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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전력질주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는 힘찬 한해 되십시오!

시작이라는 설렘과 열정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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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신년사

세원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원그룹 회장  

김 문 기

세원 가족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 라고 합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 같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 줍니다. 정유
년을 맞아 세원인들 모두 계유오덕의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딥시다.
2016년에는 세원 그룹의 미래를 좌우 할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황화세원 완공과 양산, 충
칭성원 착공, 해외 계열사 ERP정착, 많은 신규 임원진들의 입사로 세원그룹은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 우리 앞에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인공지능과 전기 자동차와 같은 신
기술의 확산, 브렉시트,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도전적 환경이 대두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 세원의 매출과 수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
문가들이 올해를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원은 IMF때나 고비가 도래 할 때마다 위
기를 잘 넘겨온 저력이 있습니다. 다가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경영방침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을 중시 합시다.
세원 30년 성장의 밑거름인 기본정신을 바로 세우고, 하면 된다는 세원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읍시다.

2 관리를 혁신 합시다.
현재 직면 해 있는 대내외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내부적인 업무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
경쟁력과 발맞추기 위해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화
를 빠른 시일 내 안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 표준의 체계화
를 해야겠습니다.

3 성장과 수익 창출을 합시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룹이 추구할 비전을 명확히 하여 전사적 역량을 발
휘 할 때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세원
인의 뛰어난 저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뛰어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는 우리에게 불
가능은 없습니다. 2017년 힘차게 뛰는 세원인이 됩시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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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그룹
2.0을 시작하며
지난해는 저에게 무척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IT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늦게나마 제조업과
수출이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5월 23일 긴장과 설렘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인 세원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사 전, 회장님을 모시고 세원그룹의 중국시장 플랜트인 삼하세원, 황화세원, 충칭성원을 방문했을
때, 회장님께서 직접 앞장서시어 저와 신규 입사한 임원들에게 세원그룹의 해외 신규법인을 조금이라
도 더 알게끔 하시려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회장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그 열정과 감동이 저
를 세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원그룹은 국내생산에 이어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중국과 미국에 법인설립을 결정하였고, 농업이 생
활화 되어있던 중국에 삼하세원을, 목화밭이었던 미국 조지아에 Sewon America를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과 능력이 있는 세원 임직원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가능하였기에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하지만 글로벌 세원을 지향하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 또한 예상되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현재, 세
원그룹은 큰 변곡점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가 세원그룹 1.0 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세원그룹 2.0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그룹 2.0을 이루기 위하여, 국내외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원
그룹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한국, 중국, 미국에 있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2017년 회사 경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갑시다.

세원그룹 총괄사장

서 재 식

첫째, 3정5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생산공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이며, 기본이 되어있지 않으
면 그 어떠한 일도 沙上樓閣이 되어 버릴 것이기에, 이 기본을 충실히 하며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세원그룹의 경영철학과 기
업문화를 확고히 실천합시다.

둘째, 내가 맡은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확고한 책임의식으로 품질, 원가, 생산성 목표달성을 실천
합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법인별 목표설정과 그룹표준 관리기준 등 책임경영과 관리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 신사업 발굴 등 세원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와, 역량의 집중과 선택
을 실천합시다.
언론에 따르면 2017년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입사 후 한국, 중국, 미국을 방문하여 만난 많은 임직원 분들
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신감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여 모든 세원그룹 가족들의 평안을 바라며, 모두가 새해 다짐한 목표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NEW YEAR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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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새해인사

새해맞이 덕담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 공장의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이 세원가족 여러분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원정공

이 동 민 이사

이 정 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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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세원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새로운 소망과 다짐을 합니다. “혁신과 쇄신”… 늘 그렇듯 이런 각오 아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을 연다고 하지만, 평소의 그 생각과 고정관념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포장지
만 바꾼 후 새로워 졌다고, 혁신 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새해에는 신규 공장이 가동되고, 어려운 경제 환경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됨과 동시에 희망과 불안
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앞
으로도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치겠지만, 힘을 합쳐 한마음이 된다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원그룹의 주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아지는 단결된 힘만이 회사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계산해 버린 영수증에 불과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는지 반성하고, 지나
간 영수증을 거울삼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과 지표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
여 100년 세원의 초석이 되는 정유년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화합된 모습으
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원가족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은 정말 어렵고 힘든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가족 여러분은 한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세원그룹이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세원인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을
추구하고 세원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
히 나아갑시다.
나 자신을 뒤돌아 보면서 나의 존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다가오는 정유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들
이 많은 풍요로운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원물산

이 정 기 이사

손 광 희 위원장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원가족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지난해를 되돌아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구상합니다. 과거 없는 미래가 없
듯, 세원물산은 2016년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7년도에는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채신공단의 新 공장 건설이 완료되어 OS,
IK, TM 新車 LINE 양산이 되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도 2016년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전
환되는 TURN’G POINT 입니다.
계속되는 원가 압박의 외부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희망의 새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7년도가 세원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정유년 새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6년도
아쉬움이 많지만 가는 해를 뒤로한 채 어느덧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내수부진과 모기업 장기 파업
으로 세원 가족 모두가 힘들어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도 마음이 착잡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원 가족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
원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세원 가족 여러분!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과 희망이 있기에 꿈은 이루어진다.”
세원 가족 여러분들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안고 사시길 바랍
니다. 늘 지내온 날들처럼 2017년 새해에는 세원 가족 모두가 함께한 시간들이 의미 있고 보람으로 가
득한 한 해, 모든 일 들이 계획대로 잘 풀려 소원성취,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가정의 행복과 좋은 일
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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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새해인사

2017년 정유년

새해맞이 덕담

세원테크

김 진 석 전무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한 가운데 임직원들 모두가 노고 많
으셨습니다. 지난해를 거울삼아 2017년 정유년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닭은 예로부터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의 오덕(五德)을 갖춘 덕금(德禽)으로 사랑을 받아 왔
습니다. 머리에 관(볏)을 쓰고 있으니 문(文)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무(武)요, 적을 맞아 물
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니 용(勇)이요,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仁)이요,
밤을 지키되 그 때를 잃지 않으니 신(信)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덕을 갖추고 새롭게 떠오른 태양과 같은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세원테크는 임
직원 모두가 열정의 힘을 모아 고객사에 무결점 제품의 적기 공급으로 신차종 양산에 따른 전년 대비
매출액 약 30%가 향상 됨에 따라 130%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덕과 역량을 키워
나갑시다.
정유년 한 해도 세원테크 임직원들과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는 것이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듯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2017년 정유년 어떤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냐에 따라 다르므로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시
작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원 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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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엔아이

