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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essage

현대자동차그룹 신년사

2018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철강 사업은 첨단 소재 개발을 확대하여 완성차의 품질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건설 사업
지난 2017년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2위를 달성하였으며,대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품
질경쟁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은 향후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통합신사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과 더불어, 그룹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익성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
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 임직원 여러분 !

그룹 임직원 여러분 !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룹 전 부문이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로 유기적 협업 체

최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
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면서 자동차산업도 급변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책임경영”을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산
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력사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앞장 서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2018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권역별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판매·생산·손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갖춘 신차 출시를 올 한해 총 12개 차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객에
게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을 비롯하여 미래 핵
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출시될 수소전기 전용차를 기점으로 시장 선도적인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향후 2025
년 38개 차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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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취임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에 피해만 주는 오염원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우린 분명 더 행복한 조직을

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발전하려면, 마

만들 수 있습니다.

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이 필요합

더 나은 현대위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기를 기대합니다

니다.

不辭土壤 河海不擇細流)’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산은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 빈
대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새로 현대위아에 부임한 김경배 사장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빈대로 고생하셨다고 합니

얘기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작은 물이 모여 큰 강과 바

다. 빈대가 못 오도록 침상 주변을 물로 막아두기도 했

다를 이룰 수 있듯,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놀라운

는데, 빈대들은 영리하게 벽을 타고 올라가 몸에 떨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습에 적잖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명예회장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변화를 주저하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보잘 것 없는 미물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거

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 주어진 일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현대위아에 발령을 받고 나서, 현재의 녹록치
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직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회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왔
습니다.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
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크고, 더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 최고의 회사를 만

임직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회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회사 앞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
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둘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을 합쳐 일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회사의 동료가 불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싫다면 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도약을 위해 두 가지를

곳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려 삶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로운 사람이 온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통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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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현대위아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회사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힘을 모을 때 회사는 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여러분들과 제가 힘

진리는 항상 옛 성현들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하나의 사업이 한 데 모여 현대위아를

이끄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입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성하는 힘이 됩니다.

위기에 놓인 우리 회사는 바로 지금이 변화해야 하는

그 때마다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어려움을 헤쳐 나
갔고, 그 결과 기계와 자동차부품 사업에서 대한민국

한 데 모여 있습니다.
‘세류(細流)’처럼 각지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참석해주신 노동조합 손성환 지회장과 임직원 여러분

않은 경영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

우리 회사는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
작기계·자동차부품·방위사업 등 매우 다른 사업이

직원들을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조그마한 흙도 마다하지 않고, 큰 바다와 강은 작은 물
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성장을

져 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명예회장님은 빈대의 이러한
안녕하십니까.

사마천의 사기에는 ‘태산불사토양 하해불택세류(泰山

2018년 1월 11일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

고 서로 아낄 때라야 가능합니다. 현장은 현장 나름의,

고여 있다면 그 물은 언젠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의

사무실은 사무실 나름의 애로가 있습니다. 이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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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준비운동

나부터 알기

처음 운동을 운동답게 배웠던 건 8살 때로 기억한다.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그저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스케이트를 신게 됐

‘올해는 재도약에 성공해 성장의 역사를 쓰겠다’고 외친다

는데 무엇보다 코치가 꽤나 무서웠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고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 3

나야 ‘취미반’ 수준이어서 별 일이 없었지만, ‘선수반’ 형

년 동안의 역성장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성공하기 위한 가

누나들은 스케이트 날을 보호하는 고무로 얻어맞기 일쑤

장 중요한 준비운동은 현실 직시일 것이다. 손자병법의

였다.

저 유명한 필승법인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

스케이트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이 있으니 바로 준비운동

勝)에서도 ‘나를 아는 것’이 상대를 아는 것과 동일하게 중

이다. 코치는 선배들을 패던 그 고무몽둥이(?)를 살랑살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그저 ‘올해는 재도약에 성공해 성장의 역사를 쓰겠다’고 외친다고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의 역성장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운동은 현실 직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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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같다.

