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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김상현 사장님, 2016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수상

김상현 사장님, 

[2016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 

‘산업포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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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김상현 사장님께서 자본재산업 분야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자의 ‘산업포장’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진행 되었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홀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장’은 ‘훈장’ 다음가는 훈격이며,

산업포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이 받는 상으로써,

대통령표창 이상의 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상현 사장님은 세원정공 카울크로스의 제조설비 고도화를 통해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국내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점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김상현 사장님께서는 

“세원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라며 소감을 말씀하셨으며,

수상의 기쁨을 세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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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세원그룹 워크샵

2016년 세원그룹 

“아름다운 동행”
10월 10일 세원물산에서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주제로 세원그룹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최근들어 전반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진 우리 직원들을 

의욕을 북돋고, 마음을 되잡자 라며 의지를 다시 세우자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김도현 사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

으며, 사장님께서는 이번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 하였습니다.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이며, 제12회 관훈클럽 

언론상 수상이력과 현재 조갑제닷컴 대표로 

계신 조갑제 대표님께서 특별강연을 해 주셨

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성

장을 해온 비결에 대한 강연을 하였으며, 교

육의 중요성, 성공해서 망하는 나라/회사 등

에 대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행사는 ‘웃음치료사’ 한광일 박사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국제 웃음치료협회 회장으로 계시

는 박사님은 우리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을 강조 했습니다. 

특히 박수 레크리에이션 코너에서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거워 질 수 있는 워크샵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바꾸어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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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었던 2016 세원그룹 워크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록 해외계열사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의 아

쉬움은 있지만, 언젠가 모든 세원그룹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날이 오기를 기대 해 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석해주신 세원그룹 임직원을 비롯하여, 좋은 강연을 해 주신 조갑제 대표님, 한광일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별 대표자인 조경익 상무, 김광은 대리가 “세원

과 나의 목표”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습니

다. 조경익 상무는 세원그룹 입사 직후의 중국출장을 

통해 느낀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신임 임원으로써의 

각오 등을 발표했고, 김광은 대리는 입사 초 자신감

에 차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좌표 

잃은 부표에 비교하며 초심을 되찾고, 조직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추종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각 사에서는 공장별 퍼포먼스를 준비 하였

습니다. 행사를 위해, 각 사별로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을 퍼포먼스를 보니 어려운 경

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변화

된 마음가짐과 새로운 각오를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점

수를 매겨 순위에 따라 시상도 실시 하였

습니다.

서재식 사장님은 최근 세원아메리카 출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강연에서

는 특히, 우리가 앞으로 ‘Bottom Up’을 바탕으로 한 

관심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함을 강조 하셨습

니다.

끝으로 회장님의 총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라

고, 세원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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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입니다. ISO에서 1996년 제정한 환경경영(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과 시정 조치, 경영자 검토, 지속적 개선활동 등)에 대한 국제 인증이며, 기업이나 관공서 등 경영활동 중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황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에서, ISO가 요구하는 환경경영체제 규격을 만족할 경우 제 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ISO 14001 인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인증효과]

- 기업에서 지켜야 할 국내외 환경법 및 요구사항 강화로 인한 법적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 환경비용 증가로 인한 환경리스크 감소 및 에너지 절약, 원자재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이 강화 됩니다.

- 행정당국 및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구축됩니다.

- 고객들의 환경친화제품 선호 및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환경관련 안전사고 ZERO화로 인한 안전한 일터 구축과 사고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경쟁력 확대에 용이합니다.

세원그룹 
ISO 14001, K-OHSMS 18001 
인증 획득!

지난 7월 우리 세원그룹은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대내외적으로 세원그룹의 품질경영에 대한 신

뢰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ISO, 

K-OHSMS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을 가져볼까요?

Speical Theme
세원그룹 ISO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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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이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 및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실행 – 점감 – 시정조치’ 하는 순환과정을 통해 수

립된 기업의 안전보건활동의 체계입니다.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이러한 체계를 공인된 기준에 의해 작업, 개선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

을 보여주는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인증효과]

- 작업장 내의 위험성을 관리, 예방하여 재해 사고율이 감소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됩니다.

-   생산제품 및 작업환경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편향된 불만을 해소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합니다.

- OHSAS18001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안전부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해외시장 진출 용이합니다.

- 사업장의 선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정착으로 재해 손실비용분석 및 체계적 손실방지 시스템 수립이 가능합니다.

-   유사 구조체계를 가진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며, 효율적 안전보

건, 환경, 품질 통합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원그룹은 국제규격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일터를 추구합니다!

출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정상경영컨설팅 블로그, 국제표준컨설팅협회 포럼 카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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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르노닛산 금형공장 방문기

9월 6일, 화요일에는 르노닛산 

& 르노삼성의 통합구매본부의 

담당자들이 금형공장을 방문하

였습니다. 세원물산 – 채신공단 

– 세원이엔아이 - 금형공장 순

서로 공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우리 회사의 제품과 생산시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르노닛산 

& 르노삼성 

금형공장 

방문기
회사의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금형공장을 중심으로 회사 프레

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2

세원물산의 공장 투어를 통해 생

산현장과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

하였습니다.4

다음으로 품질확보실을 방문하여 주요 생산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은 특히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1.5Gpa 초고장력 부품과 이종소재 접합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3

이른 아침, 김도현 사장님, 서재식 사장님은 접견을 통해 방문에 대한 감사말씀

을 전했습니다. Yuuki Kanai VT 총괄팀장은 RNPO의 조직과 역할을 소개하였습

니다.1

르노

Mark Warin (Body VT 팀장)

Gille Lalandes (Body VT 담당)

닛산

Yuuki Kanai (Body VT 총괄팀장)

Kenji Kuwahara (Body VT 팀장)

Kouji Ichimiya (Body VT 담당)

Kazuteru Nakahiro (Body VT 담당)

르노삼성

이옥건 (벤더툴링 팀장)

이성목 (벤더툴링팀)

김기봉 (구매본부 3 담당)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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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Gille Lalandes 팀장은 공장 내의 분리수거 쓰

레기통을 직접 뒤져보기까지 하면서, 분리수거가 매

우 잘 되어있고, 통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신공단으로 이동하여 앞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제 2 금형공장을 탐방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음을 느낄 수 있

었고, 가공기계, 공장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인원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수주활동으로 이어져 금형공장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 6

이엔아이의 대회의실로 이동하여 Q&A 시간을 가졌습

니다. 우리 계열사를 둘러보며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고, 회사가 Operation System이 원

활하게 잘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총평을 하였습 

니다.