김 항 기 이사

예 병 진 위원장

세원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 띠의 해 라고 합니다. 닭은 울
음으로써 새벽을 알리는,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존재고, 닭의 울음은 때를 알려주는 시보 역할을 하면
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 기능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
의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에 주저하지 않는 미래의 영롱한 빛을 예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시기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실행하는 실천가가 되어 보는 것
이 좋을 듯 합니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고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자가 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있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응원하며 헌신하는 세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생 때 읽은 초한지,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와신상담’과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기억에서
오래 남아 있네요. 뜻을 이루기 위해 패전(실패)의 굴욕을 되새기며 어떤 고난도 감수했다는 오와 월의
승자와 패자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또 제갈공명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군휼(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린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에게 놓여진 현재진행형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은 100년 세원의 깃발 아래 대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반갑습니다. 세원이엔아이 예병진 위원장 입니다. 병신년 시무식을 거행 한지가 엊그제 인데 벌써 정유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을 되돌아 보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해가 될 것이
라는 예상과 함께, 내수시장 침체 및 고객사파업 등으로 매출감소가 발생 하였고 결국엔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이직률이 증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잘 버티고 견뎌낸 세원가족 여
러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정유년 역시 지난해 못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거라 예상되지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놓으면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며, 어려울수
록 힘을 합치고 노력하여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다가온 2017년은 정유년은 붉은 닭띠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닭은 선견지명이 있어
앞 일을 예측하고 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세원가족 여러분들도 위기사항에 잘 대처하여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 있는 세원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원가족 임직원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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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국무총리상수상

제53회 무역의 날,
김도현 사장
국무총리표창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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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아 세원그룹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무역 유공자, 정부 및 유관기관장 등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
습니다.
‘뛰어라 한국무역! 힘내라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선전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인의 자세와 각오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현 사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김도현 사장은 대한민
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국가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표창을 수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전년대비 수출유공
자 수상자의 숫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가 깊습니다.
김도현 사장은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
로도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선두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수출에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 며 소감을 밝
혔습니다.
또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중국과 세계경기 둔화, 보호무역과 무역장벽 강
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수출역량의 강화
를 당부 드립니다.” 라며 대구경북의 기업과 기업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번 무역의 날 행사에 상을 받은 모든 기업과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
로 축하를 전합니다.
2017년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는 기업, 기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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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 Theme
신년맞이

나라별
새해 보내는 방법
새해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새해맞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인들은 그들의 친구 그리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의 집을 방문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며 새해 인사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만약 남의 집을 찾아간 자신이 그
집의 첫날 첫 방문자라고 하면 주인으로부터 음식과 빵, 그리고 위스키 등과
같은 작은 선물을 기대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난 한 해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불과 함께 날려 버리는 본파이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Scotland
필리핀
필리핀에서의 새해 아침은 화려한 의상과 과일로 시작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새해 전날 밤, 그리고 아침이면 폴카닷이라 불리는 물방울무
늬의 옷을 입고 가족과 함께 자몽과 오렌지를 나누어 먹으며 새해 소원을 빈
다고 합니다.

Philippines
그리스
그리스인들에게 새해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웃을 찾아다니며 캐럴을 부르고 작은 사탕 혹은 용돈과 같은 선물
을 받으며 바실로피타 라고 불리는 신년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통 중 하나는 이 바실로피타 속에 동전과 같은 작은 선물을
숨겨 놓는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 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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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Denmark outh Africa
S
R e public of

덴마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다소 과격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새해
가 되면 덴마크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을 찾아가 입구에 접시와 컵 등을 던지
며 마구 부수어 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한 해의 안 좋았던 일들이 모
두 사라져 버리길 기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새해를 보내는 나
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요. 비슷한 형식의 새해맞이를 하
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들은 창문 밖으로 오래된 가구와 전자 제품 등을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신고
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

네덜란드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는 새해 아침이면 탄화칼슘의 가스인 아세틸렌가스
를 폭발시키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한 해의 안 좋은 일들을 모두
태워 버리고 새해에는 원하는 바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지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
히 전통적인 행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Netherlands
에콰도르
에콰도르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
습이긴 한데요. 이들은 새해가 되면 정치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그림이
나 인형들을 태운다고 합니다 ^^. 이는 지난 한 해의 악운을 모두 태우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아무래도 에콰도르 정치인들로부터 시달린 국
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cuador
이처럼 모든 나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살아온
환경, 문화 등 많은 것이 다르니 그렇겠죠?
하지만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지난 한 해의 안 좋은 일을 없애 버리고 새해에
는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세계는 하
나라는 타이틀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출신, 국가, 문화
등은 다르지만,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번 코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어떤 우리나라의 방식 또는 개
인적인 방식으로든 지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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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Story
영남대 특강

김도현 사장
영남대학교 특강
지난 9월 30일, 세원물산 김도현 대표이사는 영남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는, 국
내외 자동차업계의 현황과 더불어 기업이 바라는 21세기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깊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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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참석하였던 한 학생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특별강연 덕분에 막연한 환상으로
가득했던 기업에 대해서 구체이고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라며 인터뷰에 응해 주었으며, 또 다른 학생은

“이번 특별강연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에서 세원그룹과 같은 메이저
부품업체의 중요성과 위상을 알 수 있었으며, 세원그룹은 영남대
학교에 정규 강의를 개설할 정도로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원그룹은 다니고 싶은 회사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특별강연은, 영남대학교 측의 적극적인 요청
으로 성사가 되었으며, 강연이 끝나고 10분 넘게 쏟아지는 질문에 김도현
대표이사는 일일이 답변을 하며 끝까지 자리를 빛내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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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아메리카 연수
세원그룹에는 지난 11월, 3주간에 걸쳐 세원아메리카에서 교육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세원아메리카의 전반적인 3정5행 개선을 이루어내자 라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연수생들은 정공,
물산, 테크, 이엔아이, 삼하세원을 방문하면서 각 공장의 경쟁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Upon arrival at the Daegu, Korea Airport, I first thought what a wonderful pleasure and
joy it was to be greeted by former President Lee Chang Joo (C.J.). After a few hours of
sleep the next morning, I was greeted by Sewon America’s former C.P.O. Lee Jeong Ki
(Lucas) and my former Counterpart Jang Seung Il (Jason). These three guys are some of
the greatest bosses and counterparts that I’ve ever had the pleasure of working with over
the years and more than that, they are all someone that I can call my friend. It brings
such a wonderful joy that can’t be explained when you’ve just traveled nearly 8,000 miles
and you are reunited with old friends once again.

