法人总经理文相鎬专务说道“虽然目前公司处于困难时期，但是我们相
信通过所有人的共同努力，一定会克服困难，再创辉煌。

山东法人自2007年以来，每年都会组织员工参加植树活动，为保护日
照的蓝天做出了应有的贡献。
参加活动的志愿者说道“绿化环境，保护家园是我们对子孙后代最好的
投资”，“今后我们也将继续积极开展保护环境等活动，为社会公益事业
贡献出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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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임급 업무전문가 교육 실시
강소법인은 지난 3월 25, 26일, 장가항시 중요태부 호텔에서 재직 1년 이상
주임급 관리직 29명을 대상으로 '업무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재직 1년 이상 주
임급 관리직 29명이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복경현대투자회사 인재개발부 이성철 강사가 강의를 맡아 주임급 직원이 업무
실행 능력 제고를 통해 업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교육에서
는 ▲주임급의 역할 ▲창의적 업무수행의 중요성 ▲소통과 협력 등의 주제를 다
양한 팀별 게임과 활동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업무방식에 대해 많
은 것을 배웠다"며, "이를 토대로 업무에 적용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年主任级业务专家炼成教育实施
3月25日至26日，江苏法人开展主任级“业务专家炼成”教育，本次教
育共29名在职一年以上主任级管理职参加。北京现代投资公司人才开发部
的李成哲老师担当本次教育的讲师。课程目的在于强化主任级业务和执行
能力，帮助其成为业务专家。教育从认识主任级的角色和作用、理解创意
性工作方式的重要性、合作创造协同等方面展开，结合各种游戏活动，让
学员在实践中加深了对课程的理解。培训受到了学员们的一致好评，纷纷
表示，此次教育收获颇丰，希望讲学到的内容运用到今后的工作中去！

강소법인 일사일촌 봉사 활동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3월 28일, 봉황진 금곡촌을 찾아 일사일촌 봉사 활동을 펼쳤
다. 이번 활동은 '손과 마음을 잡아 공익을 실천하다'를 주제로, 에어컨, 텔레비전,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로했다.
아울러 강소법인은 이날 지난해 지원 내역을 공유하고 금년 추진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소법인은 지난해부터 금곡촌과 일사일촌 결연을 맺고 각종 생활 필수품을 기
증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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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매법인, CME 2016 참가
중국판매법인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해 국가 전시회 센터에서 열
린 ‘중국공작기계전시회(CME) 2016’에 참가했다. 중국 공작기계 전시회 중 최
대 규모로 손꼽히는 CME 2016은 400여 개 기업과 15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
며 성황리에 열렸다.
중국판매법인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최신기술이 반영된 주
력기종들을 선보이고 공작기계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시회
기간 중 글로벌 발전기 업체 관계자 1000여 명에게 당사 기종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지는 등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CME中国机床展
3月1日到4日，中国销售法人参加了在上海国际会展中心举行的‘2016中国
机床展（CME）’。CME中国机床展作为展示中国装备制造业发展先进水平
和前沿信息的国家级窗口，为拥有核心竞争力和国际影响力的品牌企业提供了
展示机会，在中国数控机床展示会中首屈一指。现代威亚数控机床紧随行业发
展的大方向，跟进高端化进程，积极参与此次展会。
现代威亚数控机床有限公司代理商们牢牢抓住此次机会，参展此次盛会，会
展期间展出多种型号机床，吸引近千人次观展，其中有意采购客户近百人次。

인도법인, Sengadu 지역 학교 대상 시설 지원
인도법인이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인도법인 강
병선 법인장, 생산관리부 권영갑 차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3월 18일,
Sengadu 지역 학교들을 찾아 학교 외벽 설치와 더불어 도서관 사물함, 생수통
등 복지시설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인도법인의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인도법인의 목표”라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
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만들어 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江苏法人开展一社一村捐赠活动

India subsidiary, Sengadu local school facility targeted
for support

3月28日，江苏法人同结对互助对象金谷村联合举行了“乐善公益.心手
相牵”威爱心捐赠活动。活动首先由公司党支部书记回顾总结“威.爱心”
村企结缘以来实施的各类项目，就2016年的活动计划进行了详细介绍。
活动现场，公司围绕2016年度“乐善公益 心手相牵”主题，相继向金
谷村捐赠包括空调、电视、电脑等在内的老年活动中心设施、爱心理发设
施及贫困老人慰问物资等。今后，江苏法人将继续弘扬“乐善公益，心手
相牵”公益理念，积极参与各项公益事业，积极有效地履行社会责任，携
手共创美好未来。

India corporation ventured walking arm in community youth education
support. India corporate employees,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gangbyeongseon, deputy production manager gwonyounggap
had supported welfare facilities last March 18, the library lockers,
saengsutong Sengadu find the local schools, with school outside wall
installation.
Staff of the India subsidiary for organizing the ceremony is said, "The goal
of the Indian subsidiary to find the necessary help neighboring implement a
better society," followed by the "ongoing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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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주요 특징을 살펴 볼까요 ?

HYUNDAI WIA 5-Axis Vertical Machining Center

XF6300

1. 컬럼 / 베드 일체형 구조

국내전통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Vertical Machining Center! XF6300는 고품질의 복합가공 및 금형가공에 최상의 성능
을 발휘하는 장비입니다.

