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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당진공장, 좀 더 스마트하게
소개합니다

2020 현대기아 신규차종 소개 + 당사제품 사용처
품질의 비앤지

현대비앤지스틸의 봄철 결함 저감을 위한 노력

비앤지의 코로나 대응기
지난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적으로 감염증세가 확산되었고,
이에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를 선포했다.
우리 회사는 즉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고 전 직원(협력사포함) 및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날부터 4월 29일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 10,761명
사망자수 246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사는 발빠른 코로나
대응으로 확진자 제로(0)라는 결과를 내고 있다.

창원본사/공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24 (51707)

서 울 사 무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5층 (06179)

남 부 영 업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99 (47018)

광 주 공 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7번로 47 (62214)

당 진 공 장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97 (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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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세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CEO 메세지
임직원 여러분,
먼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표이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국내외 全 산업
부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멈출 기세가 없는 코로나19의 위세에
산업계 전반이 침체됨에 따라 생산 차질과 추가적인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의 생산 중단 등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철강산업에도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원들은
솔선수범하여 아래와 같이 자발적으로 보수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대

상

全 임원

반납내용

급여의 20%

반납기간

2020년 4월부터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여,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위치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의 비상경영조치 및 경비절감 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및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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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조동훈

경험해본적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막은
비앤지의 코로나 대응기

우리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예방조치 현장을 소개합니다.

출근과 업무시 전직원의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37℃ : 3분 대기 후 체온 재측정, 38℃ : 즉시 귀가조치)

코로나 대응기 및 임직원 응원메세지

지난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 전역은 물론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적으로 감염증세가 확산되었고,
이에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를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17일까지 확진자 수가 30명선으로
유지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2월 18일부터 종교(신천지),

공장별 확산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치하였다.

거주지(대구, 경북)와 연관된 지역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무실과 식당, 복지관, 공장 OP룸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시 수시로 사용하게 하였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감염병

(서울사무소 6개소, 창원공장 31개소, 광주공장 7개소, 당진/송악공장 12개소)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한 우리 회사는
즉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여 각 사업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전 직원(협력사포함) 및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조치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날부터 4월 29일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수
10,761명, 사망자수 246명이 발생한 가운데,
당사는 발빠른 코로나 대응으로 확진자 제로(0)라는
결과를 내고 있다.

사무실(1회/2일), 공장(1회/1주)의 방역과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체 분무기와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걸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다.

BNG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주요 내용
사업장 방역 및 예방 물품 확보/비치
출장/교육/회식/외부인 접촉 자제 등 사업장 예방 근무 지침 이행
다중행사/밀집시설 방문 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시행
출퇴근시간 분산/임산부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 적극 시행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준수 철저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한 상시 발열 체크 및 건강 이상 시 재택 근무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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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조동훈

더불어 홍보활동도 잊지 않았다.
전 공장 코로나 예방을 위해 회람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게시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예방행동 수칙을 게시하였다.

응원메세지

본관과 각 공장마다 코로나 예방 수칙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사용을 생활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다.
12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중식시간도 구분하여 테이블당 식사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강동준 과장 / 제품개선팀

류제욱 SP / 생산팀

우진환 과장 / 제품개선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한마음으로 코로나 이겨내고

코 : 코로나19로 친구와

잘 극복해갈 수 있습니다.

활기찬 직장으로 ♡

술 한 잔도 못하고
로 : 로망적인 벚꽃길도
애인과 걷지 못하지만

신우빈 사원 / 품질관리팀

양국 부장 / 인사팀

위기강국 대한민국 위기극복

고마웠던 일상이여 어서

비앤지 함께라서 힘이 납니다.

오세요! 홧팅 비앤지!

나 : 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모두 함께 코로나19 이겨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아끼지 않았다. 공급난과 가격이 치솟을대로 치솟은 상황에서도 총무안
전팀의 안전 / 구매 파트, 그리고 경영지원팀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총 지급개수 : 8,297장, 협력사 지급 및 손님 의전용 포함)

최용욱 과장 / 총무안전팀

손철근 SP / 품질관리팀

이강우 사원 / 생산팀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어록 “시련
이지 실패가 아니야”처럼 지금
시련이 닥쳐도 비앤지는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 아
자아자! 힘내자 홧-팅 코로나19
으라차차 BNG의 힘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힘모아 이겨냅시다

실천과 사랑으로 이겨내자

황정근 반장 / 생산팀

주형선 사원 / 생산팀

장영철 SP / 생산팀

모두가 힘들어도 하나되어

코로나19 위기, 비앤지 가족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으로 힘을 합쳐
극복해요 아자! 아자! 아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힘내요

힘내라 비앤지 가족. 코로나

코로나19

또한, 혹시 모를 사업장 내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대비하여 상황 발생시 시나리오도 구축하였다.

