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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영성과회의 진행
2020년 1월 15일, ‘19년도 경영성과회의’
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직성과평가에서 ‘생산본
부’ 가 최우수 본부로 선정되었으며, 품질본부와
구매본부가 공동으로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이번
포상에 앞서, 어려운 대·내외적 경영환경에서 한
해 동안 함께 힘써주신 그룹 전사 임직원분들의
열정과 협조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경영성과회의 모습

▲ 우수본부 포상 모습

2020년에도 그룹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본부는 적극적인 업무 협업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기획팀 -

제 34기 정기주주총회 진행
2020년 3월 26일 ㈜티에이치엔의 제 34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 주주가 이번 주추총회에 참석하여 당사의 비전과 성과 대한 아낌 없는 관심을 보였다. 이번 주주
총회 주요 의제로 당사의 경영재무본부장인 황대성 상무가 선임 되었으며, 감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정선구 감사가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다음 주주총회까지 감사 업무를 이행 하기로 결
정 되었다.

- 회계팀 ▲ 정기 주주총회 진행 모습

대표이사 선임
㈜티에이치엔&㈜제이에스엔 그룹은 이광연,
양혁묵 2인 각자 대표의 경영전문 체제에서 양혁
묵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2020년 03월 26일에 제
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채승훈 대표 이사가 선임
되어 이광연, 채승훈 2인 각자 대표의 오너 경영체
제로 변경되었다. 책임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회사
의 발전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
▲ 대표이사 취임사

▲ 前대표이사 퇴임식 기념촬영 모습

을 다 할 예정이다.
- 총무팀 -

해외차종 벤치마킹 결과 공유회
해외경쟁차 벤치마킹 결과 공유회가 1월 8일
의왕연구소 에쿠스룸에서 설계2팀 주관으로 실시
되었다. 금번 공유회는 당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중인 신차의 경쟁차종 상세분석 내용
공유 및 정보 제공과 설계, 개발 등 관련 인원의
교육 목적으로 실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
량 개요, 사양비교 현황, 회로/경로 및 부품분석,
▲

▲

신기술·신공법 도출 내용 등이 있었다. 현재 당사가 개발중인 신차 및 향후 개발 예정 차종의 부품, 와이어링 등 설계 시 우위 기술 반영 예정이다.

- 연구개발본부 -

’20년 협력업체 정기시험 세미나
‘20년 협력업체 정기시험 세미나가 시험팀 주
관으로 1월 16일, 1월 20일 의왕연구소 대회의실
에서 실시 되었다. 당사 주관 정기시험 운영 관련
설명회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설명회는 1
월 16일 커넥터, 일반단자 협력업체 10개사가 참
석하였고, 2차 설명회는 1월 20일 전선, 그로멧
협력업체 17개사가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문지식 교류회 진행 모습 ▲

고객사 운영방침 공지 및 ’19년 정기 시험계획 공유 및 개선안 관련 협의가 있었다. 매년 협력업체 대상으로 정기시험 세미나를 실시중이며, 향후 보다 효율
적인 업무 전개를 위해 지속 노력예정이다.
- 연구개발본부 -

코르나 19 전염 예방 활동

▲ 사무동 방역 모습

▲ 출근자 체온체크 모습

▲ 구내식당 가림판 설치

㈜티에이치엔 & ㈜제이에스엔 그룹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하여 매 달 방역을 실시하고, 식사시 앞 사람과의 비말접촉을 막기 위한 가림
판 설치를 하였다. 매일 전체 사무, 생산 직종 출근자를 대상으로 회사 출근시간과 오후시간에 걸쳐 체온체크를 하여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실시 하고 있다.
- 총무팀 -

좋은글 - 삶의 기초는 의에서 비롯된다
옛사람들은 의를 나라의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의의 갈망은 올바른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의란 공정, 무사, 정직, 인권 존중, 평등사상 등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의가 없으면 터전이 흔들리는 집과 같아서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면 곧 무너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가 없다는 말은 부정과 불법과 착취와 뇌물과 악행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공의와 정직의 정신적인 터가
되어야 건전한 인격을 행사할 수 있듯, 공평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진실할 줄 아는 그 기초 위에서만이 인간의 됨됨이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나라나 사회
의 기초도 의 이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적 기초도 의 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삶의 행복을 주는 114가지 지혜 中 -

자동차 용어 - AUDIO
AV 라 하면 AUDIO 와 VIDEO 를 뜻하며 AUDIO 는 청각에 의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으로 RADIO
와 CASSETTE 를 말한다. ACC, B+ 전원을 받으며 ANTENNA, SPEAKER, AMP, BURGLAR 등
과 연결되어 있다.
- 제조설계팀 -

파라과이어 회화 - 축하

A : Lo ha conseguido! Felicidades por su aprobación!
로 아 꼰세기도! 펠리씨다데스 뽀르 수 아쁘로바씨온!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B : Muchas gracias. Ha sido todo gracias a usted.
무차스 그라씨아스. 아 시도 또도 그라씨아스 아 우스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