XF6300는 일체형 베드, 컬럼 구조로 설계하여 일반적인 베드, 컬럼
분리형 구조대비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강성 및
진동흡수력이 매우 뛰어나 고품질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송축
무게중심

2. Z축 대칭구조
Z축은 주축의 무게중심과 이송축을 일치시킨 Z축 대칭구조로
설계하여 이송시 발생하는 진동과 열변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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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x-in-Box 구조 (X/Z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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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 카트리지를 감싸고 있는 Pusher(head body)를 X축 Saddle
내에 박스형으로 설계 (Box in Box Type) 하여 열적 평형구조를
실현, 열 변형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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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uilt-In Spindle
빌트인모터 구조로 설계된 주축은 고속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열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빠른 가감속을 실현하여 고정밀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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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rect Drive Motor (DDM)
Tilting Rotary Table
◉ 급이송속도 (X/Y/Z axis) : 50/50/50 [60/60/60] m/min

		

(A/C axis) : 70/110

(DDM) [25/50 (GEAR)] rpm

동시 5축 구현이 가능한 Rotary Table 설계로 다양한 형상의
제품가공이 가능합니다.

◉ 이송거리 (X/Y/Z/A/C axis) : 650/600/500 mm /150°/360°

또한 Direct Drive Motor (DDM)에 의한 직접구동방식 채택으로

◉ 주축 회전속도 : 15,000 r/min

고정도, 고속성을 실현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A축 하우징을

◉ 주축 출력 (최대/연속) : 31/25 kW

베드 일체형으로 설계하여 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축 토오크 (최대/연속) : 153/12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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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장애아동들의 얼굴에 미소를
지난 3월 30일 열린 ‘1% 나눔 협의회’에서는 4월 지원 사업과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을 심의했습니
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도
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동이 힘든 저소득 가정 지체장애 아동들을 위한 유모차형 휠체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온 아이들이 바깥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형 특수 휠체어를 통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1%나눔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찾아주겠습니다.
이밖에 연간사업으로 장애인 및 소외이웃들의 외부활동 이동성을 향상시켜 줄 차량지원을 확대지원하기로 했
습니다.
컬쳐 프리즘
우리 안의 제노사이드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055-280-99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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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財테크 성공노트
과거와 현재,
신과 인간이 공생하는
인도 첸나이

채권투자의 이해

트렌드를 읽다
인공지능, 혁신인가 위협인가
인공지능과 잘 먹고 잘 사는 법

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2012년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제노사이드’(김수영 옮김·황금가지)는
본문이 680쪽에 달한다. 이 한 권 두께가 웬만한 성인남성 검지 두 마디

영화감독을 하고 싶었지만 소설가로 성공한 일본
작가 다카노 가즈아키(高野和明·52)의 장편소설

쯤 되는데 책을 두른 띠지에는 이런 본문 구절이 발췌돼 있다. ‘어째서 우
리는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불안은
인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만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이어져

‘제노사이드’는 인간의 배타성에 관한 이야기다. 출

왔다. 인간이 가진 단 하나의 적은, 바로 동종 생물인 인간이었다.’(476쪽)

간 이듬해인 2012년 일본에서 추리소설 랭킹 ‘이 미

소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인 이 구절은 미국 백악관에 군사 전략을 조

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에 올랐던 이 소설은 미스터

언하는 민간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 아서 루벤스가 세계대전의 위기 앞에
서 내뱉은 독백이다. 그를 절망하게 만든 건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리 장르 문법으로 같은 인간끼리 살육하는 본성에 관

핵미사일 발사 권한을 쥔 사람이 호전적이고 독선적인 미국 대통령 그레

한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굴려 나간다. 무거운 이슈를

고리 번즈라는 사실이었다. 번즈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독자가 책장을 덮어버리지 않
게 하기에 미스터리만한 장르가 없다. 다카노는 이렇
게 미스터리 장르를 동원해 당대 모순에 도전하는 사
회파 소설가로 유명하다.

우리 안의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적

며 이라크전을 벌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모델로 그려진 인물
이다. 작가는 애초 조지 부시를 악인으로 보고 소설을 썼지만, 연구할수록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누구라도 권력이 주어지면 악
인이 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의 한 원주민 아이를 제거하려는 미국 정부를 일
본 청년 과학도와 미국 용병들이 저지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야기는 다양
한 인물끼리 쫓고 쫓기는 형식으로 일본 도쿄와 미국 백악관, 콩고 밀림
을 오가며 숨가쁘게 전개된다. 제거 대상인 아이는 어떤 변이 때문에 기
존 인류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번즈 정권은 이 진화한 생
명체가 그대로 번식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우
려한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해도 끼친 적 없고 어쩌면 인류에 기여할 수
도 있는 아프리카 정글의 돌연변이 아이가 오로지 비관적 가능성에 기댄,
권력자의 공포심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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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에 대한 제노사이드
끝나지 않은 제노사이드 역사

사전적 의미로 제노사이드(genocide)는 대량 학살을 말한다. 종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 ‘genos’와 죽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를 붙여 만든 용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

