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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E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처음 그 순간,

당신의 첫 순간은 

어땠나요?

첫 만 남



세원가족으로 새롭게 함께하게 된 

공채 51기 사원들을 한번 만나봅시다!

1. 자기소개(소속부서 포함)를 개성있게! 해 주세요!

2.  세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업계에 지원한 이유?)

3.  회사와의 첫 만남을 통해 받은 느낌과 인상을 솔직하게 말씀 해 주
세요!

4.  신입사원의 시선으로 회사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5.  회사를 다니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씀 해 주세요!

6.  나를 표현하는 3가지 (단어, 문장 등)

1.  함축적 언어인 숫자로 말하는 것이 좋은 재경팀의 막내 

김영민입니다!

2.  복잡한 생산과정이 있는 자동차 업계의 관리회계를 맡

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원의 ‘직원이 곧 경영

인이다’ 라는 철학은 직무 충실화를 이루어 평생을 보

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회사라는 신뢰를 주었

습니다. 

3.  실습 때 로봇의 움직임을 본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생각보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앞으로 뻣뻣한 

사람에게 로봇 같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구요. 하하

5.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과 지인들이 세원을 훌륭한 기

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만큼 

제가 실력을 쌓아야 하고 항상 ‘세원인’이라는 자부심

을 갖고 회사 자랑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6.  경청, 섬김, 협업.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섬기는 자세로 협업을 

이루어 낸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세원정공 재경팀 

김 영 민

1.  51기 전산팀 신입사원 송준범 입니다. 매일 아침을 힘

차게 시작하는 세원에 최고의 전산 지원으로 1등 사원

이 되겠습니다!

3.  회사와의 첫 만남은 세원 사보입니다. 기존에 느끼고 

있던 제조업의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소

통하고 화목한 직장생활의 분위기였습니다. 최근의 국

내외 동향과, 이슈, 맛집, 여행지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어 신선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아침에 간략하게 진행하는 아침 인사와 체

조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 교육 중 기억

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자신 내면의 모습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더

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5.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를 하면 자신이 목표한 분

야에 정통한다고 합니다. 전산팀으로서 SAP 개발과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정보 보안에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6.  목표를 향한 집중력, 나 자신을 알자, 틈틈히 심신단련

세원정공 전산팀 

송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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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인사를 습관화하는 박경태 기사입니다. 세원에서 “반갑습니다”라

는 인사를 통해 고객사, 협력사, 현장직, 관리직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자재과 인사지기가 되겠습니다. 

3.  주위에서는 군대이다 힘들다고 했는데 막상 부서를 배정받고 팀장님, 

과장님 등 항상 웃으면서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도 항상 가르쳐 주시

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등록금 내면서 배우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습

니다. 마지막으로 전무님, 이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

한다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4.  대한민국은 혼자보다는 우리가 강조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저

는 사람을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노력

하며, 또한 한번 맺은 인연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빠’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세원

의 이미지 또한 ‘함께’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원’에 입사한 후에도 한번 맺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5.  배움에 있어서는 겸손의 자세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의 자세로 

무에서 유가 아닌 더 나은 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

다는 말을 신입일 때만이 아닌 일편단심으로 업무하고 세원물산 자재

과가 제일 신바람 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친절하고 분위기 있

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인이 되고 싶습니다.

6. 신뢰, 겸손, 긍정

1.  반갑습니다! 51기의 긍정 에너지!! 품질본부 신차품질팀 제정석 기사입니다. 저는 항상 긍

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주변 동료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차품질팀 제정석 

기사가 되겠습니다.

3.  세원그룹 첫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했었던 세원정공의 첫 느낌은 깔끔함이었습니다. 1층 

로비가 깔끔해서 첫인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원물산 식당의 밥은 메뉴도 다양

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며 항상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는데 요즘 회사생

활을 하면서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4.  신차품질 부서 특성상 선임들의 출장을 많이 봤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출장 품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결재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태 수정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결재의 비중을 낮춘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5.  고향인 창원에서 올라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완료될 

때마다 집을 새로 알아보고 이사하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돈을 모아 

집부터 해결하고 싶습니다.

6. 세심함, 끈기, 긍정

세원물산 신차품질팀

제 정 석

세원물산 자재과 

박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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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테크 품질보증부

김 선 주

1.  안녕하십니까 내유외강의 품질보증부 신입사원 김선주 기사입니다. 저의 

강점은 정신력입니다. 4년간 대한 미식축구협회 소속 대학교 대표 선수

로 활동하면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었습니

다. 돌째 섬세함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성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강점을 토

대로 일을 할 땐 성실하게, 관계에서는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2.  자동차 제조업은 3정 5행이 기본입니다. 이 3정 5행의 실천은 군부대의 

군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품질보증부의 계획 수립과 실천은 

군 생활의 인원 및 물자 관리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지원 이유는 제가 수송부대 군 간부 출신이라 자동차에 대한 애착심이 강

합니다.

3.  세원테크, 첫 발을 밟을 때의 맑은 공기와 고요함, 저를 설레게 했습니

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작업자들을 

보니 애사심이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  이제 갓 전역하고 사회에 첫 출발입니다. 부족한 점 많은 신입사원, 실수

가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동아리활동이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은 듯합니

다. 운동 등의 동아리를 많이 개설해서 단합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

겠습니다.

5.  품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모자랍니다. 실무를 배우면서 제 적성을 찾아가

고 있고 제 목표는 1년 이내 품질경영기사 자격증 취득!! 4년 이내 중국

어 기본 회화 실력을 갖추어서 해외계열사 파견 업무 등 즐겁고 발전적인 

회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6.  나는 남자다. 나무늘보(단지 외모만^^) 나는 김긍정이다!!

세원테크 자재과

최 희 석

1.  세원테크 자재과 최희석입니다. 

자재과는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

는 자재를 수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저 또한 세원그룹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동국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

하며 전후방 산업이 매우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런 관심으로 차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세원그룹을 선택하였습

니다.

3.  바르고, 정직한 기업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  회사의 장점을 배우고, 아쉬운 점은 개선하며 성장하겠습니다.

5.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인성까지 인정받는 

세원인이 되겠습니다.