확진자 발생시 초기 대응, 해당건물 즉시 격리, 근무인원 퇴거조치
사업장 - 해당 총 라인 5일간 폐쇄
밀접 접촉자 - 자택 격리 (14일 유급휴가), 사무직 필수근무자 대체근무장소 제공
일상접촉자 - 사업장 폐쇄기간 종료 후 정상근무

나열해 보니 참 열심히 했다. 대응반과 안전파트, 그리고 대란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현대비앤지스틸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국내 지역감염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을, 겨울이 되면 2차,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앤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서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 발병 이전의 모습을 되찾길 소망하며, 따뜻한 햇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녹아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맞선다면 꼭 이겨내리라

그까이것 박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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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당진공장,
좀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소개

당진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한 공정 관리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 입니다. 당진공장은 어떻게 똑똑한 공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공장에 있는
모든 설비와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3만 6천여개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입
재료를 만드는 시작 공정부터, ‘코어’라고 부르는 재공품, 완성차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들고 출하하는 모든 공정의 실
적 정보들이 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현재 불량 처리는 작업자가 확인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

스마트 공장 당진공장이 2020년 2월 좀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지만, 그 외 생산 실적이나 설비 / 공정 품질 정보는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공장 내 설비

공장 건설 계획 시부터 함께 준비했던

의 가동 현황, 생산 실적 현황, 설비 이상 알림,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라, 공장 곳곳에 달린 CCTV를 통해 공장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처럼, 공장 운영 전체를 실시간으로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한 창고/출하 관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공장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창고 / 출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 기사의 출하 지시를 확인하면 창
고에서 자동으로 출하가 진행됩니다. 당진공장에서 출
발한 제품이 완성차 공장에 도착하여 비전 검사를 거치
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물류 흐름을 원격으로 모니
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차 물류에 맞추어 당진공
장을 운영하기가 용이해졌답니다.

MES시스템에서 출하 위치를 전광판에 표시, 해당 위
치에 차량 도킹 ▶ 생산이 오래된 것부터 먼저 출고

Growth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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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편집실

스마트한 품질 관리

스마트한 정보 활용

당진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생산을 시작한 순간부터 개별 ID를 부여받게 됩니다. 제품을 만드는 전 공정

당진공장은 생산 실적 정보와 함께 투입된 재료에 대한 차감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공장 가동

에서 해당 ID별로 만드는 순간의 설비 품질 정보들이 1초 단위로 수집, 축적되고 있습니다. 6개 주요 생산 공정에

과 동기화된 ERP 정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과 동기화된 생산관리 정보를 경영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대해서는 각 공정별로 품질 영향 요인 740여개가 모니터링됩니다. 개별 공정 품질 정보가 Tracking 되는것 자체

있게 된 것입니다.

도 의미가 있지만, 이후에는 당진공장 공정 품질 정보가 차곡 차곡 쌓여 불량 제품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활동을 통해 제품 / 공정 품질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

당진공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와 더불어 스마트 생산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마트 팩토

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리의 시작을 통해 비앤지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Growth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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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수훈

2020년 현대기아자동차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7세대 AVANTE, 3세대 G80, 4세대 SORENTO, 1세대 GV80

2020년 상반기 현대 / 기아자동차는 기존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차량과
제네시스 브랜드의 RV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차를 출시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출시된
현대 /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차량 4대와 비앤지 제품이 적용된 Parts를 소개한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스테디셀링카 All New AVANTE

제네시스 브랜드의 선두주자 The All-new G80

기아자동차 SUV의 대표주자 SORENTO

럭셔리 SUV의 시작 제네시스GV80

최초출시일 : 1990년 (ELANTRA)

최초출시일 : 2008년(제네시스 BH)

최초출시일 : 2002년 (쏘렌토GL)

최초출시일: 2020년 1월

신차출시일 : 2020년 4월 (7세대 AVANTE CN7)

신차출시일 : 2020년 4월 (3세대 G80 RG3)

신차출시일 : 2020년 3월 (쏘렌토MQ4)

파워트레인: 2.5가솔린T, 3.0디젤, 3.5가솔린T

파워트레인 : 1.6가솔린, 1.6LPi

파워트레인 : 2.2디젤, 2.5가솔린T, 3.5가솔린T

파워트레인 : 2.2 디젤, 1.6 HEV

가격 : 6,037 ~ 6,937만원

가격 : 1,531 ~ 2,392만원

가격 : 5,247 ~ 6,187만원

가격 : 2,815 ~ 3,885만원(HEV제외)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후륜구동 럭셔리 플래그십 SUV로 역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적용

기존 대비 35mm넓어진 전폭과 15mm낮아진 전고로

정제된 강렬함(Refined Boldness)을 콘셉트로 하여 카리스

동적인 우아함 (Athletic Elegance)을 담아낸 외관과 편안한

하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구현, 3세대 신규 통합 플랫폼을

후륜구동 세단에 최적화된 비율구현, CPA(Centrifugal

마가 느껴지는 단단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신규 플랫

실내공간, 매혹적인 컬러 등을 적용하여 고급감을 극대화하

적용하여 동급 차량 대비 공간활용성 증대, 차급을 넘어서는

Pendulum Absorber, 회전식 진동 흡수 장치) 토크 컨버터

폼을 적용하여 상위 차급인 대형 SUV에 준하게 실내공간 활

였다.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oad Noise Active Noise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편의사양 적용, 현대자동차 최초로 현

를 적용하여 엔진회전시 발생하는 진동의 반대진동을 만들어

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마트스트림 습식 8단 DCT를 최초

Control)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소재, 차체 구조등의 물리적

대 카페이(CarPay, In-Car Payment)적용 등 기존 준중형 자

내 엔진회전 진동을 상쇄시켜 정숙성 및 연비를 개선, 차체부

적용하여 주행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키고 중형 SUV 최초로 하

기술에 의존하던 소음제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운전 스

동차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최신 기술을 적극 반영하였다.

