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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리 회사 창원 본관에서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전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을 설립하는 등
한국 현대경제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정주영 선대회장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8쪽에 계속)
2

이달의 장면
우리 회사 창원 1공장에 정주영 선대회장의 20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사진전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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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친환경 부품·로봇으로 미래사업 강화…

2021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HOT ISSUE

우리 회사가 지난 23일 미래 사업 비전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SG 경영의 성과와 향후 경영 목표를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
함이죠. 우리 회사는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
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ESG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2021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우리 회사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확대 ▲협력사 상생 발전 체계 확립 ▲CSR 활동 강화를 4대 경영 방침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를 통해 급변하
는 자동차 및 기계 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 열관리 모듈, 수소전기차용 공기압축기 개발해 친환경 부품 시장 진출
우리 회사는 우선 ‘통합 열관리 모듈’, ‘전동화 부품’, ‘수소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친환경 제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 열
관리 모듈은 올해 초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에 실내 공조까지 전기차 내의 모든 열
을 관리하는 모듈입니다.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탑재가 확정되어 오는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4륜구동(4WD) 제품을 양산한 경험을 살려, 전동화 액슬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9
년 친환경 4WD 시스템인 ‘일체형 e-액슬’ 시스템의 선행 개발을 완료한 바 있죠. 또한 수소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공기압축기’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공기압축기는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부품인데
요. 우리 회사는 터보차저를 양산하며 쌓은 역량을 활용해 오는 2023년까지 공기압축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이용한 ‘스마트 제조 솔루션’으로 제조업 혁신 나서
우리 회사는 로봇과 자율주행(Robot & Autonomous)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 물류 솔루션’으로 기계 산업 시장을 선도한
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의 확대에 맞춰 셀(Cell) 생산방식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물류로봇과 자율주
행 알고리즘을 개발해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인간 친화적인 협동로봇을 개발해 모든 분야
의 고객에게 다양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력사 상생, CSR 활동 확대하며 ESG 경영 강화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 또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결제 비율 확대’, ‘동반성장펀드
등 자금 지원 확대’, ‘협력사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동반성장사무국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관심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우리 회사는 CSR 활동 강화에도 나섭니다. 우리 회사
는 ▲Climate(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Mobility(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Safety(교통안전 및 사회안전 증진) ▲
Commitment(임직원 및 고객 참여 자원봉사)를 4대 CSR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미래 사업 비전과 ESG 경영 활동 내역 등 지속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하
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현대위아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문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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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사진전 공간에는 생전 정주영 선대회장이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던 집
무실을 재현했다. 집무실에서 보이는 창밖의 사계절 풍경은 영상형 창을
통해 타임랩스 기법으로 구현했다. 당시 사용한 책상, 문구류까지 전시되
어 있어 더욱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다.

HOT ISSUE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 넣지 않는다.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中

[도전, 창의, 혁신]
아산의 다섯가지 대표 정신인 ‘도전, 창의, 혁신, 나눔, 소통’에 맞춰 사진,
다큐멘터리 영상, 어록을 디지털 액자 등을 활용해 구성했다.
청년 아산을 만들었던 어머니의 기도를 시작으로 도전, 창의, 혁신 관련
사진을 관람하고 연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주영 공법’은 아
산의 반짝이는 창의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1980년대 초 서
산 앞바다의 간척지 사업에 착수했으나 빠른 물살로 인해 기존의 간척공
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고철로 쓰려 산 거대 ‘폐유조선’을 떠올렸다.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물줄기를 약하게 한 뒤 토사를 일시에 대량 투하하
여 제방과 제방 사이를 막자는 아이디어였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
한 발상으로 그는 간척공사 기간 단축과 함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봐, 해보긴 해봤어?’, 아산의 도전정신이 가장 빛나는 말이다. 청년 정주영,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누군가는 ‘너무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말하던 것들이 그의 손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그렇게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
구어 냈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설립, 최초의 국산자동차 ‘포니’ 개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명
예회장의 삶은 ‘한국 현대경제사’에 빼놓을 수 없다.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아산 정주영의 20주기 추모 사진전이 현대위아 본관에서 열렸다. 굳센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상
식을 깨뜨린 영원한 청년 아산의 삶과 발자취를 통해 이 시대에 다시금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취지이다. 사진전
은 ‘시대를 통하다’라는 주제와 같이 임직원 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세대가 참관이 가능하도록 공감에 중점을 뒀다. 인증사진
을 SNS에 업로드하면 사진을 인화할 수 있고, 차량 피규어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전시 참여를 독려했다.

8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동시 관람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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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
[나눔, 소통]
옆 벽면에서는 정 선대회장의 다양한 사진과 어록이 담긴 아트월을 설치해 나눔의 정신과 소통의 철학을 재조명한
다. 아산은 1977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현재 아산사회복지재
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의료복지, 사회복지, 장학 사업 등을 펼
치고 있다. 전시장에 방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산의 어록을 직접 잘라 소장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아산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로비 옆면에 흉상을 설치했다. 흉상 옆
면에는 ‘불굴의 의지와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
란 발자취를 남기고,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 정신으로 긍정적 신념과
창조적 도전정신을 심어준 아산의 공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추모글을 새겨 의미를 더했다.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도 없다. 세상 일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성과란
절대로 없다’는 정 선대회장의 어록이 마음에 와 닿는 오늘이다. 모빌
리티 산업에서 혁신을 거듭해야 하는 지금, 아산 20주기 추모 사진전
을 통해 그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

[포니 & 45]
전시공간 중앙에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동차 2대를 만나볼 수 있다. 과거의 영광과 현대 미래의 비전을 한눈

원가회계팀

특수개발2팀

이민호 팀장

정민지 연구원

청년 정주영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헌

작년 신입사원 연수로 서산농장 아산

신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흥

기념관에 다녀왔었는데요. 동기와 함

을 일으킨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

께 이번 추모 사진전을 관람하니 그

로 남을 것입니다.

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정 선대회

서수빈 매니저
정주영 회장님의 지난 노력을 함께

에 볼 수 있도록 포니와 EV 콘셉트카 45를 함께 전시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판이 된 포니는 국내에서 처음으

떠올리고 기억하며 오늘에 대한 감사

로 독자개발에 성공한 자동차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첫 고유 모델 포니와 포니를 현

함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

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카 ‘45’를 나란히 전시해 과거와 미래의 모빌리티를 연결했다.

다.

안전환경팀

장님의 철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생협력팀

오영진 매니저

임근영 책임매니저

회사에 입사하기 전 정주영 선대회장

<청년 정주영, 시대를 通하다>에 참

님의 『이땅에 태어나서』를 읽었습니

여하며,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헌신과

다. 책을 통해 회장님의 삶에 대한 태

그의 열정에 다시 한번 현재의 저를

도를 알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습니다. 현대위아 입사 후, 이번 20주
기 추모 사진전을 통해 선대회장님의
살아오신 인생과 열정을 더욱 더 생
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준희 매니저
'시련이 있을 뿐 실패가 아니다.'라는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말에 지난 날들
을 반성을 하며, 그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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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VOICE OF HYUNDAI WIA

등산왕
선발대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실내 체육시설이 문
을 닫자 등산이 새로운 유행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서는 산 정상의 비석에서 찍은 사진, 풍경 등 많은 등산 인증 글들이 쏟
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와 해외 명산을 정복한 사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비록 더위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은
산을 다녀온 분들께는 옛 등산의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앞으로의 산
행을 꿈꾸는 분들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산은 늘 그 자리
에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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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멤버 리멤버! 지리산 종주
전동화설비추진팀 김종학 매니저

특수생산부 송진환 조장

'한국인의 氣像(기상) 여기서 潑原
(발원)되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올라 본 사람만이 맞이하게 되는
정상석 문구입니다. 구 FA실, 현
RnA센터의 비공식 등산 동호회 '
올빼미 산악회' 회원들과 4개월간
의 트레이닝을 거치고 올해 4월에
명산 중의 명산인 지리산을 등반했
습니다. '중산리 - 칼바위 - 천왕
봉 - 제석봉 - 장터목대피소 - 원
점회귀' 코스를 계획하고, 새벽 3시
중산리에 전원 집결, 야간 산행을
위해 헤드 랜턴에 불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지금껏 올랐던 경남의 여러 산과
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웅장하고,
높고, 험난한 지리산 산행을 하면
서,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계속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
니 잡생각이 없어져서 정신은 오히
려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오르면 지
혜로워진다는 뜻'의 지리산인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천왕봉 정상! 해
발 1,915m 정상에서 바라본 붉게 물든 구름사이의 일출과 발 아래 운무,
무수한 녹음들을 감상하며 산을 오르며 느꼈던 고된 육체적, 정신적 감정들
은 4월 봄볕에 눈 녹 듯 녹아 내리고 언제 느껴봤을 감정인지 모를 성취감
과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에 한껏 심취해봤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지리산도 식후경이죠! 하산길에 장터목대피소에 들러 라면과 즉석
밥을 먹었습니다. 조촐한 식사였지만 지리산 정상에서 맛보는 라면은 미슐
랭 5성 식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총 14km, 11시간의 산행을
기록하며 지리산 등반을 마무리하고, 하산의 아쉬움은 몇일간 다리와 근육
에 남아있는 후유증으로 여운을 대신했습니다. 비록 인생에서 정상
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우 여러분도 산의 꼭대기에 올
라 정상에서의 감정을 느껴 보시기 바라며 모두가 건강한
심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05년 친구들과 입대 전 2박 3일간 지리산 정상을
종주하였습니다. 당시 무더운 여름이라 힘들기도 했
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 후,
함께 지리산을 올랐던 그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지리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각자 바쁘게 일
상을 보내고 있는 터라 정상까지 오르진 못했지만
15년 전 친구들과 다시 같은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
가 재미있었고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 1명이 사정상 빠지게 되어 그 자리는 비운 채
최대한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봤네요. 10년 후 다시
이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지리산에서 사진
을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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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최고봉, 한라산에 오르다!

