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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세이_ “전략적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 자신과 회사의 가치를 올리자!”
글 _ 경영지원실 김용록 상무

Who are you?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의 경쟁력을 Up Up
퍼스널 브랜딩이란 내가 “원하는 분야, 역할”에서 나를 떠올리고 상대가 먼저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기획을 잘하는 사람, 남미 영업 전문가, 안드로이드 오토 전문가 등)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각자 삶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 목표가 세워지면 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은 그 사람의 색깔을 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 실패와
성공 경험 등을 거쳐 생기는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는 남이 가지지 않은 다른 그 무언가를 말하는데, 사람은 모두 달라 분명 개개인별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테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다움의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4. 다음으로 사람 관계 즉, 네트워킹입니다.
제일 어렵고도 쉬운 게 네트워킹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업무 중에 만나는 동료 선후배, 상사, 협력사 파트너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열정, Passion입니다.

子曰, 知之者不如好之者, 好之者不如樂之者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전략적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 자신, 더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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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편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
‘본인 몫을 다하는 사람’, ‘하루하루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조직에서 환영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심 김덕성 시인의 ‘오늘 하루라 해도’ 중 ‘하루라 해도 남아 있는 시간 내 몫을 다하며 알차게 살고 싶다.’,
‘막 살아가지않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주어진 하루를 가치 있게 살고 싶다.’ 구절처럼 본인의 다짐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벌써 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기쁜, 때로는 고단한 하루로 일 년을 쉼없이
달려 왔을 우리 모트렉스 동료분들! 이번 호 ‘오늘 하루라 해도’라는 시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내에서 나의 색깔, 역할은 무엇인가’, ‘내 하루는 어떠한가’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가 행복하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트렉스人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라 해도_ 정심 김덕성
오늘 하루라고 해도

누가 나더러

남아 있는 시간을 내 몫을 다하며

어리석은 놈이라 해도 좋다

알차게 살고 싶다

더 낮고 겸손하게 사랑스럽게 살아
본을 보여주고 싶다

단 하루
막 살아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늘빛 향해가는 훗날

차근차근 주어진 하루를

임께서 내게 어떻게 살았냐고 묻거든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는 보람 있게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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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_ 본사 VS 천안공장 축구 단합회 편

지난 10월 17일, 우리 모트렉스 본사와 천안공장의 친선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근무를 마치는
셋째 주 수요일 ‘패밀리데이’를 맞아 본사 축구팀 ‘F.C. MOTREX’ 인원 약 15명은 천안으로 내려가 축구 단합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단합회는 ‘F.C. MOTREX’에서 부총무를 맡고있는 총무팀 이환희 사원의 추진과 천안공장 이창호
공장장, 공장종합관리팀 정현택부장의 사려 깊은 지원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단합회 소식을 접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트렉스 인들이 업무 이외의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사진으로 보는 모트렉스’를 통해, 우리 동료들이 땀 흘리며 함께 즐겼던 사내 축구 단합회 현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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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1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방문

지난 11월 1일 우리 모트렉스 분당구 수내동 사옥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주관의 ‘2018 벤처천억기업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전, 이미 천억을 달성한 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는
우수벤처기업 응원차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홍종학 장관은
대표이사의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제품소개와 간담회를 통해
모트렉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ADAS 운전자 상태감지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시며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후 홍종학 장관과 대표이사는 ‘벤처천억
기업 기념식’에 참석하여 신규 ‘천억벤처기업’에 대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 모트렉스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수 많은 벤처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 모트렉스는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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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2

리코시스 전장사업부 인수 계약 체결

<사진> 리코시스가 개발중인 3D Cluster Demo

우리 모트렉스는 지난 10월 24일, 임베디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솔루션업체 리코시스의 전장사업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코시스 전장사업부는 GUI 앱 개발이 가능한 ‘티아스튜디오(TiaStudio)’와
다양한 단말기 운영체제에 맞는 GUI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티아파운데이션(TiaFoundation)’ 등을
선보이며,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중국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의 티아 코어(TiaCore) 엔진 양산에 적용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우리 모트렉스는 디지털 클러스터에 리코시스의 티아코어 핵심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차세대 자동차 멀티미디어시스템과 자율주행을 위한 HMI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개척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모트렉스의 새로운 시작을 모두 함께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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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3