9

금형공장에서는 현재 작업 중인 금형을 보며 기계 스

펙, 아웃소싱 비율, 월간 생산계획 관리 정도, 기계장

비 정기점검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엔아이로 이동하여 

생산하는 의장 제품을 소개하고, 공장 작업환경, 품질

확보실을 방문하였습니다.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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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세원의 새로운 얼굴들

12

세원의 

새로운 얼굴들

올해에는 특히 많은 임원들이 세원그룹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세원그룹에 입사 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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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했는데, 본사에서 한달 반, 프로젝트 진행하러 

세원아메리카에서 한달 반을 보내면서 3년 같은 3개월이 휙 

지나갔습니다. CKD, 블랭크 등 낯선 단어들이 이제는 귀에 익

어가고, 회사 유니폼도 제법 어울리는 세원의 한 일원이 되었

습니다.

낯선 산업, 처음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부서원들이 곁에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과 업종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역시 어느 회사나 사람이 제일 중요함을 다

시 한번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성장시킨 세원은 이제 제2의 도약단계에 들어섰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상 저도 이 변화의 한

복판에 서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변화가 성공이라

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현실에 기반을 둔 혁신, 사용하기 쉽

고 편하며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SAP/MES 그리고 IT가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세원 가족이 된지 4개월이 지났습

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이젠 세원인임을 감

사하며 출근합니다. 경력입사자 이지만, 지역과 자동차 산업 

또한 낯설어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어나자

마자 대구 뉴스를 틀고, 신문을 보며 우리 회사와 관련된 뉴스

가 없는지 체크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 중, 주말에도 열심

히 근무하시는 생산직, 관리직 직원들을 보며 세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201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

랍니다. 세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우

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겠습니

다. 세원 화이팅!

기획본부

박 승 남 상무

재경팀

김 성 한 이사



www.se-won.co.kr14

세원물산

조 도 환 상무

세원이엔아이

김 용 두 이사

저는 8월 8일부로 세원 그룹의 가족이 되어 이제 1개월이 지

났습니다.

세원은 전 직장에서 많은 소식은 접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 

차체 업체 중에서 성우하이텍 다음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달 가량 근무하면서 많은 부문에서 인상 깊은 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BOLT, NUT 누락 분리의 품

질문제가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건이 다시 부메랑으

로 우리 회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

한 노력, 그리고 3정 5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상호간의 인사, 근무 

전 실시하는 조회와 체조, 친밀감을 갖게 하는 어깨 주무르기, 

틈틈이 자기 공정을 청소하는 모습,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는 경영진 등은 저에게는 전 직장에서는 느끼지 못한 요

소들이었고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오늘의 세원 그룹을 

일으킨 초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각오는, 우리 세원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그동안 회장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와 신념을 통해서 알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느끼게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강

조하신 말씀 중 첫째. 과거의 상황은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본

인 새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해야 한다. 둘째, 큰 조직에서 작

은 조직으로 왔지만 작은 조직이 더 어렵다는 말씀과, 셋째 현

장 작업자를 내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원그룹의 새 식구로써 잘 짜여진 세원의 시스템과 문화를 

조속히 습득하고 저의 경험을 접목하여 세원그룹의 발전에 기

여하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원이엔아이에 근무하는 김용두 이사입니다.

세원 가족이 되기 전 저는 15년간 해외공장 건설과 양산대응 

업무를 오랜 기간 진행하여, 대한민국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IT 강국답게 모든 생활이 카

드 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낯선 용어들로 제 머릿속은 

용어의 혼란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

이 겪었고 새로운 환경 적응에 별도 수업료도 지불해야만 했

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

한다는 불멸의 진리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세원 가족이 되어 3개월 시간을 보냈 

습니다.

세원 가족의 문화는 다른 기업 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원의 전 가족은 신속한 행동과 긍정적 마인드를 

회장님의 경영철학에서 전수받아 모든 임직원 행동 강령으로 

습관화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

루가 될 때까지 확인한다는 철저한 준비정신, 안된다는 생각

은 버리고 될 때까지 노력하는 집요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세원이엔아이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사출 공장에서 다년간 경험한 모든 기술을 세원

문화와 결합하여 세원이엔아이의 사출 기술을 배가 시키고 생

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겠

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내 회사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항상 직원을 배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세원의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peical Theme
세원의 새로운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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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과 중국 6일! 세원 100년을 꿈꾸며! 

저는 4월 1일 자로 입사한 아직도 세원의 문화를 배우는 초년

생입니다. 회장님의 경영철학을 배울 수 있었던 중국에서의 

일정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황화시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장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 10년을 

보고 100년을 생각하라는 회장님 말씀처럼 감동적인 자리였

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중국의 당서기, 시장, 비서실장, 개발

구역장 등 매우 높으신 분들이며, 하나같이 회장님께 존경스

러움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표현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임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VIP와 인사시켰고, 미

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장부지 협상 과정에서 힘들었던 마음

을 씻고 이제는 각각 승자가 되어 미래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

력하셨습니다.

충칭성원 기공식장 역시 많은 축하 하객이 참석하셨는데, 특

히 삼하, 황하, 충칭 3지역 시장과 영도들이 한 회사를 축하하

기 위하여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원그룹의 미

래를 위한 도약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뒤풀이 회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회장님이 고생한 직원들을 

불러 등을 토닥거리고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통역담당 직원들은 밥도 거

르며, 입술이 타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최선을 다했고, 회장

님은 그들을 한사람 한사람 잊지 않고 직접 불러서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장은 나의 형제이고 가족이다, 모

두가 가족 같이 함께 가는 노사문화”를 직접 실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각오는 배움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하여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님 하시는 말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자동차에서 나에게 “연탄집게도 못 만드는 회사가 무슨 자동

차 부품을 만드는가?” 회장님께서 서럽게 맺힌 한을 “하면 된

다는 신념”으로 풀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사원들의 마음

을 하나로 모아서 더욱 발전시켜 30년 세원이 100년 기업으

로 지속 성장이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저 혼자보다는 직원 

모두에게 전달하여 신바람 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 1등 금형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금형공장

조 경 익 상무님

세원아메리카

정 종 우 상무

세원 가족으로 합류하여 근무를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사 후 세원물산에서의 3개월간 연수

를 통하여 그룹의 성장과정 이해 및 공장 운영 방식 등을 직

접 체험하였고 6/15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 및 인프

라를 갖춘 세원아메리카의 법인장으로 보임을 받아 업무 수

행 중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세원은 소수의 인

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

다도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품질 및 고객을 중시하며, 안된

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회장님의 경

영철학은 오늘의 세원그룹이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현재 세원아메리카는 고객사로부터의 AN/UM차종 물량 증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설비능력 및 가동

률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PI(Process Innovation)

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2017년에는 품질 

5스타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냉엄한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는 남보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하여 사

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

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면 문제는 예상외로 쉽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일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열심히 보다는 제대로 마

무리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간을 확보

하여, 균형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세원인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근간으로 세원그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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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채신공단

금형공장, 

채신공단 이전을 축하합니다!