사우들의 각양각색 등산기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변삼섭 책임매니저

특수생산부 최혜준 매니저

올해 7월 늦은 장마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날씨는 복불복
이라 생각하고 제주도 한라산 등반 계획을 세워 친구와 길을 떠났습니
다. 등산 당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장맛비가 내리더니 8시부터는 소
강상태가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비올 확률이 30%로 나오는 터라
한라산 관음사코스로 출발했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 걷기만 했던
저였는데요. 5년 전 성판악 코스 완등 후 다시 무언가에 도전하고자 아
무 생각없이 이번 관음사 코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한라산 등반이 힘
들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개미등 삼각봉을 지나 백록담까지 5시간 코스
동안 끝없이 나오는 계단에 인생이든 산이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야
지 정상에 도착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산도 계단
으로 내려가야 하는 터라 4시간이 걸렸는데요. 참 쉽지 않은 등산이었
지만, 다시 무언가에 도전하고 값진 성취감을 얻은 한라산 등반이 더욱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도 오지 않아 하늘도 도와준 날씨
였네요. 5년 뒤에는 우리 딸, 아들과 함께 3번째 도전을 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휴가 3일을 내어 영남알프
스 9봉 완등을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3일
간의 여정 중 첫날 오른 운문산이 가장 기억
에 남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른 등
산로는 ‘석골사-정구지바위-비로암폭포-정
상석-원점회귀’로 보통 5시간 반 정도 소요되
는 코스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산행을 시작
했는데요. 빙판길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고
생하며 12시에 정상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
다. 내려갈 길을 생각하니 다시 막막하던 차에
왔던 길로 돌아가기 싫어 올라온 길과 다른
루트를 통해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지나는 길인 터라 지형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산을 내려가다 보니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지
나가기도 하고, 로프도 타며 결국 7시간 반 만
에 하산했습니다. 아마 나무에 붙은 산악회 표
식이 아니었다면 구조요청을 해야 할 지도 몰
랐던 등산이었네요. 사우분들은 모두 정해진
길로만 안전한 산행하세요!

엔진생산관리팀 천동호 책임매니저

등속설계팀 이호석 책임연구원
2021년 6월 23일, 저는 가족 첫 단체 산행으로는 무
리일 수 있는 한라산 백록담으로 향했습니다. 11살
막내딸과 함께하는 산행이라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
했지만, 9시간의 긴 산행을 무탈하게 완주했습니다.
물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있었지만, 가족끼리 밀고 끌며 끈끈한 가족애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설악산 등 또
다른 한국의 명산을 가족 단체 산행으로 도전해 보
겠습니다. 정상에서 촬영한 가족사진과 아들의 멋진
줄넘기 순간을 포착한 사진 모두 오래 기억에 남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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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산행은 없었다! 저는 코로나 이
전 엔진생산실의 단합 등산 장소였던 충남 태
안의 아름다운 산, 백화산을 소개 드리고 싶
습니다. 284m의 작고 아담한 산인데요. 편도
1.6km의 부담 없는 거리라 누구나 오르기 좋
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 – 정상 – 태안
초교’ 코스로 등반했고, 약 3시간 정도 소요
된 것 같습니다. 총 2.5km라는 짧은 거리지만
그 구간 안에 불꽃/용허리/멍석/굼벵이/세자/
용상/외계인/수녀/악어바위 등 엄청나게 예
쁜 바위가 가득해요! 특히나 세자바위에 앉아
서 보는 경치는 최고였습니다! 정상에서는 백
화산성 일부와 태안 시내 전체까지 조망이 가
능합니다. 하산길엔 서산 10경 중 하나이자
국보인 태안마에삼존불도 볼 수 있어 마치 여
행을 선물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인생 샷과
더불어 기분 좋은 산행지를 찾고 있다면 백화
산으로! 부드러운 흙길, 암릉임에도 위험요소
가 적은 코스입니다. 사우 여러분, 산행으로
건강도 챙기고 모두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공작기계영업기술팀 최단비 매니저
한창 미세먼지에 꽃가루 날리는 3월 말, 평
소 등산을 좋아하는 저는 무학산을 올라봤는
데요. 시내버스 105번을 타고 ‘서원곡 입구’에
내리면 등산 시작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벚꽃
이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웬걸, 흩날리는 벚꽃
덕분에 풍경이 더 예뻤습니다. 무학산은 마산
에 있는 산 중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만큼 정
상까지 오르기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예쁜 경
치에 볼거리도 많아 지치지 않고 오를 수 있습
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 365 계단에
서는 생일에 맞춰 사진도 찍고, 계단을 오르면
만나는 ‘서마지기’ 공터는 탁 트이는 경치라
저절로 맑은 숨이 쉬어집니다. 정상에 도착해
직접 만든 샌드위치도 먹고, 비석과 인증샷도
찍었는데요. 바람에 흩날리는 태극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산행은 약 3시간 30분 정도로
왕복을 끝마쳤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
눈 호강하며 힐링 후 맛있는 식사까지 이게 바
로 건강한 산행의 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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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사우들의 등산 이야기
상생협력팀 우준희 매니저

공작기계연구지원팀 이상호 책임연구원

2019년 7월, 가족과 함께 등반했던 킬리만자로를
사우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
의 산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차메 루트’를 통해 총 6박 7일간 등
반을 했습니다. 보통은 5박 6일로 진행하지만 부모
님 나이를 고려해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6박 7일간 산을 오르는 하루 하루마다 바뀌는 자
연 경관이 신기해 등반내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의 동영상을 지금 보면 감회가 새롭
습니다. (열심히 찍은 나 칭찬해) 등산 5일째, 자정
에 시작하여 9시간의 등반 끝에 정상에 도착한 순
간 터지신 아버지의 눈물이 킬리만자로 등반에서
가장 기억에 남네요. 탁 트인 자연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등산은 코로나로 얽매인 자유를 잠시나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산이 거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에
서 그동안 다소 멀리했던 산과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인 만큼 눈만 돌리면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산
을 오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산에서 위안을 찾는 이들에게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장엄한
산들의 이야기는 잠깐 제쳐두고, 우리 곁에는 늘 창원 시내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정병산, 대암산, 불모산, 장복산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바다와 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불모산-장복산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의 도심 접근성 최고인 핫 플레이스라고 항상 느낍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등산했던 사진을 올려봅니다. 마지막 사진은 통영
미륵산에서 찍은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산도 앞 바
다 다도해 일출 사진입니다.

인도법인 Maintenance Team
M.Devanathan

멕시코법인 HR Team
JANETH SARAI GUZMAN MATA
‘Pico de Orizaba(오리사바 산)’는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산(5,636m)이자 최고난도 트레킹
코스예요. 사진 속의 저는 웃고 있지만, 셔터
를 누르기 직전까지는 거의 서있지도 못했죠.
아주 높은 산이다 보니 고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도 거쳐야 해요. 저는 밤 12시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3시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요. 춥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끈기와 목표의식
을 가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배
웠죠. 어떤 일이든 어려운 과정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스스로 놀랄 거예요.

산동법인 품질사업부 형한수
2016년 4월 23일 오후, 친구와 태산을 올랐
어요. 저녁 9시에 출발해 천가, 옥황정, 관일
봉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날 오전에 하산
했죠. 등산한 시간만 따지면 약 3시간 반 정도
지만 산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이 잊히지 않아요. 어둠을 싹 지워버리는 햇
빛을 받은 순간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이
뿜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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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방문한 ‘MISTEA VALLEY’의
‘Kotagiri Trek’은 제가 등산할 때 원하는 모
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난이도
가 어렵지 않은 안전한 산책로가 있어서 남녀
노소 상관없이 친구나 가족 모두 즐겁게 등산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조금 더 도전적
인 코스로 등산하고 싶다면 얼음장처럼 차가
운 시냇물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로 오르는 모
험을 할 수도 있죠. 해발 1,793m 높이의 산을
오르다 보면 높은 폭포와 푸르게 펼쳐진 찻잎
밭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모험을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
천합니다!

멕시코법인 Quality Assurance Team
ERIKA LORENA SUSTAITA MORENO
‘Cerro de las Mitras(미트라스 산)’는 수도권
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등산 코스 중 하나
예요. 몬테레이 시내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
는 이 산은 일출 시간에 맞춰 정상에 오르면
해 뜨는 사진을 완벽하게 찍을 수 있어요. 약
9km 길이의 산행길을 걸어야 하는 터라 등반
에 4-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난이도가 쉬
운 등산 코스는 아니죠. 정상에 도착해 깎아지
르는 절벽을 내려다보면 자연의 광활함에 혼
이 뺏기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라는 점 잊지 마시고, 모든 임직원 분들이 활
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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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피우듯
넘치는 사랑으로

동료에서 연인으로
창원2공장 같은 건물에서 벽을 하나 두고 일을 하던 동료는 어

지금의 순간을 담다

family

차량부품생산관리팀 정연철 책임매니저
결혼기념일은 본래 19세기 영국에서 매년 결혼한 날에 축하예배를 하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느새 7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길을 오가다 마주치면 어색하
게 인사하던 사이에서 군항제에 함께 가게 되며 본격적으로 인
연이 맺어진 것이죠. 벚꽃이 피던 봄을 몇 차례 지나 보내고, 파
릇한 잎이 올라오는 6월에 정연철 사우와 아내 이미정 씨는 평

날에는 부부가 맺어진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고마운 날이죠. 7주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년 결혼기념일은 ‘화혼식(花婚式)’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년차에 접어들면 나무에 꽃이 피어나듯 결혼

“예복을 갖춰 입고 본식을 앞두고 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생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아내를

8월 한여름처럼 더웠던 기억이 나요. 결혼식 당시에 제가 직접

위해 차량부품생산관리팀 정연철 사우는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기로 합니다.

