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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희망을 현실
로 가져오는 일이다. 그것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
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천상병 시인이
남다른 희망을 가지고 가난에 주저 않지 않았
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분명한 희망을 향해 흔들
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2017년,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될 것
이다.

Hope

CONTENTS
November · 2016 · Vol.166

2016년 11월 1일

우 515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ryul@hyundai-wia.com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12
Running to
Vision 2020

28

38

WIA

WIA

WIA

Special

Sense

Story

06 희망을 말하다
희망의 완성

24 컬쳐 프리즘
희망과 절망의 함수

38 같이의 가치
우리회사
최강콤비

10 ISSUE ❶
급여 1% 나눔,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8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북경, 과거와 현재의 공존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12 ISSUE ❷
‘IMTS 2016’에서 첨단 공작기계
신제품 선보여

14 ISSUE ❸
올해 마지막 금형 공작기계 로드쇼!

16 W NEWS
현대위아 소식

21 1% 나눔
세상을 바꾸는 1%의 기적

HYUNDAI WIA
Monthly Magazine

22 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KIT4500

42 위아 탐구생활
더욱 희망찬
내일을 위해

32 財테크 성공노트
배당주 투자 알고 하자

44 희망을 쏘다
삶이 있는 동안

34 트렌드를 읽다

희망은 있다

희망, 너의 의미

46 아름다운 동행
최고의 부품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
주식회사 신평산업

50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WIA Special

희망을 말하다

희 망 을 말하다

# 희망의 시작과 끝
시인 천상병을 아는가.
이미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그는 이런 시를 썼다.

희망의
완성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歸天)」

<귀천(歸天)>이라는 제목의 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시인 천상병의 삶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천상병 시인은 시단(詩壇)에서 기인으로 유명하다. 삶 자체가 기인이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전업 시인인데도 제
대로 시집을 낸 적은 없고 언제나 친구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으로 입에 곡기를 댔다. 그
런 그에게 가난은 질기게 말라붙은 피딱지와도 같은 것이어서 도무지 그것을 뗄 재간도
생각도 없었다.
그의 첫 시집 <새>의 출간은 더욱 흥미롭다. 그가 마흔 한 살이 되던 1970년 노숙인처
럼 살던 그가 종적을 감췄다. 두 해가 다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그와 가깝던 문인들은
그가 결국 길바닥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지인들은 천상병 시인이 그
동안 쓴 시를 묶어 1971년 12월 ‘유고시집’ <새>를 발간한다. 이 시집이 유명세를 타면서
결국 천상병 시인의 근황이 들려오는데…. 그가 있던 곳은 바로 서울시립정신병원. 거리
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정신이상자로 보고 그곳에 격리돼 있던 것이다.
그만큼 천상병 시인은 기묘한 삶을 살았다. 지금 시대의 판단이라면, 아니 그 시대의 판
단이라도 백이면 백 불행한 삶이라 했을 것이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도 없
었고 고통도 죽을 때까지 계속됐었다.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그는 어떻게
시 <귀천>에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했을까. 그에게 세상은 희망 없는 장기수용소와
같은 곳이었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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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희망의 끝은 언제나 현실이다. 애타게 바라던 기대

천상병 시인은 항상 그만의 초연함에서 희망을 찾았다

# 시작
천상병 시인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던 이유를 비평가들은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가 비를 맞으며 "프리덤"을 외치는 그 순간,
이 영화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를 현실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꿈일 뿐이

헬조선. 지난해 말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는 이 단어를

다. 애당초 기대보다 희망이 조금 더 기쁘게 느껴지

2015년의 ‘핫 키워드’에 올렸다. 지옥인 헬(hell)과 우리나라를 뜻

는 것은 그것의 현실 가능성에 있다. 초등학교 때의

하는 조선의 합성어는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우리나라’를 말한다.

희망직업과 고등학교의 희망직업이 서로 다른 것은

청년을 중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이 말은 올 해 들어 우리나라를

그것의 현실 가능성에 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는 것에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것의 가능성조

청년들의 입에 ‘헬조선’이 오르는 것은 그들의 눈에 희망이 없기

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희망은 남아있지 않

때문이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그리 무너

는다..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극심한 실업난과 경기악화에 숱한 청년

천상병 시인의 희망이 해피엔딩이었던 것은 그

들은 희망을 시작하기조차 두려워한다. 설사 시작했더라도 그 끝을

가 결국 떠나는 그날까지 그의 시처럼 살다 갔기 때

보기도 여간 어렵다. 학벌, 영어점수, 자격증, 경력 등 각종 ‘스펙’을

문이다. 친구에게 1000원, 2000원을 빌려(실제로는

가진 이들조차 희망을 쉽사리 현실로 가져오지 못한다.(물론 여기

‘뜯어’에 가까웠다고 한다) 생계를 꾸리면서도 그는

서 청년들에게 ‘기대를 버려라’ ‘눈을 낮춰라’ 따위의 이야기를 하려

언제나 순수성을 유지했고, 괴롭다 말하지 않았다.

는 것이 아니다.)

다 가는 이 세상 재물이 없어도 잘 수 있다는 기대가 그에게

역시나 20년도 더 된 영화 <쇼생크 탈출>이 지금

당연하게도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장에 완

있었다. 도가적인 자연의 삶, 가난 속에서 접하는 새로운 일

까지도 명작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희망

전히 브레이크가 걸린 국내 경기에서 우리 회사 역시 자유롭지 않

상이 그의 기대거리였다.

의 끝을 어떤 영화보다 절절하게 보여준 덕이다. <쇼

다. 영업이익률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크게 뒤처졌다. 매출

그만의 초연함에서 찾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

남들과 전혀 다른 그의 기대는 하늘로 떠난 이후에서 일어

생크 탈출>에서의 희망은 자유다. 누명을 쓰고 구속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다. 혹자들은 우리 회사가 역대 최악의 시기

기에, 친척을 찾아갈 수도 없을 만큼 가난에 찌든 상황에서도

난 웃지 못할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죽음에 세상이

된 주인공 앤디는 어떻게든 탈옥을 하겠다는 희망을

를 걷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의연했기에 그가 희망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또

남긴 작은 조의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천상병 시인의 장모는

가지고 수감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의 표현처럼 “좋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대가 있다

다른 시 <소릉조(小陵調)>를 보자.

그것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려고 집 아궁이에 뒀

은 것, 제일 좋은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는 점이다. 희망의 시작은 정확한 기댓값의 설정이다. 우리는 이미

「(전략) 외톨배기 나는 / 서울에 있고 // 형과 누이들은 /

다. 천상병 시인의 가족으로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었

희망을 현실로 가져오려고 갖은 노력을 한다. 그는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을 예고해왔다. 올해 4월 멕시코법인이

부산에 있는데, // 저승 가는 데도 / 여비가 든다면 // 나는 영

으니, 사람들이 못 찾을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었을 것이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망치로 벽을 파내며 탈옥에

새로 가동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서산 엔진공장이 추가로 가동을

영 / 가지도 못하나?(후략)」

그런데 천상병 시인의 아내는 이를 채 알지도 못한 채 아궁이

성공한다. 그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프리덤”을 외

시작한다. 지난 날 세운 ‘비전2020’의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에 불을 지피고 만다. 결국 목돈은 시인과 함께 재가 되어 사

치던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소릉조>는 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다. 그는
실제로도 형제를 만나러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

라지고 만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희망을 현실로 가져오는 일이
다. 그것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

다. 그가 가난을 소재로 삼은 시도 부지기수인 것을 보아도

희망의 시작은 기대다. 그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기대.

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천상병 시인이 남다른 희망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늘 가난을 한탄하거나 슬

그곳에서 희망은 피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천상병 시인은 남

을 가지고 가난에 주저 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분명한 희망

퍼하지 않았다. “돈 없으면 저승에도 못 가나”라며 가볍게 웃

들과 다른 것에 기대를 걸었고, 그것을 삶으로 옮김으로 희망

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2017년, 우리의 희

어넘길 뿐이었다. 오히려 저 시의 말미에서는 「생각느니, 아,

을 찾을 수 있었다.

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 인생은 얼마나 깊은것인가.」라며 삶의 경외와 깨달음에 대
한 기쁨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그런 삶이 마냥 쉽지는 않
았던 것 같다. <귀천>의 마지막 문장을 단호하게 끝내지 못하

그의 이런 초연함은 남들과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

고 점 세 개를 찍었던 것. 수많은 그의 시의 주제가 가난이라

었기에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재물을 쌓는데, 더 많은 돈을

는 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현실에서 숱한 벽에 부딪혔을 것이

축적하는데 기대를 두고 있지만 그는 정 반대였다. 잠시 머물

라고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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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❶

우리 회사가 꾸준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급여 1% 나눔,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서울 여의도 KBS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나눔국민
대상은 국내·외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인적나
눔, 물적나눔, 생명나눔, 휴먼멘토링 등 4개 수상 분야 중 현대위
아는 물적나눔 분야에서 수상했다.