KMA 내셔널 딜러미팅 실시

10월 10일 우리 모트렉스는, 라스베가스 윈 호텔에서 KMA 내셔널 딜러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KMA 대리점 사장단 및 관계자 약 750명이 참석하였으며, 단기판매 가능제품 HUD, RSE, 카드키
등에 대한 전시와 미국법인인 Autorex 브랜드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Autorex는 별도 부스를 설치하고,
로고가 새겨진 카드키 디자인의 USB 증정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모트렉스는 금번과 같은 글로벌
마케팅 및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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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4

신뢰성 바우처 단독형(2차)사업 대상 기업 선정

지난 10월 18일, 우리 모트렉스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의 2018년 신뢰성 바우처 단독형(2차)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우리 모트렉스는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약 8천만원의 신뢰성 바우처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한국SGS와 협력해 내년 2월까지 제품 신뢰성 검증과 분석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기업으로의 선정을 위해 애써 주신 품질기획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신뢰성 바우처’란?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 지급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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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5

EAK, KBS 9시 뉴스 방송 보도

11월 17일 EAK는 ‘KBS 9시 뉴스’를 통해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2005년 이전등록 차량
서울운행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AK 김종민 차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은 지금처럼 단순히 연식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KBS에서는, 오래되지 않은 차라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이 망가져도 잘 모르거나,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식만으로 운행을
제한하기보다 개별 차량마다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송과 같이, EAK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의견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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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소식 6_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차/부장(책임급) 리더십 교육 실시

지난 10월, 우리 모트렉스를 비롯하여 모트레인, EAK의 차/부장(책임급) 65명은 분당 JS호텔에서 1일(8시간)의
리더십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켜 향후 리더로서 성공적 역할 발휘를 위한 역량개발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엑스퍼트컨설팅 수석강사 서정현 강사의 진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차/부장의 역할
인식부터 후배들을 지원하는 ‘플레잉 코치의 역할, 매니지먼트 지원, 작전 노트’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신 리더들께서는 ‘그동안 바쁜 업무로 소홀했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한번 학습할 수
있어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조직에서 든든한 중간 리더로 성장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임직원
교육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인사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차/부장급 리더분들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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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직원투고_ “전략적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 자신과 회사의 가치를 올리자!”
글 _ 품질보증팀 방정후 대리
‘리더에세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 또는 지식으로 자유롭게 답하는 시간! 바로 ‘릴레이 직원투고’ 입니다.
※ 직원투고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보증팀 방정후입니다. 이번 11, 12월호 뉴스레터 주제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하여 남다른 브랜딩
으로 ‘주인공’을 넘어 영화를 주도한 ‘악당’이 등장했던 영화 TOP3를 동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악역은 단순하게 주연과의 맞대결 구도에서 권선징악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품의 주연에 뒤쳐지
지 않는 존재감으로 관객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악역은 작품 속에 긴장감을
주고 주연과 함께 스토리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연보다
더 주연같은 ‘악당’이 등장해 인상깊었던 영화 세 편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인상적인 악당이 등장했던 영화 TOP3

양들의 침묵(1991)

평점:

9.02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07)

평점:

9.25

다크 나이트(2008)

평점:

9.32

장르: 범죄, 공포, 스릴러

장르: 스릴러, 드라마, 범죄

장르: 액션, 범죄, 드라마

상영시간: 118분

상영시간: 122분

상영시간: 152분

국가: 미국

국가: 미국

국가: 미국

연령: 청소년 관람불가

연령: 청소년 관람불가

연령: 15세 관람가

내용: 인간의 피부 가죽을

내용: 총격전 현장에서 르웰린

내용: 어둠의 기사 배트맨

벗기는 연쇄살인범 ‘버팔로

모스는 우연히 이백만 달러가

VS 절대 악 조커 운명을 건

빌'과 이에 맞서는 스탈링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 넣는다.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다!

수사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나 이 가방을 찾는 또다른

스릴러물

이가 있었으니…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된다.