품의 약 19%를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로 적용하여 공차중량

이브리드엔진을 장착하여 고객층을 넓혔다.

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최초로 적용하여 운전자의

비앤지 소재 적용부품 : 배기계, 몰딩 등

을 기존 대비 125kg 줄이고 연비를 개선하였다.
비앤지 소재 적용 부품 : 내장 스피커 그릴, 배기계, 2.2디젤용
신R엔진 Crank Case 부자재 등

비앤지 소재 적용 부품 : 배기계, 몰딩, 2.0/2.2디젤용
신R엔진 Crank Case 부자재 등

주행성향을 차가 스스로 학습하여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흡
사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비앤지 소재 적용 부품 : 내장 스피커 그릴, 배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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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이수훈

HKMC 신규 차량에 적용된 PARTS중 비앤지의 원자재, 부자재로 생산된 품목을 살펴보자
1) 배기시스템 부품
자동차 배기시스템은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냉각, 팽창시켜 저온, 저압의 상태로 변환하고 유해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역할

Tail Trim : 배기계 끝단부를 미려하게 장식하여 상품성

을 하는 필수 부품이다. 매니폴드 / 촉매장치 / 소음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중인 현대 / 기아자동차에 장착되는

을 높이고, 메인 머플러 이후의 토출 소음감소 및 메인

배기시스템의 핵심부품에 비앤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된다.

머플러를 보조하여 배압을 저감시키는 부품이다. 기아

G80

SORENTO

자동차의 일부차량(쏘렌토, 셀토스)의 경우 원가절감을
Front Muffler : 엔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

위해 기능성 없이 테일트림의 형상만 구현한 페이크 테
SORENTO

GV80

일트림(플라스틱 재질)을 적용하기도 한다.

스 중 인체에 유해한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 SUS304L 2B 0.8T, 1.0T 등

및 질소 산화물(NOx)을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키는

2) 내/외장재

역할을 하며 촉매제로는 주로 백금소재를 사용한다. 또
한 엔진 진동에 의한 배기계 진동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

외장 도어 몰딩 : 차량의 측면 윈도우 몰딩에 고급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테인리스를 적용하였다. (하위트림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

을 한다.

* SUS430J1L DW(반광) 0.4T, 0.5T

* SUS439L / SUS430J1L 2D 1.2T, 1.5T등
AVANTE

G80

SORENTO

GV80

Sub Muffler (Sub Resonator) : 1차 소음기 or 중간 소음기라고 부르며,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저온 저압으로 변환하고
1차적으로 배기가스의 소음 중에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부품이다.
* SUS439-AL 0.5T, SUS432L 2D 0.6T 등
AVANTE

SORENTO

GV80

스피커 그릴 : 일부 고급차종(G80, GV80, G90, K9등)의 상위트림에는 실내 사이드 스피커 그릴에 스테인리스를 적용하여
고급감을 향상시켰다. (하위트림의 경우 타재질)
G80 - 비교(하위트림)

* SUS304 DW(반광) 0.6T

G80

Main Muffler (Main Resonator) : 엔드 머플러라고도 부르며, 1차 소음기에서 걸리진 배기음의 나머지 주파수 대역과 공명음을 줄
여주어 실질적으로 배기음이 줄어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메인 머플러 튜닝을 통해 배기음 조정이 가능하다.
* SUS439-AL 0.5T / 0.8T, SUS439L 2D 0.5T등
AVANTE

G80

SORENTO

GV80

3) 엔진 부품
실린더 블록 몰드 (당진공장 생산) : 2.0, 2.2L 알루미늄
신R엔진 실린더 블록(디젤 사양) 생산을 위한 부자재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당진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신R엔진 실린더블록 소재

신R엔진 실린더블록 중자

Growth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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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최재용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

대기관리권역법 대상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배출량이 기준(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당사의 경우, 창원공장 및 당진공장이 대상이며 이에 따라 올 해 6월말까지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관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권역관리법 확대시행

대기 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은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특정 배출구에는
의무적으로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를 설치해야 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
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의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

올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대전, 세정 광주, 부산, 울산, 창원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리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관리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장은 과거 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 허용총량을 할당받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총량기준이 최종 할당되면, 추
후 사업장 총량을 넘어서는 라인 증설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한마디로 추후 라인증설을 하려면 그만
큼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량을 다른 라인에서 줄여야 가능하다.
환경부는 대기권역관리법을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이러한 환경 규제의 확대 시행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
지만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억 정도의 환경부문 투자예산을 받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
히,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내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임직원 스스로가 환경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회사의 환경 분야 경쟁력과 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친환경 비앤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

Growth Stories

품질의 비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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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강동준

결로현상

현대비앤지스틸의 입춘(入春)
봄철 결함 저감을 위한 노력
봄에 발생하는 주요 결함 소개 & 개선 노력

결로현상의 사전적 의미는 수분을 포함한 대기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수분이 물체
표면에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다.
STRIP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공기중의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중의 습도가 온도가 낮은 STIRP
표면에 붙게 되고 이는 물방울로 변한다.
결로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COIL 전구간에 걸쳐 제품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결로가 발생한 COIL
은 이를 없애기 위해 공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하고, 이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미친다. 따라

입춘, 24절기 중 첫번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이날부터

서 결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비앤지는 결로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

봄이 시작된다. 새해의 첫번째 절기이다 보니 농경에서는 풍년을 비는 농경의례 행사가 많고

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슬점 및 온도 데이터를 받아 결로 발생 가능성이 높을 시 각 담당자들

각 가정에서는 한해를 잘 보내기 위한 기원으로 대문에 입춘축(立春祝)을 붙이기도 한다.