축가를 불렀는데요. 연습을 더해서 조금 더 잘 불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연철 사우)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
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케이크에
소주를 곁들여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아내 이미정 씨는
남편에게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고
하는데요. 사진관 예약부터 방문, 아이들 챙기기까지 가족사진
을 촬영하려면 여러 일들을 해야하는 터라 마음먹기부터 쉽지
않은데 깜짝 이벤트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촬
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자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남편 회사가 많이 변한 걸 느껴요. 아이들 어릴 적에는 밤 9시,
10시 퇴근이 잦았거든요. 요즘은 5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
는 걸 보면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신기합니다.
더군다나 결혼기념일 맞이 가족사진 촬영이라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네요.” (아내 이미정 씨)

웃음 가득한 우리 가족
정연철 사우는 자타공인 섬세하고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이
들에게 엄하기보단 친구 같은 아빠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요. 평소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인 만큼 아이들에게
서 항상 100점짜리 아빠라고 인정받습니다. 늘 가족에게 웃음
을 주는 재치 만점 유머로 화목함을 더하죠.
“아빠는 회사에 있는 시간 빼고는 늘 저희랑 함께 해요. 사마귀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매미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못
하는 게 없는 슈퍼맨입니다!” (아들 정여준, 정하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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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넘치는 여준, 하준 형제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
습니다. 막내 정하준 군은 익살스러운 표정과 자세를 취해 촬영
장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봅니다. 개구쟁이 두 아들 덕에 조용
할 날 없는 하루지만 그만큼 웃음짓는 날들도 쌓여 갑니다. 첫째
정여준 군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아이들이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고 있죠. 정연철 사우 부부도 매년 아이들의 성장을 느끼고 있습
니다.

많은 경험을 하며
시야와 마음이 넓은 아이로
자라주렴!

지금처럼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어 주세요!

차곡차곡 쌓이는 추억
정연철 사우는 이번 가족사진 촬영 때 맞춤옷이나 소품 없이 있
는 그대로의 평범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하
는 것을 좋아하는 정연철 사우가 이미 여러 콘셉트로 촬영한 사
진이 많았기 때문이죠. 턱 밑에 V자 손을 하며 ‘핸썸!’이라고 외치
는 포즈는 여준, 하준 형제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매 순간 순간
마다 사진을 남겨주는 아버지 덕에 아이들도 어느새 포즈를 취하
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 단어로 비유한다면 ‘HAPPY’인 것 같아요! 그만
큼 항상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집입니다.” (아내 이미정 씨)
아내 이미정 씨가 제일 아끼는 가족사진은 재작년에 친정 식구들
과 함께 촬영한 대가족 사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사진인 만큼
집 거실에도 걸려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절로 행복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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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
황인데요. 이전에 7번 국도 여행 중 들렀던 갈남항이 떠오르네
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를 믿고 제 옆에 딱 붙어 수심 10미터
스노클링을 즐겨준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스크
를 벗고 자유로운 날이 오면 가족과 괌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첫째 아이가 두 살일 때 둘째 태교 여행으로 괌을 갔었거든요. 유
치원생으로 훌쩍 큰 두 아들과 다시 한 번 그 때 그 장소를 가보
고 싶어요.” (정연철 사우).
이번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정연철 사우 가족은 또 하나의 추억
을 쌓았습니다.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 소식을 가족에게 알
려줄 때의 기쁨, 스튜디오로 출발할 때의 설렘, 촬영 중 예쁘게
웃어주던 아이들의 미소. 이날의 기억을 액자에 담아 걸어 둘 정
연철 사우 가족은 웃음이 가득했던 때를 떠올리며 계속해서 행복
을 그려나갈 겁니다.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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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참여 : 홍보팀 사보 담당자 (minju@hyundai-wia.com)
혹은 현대위아 카카오톡으로 사연 신청

21

HYUNDAI WIA

짜릿한 바람의 유혹…
컨버터블의 세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산 컨버터블

용차에서 지붕만 들어낸 차가 아닙니다. 실제 일반 차량에서
지붕을 제거하고 앞 유리창과 앞문 사이의 비스듬한 기둥인 A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국산 컨버터블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1990년

필러만 남기는 식으로 불법으로 개조하면 시속 120㎞도 못 버

대에는 쌍용차가 ‘칼리스타’를, 기아차가 ‘엘란’을 선뵀습니다.

텨 고속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체의 강성을 보

2000년대에는 한국지엠이 GM대우 시절에 ‘G2X’를 내놨죠. 다

강하는 등 컨버터블만을 위한 구조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왜 국산 오픈카는 없을까?”

만, 당시 컨버터블은 영국 자동차 업체인 팬더 웨스트윈드, 로

컨버터블의 묘미는 차의 지붕을 접는 것인데 이게 별것 아닌

최근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온 지인은 이같이 물었습니다. 오픈카는 지붕을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차를 말합니다. 요

터스 등 해외 업체의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에서 단순히 조립했

듯해도 버튼 하나로 10~20초 안에 지붕을 열고 접는 ‘루프 모

거나 아예 수입해서 판매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의

듈’ 기술은 자동차 업계에서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크게 차의

차였습니다. 국내 메이커들의 도전정신은 엿보였지만, 시대를

지붕 재질에 따라 딱딱한 차체로 여닫는 방식의 ‘하드탑 컨버

너무 앞서 간 탓일까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터블’과 부드러운 천 같은 소재를 사용한 ‘소프트탑 컨버터블’

즘 코로나19로 제주도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가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비수기 때 5000원이면 가능했던 경차 렌터카의
하루 대여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니 말 다했죠. 렌터카는 대여료뿐 아니라 낯선 여행지에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
해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국산차 보험료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국산 오픈카가 있었으
면 렌터카 비용도 더 저렴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로 나뉩니다. 이때 차 안에 지붕이 접혀 들어갈 별도의 공간도

국산 컨버터블, 안하나 못하나

확보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충돌·전복되는 등 최악
의 상황에서도 탑승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좌

이소현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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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카브리올레…지역·차종 따라 다양

누군가의 로망 혹은 드림카

자동차의 지붕이 없는 것에 집중한 터라 오픈카로 불리지

컨버터블은 로망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영화 속에서 컨

만, 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틀린 영어 표현인 콩글리시로

버터블은 흩날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자유를

자동차 업계에서 부르는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오픈카는

표방하는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또 TV나 연예인

지역에 따라 혹은 차종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미

의 SNS에서 컨버터블은 재력을 과시하거나 휴가를 즐기는

국에서는 ‘컨버터블(Convertible)’로 불리는데요. 2도어 4인

제 각각의 모습으로 연출돼 대중의 부러움을 한몸에 삽니

승 모델로 가장 기본적 형태입니다. ‘접이식의 포장을 갖춘

다. 이처럼 컨버터블은 누군가의 드림카 리스트에 빠지지

차’ 뜻을 지닌 ‘카브리올레(Cabriolet)’는 유럽 브랜드가 사

않고 등장하지만, 막상 사기에는 가격과 실용성, 유지 측면

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된 ‘로드스

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터(Roadster)’는 주로 2인승 오픈카를 의미하며, 고성능 수

컨버터블 시장은 국산 메이커의 불모지입니다. 반면 메르

퍼카의 지붕을 없앤 ‘스파이더(Spider)’는 로드스터의 이탈

세데스-벤츠, BMW, 미니, 아우디,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

리아 버전으로 그 모습이 마치 거미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수입차 브랜드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명칭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석 뒤쪽에 머리 보호대 등 안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입

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자동차 생산국 반열에 올랐지만, 기

니다.

술력과 노하우, 시장성 부족,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등 문

주행 감성 품질 경쟁도 두드러집니다. 지붕과 본체의 이음매에

제로 국산 컨버터블은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본적인 방수 문제도

우선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컨버터블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붕을 열어 바람이 심해도 음악은 즐길 수

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로 파이가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

있도록 오디오 세팅도 바뀌어야 합니다. 날이 추운 날에도 오

로 컨버터블 수요가 크지 않아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픈카를 즐길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받습니다. 싸고 튼튼한 차를 많이 파는 게 모토였던 국산 브랜

숱한 부담 요소 탓에 비록 국산 컨버터블은 없지만, 국내 자동

드의 성격과는 결이 다른 것도 걸림돌입니다. 컨버터블은 일종

차 시장에서 컨버터블 판매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

의 사치재로 여겨져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재고 관리가 어려

교통부 신차 등록 대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카이즈유 데이터

운 것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고객 입장에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컨버터블은 전년 보다 67.7% 늘어

서는 높은 차량 가격은 물론 일반 차량의 2배에 달하는 보험료

난 257대가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세단, SUV 등 외형별 분류

역시 부담입니다.