- 보건복지부 주최 '2016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장관상 수상
- 2012년 첫 모금 이후 약 20억 원 기금 모여
다양한 나눔활동 실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직접 월급을 모아 지역 사회를 돕는 ‘급
여 1% 나눔’으로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2년 첫 모금활동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약 20억 원을 모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
치고 있다.

- 매달 직원대표 협의회 운영 및 아이디어
제안 수렴 등 직원의견 적극 반영

우리 회사의 급여 1% 나눔은 약 3,00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연 평균 모금액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직원대
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매달 운영하여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
문화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매달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부
직원들이 매달 수혜기관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동행
하고 있다.
급여 1% 나눔을 통해 1년에 두 차례씩 차량기증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지
난 6월에는 전국 각 사업장 지역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현대위아
급여 1%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10곳에 승합차 9대와 목욕차량 1대를 전달했다.
문의 : 홍보팀

급여 1%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계획

055-280-9906

이다. 윤윤준모 사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대위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 2016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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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S 2016’에서
첨단 공작기계 신제품 선보여
- 현대위아 9월 12~17일, IMTS 2016 참가
- 유럽연구소 개발 신기종 XF6300 미국 시장 최초 공개
- 스마트팩토리, 공장자동화(FA)기기 VR 체험 전시로 고객 공략

신기술의 집약체 5축 가공기,
XF6300
미국 시장 최초 공개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신기술의 집
약체인 신제품 XF6300을 미국 시장에 최초
로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머시닝센터 기
종인 XF6300은 회전테이블 직경이 630㎜인
고성능 5축 가공기로 세계 최정상급 공작기
계와 정면승부를 벌이기 위해 제작했다. 우리
회사 유렵연구센터가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을 주도한 제품으로 수직, 수평 가
공뿐만 아니가 정밀함을 요구하는 곡면 가공
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XF6300은 국산 공작기계 기술을 한 단계

우리 회사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열린 미국 국제공작기계 전시회 'IMTS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2016'에서 신제품 5종 등 총 14종의 첨단 공작기계를 대거 선보
였다. 약 927㎡(약 280평)의 초대형 전시공간에 미주지역을 공략할 고정밀 5축·정
밀 가공기, 금형·IT·복합기 등 공작기계 풀 라인업을 전시해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
켰다. IMTS는 전 세계 2000여개 기계회사와 약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세
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2년에 한 번 열린다.

System)는 공장 내 공작기계의 모든 가동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국내외에서 선주문이

황을 볼 수 있는 스마트공장 시스템이다. 휴

밀려들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스웨덴으로의

대전화, 태블릿 PC 등으로 공작기계의 상태

납품이 확정됐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의

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격으

수출도 앞두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번 IMTS

로 애프터서비스도 가능하다. 언제 어디에서

를 기점으로 자동차부품은 물론 의료기기 항

공작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창원 본사에서

공기 부품 등 정밀 가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

원격으로 수리가 가능해 미주 지역 고객들의

는 미주지역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큰 관심을 끌었다.

이다.

CNC 콘트롤러 ‘iTROL’ 탑재 모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등 선보여
최신 트렌드 선두주자로서의 명성
재확인

미국 시카고에서
서산 엔진공장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관람했다고?
이번 전시회에서는자동차 부품 가공 과정
을 관람객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FA체험관’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 모델이다. 우선 정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한 CNC 콘트롤러 ‘아

도 운영했다. 360도 VR영상을 통해 공장자

밀 가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본체의 강성

이트롤(iTROL)’을 탑재한 모델도 선보였다.

동화 시스템(FA)이 적용된 우리 회사 서산 엔

을 크게 강화했다. 가공물을 올리는 베드와

CNC 콘트롤러는 공작기계를 움직이는 ‘두뇌’

진공장의 내부 전경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주축의 이송축 역할을 하는 컬럼을 모노블록

로 그동안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다.

있었다.

(Monoblock) 구조인 일체형으로 만들어 강성

아이트롤은 공작기계를 처음 다루는 사람들

윤준모 사장은 “국내 공작기계 시장이 주

과 진동 흡수력을 대폭 높였다. 그 덕에 컬럼

도 손쉽게 적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꾸준한

춤한 가운데에서도 현대위아는 끊임없는 기

과 베드를 따로 만든 경쟁 기종보다 강성이

관심을 받아 왔다.

술 발전으로 고객들이 만족할만한 첨단 공작

30% 가량 강화됐다. 가공능력을 결정하는 또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스

기계를 대거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IMTS를

다른 조건인 이송속도와 공구교환 속도는 세

마트공장(Smart Factory)’ 시스템도 공개

기점으로 국내 공작기계 1위를 넘어 미주와

계 최고 수준이다.

했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선보이는 HW-

유럽 등 공작기계 세계시장을 본격적으로 공

MMS(HYNDAI WIA-Machine Mornitoring

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뛰어난 성능 덕에 XF6300은 지난 4월 서
12 2016 November

울 국제공작기계전시회 ‘SIMTOS 20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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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공작기계의 기준을 제시한다

올해 마지막 금형 공작기계 로드쇼!
그 현장 속으로…
- 지난 10월 21일 창원, 의왕 기술지원센터 동시 진행
- 현대위아 공작기계 신제품 풀 라인업이 한 자리에
- XF6300 단연 주목 받아… 제품 성능과 서비스 동시에 잡았다

우리 회사는 10월 21일 창원과
의왕 기술지원센터에서 ‘금형 공

IMTS 2016에서의 열기를 그대로 가져온 XF6300!

작기계 로드쇼’를 열고 고객과 만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의 애프터 서비스
‘The Excellent’

남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회사는

이번 로드쇼에서 단연 주목받은 제품은 5축 가공기 ‘XF6300’이다.

공작기계 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독일 베를린 공대와 아헨 공대 부설 공작기계 연구소의 핵심 인재들을

한편 이날 ‘The Excellent’로 명명된 고객 애프터서비스도 새롭게 출

집약한 최신 공작기계들을 선보

영입해 만들어 낸 유럽연구센터의 작품 XF6300은 이미 EMO, IMTS

범했다. XF6300 고객들을 위한 우리 회사의 VIP 서비스 프로그램 브

이며 차세대 공작기계의 새 기준

등 세계적인 공작기계 전시회에서도 수많은 글로벌 고객의 눈길을 사

랜드로, XF6300 고객들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을 제시했다.

로잡았다.
XF6300의 인기는 창원과 의왕의 기술지원센터에서도 이어졌다. 5

으로 전문 상담인원을 통해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진단과 조치가 이루

개의 축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가공물을 깎아내는 모습은 고객을 매료

어지는 ‘Trouble Shooting’이 이뤄진다. 또 전문 필드 서비스 직원을 고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몇몇 고객들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객사에 배치, 생산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고객사별로 전담 서비스

대한민국 최고이자 대표 공작기계 메이커 현대위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행사장의 열

런 제품이 나왔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실제 XF6300은 업계에 일대 파

직원을 배정해 해당 장비와 고객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전담서비스

기는 대단했다. 현대위아 공작기계 풀 라인업을 소개하는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공작기계 신제품들

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에서 비싼 값으로 어렵게 구해 쓰던 고성능

도 제공한다.

이 소개될 때마다 고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5축 가공기를 국내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많은 고객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전시장에서는 화면으로 만났던 제품의 실물을 직접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기

14 2016 November

서비스 혜택은 실로 파격적이다. XF6300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

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XF6300 고객을 위한 ‘The Excellent’는 업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
울 정도의 혜택이다. 인적,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최소 10일 이상이 소

종별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제품을 꼼꼼히 살폈다. 허리를 숙여 제품의 구석구석까지 살피던 한 고

요되는 경쟁사의 애프터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차별적인 시스

객은 “기본 성능은 물론이고 제품 마감까지 공 들인 흔적이 보인다”며 “이제는 정말 현대위아 공작

템이라고 할 수 있다, XF6300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도 새로

기계가 글로벌 톱 수준에 근접한 것 같다”고 평했다.