흔히 역사를 2차 대전까지를 근대로, 그 이후를 현대로 나누는데 이는 2차 대전 때까지의 그

던 1944년 폴란드 출신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이 나치의 민간인 학살에 붙인 이름이었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이 이 시대 사건은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한 선긋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선

다. 2차 대전 기간은 그 자체가 병적 증오와 계획적 대학살의 시기였다.
제노사이드는 집단을 이룬 인간이 다른 인간 집단을 멸절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다. 어

을 넘어선 시대에도 만행은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다. 작가는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

쩌다 실수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제노사이드라고 하지는 않는다. 동물이 습격해서, 산

살)와 함께 르완다, 콩고 등지에서 1990년대 말부터 벌어진 대학살 사례를 상세히 서술한다. 내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숨진다고 대량 학살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제노사이

전이라는 명분 아래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저 동족상잔의 비극은 근대가 아닌 현대의 시대에 벌어

드라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계획적 말살 행위’를 말한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

졌는데도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다. 콩고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만 2차 대전 이후 가

서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제노사이드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제노사이드를 국

장 많은 400만명이 죽었다.

민·인종·민족·종교 집단 전체나 부분을 말살하려는 각종(사실상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작가가 콩고를 주요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지역이라는 상징성

직접 혹은 당장 죽이지 않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육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특

때문인 동시에 이곳 사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는 자국 일본이 제국주

정 집단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특정 집단 자녀를 다른 집단에 강제로

의 시절 벌인 중국 난징대학살,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도 빠뜨리지 않고 정면으로 거론한

보내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 따위도 제노사이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일본식 이름

다. 2012년 7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대학살을 다루면서 일본이

과 일본어를 쓰도록 강제한 것도 제노사이드다. 대상이 꼭 다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설

저지른 만행을 쓰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역사를 피해갈 수는 없

‘제노사이드’에서 말살 표적은 한 세 살배기다. “이것은 그냥 암살이 아니라 ‘제노사이드’다.

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집단이라고 그 집단의 명백한 부조리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소

이 세상에 한 개체밖에 없는 인류종. 단 한 사람을 ‘제노사이드’ 하는 것이다.”(277쪽).

설에서 주인공 고가 겐토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분명한 이유도 없이 혐오하는 집안 어른들과 언쟁
을 벌인 뒤 ‘일본인의 무서움을 일본인은 알지 못한다’(171쪽)고 생각한다.

원숭이를 죽이는 원숭이
콩고 밀림에서 한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른 무리의 아기 원숭이를 산
채로 찢어 먹는다.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 강자가 약자를 해쳤다는 점, 같은 원숭이끼리 살육했다는 점에 적어도 ‘미
개하다’고는 생각할 것이다. 작가는 인류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이런 거울 효과
를 노리고 저 장면을 넣었을 것이다.
사고를 확장하면 권력자의 독재, 재벌의 횡포, 인종·종교·취향 차별 따위도
제노사이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조리다. 우리는 외부에서 다른 집단 간에 벌
어지는 부조리에 예민하지만 내가 속한 집단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특히 자신에
게 유리한 부조리에는 둔감하다. 약자일 때는 부조리에 예민하지만 강자일 때는
부조리에 둔감하다. 부조리를 깨려면 강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조리에 예민해
져야 한다. 그래야 ‘상생’을 말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약자를 위
한 배려가 아니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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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여행작가 윤은지

Chennai

과거와 현재,
신과 인간이 공생하는
인도 첸나이

마드리드로 통하는 첸나이의 근대사

역사·문화·경제 남인도의 자존심, 첸나이

현대의 첸나이가 탄생한 것은 1639년 8월 22일이다.

첸나이 정부박물관은 인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1852

이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찬드라지리의 라자에게 연안의

년 문을 열었다. 고고학관, 식물학관, 지질학관, 화폐학관,

작은 지역을 할양 받았다. 이 지역 접경에는 이미 마드라

인류학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설 건물로는 어린이 박물

스파트남이라 불리는 작은 어촌마을이 있었지만, 영국인

관과 현대미술, 고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있다.

들은 이 지역에 조지 성채를 세웠고, 그 후에 조지타운 식

남인도 유적인 탄조르회화나 팔라왕조, 촐라왕조의 청동

민지에 합병시켰다. 마드라스라고도 알려진 첸나이는 대

조각상 등을 모두 진품으로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제국인도의 4개 분할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성조지는 동인도 회사가 세운 인도 최초의 요새로

죽기 전에 한번은 가봐야 할 나라,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 무질서가 질

영국 지배 하에서, 첸나이는 중요한 도시와 해군 기지

1640년대에 세워졌다. 성안에는 도시 생성부터 현재까지

서인 나라, 인도. 첸나이는 남인도의 관문이자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로 성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철도가 도입되어, 첸나이

의 역사를 보여주는 포트뮤지엄과 St. MARY Church가

타밀나두(Tamil Nadu)주의 주도인 첸나이는 마드리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는 봄베이와 캘커타와 같은 인도의 다른 주요 대도시들과

있다. 포트뮤지엄에는 영국식민지 시절에 쓰던 깃발과 무

유럽풍의 교회, 현대적인 건물,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해변은 인도 같지

완전히 연결되었다. 이로서 도시는 급진적인 경제적 번영

기, 동인도 회사에서 발행한 동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성

않은 인도를 느끼할 것이다.