2016년 가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금형공장은 채신공단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에 앞서, 금형공장 신입사원부터 공장장까지 금형공장 직원들의 포부와 각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금형공장의 밝은 미래와 성공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형공장 공장장 조경익 상무입니다.

올해 5월 20일 신 금형공장의 성공을 

다짐하는 워크숍을 통해 우리직원들은 

VISION 1,2,3 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VISION 1,2,3는 100명의 인원달성, 2020

년 완성, 300억 매출이라는 금형공장의 

지향점을 뜻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공

장에 가서 도약할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금형공장을 만들겠습니다. 

금형공장 파이팅!

조 경 익 

상무

안녕하십니까?

금형공장 윤동렬 대리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인원수도 적었고, 제

작하는 금형 숫자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저희 공장은 많이 성장

하였고, 매출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이번 신공장 이전은 우리 금형공

장의 가장 큰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

다.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던 

김문기 회장님의 약속대로 좋은 공장이 

지어졌고, 금형공장이 무궁무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금형공장 사

원이 되겠습니다.

윤 동 렬 

대리

금형공장 사상반 반장 김동섭입니다.

채신공단 신공장 이전이 눈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채신 금형공장에는 현재보다 

넓은 작업공간과 프레스 장비 사용이 원

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러 제

약으로 부족했던 금형공장의 모습은 잊

고, 금형공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300억 

매출 달성에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기술

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

고 없는 안전한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

니다. 금형공장 파이팅!

김 동 섭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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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채신공단 금형공장에는 대형 

고속가공기 4대가 신규로 추가 설치되었

습니다. 저희 기계반 직원들은 새 공장에

서 새 기계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밀한 가공을 통해 금형품질 육성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

다. 또한 나의 공장, 나의 기계라 생각하

고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월에 입사한 세원정공 금형공장 기계반 강진택, 사상반 박지현 사원입니

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배워 나가야 할 신입사원이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 하나하나 채워나가 1인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

재, 나아가 세원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정 훈

조장

강 진 택

사원

박 지 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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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벤츠 F-015 자율주행 컨셉카 

세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 창 훈 사원

1. 서론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장기 이슈는 저성장과 자율주행차, 친환경 자동

차이다.

글로벌 저성장,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연평균 3% 내의 저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형 ICT 업체들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전도 

점차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경쟁구도에 

내몰리며 질적 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메리트는 점차 약화되고 반면, 전장화, 자

율주행기술 확대, 전기차 확산, 경량화 시도 등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업체, 친

환경차 부품업체, 배터리 업체, 경량화 소재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오토포커스에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기술

의 진보와 정부의 규제는 스마트카, 친환경차 시장의 

고속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기술과 환경’이

다. 기술 측면에서 스마트카의 궁극적인 모습은 자율 

주행이며 환경 측면에서는 xEV로의 변화가 핵심이다. 

특히 경량화는 자동차의 변화에도 항상 따라붙는 기

술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자율주행기술

IT, 화학, 자동차 등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비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가 구현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 출처. 조선일보※ 출처. BNK 투자증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변화와 영향> <자율주행차 시장 및 상용화 시점 전망>

미래 자동차산업 전망
(자율주행, 배터리,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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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새로운 IT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속도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관련 시장은 연평균 35~50%의 고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는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자율주행/친 환

경 부품의 핵심기술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 2015년 봄호 오토포커스(자율주행자동차 개발동향) 참조

(2) EV 배터리 기술

글로벌 차원의 환경규제는 전기차 시장의 확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향후 5년

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2% 성장이 예상되며 배터리 시장은 51%로 

보다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 부분 이

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량화 기술

미래 자동차의 경량화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

율주행을 위한 각종 부품들의 증가, 전기차의 항속거리 문제를 고려할 때 미래 

자동차의 경량화 노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노력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서 보다 적극적으

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배터리 탑재량 증가로 전기차의 중량이 일반적인 차량

보다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차량 중

량이 300kg 이상 무거워지는 한계가 있다.

경량화를 위한 노력은 완성차 업체별로 제품 라인업과 기보유한 역량에 따라 

소재의 변경, 공법 및 설계 개선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경량화 방식은 소재 변경의 방식이다. 이는 1) 기존 소재인 

철강, 플라스틱 등의 성능개선, 2) 신규 소재인 알루미늄, CFRP 등의 적용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포드는 알루미늄과 고장력 강판 활용을 통해, BMW는 CFRP 기반의 소재를 적

극 활용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알루미늄과 CFRP를 병행 활용해 경량화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신소재 적용에 소극적이기는 하나 차체와 샤시 영역에

서 신소재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특히, 고급차 중심으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알

루미늄 중심으로 신소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부재로 강화플라스틱(FRP)

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기술 및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자동차에 투입되는 철강소재의 원단위

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향후 지

속될 가능성이 높다.

BMW는 CFRP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최근 출시한 전

기차 i3, i8은 차체를 CFRP로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

다. 최근에는 BMW 7시리즈의 주요 부재에도 CFRP를 

적용하고 ‘Carbon Core’라고 BIW를 명명했다. 토레이

(Toray)에 따르면 1,380kg의 준중형 차에 CFRP를 최

대한 적용하면 무게를 970kg 수준으로 30% 이상 줄

일 수 있어 경량화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경량화 측면에서는 최적의 소재

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과거 자동차 산업의 화두가 효율적인 생산과 대량생

산을 통한 가격과 물량 중심의 경쟁이 주된 내용이었

다면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정보사회의 진전과 신

흥시장의 성장 등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

야 하는 다양성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카, 전기차, 모빌리티(차량공유) 등에서 촉발되

고 있는 산업의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의 틀

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차체 분야는 경량화에 국한되어 있

지만,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 다양한 경량 소재로의 대체에 충분히 대

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미래자동차의 스마트한 변화' BNK 투자증권

※ 출처. 현대증권, 아시아투데이

<글로벌 전기차배터리시장 수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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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원가족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삼하세원, 황화세원, 충칭성원의 많은 이야기 중에 늘푸른 세원 가을호에서는 

삼하세원의 5스타 도전에 대한 현지 생산직 대표(반장)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하세원

품질부 반장 리해원  品质部班长李海元 

世原是我们的家。

靠世原人的勤劳与智慧，

把世原打造成5星企业!