출처: 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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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을 만들어낸 인상적인 악당들
3위. 양들의 침묵_한니발 렉터 박사 “People will say we're in love”
무엇이 ‘한니발 렉터’를 더욱 무섭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미쳤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이 인물을 통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정신병 환자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 악당은 차분하고
지적이며 심지어 정신의학 박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인물을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 인식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그에게
상담 온 환자들을 잡아먹는 식인종 연쇄살인마라는 사실! 영화 내내 쇠창살 뒤에 갇혀
있는 ‘한니발 렉터’가 전혀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객이 위협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 그가 어떻게 주인공과 여러분의 머릿속을 잠식하게

되는지, 영화를 보며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_안톤 쉬거 “Just call it”
보통 악한 행위는 이기심이나 복수, 의견의 불일치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톤 쉬거’는 인간성 마저 제거된 순수한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의 무자비한 살인과 잔인함은 그저 호기심에 의해 발현되는
행동들로 보여지기에 더욱 무섭게 만드는데요. 안톤이 등장하는 많은 장면들 중,
주유소 가게의 사장과 동전 던지기를 하는 장면은 삶과 죽음을 단순한 게임으로
치부하는 그의 행동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두는 그의 철학은 더욱 소름 돋게 만듭니다. 이처럼 차갑고도 무서운 인물의
심리가 궁금하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1위. 다크 나이트_조커 “Why so serious?”
세계에서 ‘쇼생크 탈출’과 ‘대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영화 ‘다크 나이트’의 악역
‘조커’는 오랜 시간 기억될 대표 악당으로 악행의 동기가 돈도 복수도 아닌, 오로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악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는 존재
또한 아니지만 오히려 돈도 권력도 없기에 오로지 목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배트맨은 조커와 완전히 다른 인물인데요. 배트맨은 돈과 권력을 가졌으며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믿기에 단 한 명의 범죄자도 죽이지 않고 잡아들이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너무나 다르지만 나름의 설득력 있는 철학관의 대립은 영화에서 3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히어로 영화를 이토록 철학적으로 다룬 작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배트맨과 조커 중 누구의 철학이
결국에는 이겼을까?’를 생각하며 영화를 본다면 더욱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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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트렉스 용어사전
회의시간에 생소한 용어로 당황한적 있으신가요?물어보기 부끄러워 아는 척 한적 있으신가요?
모트렉스에서 사용하는 생소한 자동차, 무역, 운송 용어! 용어사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11, 12월호에서는 우리 모트렉스 업무 곳곳에서 흔히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용어 5가지를 뽑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용어 5가지는 바로 ‘CBU, KD, CKD, SKD, DKD’ 인데요. 한번 명확히
정리해두면 유용할 무역실무용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CBU(Complete Built Unit)
완제품, 완성품, 완성 조립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2. KD(Knock Down) : 가격의 삭감, 할인 등을 의미.
제품의 분해/수출/통관을 통해 제품의 관세를 낮춰 그 최종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말합니다.(수입품의
상태에 따라 그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완성품>중간품>부품 순으로 관세율이 낮다.) CKD, SKD, DKD 등은
모두 KD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3.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분해제품을 수출하는 방식.
차체 부품까지도 완전히 개별부품으로 포장하여 수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제품의 포장비/운송비 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완성품보다 부품의 부피가 작아 포장할 경우
용적이 작기 때문)/(한국의 본사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방식을 사용)

4. SKD(Semi Complete Knock Down) : 부품의 분해정도가 CKD에 비해 덜한 수출방식
자동차의 경우 차체는 조립이 되어진 상태로 나가고 그 밖의 전장이나 엔진 등의 다른 부품들은 부품단위로
포장되어 나가 현지에서 조립/도장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차체조립이나 도장공정을 처리할 공장이 없을
때 나가는 형태입니다. 포장의 복잡도나 현지의 조립도에 있어서 CKD에 비해 수월하지만 수출관세의 혜택은
CKD에 비해 낮습니다. SKD의 경우에는 차체조립 상태를 BIW(Body In White)라고 하는데, 조립 후
도장작업의 일부 까지 마친 상태를 말합니다.