을 가속화 하였고, 이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메리 교회는 현재 아시아에 남아 있는 교회 중 가장 오래

때까지 계속되었다.

된 교회이다.

첸나이는 오늘날 타밀나두 주의 주도가 되었고, 여전히

조지타운은 인도가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인의 거주지

마드라스로 불리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시의 이름

였으나 현재는 상인들이 조성한 상업지구로 크게 북부와

을 첸나이로 바꾼 것은 1997년이다. 2004년에 인도양 쓰

남부로 나뉜다. 북부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고, 남부

나미가 첸나이 주변의 해안을 덮쳐서 지역에 막대한 피해

에는 식민지풍의 건축물이 많은데 고등법원이 유명하다.

를 입혔고, 해안선을 영구히 바꾸어 놓았다.

첸나이의 상업과 역사의 중심지인 이곳은 도시의 주요 하
이라이트다. 1772년의 아메니안 교회와 1820년의 웨스

마말라뿌람 해안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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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결 같이 들리는 힌두사원의 새벽기도, 칸치푸람

레얀 교회와 같은 몇몇 아름다운 교회들과 더불어, 전통적인 상
점과 옛 주택들로 가득한 작은 골목길. 이곳은 첸나이에서 도보

칸치푸람은 첸나이에서 72km 떨어져 있다. 일천 개의 사원을

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다.

가진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는 칸치푸람은 팔라마 왕조의 수도

마리나 해변은 5㎞의 긴 해변으로 조지타운 동쪽의 성도마의

가 되면서 본격적인 힌두교 사원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성당까지 이어진다. 도시를 끼고 있는 해변 중 세계에서 가장

곳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달마대사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여

길다고 한다. 끝까지 걸으면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불교의 성지는

요된다.

2

산토메성당은 예수의 열두제자중 하나인 도마
의 무덤 위에 세운 성당이다. 1504년에 포르투
갈 인이 설립한 것을 재건축한 것으로 네오고
딕 양식이 잘 살아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 에캄바레스와라
2 산토메성당
3 마리나해변

된 수많은 사원들은 칸치푸람을 힌두교의 일곱 성지 중의 하나
로 만들었다. 달마대사의 고향이 한자로 향지국이라고 우리 역
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향지국이 바로 칸치였다고 한다. 칸치

계에서 3개뿐인 12사도의 무덤 중 하나라고

는 실크산업이 번창하여 지금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한다.

카일라사나트(Kailasanatha) 사원은 8세기 팔라바 왕조 때 건

도마의 언덕은 도마가 사형을 당한 곳

3

으로 첸나이 남쪽에 위치한 언덕이다. 언
덕 위까지는 134개의 계단으로 연결되

심에 있다. 이 사원은 높이 59m의 고푸람(Gopuram:힌두 사원

아 궁전을 짓는 건설 책임자의 지위

의 입구에 있는 탑)이 유명하다. 600년대에도 이 사원의 기록

까지 올랐다. 그러나 경비의 일부를

이 있지만 사원 건물의 대부분은 15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빼돌려 빈민을 구제한 것이 발각되

59m나 되는 높은 탑을 기하학적 대칭을 이루는 가운데 정교한

온 편지
현지에서

년에 순교했다.

인도 여행의 필수 에티켓
인도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나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보

조각들을 새겨 넣은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바다속으로 사라져버린 사원들, 마말라뿌람
위대한 전사의 도시란 뜻을 가진 마말라뿌람은 1400년 전 남

다 더 많은 사회 규범이 있다. 인도를 여행하기 전에 인도의 기본적

인도에서 강성했던 팔라바 왕조가 지배하던 곳으로 해변을 따

에티켓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힌

라 형성된 지역이다. 이 도시의 종교 중심지는 7세기경 마말라

두교도이므로, 채식주의자이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도 알려진, 힌두 팔라바 왕국의 왕 나라싱하바르만이 세웠

인도인들은 서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근원과
이유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최소한으로 한다. 인도인들은 고개
를 약간 숙이고 두 손바닥을 합장하는 전통 인사법인 나마스테로 인
사한다. 먼저 제안 받기 전에는 누군가와 악수를 하려고 하지 마라.
첸나이는 상당히 현대적인 도시이므로, 국제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악수를 하려는 현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다.

다. 도시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고대 중국과 페르시
아, 로마의 동전이 이곳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이곳이 일찍부터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7~8세기의 팔라바 사원들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흔히 ‘아르주나의 참회’ 또는 ‘갠지스의

인도에서 가장 금기 시 하는 것은 두 발과 왼손이다. 발은 신체에서

몰락’이라고 알려진 바위 조각물과 몇 개의 조각 동물 사원, 해

가장 낮은 부분이므로, 발로 누군가를 고의로 접촉하거나 무엇인가

변에 있는 시바 사원이다. 하나의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원

를 가리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힌두 사원이나 누군가의 집

(라타)들은 모두 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5개가 남아 있으며, 이

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으라. 인도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종교적
인 물건을 만질 때 오른손만을 사용한다. 옷을 벗는 것은 남녀를 막
론하고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해변에서도, 인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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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건립되었다. 사암으로 조성된 이 사원의 조각상들은 반
에캄바레스와라(Ekambareswara) 사원은 칸치푸람 시내 중