6. 도전, 인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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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세원 E&I의 물과 공기의 존재와 같은 부서, 부품구매부의 

신입사원 김태원 입니다. 부품구매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항상 밝은 모습

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른 동기들과 달리, 제가 배치 받은 E&I의 2층 사무실에는 51기 동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동기가 없을 것 같아 걱정도 하였고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바쁜 사원들의 분위기에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부서원들

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 해 주었습니다. 부모님 같은 느낌의 부장님과 

과장님 덕에 긴장을 풀게 되었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보면 친

절히 알려주는 부서원들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4.  저는 음악 듣기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신이 나기도 하고 힘을 얻

는 것 같아서 좋은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알리는 신호로 음악 하나

를 매일 틀어준다면 분위기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

5.  회사의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신입사원이

라 업무를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라도 더 배워 부서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회사를 다니면서 1, 2년은 회사가 사원에게 임

금을 주며 투자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열정을 가

지고 열심히 배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6.  저는 태.평.양 같은 사람입니다. 태양같이 뜨거운 열정과 평범하지만 알

고 보면 재밌기도 하고 때론 양같이 순한 사람입니다. (태양, 평범, 양)

세원이엔아이 
부품구매부

김 태 원

1.  제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금

형이라고 생각하고 세원그룹에 중심

에 있는 금형공장에 근무 중인 금형

공법팀 노영한 사원입니다.

2.  세원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 대규모의 투자

로 영천에 금형공장을 확장하여 우

리나라 금형 발전에 선두주자로 나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서 흥미를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

습니다.

3.  신입사원 교육계획도 철저하고 신입사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항상 웃는 얼굴로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든

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  업무 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고 휴식 시 확실하게 쉴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공법팀에 일하면서 금형에 대해서만큼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개구쟁이 같으면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상호 간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를 이 세 가지에 비유하게 되었습니

다. (개구쟁이, 배려, 믿음)

금형공장 금형공법팀

노 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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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This was my 4th trip to Korea, but the 1st time 
with Sewon. Going to Korea is always exciting 
even though it’s for business purposes. Anytime 
you can go somewhere else to visit, especially a 
different country and see how people do things 
different, puts thing into a whole new perspective. 
Going to Korea has always been a great learning 
experience for me.

한국을 4번째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세원을 방문한 것

은 처음이었습니다. 일 때문이었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데,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

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

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Q.  What’s difference Sewon America and 

Sewon Korea? 

한국의 세원과 미국의 세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

A.  I was very surprised to see how well 3C5S 
conditions were maintained and implemented. 
Especially, I found that Sewon Korea is much 
more advanced than Sewon America, meaning that 
their Projection Weld machines are on line and 
everything is pretty much feed directly to the main 
lines.

저는 한국에서는 3정 5행이 아주 잘 실천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세원

에서는 라인의 용접 기계들이 세원아메리카보다 효율적

(마이클 테리, 조립총괄)와의 인터뷰

Speical	Them
e		;		첫

만
남

08 
w

w
w

.se-w
on.co.kr



지난 1월 9일~16일에는 세원아메리카에서 6명의 미

국인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원물산과 세원테

크를 견학하였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은 한국의 세원

을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세원아메리카와는 다른 모

습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으로 움직이면서, 라인의 작업을 훨씬 직관적으로 돕

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원아메리카보다 더 발전된 형

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Q.  What have you learned from Sewon Korea 

in general, what have you felt? 

한국의 세원에서 보고 배운 점, 느낀 점은 무엇인가

요?

A.  I have learned that Sewon America must be 
more frugal in our daily business practices 
by achieving maximum results with minimal 
resources. I have learned that Sewon Korea has 
a much better floor layout by design from the 
start, by implementing Projection Weld and Sub 
lines that feed directly into the main lines. I feel 
like we have been forced to run with a lot more 
people. I asked Chairman and Vice Chairman if 
I could be a part of this process from the start 
and come to Korea again, when we start planning 
for a new model. I also felt like we could make 
the best result if Sewon Korea cooperates with 
Sewon America. 

세원아메리카에서는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

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의 투입자원을 절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원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인 부품 공급과 용접 기계의 배

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원아메리카에서는 

같은 작업량에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고, 저는 회장

님과 사장님에게 다음 차종 설계 때에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여 라인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기

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세원이 세원아메리카와 협

력하여 일을 한다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Based on what you have learned from 

Korea, what improvement activities are you 

planning or currently doing?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후 

현재 개선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Since coming back from Korea, Sewon America 
has reduced 25 people in the Production Assembly 
area. We have made 4 new sub line rack designs 
that hold more parts for transportation to main 
lines. We are also, working towards reducing 
overall inventory throughout the plant in order 
to become more of a Just In Time (JIT) plant. 
We are also looking at how we can move current 
equipment around within the production area 
in order to run with less people and implement 
Projection Weld and Sub lines into the main 
lines.

미국으로 돌아와서, 세원아메리카의 조립 라인에서만 

25명의 인원을 감소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4개의 새

로운 서브라인을 만드는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부

품을 메인 라인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또한 현재는 공장 내의 전체적인 재고량을 감소

시켜 적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메인라인, 서브라인의 

가동을 구현하기 위해 생산현장의 장비를 이동시킬 방

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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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joyed seeing the different culture of Korea and how family oriented they country is. 
People in Korea firmly believes in having a good work ethic, rather than a lazy one. 
The shop floor temperature of Sewon America is much more comfortable than that of 
Sewon Korea. Sewon Korea has the plant layout in a way that is better suited for the Team 
Members.
I felt very welcomed to visit their facility. I also noticed that 3C5S is a way of life for 
Korea employees. I also learned to change my way of thinking; “Anything is possible if 

you put your mind to it.” I realize in America we need to be more efficient with manpower. I will make myself 
more available with my Team Members.

저는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했으며, 굉장

히 부지런했습니다. 공장 내의 온도는 미국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세원은 라인의 작업자들을 위한 설비 

배치가 미국보다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을 방문했을때는 환영받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3정 5행은 생활화되어 있었고, 제가 방문했던 모든 공장들은 깨끗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모든 것은 마음먹

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견학을 통해, 세원아메리카는 더 효율적인 인원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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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s and processes in Korea compared to Sewon 
America.
I noticed that Sewon Korea is very clearn, the operations ran smooth, and the plant was 
well organized. The workers also seemed very focused.
I see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at Sewon America compared to Sewon Korea.
I like the productions aids used in the blanking area. The stacking carts seem to work very 
well, and would like to implement a similar design in America.