기준으로는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불경기에

고급화 전략으로 컨버터블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어 볼법하

도 억대 오픈카 시장은 고속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오픈

지만, 무엇보다 높은 벽은 기술력입니다. 컨버터블은 일반 승

카도 출시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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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식생활
우리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생활 역시 기후 위기와 밀접한

新문물 소개소

친환경,
필환경을 넘어
이제는
힙(hip)환경

관련이 있습니다.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가 이뤄지는 순환
과정에서도 환경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환
경오염을 줄이고 식탁 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근거리
농수산물 소비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 이용하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제철과
일과 채소 소비하기, 육류 소비 줄이기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영양과 건강 차원을 넘어서 농업, 환경, 사
회 등 여러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말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도 ‘비건’ 문화가 조금씩 친근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세트로 식물성 소시지와 버거 패티 등으로 구성된
비건 선물 세트를 기획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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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힙하다는 친환경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와

#제로웨이스트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온 지구를 생각하
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시대의 힙! 21년 최대 화두로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실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노

손꼽힌 ‘ESG 경영’의 일환으로도 산업 불문 여러 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친환경, 필환경을 넘어 ‘힙(hip)환

력의 일환으로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용기내 챌린지’의 경

노력을 통해서도 그린이코노미와 친환경 마케팅도 점차 진

경’의 시대가 도래했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지구를 위해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즘 세대

우에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화하고 있는데요. 때론 과한 그린마케팅으로 인해 *그린워

들의 가치관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이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과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힙하

취지에서 매장, 시장 등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

시(Green Wash) 비난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멋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오는 운동입니다. 세제와 샴푸 등을 본인이 챙겨간 통에 덜어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

MZ세대는 제품을 구매할 때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

서 사올 수 있는 컨셉의 ‘리필 상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포장

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보여

하고 SNS 등에 인증하는 세태는 소비를 통해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를 반영하죠. 이러한

재 가격이 빠져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점까지 더

MZ세대의 가치소비 니즈를 잡기 위해 기업과 판매자들 역시 친환경 아이템을 선보이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지니 판매자와 구매자, 환경에도 윈윈이라고 해요.
최근 식품, 유통업체들 역시도 생수 페트병을 넘어서 커피, 과
일 용기로도 확산되고 있는 무라벨 제품들, 플라스틱 없이 친환
경 종이 패키지로 구성한 명절세트 등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지는 것에 치중하여 트렌드의 본질을 놓치지는 않아야겠습
니다. 소비자들 역시 그린워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말 친환경인지 분별하는 현명한 눈을 통해 더 멋진 힙환
경을 실천하면 더욱 좋겠죠?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컨셔스패션
컨셔스패션은 ‘의식 있는’이란 뜻의 ‘컨셔스(conscious)’와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의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말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버려진 의류나 폐기물을 재
활용해 만든 의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법으로 염색한 의류, 잘 썩지 않는 합
성섬유 대신 천연소재로 만든 의류, 중고 의류의 공유와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는 해당 시즌에 신제품으로 판매하다가 상설 할인 매장으로 옮
겨져 3년 차에 소각됩니다. 멀쩡한 제품이지만 브랜드 가치를 위해 버려지는 것
이죠.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이런 제품들을 되살리거나 다른 소품으로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라인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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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시 :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 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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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히어로
차량부품시작팀 반오현 기술선임

HYUNDAIWIA HEROES

차량부품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업무
추천 사유
매사에 솔선수범해 많은 연구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부연구센

차량부품연구센터의
협업 3인방을 소개합니다.

터의 ‘큰 형님’. 제품 개발부터 벤치마킹 분해, 수작업 가공, 용접에서
부터 인생상담, 낚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특기와 노하우를 활
용해 동료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다른 연구원 동료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 작업하며 수동변속
기, 감속기, PTU 등 전 구동 시작품 제품 개발에 기여하며 개발과 개선의 아
이디어를 적극 도출해낸 베테랑. 올해 정년이지만 신입사원보다 더 높은 열정으
로 조립 품질을 책임지는 최종 담당자로서 시작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조립 장
인이십니다. 그의 정년에 연구센터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추천댓글
홍철 책임연구원 : 언제나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시는
구동계의 산증인! 히어로로 진심 추천드립니다.
김진우 연구원 : 구동 시작품뿐만 아니라 등속, 샤시 시작품에도 관심으로
다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정한 협업왕이십니다. 강력추천!
이상훈 책임연구원 : 현업에서 실무 진행하며 연구소에서 큰형님의 도움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부탁들 하면 내 일인 것처
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챙겨 주십니다. 게다가 주변 연구원들의 개인 대소사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큰형님!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정년이 다
가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히어로즈 강추!
김지홍 책임연구원 : 구동부품 개발의 역사 그 자체이시죠. 무슨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정말 많이 배웠고 시제품 제작 분야에 있어 스승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정윤 연구원 : 현대위아 구동 부문의 모든 신제품은 반오현 기술선임님 손

SUPER
HERO

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업해주시고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연구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선정되었네요. 연구소에서는 설계팀과 합동

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차량부품연구센터의 협업왕은 총 121개의 댓글, 102개의 좋아요 건수로 최종 3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임에
도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결과이죠! 이번 차량부품연구센터의 협업왕들을 수식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자기 일처럼’, ‘솔
선수범’이었는데요. 동료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이들의 협업 능력이 우리 회사 차량부품 제품 개발에
일등공신 아니었을까요? 차량부품연구센터의 진정한 히어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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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많이 좋아하고, 저를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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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에게 묻다
Q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협업 노하우

우수 히어로
샤시시험팀 김성현 책임연구원
CVJ 피로 강도 평가 및 시험기 개발
추천 사유

우수 히어로
제어개발팀 한예슬 책임연구원
구동 부품(AWD, e-LSD, TVTC) 제어 ECU S/W 검증
추천 사유

냉철한 분석력과 솔선수범의 아이콘. 힘든 일도 먼저 솔선

친절, 긍정, 도전의 아이콘. 업무 협조 요청에 마치 본인 일처

수범하여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김성현 책임연구원은 온화

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친절 끝판왕, 남의 업무를 도와주고

한 성격과 친화력으로 모든 연구소 인원들과 실질적인 ‘협

혼자 남아 야근하는 그를 천사라 칭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구 업무에 있어서도 시험팀의

때론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도와주며

스페셜리스트로 시험 결과에 대해 냉철하고 신뢰도 높은 분

항상 긍정적인 기운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석력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톡톡히 얻고 있죠.

뛰어난 소통과 협업능력으로 우리 회사 최초로 A-SPICE 심
사 인증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사내를 뛰어넘는 협업능력으

추천댓글
이제동 책임연구원 :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 주심에 감
사드립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로 외부 협력사와 협업하여 기존에 없던 SW검증 환경을 최
초로 구축한 성과도 이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황무지
를 개척하며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협업왕!

김대환 책임연구원 : 등속 신뢰의 대명사 ^^
김종호 팀장 : CVJ 시험의 대가, 김성현 책임님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규 연구원 :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
다.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댓글
이상훈 책임연구원 : 언제든 웃는 얼굴로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주시는 한예슬 책임님을 협업왕으로 적극 추

Q 협업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경험

Q 동료들에게 바라는 점

반오현 기술선임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

반오현 기술선임 ATC, 커플링 등 동료와

반오현 기술선임 항상 적극적으로 협업하

고 공유하는 적극성입니다. 도면과 똑같

함께 협업해서 제작한 제품이 자동차에

시면 동료분들이 알아줍니다. 만나면 항상

이 만들더라도 실제로는 제품 작동에 오

조립되어 밖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보람

인사하고, 서로 칭찬해주세요

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품에서 불량 하

을 느낍니다.

김성현 책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같

나가 발생하면 점검과 수정 등 제품 시연

김성현 책임 해외 법인에 시험기가 설치

은 공간에서 동료와 보내게 되는데, 서로

까지 또 한달 정도가 지연되기 때문에 물

되어 있다 보니, 현지 담당자들에게 가끔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건이 들어오면 신속히 체크해보고, 잘못된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보

보내면 좋겠습니다. 불볕 더위에도 코로나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공유하고 대처하는

를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여 함께 해결을

로 마스크 쓰고 지내시느라 다들 힘드시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문제 없이 정상

하는 과정에서 제 업무의 폭도 넒어지는

겠지만,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조립에 들어가죠.

걸 느끼는데, 그 때 보람을 느낍니다.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 책임 본인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

한예슬 책임 저의 필요에 의해 또는 요청

한예슬 책임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고,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구성원들과 협

에 의해 함께 업무를 수행했던 것 뿐인데

회사 생활 중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

업은 자연스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배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

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만으로도 힘

업무를 해보니 요청을 받을 수도 할 수도

해주면 불현듯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

들잖아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며 일했으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요청하는 사

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 봅
니다.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제
외하고는 협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예슬 책임 동료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Q 내가 생각하는 ‘협업’이란?

전수하거나 새로운 일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
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

반오현 기술선임 감싸주면서 가는 것. 서로 감싸주고 다독이면서 협업하면 언

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신뢰성 있는 제품

젠가는 빛이 납니다.

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생겼던 것

김성현 책임 조직 간의 소통이다.

같아요.

한예슬 책임 동료들에 대한 배려이자 조직의 경쟁력이다.

천합니다.
이현주 연구원 : 제어개발팀의 빛과 소금!

수상소감
시험팀 일의 특성상 타 팀과 같이 진행하는 업무가 대다수

이시형 연구원 : 업무 협조 요청을 드리면 항상 웃으면
서 본인의 일처럼 해주시는 한예슬 책임님을 추천합니다.