MICHAEL TERRY
마이클 테리

대구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다시 만난 前세원아메리카 법인장인 이창주
전무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많이 기뻤습니다.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다음날 오전에는 前세원아메리카 공장장이었던 이정기 이사와, 업무 동료
였던 장승일 차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세분들은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상사이며,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하기 좋은 동료들이
고, 제가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날은 이제 막 8,000마일을 날아와, 오랜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었던 저에
게 아주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PRODUCTION DEPT. SENIOR MANAGER
생산부 조립총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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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 short meet and greet with Sewon Corporation’s upper management, we were
welcomed by Sewon Corporation’s, Vice Chairman Kim Do Hyun (Eugene) and introduced

to our core Training Team Members; Jung Jae Kyung and Bae Wook
Han and several others. I feel that after the next several weeks, these
training team members will be someone whom all of us from Sewon
America will always remember for years to come.

세원물산 경영진들과의 짧은 만남 후에는, 김도현 사장과
의 면담을 가졌으며 교육기간 동안을 함께할 교육 진행팀
멤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교육 시작 후 몇 주 후에 느낀
것이지만, 이 교육팀 멤버들은 우리가 세원아메리카로 돌
아간 후에도 앞으로 수년 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사람들이
었습니다.
Most of all on the first day, it was a pleasure to be greeted by
Sewon Group’s Chairman Kim during a small birthday celebration
that had been prepared for him. After the small celebration, we all
had the opportunity of watching a short video with Chairman and
then a plant tour at several locations. It says a lot when someone
as busy as Chairman takes the time to show us around especially
on his birthday. I don’t think you would find this in most American
companies.

또, 첫날에는 회장님의 생신 축하 자리를 준비하면서 작
게나마 함께 축하를 하였습니다. 생신 축하 이후에는 짧
은 비디오를 보고, 회장님과 함께 세원의 몇몇 공장을 함
께 둘러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장님처럼 바쁜
분이, 특히 생신날 함께 여러 공장을 점검하며 시간을 보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대부분의 미국 회사에서조차도 이런 경
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fter nearly three weeks of training have past, Mr. Jung and Mr. Bae
have done a great job of guiding us and showing us in full detail
of Chairman’s expectation of 3C5S. They have done so by having
us going out on the shop floor and doing actual line side audits by
model. This will give all of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we must
go out and find problems that need implementation and also help us

to sustain 3C5S at Sewon America by following this same process.

약 3주 가량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 진행팀의 역할은 훌륭했고, 회장님의
3정5행 철학을 세원아메리카 교육생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보여주고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직접 라인으
로 데려가서, 오디트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활동들은 앞으로 우리
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하고, 무엇을 실시하
여야 하며, 지속적인 3정5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제점들을 찾아
내고 해결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My overall goal after 3C5S Training is to make Sewon America a much better company
than ever before. Sewon America is now starting to paint lines and part numbers on the
floor. This process will carry Sewon America into the next generation when it comes to
3C5S activities.

이번 3정5행 교육 이후의 저의 목표는 세원아메리카를 이전과는 다른, 훨
씬 나은 공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입니다. 세원아메리카는 이제 바닥 라
인마킹과 파트넘버 페인트마킹 작업을 시작했고, 이 활동을 기점으로 세
원아메리카는 3정5행 활동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Not only do I want Sewon America to be #1 when it comes to setting the standard
for 3C5S activities. I want Sewon America to be a global benchmark for the whole
organization, where people come to Sewon America to train and not Korea. I would also
like for Sewon America to be a place where other corporations can come and train on
3C5S for their place of work as well. That being said, Sewon America will move past our
current conditions and become #1 and be a place for global people to come and learn.

저는 세원아메리카가 단순히 3정5행의 1등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
다. 저는 세원아메리카가 세원그룹 글로벌 공장의 우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음번엔 직원들이 한국이 아닌 세원아메리카를 방문하여 교육받는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의 공장
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 공장을 방문하여 3정5행을 배워가는 수준으로 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세원아메리카가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이
겨낼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방문할 정도로 1등 공장이 되겠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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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 중국에 있는 삼하세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는 세원의 다
른 해외공장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
는 저에게 세원아메리카가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공간을 창출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WAYNE CARDEN
드웨인 카덴
CONTINUOUS IMPROVEMENT TEAM LEADER
프레스 개선팀 조장

I was very pleased to learn that the chairman’s birthday was also
our 1st work day in Korea. I was happy that we could be a part of the
celebration for chairman. The hospitality that has been shown to us
has been great. I can only hope that I can respond in the same manor
if anyone visits us in Lagrange, Georgia.

저는 우리가 한국에 온 날이 회장님의 생신일이라는 사실
이 기뻤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여 회장님의 생신을 세
원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 각 계열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환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앞으로 조지아주 라그
란지에 방문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제가 받은 만큼 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feel that the team members in Korea have worked hard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that they talk pride in it also shows their
dedication. Once that environment is established in Sewon America,
it takes minimal effort to maintain.
My goal is to implement as many ideas + improvements as possible
to help promote a safe, efficient, + productive work environment.
Being able to visit our plant in China allows me to see what work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lso. I believe this experience will give me
many ideas to draw from in creating an efficient, productive work
space at SEWON AMERICA.

저는 한국의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를 자랑스
럽게 말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왔으며, 그들의 헌
신적인 근무태도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일단 그러한 환경
이 조성이 된다면, 유지를 위한 노력은 처음 구축할 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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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ast visit in January 2016, was somewhat brief, only 3 days. This visit is much longer.
We were able to spend more time in specific areas + learn what works + what does not.
And seeing old friends from Sewon America was one of my favorite events on this trip. I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spell names in Korean, but those in particular are, Teddy,
Isaac, Pancho, and Han Lee.
In closing, I want to thank everyone for their hospitality, patience, and willingness to
accommodate us to their best of their ability. I look forward to future visit. Most of all,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having and keeping faith in Sewon America!

저는 2016년 1월에 한국을 방문했었고, 비교적 짧게, 3일만 있었습니다. 반
면 이번 방문은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공정에 많은 시간
을 할애할 수 있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원아메리카에서 근무를 했었
던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수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
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그들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미안함을 느끼지만,
특히 테디, 이삭, 판초, 그리고 이한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들께서 보여주신 환대, 노력,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편의를 제공했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훗날의 또다시
방문할 날을 고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원아메리카를 믿고 지켜주고 계시
는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을 통해 몇 가지 바뀐 점들을 보았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저는 두 명의 조
장들로부터 업무방식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 조장들은 업무에 대
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두 분과 함께하면서 우리 셋 사
이의 경험치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한 분은
젊었고 다른 분은 저처럼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과 미국이라는 다른 라인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조장들로부터 배웠던 것은 유익했습니다.