한국에서의 견학을 통해 생산관리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세원은 굉장히 깨끗했고, 기계들의 움직임이 원활했으며, 공장은 잘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의 근로자들도 본

인들의 작업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니 앞으로 미국에서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랭킹 파트에서의 생산 움직임이 효율적이었고, 팔레트를 쌓아놓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Workers in Korea are different to works in the USA, many people in Korea are hard 
workers. There is much to benchmark from Korea.
Sewon Korea is well organized and the processes are setup to use less manpower. The 
employees have many years of experience. Sewon Korea is much cleaner.
From the press stand point, I learned how to better utilize the space and manpower. We 
need to utilize each rack or cart’s capacity. We learned lean manufacturing skills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production.

한국의 근로자들은 미국인들과 다릅니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

니다. 한국의 세원은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다년간의 경험이 있었고, 

공장은 미국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프레스 공정에서, 저는 어떻게 공간과 인원을 활용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반과 팔레트의 활용성을 더

욱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견학을 통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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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인의 

-  사람을 만나서 첫인상이 정해지는 시간은 5초 이내 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짧은 시간안에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때의 모습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첫 인상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말끔하거나  

센스있는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철저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옷차림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며, 옷차림처럼 감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도 갖춘 사람으로 보여 호감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참조 사이트-코디북]

[국민일보]  “면접 첫인상은 4분 안에 결정”  

신입 채용시 첫인상 판단 소요시간

[한국경제] “첫인상, 3초면 결정된다”

첫인상 
판단 

소요시간

1분
28.2%

태도,
자세
56.7%

입사지원서(2%)

차림새(1.6%)

첫인사(1.4%)

외모(1%)

표정,
인상
21.7%

말투,언어
15.1%

5분
23.7%

3분
15.1%

기타
18.9%

들어오자
마자
14.1%

첫인상 
영향미치는 

요인

코디하기 좋은 옷 컬러 조합

NAVY BLACK RED GREEN BROWN GRAY ORANGE BLUE BEIGE WHITE
단정하면서

도시적인 세련미
품위있고 권위적,
격조 높은 고급

에너지, 생명력,
긍정적

싱싱함, 산뜻함,
안정

부드러움, 우아함,
중후함

지적이며 차분함 개방적, 상큼함,
활기참

시원함, 젊음,
냉정

부드러움, 따뜻함 깨끗함, 단아함
청순함

대조배색
보색 컬러의 차이로 배색하는 방법

대조차가 적은 배색 대조차가 보통인 배색 대조차가 큰 배색 명도차가 적은 배색 채도차가 적은 배색명도차가 보통인 배색 채도차가 보통인 배색명도차가 큰 배색 채도차가 큰 배색

색상의 밝고 어두움의 차이로 배색하는 방법 색상의 맑고 탁함의 차이로 배색하는 방법

명도배색 채도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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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장욱진 사원 : 조끼와 셔츠에서 봄이 느껴집니다. 워커가 예쁘네요!

▶  부품구매부 김태원 사원 : 바지 롤업과 워커가 핏이 좋네요.

▶  금형공장 오세진 사원 : 요즘 트렌드에 가장 맞게 입었네요!. 

▶  생산부 백인섭 사원 : 봄과 어울리게 밝은 느낌이 보기 좋습니다.

▶  개발부 배기현 사원 : 모델 핏이 좋아 보입니다.

▶  금형공장 오세진 사원 : 너무 튀지 않고 무난합니다.

▶  부품구매부 이재욱 사원 : 옷차림이 깔끔해 보입니다!

▶  금형공장 노영한 사원 : 단정하고 좋습니다.

▶   총무과 이지현 사원 : 자신의 체형이 어떤지 잘 알고 입는 것 같아요!

▶   품질보증부 김현정 사원 : 다리가 길어 보여 비율이 좋아 보여요.

▶  생산부 백인섭 기사 : 어깨가 넓어 보여 남성미가 넘쳐 보입니다.

그 외 후보들

사내
패션

사외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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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눈 관리법

오랜 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눈이 피로해지는데요, 

세원인의 건강한 눈을 위한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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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 마사지(안구의 혈액순환 향상) 

검지를 이용해 안구 주변을 둥글게 마사지합니다.

1) 태양혈 지압법

관자놀이라고 불

리는 태양혈은 눈

으로 통하는 혈액

의 통로입니다. 이

곳을 꼭꼭 지압해 

줌으로써, 수험생

들은 집중력 강화를 일으켜 주고 직장인 분들은 기억

력 개선과 노화 예방을 도와줍니다. 

2) 정명혈 지압법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눈썹이 만

나는 지점, 정명혈

을 자극함으로써 

뭉쳐있는 안구 근

육을 이완시키고 

눈의 활력을 깨워 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눈썹이 안

으로 만나는 지점을 3~5회 지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코올섭취 줄이기

알코올의 독성을 

우리 눈의 시신경

의 혈액순환을 방

해하여 안구의 노

화를 가속화 시킵

니다. 술을 지나치

게 많이 마시면 눈의 결막이 붓고 알코올이 안구의 수

분을 뺏으면서 충혈되기 쉬운데요. 음주 후 2일간은 

휴식하는 것이 좋으며, 과음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3. 커피섭취 X 

자주 마시는 커피 

속의 카페인 역시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

한 이유 없이 자주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카페인 섭취량을 체크해 보시

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 1잔 이상을 자제하며, 

결명자차, 오미자차 등 눈에 좋은 음료로 대체합니다.

 

4. 조명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이 많은 사무

실을 300~600룩

스 정도의 조도가 

적절하며, 정밀한 

작업이 많을수록 

조도를 더 높여줘야 성취도나 능률이 향상된다고 합

니다. 

5. 컴퓨터사용방법

컴퓨터 사용 시에는 50분 사용 후 10분씩 휴식하는 습

관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중앙이 눈보다 30도

가량 아래로 위치를 조절하고, 40~50cm 간격을 유

지합니다.

6. 눈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눈은 외부로 노출

되어 다양한 정보

를 실시간 어떤 여

과 없이 뇌로 보내

게 됩니다. 지친 

안구근육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손바닥에 온

기가 느껴질 때까지 비벼준 다음, 눈을 편안하게 감고 

눈에 온기를 주는 동작을, 3~5회 정도 반복하시면 눈

의 피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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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우유 구별법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를 먹어야 할지 말

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차가운 물에 우유를 살

짝 떨어뜨려 보세요. 물에 가라앉으면 먹어도 

되고, 물에 흩어지면 상한 우유입니다.

바나나 보관법

몇일만 지나도 금방 익어버리는 갈변현상. 그

럼 날파리도 날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바나나의 꽁지 부분에 랩이나 호일

을 씌워두면 갈변현상을 막을수 있답니다.