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진행했을 뿐인데 협업왕으
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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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감
저도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는 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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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이제 우리 법원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흉기 기타

난폭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법상의 특수협박에 우선하여

일상 속 법률 이야기 38호

A는 2018년 4월경 경부선 서울방면 고속도로에서 안전거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의 신

리 미확보, 속도 149km/h 운행, 진로변경 방법위반, 앞지르

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기 방법위반 등 7분동안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하였는

하고, 이 사건상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피해자는 살상의

데, 비록 A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당시 자동화기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속히 감속하여 피해

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8구단

자를 위협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

12160).

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서울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책임매니저(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는 더위가 좀처럼 가시

먼저, 난폭운전입니다. 운전자는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

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외로 외출하면 코로나 변이

범, 3) 속도 위반, 4) 유턴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6)

바이러스와 극심한 더위로 고생할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

을 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가 될 수 있고, 이와

다. 먼저 양 자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보복운전은 ‘특정 1

병과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B는 서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인’을 대상으로 보복을 위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93조, 제151조의2).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

피고인 D는 2019년 3월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당

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난폭운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폭행/협박/폭행/손괴가 형법상

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

터널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의 각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형법 제258조2, 제261

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과를 볼까요? 피해

않은 상태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차선

난폭한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조, 제284조, 제369조). 예컨대, 차량을 운행하며 상대방에게

자는 가해자의 행동이 담긴 블랙박스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

피고인의 뒤쪽에서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

을 의미합니다.

협박을 가했을 경우 특수 협박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였고, 법원은 벌금 3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원

자 E가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이 다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보다 확실히 중한 죄로 보이

2017고정1603).

화가 난다는 이유로 D는 급정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르게 정의하는데요.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

죠? 참고로 차량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특

하여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

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순

수폭행, 특수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모두 나열할 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됩니

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하니 좀 더

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중앙지법 2018고합1362).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볼까요?
보복운전의 다른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용차를 피하여 피해자가 앞질러 가자 봉안터널 내에서 피
특수 협박의 경우, 우리 주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쉽게 벌어질 수

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주행하면서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피고인 C는 2014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경부

변경한 뒤 급제동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도로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지나던 중, 3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수협박

차선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고속버스가 자신의 앞으

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
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

형량이 적지 않지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 검찰 조사 및 법

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 또한

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정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됩니다.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양보하시며, 조금 늦

가 버스를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

게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버스 앞

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에서 급제동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앞으로 몸이
쏠리며 좌석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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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쇼팽 콩쿠르는 그야 말로 꿈의 무대이고, 꿈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우승을 하는 순간 본인
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 2015년 우승자 조성진이 그러했습니다. 조성진은 2011년
이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에 입상한 적이 있지만, 국내의 마니아층만이 아는 유망주에 지나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승 이후 그는 일약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반열에 오르게 됐죠.
조성진의 공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진 행렬입니다. 국내에서 리사이틀을 열 때는 ‘10초

EDITOR’S PRISM

컷’ 사태가 벌어질 정도고요. 세계 최고의 악단인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심포니, 런던 심포니 등

피아노의
올림픽

과의 협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쇼팽 콩쿠르가 본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대로라면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으로 무려 6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은 모두 96명입니다. 이
중 한국인 진출자도 무려 7명(가주연, 김수연, 박연민, 박진형, 이재윤, 이혁, 최형록)이나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또다시 쇼팽 콩쿠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본선은 오는 10월 3일부터 17
일까지, 결선은 21일부터 2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니 관심이 있다면 챙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Chopin, Piano Concerto No.1)
쇼팽 콩쿠르의 결선 최종라운드 미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쇼팽이 만든 두 곡의 피아노 협
주곡이 바로 그것이죠. 최종 결선 진출자들은 마지막 무대에서 반드시 이 두 곡 중 하나를
연주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이 1번을 고른다는 점입니다.
쇼팽은 누구보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습니다. ‘피아노의 음유시인’이라는 별
명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는 피아노에 있어서는 천재였
스포츠로 밥벌이를 정한 사람 중, 올림픽을 꿈꿔보지 않은 이는 매우 드물 겁니다. 올림픽은 모든 스포츠

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협주곡 1번은 겨우 스무살

선수들에게 그야말로 ‘꿈의 무대’죠. 4년에 한 번, 전 세계인들의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

때 만든 곡입니다. 군데군데 설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피아노의 반주를 맡은 오케스

회니까요.

트라 부분이 특히나 취약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러한 꿈의 무대가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들에게도 이런 무대가 있어요. 바로

하지만 이 곡은 스무살 쇼팽의 감정과 열정 그리고 패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콩쿠르’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던 이들이라면 낯설겠지만, 콩쿠르는 클래식 음악가들에게 있어

청춘을 추억할 때 아스라이 떠오르는 그 감정이죠. 피아노 선율은 곡이 연주되는 내내 아름

서 필수적 등용문입니다. 클래식 연주자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대죠.

답게 흐르는 듯하면서, 또 휘몰아치고 다시 가라앉습니다. 부족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피아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도 모두 이 콩쿠르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가 대신해 가득 메우죠. 곡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1967년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지휘자 정명훈은 1974년 차이코프

무엇보다 이 곡의 장점은 클래식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스키 콩쿠르 준우승을 했습니다. MBC의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며 더욱 유명해진 피아니스트 손열음 또

들어도, 쇼팽의 감성에 푹 취할 수 있거든요. 왜 그가 피아노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지 알고

한 2011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준우승을 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싶다면, 이 곡을 한 번 들어 보기를 주저없이 추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은 한국 클래식계에 길이 남을 날이었습니다. 바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국인 최초

*크리스티안 지메르만&폴란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Krystian Zimerman&Polish Festival Orchestra)

로 ‘쇼팽 콩쿠르(Chopin Competition)’에서 우승한 날이죠. 우리나라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런저런 콩쿠르
에서 우승을 거머쥔 적은 많았지만, 쇼팽 콩쿠르의 우승은 유난히 특별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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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1면의 기사를 빌리자면 “서양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악기인 피아노 분야 최고 권위의 콩쿠르에서 우

쇼팽과 같은 폴란드 태생인 지메르만은 지금까지도 세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

승한 것은, 백인들의 아성이던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과 맞먹을 만한 감동과

고 있습니다.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이기도 하죠. 그런 그가 피아노와 지휘를 동시에 맡은 앨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범입니다. 지메르만은 완벽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 공연을 하든 자신

실제 쇼팽 콩쿠르는 피아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합니다. 단일 음악 콩쿠르로는

의 피아노를 들고 다닐 정도라고 하죠. 웬만하면 조율까지 그가 직접 합니다. 이 앨범은 그

가장 오래됐고, 배출한 피아니스트의 면면도 가장 화려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전설의 피아니스트들이 이

런 지메르만이 폴란드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앨범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쇼팽 콩쿠르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마우르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아주 유명해서 클래식 음악이 빈약한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

게릭 올슨,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등이 다 쇼팽 콩쿠르의 우승자들이죠.

도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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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링 없는 속 시원한
협업플랫폼을 구축한
ICT기획팀의
아이스 디저트 대전

지난 7월 현대위아의 소통하는 협업문화가 한 층 더 강화

천승필 매니저

이세규 매니저

이철규 책임매니저

박현서 매니저

이한울
매니저

됐습니다. 신규 협업플랫폼 M365가 도입됐기 때문이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 한 채팅, 댓글, 편집 기능으

로 팀워크 UP! 신규 보안 체계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

난 편리성 UP! 클라우드 저장으로 PC 속도가 UP! 됐습니

김희훈 팀장

다. 이 배경에는 소통하는 협업문화 강화로 조직문화 혁신
을 이룬 ICT기획팀이 있었답니다. 한달간 M365를 사용한

파일럿 팀의 피드백까지 반영해 1년의 준비 기간을 끝으
로 협업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얼음장 같았던
i-BEST555 혁신 슬로건 목표 중 조직문화혁신 부문 과제
를 시원하게 깨부순 ICT기획팀의 월간미식회 현장을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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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솔희 매니저

Q ICT기획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희훈 팀장 ICT기획팀은 현대위아 IT 인프라, 서브 네트워크, 기술보

Q 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아이스 디저트처럼 시원하게 해결한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완, 기획 및 전략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T기업이 아닌

이세규 매니저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범위가 정말 넓다 보니 어

제조기업에서 IT가 단순한 툴로 여겨졌다면 근래 IT는 비즈니스 경쟁

려움이 많았어요.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을 바꾸고 보안 규정을 변경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지

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IT 환경에 대한 방

만, 조직문화와 비즈니스지원팀 등 많은 분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

향성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얼만큼 높일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 및

같습니다.

추진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많지 않지만 배려하며
서로를 묵묵히 챙기는 팀이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자
ICT기획팀 이철규 책임매니저

올 한 해 저희 팀은 정말 바쁜 나날
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프로젝트 및
M365(협업플랫폼) 구축에 다들 정신없
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나

Q M365의 가장 큰 장점과 신규 협업플랫폼을 쓰게 될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Q 올해 팀의 큰 성과 중 하나인 M365의 도입 배경이 궁금
합니다.

김희훈 팀장 모바일과 PC를 같이 쓸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점이 가장 차별화된 장점인

천승필 매니저 요즘은 ‘온택트(Ontact)’라고 하죠. 코로나19 이후 온

데 익숙해지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사용을 강제할 수 없

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업무가 급격히 많아진 것 같아요. 또한 과거에

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후에는 분명 스스로 성장하는 환경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서부터 꾸준히 직급이 바뀔 때 등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희 팀에서도 업무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를 지속 배포할 예정이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활용해

문제점이 계속 존재했죠. 때문에 협업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자

주시고, 이러한 에너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전파돼 실질적인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구축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는 취지로 도입했어요. 또한 기본적인 PC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최적화 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PC 속도가 느려

Q 신청 사연 중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답하거나 파일이 날라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클라우드

이철규 책임매니저 새로 짓고 있는 러시아 공장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담당하고 있어요. ICT추진실과

시스템 도입 소식이 반가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팀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 기술보완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

여름인 지금 업무 지원을 위해 다른 사

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저도 얼마전에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사항도 많고

무실 한번 다녀오면 땀이 주르륵 나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좋은 성과가 나

고생 너무 많은 우리 팀원들과 시원한

오길 바라고 있죠.