MICHAEL OGLETREE
마이클 오글트리
PROJECTION WELDING TEAM LEADER
프로젝션 웰딩 조장

It’s been five years since the first time I came to Korea. Since then a
few things have change. Like more buildings have been built, some
of highways have been added to.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two different team leaders. Each team leaders has his own style
about work. The experience between myself and Korea team leaders
I’ve learned from are different, I guess because one of younger and
the other one is older like me. We work different lines but learning
from another team leader(different culture) has been informative.

저는 5년 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었습니다. 더 많은 건
물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나는 등 이번 방문

I plan to spread the information that I have learned and apply it to SA. I plan to educate
my fellow team leaders about the importance of 3C5S. To share Chairman Kim views
about 3C5S and why he believes in it. Sewon America will become a better place because
we will all put forth the effort in making it better.
I have spent three weeks in Korea learning about 3C5S and why it is important. I know
everybody didn’t get the chance to come to Korea, but I think we have to understand the
Sewon’s vision. Once everybody learns this vision I think we can all go together.

저는 한국에서 제가 배웠던 정보를 세원아메리카에 전파하고, 적용할 계
획입니다. 저는 3정5행의 중요성에 관해 저의 동료 팀 리더들에게 교육할
것입니다. 왜 회장님께서 3정5행을 중요시 여기는가와 관련하여 회장님의
관점을 동료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나은 공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세원아메리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정5행과 왜 이것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3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는 모두가 세원의 비전을 이해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회사의 비전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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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원에서의 첫날 인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착 초기에 저는 매우
떨렸지만, 고맙게도 교육 진행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
가 받은 교육은 이해하기 아주 수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상세하였습
니다. 덕분에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교육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
니다.
Sewon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Sewon America. The main things that stood out the
most were the work schedul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entire plant. These were few of
the many things that I was very pleased with the most. I also enjoyed touring the Sewon
Group’s different plants, especially Samha Sewon. This was very educational to me.

MARTY MCCANTS
마티 맥켄츠
LOGISTICS TEAM LEADER
영업부 조장

My impression of Sewon Korea first day was that I was impressed.
In the very beginning upon my arrival, I was very nervous but thanks
to my instructors, they gave me a lot of help. My training has been
very easy to understand, as well as very detailed. I have gained much
knowledge with in this couple of weeks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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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원은 세원아메리카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랐던
점은, 공장 전체의 작업 스케줄과 조직구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특히 많이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세원그룹의 다양한
공장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삼하세원을 방문하여 교육
한 내용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 can take care back to SA. The main three things that or
very important are 3C5S, FIFO and satisfying our customers. We as a hole must have a
better mindset in effort to reach our goals and make SA the global number one plant.

한국에서 배운 것들 중 세원아메리카로 돌아가서 적용할 것들이 아주 많
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정5행, 선입선출, 그리고 고객만
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달성하고 세원아메리카를 글로벌 No.1 공장
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11월 16일~20일(4박 5일)의 일정으로는 삼하세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
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3정5행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원그룹의 또
하나의 해외계열사로써 벤치마킹 요소 확보에 집중 하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중국에 세원그룹의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었고, 실제 운영이 되는지를 세원아메리카 연수생들이 직접 보
고, 듣고, 체험을 한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중점이었습니다.
세원그룹의 전통적인 문화라는 것은, 최고경영자께서 항상 ‘관심’으로 전
직원들을 대해 주시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시작된 ‘아침체조’, 모든
문제점은 작은 관심으로 파악이 되며 주변 작업환경이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한다는 ‘3정5행’, ‘내’가 아닌 ‘우리’라는 세원인의 단합성, ‘신바람
나는 일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삼하세원에 연수를 왔던 세원아메리카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
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원아메리카에 복귀한 뒤에는 연수기간 동안 확인
한 장점들을 세원아메리카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한 단계 발전하는 세
원아메리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해외법인의 교류가 있을 때는 한국과 중국의 직원들이 세원아메리카
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서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 멘제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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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Story
해외소식(삼하)

충칭성원 소개
앞으로 세원그룹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충칭성원!
충칭 지역과 현재 공사중인 충칭성원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칭은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로서 노트북, 자동
차 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다리가 많아 다리의 도시라고도 불
리고, 장강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안개가 많이 끼어 안개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특
히 충칭은 중국 4대 화로 중 하나로서, 여름에는 약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겨
울에는 공기중에 습기가 많아 한랭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충칭성원은 세원그룹의 중국 충칭공장으로서 충칭시 장수구 개발구에 위치, 대지면
적 223,000m², 1기 건축면적 40,000m²의 규모의 공장이며 양산시점은 2017년 8월입
니다. 장수구는 충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 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으며, 장수구 구전거리에는 한국거리(韩国街) 및 상
권이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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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❶ 충칭 차오톈먼(朝天門) 부두
❷ 충칭성원 조감도
❸ 충칭성원 건축현장 (2016. 11. 14 기준)

충칭성원은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입주하여 장수구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토지매입 후 부지평정작업, 지질탐사, 파일공사, 기초공사, 철골공사 과
정을 거쳐 현재 지붕/벽체/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생산설비가 설치될 예정
이며, 총인원은 231명으로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人到长寿,人长寿” 장수구에 오는 사람은 장수한다,라는 장수구의 속담입니다.
장수(长寿)는 예부터 물이 맑아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명나라 황제
에 의해 장수(长寿)라는 지역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칭 장수구에서 세원과 세원가족이 함께 발전하고 장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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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Story
해외소식(미국)

세원 아메리카
안녕하세요. 세원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요즘 세원 아메리카에는 국내에서 출장 온 많은 세원 가족분들이 세원 아메
리카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우리 세원 가족들에게 불편함
을 주고는 하는데요. 이번 사보는 세원아메리카 출장자들의 보다 빠른 적응을 위한 Tip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운전
먼저, 미국 내에서 운전하는 요령과 준비물
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
게 도보로 활동할 수 있는 생활반경이 아
닌데요. 또한, 세원아메리카가 위치한 라그
란지의 경우엔 대중교통이 없어서 당장 세
원아메리카 출퇴근부터 간단한 마트까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활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먼저 미국내에서 운전하기에 앞서 준비물
을 알아볼까요?
하나, 국제운전면허증
둘, (국내)운전면허증
셋, 대한민국 여권
이 세가지는 항상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몸에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운전을 위한 간
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STOP 표지판에서는 차량 하나하나마다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미국
운전자들 모두가 잘 지키는 사항입니다. 보
통 주택가 도로나 작은 교차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차량은 정지선에서 2~3
초 정지한 후 운행을 진행합니다. 절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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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정지한 후 출발한다고 뒤따라 가시면
안돼요!
‘STOP이 보이면 하면 무조건 정지하자!’