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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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 협력사 품질향상 세미나 개최

하반기 공정거래 집체교육 시행

우리 회사가 지난 9월 28일과 30일, 본사 대강당에서 ‘차량부품 협력사 품
질 향상 우수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준모 사장과 임직원들,
그리고 160여 차량부품 부문 협력사가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차량부품 부문 협력사의 품질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최근 자
동차업계의 리콜 사례를 살폈다. 품질 우수협력사 6개사에 대한 시상식도 치
러졌다. 이들 업체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품질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10월 25일 의왕연구소 대강당에서 ‘16년 하반기 공정거래 집체교
육을 열었다. 강사로 나선 상품전략팀 황원철 전문위원은 하도급 개론과 주요 하
도급법 위반행위 심결 사례를 꼼꼼히 다뤘다. 황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으로 하도급법의 전문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현업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현행법을 나도 모르게 어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정착과 법 위반 리스크를 사
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utomobile Parts Supplier Quality Improvement Seminar
From Sept 28th to 30th, HYUNDAIWIA held ‘auto parts supplier quality
improvement seminar’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At the event, Yoon Jun Mo, the CEO of HYUNDAI WIA, 160 auto parts
suppliers and employees of Quality and Procurement business have
attended the seminar to share the quality level up activities of each partners
and diagnose recent call cases of automotive industry and had time knowing
how much quality is important.
Also award ceremony was held for 6 suppliers which were selected as the
best quality improvement company and the partners shared their best
practices and vowed that they will continuously participate in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2016 Second Half ‘Fair Trade Training’
On Oct. 25th, HYUNDAI WIA organized ‘2016 Second Half Fair Trade
Training’ at Euiwang R&D Center.
Hwang Won Chul, the expert member of fair trade commission was invited
as the instructor and dealed with several cases of subcontractor violation
cases and introduced about subcontract transaction.
An employee who attended the training said, "Based on the education
contents, I will carefully double check my works to make no mistakes.“
HYUNDAI WIA is conducting a regular training programs in order to settle
the fair trade compliance system and proactively manage law violation risks.

지역이웃들과 한가위 즐거움 나눠

기업공시제도 교육 개최

우리 회사 떡 나눔 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2일, 전국 주요 사업장
인근 사회복지시설 25곳을 찾아 650kg 상당의 명절 떡을 기증했다. 이번에는
울산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사회복
지시설을 이용하는 소외 아동, 장애인, 노인들은 현대위아 봉사자들과 함께 떡
을 나눠 먹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다.
창원시 성심노인요양원을 찾은 한 직원은 “복지시설에서 추석을 보내는 이웃
들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우리 주
변의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19일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사를
초빙해 ‘기업공시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본사 근무 팀장을 대
상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에서는 기업공시제도의 개념과 주요 공시 사례를 소
개했다. 최근 한 기업이 중요 정보를 지연 공시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소개
하며 기업공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교육과 제도개선으로 기업공시의 중요성을 모든 임직원
이 깨닫고,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HYUNDAI WIA celebrates Korean harvest festival with
neighborhoods
On Sept. 12th, the volunteers of HYUNDAIWIA visited 25 social welfare
facilities located nearby our business work sites in order to share holiday
rice cake. This year, the company has expanded the scope of support to
Ulsan to share more love and care with the neighbors.
Neglected children, disabled people and seniors who were us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shared time with the members of the company by
gathering around together and having a friendly talk.
One of the volunteers who visited Changwon Sungshim Hospital for The
Elderly said, “The company has prepared a small gift for the people in need.”
Continue saying, “I hope they could celebrate a plentiful holida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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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Disclosure System Education
On Oct 19th, HYUNDAI WIA invited a lecturer from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nd conducted an education on the subject of 'understanding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Recently, one company has been issued because of its delay on its
disclosure key information. For this reason, the team leaders in Changwon
lecture had time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corporate
disclosure.
HYUNDAI WIA is going to make greater efforts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improvement and system development, so that the members
c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corporate disclosure and ethi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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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및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산동법인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져

우리 회사는 10월 20일 의왕연구소에서 가상 지진 및 화재 대피 훈련을 실
시했다.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훈련이다.
훈련은 유사 상황을 설정, 실제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먼저 실내 이론 교육을 진행한 뒤 옥상과 1층으로의 대피
실습이 이뤄졌다. 이후 비상탈출 방법과 소화기를 통한 화재진압 등의 모의훈
련이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법인 설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하
고, 산동법인장 주관 기념식을 비롯해 사진전, 농구대회 등을 열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우수 사원을
표창했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는 ▲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한다 ▲ 둘째,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셋째, 쾌적한 환경, 일
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달 간 직원식당 입구와 로비에는 산동법인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전시해
직원들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Earthquake and Fire Evacuation Drill

山东法人举行公司成立十周年纪念活动

As the earthquake is being a big concern these days, HYUNDAI WIA held an
emergency preparedness training at Euiwang R&D Center on Oct. 20th.
To minimize the human and material damage and to response quickly at
natural disaster, the training was set up similarly to the actual situation.
After the theoretical training time, evacuation drill was conducted on the roof
and the first floor building. Also, a variety of training, including firefighting
using fire extinguishers was held. HYUNDAI WIA is leading in creating a safe
workplace through systematic training to inform employee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provide a chance to learn the Response Act.
the members were trained with a similar situation equip the skills of their
employees.

山东法人举行公司成立十周年纪念活动,内容包括纪念早会、照片展以及
篮球大赛。在纪念早会上,与会人员共同回顾了公司十年的发展历程,并对
优秀社员进行了表彰。会上,法人长文相鎬专务对今后的发展提出了几点要
求:1.通过不断努力提高国际竞争力2.确保安全生产3.共同努力,打造轻松愉
快的工作环境。照片展活动在公司餐厅入口等处举行,共持续一个月,方便员
工在工作之余共同观展。展区内还设置了留言墙,大家可以积极留言表达祝
福。篮球赛经过激烈角逐后,也于9月29日圆满落下帷幕,各小组在比赛中充
分发扬团队精神,最终发动机生产1部获得了最后的冠军。

안전 UCC 공모전 시상식 열려

산동법인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실시

지난 10월 6일, 본사 2층 소회의실에서 안전 UCC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산동법인은 헌혈 캠페인과 중양절 경로원 위문 활동을 실시해 직원들의 자긍

안전 UCC 공모전은 전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

심을 고취하고 지역 대표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9월 23일 일조시

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을 주관한 윤준모 대표이사

헌혈센터와 협력해 직원식당 동문에서 헌혈 캠페인이 열려 많은 직원들이 자발

는 창의성, 공감도, 노력도, 완성도, 활용도를 종합 고려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적으로 참여해 뜨거운 정을 나눴다. 또, 10월 9일 종양절에는 자원봉사자 30여

35개 작품에 대해 각각 무재해 달성상, 안전 달인상, 안전 고수상, 안전 소통상,

명이 일조시 규산 경로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산

참가상을 시상했다.

동법인은 매년 어린이집, 경로원 등을 방문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
동법인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Safety UCC Contest Awards Ceremony
On, Oct 6th, HYUNDAI WIA held ‘Safety UCC Contest Awards Ceremony’ at
the headquater in Changwon. UCC Contest is to promote safety awareness
and to expand voluntary safety culture of the employees.
Yoon Joon Mo, the CEO who organized the ceremony, selected 35 best
UCCs considering the creativity, effort, completeness, and ‘Zero Accident
Prize’, ‘Safety Master’, ‘Safety Employee Prize’ and ‘Participation Prize’ was
awarded to the members.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山东法人举行多样化社会公益活动
为了提高员工自豪感、培养员工积极履行社会责任的意识，山东法人作为
地区代表企业举行了无偿献血及重阳节慰问敬老院活动。9月23日，公司与
日照市中心血站合作，在员工餐厅东门区域举行了无偿献血活动，来自全公
司各个部门的爱心员工积极参加，热情高涨。同时，在10月9日重阳节到来
之际，公司志愿者30余人一行到日照市奎山敬老院进行了慰问活动，为老
人们送去了生活用品，并对老人居住的房子进行了卫生清扫。山东法人每年
都会访问儿童福利院和敬老院，积极努力为地区经济发展及帮扶周边群众贡
献自己的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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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을 바꾸는

강소법인 안전결의 대회 실시

의 기적

현대위아 급여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8일, 전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안전 및 사업목표 달
성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소법인장을 비롯한 전 주
재원, 현채인 및 협력사 직원 등 750여 명이 참석해 2016년 안전사고 제로화를
다짐했다. 또한 각 임직원 대표는 부서별로 안전구호를 외치며 회사의 안전수칙

나눔

을 준수하고 개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식에 참석한 부서 대표는“임직원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직원 안
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오늘의 결의식은 단순히 구호에 그칠 것
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몸소 안전수칙을 실천해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다문화 가정/센터 도서 지원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江苏法人举行安全决议大会会

지난 10월에는 ‘다문화 가정 및 복지센터 도서 지원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为了强化员工安全意识，江苏法人在10月8日举行了了公司四季度安全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각종 아동/청소년 도

决议大会。全体驻在员、现采人及协力社员工共750余名参加了此次决议

서 뿐만 아니라 모국 도서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부모의 언

大会。决议大会上再次强调了公司安全无事故的目标，期间，各部署还专

어와 우리나라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이해하며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门制定了本部署的安全口号，表达了坚决遵守公司安全准则，确保个人人

입니다.