아이스 디저트 먹으며 무더위 스트레스
36

를 확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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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원 중 최고의 미식가는?
이세규 매니저 지금 러시아 출장 중이신 심학민 매니저가 저희 팀

후보1 베테랑 콩물 젤라또

후보3 파스키에 프랑스 바닐라 라즈베리 케이크

질감과 맛이 중요한 콩물을 그냥 얼릴 수 없어 고민하던 와중 JL
디저트바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콩물 젤라또가 탄생했다. 콩물 함
량을 26%로 높이고 신선한 우유를 넣어 순백의 맛을 재현했다.

완벽한 홈카페를 만들어주는 달콤하고 시원한 케이크 한 조각.
인공색소, 인공향료, 보존료를 넣지 않아 아이들도 건강하게 즐
길 수 있다. 다쿠아즈 같은 포슬포슬한 겉과 부드러운 바닐라 크
림과 냉동 라즈베리가 식감을 다채롭게 한다.

대표 미식가인데 이 자리에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출장 가서도
잘 먹고 지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두 번째 미식가를 손꼽자면, 박
현서 매니저예요. 평소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곳들만 잘 찾아다니더라고요.

Q 참여 소감

이철규 책임매니저 콩물과 우유의 2:3 비율이 환상의 콜라보를
펼친다. 첫 스푼을 떴을 때 아삭거리지만 점차 부드러워진다. 일
반 하드 아이스크림과 완전 찐득한 젤라또가 갖지 않는 이색적
인 식감이 인상깊다.
이세규 매니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으면서 아닌 듯하다. 콩물
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맛이 느껴진다. 너무 달지 않아
건강한 맛이고 콩물 맛이 세지 않아 오히려 더 좋다.

천승필 매니저 개인적으로 새콤한 맛을 별로 안 좋아한다. 큼지
막하게 들어간 라즈베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
히려 없었으면 더 크림의 맛을 음미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세규 매니저 다른 디저트에 비해서 오히려 달지 않아서 좋다.
라즈베리가 달게만 느껴질 수 있는 맛을 잡아주는 것 같다.

후보2 상하목장 얼려 먹는 아이스크림 밀크

후보4 리꼬비 블루베리 리꼬슈

엄선한 프리미엄 원유와 국산 생크림을 더해 건강하고 담백한
밀크 아이스크림이다. 진하고 부드러운 밀크 아이스크림에 ‘인
간 츄르’라는 호평이 이어지기도 한다. 내용물을 잘 흔들어 눕혀
얼리기만 하면 짜 먹는 아이스크림 완성!

대구 빵지순례에서 빠지지 않는 빵집 중 하나다. 바삭한 크럼블
을 뚫고 부드럽고 차가운 크림이 뿜어져 나오면 자연스럽게 입
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기본 커스터드 크림부터 녹차, 초콜릿, 흑
임자, 와사비까지 다양한 맛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김희훈 팀장 어린이 입맛을 저격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닐라 아
이스크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맛인 것 같다. 진한 원유 맛이
인상 깊고 완전히 얼어야 했는데 날이 더워 그렇지 못한 점이 아
쉽다.
이철규 책임매니저 아이들이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종종 사 먹는다. 이렇게 짜 먹는 형태는 처음인데 간편하고 신선
한 우유의 느낌이 그대로 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다.

박현서 매니저 일반적인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맛이다. 빵에 아
이스크림을 넣은 것 같이차가운데 새콤하면서 달달한 블루베리
맛이 인상적이다.
천승필 매니저 유일하게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다! 바삭해 보이
는 겉은 오히려 쫄깃하고 속에 크림은 달달하고 시원해 한입 베
어 물고 두 눈이 번쩍 떠졌다!

천승필 매니저 날씨가 더운데 이철규 책임매니저님께서 사연 신청
해 주셔서 생각치도 못한 인터뷰도 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수 있
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팀내에서
출장도 잦고 자리 비우는 업무가 많아 다 같이 모이기가 정말 어려워
요. 이렇게 모이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학민 매니저

이날의 BEST PICK!
베테랑 콩물 젤라또
무더위 여름에 생각나는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을 대신할
달콤한 콩물 젤라또가 ICT기획팀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
다. 이색적인 재료가 어우러진 콩물 젤라또는 하나의 팀에
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만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끌
어내는 ICT기획팀과 닮은 듯합니다. 얼린 상태 그대로 뜨
면 샤벳 같고 여러 번 떠내거나 치대면 쫀득 해지는 젤라
또처럼 소규모의 팀원들과 끈끈히 협업하여 더 큰 조직문
화 혁신을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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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적 참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외 이웃을 위해 선한 나눔을 이어 오신 1% 기적 참여자 여러분께 10년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책자를 통

1% 기적

해 보내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박한 선물도 함께 전달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1%의 행복을 더할 ‘1%
기적 굿즈’를 소개합니다.

Happy Together

01. 문구세트

자발적으로 급여의 1%씩을 모아 소외 이웃을 도와 온 ‘1% 기적’은
2012년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어져 온 현대위아 임

참여자 여러분의 업무, 공부, 독서 등에 유용하게 쓰이길

직원 여러분의 나눔은 지금도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더 행

바라며 연필, 색연필, 펜, 메모지와 북라이트로 문구세트를

복한 세상을 만드는 현대위아의 여정,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구성했습니다. 부드러운 필기감의 연필과 펜으로 메모지에
업무 메모 작성, 색연필로 중요 부분을 표시합니다. 북라이
트로 점심시간 독서까지! 더불어 연필과 색연필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제
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02. 양산 겸용 우산

정기 프로그램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어깨 젖을 걱정 없는 대형 우산입
니다. 무게도 가벼운데다 UV 차단 기능까지 있어 쏟아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1% 나눔

는 폭우에도, 따가운 햇살에도 끄떡없죠. 어디에나 어울리

협의회’에서 지원사업을 결정합

는 검정색, 남색은 물론 개성 넘치는 자주색까지 다양한 색

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상을 준비했는데요. 1% 기적 참여자 여러분이 소외 이웃의

장이 있는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습니다.

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을 최우선적으

03. 무선충전 마우스패드

로 지원합니다.

책상 위 덜컥거리는 마우스가 신경 쓰이지 않으셨나요? 책
상이 긁히는 듯한 소음 없이 이용이 가능한 마우스패드! 더

드림카

군다나 휴대폰 무선충전까지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 기증 사
업입니다.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에 장애인 휠체

1% 기적, 우리의 나눔은 지역사회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총 기부금 53억원은 경상남도 내 임직원 기

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 이동형 목욕차량

부금 규모 1위에 달하며, 10년간 지원한 333회라는 나눔 횟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기관 전체 수인 329개소와 비슷한 수치입니

등 다양한 차량을 기증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

다. 즉,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기관에 1번씩은 나눔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14년 지역사회공헌 창원시장 감

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패 수상, 2016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9년 사랑의열매 ‘The Best 착한일터’ 선정까지 각종 대외 수
상을 받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1% 기적이 되겠
습니다. 우리의 1% 가 모여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행복한 기적을 위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직 1% 기적 가입 전이시라면?
40

① 비즈니스지원센터 > 홍보 > 1% 기적
② 홍보팀 김민주 매니저 앞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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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커스

Green Swan
리스크를 관리하는

새로운 투자 시대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오창섭 책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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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이 예상치 못한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채가 과

안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035년 100% 감축 목표가 담겼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

2018년 대비 80% 감축, 원전 6%로 비중 축소, 신재생 70%까

대했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것이라면, ‘그린스완’은 기후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중 발전 철강 화학 전기제품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품에 대

지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률 76~97%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화가 초래하는 경제와 금융의 위기로, ESG 측면의 예상

2018년 송도 48차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역외국가에 적용하는 일종의 관세

있죠. 관련 법제정, 신재생발전 효율 개선, 국민적 합의 등이

치 못한 이벤트발생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국가경제에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탄소배출을

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부담, 환경투자비용증가에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금융위기는 재정정책과 통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2050년 넷 제로를 달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ESG 투자확대, 탄소중립 2050, 탄소국경세는 우리 기업에 매

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는 선제적으로 대

성해야한다는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의회 승인, 27개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

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한편, ESG 관련 정책변화로 신재생

응하지 않으면, 단순한 경제 충격을 너머 회복불가능한 상

적인 석학들이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계

에너지, 전기수소차, 탄소저감관련 투자 등이 더욱 가속화될

황 즉, 극심한 물과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죠. ‘인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세계 기후위기 심각성과 탄소세 무

것으로 전망되어 기회요인도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도

간이 기후를 변화 시킬 순 있지만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

이에 근거해, EU 집행위는 7월 14일 탄소중립 입법패키지

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투자기업이 ‘착한기업’인지를 고려해야만 ‘그린스완’ 리스크를

‘그린스완’의 위험성을 잘 말해주는 듯 합니다.

‘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EU평균 탄소배출량을 2030년

도입 가능성은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

코로나 19 이후 대외적 환경정책변화가 본격화되면

까지 1990년 대비 55%로 낮추기 위한 정책패키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니다.