냉장고속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혼자서 사는 싱글족들 혼자서 밥을 먹다 보

면 냉장고 속에 남는 야채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야채를 보관할 때 신문지에 싸

서 보관하면 무르지 않고 싹이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 세탁법

운동화 세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봉

지에 운동화, 세제와 미온수를 넣고 흔들어 

주신 다음 30분~1시간가량 넣어뒀다 헹궈주

시면 운동화를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하

루 정도 두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삶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번거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아이디어,

생활 속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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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먼지 제거하는법

바 깥 에 서 

들 어 오 는 

공기 중 먼

지를 제일 

먼저 걸러

주는 것이 

방 충 망 일 

것입니다. 먼지가 방충망 사이사이에 끼다 보

면 나중엔 공기가 통풍이 잘 안되겠죠? 미관

상, 위생상 좋지도 않고요. 이럴 때 방충망의 

한 면을 신문지로 붙여놓고, 진공청소기로 반

대편을 청소해주면 간단하게 제거 할 수 있습

니다.

유리조각 정리할 때는 식빵 한조각

유리를 깨

트리고 나

면 작은 유

리 조 각 들

이 여기저

기 퍼져있

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식빵으로 유

리조각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식빵으

로 꾹꾹 눌러주면 작은 유리조각까지 말끔하

게 치울 수 있답니다. 유리조각을 잘못 치우

다 보면 손이 다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식빵

처럼 부드러운 것을 이용해서 유리조각을 치

워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사과

음식이 눌러붙은 탄 냄비에 물과 사과 껍질

을 함께 넣어 끓여주면 사과의 산성분이 눌

어붙은 탄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 준답니다.

레몬

레몬 껍질은 가스레인지, 프라이팬 등 기름

때가 많은 곳에 문질러주면 깔끔히 제거됩니

다. 흰옷을 삶을 때도 넣어주면 표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외

참외 껍질을 살짝 말려서 냉장고나 신발장에 

넣어두면 악취를 없애고, 여름철엔 차갑게 

보관 했다가 탄 피부에 붙이면 진정 효과를 

불 수 있습니다.

귤

귤의 껍질 안쪽의 흰 부분으로 유리그릇을 

닦으면 잘 닦아지며, 비타민P가 함유되어있

어 차로 마시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

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삶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번거로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아이디어,

생활 속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생활 속 꿀팁

17 
2016 Spring edition



① 오사카성

오사카의 상징인 오사카 

성은 16세기 도요토미 히

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달

성한 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성으로 전쟁

과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31년에 지금의 모습으

로 재건된 성입니다. 오사카 성의 핵심부인 ‘텐슈카쿠’ 

8층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성 주변은 물론 오사카 시내

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가장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② 도톤보리

미나미 지역 제일의 

맛집 거리이자 최대

의 유흥가. 

특히 밤이 되면 거리 

전체가 형형색색의 

네온으로 뒤덮여 다

양한 음식점, 수많은 

인파와 함께 활기찬 오사카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곳

입니다.

③ HEP FIVE

지름 75m 짜리 대관람차가 

설치되어 있는 HEP FIVE는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

다. 대관람차는 한 바퀴 도는 

데 15분 정도 걸리며 정상에

서는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④ 우메다 스카이 빌딩 

오사카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파란색의 고층 빌딩

(173m). 옥상의 공중정원 전

망대는 오사카에서 가장 높

이 위치한 야외 전망대입니

다. 지하에는 1920년대 분위

기를 살린 식당가가 있어 마

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사

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오코노미야키의 명

가 ‘키지’가 있으니 잊지 마세요!

일본 간사이 지방
일본 간사이(KANSAI) ; 간사이 지방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동쪽의 ‘나라’, 

북쪽의 ‘교토’, 서쪽의 ‘고베’로 나뉘며 주말여행으로 뚝딱 다녀올 수 있으며 

먹거리, 볼거리, 놀 거리 세 박자를 고루 갖춘 곳이라 인기 만점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의 여러 도시가 모여 있는 간사이 지역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오사카는 간사이 지방의 중심지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간사이 지방 인구의 대다수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쇼

핑 거리와 대형 백화점 등이 많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하철로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자연을 느끼는 관광지라기

보다는 도심 속의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전통과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식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식도락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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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요미즈데라

오밀조밀 자리 

잡은 일본 전통 

가옥 상점가를 

지나 언덕길 끝

에 닿으면 교토

에서 가장 유명

한 사찰 기요미즈데라에 닿게 됩니다. 이곳은 연간 참

배객 수가 300만 명을 넘는 유명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당 무대에서는 

계절마다 그림 같은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본당을 빠

져나오면 연애와 결혼 성취의 전당인 지슈 신사가 있

고 아래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세 줄기로 떨

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건강, 학업, 연애의 성공

을 보장하는 성수로 통하지만, 욕심내서 세 줄기 물을 

모두 마시면 효험이 사라진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② 킨카쿠지

금빛 찬란한 이 절은 1397년에 건립한 선종 사찰로 세 

개의 층이 각각 다른 시대의 건축양식을 하고 있습니

다. 1층은 후지와라기, 2층은 가마쿠라기, 3층은 중

국 당나라 양식으로 각 시대

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

하였습니다. 이 절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의 

무대로 등장하며 지금까지

도 교토 관광의 핵심 코스가 

되었습니다.

③ 기온 거리

교토에서 고색창

연한 분위기를 만

끽하고 싶다면 기

온으로 향하자! 

교토의 전통 건축

물 보존 지구로 

고즈넉한 교토의 운치와 전통 가옥의 멋을 느낄 수 있

습니다. 특히, 기온 신바시는 야경이 아름다운데, 은

은한 가로등 불빛과 초롱들이 거리를 밝혀 교토의 낭

만을 담뿍 느끼게 해 줍니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에서는 알뜰한 여

행을 위해 교통패스가 필수! 여러 교

통패스가 있지만 사철 노선이 발달한 

간사이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간사이 스루 패스’입니다. 

JR을 제외한 한큐, 한신 등 간사이의 모든 사철을 자유로

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명소의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간사이 스루 패스는 국내 여행사나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1층 Travel Desk 

등에서 구입이 가능 합니다.

간사이 
스루 패스

 4,000엔, 초등학생 2,000엔

 5,200엔, 초등학생 2,600엔

www.surutto.com

3일권

2일권

교통비를
줄여주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교토는 8세기 도읍으로 정해져 수도가 도쿄로 바뀌기까지 약 1,200여 년간 일본의 정

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시기적으로 봄의 벚꽃 시즌과 가을 단풍철에 방문하면 자연과 사찰

이 어우러진 교토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www.hepfive.co.kr 저스트 고(Just go)

Closeup OSAKA (유재우·손미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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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이 원하는 크기와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DIY가 인기입니다.