身安全的决心。参加本次大会的部门代表说道：“随着公司的逐渐发展壮
大，安全也越来越重要，今天的活动不仅仅是口号，更需要我们全体员工
去落实到实际行动中，共同打造我们公司的安全文化氛围。”

강소법인 중양절 위문활동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중양절을 맞아 노인 위문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국경
절 휴일이었던 10월 7일, 임직원들은 봉황진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만
두를 빚고 담소를 나누며 그들의 외로움을 달랬다. 중양절에는 강소법인과 1사 1
촌 결연을 맺은 금곡촌을 찾아, 80세 이상 190명의 어르신에게 맛있는 떡을 나
눴다. 자원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찾아 직접 떡을 전했다. 금곡촌 농구장에서 3일
간 석극공연도 개최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축제분위기
를 즐겼다.

江苏法人重阳节慰问活动

오디오 문학 콘텐츠 보급 사업 지원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언어습득 능력이 떨어지거나 독서경험이 부족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
문화 가정 청소년, 결혼 이주자 또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 적응 지체 현상
또는 정서적 고립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 임직원 급여 1% 나눔 기금으로 오디오 문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이들에게 사랑을 전
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문학을 즐기고, 나아가 언어 능력 향상까지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江苏法人在10月份重阳节期间开展了“关爱老年人”系列活动，10月7
日，威爱心志愿者利用国庆休假时间前往凤凰镇养老院与养老院的孤寡老
人一起动手包馄饨，度过了愉快的午餐时光。重阳节当日，为公司一社一

* 오디오 문학 콘텐츠란?
다양한 문학작품을 샌드아트로 구현하고 나레이션을 넣어 편집한 영상물.

村结缘的金谷村80岁以上老人上门发放了代表节日问候的重阳糕。190多
位高龄老人拿到重阳糕时，高兴的热泪盈眶。另外，在金谷村社区的篮球
场上举行了为期三天的锡剧公演，每天现场村民超过300多名，整个现场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055-280-9906)으로 문의바랍니다.

热闹非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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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
Story
주요 특징을 살펴 볼까요 ?

현대위아 공작기계

테이블/주축
열평창 각도 상이

HYUNDAI WIA Gang Type CNC Turning Center

KIT4500

테이블/주축
열평창 각도 동일

<<KIT450

60°

<< KIT4500

국내전통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한 Gang Type CNC Turning Center KIT4500은 Block Tool 구조로 고속 고성능의 메
카 니즘에 의한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01

60° 경사형베드

60°의 경사형 베드적용으로 칩처리가 우수하며 공구셋팅시 Chuck 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편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주축과 테이블의 부착각도를 60°로
동일하게 설계하여 베드의 열변위에 따른 주축과 테이블의 열팽창 방향이 일치,
기존장비 대비 열변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03

Ball Screw
02

02

복합열변위

40% 감소

Main Spindle

X축 이송구조 개선으로 기존대비 X축 열변위가 50% 감소 되었습

고정도 앵귤러 콘택트 볼베어링 채택으로 고속회전에서도 정밀한

니다. 특히 X축은 볼스크류의 지지베어링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가공이 가능하며 주축 구동 벨트길이를 축소하여 벨트의 내구성

확장하여 지지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향상 및 주축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03

01

지지베어링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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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떡밥을 주듯 희망을 던져주며
상대를 자기 곁에 두는 ‘어장관리’

희망과
절망의
함수

1999년 에세이 <미안해>에서 이 말을 세상에 내놓은 가수 박진영은
그 글 ‘희망고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
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상대가 연인으로서는 애초에 혹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면 상처를 주
더라도 그 사실을 확실히 알리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그래야 그가 깨
끗이 마음을 거두고 조금이라도 일찍 불안정한 환상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문은 고통을 주며 신문하는 것인데 대개 희망을 이용한 고문으로

아마도 불투명한 사랑으로 괴로워 해본 사람
이라면 ‘희망'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떠올리는
말은 ‘고문'이 아닐까. 두 단어를 포갠 말 ‘희망
고문’은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희망을 줘서 포
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써 고문하듯 고통스럽
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받아내려는 진술 따위는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희망을 주입하며 고문
하는가. 박진영은 같은 글에서 설명한다.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도 그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떡밥을 주듯 희망을 던져주며 상대를 자기 곁에 두는
행위를 요즘은 ‘어장관리’라고 말한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받아먹는 당사자들은 어장 안 물고기처럼 대부분 자신의 신세를 알지
못한다. 그 어장에 자신이 기대하는 세상은 오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머무는 것이다.

상대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면,
충분히 신중해져야 한다.
고문과 달리 희망고문은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는 아닌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래서 희망고문은 희망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의 언어
인데 주는 쪽은 상대의 괴로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애매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
희망고문은 “나도 너를 좋아해”라는 식의 확실한 언행으로 가해지기
도 하지만 대체로 모호한 태도로 이뤄진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 그 거짓말이 자기 발목을 잡
는 상황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희망을 불어
넣는가. 박진영이 말한 예는 이런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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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념하고 “언제부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장할 때만큼이나 사랑을 거

고 자백하고, 다시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

절할 때도 머리를 싸맨다.

라고 단념하지만 거기엔 ‘너’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라도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일어나기를 바라는 미련의 감정이 엿보인다. 미련은 열망

했을 때 절망은 불가피하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

의 여운과 같은 것이어서 희망을 거둔 뒤에도, 희망이 절망

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지 않을 것이면서 사랑하게 될 것처

으로 전복된 뒤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럼 행동해 거짓 희망을 주느니보다는 낫다고 사람들은 말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희망고문을 당해본

우리 사이와 주변, 그리고 ‘너’의 내부에 있는
너무도 많은 변수
사람 간의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분명 어떤

쪽일 것이다.

절망으로 기울면서도
희망에 베팅하는 인간

함수 관계에 있다. 거기엔 희망의 값과 절망의 값이 있는
영화 <사랑과 죽음의 방정식>에서 '리미'는 모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사라진 남자친구에
게서 편지를 받은 날짜들까지...

데 우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생변수를 이리저리 움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이외의 이유로도 많은 희망고문

직이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값을 얻으려 애쓴다. 그

을 당한다. 상대만 진실을 아는 그 거짓 희망들은 불완전한

러나 상대인 ‘너’라는 미지수 역시도 그 자체로 복잡한 함

세상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버티며 기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

폰 세대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이 돌아오

수여서 우리는 그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값을 쉽게 얻지

다려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또한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더

듣고 싶어 전화했어'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사귈

는 시간을 재고, 그것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

못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받아주지 않는가,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

이 있는지부터 그 관계가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이와 주변, 그리고 ‘너’의 내부에는

날 수 없으리라”라고 말하면서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싫어서 헤어지면서 이

늠한다. 좋아하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너무도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사랑의 함수 안에서 절망으로 기

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옛 애인을 못 잊어서 혹은

이른바 ‘읽씹’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가도 저쪽

사랑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받아줄 수 없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든지 (…).”

에서 갑자기 ‘선톡’, 그러니까 먼저 메시지를 보내오면 세

는 것이라면 곤란한 일이다. 그 곤란함을 무릅쓰고 “나는

상을 다 얻은 양 느낀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좋아하지 않아도 대화하고 싶을 수 있고, 사귈 마음이
없어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싫어서 헤

중국어 원제가 ‘리미의 추측’ 정도로 해석되는 영화 <사

어지지만 상대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이유를

랑과 죽음의 방정식> 도입부에서 9, 38, 52, 69, 80, 83

댈 수도 있다. 사람 관계가 모 아니면 도여야 하는 것은

… 이라고 리미(저우쉰)가 되뇌는 숫자들은 그가 사라진

아니니까.

남자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은 날짜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

그러나 상대가 가진 감정의 유형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

없이 사라지고서 9일째부터 1460일째까지 4년간 주소도

을 안다면, 그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 없다면 충분히 신중

전화번호도 없는 5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리미는 그 날

해져야 한다. 이하이의 ‘희망고문’ 가사처럼, 별 생각 없이

짜들을 모두 외우고 있다.