5. DKD(Disassembled Knock Down) : 완성품을 재 분해 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방식
완성차를 생산한 후 다시 분해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완성품을 다시 큰 덩어리로(재조립하기 쉽게) 분해하여
포장 후 수출하는 것입니다. 수입국에서는 간단한 조립라인만 있으면 바로 완성차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무역실무파티카페 ‘무역실무(기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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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생활정보_ 신기방기 아이디어 템!
작은 생각의 변화가 혁신을 이룬다! 수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통해 업무에 상상을 더해 보세요!

1. 세계 최초 ‘풀 3D 인쇄 전기 모터사이클’–Nera Bike
최근 3D 프린터의 활용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3D 프린팅 전문 회사 ‘RigRep’의
혁신 부서에서는 세계 최초로 풀 3D 인쇄 전기 모터
사이클 ‘Nera Bike’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프레
임 뿐만 아니라 시트와 휠, 타이어 등 15개의 파츠가
3D로 인쇄되었다고 하는데요. 모터와 전동 파츠도
함께 달려 있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행감을 개선하기 위해 앞 타이어는
아치형을, 리어 타이어는 많은 하중을 버티기 위한 구
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타이어 하나하나 필요 역할
에 따라 구조와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3D 프린터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펀테나 http://funtenna.funshop.co.kr

2. AR기술 적용된 사이클링 고글 ‘Everysight Raptor’
이미 HUD나 AR기술이 적용된 선글라스들은 많이
있는데요. ‘Everysight Raptor’는 AR기술이 적용된
사이클링 고글로, 특허 받은 빔 기술을 통해 고글 전면
에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블루투스로 신호를 받아 속도, 파워, 심장박동수 센서
까지 달려있으며 GPS를 지원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스피커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HD 해상도
의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 액션캠이나 블랙박스처럼
전방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를 별도로

핸들바에 부착해 편하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해결이 필요한 숙제도 있는데
요. 무게가 98g이라는 점과 사용시간이 8시간이라는

컨트롤러

점이 향후 개선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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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생활정보_ ‘건조하고 당기는 겨울철 피부에 좋은 음식 6가지!’
자료 _ NAVER 포스트 / 한국스포츠경제 ‘각질 파티, 피부 트러블 등 건조한 가을/겨울철 피부에 좋은 음식’

요즘처럼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 어쩔 수 없이 틀게 되는 히터도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데요. 그만큼 좀 더
세심하게 피부관리를 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세안 후 로션과 수분크림
을 듬뿍 발라야만 피부 당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먹는 음식으로 겨울철 피부를 보다 촉촉하게 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겨울철 건조하고 당기는 피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피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트렉스人들의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한 6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숲속에서 발견한 천연 버터 아보카도~

비타민 C와 E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

레몬과 굴은 환상의 짝꿍!

튀기지 말고 굽거나 볶아 먹기!

굴은 많은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강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피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막아주는 건강과일!

재생 및 각질 탈락을 돕는다고 하네요~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살구, 멜론, 망고, 호박, 고구마, 당근 등

빈혈과 혈압 조절에도 좋은 담백한 시금치~

먹어도 발라도 좋은 코코넛 오일!

노란색의 과일과 채소에는 태양 광선 및

철분과 오메가4, 비타민A, B, E가

산화방지제와 비타민E를 다량

환경적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풍부한 시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안티에이징과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상과 피부 보호에 최고라네요~

모이스처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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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생활정보_ ‘기업에 대입한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전략!’
자료 _ 서울경제 / 사외칼럼_방탄소년단의 유전적 변이 현상 by GGL리더십그룹 대표

Tinseltown/Shutterstock.com

이번 11,12월호 生生 생활정보에서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트렉스의 뉴스레터에서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탄소년단은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인 최초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표 그룹입니다. 단순히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메이저 소속사도 아닌’, ‘대중매체 마케팅이 미흡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연예계, 음악 시장에서 전세계의 수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BTS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BTS의 성공요인 분석이 해외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모트렉스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위키백과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뜻(Bulletproof boys)으로 10대에서부터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진다. 2017년 이후에는 ‘Beyond The Scene’,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청춘이라는 의미를 더해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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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닮아 있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가지고 있는 재정적 파워나 영향력이 대형 기획사 YG, SM에 비해
현저히 열악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내 팬보다 해외 팬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악활동을 위해 가장 많은 트위터 계약을 맺어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빅 히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기술스타트업협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BTS는 단순히
음악적 컨텐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플랫폼, 국가별 다층적인 면, 인간과 문화와의 연결 등을 포용합니다.