에게 문자로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은 담당자들은 결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 비앤지도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결함이 있기에 입춘축을 붙이듯이 봄철에 주로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과거보다 결로에 의한 결함이 많이 줄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결로

발생하는 결함 저감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다.

결함 제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봄철에 조심해야 할 결함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결함들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꽃가루 압착
봄이 오면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 산과 들로 꽃놀이를 간다. 하지만 우리 비앤지 식구들
에게는 봄에 피는 꽃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꽃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이다.
당사에서 분류하는 압착결함들의 종류와 저감 방법들은 다양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압착결함들을 해결하고 있으나 미궁에 빠져있는 압착결함이 많다. 다행히 꽃가루 압착의 경우
에는 공장 외부와 통하는 문만 잘 닫아주면 방지할 수 있다.

벌레 압착
벌레 압착 또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연속해서 돌아가는 LINE에서 벌레가 한번 STRIP에 붙
어 압착이 되면 짧게는 10m, 길게는 100m까지 발생한다. 특히 야간에는 판검사 및 안전을
위해 전등을 밝게 켜고 작업하는데, 벌레들이 이 불빛을 보고 공장 내부로 들어온다. 열처리
(BA, AP) LINE과 SKP LINE에서 주로 발생하며 벌레압착을 방지하기 위해 전 공장에 포집기를
설치하고 벌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Growth Stories

안전한 비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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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강동준

아차사고란
아차사고는 산업현장에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실제로 2012년 9월 27일 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아차사고를 방치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
례로 뽑힌다. 미국 보험회사 트래블러스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건
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유사 원인으로 아차사고가 300건 존재한다는 법칙을 발견해냈다. 이를 큰 사고가 나기 전, 작은 징조들
이 생긴다는 1 : 29 : 300 하인리히 법칙이라 한다.
우리 회사는 매년 아차사고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필요시 설비투자를 통하여 작
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비앤지 가족들이 건강한 사업
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
‘아차사고’ 사례 및 개선 사항

최근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일까?
생산성? 품질? 이 두가지를 기업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다.
생산성, 품질 목표를 100% 달성했다 하더라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는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사보에서는 우리 회사가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인
‘아차사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사례2

사례3

대철 절단 후, 코일에서 대철 제

무거운 DRESSING기를 사용하

핸드쉐어로 STRIP 일부를 절단

거를 위해 당기다가 대철에 손가

다 어깨에 무리가 가며 근골격계

하다 튀어나온 STRIP에 손목 찰

락 찰과상 사고 발생 가능성

질환 발생 가능성

과상 발생 가능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감소대책

찰과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

DRESSING기를 일반강 소재에

핸드쉐어 손목 보호기능 제품으

보호구 사용 (아라미드 장갑)

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변경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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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비앤지

생활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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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정원 사진. 편집실

304 BB
사실 304는 지난번에 소개한적이 있으나 오늘은 304 BB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 대비 성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

표면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400계 강종과 비교하면

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전제품에서 아직도 304 BB는

니켈이 포함되어 고가이지만, 내식성, 내열성, 기계적 성질

오염이 심해 내식성을 요구하는 경우나, 성형성이 큰 부분에

이 400계 대비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

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번 생활속의 비앤지에서는 특수 표면(HL, 엠보싱)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근 많은 가전제품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에 사용되

이번에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강종과 특성을 소개하는 네번째 시간이다.

는 스테인리스 소재는 원가절감을 위해 400계로 돌아서고

국내 KS 규격에 등재된(2015년 기준) 강종은 66개나 되고 각 회사별 별도 강종을 추가하면 그 수는 더 많다.

있는 추세다. 가정 환경에서의 외부 오염에도 견딜 수 있을

오늘은 ‘304 BB’와 ‘444 2B’를 소개하고자 한다.

만한 부분은 400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304를

비앤지광장을 읽는 비앤지 가족들이 스테인리스의 다양한 종류와 그 특성을 즐겁게 배울 수 있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item들이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세탁기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탁기는 2가지
타입이 있다. 드럼형 또는 통돌이형 세탁기이다. 이 중 어느
부분에서 304를 사용하고 있을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
상을 하겠지만, 통돌이형 밑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모
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오염물질들이
밑으로 모이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식성이 우수해야 하고,

444 2B
400계의 특수강종 중 444 2B는 당사에서 많이 생산하는 품

이다. 이 외에도 최종 수요처 및 모델마다 물탱크의 두께 및

목 중 하나이다. 444는 자동차용 배기계용으로도 사용하지

품질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다

만, 444 2B품의 주 용도는 물탱크다. 430대비 고 Cr강에,

양한 두께, 사이즈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다.