는 상대방 운전자를 양보해줘야 합니다. 양
보 차선에서 사고가 발생시 무조건 잘못은
양보 차선의 운전자 측에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보통 문제가
없지만 미국 비보호 좌회전은 일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적은 곳은 비보호 좌
회전이 쉽지만 차량이 많은 도시에서 어떻
게 할까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끝나 노랑에서 빨강으로 바뀌면서 반대 차
선에서 직진하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에서는 일상이고 운전자들이 예측 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직진신호에 우회전시 보행자를 조심하자.
우리나라에서 보통 적색신호시 우회전하지
만, 미국에서는 보통 직진 신호시에 우회전
을 합니다.
문제는 직진 신호시에 우회전 반경의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특
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YIELD(양보)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해라.
다음 사진은 양보 표지판입니다. 미국에선
양보 표지판이 있는 쪽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데요. 양보 차선에서 운전하는 운전자

미국 스쿨버스는 무조건 보호대상 1호!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 버스
에 STOP 사인이 열립니다. 이때는 스쿨버
스가 있는 차선뿐만 아니라 반대쪽 차선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건 미국 운전자들
의 배려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 교통법으
로 엄격히 통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퇴근 후 여가생활
세원아메리카에서 밤낮으로 노
력해주시는 세원 임직원 여러분.
퇴근 후, 맥주 한 잔도 좋지만 이
곳 라그란지에서 건강한 여가생
활을 즐겨보심은 어떨까요?
Fitness Center (피트니스)
평소 한국에서 헬스를 하신 분이라면 미국에
서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라그란지
Fitness Center에는 대체로 한산한 편이며 미국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꼭 인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름 : Towne Fitness Club
주소 : 124 Main St C, LaGrange, GA 30240
영업시간 : 오전 5:00~오후 9:00
이름 : Planet Fitness
주소 : 118 Commerce Ave, LaGrange, GA 30241
영업시간 : 24시간

Tennis (테니스)
라그란지에는 LaGrange College(대학)이 있는
데요. 이곳은 테니스장, 농구장, 수영장, 또한
조깅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지역 시설입니다. 특
히, 이 모든 시설을 ‘누구나 + 무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테니스장의 경우 코트 수가
상당히 많아 언제든지 기다림 없이 이용 가능
하답니다. 마트에서 20$(2만원) 내외의 라켓만
구입한다면 미국에서 테니스를 부담 없이 즐기
실 수 있습니다.
이름 : Lagrange College
주소 : 601 Broad St, LaGrange, GA 30240
이용시간 : 상시 이용가능

셋째, 마트
장기 출장에 있어 마트는 떨어질
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식료품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라
그란지의 필수 마트를 정리해두
었답니다.
월마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곳 월마트에는
없는 물건이 없답니다. 세원 아메리카 출장시
에 회사, 집 다음으로 자주 가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 의류, 생필품,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 Walmart Supercenter
주소 : 803 New Franklin Rd, LaGrange, GA 30240
영업시간 : 24시간

T.J MAXX (티제이맥스)
라그란지는 대도시가 아니라 큰 규모의 아울렛
은 없지만, T.J.Maxx 라는 아울렛 매장이 있습
니다. 이곳은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브랜드의
각종 의류의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 : T.J. Maxx
주소 : 1501 Lafayette Pkwy, LaGrange, GA 30241
영업시간 : 오전 9:30~오후 9:30

세원 아메리카에 출장 오신 출장자 분들이 미국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세원 아메리카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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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Story
부서 워크샵

2016
재경팀 워크샵!
지난 9월 24일~25일, 세원그룹을 책임지는 재경팀의 단합을 위해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샵은 세영회계법인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경팀 직원 및 세영회계법인 회계사분들은 도착과 동시에, 1박 2일의 워크샵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단체사진 촬영 후 워크샵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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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이사의 인사말과 함께 워크샵의
의미 및 앞으로 재경팀이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직
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로 간의 생
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영회계법인의 회계사로부터 중소기업
범위&세제지원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 현재 기업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실무를 위주로 한 강의내용 덕분에
집중도는 최고!

특강 시간이 끝난 후 모두가 함께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속의 펜션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함께한 저녁식사는 모두에게 힐링이 되
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무리를 하고 올 한
해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
지고 최선을 다하자는 구호와 함께 이번
워크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경팀 파이팅!
2017 NEW YEAR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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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Diary
Auto Focus

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산업 및 정책 동향
세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 창 훈 사원

1. 서론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211만 대에서
2020년까지는 5,358만 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주행자동차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업체들도 적극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수준은 선진국
과 비교하여 3~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 인 지원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주요 선진국의 정책을 조사 및 분석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이번 오토포커스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 본론
자율주행자동차 R&D가 상당 수준 진행된 최근에는 상용화를 위
해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ICT 기업 등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생태계>

※ 출처. 융합연구정책센터,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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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정책
① 미국 - 미국은 실제 가장 선도적인 자율주행자동차 R&D 전략
을 과거부터 추진한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핵심 요소
기술인 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대한 R&D 예산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투자금융 회사 모건 스탠리는 2020년
Lv.3 수준의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유럽 - 유럽이 2015년 발표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
(EPoSS)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수준과 사회 제도까지 고려한 현
실적인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다소 복잡한 교통 환
경인 도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은 2030년에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에 2,000만 파운드를 투자하
였으며, 독일 BMBF (연방교육연구부)는 ‘자동 SWIFT’ 프로젝트에
800만 유로 지원을 발표하였다.
③ 일본 - 일본 정부는 무역흑자액의 50% 이상이 자동차 산업에
<NHTSA 자율주행 5단계>

※ 출처. NHTSA(미국도로교통안전국),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서 발생하는 국민 산업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강화에 적극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
춰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활용하여 기술력을 입증할 계획
이다.
(2) 테스트 인프라
개발 선진국들은 실제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도로
테스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책을 추
진 중이다.
① 미국 - 미국 미시간 대학 내 116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자
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이곳에서는 5개 차로, 교차로, 원형교차로, 보행신호, 보행도로, 버
스 등 가상 건물과 로봇 보행자까지 완비된 것으로, 악조건을 다
양하게 설정하고 반복 실험이 용이하다.