세원은 하나의 가족이다.

모든 세원인의 지혜와 노력으로 

품질 5스타를 달성하여 

세계 일류 기업을 향해 열심히 달리자!

생산부 조립 5반 반장 리쿤  生产部组装5班班长李坤

생산부 프레스 반장 쉬광해  生产部冲压班长徐广海

挑战五星的日子越来越近了，对今年的挑战

信心十足，总结以前好的，改掉不好，带领

本班的员工，做好基基本，达成没个员工的

五星，就是公司的大五星。五星必须达成，

五星我们爱你，达成。达成。达成

没有什么能随随便便的成功，5星的道路上

不努力，不付出，不实践就不可能达成5星

的。我们必须团结一切，改变现场的所有不

足，一定要实现5星世原。

5스타 도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5스타 달성 자신 있습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기본에 충실하면 

5스타 달성은 이루어 질것입니다. 

올해 5스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달성! 달성! 달성!

어떠한 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5스타 달성을 위해 걸어가는 길 노력이 없고, 

실행이 없으면 5스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5스타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하여 올해 5스타 달성을 꼭 이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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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염원과 노력으로 5스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5스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하세원의 5스타 도전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세원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산부 조립 8반 반장 연수초  生产部组装8班闫守超

5스타 평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받았던 5스타 평가 준비 내용과 

달리,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더 큰 자신감이 있으며, 올해 삼하세

원은 반드시 5스타를 달성하겠습니다.

每年一次的5星评价就在眼前了。本次的5星

评价比以往的5星评价有很大的不同。在准

备的过程中改进了很多设备。在这次评价中

一定要达成5星世原！

생산부 조립 4반 반장 리강  生产部组装4班班长李强

생산부 조립 2반 반장 양양  生产部 组装2班班长杨阳

생기부 보전 반장 리빈  生技部班长李斌

达成5星是世原人的梦想！做为一名世原员

工要以最高的热情做好每一件事。做为一名

班长我带领我们所有的员工一起达成我们的

心愿。我们的口号是不求第一，只有更好！

世原加油！

挑战五星，世原共荣。

备战五星，信心十足。

我们的目标 五星达成，目标达成需要我

们共同努力，排除一切的不可能，不可

以，相信自己，挑战自我，为了我们共

同的目标 五星 一起努力！

5스타 달성은 모든 세원인들의 꿈입니다! 저는 세

원의 직원으로서 최고의 열정으로 5스타 평가에 

임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자신의 위치에서 최

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5스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삼하세원 화이팅! 

5스타 도전, 세원 공영

5스타 준비, 자신 만만

우리의 목표는 5스타 달성입니다.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삼하세원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

고, 불가능 하다라는 생각을 타파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5스타 달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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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아메리카

세원 아메리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원 아메리카는 지난 8월 김상현 사장님과 IBM, 

세원 본사의 PI팀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PI 프로젝

트를 시작 했는데요. 각 부서장들에게 PI 프로젝트

에 임하는 각오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들어보았습니다.

총무/재경 정 준 호 부장

모든 일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인과관계에 

따라 때로는 좋은 결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업무에 임하면서 그 인과

관계를 정보의 부재와 부정확성, 체계와 절차의 불명확성, 사람

에 의존하는 부분에 따른 실수 등에 대한 갈증을 항상 가져왔습

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전반의 업무를 재정립하며 공

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회사 역시 한 단

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정화 단

계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I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적화된 투자, 정확한 자산/재고관리, 

명확한 생산계획/실적관리, 투자의 회수 단계까지 순조롭게 이

어지고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 김 태 현 차장

SAP 시스템은 전사적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회사의 체질을 근본

적으로 바꾸는 혁명적 프로젝트인 만큼 업무의 모든 부문이 전

산화/체계화되고 불투명한 부분이 투명해지고, 모든 부문이 체

계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많은 업

무 부하가 있지만, 전사적 발전을 위해 제 자신도 회사의 발전에 

동참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참여로 회사와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알고 프로젝트를 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PI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 

현재 업무는 많은 부문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의 실수에 대해 불안하고 사람

이 없으면 처리가 되지 않는 부문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문이 

전산화되고 잘못된 부문에 대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AP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 간의 업무에 있어서 

영역이 모호한 부문이 있는데 SAP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프

로세스가 명확히 구분되고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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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김 동 혁 과장

서로 간의 이해도가 같다는 것은 조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

소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방

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임하는 저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MES 품질 부분

의 목표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해도가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기한 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I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 

각 라인별 공정 불량률 관리, 실시간 정도 확인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품질 보증 활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실패 비용 산출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지난 30년을 뒤로하고 미래 30년을 여는 

뉴 세원의 열쇠 - PI 프로젝트!

위의 부서장들과 그리고 부서장들이 팀원들의 마음을 전하며

세원 아메리카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치길 바라며

앞으로의 세원 전계열사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언어와 지역 그리고 문화가 각기 다르지만

모든 계열사의 언어가 SAP 하나로 통일되어 

효율적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세원 아메리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김 응 석 차장

세원아메리카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시작된 PI 프로젝트이

지만, 어려운 시점이기에 더욱 도전할 가치가 있고 그러한 어려

운 과정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의 성취가 진정한 성공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구어낸 성공이야

말로 세원아메리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과가 그 과정과 수단을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결

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저희 팀의 최대 목표이자 부서장으로서 

제 각오이자 도전입니다.

PI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 

업무부는 회사의 매입/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기준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는 그 기초

를 담당합니다. 그 정확성과 적시성을 이해하고 최적화하여 회

사의 경영층과 관리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핵심이며, 이를 위한 업

무를 SAP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발 이 종 현 차장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멋진 프로젝트에 세원의 가족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힘든 초기 과정을 세원 정신으로 이겨내어 뉴 세원에

서 핵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I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 

PI 프로젝트(SAP, MES)를 통한 업무 패러다임의 변화, 최소한의 

서류화, 모든 업무/정보의 표준화, 전산화 및 공유, 업무 진척확

인, 원가/재무 상태 확인의 원터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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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식 사장님 2016년 5월 23일 입사

오승재 사장님 2016년 7월 1일 입사

신현일 상무님 2015년 1월 26일 입사

정종우 상무님 2016년 3월 1일 입사

조경익 상무님 2016년 4월 1일 입사

박승남 상무님 2016년 6월 1일 입사

조도환 상무님 2016년 8월 8일 입사

김성한 이사님 2016년 5월 1일 입사

김용두 이사님 2016년 6월 1일 입사

미국 PI 

킥오프

드디어 세원 아메리카의 SAP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상현 

사장님, IBM, 세원그룹 PI, 세원아메리카 임직원 등이 함께 모여 지

난 8월 킥오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SAP 도입을 위해 임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물산,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7월 25일, 세원물산이 ‘201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우수기업들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상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현 사장님께서 세원