Mo를 첨가함으로써 내입계 부식성, 내공식성이 우수하다.
물탱크는(특히 산업용 물탱크) 주로 수분 또는 산화성 분위
기 접촉이 많기 때문에 내식성이 뛰어난 고 크롬 강종이 사용
된다. 일부 300계 강종과 가격이 비슷한 444는 비싼 몸값만
큼 내식성이 우수하다. 스테인리스 444 물탱크는 산업용 물
탱크로 사용되므로 표면에 의장성이 부여된 표면이 사용되
며, 가공 과정이 필요하므로 가공성이 중요하다. 주로 Sheet
상태에서 Press 및 절곡, 조립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어지
며 비교적 수분과의 접촉이 많거나 산화성 분위기에서 사용
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파임성 결함 또
는 압입성 결함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완제품 조립
시에 용접이 필요하므로 형상의 유지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

Special Theme

비앤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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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편집실

황지은 사원
1

2

랑야방 : 권력의 기록. 54화의 중국 드라마입니다. 정치

몰아보기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주세요!

3

1

생산팀

스토브리그. 야구 경영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드라

복수극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주인공이 설계

마로 스토브리그란 정규 시즌이 끝난 후 다음 시즌을

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시원합니다. 중국에 관심이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기침

없다가 이 드라마를 보고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

체로 모두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를 잘 준비해서

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재탕하는 드라마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면 좋겠습니다.

3화까지는 ’16년도 당시 시대에 뒤쳐진 중국의 CG

2

주연 조연의 상당한 연기력과 대본의 짜임새, 그리고

기술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머리 긴 남자

오합지졸 꼴찌 야구팀을 우승 전력의 야구팀으로 만

가 피리를 불고 배를 타고 있어서 하차하고 싶겠지만,

들었을 때의 희열감

3화가 지나면 캐릭터에 적응이 됩니다. 주인공(매장

코로나19 여파로 기나긴 집콕의 시간을 보내는 비앤지 가족을 위해

이강우 사원

총무안전팀

3

스토리 ★★★★★

소)이 태자와 예왕을 선택하지 않고 정왕을 선택하여

캐릭터 ★★★★

황제가 되는 것이 짜릿합니다.

몰입도 ★★★★★

스토리 ★★★★★
캐릭터 ★★★★

#회신내용

몰입도 ★★★★★

1. 드라마의 제목과 추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요?
3. 나의 평점 (스토리, 캐릭터, 몰입도 ★★★★★)

최용욱 과장
1

백동혁 반장

총무안전팀

태조왕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200회로 길게

1

보세요~
2

옴마니반메홈 궁예

3

스토리 ★★★★★

생산팀

킹덤 시즌 1/2. 국산 좀비 호러물로 K팝처럼 K좀비라
고 해서 현재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조선의 임금이 좀비가 되어 살육을 하는 장면이 하이
라이트입니다.

캐릭터 ★★★★★

3

몰입도 ★★★★★

스토리 ★★★★★
캐릭터 ★★★★★
몰입도 ★★★★★

김정진 대리

최원석 대리

회계팀

1

종이의집

1

동백꽃 필무렵

2

극중 상대방의 의중과 시청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철

2

“까불지마”

저함

3

스토리 ★★★★

3

스토리 ★★★★

캐릭터 ★★★★★

캐릭터 ★★★★

몰입도 ★★★★★

몰입도 ★★★★★

생산팀

Special Theme

장영철 SP
1

2

비앤지 공모

신창민 과장

생산팀

야인시대. 오래된 드라마지만 이렇게 답답한 시기에

1

이 몰입하게 해요.

있는 전개로 집콕하면서 시간가는줄 모릅니다~!!

슴에 불을 지핍니다^^
3

스토리 ★★★★★

2

3

2

는 따뜻~한 드라마

마산 출신 하숙집 아가씨와 끝까지 궁금한 그녀의 남

2

편 추측하기
3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딸에게 “돌아가”라고 이별을
재촉하는 장면

3

스토리 ★★★★

스토리 ★★★★★

캐릭터 ★★★★★

캐릭터 ★★★★★

몰입도 ★★★★

몰입도 ★★★★★

몰입도 ★★★★★

몰입도 ★★★★★

주형선 사원

소재영업팀

우아한가. 재벌가의 복잡한 가족 관계와 경영 승계 등

1

이소정 사원

생산팀

이태원 클라쓰. 웹툰 원작으로 최근에 종영된 드라

1

1

킹덤 (바이러스에 걸린 조선을 구하는 내용)

2

바이러스에 걸려 좀비로 변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슴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입니다. 1988년의 온기를 가

다음회를 바로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듦.

‘힙’한 반란을 그렸다.

족과 함께 느껴보세요!

스토리 ★★★★

명대사 중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라는 대사가 나

2

오는 장면. 이 때 내 자신을 생각해보게 된다.
3

3

스토리 ★★★★

매회 등장인물들이 성장해가는 스토리와 여자 주인

몰입도 ★★★★★

몰입도 ★★★★★

몰입도 ★★★★★

몰입도 ★★★★

이태원 클라쓰.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

1

왕좌의 게임. 회당 제작비가 170억원에 달하는 미국

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 노력으로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느낄

얻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로 동기부

수 있습니다. 작년 시즌8로 드라마가 종영되었습니다.
2

각 국가간에 치열한 대규모 전쟁이 이 드라마의 하이

마지막화에서 회장님께 “비즈니스 하세요 회장님” 하

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인공들이 계

는 부분이 하이라이트이다.

속 죽어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끝날수

스토리 ★★★★★

록 얘는 안죽겠지 하면 죽어버려요...