랑 흔들며 혹독하게 준비운동을 시켰다. 수업 시간 중에

실제 우리 회사의 실적은 지난 한해 곤두박질 쳤다.

빙판에 올라와있는 시간과 빙판 아래에서 준비운동 시간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전년(2016년) 동기보다

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다.

76.4% 감소한 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어닝쇼크’라고 불

이후 운동을 다시 제대로 시작한 건 20살이 되어서였

릴 정도로 낮은 실적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

다. 종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어린 시절 스케이트를 배

는 중이다. 2015년 1월 9일 주당 19만4500원이던 주가는

운 덕인지 금세 곧잘 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작년 9월 15일 5만9100원까

는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할 수준이 되었는데, 그

지 떨어졌다.

때 느낀 건 결국 준비운동의 중요성이었다. 마음만 앞세

우리의 실적 악화는 현대차그룹의 부진과 무관하지 않

워 스케이트에 오르는 날은 금세 지쳤고, 근육도 쉽게 뭉

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시선도 나빠지

쳤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충분한 준비운동’이 마라톤을

는 중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

완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동력이라는 점은 부정할

(S&P)는 2016년 9월 8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S&P는 전망을 바꾸며 “현대·기아차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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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과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몇 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12
개월 안에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은 다를까
문제는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의 경영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다. 중국에서 사드 후폭풍
이 사그라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이어지는 중이다. 다소 나아졌다는 지난
해 10월 판매량도 전년보다는 11% 줄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 그
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내년 중국 시장이 2000년 이후 처음 역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미국 역시 올해 예상 판매량이 1698만대 수준으로 2017년 1728만대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현대차그룹 역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픽업트럭
의 부재로 단기간에 점유율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2018년 대외환경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
다.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계사업 역시 전체적 업황 악화로 실적 개
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관련사 300여개 노조는 직접 자동차 판촉활동에 나섰고, 임금 인상은 최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자제했다. 물론 노조가 무조건 회사 경영을 위해 양보만을 한 것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고용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해야 한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이길 힘을 기
르는 것이 유일한 답일 테다. 자동차업계에서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도요타는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둔 덕에 도요타는 지난 2014년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최초로 1000만대 판
매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었다.

교본이 된다.
2017년 판매대수 1000만대를 돌파하며 옛 명성을 완벽히 되찾은 도요타 자동차그룹의 상태가 언
제나 좋았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 품질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도요타는 한 동안 역
성장의 늪에 빠져있었다. 2009년 이후 도요타는 2년 연속 무려 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극복한 건 도요타의 ‘상생’과 ‘협력’이다. 도요타는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는 본게임에 들어가
기 전 준비운동을 누구보다 제대로 했다. 회사가 위기에 닥치자 도요타 노사는 ‘위기극복’이라는 구호

우리의 준비운동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앞서 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과중한 작업을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가고 싶다고 다짜고짜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2018년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막연히 들리지만 오히려
답은 단순한데 있다. 현대위아의 전 임직원이 재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더
먼 장기적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것 등이다.
물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생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다. 도요타의 사례는 그저 사례에 불과하고,
내겐 눈앞에 이득이 더욱 중요한 게 상식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한 번쯤은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재도약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를 말이다. 새해를 시작하
는 첫 달인만큼, 스스로 이정도 준비운동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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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너리 스토리

SUV 전성기를 책임질 바로 그 부품,
PTU를 만나다

고 그 이후로 30년이 넘도록 우리 회사 매출의 한 축을 든든히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파트의 최근 가장 효자는 무엇일까. 단순 실적만 보면야 엔진이나 모듈이겠지만, 최근 가장 떠오르는 제품은 바로
‘PTU(부변속기)’다. 전륜구동 자동차를 4륜구동으로 바꿔 주는 PTU는 1983년 생산을 시작, 최근 누적생산 600만대를 돌파한
효자 중의 효자라고 할 수 있다.

한 ‘백색가전’이 수십 년 동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금 삼성전자의 효자는 누가 뭐라 해도 ‘반도

이번 달 머시너리 스토리는 바로 이 PTU를 개발한 구동설계팀의 이상훈·김지홍 책임연구원을 만나봤다.