③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전용 테스트베드 건설을 확정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자동차연
구소 부지 안에 전용규모 15만㎡의 테스트 주행 도로를 설치하며,
이를 위해 34억 엔의 예상을 상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 운용에 돌
입할 예정이다.
(3) 제도 및 규제
법, 제도 및 규제 관련 통일된 접근 방식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상용화된다면 세부 성능 및 안전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협의체가 민간중심으로 만들어졌으
며, 정부도 협의체와 함께 법, 제도 및 규제 개선 등을 적극 논의
중이다. 미국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7개 주에서 자율주행자동
차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 상태이다.
<자율주행차 시장 및 상용화 시점 전망>

② 유럽 - 2014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 수정으로 유럽연합 국가
등 72개 국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주행이 가능하게 되었
다. 2025년까지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2017년에는 고속도로 시
험운행까지 확대 예정이다.
독일 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을 위한 첫 번째 케이스
로 아우토반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승인하였다.
<Mcity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배드>
※ 출처. KOTRA, ncsl.org

유럽의 경우, 국가별 안전관련 인증, 사고발생의 손해배상 책임 주
체 및 범위 등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므로 EU 차원의 법, 제도
및 규제 통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본은 기존 법, 제도 및 규제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을 적극 실시
중이며, 2020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장, 지정구
역 설정 등을 가능하도록 법제화 검토하고 있다.

3. 결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역시 3레벨로 평가받지만 글로벌 최고 수
준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수준을 높
이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R&D 활성화를 추
진해야 한다. 미국, 유럽 모두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자율주행자
동차의 기술완성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주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실효성을 갖춘 정책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 출처. The University of Michigan

※ 참고 문헌  -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 IITP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동향과 성장과제’ - 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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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Letter
세원테크 생산과 김

1

희 민 과장

7년째 되었습니다.

2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7살, 4살, 2살)
3 친구처럼 편하고 조금 더 크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인생에 대한 조언과 상의를 잘해주는 인생 선배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
4 80점 정도? 요리랑 립 서비스를 잘 못 하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5 세원그룹에는 아직 미혼자들이 많은데, 자유로운 생활에 지쳤다면 적극 결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잘 때는 참 예뻐요.
6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 같이 운동도 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내가 어려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는데 올해에는 놀러도 자주 다니려고 합니다.
7

30

선미! 7년 동안 애들 키운다고 너나 나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 같아,
앞으로 힘들지, 수월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가 내공이 쌓여 가는 만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윤재! 하린! 강우! 좀 덜 싸우고, 다치지 말고, 말 좀 잘 듣고,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자라다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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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2
3
4
5
6
7

결혼 몇 년 차 이신가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나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내에게 본인은 몇 점 짜리 남편인가요?
세원그룹의 수많은 미혼자를 위해 한 말씀 해주세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들을 위한 결심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있나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배우자/자녀분 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자유롭게 해 주세요.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정

훈 과장

1 음… 벌써 17년차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네요. ^^
2 지금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3, 둘째는 중1 입니다.
3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송종국, 이동국처럼 아들, 딸들에게 다정다감한 국민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지만,
최소한 우리 아들들에겐 근엄하고 권위적인 아버지보단 친구처럼 뜻이 통하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 했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는 멋진 사나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4 솔직히 이 질문은 좀 부끄럽네요. 결혼 전엔 당신을 위해 하늘의 별이 라도 따주리라 다짐을 했건만…
현실은 ‘0’점… 항상 회사, 일, 친구, 바쁘다, 피곤하다… 라는 핑계로 잘 해준 것이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50점은 받을 수 있을까요??
5 결혼,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연애의 완성이나 연애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
6 항상

우리 둘째가 나를 보며 하는 말이 “아빠! 담배 좀 끊어” 그때마다 “아빠 담배 조금만 줄여 볼게”라고 답하곤
합니다. 올해는 “아빠 담배 꼭 끊을게”라고 우리 아들들에게 말해 주고 싶네요.
7 2017년

올 한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때론 약간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릴 더욱더 성숙
하게 하는 기회라 여기고 송아야…. 기범아…. 현수야… 2017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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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설문조사

결 혼 은
필 요 하 다 ?
필 요 하 지

않 다 ?

비혼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혼족’은 능동적, 주체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며, 즉 혼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 더 이상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미혼남녀들이 늘어 나타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의 조사를 보면 요즘 시대의 미혼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만 19세~5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4.8%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그보다 더 많은 41.8%의 결과가 나
타났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무
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78.2%가 응답하였으며, 젊은 층일수록 높은 비
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개인적인 성향이 커져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에 만족하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모두 잘 해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미혼남녀들의 생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높은 결혼비용, 주거문제 등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미혼남녀들의 결혼 선택에 주된 악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세원그룹 미혼남녀들의 의견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5명의 미혼남녀 세원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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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편이다
잘 모르겠다
%

20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67

1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

21.3%
16.4%

22.2%
5.6%

22.2%

23.5%
5.9%

62.3%

72.2%

77.8%

70.6%

물산

테크

이엔아이

정공

2. 결혼관련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평가
그렇다
1) 결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1)

18.1

3)	나는 결혼보다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이 좋다.

19.7%
37.7%

정공

4)

잘 모르겠다
%

29.5

36.2

77.8%

47.1%

22.2%

22.2%

35.3%

물산

테크

55.6%

이엔아이

13.1%
26.2%
60.7%
정공

5)

잘 모르겠다 그렇다
%
%

24.8 15.2

그렇다
%

37.2

27.8%

33.3%

22.2%

35.3%

36.1%

33.3%

44.5%

17.6%

36.1%

33.3%

33.3%

정공

물산

테크

47.1%
이엔아이

24.6%
62.3

%

33.3%
61.1%

72.2%
물산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그렇다
%

62.9

11.1%

23.5%
29.4%

88.9%

47.1%
테크

이엔아이

그렇다

42.9%

38.1

60

33.3

11.1%
16.7%

19

아니다
%

아니다
%

13.3

23.8

17.6%

22.2%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45.7

42.6%

3)

그렇다
%

아니다
%

4)	지금 결혼한다면 왠지 결혼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든다.
5)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

잘 모르겠다
%

2)	요즘 시대에 돈 없이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다

22.2%

17.6%

55.6%

53%

13.1%

5.6%

22.2%

29.4%

정공

물산

테크

이엔아이

14.7%
36.1%

33.3%

11.1%
33.3%

23.5%
47.1%

38.9%
49.2%
정공

27.8%
물산

55.6%
테크

29.4%
이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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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설문조사

3.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잘 모르겠다
%

18.1

그렇다

30.5%

아니다

5.6%

27.8%

58.8%

66.6%

49.2

51.4

5.9%

22.2%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77.8%

23%

27.8%

정공

물산

35.3%
테크

이엔아이

4. 결혼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2.4%

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17.6

②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정을 즐기기 위해

%

8.6

③ 노후의 편안한 삶/안정적인 삶을 위해

%

4.8

④ 예상치 못하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서

%

8.1%

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12.4%

⑥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대

9.0%

⑦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감에

3.3%

⑧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어서

3.8%

⑨ 기타

3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3%
8.2%
4.9%
9.8%
14.8%
13.1%
%
3.3
1.6%
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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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①