특히 발향의 효과가 우수하고,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반영구 방향제로 방향과 동

시에 인테리어 효과를 가진 석고방향제를 차량용·장식용·선물용으로 많이 찾

고 있는데요, 세원인의 대표로 세원이엔아이 이지훈 기사와 이지현 사원이 경산의 

‘비누향기’를 방문하여 직접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  비  물

정제수35g, 석고분말100g, 

올리브리퀴드7g, 향7g, 에탄올

올리브리퀴드 7g와 몰드 향을 

준비합니다.

몰드에 부어준 후 기포가 빠지

도록 탁탁 쳐 춥니다.

에탄올을 살짝 뿌려줍니다.

※ 에탄올을 뿌릴 경우 몰드와 석고 분리하기 

쉽습니다. 또한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석고에 정제수를 넣고 살짝 저어주다 리퀴드 향 등을 넣어 5분 동

안 잘 섞어 줍니다.  ※강하게 저으면 기포가 생기면서 구멍이 날 

수 있으므로 살살 저어주어야 됩니다.

석고와 정제수를 계량합니다.  석고 100g, 정제수 35g. (단, 생수 사

용은 가능하나,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얼룩이 생기므로 유의) 

정제수를 부은 석고를 1분 동안 방치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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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를 뜨는 과정에서 향료를 넣고 석고 자체에서 향이 발산되는 

원리로 만들어진 방향제 입니다. 차량/장식/선물 등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하고, 습기 제거에 도움을 주어 옷장, 신발장

에 넣으면 은은한 향기는 물론 잡냄새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이지훈 사원

세원이엔아이 총무과 

이지현 사원

요즘 이색 데이트로 커플 사이에 열기

가 뜨거운데 석고방향제를 체험하게 되

어서 나중에 꼭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

시 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분

하게 영화 보고 밥을 먹고 헤어지기보다

는, 석고방향제나 비누공예 같은 체험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상품을 만들

어서 집에 보관해놓으면 좋아하는 사람

이랑 함께 해서 좋고 집에 예

쁜 장식 해놓아서 좋고 일석이

조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

록 좋은 기회를 준 당사에 감사의 뜻을 전합

니다. 석고 방향제 제작은 상당히 만족스러

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 과정이 너

무 어렵다거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지만, 제작 과정

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

큼 간단하였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석고 방향제를 제 차량과 옷

장에 두었고, 향기가 여느 방향제 못지않게 

좋습니다. 여분의 석고 방향제는 가족이나 친

구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같이 자리를 빛내

주신 석고 방향제 사장님 및 이지현 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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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사장님 
대구가톨릭대학교 특강

세원그룹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세원트랙 MOU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3월 22일, 김도현 사장님께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특강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종합 강의동에서 200여 명의 기계자동차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꿈을 갖고 기계자동차공학부로 진학하고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

사였기 때문에, 강연시간 내내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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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많

이 하셨습니다. 

실용적인 강연 내용 덕분에 2시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내내 많은 학생들이 집중하여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

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어려운 취

업난 속에서 학생들로써는 기업의 CEO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특강을 통해서 

기업을 알아가고 관심 산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

라 예상해 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앞으로 세원그룹이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특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세원그룹

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사장님의 특강 중에는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비교가 힘듭니다. 

기업에서는 현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세

원트랙과 같은 수업을 수강한다면, 실제 회사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동종업계로 이력서를 지원하고 면접을 볼 때, 다른 경쟁자들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원트랙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능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향해 투자를 하십시오

23 
2016 Spring edition



1. 서론

  에너지 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연비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에너지 총소비 중 약 

22%가 승용, 경상용 등을 포함한 자동차에 기인한다. 

하지만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중 실제 운행에 이용되

는 에너지는 12%에 불과하다. 이에 주요 국가는 차량

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도 차량의 운행비용에 민감해지면서, 고연비 

차량에 대한 고객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

는 개선된 연비의 차량 판매로 규제를 부합하지 못한

다면, 판매 규모에 비례한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소

비자들의 외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차량 경

량화 기술에 주목한다. 이 기술은 빠른 적용으로 연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 차량 경

량화는 연비 개선 기술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차량 경량화는 구조의 경량화, 공법의 경량화, 소재

의 경량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소재를 활용해 비

용의 부담을 최소화 한 구조의 변경 혹은 공법의 변화

로 점진적인 경량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달리 높

은 비용 부담은 있으나 기존 철강 소재를 경량 소재로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 결합해 급진적인 경량화 효과 

또한 가능하다. 각 경량화 방법은 비용과 효과 면에서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번화에서는 차량 경량화에 대

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자동차 연비 개선 기술

  자동차의 연비 개선 기술로, 1) 엔진/구동계(파워트

레인) 개선, 2) 공기저항 감소 디자인, 3) 차량 경량

화, 4) 대체에너지 구동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엔진/

구동계 개선은 높은 연비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

당 부분 완성된 기술로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 공기저항 감소 디자인은 차량의 디자인 단계에

서부터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

는 기술이다. 다른 연비 개선 기술에 비해 비용은 적

게 들어가나, 획기적인 연비 개선을 위해서는 유선형 

세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창훈 사원

<연도별 자동차 경량화 관심분야>

※ 출처. Prime Research, 유진투자증권

연료효율

차량통신

신에너지동력

디자인

저가자동차

안전

품질

경량화소재

카쉐어링

2012년 2013년 2014년

연료효율

경량화소재

디자인

차량통신

신에너지동력

품질

안전

저가자동차

카쉐어링

차량통신

연료효율

신에너지 동력

디자인

경량화소재

저가자동차

품질

안전

카쉐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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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일괄적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대체에너

지 구동의 대표로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

리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배기가스 저감에 가장 높

은 개선 효과가 있는 이 기술은 단기적으로 적용 확대

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기술을 감안할 때 

높은 적용 비용과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며, 기

술 개발의 한계로 기존 내연기관의 성능과 효용을 충

분히 만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차량 경량

화는 적용 주기가 짧고 다양한 경량화 방법을 통해 개

선 여지가 많다. 엔진/구동계 개선과 달리 완전 신모

델 주기가 짧은 차량 모델 체인지나 상품성 개선을 통

한 연식 변경을 통해 다양한 경량화 요소 반영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자동차 경량화 방법