체’일 것이고, 롯데는 ‘유통업’이 그룹의 중심을 붙들고 있었다.

김지홍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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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역시 ‘효자’가 몇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사업은 바로 공작기계. 1983년 국내 최초로 머시닝센터를 개발했

어느 정도 ‘구력’이 있는 회사라면 효자제품이 있기 마련이다.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구동설계팀

WE'RE Looking

구동설계팀

이상훈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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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TU라고 하면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떤 부품인가요
이상훈 책임연구원 싼타페나 쏘렌토, 투싼처럼 전륜 구동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에서 나온 출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구동부품입니다.
김지홍 책임연구원 쉽게는 2륜 구동인 자동차를 눈길 등의 험로 탈출에 도
움이 되는 4륜 구동으로 바꾸는 부품이고, 기술적으로는 ‘하이포이드 기어’
라는 베벨기어를 탑재해 앞 바퀴로만 가는 동력을 90도 꺾어 뒤로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Q. 우리 회사의 PTU가 탑재된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지홍 PTU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축 타입, 2축 타입,
옵셋 타입이 있습니다. 차량의 특성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 양산 중인
현대·기아자동차의 전 4륜 구동 SUV에는 저희 PTU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이상훈 현대·기아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또 중국 자동차 메이커에도
최근 일부 양산이 적용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PTU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글로벌 메이커들의 차량에 저희 PTU가 탑재될
것 같습니다.

Q. 아주 오랜 기간 PTU를 만들어왔는데,
우리만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상훈 벤치마킹을 해보면 경쟁 회사의 PTU보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 NVH

Q.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발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Noise, Vibration, Harshness)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최근에는 연
비 개선을 위한 제품들도 개발 중이고요.

김지홍 새로 PTU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전 모델과 확보된 공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한적 공간에서 배치를 제

김지홍 개발 초기에는 내구성 강화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운전자들이

대로 해야 했고, 케이스 설계는 충분한 강도로 해야 했습니다. 윤활성능도 확보해야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떠한 험로를 다니더라도,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는 PTU를 만드는 것이 1차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입니다.

적 목표였죠. 강성이 어느 정도 만족 된 이후로는 NVH와 함께 연비에 상당히

이상훈 저 역시 비슷한데요, 정해진 조건이 있고 그 상황에 어떤 식으로도 맞춰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꽤 우수한 연비 효율을 보여주는 PTU를 개발

결국 구조를 이리저리 개선해보고, 사이즈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몇 날 며칠 그것만 고민하고 그래서 해결

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책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훈 이전의 PTU와 비교하면 지금의 제품은 약 20% 정도 다이어트에 성
공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경량화이기도 하고, 무게가
가벼워지면 연비 상승에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실제 자동차 총 공인

Q. 향후 어떤 PTU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연비로 봐서는 저희 제품을 보면 약 0.5% 가량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연비를 봐서야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품 하나로 줄 수 있는

이상훈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극 검토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PTU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김지홍 저도 비슷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트렌드도 잘 쫓아서 모든 글로벌 완성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PTU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겠죠?(웃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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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는 올해도 다양한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프로그램을 운
영하며, 세계적 자동차 신기술 트렌드의 선도 메이커로서 자리매
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현대위아 임직원들의 눈부신 활약

자동차 R&D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현대차그룹 학술대회'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 2017년 학술대회에서 우리 회사는 모듈설계팀 연구원들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컨셉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2관왕에 올랐다.