건넨 한마디에 상대는 그 의미가 무엇일지 곱씹으며 밤새
끙끙 앓게 될 수 있다.

울면서도 희망에 베팅하려 드는 것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리미는 자신이 모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숫자들을 되
뇌고 되뇌며 어떤 규칙을 찾으려 한다. 편지가 배달된 간
격으로 남자친구의 사정과 심경을 짐작하려 하고, 그렇게

미련은 희망을 거둔 뒤에도,
희망이 절망으로 전복된 뒤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실마리를 찾아 남자친구를 찾아내서는 “빨리 죽어버려”
라고 소리치는 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영문
도 모르는 승객들에게 말한다. 고문처럼 이어지는 희망은
원망을 동반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암호를 풀듯 그가 하는 모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형도의 다섯 줄짜리 시 ‘희

말과 행동의 의미를 해독하려 들게 된다. 단어와 어조는

망’은 절망감으로 가득하다. 화자는 첫 줄에서 무엇인가

물론 말의 간격과 심지어 침묵까지도 분석한다. 스마트

망쳐버린 듯 “이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으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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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윤은지 여행작가

북경, 과거와 현재의 공존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무려 3천년이다. 베이징은 무려 3천년 동안이나 중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다. 특히 원(元), 명(明), 청
(淸) 3개 왕조의 수도였던 베이징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시황의 위엄
이 엿보이는 ‘만리장성’, 서태후가 사랑했던 정원 ‘이화원’, 명(明), 청(淸) 시대의 황궁인 ‘구궁’ 등은 보
는 순간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나 베이징을 고풍스러운 역사의 도시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잘 정비된 도로 위를 쌩쌩 달
리는 고급 승용차와 세계적인 최첨단 초고층 빌딩이 3천년의 역사와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北
京

Beijing
베이징은 2천년이 넘는 고 건축과 최첨단 초고층 건물이 어우러져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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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교류의 교두보 ‘만리장성’

서태후의 여름 궁전 ‘이화원’

아직도 그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는 만리장성은 인

이화원은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별궁이자 서태후의

류 최대의 토목공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리장성은

여름 별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북방산천의 웅장함과 물

춘추전국시대 방위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시초인데,

의 고장 강남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 형식의

이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흉노족 침입을 막기 위해

황실 정원이다. 약 3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이화원은 쿤

만리장성을 증축했고, 명나라 때 현재의 형태를 갖추

밍호, 시호, 난호 등 3개의 인공호수와 만수산으로 구

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리장성은 베이징에서

성되어 있는데, 구석구석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을

서북방향으로 75㎞ 떨어진 팔달령장성을 말한다. 현재

간직하고 있어, 시간은 두고 천천히 둘러봐야 한다. 전

만리장성은 중요한 명승고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

체 4분의 3이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들풀과 꽃이 도처

민족 및 전 세계 각국 시민들에게 문화교류와 우호적

에 깔려 있으며, 숲도 무성하다. 특히 인공호인 곤명호

왕래를 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그 규모가 약 2평방킬로미터로 남다른 스케일을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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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 예술의 심장부 ‘치쥬바 이수취(798예술구)’

랑하는 중국답다. 7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고대 건축

798예술단지는 중국 현대미술의 심장부로 천안문, 만리장성과 함께

물이 3000개나 있고, 크고 작은 정원이 20개나 있다고

꼭 봐야 할 새로운 여행지로 손꼽힌다. 1950년대 군수물자 공장지대에

구궁(故宮, 고궁)의 정문인 천안문은 세계에서 가장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정원 내 진열된 4

작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작가촌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글로벌 트

큰 규모의 광장으로 총 면적 44만㎡에 100만 명 이상

만개의 문물들은 청조시절부터 사용된 유래 깊은 생활

렌드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문화단지가 조성되었다. 갤러리, 스

장추운

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행사나 집회, 행렬 등

용품이나 당시의 국가 유물들로 정원 자체가 하나의 아

튜디오, 아트샵을 비롯해 분위기 좋은 카페와 개성 넘치는 조각품이 즐

의 장소로 활용된다. 천안문은 명(明), 청(淸) 시절 중요

름다운 박물관이다.

비한 거리는 중국 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망을 엿보게 한다. 798예

베이징은 ‘베이징 덕’으로 유명한 오리 요리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식재료를 사용한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곳입니다. ‘간(내장)
볶음’이 그중 하나입니다. 요리사마다 특유의 재료와 조미료를
사용해 음식의 향과 맛을 냅니다. 맛이 강해 호불호가 있지만 한
번 그 맛에 빠지면 그 어떤 요리보다 자주 찾게 됩니다. 식사 후
‘후해’에서 즐기는 경치도 압권입니다. 이름은 바다지만 실제로
는 아주 큰 인공호수입니다. 겨울의 경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중국 희망의 아이콘 ‘천안문’

한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이다. 황제즉위나 황후책봉 등

술거리는 베이징 올림픽 때 예술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관광객들의

중요한 축제 행사를 할 때 천안문에서 조서를 공포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식을 해야 한다. 베이징 시내 중심에 자리한 천안문
은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인 현장이며, 중국 민주화 항

북경오리, 베이징 카오야

온 편지
현지에서

북경법인 사우들이 말하는,
베이징 100% 즐기기!

쟁의 산실이자 희망의 아이콘이다. 시간이 된다면 해가

베이징 덕은 베이징의 대표요리 중 하나다. 베이징에서는 ‘만리장성

뜰 무렵 이곳을 방문해 보라. 매일 일출과 일몰 시간에

을 오르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요, 오리구이를 맛보지 않으면 정말 유

왕초

맞춰 국기계양식과 하기식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북경

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오리구이는 일찍이 기원 400년 전 남

제1경관인 국기게양식 관람을 위해 하루 평균 3만 여

북조 시대 부터 구운 오리라는 문서기록이 등장했으며, 사육을 통한 오

명, 많게는 26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리구이는 길게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베이징의 밀운저수지는 1960년대 건설되어 1급 수원보호구
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이곳은 ‘연
산명주’로 불리며 특히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호수
주변에 펜션이 많아 가족단위로 놀러가기에 안성맞춤이고 신
선한 생선 등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북경 오리구이의 요리는 원나라 때부터로 보고 있으며, 명 청 시대를

마지막 황제와 ‘구궁박물관’

거쳐 궁중 음식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청나라 건륭황제와 서태후가 즐

세계문화유산인 구궁(자금성)은 원래 명(明), 청(淸)
시절의 황궁이었다. 1914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겨 먹었으며 그때부터 북경 오리구이라고 정식 명명되었다고 전해지고

2

있다.

손제(푸이)가 자신이 거처하던 ‘궁진’에서 추방된 후 구
2 만리장성은 명실상부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천안문은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이며 희망의 아이콘이다
4 ‘구궁’은 중국의 마지막 황제 ‘손제’ 이후 대형 종합 박물관이 되었다
5 ‘이화원’. 서태후가 가장 사랑했던 서태후의 여름별장
6,7 군수물자 공장지대에 형성된 중국 현대예술의 심장부
8 북경의 대표요리 ‘베이징 덕’

우천례쒜(故物陳列所)가 자금성 남부에 설립되었다.
이후 1925년 구궁박물관이 설립되면서 1947년 합병
되어 지금은 구궁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다. 구궁박물관
은 쯔진청 건축물과 고대 예술품 및 궁정 역사 유적 위
주의 내용물을 주로 전시하는 대형 종합 박물관이다.

왕팅팅
난로꾸우샹은 베이징에서 유명한 거리로, 골목길 좌우로 여러
가래 골목이 가지처럼 뻗어있는 곳으로 음식, 옷, 장식품 등 볼
거리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베이징의 옛 골목 풍경과 황족의 저
택을 보며 옛 중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갖가지 음식도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교통도 편리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9

렴경수
베이징 798 예술 구역은 현대 예술을 바탕으로 꾸며졌습니
다. 구석구석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벽화,
사진, 공예품들이 있어 베이징만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각
상들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상들은 신묘한 손재주
로 만들어져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베이징식 짜장면을 절대 놓
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맛볼 때는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맛보고 나면 특유의 고소한 맛에 중독될 것입니다.
연경 맥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원한
연경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구궁은 총 면적 72만 평방미터에 건축물의 면적만 약
1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데, 궁전만 해도 9000여 칸에
이른다. 모드 목제 구조물로 황색 유리 기와지붕, 청백
색의 평평한 석좌, 으리으리한 채색화는 구궁 내부 경
관의 다채로움을 더해준다. 이는 세계에 현존하는 황
가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와 완벽한 보존 상태를 자랑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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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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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성공노트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배당주 투자 알고 하자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 낮은 금융수익률 및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영향으로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첫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배당확
대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순히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배당주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결정이다. 연말 배당락을 감안한다면 보유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인 투
자자의 경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배당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투자결
정을 내리기 바란다.