캐릭터 ★★★★★
몰입도 ★★★★

3

스토리 ★★★★
캐릭터 ★★★★
몰입도 ★★★★★

스토리 ★★★★★

스토리 ★★★★★
캐릭터 ★★★★★

설비팀

3

캐릭터 ★★★★★

캐릭터 ★★★★

김영호 사원

퇴치를 위해 헤쳐나가는 내용

공의 남편을 예측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캐릭터 ★★★★

생산팀

생산팀

응답하라 1988. 이웃 간의 정과 사람 냄새가 나는 가

마로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2

박진우 반장

인사팀

을 다룬 드라마로, 매회 끝부분마다 발생하는 반전이

이복남매에서 고모가 되고, 조카에서 시누이가 되는

회계팀

고백부부. 재미있고 잔잔하며 웃기다가 눈물 터~지

캐릭터 ★★★★

3

여가 된다.
2

1

캐릭터 ★★★★★

박희영 사원
1

응답하라 1994. 잊고 지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음

천재의 시나리오대로 모두를 당황하게 하고 탈출할
때! 전율!

막장 가족관계가 드러날 때
3

1

김종우 사원

인사팀

스토리 ★★★★★

이수훈 대리
1

(넷플릭스) 종이의 집. 1명의 천재, 8명의 공범이 꾸
미는 세기의 강도사건! 짧은 시간을 담으면서 몰입감

2

양국 부장

재정팀

사나이들의 거친 인생을 시원하게 헤쳐나가는 것들

김두한과 시라소니의 액션씬이 압권이죠. 사나이 가

28_29

글. 사진. 편집실

Special Theme

쉼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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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에 도움이 되는 음악

Zion.T - 꺼내먹어요
목소리에 마치 오토튠을 걸어놓은 듯한 개성파 가수 자이언티의 노래이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꽃들이 만개하였다. 예년 같았으면 살랑이는
봄바람을 마주하며 나들이를 갔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회사에서만 보내게 되는 요즘이다.

로해주는 가사를 듣다 보면 노래로부터 위로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이언티의 노래는 ‘양화
대교’, ‘No Make Up’ 등의 본인 곡에서부터 타 가수의 노래에 피쳐링을 한 곡까지 운전할 때 들으
면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가 많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외출도 힘든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앤지 가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
이라도 달래기 위해 우리 귀에 익숙하면서도 심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음악을 준비해보았다.

윤수일 - 아파트
아날로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곡으로 발매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야구 응원에 쓰이
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떠나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씁

※ QR코드 사용 방법

쓸함이 묻어나는 가사와는 다르게 듣고 있으면 흥이 돋는 곡이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설치
어플리케이션 접속 후 중앙 하단에 뜨는 녹색 원 터치
좌측 하단에 뜨는 ‘렌즈’ 버튼 터치

조용필 - 여행을 떠나요
국민 가수 조용필의 대표곡이다. 길거리에 꽃이 흐드러지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즈음이지만, 갈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이 노래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신
나는 느낌을 더하기 위해 라이브 버전을 준비하였다.

가요
넥스트 - 그대에게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밴드 ‘무한궤도’가 선보이며 대상을 받은 곡이
다. 키보드로 구현한 관악기 사운드의 리프가 인상적이며 곡이 끝날 때까지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
간다.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로 사랑을 받으며 응원무에도 많이 쓰인다. 무한궤도
의 오리지널 버전도 좋지만, 강렬한 악기 사운드와 무한궤도 시절보다 묵직해진 신해철씨의 목소
리가 돋보이는 넥스트의 버전을 골라보았다.

자전거 탄 풍경 - 너에게 난, 나에게 넌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클래식’의 OST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노래이다. 곡의 첫 소절을 들으면 손예진과 조인성이 외투로 뒤집어 쓰고 함께
빗속을 뛰어가는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얼마 전에는 JTBC TV 프로그램 ‘슈가맨’에 소개되며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 곡이다.

김광석 - 일어나
구슬픈 목소리를 소유한 가수 김광석의 노래이다. 힘든 삶에서 다시 한 번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후렴구의 가사가 최근 시국에 어울린다. ‘서른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그날들’, ‘먼지가 되어’ 등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이 많으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김광석의 노래는 라이브 버전에
서 그 특유의 느낌이 더 살아나므로 라이브 버전을 준비하였다.

노라조 - 형
재미를 추구하는 컨셉과는 다르게(?) 뛰어난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2인조 그룹 노라조이다. ‘슈퍼
맨’, ‘사이다’ 등 장난스러운 노래가 많지만 이 곡만은 진지하다.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형이 위로해
주는 듯한 가사와 시원한 가창력이 잘 어우러지는 곡으로 멜로디와 가사를 음미하며 들으면 좋다.