물산을 대표하여 수상을 하였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전국에서 60여 

개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세원물산의 이번 인증은 앞으로 3년간 유

효하게 되고 행정, 금융 등의 각종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원그룹, 

신임임원 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많은 임원들이 세원그룹에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신임임원

들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세원그룹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하여 한국, 미국, 중국을 누비며 활약하여 세원그룹의 성장을 이끌어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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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엔아이

리모델링 공사

세원E&I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첫째, 글로벌 품질확보동 내 품질교육 세미나실과 품

질영상 오디트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품질교육세미나실은 생산 부품들이 전시되

어 있고 부품에 대한 설명이 음성 지원이 되어 신입사원 교육과 품질 세미나룸의 최적

의 장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영상 오디트실은 오디트뿐만 아니라 고객사별 

품질현황, 불량유형별 분석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생산 현장에서는 종합현황

판, 모니터, 조립라인 LED 명패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업무 현황들을 볼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립라인 LED 명

패 설치를 통해 처음 방문하는 손님도 쉽게 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라인별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새 단장한 세원E&I, 새로운 다짐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세원정공, 

대구광역시 스타기업100 선정!

7월 27일, 세원정공이 ‘2016 대구시 스타기업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으며, 38개사의 스타

기업 100, 61개사의 Pre-스타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서재식 사장님께서 세원정공을 대

표하여 지정서를 수여받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016 대구시 스타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신

사업 및 R&D 기획,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받아, 지역경제 성장을 이

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품질본부, 

세원정공으로 이전

8월 27~28일, 품질본부가 세원물산에서 세원정공으로 이전을 하

였습니다. 8월 29일 자로 총 13명의 품질본부 인원들은 세원정공 

생산동으로 근무지 이동을 완료했고, 세원정공 가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품질본부 식구들이 새

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기술연구소와 가까워진 거리만큼 효

율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업무연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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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가을에 하기 좋은 취미

유난히 무더웠던 2016여름이 지나

가고 어느새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

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

는 가을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

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하지만 안타깝게도 직장인들의 

가을은 우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한 번씩 느껴보

셨겠죠?

한 해가 저무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환절기로 인한 면역력 저하, 햇빛 노출량 부족도 이 직장인 가을 우울증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우울하게 보낼 수 없죠~ 같은 생활을 반복

하다 보면 무기력증이 생기기 마련이니 새로운 취미로 삶의 기운을 되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

습니다! 가을에 딱 맞는 취미생활!!

그 첫번째! 운동~

여름에만 운동을 한다는 건 옛말~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야외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랍니다. 가을 바람을 느

끼며 산책하기, 풍경을 즐기며 등산하기,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 족구, 야구하기 

등 가을에 시작하기 좋은 운동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며 활기를 찾고 

있고, 취업포탈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만족하는 

취미로 운동을 뽑은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붉은 단풍이 물든 가을날, 선선한 바람 속에서 사람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건강도,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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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독서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가을, 

가을만큼 독서로 본인 마음을 수양해 보기 좋은 계절도 없습니다. 정적인 것을 좋

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취미도 또 없겠죠?

많은 인간관계, 사회문제 등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

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로 풀기도 하고 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풀기도 하죠. 

어른들 말씀에 ‘책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맞는 

책을 고르고 그것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며 해결해나가는 것만큼 좋은 해결법

도 없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다

면 지금 바로 서점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지식도 쌓고 마음

도 수양해보아요~ 

세 번째는 여행과 사진!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네~” 가을길 노래의 가사입니

다. 가을은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절 중 하

나입니다. 일상에 지쳐있다면 가을날 여행을 계획하고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풍경도 보며 휴식도 취하고 그곳의 사진을 담아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도 

기분전환에 참 좋겠죠?

2016년 가을에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진주남강 유등축제,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양한 축제를 찾아가

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눠보아요.

마지막으로, 동심으로 돌아가는 어른들의 장난감!

2015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컬러링 북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른들

의 색칠공부’입니다. 또 같이 유행하기 시작한 ‘레고’ 

이처럼 단순하지만 잡생각을 없애주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

니다. 

단순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이렇게 하나둘씩 만든 레고들로 벽장을 채우

는 뿌듯함을 무시 할 수 없죠. 

또한 이렇게 만든 레고나 컬러링 엽서를 선물하여 평소 고마웠던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을날 시작하기 좋은 취미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좋다고 해도 본인에게 가장 맞는 취미는 제각기 다르겠죠? 반

복된 생활에 무기력해 지기 쉬운 우리 직장인 여러분! 모두 취미생활을 가져서 풍요로운 가을을 즐기며 우리 생활에 활기를 더 해보아요~!

출처 및 참고 : 데이터뉴스, 국제신문, 민중의 소리, Tory의 맛있는 테니스 블로그

진주 유등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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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가을엔

‘폐’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오니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의 건조함을 느끼는 세원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건강한 폐를 위해 건조한 가을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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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전문가들

이 많이 추천하는 물!

엥? 무슨?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흡연자라면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

히 섭취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폐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이뇨작용이 활

발해져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토마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폐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시진 않았

나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폐를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슈퍼푸드로 불리는 토마토! 입니다.

잣
잣은 영양이 풍부해서 많은 보양식에서 

쓰이는 재료입니다. 

잣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폐를 비롯한 

호흡기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폐와 함께 피부도 함께 좋아진다고 하니, 

하루 잣 한줌 챙겨 먹기! 어떤가요?

대추
대추는 대표적인 노화 방지에 좋은 음식

입니다.

대추에는 풍부한 비타민 C와 더불어 각

종 미네랄이 들어있어 폐뿐만 아니라 피

부미용에도 효과가 좋은 음식으로 알려

져 있는데요, 체내 진액을 보충하는 역할

도 하는 대추를 섭취하여 갈증해소도 하

고 폐 건강도 지키세요.

브로콜리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외부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고 눈 건강에

도 탁월한 야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

가 설포라펜이라는 유황 화합물이 폐 안

에 있는 유해한 세균들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신선한 과일

과 녹황색 채소와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 오늘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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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아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운전자의 느낌만으로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교통법규 관련 상식! 