배당을 노리는 투자전략
주식 투자의 수익은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이익은 투자자
가 주식거래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을
말하며, 배당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유보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
식의 형태로 배분함에 따라 얻는 수익을 말한다. 최근,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과 이와 별도로 대규
모 배당을 요구한 사례가 이 두 가지 투자수익을 모두 얻기 위한 위한 전략으로 볼 수

배당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저금리에만 있지 않다. 한국 기업

오히려 9월~10월에 지수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연말 배

들의 순이익 수준이 2014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당주 투자를 염두해 사전에 매수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에 배당에 요구하

있다. 따라서, 연말 무조건적인 배당주 투자 따라하기는 손실을 볼

고 있기 때문이다. KOPSI지수의 경우 2014년에는 69.0조원 순이익

가능성이 높다. 2009년부터 총 7번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배당락 직

에 12.6조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15년에는 90.5조원의 순이익에

전에 매수하여 4월에 매도하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

20.3조원의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지급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로 평가된다.

있다.

배당주 투자방법

있다.

배당투자의 필요성
물론 주식투자자에 있어 자본이득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개인투자
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미래 성장 가치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자
본이득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시 자본이익 외에
도 안정적인 배당수익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OSPI지
수의 경우 현재 배당수익률은 1.79% 수준으로 2020년 2.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반해 예금금리 2020년까지 2%내에 머물 것으로 보여 향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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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시기

그렇다면 어떤 배당주를 선택해야 할까. 우선, 과거 높은 배당 이
력과 펀더멘탈이 개선 종목에 국한하여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

다만, 배당투자에 대한 시기는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

기업의 장기 평균배당수익률이 3%대 이상이고, ‘16년 영업이익이

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지만, 자본이득

‘15년 대비 증가한 기업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에

이 변수로 작용한다. 자본이득에서 손실을 크게 볼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배당주 투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배

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분 측면에서 예금성 자산의 적정 금액만을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

불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데 최근에는 배당

화하는 것이다.

주의 상승 사이클이 빨라져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1
년 이후 KOSPI200 고배당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1~12월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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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희망,
너의 의미
희 망 에

대 한

두

가 지

해 석

‘희망’이라는 단어는 고시나 공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뿐
만 아니라 인류에게 아주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삶을 이끌
어주는 원동력이다. 큰 곤경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
다는 믿음은 개개인의 ‘의지’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터널>에서는 주인공이 터널에 갇히는
극한 상황이 주어진다. 그 상황에서 주인공인 하정우가 버틸 수
있던 것도,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덕분이었다.

젊은 청춘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혼술남녀」

그러나 인간이 ‘희망’을 꿈꾸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
철학가 장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에
서 철저히 희망이란 단어를 부정한다. 세상과 단절된 자신의 모
습과 불안들 그리고 걱정들이 자신을 휘감아 돌고 있는 상황에
서 희망은 단지 자신을 속이는 하나의 감정에 불과하다고 이야
기 한다. 희망을 가져봐야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이란 감정은 나를 속이는 감정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나는 희망을 가꿨는데, 나날이 시들어간다. 뿌리가 끊긴 나

희

망

과

현

실

사

이

근래 ‘혼술남녀’라는 드라마가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그
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노량진 수험생들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
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이나 되는데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며 오늘도 노량진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공시생들의 애환과 그 애환 속에서 싹트는 희
망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합격의 희망을 품고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공시생’들에게 얼마 전 노량진의 인기 영어강사
인 인 심우철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 2년 이상 준비해서 안 되면 접으세요. 접을 때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강사에게서 절대 희
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영화 「터널」의 하정우에게 핸드폰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무의 잎사귀에 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희망’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은 고대 그리스신화 중 판도라
의 상자 에피소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계략으로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함께하며 지내
다 열어서는 안 되는 재앙의 상자를 열게 되는데, 이곳에서 인
간이 겪게 되는 무수한 재앙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판도라는
급하게 상자를 닫지만 상자 안에 남은 것은 ‘희망’ 뿐이었다. 이
희망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다.
장자크 루소는 희망이란 자신을 속이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수생들에게는 이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을 것이다. 합격할 수 있다는 희
망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개인의 한계로 치부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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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

너 의

의 미

이러한 배경을 통해 지금의 시대상황을 살펴보자면 씁쓸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모두가 희망을 꿈꾸기 보다는

대 간의 갈등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하는 답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막연한 희

도전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망 대신 본인의 역량에 맞춰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택했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심지어 모든 욕망을 배제하는 남성인 ‘절식남’도 등장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물론 ‘무소유’를 이야기 한 법정스님의 철학처럼, 나의 욕심
을 버리는 것이 나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순수함으로 욕망을

판도라가 상자에 현혹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우면 외국에서 취업하라는 기성세대와, 486세대의 자리 차지로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젊은 세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 장자크 루소에 관한 이야기이다. 루소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
리고 메마른 삶을 살았다고 앞서 이야기 했다. 하지만 과연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까?

배제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희망 없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의 본질을 세상에 인정받고 싶다는 ‘희망’의 흔적이 그의

제이다. 도전을 통해 본인의 희망을 향해 달려 나가기보다 현

저서 곳곳에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모진 풍파를 겪으며, 희망은 없다고 외쳤던 그 조차도 ‘희망’을 완벽하게 부

실에 안주하고, 불편한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현 시대의 트렌

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조차도 희망을 가졌을 진데 세상의 어느 누가 ‘희망’이라는 인간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을

드인 것이다.

까?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에게 희망은 어떠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희망은 그 재앙들을 타파할 수 있는 인류의 최후의 보루이
기에 혹시 누군가가 상자를 열었을 때, 희망을 통해 재앙에 대
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숨겨 놓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의
견이다.
이설(異說)은 “왜 희망이 재앙의 상자에 존재했느냐?” 하는
의문에서 부터 출발한다. 희망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앙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인데 재앙의 상자에 담겨 있었다는 것은
희망 그 자체를 재앙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인간에게 희
망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도전보
다는 현실에 순응하며, 경쟁보다는 화합을 추구하였을 것이라
는 주장이다. 희망이라는 현실도피성이 짙은 ‘감정’으로 인해
인간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꿈만 꾸는 상황을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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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우리회사
최강콤비

기계품질보증팀의
열정 넘치는 두 막내,
현대위아의 품질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회사에 품질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이다. 회사의 전 부서가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
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품질보증팀은 현대위아의 방위산업, 산업기계 제품이 최
상의 상태로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품질을 향한 그들의 무
한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만나봤다. 기계품질보증팀의 최강 콤비, 최영준 사원과 심지훈 사원.

기계품질보증팀을 한 단어로 PR해주세요.
심지훈 ‘민들레’. 품질 부서의 담당자들은 자신의 ‘OK’ 사인으
로 제품을 내보냅니다. 이때부터 책임은 저희 몫이 되는 거
죠. 혹시나 고객사에 손실을 입힐까 걱정에 부담도 크고 스트
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기계품질보증팀은 담당하는 제
품이 워낙 다양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검사
관과 사무실 직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미루지 않고,
모두 함께 끈끈하게 단합해 해결해내는 것이 그 비결인 것 같
습니다. 아무리 발에 밟혀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가 우리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최영준 ‘돋보기’. 4년 째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저희 팀이 쌓아온 역량이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저
희는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모든 불량 예상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사원부터 팀장
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제품은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이 고객은 어떻게 대응해

심지훈 기술사원
최영준 사원

이들을 지켜본 한 선배 사원이 말했다.
" 두 친구 모두 인사성 밝고 진솔한 친구들이에요.
막내답지 않게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해요.
업무할 때는 항상 공유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흐뭇합니다. "

야 하는지 등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실험체
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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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최강콤비
'최영준 사원', '심지훈 사원'의 활약,
현대위아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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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함께 경험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최영준 매일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겨서 어떤 걸 말
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올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자’
는 목표를 같이 세워서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운
동 프로그램이나 식단까지 관리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
쳤죠. 결국 3개월만에 둘 다 9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
니다. 콤비가 함께 하니 불가능은 없더라구요.
심지훈 업무도 함께 하고, 회식 때도 만나고, 그 외에도
개인적인 자리를 자주 갖다보니 이제 질려서 그만 보고
싶을 정도에요.(웃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지만 함께
술도 한 잔 기울이고, 운동도 하며 정말 속에 있는 감정까
지 꺼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매일 매일이 제게 가장 소
중한 에피소드입니다.