Q. 그룹 학술대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셨나요?

자부심을 가지고 한뜻으로 모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민 연구 주제 선정부터 논문 심사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이수경 책임연구원 ‘승용차용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액슬 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다 보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에 두려

발 (IDA, Integrated Drive Axle)’이라는 주제로 그룹장려상을

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집념과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

수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휠허브와 등속조인트를 일체화하

로는 실패도 하고,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는 기술로 차량 경량화와 주행 성능 개선 뿐 아니라 원가 절감

결국 그 과정들이 쌓여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닐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 회

까요? 또한 이번 논문은 ‘관점의 전환’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

사에서 개발한 고성능 차량용 IDA를 일반 승용차에도 적용할

다. 우리 개발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관점,

수 있도록 베어링 구조를 최적화시킨 것이 이번 논문의 핵심

소비자의 관점 등 다양한 시선에서 접근을 시도했죠. 종종 답

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안나오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이상민 책임연구원 ‘인휠 모터 일체형 CTBA를 적용한 차량

렇게 접근 방법을 달리하면 해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의 구동 진동 개선’이라는 주제로 그룹우수상을 수상했습니
다. 인휠시스템은 모터와 감속기를 포함한 구동 부품들이 휠
내부에 위치하여 좌우 휠을 직접 구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Q : 2018년 계획이 있다면?

데요, 구동 모터의 진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증한 것
이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인휠시스템은 모터와 감

이수경 향후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 다양한 성

속기를 샤시에 일체화 한 것이 특징인데요, 원가 경쟁력을 강

능 검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실차 평

화한 것은 물론이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며 승차감이 향상되

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는 2020년 양

어 궁극적으로 차량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을 목표로 준비하는 TFT가 신설되었는데요, 연구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모듈설계팀

이상민 예상되는 문제점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개선

모듈설계팀

이상민

Q: 수상을 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책임연구원

이수경
책임연구원

해야만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올해는 시스템의 내구성 확인을 위해 인휠시스템이 탑재된 시

이수경 하하나의 연구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웍은 물

험차 운행을 반복하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

론이고, 설계·해석·평가 등 유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

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입수하고 작은 문제점부터 보완해

여가 필수적입니다. 담당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 되지

나가며 완벽한 기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이죠. 각자가 맡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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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당 신 이
불
곳

열 정 을

태

우

은

어

는
디

?

지 현 사원 / 소재영업팀

안국준 대리 / 기계품질보증팀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곳은
'강릉 원조 초당순두부집' 이다.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락'이다.

WE'RE Looking

WE'RE Thinking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창원 안민동 합주실에서 락스피릿을 불태웁
2년전 겨울 강릉여행을 하며 처음 초당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원래

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 피곤함이 몰려오고 누워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국 찌개를 막론하고 항상 청양고추와 후

TV나 보며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합주실에서 지르는 샤우팅'을 놓

추를 아낌없이 뿌려먹는 편인데, 하얀 순두부를 한 입 먹는 순간 부

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한 주를 열정있

드럽고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어떠한 조미료도 넣지 않고

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릇 째로 비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면 초당순두부의 그 따뜻하고 깔끔한 맛이 떠

갈 때마다 줄서서 먹어야 하지만 꼭 다시 찾게 되는 맛집, 몸이 녹초가
되어도 가면 생기를 되찾게 되는 장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말게
되는 나만의 취미. 하나쯤은 있으시죠?
'시작'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달, 1월. 새로운 시작은 늘 열정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열정의 시작, 1월에 가장 어울리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것(thing), 맛(food),
곳(place)" 추천을 들어봅시다!

올라, 강릉으로 가서 순두부 한 그릇과 함께 추위와 피로를 풀어주
고 싶습니다.

김정민 사원 / 공작기계영업지원팀

박종훈 연구원 / 공작기계연구지원팀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뮤지컬'이다.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곳은 '공간지원'이다.

뮤지컬 공연을 보고 온 날이면 관련 영상을 찾아보느라 밤을 지새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적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감탄하고, 공연장에선 배우들과 함께

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공간지원'이 바로 그곳! 이곳은 평일

울고 웃으면서 감정의 깊이가 달라짐을 느끼는 것이 뮤지컬의 묘미

에는 사진 스튜디오로 운영되지만 매주 일요일에는 기타강좌가 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뮤지컬의 매력은 매 공연마다 느끼

리고 맥주를 곁들여 노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힘들 때

형정우 사원 / 법무팀

김형섭 연구원 / 기계해석팀

박승욱 사원 / 공작품질보증팀

는 새로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같은 뮤지컬도 두세번씩 보러

이곳을 찾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면

내가 애정하는 곳은 '동피랑'이다.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닭볶음탕'이다.