퀴즈로 쉽게 알아볼까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교통법규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OX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법규 상식

꼬리물기는 주행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붉

은색으로 바뀔 때까지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더라도 교차로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의 아니

게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차량 정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교차로에 들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분명 파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 버린 내 차,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다?

정답  

차량 앞바퀴가 아닌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정지선 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주행 신호가 붉은색일 때, 차 범퍼를 포함해 차체 일부가 정지선을 넘

으면 모두 정지선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지선을 위반할 경

우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주행 신호

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

널목에 정차할 시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주행 신호가 붉은색

이면서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선을 위반하면 벌점을 최대 25점까지 받게 

됩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벌점

이죠. 정지선, 나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지선 위반 단속의 기준은 차 앞바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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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차에 탑승 시 만 10세 이하

가 아닌 만 6세 이하 어린이에게 보호 장비(카시트)를 착용하

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도 

부과된답니다. 꼭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보호 장비를 설치해주세요. 참고로 

2010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 국제표준화기구 IOS의 기

준을 따르는 카시트-자동차 연결 장치 ISOFIX가 장착되어 있

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만 10세 이하 어린이를 보호장비 없이 차에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정답  

실제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달일 일은 거의 드물겠지만, 그래

도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5조에서는 신호위반 대상으로 

보행자와 차마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뛰어가는 말

은 ‘차마’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

다는 사실! 자동차는 물론 말까지도 신호위반은 절대 금물이

니 2014년 청마의 해에도 안전 운행의 기본, 신호 준수 잊지  

마세요!

도로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다?

정답  

자료출처_르노삼성자동차 공식 블로그,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

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으로 헷갈려 하는 분이 많은

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은 벌점은 위반 혹은 사고가 있었

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관리되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준수로 

벌점 누적 걱정 없이 안전운행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면 

다 사라진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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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5월 28일입니다. 

 (올해 결혼한 새내기 유부남입니다^^)

2  첫 만남은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동성로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

속 장소로 가던 길에 카페 입구 앞에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직감적으

로 오늘 만나는 분임을 알고 모른척하면서 카페에 들어가서 먼저 온 척하면서 처음 만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었는데 아내의 우산이 고장 난 것도 있지만 식사하러 자

리를 옮길 때 하나의 우산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많이 설레었고 그때의 만남이 지금까

지 쭈욱 이어져 올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

3  아내와의 첫 해외여행입니다. 오사카 여행. 유니버셜 스튜디오부터 가이유칸(수족관), 

우메다 공중공원, 도톤보리 등 오사카의 유명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였는데 둘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뻗어있다가 돌아온 여행이 기억

에 많이 남습니다.

4  프러포즈는 여자친구 집의 거실을 예쁘게 꾸며서 했습니다. 이벤트 업체에서 풍선이랑 

LED 촛불, 꽃등을 사서 거실을 꾸미고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준비한 음악을 켜

고 장미 꽃다발을 주면서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5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만나고 있을 때 헤어질 

걱정을 안 하면서 얻는 여유. 무엇보다 결혼이 주는 행복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6  단점은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찾는다면 30년을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함께 살면서 발

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사소한 의견 다툼들이 있습니다.

7 출근할 때 조심해서 가라고 안아줄 때.

8 사랑합니다!

지금껏 결혼을 앞둔 세원가족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결혼에 골인한 후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원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Love
Letter
Q 1 결혼기념일은 언제인가요?

2 두분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해 주세요.

3 연애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 주세요.

4 프러포즈는 어떻게 했나요?

5 결혼한 후 느끼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결혼한 후 느끼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7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은?

8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세원정공 재경팀 박용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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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5월 4일입니다.

2  제가 구미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 같은 부서에 저

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입사한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같은 기숙사

생이라서 제가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직원과 방을 같이 

사용하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출근시간이 같아서 아침마다 항상 

3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단짝이 

되었는데요. 그때 같은 부서 여직원은 결혼하고 미국으로 떠났구

요, 그 룸메이트는 지금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

3  저희는 2012년 겨울에 사내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사람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라 비밀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연예인

처럼 숨어서 했답니다.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눈이 와서 사

람들 눈에 띌 염려 없이 자유롭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4  결혼을 좀 빨리했습니다. 사귄지 100일째 되는 날 바로 프러포즈 

했어요. 팔공산에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식으로 했는데요. 여

자들은 영화에서처럼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조용하게 꽃다발

과 반지로 프러포즈 하는걸 좋아하더군요. 결국에는 요즘도 프러

포즈 다시 하라고 가끔 이야기 한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웃음)

5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도 걱정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무엇을 

할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저축은 어떻게 할지, 요즘 어떤 게임이 

재미있는지, 친구들은 언제 한번 볼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두 

못 합니다.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대

신에 애들 키우는 재미가 쏠쏠 합니다.

6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7 매 순간? 농담이고요. 잔소리 안 할 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8  매번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 때문에 애들 2명이나 본다고 고생 많

고 남편이 매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잘 못해줘서 미안해~ 고맙고, 

또 사랑해~

1 6월 2일입니다.

2  선배,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아내와 눈

이 맞았어요. 첫눈에 서로 반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게? 

저와 아내는 각자 술에 취해 집으로 가야 한다며 일행들

에게 말하고 나와서 따로 만났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3  두번째 만남때, 아내를 차에 태우고 창원에서 부산 광안

리로 무조건 달렸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택시를 

타고 창원으로 가버린 거죠. 아내가 납치당하는 줄 알았

다네요.^^

4  아내 집에 가서 장인어른께 “집사람을 데리고 살겠습니

다”라고 말씀드리고 날을 잡아 아내에게 직접적인 프로포

즈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프로포즈

는 아니지만 아직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 이

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죠.^^

5  장점은 결혼한 사람 다 똑같겠지만 아내가 모든 걸 잘 챙

겨준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것이 장점인거 같아요.

6  자식이 있으니 둘만의 시간이 적다는 점? 하하

 총각 때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것, 두가지정도.

 큰~ 단점은 없습니다. ^^

7  손, 발톱 깎아줄 때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찌 

아들하고 손, 발이 똑같아~ 하며 웃을 때 가장 사랑스러

워요.

8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생각대로 안되는게 인생인것 

같아. 자기가 가끔씩 하는 말 있잖아. “아마 내속이 까맣

게 타 있을거다” 라고 한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속

을 하얗게 되도록 노력할게!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세원정공 재경팀 정우재 대리

생산부 프레스반 조용안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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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7일

2  2003년도에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3개월 정도 만나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3개

월 후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보라며 다리를 놓아 주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3  아내와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내는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저는 놀이

공원에서 기다렸지 뭔가요. 아내가 왜 안오냐며 연락이 와서 놀이공원이라고 하니 아내가 

화가 많이 났었죠. 그날 헤어질뻔 했습니다.ㅎㅎ

4  장미꽃 100송이를 주며 결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5개월 후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5  몸이 아플 때 옆에 아내가 있다는 건 혼자 있을때 보다 마음이 편해요. 사소한 것이라 생각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아픈건 정말 서러운 일이거든요.