  차량 경량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1) 구조의 경량화, 

2) 공법의 경량화, 3) 소재의 경량화가 있다. 1) 구조

의 경량화는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해 소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2) 공법의 경량화는 기존 소재

를 보다 정교하게 가공하여 소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

는 방법이다. 3) 소재의 경량화는 기존 철강소재를 경

량 소재로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다. 이들 각각의 경량화의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

재한다. 이러한 장단점은 비용과 경량화 효과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구조의 경량화는 비용은 적지만 경

량화 효과 또한 크지 않다. 반면 소재의 경량화는 경

량화 효과는 가장 크지만 높은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차량 소재 변화>

※ 출처. Mckinsey, 유진투자증권

  구조의 경량화는 기존의 소재와 공법의 변화 없이 

요구 강도에 맞는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하여 소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역량을 활

용하여 경량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검증된 기존 소

재를 활용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기술의 성숙도로 인해 혁신

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발굴이 제한적이다. 

<자동차 구조 사례_재규어, 포드>

※ 출처. 재규어, 포드, 유진투자증권

  차량을 경량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은 소재의 성

형 및 가공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핵심은 용접을 최소

화하면서도 설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비중이 낮은 경량 소재로 대체하는 소재의 경

량화가 있다. 적용할 경우 많게는 30% 이상의 중량 

감소가 기대된다. 경량 소재로 알루미늄, 초고장력 

강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고, 특히 탄소섬유

(CFRP)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이방성 강도, 가공성

이 낮아 차체에 온전히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부식 저

항성 등 물적 우수성이 높아 기타 소재와 함께 투입되

어 최적화 소재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3. 결론

  이번화에서는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

았다. 자동차 경량화는 환경, 소비, 고객 니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차체가 경량화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최근 탄소섬유 복합소재, 알루미늄 등 자동차 차

체가 스틸에서 변화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되는 자동차 경량화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

술 습득을 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사안이다.

마그네슘

탄소섬유

알루미늄

일반강판

플라스틱

초고강도강판

기타중량소재

2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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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 

중고차의 모든 것!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꽃 축제가 한창인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가 활황인 곳이 있다면 바로 중고차 시장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선집중! 

중고차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방어가 
유리한 차는?

1. 튀지 않는 색상의 차!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가 유리한 차량 색상은 당연히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흰색, 검은색, 은

색 등 무채색상입니다. 

빨간색, 파란색과 같은 튀는 색상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꺼려하므로 

일반적으로 감가가 1~50만 원 가량 더 발생하곤 합니다. 

중고차나 신차를 사거나 팔 때, 이점을 감안하여 색상을 선택하여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

겠죠?

2. 옵션을 잘 살펴라!

중고차 시장에서 각광받는 차량들 중 대부분은 기본적인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입니

다. 차량 옵션 중에서도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옵션으로는 스마트키, 선루프, 순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3~5년, 비교적 짧은 주기로 교체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향후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할 때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옵션의 유무도 한 번쯤 생각해보

시는 것이 손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불필요한 튜닝은 차량 가격 하락의 주범!

최근 들어 차량 튜닝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튜닝은 오히려 차량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별도로 고가의 오디오를 장착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차량을 판매할 때는 오히려 순정 

오디오 가격만큼 차감되어 차량 판매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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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유형을 사전에 명확히 정할 것

세단을 구매할 것인지 SUV를 구매할 것인지, 소형차를 구매할 것인지 중형차를 구매할 것

인지 등 매장 방문 전, 최소한의 기준을 80% 이상은 정립해두고 가셔야 합니다. 

본인의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전혀 엉뚱한 차량을 구매하여 후회하시

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2.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좋은 차량이다?

간혹 차량 연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계

기판 조작, 사고, 결함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만 합니다. 

적정 주행거리는 1년에 1~2만 킬로미터라고 보시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다.

3. 이왕이면 2번째 주인이 될 것

중고차량 중에서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연식 및 주행거리가 많은 것

이 일반적이며, 여러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차량이 닳고 닳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므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차량의 구매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안고 타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1인 탑승차량을 구매하는 편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4. 허위매물에 속지 말 것

인터넷을 통해 시세보다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중고차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매물의 상당수는 미끼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매물을 통해 

매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한 후,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통해 다른 상품을 권하는 방식인데, 

소비자가 중고차량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시세보

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할 점은?

27 
2016 Spring edition



현재 중국 황화에서는 황화세원이 건설 중인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느정도 되는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세원 가족 여러분들께 중국 황화 지역에 설립되고 있는 황화세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황화세원의 위치는 중국 하북성 남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진과 약 1시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편입니다.

28 
w

w
w

.se-w
on.co.kr

Sew
on	Story		;		해

외
소

식



황화세원은 2015년 5월 5일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2015년 6월 25일 고객사와 협력사, 중국 정부측 인원

(삼하, 창주, 충칭 등), 한국 대사관 인원 등 많은 인원

들이 참석하시어,축하 속에 성공적인 기공식을 하였습

니다.

현재 황화세원은 2016년 5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조립동/프레스동은 95% 완료, 사

무동은 7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황화세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세원 직

원들을 위해 한국에서 회장님과 김상현 사장님이 각

각 방문하시어 격려를 해주시며 노고를 치하해 주셨

습니다.

황화세원은 대지면적이 147,600㎡이고 건축면적은 

34,201.83㎡(10,364평) 이나 되는 큰 규모의 공장

이며 삼하세원, 황화세원 임직원들은 상호 원활한 협

력을 통해 성공적인 조기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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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는 매년 후원을 해온 March of Dimes의 연례회가 

열렸습니다. March of Dimes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

통령이 개인적으로 앓았던 소아마비를 계기로 창단된 국제 후

원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미국에서 신생아에게 생후 2개월에 

꼭 백신을 접종하여 소아마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매

년 지역을 걸으며 홍보를 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세원아메리카는 March of Dimes에서 열린 연례회에서 2015

년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원아메

리카의 이창주 법인장이 올해의 회장으로 뽑혔고, 연례회에서

의 축하 연설을 통해 후원의 필요성과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그리고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기들을 위

해 지자체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하였습니다.

March of Dimes는 기금으로 소아마비 환자 지원 프로그램

을 만들었고, 백신 개발 연구를 한  조나스 살크 의사와 알버드 

사빈 박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백신은 미국에

서 소아마비가 유행하는 것을 끝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 

니다. 