서 '그린스완'은 투자리스크 측면에서도 중요해진 사

법안에는 ‘탄소국경세’ 2026년 도입과 운송분야 CO2배출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넷 제로 :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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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돈독한 칭찬 릴레이 코너입니다.

HYUNDAI WIA

지난 달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디알액시온, 부원산업 직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Together and Further

엔진부품개발팀 남기열 매니저 → 디알액시온 김영수 부장

주물생산부 양승중 책임매니저 → 부원산업 김윤두 영성반장

여러 협력사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카파, I6엔진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

안전환경 업무 개선을 위해 자주 소통하는 만큼 이것저것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수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입사 직후부터 같이 일해온 만큼 업무 외적으로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공장과 1공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자주 뵙진

도 많이 조언해 주셔서 회사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한

못하지만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빠르게 업무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선배님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족, 동료, 고객사 등 모두와 좋은 관

FROM 주물생산부 양승중 책임매니저

계 이어가시는 것 같아 늘 보기 좋습니다!
FROM 엔진부품개발팀 남기열 매니저

부원산업
김윤두 영성반장

디알액시온
김영수 부장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협업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되죠.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운 부탁을 받으면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종종

2003년도에 디알액시온의 전신인 舊 대림기업에 입사하여 현재

또한 소통은 말 이상으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해야 해요. 이는

현대위아에서 작년에 정년퇴직 이후 현재 부원산업에서 시설 보

봤어요. 물론 이런 업무에 협조해주면 귀찮을 일도 많고 에너지

까지 약 18년간 영업팀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는 고객대응, 수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이 통하고

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 화장실, 샤워장, 탈의

소모도 많이 될 수 있죠.

활동, 판매/구매 단가관리, 중장기 계획수립, 해외공장매출관리 등

말이 통한다면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 등의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고장 나면 수리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이때 시간을 쪼개서라도 협조했어요. 이렇게 감사 메시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외주 업체에 연락하기도 하고요. 이전

를 받으니 이제까지 노력이 이렇게 기분 좋은 메시지를 받게 해

에 본관이 빨간 건물일 때부터 오랜 기간 창원 1~5공장을 다니

주는 것 같아요.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외 생산 공장을 둔 디알액시온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서 주력제품인 내연기관용 실린
더헤드/실런더블럭 제품 등을 현대위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며 관리하다 보니 연락을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해가

입사 후 첫 해외출장을 현대위아 산동 엔진 공장으로 갔어요. 당

지날수록 숙련도도 높아지고 이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

Q 현대위아 임직원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Q 감사 메시지를 받은 소감은?

시 누우(Nu) 엔진 부품의 양산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

해주니 기쁘고 책임감도 느껴요. 마냥 깨끗하고 힘들지 않은 업

저를 포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처음 메시지를 받고 그냥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차리

제가 있었죠. 양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

이 많습니다. 정말 본인 집보다 더 열심히 청소, 수리, 관리하고

고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니 참 감사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더

2개월 간 자료를 챙기고 수시로 현대위아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습니다.

있죠. 그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도

라고요. 제 생애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준비했어요. 산동법인에 도착해 양사 담당자간 모여 고객사에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좋게 말해주고 봐주시니 부끄럽기

요청한 것에 대한 근거, 당사 요구에 대한 근거를 공유한 결과

Q 감사 메세지를 받은 소감은?

입니다. 또한 시설에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게

하네요. 감격스러운 칭찬받고 더 열심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원활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죠.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게 봐주다니 고맙기만

중요해요. 담당자가 빨리 알수록 불편함이 줄어든답니다.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첫 해외 출장의 설렘과 협상을 성사하기 위한 부담감이 공존한

하네요. 양승중 책임매니저와 현대메티아 및 현대위스코 합병

과정이 여전히 잊히지 않아요.

이후 본격적으로 협업한 만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어요. 특히

Q 올해 이룬 목표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5공장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서로 어려운

지난 6월에 딸이 결혼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Q 남기열 매니저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

남기열 매니저는 ‘츤데레’ 같아요.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Q 업무 목표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부탁을 많이 했어요. 매번 웃으며 협조하진 못했지만 열악한 환

회사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인생을 헛되게 살진 않은 것 같아 괜

실제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남기열 매니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경영이

경을 함께 개선하며 서로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고생하는 양승

히 뿌듯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는 진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업팀의 한 조직원으로서 크게 위기감과

중 책임매니저도 늘 건강하길 바라는 바랍니다.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아빠로서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

나오기 어려워요. (웃음)

책임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신규사업의

Q 협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프로정신과 소통이 필요해요. 자기 일에 대한 프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와 다르게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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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대위아와 협업하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화가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업무적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

Q 어떤 자세로 협업에 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왔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일 할

루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 서로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소

매사 배려심을 갖고 협업해야 해요. 앞서 언급했듯이 나만 생각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보

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업무 시너지 효과가 절대 발생할 수 없어

람차고 의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래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요. 더이상 긍정적인 협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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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동반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달성

안전사고 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우리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반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

멕시코법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고

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리 회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2019

를 사전에 막고,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멕시코법인 직원들

년에 이어 두 번째다.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노력, 상

은 공장 내 설비와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했다.

생협력 지원 등을 살펴 보는 것으로 이뤄진다.

멕시코법인은 오는 8월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에도 나선다. 현장 작업자

우리 회사는 계약체결 과정의 공정성, 서면계약 내용 충실성, 계약이행 과

들이 작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것. 작

정의 공정 및 금융자금 지원, 기술지원 및 보호, 1차~3차 협력사 상생협력,

업자들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품질 육성, 납품단가 적극 조정 등을 개선하며 총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멕시코법인은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

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더욱 소통하며 동반성장의 환경을 지

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YUNDAI WIA Rated as 'Excellent' in 2020 Win-Win Growth Index

동반지수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HYUNDAI WIA MEXICO Conducts Special Safety Inspection

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From July 1 to 12, HYUNDAI WIA MEXICO performed a special safety

2021 · August

HYUNDAI WIA has been rated as excellent, the highest grade, in the

check. The inspection was conducted to prevent incidents and create

2020 Win-Win Growth Index evaluation announced by the National

a safe workplace. Resident and local employees in charge performed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NCCP). This year is already

safety facility examinations and made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he second time to receive the rating. The score was rated based

to effectively eliminate potential risk factors, a mobile application for field

on the fairness of the contract, law abidance, and mutual growth

staff members will be adopted from August. The application allows

programs with partners. HYUNDAI WIA exhibited over 95 points for the

workers to instantly report problems and solutions. HYUNDAI WIA

following representative efforts. The fair contracting procedure, faithful

MEXICO is determined to continue establishing a safety-first culture for

performance of the written contract, guaranteed fulfillment of a contract,

a stable line operation.

fund offer, technology protection and development, mutual growth with
SMEs, quality enhancement, and adjustment of unit price. By actively
communicating with partners and be committed to sharing growth with

인도법인 e-HR 관리 시스템 구축

partners, HYUNDAI WIA aims to create a sound industrial ecosystem.

HYUNDAI WIA INDIA Builds e-HR Management System
인도법인은 지난 7월 ‘e-HR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도법인은 이를 통해

해군 서울함장 감사장 수상

HYUNDAI WIA Receives a Letter of Appreciation from Captain
of ROKS Seoul

의무화하도록 한 것. 인도법인은 사전 등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외부인의
입출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법인은 현장 직원들의 근태 관리 또한

우리 회사 특수품질보증팀 안병구 매니저가 대한민국 해군 서울함 함장으로

고도화했다. 직원들이 직접 근태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부터 지난 6월 30일 서울함 건조 및 인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상’

배치하고 이를 e-HR과 연계했다. 인도법인은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근태를

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렸다. 해군은 해상 CS

관리하는 ‘고용자 셀프 서비스(ESS)’로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

업무 담당인 안병구 매니저는 KMK45 5인치 함포를 서울함에 설치하고 시운

고 있다. 인도법인 담당자는 “e-HR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일과 생활의 균형

전하는 전 과정에서 꼼꼼한 업무로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도법인은 앞으로도 스

설명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완벽한 품질의 함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마트 근무 환경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보다 더 빈 틈 없는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는 생각이다.

In July, HYUNDAI WIA INDIA built an 'e-HR management system'.

On June 30 HYUNDAI WIA received a letter of appreciation from the

Through a newly adapted digital process, HYUNDAI WIA INDIA

captain of ROKS Seoul. Ahn Byeong-gu, a member of the Defense

improved visitor pass management. All visitors are required to register

Quality Assurance Team, represented the company. HYUNDAI WIA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e-HR system in advance. Managing

was credited for at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and acquisition of ROKS

visitor information in a systematic process creates a precise database of

Seoul. The ceremony was held at Hyundai Heavy Industries located

entry and exit records. HYUNDAI WIA INDIA also advanced Employee

in Ulsan Metropolitan City. Ahn Byeong-gu, who was responsible for
the Navy's marine CS work, performed detailed and excellent quality
management skills throughout the installation till the test drive of the
KMK45 5inch naval gun. HYUNDAI WIA will continuously aim to achieve
flawless service for utmost customer experience while supplying the
Korean Navy with perfect-quality products.