6  어떤 걸 결정하거나 하려고 할 때 아내와 상의를 하는 것이 단점이라기보다 혼자 바로 결정

했던걸 한번더 생각해야하니...어? 장점같은 단점이네요.

7  매 순간 사랑스럽고 좋죠. 그중에 굳이 고르자면 자는모습? ^^

8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많이 부족한 나지만 항상 여보 생각하며 힘내서 뭐든 해 나갈테니 

당신도 내 옆에 꼭 붙어있어♡ 힘든 일도 같이 극복해 나가자. 사랑합니다♡

1 2016년 3월 13일에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2  20대 초, 아내의 큰 눈망울에 빠져진 후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3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무척 난감했던... 지금 아내와 연애

를 시작하고 첫 데이트를 군 복무시절 면회 외박을 얻어 서울 명동

에서 했습니다. 군복을 입었던 터라 우측 가슴에 이름이 새겨져 있

었는데, 대부분 호객행위를 할때는 “언니, 오빠 여기 맛있어요~” 또

는 “언니, 오빠 구경한 번 하고 가요~” 이러는데 “인규야~ 밥묵고

가라~”, “인규야~ 여기 진짜 이쁜거 많다~.” 라고 해서 굉장히 당

황스러웠는데 지금 아내는 옆에서 히죽히죽 웃고 있던것이 생각나

네요. 그때 아니면 경험 하지 못했을 경험이라서 지금은 좋은 추억

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4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결혼을 앞두고 프러포즈를 고민하시는 남

성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ㅎㅎ 단! 진심으로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

다면요.

5  장점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장점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6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 사소한 것에도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한다면 성공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뭐니 뭐니해도 저를 보며 방긋 웃을 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

8  사랑하는 지혜야~♥ 어느덧 결혼한지 반년이 다 되었네.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은 많이 다르고, 서로 살아가며 

앞으로 많은 시련과 힘든 일이 있겠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약속한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뭐든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앞으로 이쁜 아들, 딸 낳고 예쁘게 잘 살자~ ^^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생산부 프레스반 김영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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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물산 교육팀 정재경 사원

1 6월 5일입니다.

2 회사 동료와의 약속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동료 친구를 만났습니다.

3  여름에 펜션에 놀러 갔다가 베란다가 문이 닫히면 밖에서 열수 없는 구조였는데 실수로 밖

에서 문이 잠겨 술을 먹은 상태에서 2층에서 난간을 타고 뛰어 내려서 죽을 뻔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결혼 이틀 전 집에서 준비한 영상과 촛불 이벤트로 프러포즈 하였습

니다.

5  결혼 전에는 자취생활이 길어서인지 현재는 퇴근 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 좋

습니다.

6  없습니다~!

7  맞벌이를 하면서 피곤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먹이고 출근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사랍스럽습니다.

8  정민아!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네. 지금처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자꾸나^^

 먼 거리를 출근하느라 고생많구, 항상 힘내고... 사랑해!♥

생산부 백인섭 대리

세원물산 조립2반 배정윤 사원

1 2012년 2월 25일

2 2010년 하계휴가 중 광양에서 만났습니다.

3  장거리 연애를 했다 보니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웬만한 거리는 멀다고 느끼지 않고 운전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4 못해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처 자식이 있어 행복합니다.

6 자유롭지 못한 몸? ㅎㅎ

7 무슨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계획성 있게 준비해주는 모습

8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며 살아가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우리가 되자.

1 2009년 1월 13일

2  시내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 중학교 동창과 이야기하던 중 지금의 아내를 소개해

줘서 만났습니다.

3  새해 뜨는 해를 보려고 팔공산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차 안에서 해 뜨는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갓바위 정상에서 고원 빌고 추워서 떨며 내려왔던 일이 기

억에 남습니다.

4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며 꽃바구니 회사에 보내 조그만 카드에 편지를 적어 달달

한 멘트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5 주말, 평일에 항상 함께 여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6 아직 단점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이 없네요. ^^

7 아침에 눈떴을 때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

8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며 항상 하루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살자.  

이제 숨겨둔 비상금은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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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저 막내아들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썼던 편지, 지금은 일 년에 한번 쓰기도 힘드네요.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쑥스러워질 나이가 되었나 봐요.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었던 저인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누나가 시집간다고 하니깐 마음이 싱숭생숭하시죠?

걱정 마요! 이 막내가 있잖아요.

누나만큼 이쁘고 착한 며느릿감을 찾아 데리고 올게요.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요.

늘 푸른
이야기

세원이엔아이 
제품설계부

김장권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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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김현정 차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세원정공 총무팀 황철제 사원입니다.

충칭에서 함께한 1년이란 시간 동안 직장상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많

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기존의 산을 깎아내고 흙을 되메어 부지를 만들고, 43도의 불볕더

위 속에서 현장과 관공서 등에서 일하고 함께 생활한 경험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1) 사람은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 

2) 매사에 관심을 갖고 사장처럼 일해라. 

3) 입사 초기에는 업무에 미쳐라. 

위 3가지 가르침 항상 가슴에 새기어 저만의 특색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총무팀

황철제 사원

사랑하는 내 딸 채은이에게..

우리 딸이 세상에 태어나 아빠를 만난지 벌써 25일이 지났구나.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아깝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아빠가 태어나 처음 하는 거 같아. 아직 

아빠와 같이 할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 작은 

순간이라도 놓칠까 걱정이 되기도 해.

아빠가 된것이 처음이라 모든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서툴고 다 못해줄까 봐 걱정이야. 

이렇게 편지를 처음 마음을 담에 쓰고 있는데 원래 아빠가 표현이 좀 서툴거든. 우리 채은이가 

커서 이런 아빠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많이 사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아빠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사랑해.

참, 우리 아내! 이렇게 예쁜 보물을 나에게 선물해 줘서 너무 고맙고, 당신도 많이 사랑해 ♡

세원테크 조립반

신성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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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의 단백질 함량은 보통 생선과 비슷합니다. 지방 함량은 적으나, EPA, 

DHA는 비교적 많이 있으며, 비타민은 적은 편이지만 나이아신이 많아 피

부병, 심장마비 등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복어는 이노신산이 많아 

감칠맛이 나고 글라신, 알라닌과 같은 단맛을 내는 유리 상태의 아미노산

과 타우린이 많으며 다른 성분의 보조작용으로 깊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많아 질감이 쫄깃합니다.