‘속도의 경제성’,‘융합’,‘연결’
1. 속도의 경제성(Economies of speed)
→ 사전적 의미
‘규모의 경제성’이 대량 구입과 대량 설비로 인한 비용 감소를 보았다면, ‘속도의 경제성’은 신속한 조달과 공급을
위해 유통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빠른 회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특성.
→ 방탄소년단 속 의미
- SNS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속도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유투브 ‘BANGTANTV’, 네이버앱 ‘V LIVE BTS’)
2. 융합(Convergence)
→ 사전적 의미
인문, 과학, 기술의 각 영역을 파괴하고 결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
→ 방탄소년단 속 의미
- 기존 영역을 파괴한 새로운 영역의 음악 _ 힙합을 바탕으로 레게, 일렉트로닉, 남미음악 등 다양한 장르 포함.
- 세계인의 정서를 반영한 뮤직비디오와 가사
- 다른 예술분야의 콘텐츠를 융합(문학, 영화 등)
3. 연결성(Connectivity)
→ 사전적 의미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 경계를 뛰어 넘어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AR, VR 등 더 보편화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방탄소년단 속 의미
- 시대를 대변하는 학교폭력, 입시제도를 비롯해 청소년의 희로애락을 노래
(세계적으로 강력한 공감과 지속적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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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생활정보_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악성코드가 들어올까?
글 _ IT운영팀 감종원 대리

이번 호에서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악성코드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수치를 보면, 우리 보안

시스템이 악성 메일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반적인 백신 프로그램 기준으로 최대 탐지 및 치료
가능 수치가 65% 내외인 만큼, 탐지되지 않은 위험성 높은 공격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IT운영팀에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보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트렉스 동료분들도 스팸메일 유입 및 이상반응 감지 시 IT운영팀으로 자발적 신고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 악성 메일 차단
구

분

전체 수신 메일

광고성 등 스팸

바이러스

기타 거부

대비량(%)

2018년 09월

290,083

35,271

420

2,985

13.33

2018년 10월

316,721

32,017

268

3,183

11.20

2018년 11월

256,157

29,195

137

3,302

12.74

Malware

Suspicious

■ 백신 엔진 현황 (PC보안)
구

분

전체 탐지 건수

2018년

77,387
비율

PUP

75,296

2084

7

97%

3%

0%

■ 사내 시스템 이상 트래픽 차단
구

분

공격유형

차단건수(Count)

1

sql_injection_tool_union_select-1(HTTP)

75,120

2

http_phpmyadmin_zmeu-1

18,250

3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2017-5638)

14,060

4

tomcat_manager_login_access(HTTP)

8,100

5

sql_injection_tool_union_all-2(HTTP)

6,690

6

http_phpmyadmin_setup-3

6,050

7

tcp ip_scan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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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 생활정보_ 국제 표준 인증
글 _ 품질보증팀 최승문 사원

지난 9,10월호 뉴스레터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트렉스는 지난 8월 ‘IATF16949, 2016’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모트렉스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호에서는
국제 표준 인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증 기관 및 종류 그리고 이러한 인증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증 기관?
- IATF란?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의 약어로 국제 자동차 업무 전담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5개국 협회와 르노, 포드 등 8개의 자동차회사가 함께 만든 기구로 자동차 산업의 부품 및 관련 서비스의