서로를 칭찬 해본다면?

희망찬 내년을 위한 각오를 말해주세요.
최영준 기본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제 자신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직 4년차 사원이지만 제가 맡은 업무는 상
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연차가 낮다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항상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담당 업무에서
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
지 마인드 관리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
일 업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
는데, 집에서도 계속 업무 생각이 나서 다음 날 걱정에 제

심지훈 최영준 사원은 정말 친근한 사람이라 좋아요. 항

대로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인드 관리를

상 웃는 얼굴이고 인사성도 밝아서 팀원들과 사이도 정

철저히 해서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쉴 땐 확실히 쉬려고

말 좋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져요. 정말 친화

합니다.

력이 좋아요. 업무적으로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사원

심지훈 사람들이 ‘심지훈’ 이름 석 자만 들어도 ‘그 사람

답지 않게 한 번 맡은 일은 본인이 책임지고 끝까지 물고

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

늘어져서 결국에는 해내는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슬램덩

러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업무 경험을 더 쌓아서 누구

크’라는 사내 농구 동호회에서 훈련감독으로 대회에 출전

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했는데 여기서도 득점왕에 오르고 팀도 3등으로 이끌었

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지식을 축적해 부족한

죠. 평소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언

점을 채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공부를 통해

제나 믿음이 가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고민이 있을 때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한 해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쁜 여자친구랑 사랑을 이어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최영준 심지훈 사원은 우선 잘 생겼습니다. 인기도 많고

더 멋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내년 일본 오키나와로 커플여행을 떠날 것
이라고 한다. 단순한 동료를 떠나 형제처럼 끈끈한
모습으로 업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
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기계품질보증팀의 최강콤
비를 넘어 현대위아를 대표하는 최강콤비로 활약하
는 그들의 희망찬 내년을 응원해본다.

요. 그런데 곱상하게 생긴 외모와 달리 의지가 대단합니
다. 아까 이야기한 다이어트의 성공에도 심 사원의 의지
가 한 몫 했습니다. 식단이나 시간 관리가 보통 사람은 흉
내조차 못할 정도에요. 제가 그걸 본받아 이를 악물고 따
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책임감도 칭찬하고
싶어요. 자신이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밤낮
없이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또 시원시원한 성격도 마음

각자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심지훈 이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최 사원이 내년에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여유를 찾고 뒤를 돌아본다면 더 희망찬
내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들어요. 속에 쌓아두지 않고 속 시원하게 자신의 생각

최영준 업무적으로는 지금도 잘 하고 있어서 해줄 말이

을 잘 표현해서 감정이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또 반원 중

없어요. 그런데 심 사원이 해군 SSU 출신이거든요. 정말

가장 막내인데, 바로 위 선배랑 나이가 28살이 차이 납니

잠수를 잘하는 친구에요. 그래서 그런지 퇴근만 하면 집에

다. 그래도 선배들과도 잘 지내고 궂은일도 묵묵히 처리

가서 잠수를 타는 전형적인 ‘집돌이’더라구요. 잘생긴 얼

해서 다들 좋아하죠.

굴, 훤칠한 키가 아까워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
한 여가생활을 하며 인생을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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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더욱 희망찬
내일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만든 문제이므로, 인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하는 만큼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벗
어나지 못할 운명의 굴레는 없습니다."

다른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
상대를 사랑하기
10%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존 F. 케네디가 전 인류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긍정의 힘

모범이 되는 모습
보이기
30%

57%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2%

희망찬 내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❶ 긍정의 힘! 긍정적인 언행으로 주변을 모두 행복하게. 57%
❷ 솔선수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 보이기. 30%
❸ Power of Love!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온 힘을 다해 상대를 사랑하기 10%
❹ 말보단 돈!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가족 동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2%
❺ 모든 것은 내탓이다! 어려운 상황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기. 0%
조사기간 : 10월 21일 ~ 28일
응답자수 : 153명

당신의 지난 1년, 희망적이었나요?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던 순간은?

더 큰 희망을 꿈꾸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희망적이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 직장동료, 지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렇다

● 자녀 출생, 건강, 진학 등 가정사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졌다

37%

● 점점 더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았다

보통이다
현재에 충실
12%

금전적 소득
12%
돈보다 명예
17%

미래를 꿈꿀 때
22%

나의 가족(애인) 뿐

36%

현재에 충실
10%

자기계발
25%

아니다

45%

● 하루가 행복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다

17%

희망거리 찾아보기
22%
재테크
10%

관계 개선

39%

2017년은 희망적인 일이 있을 것 같나요?

2017년에 자신에게 거는 희망은 어떤 것인가요?
● 가족과 동료들의 건강과 행복

❶ 나의 희망은 오직 나의 가족(애인) 뿐.
사랑하는 우리 가족(애인)에게 희망을 36%

❶ 더불어 살아야 사람이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개선하기 33%

❷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본다. 소망이 가득담긴 미래를 꿈꿀 때 23%

❸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 내일의 나의 희망거리를 찾아보기 22%

❸ 나는 돈보다 명예를 좇는다. 직장에서 제대로 인정 받았을 때 17%

❹ 희망은 돈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10%

❹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소득을 거뒀을 때. 주식대~박 등 12%

❺ 내일은 없다. 혼란한 세상 그저 현재에 충실할 뿐 10%

❺ 공수래 공수거. 그 무엇도 내게 희망이 될 수 없다. 현재에 충실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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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본이 가장 중요한 법. 부단한 자기계발로 업무성과 높이기 25%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72%
17%
10%

● 업무에 더욱 집중
● 새로운 인연의 만남
●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
● 인격과 실력의 성장
● 금전적 문제 해결
● 자기 계발
● 긍정적인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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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쏘다

FA기계설계팀 손정우 사원

시험평가팀 정원석 연구원

삶이 있는 동안
희망은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희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쯤 거대한 꿈을 품자!

더 나은 아반떼 스포츠를 위해
더 나은 공작기계를 만든다

위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인 “마이바흐 엑셀레로(Maybach
Exelero)” 라는 차량이다. 마이바흐의 차량 중에서도 유일한 2인승 쿠페

현대자동차는 제가 개발하는 공작기계로 만들어진다. 그중에

인 이 차량은 전 세계에 단 1대 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가치를 지닌 자

서도 가장 아담하면서도 스포티한 자동차, 아반떼 스포츠! 조

동차이기도 하다. 예전에 미국의 래퍼 버드맨이 이 차량을 구입했을 당

만간 이 차를 구입해 멋지게, 스포티하게, 스피디하게 도로를

시 지불했한 가격은 약 90억 원! 당시 그는 차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

달려보고 싶다. 내 스스로가 노력해 더 나은 공작기계를 만든

해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었다고 한다. 단 한 대의 제작 이후로 생

다면 더 나은 품질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을 항상

산되지 않은 데다 공개 당시에도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 이상

갖고 있다. 미래의 아반떼 스포츠를 위해서 공작기계 연구개발

의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긴 힘들지만, 베일 속에 가려진 듯한 신비로운

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희망,
광고 속 모델처럼 탄탄한 근육을 갖고 싶다는 희망,

PT제어개발팀 이정용 연구원

맛있는 것 많이 먹고
행복합시다

멋진 집, 멋진 차를 갖고 싶다는 희망.

분위기 덕분에 차량의 희소성이 더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차를
만드는 꿈, 이런 차를 타는 꿈은 내 심장을 뛰게 한다.

우리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함
께 먹은 히쯔마부시(일본 나고야식 장어덮밥)!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무슨 수식
이 필요하겠는가.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불끈
불끈 힘내고 싶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현대
위아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다 같이 맛
난 것 많이 먹고 행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회사

엔진생산관리팀 이정훈 부장

가 더 크고 성장해서 사내식당에도 히쯔마부시

어머니의 쾌차를 기원하며

가 나오면 좋겠다.