복어의 

   성

복어
   지리탕

1. 자양강장에 효과적

보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허약 체질에 좋고 기를 보충해줘 기운을 회복하

는데 좋습니다.

2. 피부 미용에 효과적

복어는 혈액을 맑게해서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3. 숙취 해소에 효과적

복어는 간장해독 효능이 뛰어나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4.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

복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지방이 적어 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복어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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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약초 꾸러미 동네, 블러그 요리천사, 해피스푼

내장이 말끔하게 손질 된 복어 1마리

속배추 2잎, 무 100g, 미나리 50g, 콩나물 80g, 

청양고추 2개. 대파 흰부분 1대.

다시마육수 4컵 (물 5컵, 다시마 10cm) 

소스 : 와사비, 간장, 레몬즙 약간씩

냄비에 다시마물을 넣고 무와 배추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토막 낸 복어와 콩나물을 넣고 끓입니다. 

어느 정도 끓으면 (콩나물이 익도록)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속배추는 결반대로 저며가며 썹니다. 

미나리는 3~4cm 길이로 자르고, 고추, 대파는 어슷하게 썹니다.

콩나물은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고, 무는 얇고 납작하게 썹니다.

끓이면서 거품이 나오면 국자로 걷어냅니다. 

마지막에 미나리,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살짝 더 끓여내면 완성!

복어는 한입 크기로 토막을 냅니다. 

재료

(2인분)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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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칭찬 (稱讚)

[명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기술연구소 부품개발팀 김동규 사원을 칭찬합니다.

여러 차종을 담당을 하여 많은 업무 속에서도 자신의 일를 확실하게 해내고 

항상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때론 친형처럼 진심어린 조언과 응원을 해주시는 김동규 기사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생산기술 조영원 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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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조립1반 김선민 사원을 칭찬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첫째의 교육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불철주야 몸과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당신.

그 어떤 동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작은 힘이 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 조립1반 이재희 사원으로부터

세원물산 품질보증부 배상식 사원을 칭찬합니다.

품질보증부 배상식 사원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어떠한 일에도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활발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끈기있고 책임감이 강해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원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원물산 조립반 김원용 반장으로부터

영업과 정귀우 사원을 칭찬합니다.

뒤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세원E&I 영업과 정귀우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출하업무에 있어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많이 배움으로 제가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귀우 기사님!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출고반 이재혁 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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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코너

A : Front desk. May I help you?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B : Yes, would you check and see if Mr. Tomas is registered with your hotel? 

 Tomas씨가 그 호텔에 묵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A : Hold on please. Let me check… 

 Yes, he is. But he’s out at the moment.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출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B : Yes please. Would you have him call me at 123-4567 when he gets back? 

 네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돌아오면 123-4567로 전화달라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A : Sure. I’ll leave your message. And your name is?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B : I’m Mr. Alex. Thank you.

 Alex 입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
 

영
어

Chinese 
중

국
어

회/화/코/너

老板 [lao ban] 사장님

拿手菜 [na shou cai] 특별(특선)메뉴, 뛰어난 메뉴. 拿手는 '가장 뛰어난 (재주)'

麻婆豆腐 [ma po dou fu] 마파두부

清蒸鲤鱼 [qing zheng li yu] 잉어찜. 清蒸은 간장 등의 조미료를 넣지 않고 찌는 요리법. 鲤鱼는 잉어

各 [ge] 각각

上 [shang] (음식, 차, 선물 등을) 올리다, 가져오(가)다 등

어휘

A : 老板，你们饭店有什么拿手菜吗？ 

 lao ban, ni men fan dian you shen me na shou cai ma? 

 사장님, 이 식당은 어떤 특별메뉴가 있습니까?

B :   我们店有两个拿手菜。一个是麻婆豆腐，还有一个是清蒸鲤鱼。 

 wo men dianr you liang ge na shou cai. yi ge shi ma po dou fu, hai you yi ge shi qing zheng li yu. 

 우리 식당은 두 가지 특별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파두부'이고, 또 하나는 '잉어찜'입니다.

A : 好的，给我们各上一个。 

 hao de, ge wo men ge shang yi ge. 

 좋아요. 하나씩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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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

[늘푸른세원] 발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세계상품권 1만원 권

세원정공 임원 박승남 상무

세원정공 임원 김성한 이사

세원정공 재경팀 박용채 대리

세원정공 재경팀 정우재 대리

세원정공 재경팀 김선희 사원

세원정공 총무팀 황철제 사원

세원물산 임원 조도환 상무

세원물산 공정기술 김성진 대리

세원물산 교육팀 정재경 사원

세원물산 조립반 배정윤 사원

세원물산 조립반 김원용 반장

세원테크 생산부 김영필 사원

세원테크 생산부 조용안 사원

세원테크 조립반 이재희 사원

세원테크 조립반 신성철 조장

세원E&I 임원 김용두 이사

세원E&I 생산부 백인섭 대리

세원E&I 품질보증부 박인규 대리

세원E&I 영업출고반 이재혁 사원

세원E&I 제품설계부 김장권 사원

기술연구소 생산기술팀 조영원 사원

금형공장 임원 조경익 상무

금형공장 공법팀 윤동렬 대리

금형공장 관리팀 오세진 사원

금형공장 사상반 김동섭 반장

금형공장 사상반 박지현 사원

금형공장 기계반 한정훈 조장

금형공장 기계반 강진택 사원

사보지기

[늘푸른세원]을 만드는 사람들

편집부

세원정공 기획팀 배욱한 사원

취재기자

세원정공 기획팀 박재홍 사원

세원물산 영업과 윤서연 사원

세원테크 생산부 이아진 사원

세원E&I 품질보증부 김현정 사원

세원E&I 부품구매부 김수경 사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창훈 사원

삼하세원 총무부 이보람 과장

세원아메리카 비서실 이민경 사원

사우동정

삼가명복을빕니다

세원정공 조립반 김원구 사원 모친상  7월 12일

삼하세원 업무부 심윤보 대리 조모상  7월 27일

세원물산 자재과 정근배 차장 빙부상  8월 14일

세원E&I 부품구매부 정현주 과장 부친상  8월 21일

세원정공 개발기술팀 박준하 과장 조모상  8월  24일

세원정공 품질보증반 이강령 사원 모친상  9월  4일

세원정공 부품개발팀 배성직 대리 장모상  9월  8일

세원정공 개발기술팀 박지은 사원 부친상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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