Special Theme

쉼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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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 Rock

Queen - I Was Born To Love You

Eagles - Hotel California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다시 한 번 유명세를 더욱 떨친
영국 밴드 퀸의 노래이다. 첫 공개는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 앨범을 통해서였다. 이번 기회에 이 노
래를 들으며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연인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Desperado’로 더 유명한 미국 밴드 Eagles이다. 곡의 완성도가 높아 지금까지도 많
은 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기타 아르페지오로 시작되는 초반부는 곡의 끝부분까지 그 분위기
를 이어가며 마지막에 나오는 기타솔로가 일품이다. Eagles의 노래들 중 ‘Desperado’, ‘Love Will
Keep Us Alive’도 함께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Abba - Dancing Queen
스웨덴 출신의 혼성그룹 Abba의 대표곡 중 하나이다. Abba는 특이하게도 멤버가 두 쌍의 부부인
데, 그룹을 처음 결성했을 때는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점차 그 관계가 발전했다고 한다. Abba의 곡
들은 뮤지컬 ‘맘마미아’의 OST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좋은 노래들이 많으므로 여유를 가
지고 다른 곡들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Sting - Shape Of My Heart

클래식 & 뉴에이지
비발디 - 사계

영화 ‘레옹’의 주제곡이다. 도입부에 흘러나오는 클래식기타 멜로디는 듣는 순간 뇌리에 강하게 박
힌다. Sting은 ‘Englishman In New York’, ‘Fields Of Gold’ 등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노래를 많
이 보유하고 있다. 나른한 오후에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들으면 분위기를 내기 좋다.

우리 귀에 가장 친숙한 클래식 곡들 중 하나인 비발디 사계. 봄-여름-가을-겨울을 테마로 각 계절
별로 3악장씩 구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곡의 분위기 변화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 집안일
을 할 때 전 악장을 틀어놓으면 좋다. 비발디는 이탈리아 태생으로 음악 선생, 작곡가, 사제, 바이
올리니스트로 활동하였던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이다. 사계 이외에도 ‘바이올
린 협주곡 A minor (RV356)’ 등 유명한 곡들을 남긴 음악가이다.

Deep Purple - Smoke On The Water

모차르트 - Piano Sonata No 11 in A Major (K.331)

딥퍼플은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 노래의 초반 기타 리프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리
프를 듣고 있으면 익숙한 선율에 신이 난다. 영국 전통 록을 대표하는 딥퍼플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으면 ‘Highway Star’, ‘Burn’, ‘Soldier Of Fortune’을 추천한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이다. 밝은 선율과 기본
멜로디에서 조금씩 변주해가는 것이 특징인 곡으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차르트 기념관에도 틀어
놓을 정도로 모차르트의 대표곡 중 하나이다.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발휘한 음악적 재능을 바
탕으로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남겼다.

Lady Gaga - I’ll Never Love Again

이루마 - Kiss The Rain

영화 ‘스타이즈 본’에서 레이디 가가가 선보였던 노래다. 서정적인 발라드 곡으로 강렬한 댄스 음
악을 주로 선보였던 레이디 가가에 대한 편견을 깨준다. 힘있는 목소리와 예상을 상회하는 완급
조절이 일품이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도 높으므로 서정적인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보며 곡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도 좋다.

BGM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루마의 대표 곡이다. 잔잔하면서도 익숙한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복잡한 기교가 들어가지 않아 피아노 입문자들이 많이 도전하지만, 이루마 고유의 섬세한 터치
와 표현력은 따라하기 힘들다. 이 곡 외에도 ‘River Flows In You’, ‘Reminiscent’, ‘Chaconne’, ‘May
Be’ 등 편안하면서도 멜로디가 좋은 곡들이 많다. 참고로 이루마는 이중국적(대한민국, 영국)을 가지
고 있다가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에서 군복부도 마친 대한민국 사람이다.

Lynyrd Skynyrd - Free Bird
영화 ‘킹스맨’의 교회 장면에도 삽입되었던 레너드 스키너드의 대표 곡이다. 밴드 이름을 읽는 것
이 매우 힘든데, 이 이름은 고등학교 때 장발단속을 하던 체육 선생님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한다.
곡의 중반부까지는 다소 단조로운 컨트리 음악 느낌이 나지만, 기타솔로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템포가 빨라지며 분위기가 업 된다. 시간이 많다면 시원한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 ‘킹스맨’을 한 번
보는 것도 좋겠다.

Yanni - Until The Last Moment
Yanni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리스 태생의 음악가이다. 전자키보드를 자유자
재로 다루는 아티스트로 화려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라이브 버전은 앨범
버전보다 화려하므로 ‘Live At The Acropolis’ 공연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Special Theme

즐거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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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현대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클라우드 중고차 경매
‘오토벨 스마트옥션’ 런칭

오토벨 스마트옥션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IT 기술들이 접목되었다. 출품 차
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4개의 레인에 나눠 배치하여, 매매
업체가 특정 레인을 선택해 신속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현대차그룹 내 중고차 사업을 영위중인 현대글로비스가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해주는 ‘4-레인(lane)’ 실시간 입찰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실
행하고 출품 차량을 카메라로 비추면 출품 차량의 성능을 증

글로벌 SCM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강현실 형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업체 전용 디지털 경매 시스템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론칭했다.

이외에도 정산·탁송신청 등 모든 부대업무도 비대면 온라인

오토벨 스마트옥션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운영하는 전국 3곳(경기 분당, 시화/경남

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출품 차량의 360도 실내 이미지를 통

양산)의 경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를 클라우드

해 온라인으로도 꼼꼼하게 차량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활용해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경매 사용자인 중고차 매매업체의 편의성과 효율성

각 경매장별 중고차 매물 정보를 하나의 대형 클라우드 서버에 종합 관리하게

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되면서 경매장 3곳에 출품된 중고차의 세부 정보 공유와 PC·모바일을 이용한

오토벨 스마트옥션 서비스는 중고차를 경매에 출품하는 차주

실시간 원격 입찰이 가능해졌다.