나이를 다스리던 왕의 총애를 듬뿍 받

1

축된 것으로 칸치푸람에서는 가장 오래 된 사원으로 시바 신을
인반수 모양의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당시 첸

는 25년간 선교활동을 한 뒤 78

칸치푸람의 역사는 2세기 촐라왕조(힌두왕조)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 후에도 계속된 왕조가 수도를 이곳으로 정하면서 건설

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세워진 건물인데, 세

어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도마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이 도시는 ‘일곱 파고다’로 알려져 있다. 1400년 된 이
석조사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004년 쓰나미가

은 피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첸나이의 기후에서 시원

덮칠 때에는 바다 속에서 3개의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볍고 느슨한 면 옷이 가장 좋을 듯...

잠겼다고 한다. 휴양·관광 중심지이며 사원 조각을 연구하는
미술대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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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성공노트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채권투자의 이해
글로벌 주식시장,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형 자
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예금
수익률에 만족을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며 안정적인 채권상품에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채권
형 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본인
의 투자성향에 따라 국채, 지방채 및 회사채 등을 직접투자
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채권투자를 해봤던 개인투자자들은
투자방식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높은 수익률에 매료되어 지
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1,000원 이상의 자
금으로 부담 없이 채권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소매채권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유용한 재테크 수단
으로 채권투자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에 관련된 수익률 개념

(1+7%)로 할인한 9,439원에 채권을 살수 있다.

채권투자 절차

우선 채권투자를 위해서는 채권수익률이라는 기본

개인투자자의 경우 채권종목을 직접 선택하기 위해

서도 유리하다. 그리고 채권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부동산 보다 유동성이 매우 풍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하고 HTS를 통해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에 투자

서 채권 기준수익률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의

부하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신

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직접 매수주문을 낼 수 있으며

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의미하는데 투자자

기준수익률은 채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수익률로 조

용도가 높은 일반법인 등이 발행하는 국채나 회사채는 은행예금보다도 오히려

증권회사 지점에서 해당 증권회사와 1:1로 장외 채권

가 현재시점에서 1만원을 투자하여 1년 후 1만5백원

건이 다양한 수많은 채권들의 채권수익률을 결정할 때

안전하기까지 하다.

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결제시기는 50억원 이

을 받게 된다면 채권수익률은 5%가 되는 것이다. 또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발

한,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금액과 투자한 채권의 미래

행한 3년 만기 국고채 채권수익률이 2%대 정도라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하

일반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경우 기준수익률인 국고

채권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표면이자와 표면이자의 재투자이익 및 매매차

는데 현재시점에서 채권에 9천524원(1만/1+5%)을 투

채수익률 2%에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

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면이자는 채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확정이자이고 표면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채 지방채 등이 안전하지만

자해서 1년후 만원을 받게 된다면 채권수익률은 5%가

스프레드 0.5%를 더하여 2.5%로 채권수익률이 결정된

자의 재투자이자는 투자기간 동안 발생된 표면이자 수익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채권수익률이 높은 회사채

되는 것이다.

다. 이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신용등급이 좋은 회

발행하는 수익이다. 마지막으로 매매차익은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을 매도

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

표면금리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정해 놓

사는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낮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한편, 채권투자의 위험에는 신용위험과 매매손실

급인 BBB~A등급의 채권을 선택하고 동일한 신용등

은 이자율로 발행자가 액면금액에 대해 1년 동안 지급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는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게

위험이 있다. 신용위험은 투자대상 채권의 발행기업 문제로 채권의 신용등급이 하

급이라면 채권수익률이 높고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 1만원짜리 채권

일반적이다.

락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매매손실위험

선택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라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은 만기 전에 투자한 채권을 매매하여 주식처럼 매매손실을 입는 경우를 의미한

고려하여 A- 이상의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

다. 그러나, 신용위험의 경우 투자시점에서 채권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분석 및 좋

법이며 잔존만기가 1년 내외 정도로 은행예금과 비슷

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선택할 경우 회피할 수 있으며, 매매손실위험 역시 투자자

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의 채권수익률이 7%이고 표면금리가 1%인 채권이라
면 채권 투자 시 연간 7%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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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수익추구가 가능하며 이자소득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

채권 직접투자의 매력

금리가 1%이므로 만기에 받게 될 원리금은 10,100원

채권의 가장 큰 매력은 수익성, 환급성, 안정성을 들

이 되고 현재시점에서는 만기시점 원리금 10,100원을

수 있다. 우선 주식이나 부동산 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

하의 소규모 채권들은 거래소시장, 장외시장 모두 매

채권 투자의 투자수익 및 위험

매한 당일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한 경
우 당일 오후에 바로 인출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가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채권수익률로 수익을 확정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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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문화컬럼기자 배은수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약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
한다.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

인공지능, 혁신인가 위협인가
인공지능과 잘 먹고 잘 사는 법

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
공지능은 모두 약AI에 속하며, 자아를 가진 강AI는 등장하지 않았다.
약AI 분야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Very-Large-Scale Integration) 분야와 프로그
래밍 분야에서의 큰 진전으로 일본과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었다.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CEO(왼쪽)와 이세돌 9단