어머니께서 수년 째 병원에 계신다. 5년 동안 산동법인

모듈설계팀 서현준 연구원

레고 전시장을 갖는다는 것
나에겐 어렸을 때부터 그려온 꿈이 하나 있다. 바로 집에 레고 전시장을 만드는 것. 비

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보니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록 지금은 집이 좁아서 책상 위에 레고를 전시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큰 집으로 이사

올해 귀국해서 찾아뵙는데 날이 갈수록 말라가셔서 가

간다면 레고 전시장에 레고를 멋지게 전시할 것이다. 전시할 곳이 없어서 아직 조립하지

슴이 아프다. 어서 쾌차하셔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 잡

못한 레고만 3박스가 넘는다.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해서 결혼할 때는 꼭 레고를 전시할

고 여행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래 사시어 내가 조금

수 있는 큰 집을 사고 싶다.

더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손자가
이제 막 자전거를 배웠는데, 함께 손 잡고 가시는 모습
을 그려본다.

공작부품개발팀 최근희 사원

화성시 수섬에서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면 출사를 떠나곤 한다. 시야가 탁 트이는 넓은 곳을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고 답답한 마음을 날려버리는 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기도 하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이지만 목표도 갖고 있다. 한 순간의
추억으로 날려버리기엔 아까운 이 멋진 풍경을 카메라 담아 사진전에 출품해서
수상하는 것. 사진공부, 포토샵 등 여러 분야를 익히는 재미도 있고 제 삶에 활력
을 불어넣는 것 같아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삶의 활력을 북돋는 취미활
동 하나,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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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운영팀 하성문 사원

꿈을 이뤘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전 어릴 적부터 한 번 물에 들어가
면 나오지를 않았다고 한다. 계곡, 수영장, 심지어는 목욕탕
도... 어린시절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물놀이를 했던 이유를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바다에 대한 동경심 때문이었던 것
같다. 넓은 바닷속에서 여러 수중생물들과 헤엄치는 그런
상상.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했다! 어린 시절의 상상
을 조금이나마 실현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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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최고의 부품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

부산 강서구 화전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신평산업은 1995년 변속기 부품 사업을 시작으로 엔진, 차축 부품 등 다양한 자동
차 구동 부품을 만들어 왔다. 신평산업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명하다. 올 초 우리 회사 협력사 총회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
됐고, 마그나, 보쉬 등 외국계 기업에도 부품을 공급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한 관리, 스마트한 제품의 탄생
신평산업의 특징은 ‘스마트 통합형 현장관리 시스템’이다. ERP, MES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품질특별관리 요구사항인 툴 변경점
및 LOT 추적, 공정 품질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한다. 특히 LOT 추적 시스템은 소재에서부터 가공,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 생산품의 생산 품질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돼 제품 시리얼 넘버와 QR코드만으로 손쉽게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품질의 지속적 개선의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작업자와 설비 라인별 성과관리 및 기여도도 실시간으로 평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이다. 세계 최
고의 품질과 성과를 내기 위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었다. 신평산업은 최고의 부품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강한 신념
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차성진 사장
생산, 품질,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엔지니어로서의 역량과 경영자
로서 거시적인 관점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고민했습니다. 최근 개발한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고민의 결과입니다. 현장을 살필 때, 기
존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느껴왔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적용 이후 생산성과 품질은 혁신적으로 높아졌고, 직
원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신평산업은 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서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최근 현대
위아에 방문했을 때 XF6300 제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럽에 연구센
터를 설립해 현지 우수인력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민국 공작기계 역
사에 있어 중요한 발자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위아가 선진기술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공작기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공작기계 산업 뿐
아니라 각종 제조 산업의 발전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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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성장과 더불어 내실을 다진다

강한 책임과 성과 우선의 기업문화

2011년 3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던 신평산업은 올해 520억 원

신평산업 임직원의 우수한 역량은 업계 내에서 정평이 났다. 그도

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에도 2공장을 신축하며 고속

그럴 것이 강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외형성장에만 만족하지 않고 연구개발에도 한

기업문화가 곳곳에 내재되어 있었다. 신평산업의 성과급 시스템도 1

창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최첨단 설비를

일 단위로 성과를 산정해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준다. 더 열심히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블랭크 가공품 위주 생산에서 벗어나 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스마트통합

부가가치 완성품을 만들며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형 현장 관리 시스템으로 취합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하기

영업력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새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홈

때문에 보상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이곳의 한 직원은 “평가가 시

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홍보 콘텐츠를 재정비했다. 국내외 시장확대에

스템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 업무

도 적극적이다. 북미 영업사무소에 이어 중국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하

효율이나 생산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신장됐다”고 귀띔했다. 모든

며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 일본 마쯔다 자동차

생산제품에 작업자의 정보가 기록돼 강한 책임감도 저절로 따라오고

등과 교류를 시작하며 일본, 태국, 폴란드 등 전 세계에 신평산업의 이

있었다.

름을 알리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1·12월의 문화 아이템

이러한 문화는 시스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말 송년회에서는 잊
지 않고 우수사원에게 상을 준다. 또 여러 행사와 복지혜택으로 애사심
이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평산업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
으로 임직원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
하고 있다.

신평산업은 고품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 산업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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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연극] 서툰 사람들

공연기간 : 2017년 1월 1일(일)까지
공연장소 : 부산 AN아트홀.서면
티켓정가 : 전석 35,000원  17,500원
관람등급 : 만7세 이상
관람시간 : 100분
공연시간 : 화~금 오후 7시30분 / 토 4시, 7시 / 일,공휴일 2시, 5시
월요일 공연없음

공연기간 : 2016년 11월 1일(화) ~ 11월 30일(수)
공연장소 : 서울 코엑스 아트홀
티켓정가 : 평일공연 일반석 35,000원  11,500원
주말 및 공휴일 공연 일반석 35,000원  14,500원
관람등급 : 14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 100분
공연시간 : 화 ~ 금요일 오후 8시 / 토, 공휴일 오후 3시,6시 / 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없음

[연극] 토끼와 거북이

[연극] 러브액츄얼리 오리지날

공연기간 : 2016년 10월 1일(토) ~ 11월 27일(일)
공연장소 : 수원 남문로데오아트홀
티켓정가 : R석 25,000원  10,000원
S석 20,000원  8,000원
관람등급 : 24개월 이상
관람시간 : 50분
공연시간 : 화~금 오전 10시20분 ,11시30분 / 주말 오전 11시, 오후 1시
월요일 공연 없음

공연기간 : 2016년 11월 1일(화) ~ 2017년 1월 1일(일)
공연장소 : 부산 메트로홀 (구.AN아트홀광안)
티켓정가 : 평일 전석 30,000원  11,000원
주말＆공휴일 전석 30,000원  13,000원
관람등급 : 만 9세 이상
관람시간 : 90분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3시, 6시 / 일＆공휴일 4시 /
월요일 공연없음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49

절반쯤 채워진 물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I 지난 호 정답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65호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 아래 문항의 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 엽서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구요?
엽서를 사진찍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ryul@hyundai-wia.com)

1. 천상병 시인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던 이유를 비평가들은 그

1.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주토피아 마을의 슬로건은,

"물이 절반이나 채워져 있다."
그리고

"물이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

'누구라도 모든 것이 하다'이다. 이 때 에 들어갈 단어는?

2. 등속생산부의 최강콤비 두 명의 이름은?

가능
심재형 주임, 민대일 조장

3. '하나로 뭉쳐 3년 안에 연 매출 700억으로 성장하자'는 의미를 가진 IMT의
캐치프레이즈는?

만의 에서 찾는다. 에 들어갈 말은?

1.3.700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가르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색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물잔에 물을 더 채울 수 있다."

2. XF6300을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을 주도한 곳은 현
대위아 연구센터이다. 에 들어갈 말은?

퀴즈 당첨자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황진우 / 부품생산부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김서현 / 산업기계기술팀·이정용 / PT제어개발팀

3. 베이징 올림픽 때 예술특구로 지정된 곳이자, 중국 현대미술의
심장부로 천안문, 만리장성과 함께 꼭 봐야 할 새로운 여행지
손꼽히는 이곳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임정균 / 모듈생산1부·홍석야 / 경영혁신팀
김동환 / 원가분석팀

Notice 공지사항
SNS 피싱 방지 10계명
1. SNS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3개월 주기)
2. 사용하지 않는 SNS 계정이나 친구 리스트를 삭제한다.
3. 단기 목적 가입 사이트는 사용 후 즉시 탈퇴한다.
4. 각 웹사이트의 ID, P/W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한다.
5. SNS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기능을 최대로 설정한다.
6. 보안백신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7. SNS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각 친구에게 알리고 송금 중지를 요청하며,
경찰·은행에 신고조치 한다.
8.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9. 공용 PC 이용 시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10. SNS를 통한 금전요구 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타인명의 통장으로는 송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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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어려움을 딛고 움튼 희망 속에서 꽃피워졌습니다.
"희망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희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 달린다면 지금 당신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