근본적인 품질 경영시스템을 요구 하며 IATF 인증을 제공함.
- ISO란?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약어로 표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이며, 각종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2. 우리 회사가 받은 인증과 그 필요성
- IATF 16949 :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IATF와 ISO가 작성한 자동차 관련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설계,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로 유럽과 미국을
통합하는 글로벌 규격으로 재탄생 (기존의 ISO/TS 16949에서 개정)
→ 기대효과(1) 제품 및 공정품질/프로세스 개선 기회 마련
(2) 국제간 무역에서 신뢰감 확보
(3) 공급자, 외주업체 간의 공급체계에서 공통의 품질시스템적 접근과 일관성 유지

- ISO 14001 : 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과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활동 등)에 대한 국제인증. 기업이나 관공서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조직이 환경경영체제규격을 만족할 경우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ISO14001취득
→ 기대효과(1) 국내·외적인 환경법규의 강화 추세
(2) 환경실적의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기대효과(1) 경영시스템의 객관적 검증으로 회사 이미지 제고, 신뢰감 향상
(2) 경영시스템의 국제화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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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도서_ ‘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

이번 11,12월호에서는 직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 직장인들을 위한
책! 『‘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본 책의 저자 ‘나가이 다카히사’는 뼈를 묻을 각오로
죽어라 일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고민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챙겨주지 않기에,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업 마케팅의 개념을 자기 관리
분야에 적용해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타인과 다른
강점으로 앞서가는 10가지 전략! 우리 모트렉스 인들도
개개인이 자신만의 명확한 강점과 브랜드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달의 도서 『'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 를 소개합니다!

책 소개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직장인의 딜레마.
회사를 탓하고 상사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라!
‘일’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 복리후생, 근무 시간 등의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21세기 직장인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 출판사 : 갤리온
• 저자 : 나가이 다카히사
• 정가 :14,000원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느라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일이다. 저자는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간과

내용과 함께 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에너지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조언한다. 당신이 여전히 존재감 없는 직원으로 남아 있을 때

soojihan@motrex.co.kr 로 발송.

누군가는 회사가 붙잡는 인재로 성장한다. 그 차이는 이제부터

(메일제목 : 뉴스레터 도서추천)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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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전시 추천_ 카럴 마르턴스 : 스틸 무빙

정지 사진(still photograph)을 뜻하는 ‘스틸(still)’과 움직이는 사진인 영상을 뜻하는
‘무빙(moving)’의 조합 ‘Still Moving’.
대비되는 두 단어의 조합은 장르와 매체, 이성과 감성의 영역을 넘나드는 카럴 마르턴스의 작업
세계를 상기시킨다. 산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활발하게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작가의 지칠 줄 모르는 애정과 열정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카럴 마르턴스의

디자인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과 의미를 일상 속의 평범한 소재들을 활용해 단순하면서도 풍성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담아낸다. 버려진 자동차의 부품 등 시간성을 지니는 금속 오브제를 이용해
종이에 압력을 주어 인쇄하는 등 기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구현해내는데…
[출처] 플랫폼엘 전시소개 中

• 일 시 :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1월 20일(매주 월요일, 설, 추석, 성탄절 휴관)
• 장 소 : 플랫폼엘(서울 강남구 언주로133길 11 )
• 요 금 : 성인 5,000원

★ TIP.
미취학 아동(3~7세)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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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광장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모트렉스! 이번 11,12월호는 18년도의 마지막 뉴스레터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트렉스人들에게 전하는 신년맞이 이색 덕담’ 이벤트!
이번 11,12월호 참여 이벤트는 19년도 신년맞이! 덕담 공유
이벤트입니다. 흔한 덕담이 아닌, 신기하고 색다른 신년 덕담은
없을까요? 우리 모트렉스,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덕담을 아래의 방법으로 전달해주세요. 투고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을 뽑아 속한 팀 전체에 맛있는 간식을 쏩니다! 참여도
증진을 위해 개인 상품에서 팀 간식으로 변경하였으니, 더욱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① 신년맞이 이색 덕담’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soojihan@motrex.co.kr로 전송
② 인상적인 덕담 2명 추첨

[응모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당첨상품]
팀 간식(선정인원의 팀 전원에게 쏩니다!)
[당첨자발표]
19년도 1, 2월호 뉴스레터

소식 및 아이디어 제보는 ssaul@motrex.co.kr/soojihan@motre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