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시스템의 디지털화
는 매매업체의 경매 참여를 촉진하고, 입찰 경쟁이 치열해져
낙찰가가 오르면 출품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에 타던
차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경매장에 출품하더라
도 주 3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1회 현장 경매로 최대 일주일이 필요했던 대기 기
간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중고차 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오토벨 스마트옥션 론칭을 기념
해, 그룹사 임직원 대상의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토
벨 상담 신청 후 차량 평가와 견적 확인을 하면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100% 증정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공식 블로그
(blog.glovis.net)에서는 “오토벨 스마트옥션, 응원을 부탁
해” 블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를 개인 SNS에 공유하
고 응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커피 및 도넛 모바일교환권
을 선물로 증정한다.

▶ 그룹사 임직원 대상의 스페셜 프로모션

B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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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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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2020년 현대비앤지스틸 헌혈봉사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

진

아

생
산
팀
류제욱 SP 가족

생 산 팀
박 희영 사 원

정

예

린

지난 10일 당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혈액의 안정적인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주총회는 정일선 사장이 의

수급을 위해 다같이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본사 청록관 앞에서

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가 이뤄졌다. 그리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혈액수급 위기 해소를 위

고 총 4개의 안건(제 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해 노사가 함께 팔을 걷어붙인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대한적십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

자 소속 경남혈액원을 통해 당사 직원 29명이 귀중한 단체헌혈

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을 실시하였다.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진 공장의 새로운 제조 공법 소개 파트가 새로운 정보를 전 사원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재구 팀장

경영지원팀
이정찬 사 원
생 산 팀
탁명용 직장
생 산 팀
박지성 사 원

생 산 팀
박기숙 SP

총 무안전팀
백선학 대리
생 산 팀
박도완 반장

새로운 계절인 봄이 오는 만큼 전 직원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취지로 ‘국내 여행 Best 10선’을 소개하면 어떨까
요? (지역 명소, 맛집, 숙박, 지역문화 등)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내외 정보, 알찬 활동 공유에 다시 한 번 감사드
립니다.
비앤지 백일장

우수사원 해외연수. 베트남 문화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비앤지 사원들이 해외연
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나라가 초비상 상황입니다. 비앤지 가족분들은 방역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비앤지 백일장
봄 여행지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김

우수사원 해외연수 후기

윤

희

특이한 취미 가진 분들 소개해 주세요. 매번 비앤지 광장 잘 읽고 있습니다.

생 산 팀
주형선 사 원

2020년 현장 중심 안전활동 전개

황

비앤지 백일장

성

용

생
산
팀
황종규 SP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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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비만 등에 좋은 건강 식품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생
산
팀
오영신 반장 가 족

생
산
팀
주형선 사원 처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창원 본사 강당에서 제 54기

도마 만들기 체험

봄철 건강관리 및 봄철 건강식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좋은 여행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 산 팀
김진수 SP

2019년 Best Practice 수상 인터뷰

생 산 팀
김태우 SP

쉼표 하나. 여유로움의 체험코너인 것 같네요.

생 산 팀
윤 선한 반장

변화의 비앤지

생 산 팀
이순범 SP

친환경 비앤지. 현대비앤지스틸 사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팀 부서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늘려주세요.

비앤지 백일장과 같이 많은 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알찬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 상식 및 환경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 대처방법을 다뤄주세요.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인기팀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팀만 투표 가능)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공장 당진 공장의 비밀무기를 보고 자긍심이 듭니다.
여러 체험 코너 및 백일장 코너를 활성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룹웨어, Autoway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에 있는 그룹사 소식을 듣고 싶어요.
비앤지의 과거 모습이 보고 싶어요.
품질의 비앤지
봄철의 밥상 또는 건강식을 알려주세요.
품질, 안전, 체험, 다양한 뉴스로 완벽한 뉴스 광장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발전하는 비앤지 광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앤지 백일장을 보며 회사를 생각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덜트족들이 각자 본인이 소장 / 수집하는 장난감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수사원 해외연수 후기
부서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생산팀 박도완 반장

1월호 엽서추첨은 영업기획팀에 근무하는

2등 설비팀 오창석 사원, 생산팀 오영신 반장

정제호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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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QUIZ
다른 곳을 찾아서 엽서로 보내주세요.
1등 10만원 상품권(1명) 2등 5만원 상품권(2명)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총 5곳)

카카오톡
Yellow ID오픈

야호~

『비앤지광장』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고
다양한 소식과 공지를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톡하면
편하잖아

P

비앤지광장

이벤트 참여방법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등록 해주세요

하나. 카카오톡 실행 → 친구찾기에서
@비앤지광장 검색 후 친구추가

현대비앤지스틸 사보기자

페이지에서 바로 친구 추가



‘비앤지 뉴스’ 헌혈봉사 사진

둘.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연결된

셋. 안준형 대리에게 문자로

안준형 기자

(경영기획팀)

이상민 기자

(영업기획팀)

조동훈 기자

(총무안전팀)

허정원 기자

(품질관리팀)

강동준 기자

(제품개선팀)

이수민 기자

(당진생산팀)

김정진 기자

(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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