46

외부인 출입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e-HR 시스템에 외부 방문객 정보 등록을

Self Service (ESS) by implementing a kiosk system for field employees.
The kiosk, compatible with the e-HR system, enables employees to
update personal information and manage attendances."We'd like every
staff member to maintain work and life balance for the ultimate work
productivity enhancement", said a member of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HYUNDAI WIA INDIA plans to continue the reformations for
a smart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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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3분기 안전결의대회 개최

산동법인, 제4회 소방기능 경연대회 개최

江苏法人开展第三季度安全决议大会

山东法人举办第四届消防技能比武大赛

강소법인은 지난 7월 1일 ‘3분기 안전의식 강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산동법인은 지난 7월 1일 ‘4회 소방기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는 각 부서 및 협력사 대표 사원이 참석했다. 서민석 강소법인장은 안전 사고

총 54명의 임직원이 9개 팀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대회 1등은 치열한 경쟁

예방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안전

끝에 보전부가 차지했다. 경합금생산부, 엔진생산1부와 엔진생산2부가 뒤를

예방 방향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며 ‘안

이었다. 산동법인 관계자는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더욱 건강하고 안

전 제일,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강소법인은 이번 안

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전결의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해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

소방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시행하여 안

어 갈 계획이다.

전 경영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2021年7月1日，徐敏锡总经理带领部门代表及协力单位代表召开了安全决

7月1日，山东法人举办第四届消防技能比武大赛决赛。本次大赛共进行了4

议大会。在会议上，总经理回顾2021年上半年公司的安全管理工作，针对

场比赛，各部署共有9支代表队

现有的不足，提出了下半年安全管理的工作方向，着重强调了安全工作从

54名队员参加。通过激烈的淘汰赛竞争，最终选拔出4支队伍参加决赛，

预防做起并与参与者分享了下半年安全管理计划及安全教育和安全知识的

最终保全部荣获第一，轻合金生产部、发动机生产1部和发动机生产2部名

重要性。还强调了“安全第一，人人有责”的安全目标。通过本次安全决

列其后。

议大会，能够加强员工们的安全意识，更好地开展安全管理工作。

安全不仅关乎企业生命力和竞争力，也是家庭安康和社会稳定的重要因
素，今后山东法人将坚持消防安全常态化，从自身做起共筑企业消防安全
文化，形成人人牢记安全、人人守护安全的良好氛围！

강소법인 상반기 업무 결산 시행

산동법인, 2021년 상반기 사업계획 워크숍 전개

江苏法人开展7月早会

山东法人开展2021年上半年事业计划workshop

강소법인은 지난 7월 2일 강소법인 복지동에서 ‘2021년 상반기 업무 결산’을

산동법인은 지난 7월 2일 ‘2021년 상반기 사업계획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

시행했다. 코로나19로 필수 인원인 각 부서 대표와 협력사 대표만 참석했다.

리했다. 사내 기술트레이닝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 산동법인 모든 임

서민석 강소법인장은 2021년도 상반기 수익성을 개선한 우수 부서에게 상을

직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업무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한 뒤, 함께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

<세상을 바꾸는 15분-작은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시청했

히 노력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회사가 직면하고 있

다. 공경용 산동법인장은 “상반기 때 부족했던 점을 분석해 개선할 수 있도록

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하반기 계획을 추진하며 올해 사업 계획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江苏法人于7月2日在福利楼开展了2021年度7月早会，各部署代表及协力
社代表参加了此次会议。会议上对2021年度上半年收益性优秀部署进行了

7月2日，山东现代威亚2021年上半年事业计划workshop在公司技术中心

表彰，获奖部署上台领奖并与总经理合照留念。颁奖结束后，总经理进行

举行。本次活动共分为部署(室)别工作发表和教育视频观看两部分。

了致辞，向完成各自工作岗位上的工作而付出辛勤劳动的各位职员表示感

在部署发表环节，各部署就本部门上半年工作总结和下半年工作计划进行

谢，并指出了公司现在所面临的困境，强调了想要公司度过困境，需要各

了重点陈述。第二部分视频短片《改变世界的15分钟—不让小失败变成人

部署的共同努力，携手克服困难。

生的失败》的播放，让与会人员充分认识到“人生肯定会遭遇艰难困苦，
但要相信一个小的失败不会扩展成人生中大的失败。”
活动最后，总经理指出，要持续推进下半年的计划目标，同时也要制定详
细的实施方案，上半年的优良之处要继续保持，不足之处争取在下半年进
行改善，大家一起齐心协力达成2021年的事业计划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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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 국내 주요 보안 동향

샤넬코리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화장품 멤버십 고객정보 피해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가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
번호, 생일, 구매 내역 및 가입 시 선택적으로 제공했던 주소, 성별, 이메일 등이다.
샤넬코리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화장품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해 2021년 8월 5일 일부 고객의 개
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8월 6일 확인했다.
샤넬코리아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고 원인을 파악했고, 해당 IP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정보
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이 사안과 관
련해 개별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샤넬은 이번 해킹으로 얼마만큼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방식의 공격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
아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노출된 이름, 전화번호, 생일만
으로도 충분히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후속조치
샤넬코리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사항
[이미지 출처 : 샤넬 온라인 스토어]

에 대한 노력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 보안뉴스]

금융사 보안 메일로 위장한 원격제어 악성코드 유포 주의
최근 KB증권 등 국내 금융사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
다. 이번에 유포된 악성 이메일은 ‘외화송금도착 통지’라는 제목으로 유포돼 사용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발
신자 도메인은 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사칭해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 특히 첨부파일을 확인해야하
는 ‘보안 메일’로 위장해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은 뒤 실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해당 압축파일을 해제 시 악성 실행파일(*.exe)이 나타난다. 해당 악성코드는 나
노코어랫(NanoCoreRAT)로 사용자 PC의 원격제어를 통해 실행 이후 키로깅, 화면 캡처, 계정정보 탈취 등
의 다양한 악성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악성 이메일 발신 IP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최근 신한은행, 롯데캐피
탈 등을 사칭해 유포한 공격자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최근 국내 금융사 보안메일을
위장한 형태의 악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발신자 메일의 열람을 지양해야 하며, 파
일 확장명 숨김 해제를 통해 어떤 형태의 파일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안뉴스]
금융사 사칭 악성 이메일[자료=이스트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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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십자말풀이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분들에게는 도넛세트를 보내드립니다.

8월호 사보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어요!
십자말풀이 정답을 적어 사보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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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생산부 최혜준 매니저는 ㅇㅇㅇㅇㅇ 9봉 완등을 목표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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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콩글리시로 미국에서는 ㅇㅇㅇ

슬

ㅇ이라 부른다. (p.22)

22

프
사

라

3.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ㅇㅇㅇ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

임

다. (p.32)
1

당첨자

•구동설계팀 이상훈 책임 아들 이동현 군

•해외서비스팀 우현승 매니저

•제어개발팀 이푸른 연구원

•등속생산부 윤현진 책임매니저

•특수개발2팀 유상옥 책임연구원

•차량부품보전부 윤정효 책임매니저

•차량부품샤시영업팀 김준형 책임매니저

•차량부품시작팀 김성주 책임연구원

•경영혁신팀 조재혁 책임매니저 딸 조우연 양

•등속설계팀 박중훈 연구원

4

4

4.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습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ㅇㅇㅇㅇ이라 한다. (p.30)

5

5. 7주년 결혼기념일은 나무에 꽃이 피어나는 때라는 의미로 ㅇㅇ
ㅇ이라고도 부른다. (p.18)
6. 한예슬 책임연구원은 우리 회사 최초로 ㅇ-ㅇㅇㅇㅇㅇ 심사 인

6

5

-

증에 기여했다. (p.28)
7. ‘그린스완’은 ㅇㅇㅇㅇ가 초래하는 경제와 금융의 위기를 뜻한
다.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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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세로퀴즈
1. 한국 현대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그룹의 창업주의 호
와 이름은? (p.8)

● 현대위아 매거진에 하고 싶은 말

2.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과정에서
생산된 의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트렌드의 명칭은? (p.24)
3. 1% 기적은 2019년 The Best ㅇㅇㅇㅇ에 선정되는 등 지역사
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p.41)
4. RnA 센터 사우들과 지리산 종주에 성공한 김종학 매니저는 ㅇ
ㅇㅇㅇㅇㅇㅇ팀 팀원이다. (p.13)
●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5. 협업플랫폼 M365 도입과 해외프로젝트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
내고 있는 ㅇㅇㅇㅇㅇ팀이 이번 월간미식회에 출연했다. (p.34)

참여방법
① 십자말풀이 퀴즈 답변을 작성 ② 페이지 사진 촬영 ③ 현대위아 카카오톡 혹은 사보 담당자에게 사진 송부 minju@hyundai-wia.com
8월호 선물:베이커리 기프티콘 추첨을 통해 이 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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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이름

박승(당시 만 16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8. 05. 24 (토)
발생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신체특징 키 170cm, 체중 50kg, 왼쪽 귀 밑에 점,
야윈 체격, 검정색 짧은 머리
착의사항 흰색 티셔츠, 청바지, 회색 운동화

이름

김하은(당시 만 6세 0개월, 여)

발생일자 2001. 06. 01 (금)
발생장소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신체특징 키 120cm, 앞니 1개 빠짐, 왼쪽 코에 물린
자국, 오른쪽 윗볼에 3개월 전 입은 찰과상,
마른 체형
착의사항 흰색 바탕에 핑크 망사무늬 티셔츠, 베이지색
7부 바지, 흰색 운동화, 디지몬 책가방

이름

최진호(당시 만 4세 0개월, 남)

발생일자 2000. 05. 07 (일)
발생장소 경기도 안산시 사동
신체특징 부처님 귀 모양, 왼쪽 눈썹 옆에 손톱자국,
눈이 크며 긴 속눈썹, 앞니가 뾰족함
착의사항 청바지, 청색 줄무늬 티셔츠, 검정색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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