컴퓨터 역사 박물관(Computer History Museum에 설치된 왓슨 전시물

인간을 뛰어 넘는 슈퍼 A.I. 가능할까?
인간의 뇌는 1천 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뇌세포는 외부로부터 입력한 정보를 기억하고, 생존하
는 데 필요한 행동을 판단하여 지령을 내린다. 다른 동물의 뇌도 이러한 일을 하지만, 인간의 뇌는 말과 글을 배우
고 이용할 줄 아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과 재능을 로봇이 가지려면, 로봇도 사람과 비슷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처럼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일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방식과 사고를 인식하는 컴퓨팅 기술을 말
한다. 인간의 학습능력을 추론과 능력 등을 컴퓨터에 적용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어의 맥
락을 인식하는 기술이다.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에는 머신러닝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기술은 대부분
인공지능 분야중 하나인 머신러닝이다. 현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
든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인간 대표 이세돌과 인공지능 대표 알파고의 대결이 인공지능의 승리
로 끝나면서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자율주행자동차, 가정용 로봇, 서비스 로봇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로봇이 곧 인간의 일자리까지 뺏어가지나 않을까 불안해한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다. 인공지능을 적
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그러나 공통적인 주장은 미래사회는 인간
과 인공지능이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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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딥러닝 기계이다. 인공신경망이란 사람의 뇌를 형상화 한 기술로 뇌의
가장 작은 신경세포인 뉴런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이를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천 억 개
가 모이면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고 학습결과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IBM의 인지 컴퓨팅 기술인 왓슨은 이러한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왓슨은 특정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물음에도
대답 할 수 있다. 특히 왓슨은 인간의 일상 언어인 자연어를 인식하는데 특화한 솔루션인 만큼 향후에는 아이언
맨의 자스비처럼 말의 맥락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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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작년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도로보쿤’이 대학입시 모의시험에 응시했다. 도로보쿤은
일본 인공지능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중인 로봇으로 도쿄대 합격을 목표로 연구 중
이었다. 시험 점수는 비록 도쿄대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
는 문제의 정답을 맞혀 인공지능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나오’는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가 모방 학습을 하도록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미국 서

Story

던캘리포니아대 공학부 연구팀이 개발한 ‘나오’ 로봇은 어린이와 흉내내기 게임을 한다.
어린이가 제대로 로봇의 자세를 모방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 제대
로 따라할 때까지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 로봇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알려주고, 놀
이를 통해 자립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보여준다.

로봇텔러 나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창작 영역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다. <LA타임즈>에서는 지
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아닌 퀘이크봇이 알고리즘 기반의 기사 작성 프로그램으로 기
사를 작성한다. 영국의 <가디언>은 사람의 편집 없이 알고리즘으로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로봇 저널리즘 전문 업체인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는 월평균 1만
5000개의 기사를 주요 언론사에 판매하고 있다.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로봇도 있다. MIT에서 개발한 ‘지보’는 인간
의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해 표정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한다. 또 다른 미국
로봇 이모스파크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감정 프로파일 그래프를 통해 사람의 기분과 감정

휴머노이드 로봇 지보(JIBO)

을 인식해 대화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생을 위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실생활에 파고들 준비가 끝났다. 알파고와 같은 특화 서비스뿐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
스북 등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초보 프로그래머도 자신들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쉬워졌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일상화와 기존의 IT 및 인터넷
인프라가 결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산업과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니다. 법률․인
프라 등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법학자·사회학자·과학자·엔지니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가. 철이와 메텔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
해 여행을 떠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계 몸으로 자신의 신체를 대체하는 것이다. 트랜스
휴머니즘(Transhumanism) 주의자들은 어차피 인공물과 인간이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인간은 새
로운 진화를 겪게 되니 여기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
철이와 메텔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
지게 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과 자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되짚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상은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들의 공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한다. 인공지능도 마찬가
지다. 인공지능 기술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려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함
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같이의 가치
현대위아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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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상생지수는?

동은단조(주)

Culture Club
4월의
문화 아이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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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효심 가득한 만능재주꾼, 김재준 군

장애인 바리스타 후원 프로그램

재준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서 반장으로 선출되는 등 인기가 많다. 할머니와는 그 어떤

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라 생각됩니

비밀도 없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걱정이나 고민을 털어

다. 저희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현대위아 주식회

놓는다. 재준이는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트럼본이라는 악기

사의 지정기탁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더욱

를 연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실력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등하고 한다. 이렇게 재준이는 하루하루 할머니, 할아버지
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장애인들에게 작지만 큰 꿈
을 심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귀사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 평범한 회사원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 분위기 메이커다. 반장답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레I&B 원장 드림

행복을 나눕니다

현대위아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이웃들.

몸이 아픈 종웅이 후원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급여 1% 나눔」, 「천원의 사랑」 등 다양한 모금 활동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지도 어느새 4년. 어느새 직원들의 따스한 손길은 이제 전국 방
방곡곡에 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쳐 그 영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위아는 이웃들과 함께 걷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꿈을 키우는
오진명 군

안녕하세요.