내가 열정을 불태우는 곳은
'상남시장 굴조개잔치' 이다.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위아 사우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문화생

어느덧 밤이 깊어지곤 합니다. 힘든 일주일을 마무리하며 삶의 활

활로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풍족한 신년이 되길 바랍니다!

력을 불어넣어 주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

신선한 제철 해산물 요리를 안주 삼아서 술을

어려서부터 닭볶음탕을 매우 좋아했고 먹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우

곁들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허름한 인테리어

순간 이 세상 모든 고뇌와 스트레스가 해소되

리 팀은 겨울철 회식 때 2차로 이 곳에 즐겨

덕분에 몇 번 가지 않아도 자주 가던 단골집

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성인이 된 후, 닭볶

갑니다. 주로 1차에 먹은 고기의 느끼함이 싹

이라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정겨운 사람들과

음탕에 소주 한잔은 제 인생의 엔돌핀이 되었

내려갈 만큼 얼큰한 국물은 땡초가 들어가 더

맛있는 제철 요리 그리고 다소 왁자지껄한 분

습니다. 특히, 안양 관양동에 있는 "큰 손"이

시원합니다. 소주한잔이 절로 들어가는 맛이

위기 속에서 함께 웃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려

란 맛집은 겨울철 얼어붙은 가슴까지도 녹여

죠. 추운 겨울에 더욱 제격인 우리팀의 맛집

합니다.

주는 맛입니다!

을 현대위아 사우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동피랑'은 상수역에 위치한 선술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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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당신은
'급식체'를 아시나요?

Q

WE'RE Looking

WE'RE Thinking

방금 푸신 문제에서 어느 영역을
더 수월하게 푸셨나요?

떡국 한 그릇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14%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는 같이 먹어가는데도 어째 젊은 세대와 점

42%

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린 자녀 또는 조카나 어린 동생들과
얘기하다보면 한두번은 분명 한국말 같은데 의미가 와닿지 않는, 생

급식체

둘다 모르겠다

아재체

42%

소한 말들을 접합니다. 이처럼 세대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주로 쓰는 '언어'일텐데요. 실제로 작년 실시한 '아재'
관련 사내 설문조사에서 '언제 아재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가'에 대
한 최상위 답변이 '어린 후배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였습니다.

Q

최근에는 10대가 쓰는 급식체뿐만 아니라 4-50대 중년의 어투로

당신은 문항과 같은 급식체 대화를 일상에서
얼마나 접하나요?
3%

1. 나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불리는 '아재체', '줌마체',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직딩체' 등 연령별,
세대별 특정 언어문화를 칭하는 ~체가 사회적으로도 유행하고 있

3. 한달에 3~4번, 들을 때마다 생소하다.

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어투가 가장 익숙하신가요? 먼저 아래 문제

10%

4. 생전 처음 듣고 대화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를 함께 풀어보실까요?

5. 기타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68명
설문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7년 12월 26일

[급식체 영역]

Q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3)번

철수 : 어제 축구 봤냐? 완전 핵개꿀잼.
영희 : 대한민국 우승! 오나전 띵경기!
철수 : 이동국이 결숭골 넣은 거 실화냐?
영희 : 이동국 오나전 지리구요.오지구요.
EPL 재진출 해야 하는 그런(ⓐ)?
철수 : ㅇㅈ, ㄱㅇㅈ! ㄹㅇ 유럽 진출(ⓑ)!
준표 : ⓒㅇㄱㄹㅇㅃㅂㅋㅌㅂㅂㅂㄱ!