25%

②

11.1%
8.3%
5.6%
11.1%
%
2.8
2.8%

③
④
⑤
⑥
⑦
⑧
⑨

0%

22.2%

①

%

5.6%

③
④
⑤

0
0%

⑧

%

⑤

11.1
11.1%

⑥
⑦

0

⑧

%

22.2%

⑨
물산

8.8%
2.9
8.8%
5.9%

④
%

⑦

23.5%

②
③

%

⑥

38.2%

①

27.8

②

테크

⑨

0%
5.9%
5.9%
이엔아이

5. 근 3년 안으로 결혼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21.9%
잘 모르겠다
%

11.1%
50.8

%

41.9

55.6%
66.7%

아니다
%

36.2

31.2%
18

33.3%
11.1%

22.2%

정공

물산

테크

%

11.7%
41.2%
47.1%
이엔아이

정공 : 61명   물산 : 18명   테크 : 9명   이엔아이 : 17명   참여인원 총 : 105명
참고자료 : 마크로밀엠브레인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원 가족들의 결혼관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67%의 사람들이 ‘결혼은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하
였으며, ‘필요하지 않다/잘 모르겠다’는 33%에 불과했습니다. (1번 질문)
하지만 63%의 사람들은 돈 없이는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해,
결혼 적령기 남녀에게 있어, 경제적인 고민이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
다. (2-2번 질문)
30%의 사람들만이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3번 질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결혼을 결심하는데 가
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4번 질문)
이처럼 이번 세원 가족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세원 가족들의 생각이 기
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치하지 않
는 부분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고민도 다르겠지만, 모든 세원 가족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7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세원 가족들을 응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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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보고 조리보고

내 남편을 위한 의미 있는 요리♡
세원테크 생산부 임천호 조장의 아내 황진희씨
Interview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바닷가에서 자란 나와 유일하게 해산물 중에 게를 좋아하는 우리 남편. 공
통적으로 이 음식을 좋아하고 이따금 생각나는 음식이라서 선택하게 되었
어요.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에피소드라기 보다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서해안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꽃게도 유명한 것 아시죠? 그래서
서해안쪽을 가게되면 게국지라는 음식도 즐겨 먹고 꽃게탕도 찾아가서 먹
곤 합니다.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 결혼기념일마다 바다를 찾곤 해
요.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겐 정말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즐겁
게 가서 즐기고 먹고 하다보니 의미가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 음식을 처음 해줬을때 반응은요?
오~ 마누라!! 라는 감탄사와 함께 폭풍 식사를 했어요. 그 이후 저도 열심
히 먹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텅텅 비운 그릇을 보니 흐뭇했어요.

통통이 내 남편
안녕 남편? 이렇게 편지를 쓰게 돼서 너무 쑥스럽지만 이 기회에 써보지
언제 쓰겠어?^^
둘 다 맞벌이지만 항상 오빠의 건강에 신경이 쓰여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짜게 먹는 오빠를 고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요리에 토 달지 않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 다이어
트를 좀 해준다면 바랄게 없지만 결혼하고도 무게가 많이 줄지 않은 건 내
요리를 그만큼 잘 먹었다는 증거 아닌 증거겠지? 그래도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꽃게탕 만들러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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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탕 만드는법 & 서해안으로 출발~
꽃게탕 만드는 법
01

재료준비!
꽃게, 무, 호박, 대파, 버섯, 숙주, 청양고추
양념 : 된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소금
육수: 멸치, 다시마 우린물

02

꽃게는 손질이 중요하기에 흐르는 물에 칫솔이나 솔로 깨끗하게
닦고 야채와 함께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

03

멸치와 다시다를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한 큰 술 풀어 끓이고, 거품을
제거해 줍니다.

04

꽃게를 넣고 빨갛게 색이 변하면 야채를 퐁당퐁당 넣어줍니다.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로 칼칼한 맛을 더해 끓여주다가 마지막으로
대파와 소금 간을 하면 끝!

재료 손질만 하게 되면 손이 많이 가지 않기에 어렵지 않아요.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손맛은 다르겠죠?^^ 각자 레시피 스타일
을 살려 남편에게 맛있는 꽃게탕 저녁식사로 어떠세요?

서해안을 소개합니다~

사진출처 : 백사골선비의 여행, 역사, 자연이야기 블로그
안면도 쥬라기박물관 홈페이지

바다를가로질러 섬으로 나아가다,

안면암 안면도쥬라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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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칭찬 (稱讚) [명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세원물산
생산부
박강식 조장을
칭찬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원들을 대신해서 먼저 일을 처리하
며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많이 배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38

세원이엔아이
교육팀
임범혁 사원을
칭찬합니다
3정5행팀 임범혁 사원을 칭찬합니다. 하루에 여러번을 마주
쳐도 항상 먼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임범혁
사원.
카톡에 내용도 ‘항상 예의 바르게 그리고 당당하게’라고 적혀
있는걸 본 적이 있는데 카톡 내용과 같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
켜나가는 임범혁 사원을 칭찬합니다.

세원물산 품질보증부 배상식 사원으로부터

세원이엔아이 영업과 정귀우 사원으로부터

기술연구소
생산기술팀
이승완 사원을
칭찬합니다

세원테크
생산부
김원태 사원을
칭찬합니다

고된 업무 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밝게 일을 하며, 묵묵히 맡
은 바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같은 차종을 하
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물어볼 일이 많은데도 항상 웃으
면서 대답해주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힘써주는 모습에
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계속해서 든든한 지원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승완 사원 파이팅!

UM 검사자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
으며, 언제나 수줍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여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려는 이 동생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서 좋은 짝을 찾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
겠습니다.

기술연구소 개발팀 김동규 사원으로부터

세원테크 생산부 김선민 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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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 이야기

늘 푸른
이야기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안대현 사원

48기 동기들아! 어느덧 다음 달이면 입사한지 3년이 넘어가네~ 세월 빠르다. 13년 12
월 입사해서 22명이라는 많은 동기들과 서로에게 힘이 되고 OJT를 하며 교육도 받고
서로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현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
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동기들끼리도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너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 연락도 잘 안되
고 만남도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꼭 다 같이 모여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1.
2.
3.
4.
5.
6.
7.
8.
9.
10.
11.