정구 국가대표를 꿈꾸는 김시용 군
할머니와 살고 있는 시용이는 정구를 하기 위해 진주에서

할머니와 생활하는 진명이는 속이 깊어 언제나 할머니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시용이는 할머니와 떨어져 살게

생각하는 아이다. “할머니가 진명이를 참 잘 키웠네요”라는

되면서 할머니 건강만 걱정하는 착한 아이다. 시용이는 초

말을 제일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를 엄마처럼 잘 따

등학교 때부터 정구를 해오고 있으며 중학교 때 전국대회에

저희 세 식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

른다. 진명이는 공고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도 익히

서 입상을 할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여름

리며 저희도 도움 받은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열심히

며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설비보전 기능

방학에도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주비하기 위해 매일 오전,

살겠습니다.

사를 따기 위해 밤, 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결국엔

오후 훈련에 참가하느라 쉬는 날이 없다. 그럼에도 전국체전

해낼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잘 생활하

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저는 작년부터 후원 받고 있는 권종웅 엄마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도움 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는데, 이번
에도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 드려야 하는데 생활이 이렇다보니 찾아
갈 수도 없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회복지에 힘써주시는 여러

고 있고, 할머니와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다.

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임직원 분들도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못 쓰는 글 끝
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 운전면허 취득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 자격증 취득, 운동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 잘생겼다

장래희망 : 정구선수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 정구종목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 운동 잘 하고 있구나

권종웅 엄마 올림
사용된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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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당신의 상생지수는?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 아침, 처음 만난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주위 이웃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나요?

가깝게 교류
6%

옆 집 철수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커녕,
옆 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알기 힘든 오늘.

아니오

예
42%

무관심
22%

58%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
이제는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말조차 각박해진 오늘.

이웃가족
1%

어색한 사이

71%

여러분은 오늘, 나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 마디 건네셨나요?
❶ 아니오 58%

❶ 인사는 하지만 아직 어색한 사이 71%

❷ 예 42%

❷ 옆 집에 사람이 살았던가요...? 22%
❸ 친척만큼 가깝게 지내며 교류하고 있다. 6%
❹ 이웃이란 말도 부족하다. 이웃가족으로 불러달라. 1%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 가요?

많은 나눔실천
2%
아무것도
하지않는다
13%

이웃과의 상생을 위해 당신이 먼저 해야할 일은?

작은 정성
17%

도우려고 노력
급여1%나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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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벗고 나선다
1%

먼저 인사하기

50%
따뜻한 마음
31%

51%

❶ 많이 베풀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도우려고 노력한다. 50%

❶ 먼저 인사하기, 친근한 말 한마디면 충분! 51%

❷ 아직 내 앞가림하기도 어렵다. 급여 1% 나눔이 전부 35%

❷ 따뜻한 마음이 우선, 이웃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31%

❸ 나눔이 뭐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13%

❸ 시간까지는 어렵지만...작은 정성을 종종 베푼다. 17%

❹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법,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나눔을 실천한다. 2%

❹ 이웃의 어려움에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돕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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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공장답지 않은,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깨끗한 생산 환경
생산라인을 보면, 여타 다른 단조 생산공장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이곳이
‘반도체 공장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고 쾌적한 친환경 작업환경이 돋
보인다. 공장 천장을 높여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했고, 지하에 쿨링 시스템을 설치해
작업 후 부품들을 깔끔하게 통과시키는 제어냉각시스템(Air Cooling System)으로 쾌
적함을 더했다.
반도체 공장보다 더 청정한 공장을 만들자는 그들의 구호는 품질경영을 향한 노력

자동차 부품의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명품 자동차 단조 부품 생산기업

완성품 보관 창고

의 산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업체서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 투자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무실 전경

1988년 동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 부품을 수출한 것이 시작이었다. 1993년 자동차용 단조 부품 생산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열간 및 형단조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며 부산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해 밀양, 중국 소주 등으로 사업장을
확대했다. 연 매출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동은단조는 우리 회사 강소법인이 위치한 중국 장가항 지역에도 신규 사업장을 건설하며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서경원 대표이사가 말하는

회사와 직원 간의 상생,
가족 같은 기업
대한민국 뿌리기술의 단단한 기반을 다진 동은단조,
자동화 기술로 한 걸음 더 앞서 나간다.
동은단조는 자동차용 단조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이다. 단
조는 제조업 완성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생산기반 산업, 이른바
뿌리기술 중 하나이다. 최근 완성품 품질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뿌리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은단조는 우리 회
단조 2LINE

사 단조사업 부문과 협업하며 고품질 단조 부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은단조는 특히 열간단조와 형단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
을 자랑한다. 전 공정에 최신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생산
성과 품질을 끌어 올리고 있다. 동은단조는 자동화 공정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트랜스퍼 및 운송공정 자동화 개발에도 성공했다.
지난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트랜스퍼 자동화 기술은 상당
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해, 국내에서도 동은단조만이 유일
하게 이를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가족 같은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은단조보다 이런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기업이 있을까. 항상

맛있는 식사와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가
족까지 챙기고 있다.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갖자고 말하는 서

이 모든 것은 서경원 사장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시작됐다. 회

경원 사장은, 스스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사원 시절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과감히 없앴고, 필요하

한다. 그는 직원이 잘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

다고 느꼈던 부분은 그대로 적용했다. 어린이날 자신의 자녀를

한다. 반대로 실수했을 때에는 꾸중보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

위해 돈까스 하나 사주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직

록 충분히 가르쳐 주고 격려하는데, 그럴 때 직원들이 강한 동기

원들이 자녀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상여금

부여를 가지고 애사심을 갖게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직원들이 끊임없이 현장을 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형식적
인 교육 대신 선진 기업 벤치마킹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

동료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주려는 마음이야말로
서로를 하나로 묶는 비결이 아닐까.