March of Dimes은 또한 유전적인 임신 감염 원인을 찾아내

고, 신생아 검사 권장,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과 공공기관 등에 

건강한 임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

터는 임산부들의 조기 출산 원인을 밝히고 조기 출산된 신생아

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캠페인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앞서나가는 세원아메리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라그란지에는 3월이 되면 많은 꽃나무들이 만개가 될 준비를 합니다. 

조지아의 곳곳에서도 봄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페스티벌들이 3월~5월에 많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조지아의 봄 페스티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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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wood Festival

애틀란타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는 Dogwood라고, 

한국에서는 층층나무 혹은 산딸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꽃입니다. 

이 꽃은 애틀란타 전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매년 4월이면 애틀

란타 다운타운의 가장 큰 공원인 피드몬트 공원에서 3일 동안 

전국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전시품을 볼 수 있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며, 각종 게임과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79번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행사이고 한국

의 벚꽃길을 거니는 것처럼 만개한 Dogwood 꽃길을 가족, 친

구,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입니다.

이상 세원아메리카에서 전해드리는 봄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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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그룹,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지난 2월 25일, 세원그룹은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원그룹은 지역 우수 대학교에 세원 특별 교육과정(세원

트랙)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세원그

룹의 채용으로 연계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앞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SCS-Q(자동차부품 품질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그룹에서 파견한 임직원과 대

구가톨릭대학교 전임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인턴을 선발하게 됩니다. 인턴 종료 후에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정

규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세원그룹,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지난 3월 31일에는 대구/경북지역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

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서울에 이은 두 번째 행사였으며, 세원그룹, 평

화발레오, 에스엘 등 50여 개의 지역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 하

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날의 박람회를 통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

을 직접 만나 채용상담을 진행 하였고, 구직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회사를 알리는 좋

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원그룹은 청년 취업률 

증가에 기여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회사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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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그룹,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세원테크, 

품질 5스타 인증서 수여식

지난 3월 9일, 세원테크에서는 품질 5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있

었습니다. 회장님과 김상현 사장님, 현대 기아자동차 조성진 

이사님 및 협력업체 임원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증패 수여식을 시작으로 품질 5스타 현판 제막식 

및 원자재, 프레스, 조립 라인 순으로 현장투어를 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품질은 끝이 없다. 결품보다 중요한게 품질이

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품질 5스타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임직

원들에 대하여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품질 5스타 달성에 

힘써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제적 품질관리, 내

구품질 강화 등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그랜드 품질 5스타를 달

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많은 세원 가족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는 각 부서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졸업생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의 첫 출발을 세원그룹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더욱 밝은 미래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재경팀 
전유진 사원

전략구매팀 
김태수 사원

전략구매팀 
김호정 사원

영업과 
김성중 사원

부품구매부 
김태원 사원

제품설계부 
김장권 사원

세원정공 세원테크 세원이엔아이

부품개발팀 
권순석 사원

생산기술팀 
이창진 사원

생산기술팀 
조영원 사원

신차품질팀 
박주용 사원

공법팀 
노영한 사원

기술연구소 품질본부 금형공장

생산부 
고민우 사원

신차품질팀 
이성익 사원

신차품질팀 
제정석 사원

자재과 
김상훈 사원

자재과 
박경태 사원

품질보증부 
김지섭 사원

세원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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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정공 공정기술 김건우 사원 ♥ 

세원정공 조립1반 조재완 사원 ♥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 

아내 혜은 

아내 혜진 

아내 지혜

세원정공 공정기술 김건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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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세원정공 조립1반 조재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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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수의 기억

입사 후 신입사원 교육 중 현장실습을 세원물산의 HI SUB 공정에 배치받았습니다.

당시 맡은 공정은 S08, S09, S10 3개의 공정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숙달로 인해 작업이 익숙해질 때쯤 정재경 교관님이 저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제가 작업한 S08 공정의 한 용접점 에서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SUPPORT-RR FLOOR SIDE LWR, LH 부품이 툴링핀에 정확히 놓

지 않아서 용접점에 GAP이 생겨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한 실수라 많이 놀랐고 크게 혼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교관님은 이번 실수를 통해 많이 

배웠을 것이라 말해주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손에 익은 작업이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결과를 되돌

아보려는 노력을 통해 신입사원 교육이 끝날 때까지 불량 없이 무사히 현장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통해 손에 익은 일이라도 잠깐의 방심은 큰 품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발전하는 세원인이 되

었으면 합니다.

세원물산 품질보증부 김지섭 사원

늘푸른이야기

세원정공 전략구매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구매팀에서 일반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철 사원입니다.

2015년 9월에 전략구매팀으로 발령받아서 벌써 7개

월이라는 시간을 전략구매팀의 일원으로 함께 하였

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라

도 더 배우려고 노력해서 잘하는 전략구매팀의 일원

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부족한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던 전략구매 팀원 여러분 덕분에 많

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전략구매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p.s  세원이엔아이에 계신 차형주 과장님! 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물어보는 거 항상 잘 알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원정공 전략구매팀 정민철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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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원 가족 여러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14일에 입사하게 된 세원테크 자재과 신입 조성빈입니다.

처음 학교의 추천으로 세원을 알게 되어 찾아보고 제가 가진 역량과 인재상이 맞아 선택하

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라 긴장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원테크 자재과 여러분!  아직은 신입이라 모르는 부분도 많고 실수도 많겠지만 모든 업

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재과의 보탬이 되는 세원인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세원테크 자재과 조성빈 사원

안녕하세요.

세원이엔아이 마스코트 품질보증부 박성용 사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 동기이자 바늘과 실같은 존재인 품질보증부의 박인규 기사 얘기를 해볼까 해요.

2014년 12월 어느 날 서먹서먹한 첫 만남으로 OJT 교육 시작할 때부터 친해졌고, 부서 배치를 받고 서로 옆자리에

서 이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네요.

저보다 두 살 많은 형이고 인생 선배로써 많은 조언도 해주고, 제가 일을 잘 못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정말 고마운 

형이자 동기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직접 표현은 잘 못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인규 형! 고마워요 부족한데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줘서요!

서로 파이팅 합시다! 이제 어느덧 결혼도 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참 듬직해 보이네요.

저도 조만간 따라갈게요 ^^

p.s  개발부 이지훈 기사 얘기 안 하면 섭섭해 할까봐 적어요. 

지훈형도 재밌어서 좋네요. 고마워요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성용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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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다리는 물 속 어디에서 살까요?

도다리는 수심 깊은 곳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딱 붙어서 삽니다. 