이병국 : 신입사원 때 조장 역할 한다고 고생 많았던 동기. 중국에서도 힘내자!
박대웅 : 처음 OJT 때 너한테 처음 말 걸고 집에 같이 가던 때가 생각나는 동기.
이동근 : 내동생 친구이자 동기 but 액면은 나보다 더많아 보이는 동생.
최준혁 : 말이많고 웃을때 매력 포탄 터지는 동기.
배기현 : 같은부서로써 서로고민도많이 나누고 나에게 힘이 많이 되는 동기.
오세진 : 같은회사에 다니지만 잘 볼수 없고 여행을 좋아하는 동기.
이종원 : 입사때 제일 깔끔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진 동기.
소준영 : 같은 원가업무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연락을 잘안해본 동기. 연락하자~!
김경종 : 계열사 배치이후 한번도 보지못한동기.. 대구한번 놀러온나~
김수경 : 전화 받을때 상담원처럼 목소리가 180도 달라지는 동기.
이지현 : 도장을 많이 찍어 도장찍기의 달인이 되어 가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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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뉴스

NEWS

세원그룹, 협력사 대표이사 세미나
지난 11월 24일, 품질본부 주관으로 2016년 세원그룹 협력사 세미나를 실시 하였
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원그룹과 협력사는 단순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이며, 품질 최우선이라는 공통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장님께서는 “협력사 현장 내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품생산 및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
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원그룹으로 납품되는 제품은 2차사 대표이사의 얼굴이
라는 생각으로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
하시며, 세원그룹과 협력사간의 소통과 품질확보를 강조 하셨습니다.

황화세원 동심회 발대식
지난 10월 19일, 황화세원에서는 조/반장 모임인 동심회 발대식 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황화시 정부 관계자 분들과 황하세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김상현 사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조/반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오늘날 우리 세원그룹이 현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격
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화세원이 허허벌판에 공장을 건축하
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양산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
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룹 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덕
분에 큰 문제없이 양산을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황화세원이 될 것이며, 세원가족 여러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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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그룹, 대구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 전해
세원그룹(회장 김문기)이 30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세원그룹 서재식 총괄사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 2천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에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세원그룹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쳐왔으며, 올
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준 데 고마움을 전합니다” 면서, “기업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백운용 기자_국제뉴스

▲ 좌측부터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세원그룹 서재식 총괄사장, 세원그룹 김중곤 이사(사진제공=대구시청)

세원그룹 장학활동
2016년 한 해 동안 세원그룹은 장학재단 활동을 통해,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환원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세원인재육성문화재단
은 지난 8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우쿠렐레 46세트를 전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응원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55명의 학생들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수여 하였습니다. 장학생들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 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품행이 단정하
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덕운장학재단은 지난 10월, 영천시의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은 영천시의 8개교에서 총 56명을 선정했습니다. 덕운장
학재단은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되었으며, 김도현 이사장은 이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일꾼이 돼 달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원그룹의 장학재단은 단순한 수익의 사회 환원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미래가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
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사회 역시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소
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원그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자기역량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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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 People
회화코너

English

A: Hey, Helen,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me for dinner to night?
My wife is fixing kalbi, that's pork ribs you know.
이봐요, 헬렌, 오늘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할래요?
아내가 갈비요리를 하는데 돼지갈비예요.
B : Wow, I'd love to come. That's my favorite dish. But do me a favor.
If I eat too much just poke me and I'll stop.
와~ 가고말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거든 손가락으로 콕 찔러주세요. 그러면 그만 먹을게요.

영어

A : Why? Are you afraid we'll run out of kalbi, or are you just trying to hold down your weight?
왜요? 갈비가 모자랄까 봐 그래요? 아니면 체중조절 때문인가요?
B: I decided to go on a diet before my holiday.
나는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A: OK. Eat like a bird, and exercise regularly.
알겠어요. 소식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회/화/코/너

Chinese

A : 想买条浅色的牛仔裤.
Xiang mai tiao qlanse de niuzaiku
옅은색 청바지를 사려 하는데요.
B : 这是我们的新款
Zhe shi wome de xinkuan, qing suiyi tiaoxuan
이거 신상품인데,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중국어

A : 有比这个小一号的吗?
You bi zhege xiao yi hao de ma??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 있나요?
B : 这是最小号的
Zhe shi zui xiao hao de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입니다.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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买[mai] 사다
牛仔裤[niuzaiku] 청바지

挑选[tiaoxuan] 고르다
新款[xinkua] 신상품

这个[zhege] 이것
号[hao] 작다

도움주신 분

[늘푸른세원] 발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세계상품권 1만원 권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재경팀
자재과
영업과
전략구매팀
전략구매팀
전략구매팀
전략구매팀

박용채 대리
최인호 사원
양채원 주임
전유진 사원
이두리 사원
류도희 사원
이혜민 사원
조덕진 사원
정민철 사원
이경은 사원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물산
세원테크
세원테크
세원테크
세원테크
세원테크

전략구매팀
전략구매팀
전략구매팀
총무과
품질보증부
생산부
생산부
생산부
생산부
생산부

김태수 사원
김호정 사원
권소윤 사원
이수근 과장
배상식 사원
임천호 조장
김선민 사원
김희민 과장
황인용 대리
김경종 사원

세원테크
세원이엔아이
세원이엔아이
세원이엔아이
세원이엔아이
세원이엔아이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
금형공장

자재과
개발부
개발부
영업과
부품구매부
개발부
사양관리
개발팀
개발팀
관리팀

김광은 대리
정   훈 과장
안대현 사원
정귀우 사원
이재욱 사원
배기현 사원
석기태 대리
이동배 사원
김동규 사원
오세진 사원

사우동정

삼가명복을 빕니다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조립반
조립반
프레스반

김정수 사원
서정봉 사원
조태진 사원

모친상
빙모상
부친상

10월 18일
01월 07일
01월 13일

세원물산
세원물산

09월 24일
10월 09일
11월 27일
12월 10일
01월 14일

세원물산
세원테크
한성
에스엠티

생산부
품질보증부
자재과
총무과

12월 01일
10월 17일

세원정공

총무팀

공정기술
송진혁 과장
품질보증부 김준영 대리

조모상
조모상

10월 24일
11월 23일

결혼을 축하합니다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세원정공

조립반
전략구매팀
조립반
전략구매팀
설계팀

김기철 사원
황영진 대리
이대영 조장
조덕진 사원
김서윤 대리

양희석 대리
곽동철 대리
김민기 사원
김태윤 대리

10월 09일
11월 26일
12월 10일
12월 17일

입사를 축하합니다
세원정공
세원정공

기획본부
전략구매팀

김장호 이사
권소윤 사원

권은진 사원

10월 17일

사보지기

[늘푸른세원]을 만드는 사람들
편집부
세원정공

기획팀

배욱한 사원

기획팀
영업과
생산부
품질보증부

박재홍 사원
윤서연 사원
이아진 사원
김현정 사원

취재기자
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
세원E&I

세원E&I
기술연구소
삼하세원
세원아메리카

부품구매부
신기술팀
총무부
비서실

김수경 사원
이창훈 사원
이보람 과장
이민경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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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

Create Global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