행하고 있다. 연말이면 직원 가족 모두를 초청해 송년회를 열어

단조 3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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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lub

4월의 문화 아이템

절단반

후처리반, 절단반

단조 1LINE

化

전 직원의 영업사원
전 사업장의 전시장
고객 최우선이 살길이다

동은단조 사무실 역시 다른 제조업체 사무실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마치 서비스업종 직원들이 고
객을 반기듯, 직원들이 밝은 미소를 머금고 방문자를 안내한다. 뿐만 아니다. 공장 곳곳에 위치한 모든 직원들이

[연극] 용감한 형제들

[연극] 인디아 블로그

공연기간 : 2016년 4월 1일(금) ~ 5월 29일(일)
공연장소 : 서울 대학로 달빛극장
티켓정가 : 평일 전석 30,000원  10,900원
주말&공휴일 전석 30,000원  12,900원
관람등급 : 만 6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 80분
공연시간 : 화~금요일 오후 8시 / 주말&공휴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뮤지컬] 맛의 기억

[뮤지컬] 러브어게인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4월 15일(금) ~ 4월 29일(금)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전석 35,000원  10,000원
만 12세이상 관람가
100분
화~금요일 오후 8시 / 토&공휴일 3시, 6시 / 일요일 2시, 5시
(월요일 공연 없음)

철저한 영업 마인드를 갖추고 고객들을 반갑게 응대하고,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던져도 충분한 설명
을 할 수 있을만큼의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
사업장 곳곳의 레이아웃도 영업에 특화했다.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업부서와 경리과, 그리고 대표이
사실을 본사 건물 1층에 배치해,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깔끔한 작업 환경
도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배가시킨다.

TRANSMISSION PART

CAR ASS'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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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GE(DOOR) PART

HUB BEARING PART

STEERING SYSTEM PART

SPINDLE PART

:
:
:
:
:
:

2016년 4월 15일(금) ~ 6월 26일(일)
부산 메트로홀 (구.AN아트홀광안)
일반 30,000원  최대 20,000원 할인 (날짜별 상이)
만 9세 이상
90분
화 ~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6시 / 일요일 오후 4시 (월 휴관)
＊05/05(목) 오후 4시 | 05/14(토) 오후 3시 6시

:
:
:
:
:
:

2016년 4월 14일(목) ~ 6월 12일(일)
부산 AN아트홀.서면
전석 35,000원  17,500원
만 12세 이상
90분
평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4시, 7시 / 일요일＆공휴일 2시, 5시
(월요일 공연없음)
5월5일 / 5월14일 / 6월 6일 오후 2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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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I 지난 호 정답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60호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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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 작용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촉구하거나 억
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알렐로파시 (alleopathy)

현대위아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가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2.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지 않으면 북경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곳을
가지 않는다면 상해를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1. 인도의 전통 인사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티엔띠 (신천지)
3. 삼금공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페이스북, 유튜브와 함께 현대위아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60억 원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2. 로봇 저널리즘 전문업체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가 판매하고

post.naver.com/hyundaiwia_story

있는 월 평균 기사 갯수는?
퀴즈 당첨자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오민령 / 엔진품질관리1팀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허재일 / 항공생산부·최성하 / 구동설계팀

3. 동은단조의 대표이사실은 몇 층인가?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안문병 / 주물생산부·이광용 / 모듈생산1부
황석재 / 산업기계기술팀

‘이웃추가’ 클릭
‘팔로우’ 클릭

Notice 공지사항
랜섬웨어 감염 예방법
1.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즉시 삭제
-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의 메일 및 의심메일 첨부파일 클릭 금지
2. 중요 문서 및 파일 별도 이동저장매체에 백업 저장
- PC외 이동저장매체를 활용해 별도 저장
3. 운영체제 및 각종 응용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
- 인터넷 익스플로러, Java, 플래시, MS Office, 한글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
4.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 백신 프로그램 필수 설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OPEN EVENT
“현대위아 블로그 & 포스트와 이웃이 되면 추첨을 통해 커피 & 도넛을 드려요!”
STEP 1. 네이버 로그인 후 현대위아 블로그 / 포스트 접속

응모방법

※ 랜섬웨어란? 사용자의 중요파일을 암호화 하여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해커의 암호키가 없으면 복구 불능

STEP 3. 블로그 이벤트 공지에 댓글로 응원메세지와 함께 NAVER ID를 남긴다 ▶ 끝!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의심메일 열람 / 첨부파일 클릭 /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 시 즉시 감염

이벤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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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블로그 ‘이웃추가’ 클릭 / 포스트 ‘+팔로우’ 클릭

4월 4일 ~ 4월 15일

※현대위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당첨자 고지 예정

당첨자 발표

4월 18일 (당첨자 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