수압을 견디면서 자라기 때문에 살성이 야물고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훌륭한 보양 재료가 됩니다.

봄 도다리란 봄철에 새살이 올라 영양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맘때 드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봄 도다리는 어느 봄나물과도 잘 어울리며, 쑥과의 궁합이 가장 좋습니다.

봄 날씨만큼, 
봄기운 흠뻑 느끼실 수 있는 
봄 도다리 쑥국 만드는 법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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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봄 도다리(1마리), 쑥(2줌), 고추(2개), 대파(1/4뿌리), 멸치 다시마 육수(5컵)

양념 : 된장(2~3), 다진 마늘(0.3)

※ 계량은 밥숟가락과 종이컵(200ml)으로 합니다. 

시원하고 구수~한 봄 도다리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봄 내음 솔솔나는 봄 도다리 쑥 된장국입니다.

  혹시 모를 봄 도다리의 비린맛을 쑥이 잡아주니, 

향긋함과 구수한 된장 맛이 좋은 쑥국이랍니다. 

도다리가 쑥국에 잘 베여들어, 국물이 진하답니다.

01

02

03

04

05

먼저 봄 도다리를 손질하여 줍니다,

구입 하실 때 내장과 지느러미 등을 잘라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토막

까지 내달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쑥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체반에 받쳐놓고요.

그리고 냄비에 물(6컵)과 국물용 멸치(1줌), 다시마 15x15(1장)을 넣

고, 팔팔 끓게 되면 다시마는 건지고, 7분 더 끓여 멸치 다시마 육수

를 만들고,

멸치 다시마 육수에 된장을 풀어줍니다.

된장 2~3 큰 술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된장마다 짠맛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된장으로 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조금씩 넣어가

며 간을 맞춰주세요.

팔팔 끓으면 도다리를 넣어 끓입니다.

도다리가 익으면, 쑥과 어슷 썬 대파, 고추, 다진 마늘(0.3 큰 술)을 

넣고 한소끔 끓여 마무리

구수하고도향긋한봄내음가득한

봄도다리쑥국을함께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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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물산 품질본부 신차품질팀 정 재 홍 사원

팀워크가 중요한 신차 업무 중 품질 담당자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개발 업무의 힘

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품질 확보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서 세원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편안하게 쉬자!”라고 하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 속

에 생생합니다. 한 개의 차종을 함께하며 제 자신의 마인드도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았

습니다. 이번 기회에 글로써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 세원정공 공정기술과 이정현 사원으로 부터

 

칭 찬 (稱讚) 
[명사]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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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물산 생산부 박 강 식 조장

세원물산 생산부 조장 중 막내이지만 젊음을 무

기로 삼아 생산부 조장으로서 생산성과 품질 모

두 놓치지 않는 꼼꼼함,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는 조립반 A조 박강식 조장을 칭찬합

니다. 조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조원들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성실한 구심점

이 되어주어 지원 부서 조장으로서도 믿음이 갑

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원물산이 더 크게 뻗어 나

가는데 있어 생산부의 일원으로써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세원물산 자재과 이길호 조장으로 부터  

세원테크 조립반 현 필 주 사원

현필주 사원을 칭찬합니다. 

늘 밝은 미소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일에 대

해 배울 점이 많은 사원입니다. 

매사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며 인생 선배

로서도 배울 점과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은 사람입

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회사생활을 함께 했으

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합시다!!

- 세원테크 조립반 김선민 사원으로 부터

세원이엔아이 생산부 김 근 홍 사원

힘찬 발걸음으로 열정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밝은 인사성과 모든 사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김근홍 대리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멋지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밝은 모습이 보여서 칭찬

합니다.

김근홍 대리님! 

앞으로도 대리님만의 밝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원이엔아이 관리부 양기현 사원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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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TION

A : Hi, This is Juhee Kim from Sewon. May I speak to Mr. Mike?

 안녕하세요, 저는 세원의 김주희 입니다. 제가 마이크 씨와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B : Hi, It’s his day off today. Can I take a message?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겨 드릴까요?

A :  Sure. Thanks a lot. Could you tell him that we’re rescheduling our  

exhibition and we’ll let him know once we’re finished with the details?

  물론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시회 일정을 다시 잡고 있는 중이고,  

내부 논의가 끝나는 대로 그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좀 전해 주시겠어요? 

B :  Got it. I’ll make sure he gets the message.

 알겠습니다. 메시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 : I really appreciate it.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할 때
English

비행기표 예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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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

[늘푸른세원] 발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세계상품권 1만원 권

사우동정

결혼을 축하합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세원정공 공정기술과 김건우 사원 본인결혼 2월 28일

세원E&I 제품설계부 배한철 대리 본인결혼 3월 06일

세원E&I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본인결혼 3월 13일

세원정공 조립반 조재완 사원 본인결혼 3월 20일

세원테크 공정기술과 이준희 대리 본인결혼 4월 02일

세원물산 공정기술부 여인수 부장 빙부상 1월 28일

세원정공 기술연구소 오강세 부사장 모친상 2월 28일

세원테크 생산부 이우성 사원 조부상 3월 23일

금형공장 생산팀 이병호 부장 모친상 3월 27일

세원물산 영업과 윤서연 사원 조부상 4월 02일

사보지기

[늘푸른세원]을 만드는 사람들

편 집 부

세원정공 기획팀 배욱한 사원 

세원정공 비서실 주민경 사원

취재 기자

세원정공 기획팀 박재홍 사원

세원물산 영업과 윤서연 사원

세원테크 자재과 김효정 사원

세원이엔아이 부품구매부 김수경 사원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김현정 사원

기술연구소 신기술팀 이창훈 사원

삼하세원 총무부 이보람 과장

세원아메리카 비서실 이민경 사원

세원정공 재경팀 김영민 사원

세원정공 전산팀 송준범 사원

세원정공 전략구매팀 정민철 사원

세원정공 공정기술 김건우 사원

세원정공 조립1반 조재완 사원

세원물산 자재과 박경태 사원

세원물산 품질본부 제정석 사원

세원물산 품질보증부 김지섭 사원

세원테크 품질보증부 김선주 사원

세원테크 자재과 최희석 사원

세원테크 자재과 조성빈 사원

세원이엔아이 부품구매부 김태원 사원

세원이엔아이 개발부 이지훈 사원

세원이엔아이 총무팀 이지현 사원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인규 사원

세원이엔아이 품질보증부 박성용 사원

금형공장 금형공법팀 노영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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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

Create Global Val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