민수 : 오늘 식사는 에스에스 제이비 어때?
명훈 : 네??
민수 : ⓐ( )말이야~
명훈 : 아아.. 네.
민수 : 그나저나 내가 무지 웃긴 얘기를 들어서 말야..
자네 혹시 영화배우 ⓑ( ) 아는가?
명훈 : 네? 네. 그런데요?
민수 : 하루는 ⓑ( )가 앞차를 향해 '빵빵' 경적을
울렸는데, 화가 난 앞차 운전자가 내려서
한 말이 뭔지 알아?
명훈 : ?
민수 : 야! 네 차두 기어!! 큭큭큭큭

1. ⓐ,ⓑ에 적절한 급식체 단어를 고르시오.
① ⓐ용 ⓑ노
② ⓐ거야? ⓑ고고씽
③ ⓐ부분 ⓑ각
④ ⓐ상황 ⓑ행
⑤ ⓐ각 ⓑ고

3.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순서대로)
① 삼선짜장 - 박보검
② 평양냉면 -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③ 신선로 - 리처드 기어
④ 평양냉면 - 정우성
⑤ 삼선짬뽕 - 리차드 기어

2.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고르시오.
① 명약관화(明若觀火)
② 박장대소(拍掌大笑)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거자일소(去者日疏)
⑤ 다다익선(多多益善)
20

21%

2%

최근 들어 유행어, 신조어 중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에바참치
커엽다

반모 핵꿀잼
최애 지린다

[아재체 영역]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2)번

64%

2. 일주일에 3~4번, 자주 듣지만 내가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뤠잇

명존쌔
오지구요 지리구요 각 낄끼빠빠
파바로티 인정 각~!? 인죠오오오오옹옹 이거레알

Q

나 때의 최고 유행어, 신박했던 신조어는
이것이였다!

나는 봉이야~
도깨비어 깹짱

동의? 어 보감!

ㅇㅈ

실화냐

핵노잼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안습 했삼
당근 말밥
막장 듣보잡 OTL
낄끼빠빠
따봉 킹왕짱 쩐다 이빨 무두절
삥, 뽀리깐다 안습 지못미 고고씽

Q

10대의 급식체 말고도 아재체, 줌마체, 급여체 등
~체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재미있고 트렌디한 문화이다.

❻

2%

❶

25%

❺

2. 그동안의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9%

3. 특정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4. 오히려 특정세대를 분리해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❷

5. 우리말 파괴나 남을 비하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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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❸

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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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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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임직원들의 1% 기적,
DREAM CAR 전달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6일 창원 본사에서 ‘2017년 하반기 DREAM CAR전달식’을 열고 전국 각지의 복지기관에 차량 총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전국 사업장 지역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에 전달
2013년 첫 시작 이후 차량 「총 55대」 기증해

2013년 첫 시작 이후
차량 총 55대 기증해

우리 회사는 ‘DREAM CAR’로 마련한 차량 10

우리 회사 'DREAM CAR'의 차량 구입비는 전

대를 경남 창원시·충남 서산시·광주광역

액 직원들이 직접 월급을 조금씩 모으는 '1%기

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평택시·경기도

적'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했는데요, ‘1% 기적’

의왕시·울산광역시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씩을 매달 모아 지

의 복지시설에 기증했습니다.

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회사의 대

복지기관은 각 지역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현

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재 운영 중인 차량이 없거나, 교체시점이 다가

통해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특징

오는 곳으로 선정했는데요, 의왕 지역의 ‘의왕

을 살려 지난 2013년부터 이날까지 총 55대의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지역 내 모든

차량을 기증해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DREAM

복지시설과 연계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마

CAR’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

땅한 차량이 없어 복지 프로그램 진행에 큰 불

발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프트카 2대를

계획입니다. 행사를 기획한 홍보팀 관계자는

창원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지역 이웃들에게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탄 상태로 복지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기쁘다”며 “회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록 했습니다.

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행동
하는 현대위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W

울산_북구종합사회복지관

광주_도담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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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inking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돈으로 전국 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현대위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현대위아 드림카’

전국 사업장 지역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에 전달

WE'RE Looking

평택_평안밀알센터

안산_초지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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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사장 취임식 거행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 시상

지난 11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김경
배 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1990년 현대그
룹에 입사한 김경배 사장는 현대정공, 현
대자동차 글로벌전략실을 거쳐 현대글로
비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우리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경배 사장는 취임사에서
"현대위아가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임하게 되어 감사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힌
후, ▲ 새로운 시각과 마인드로 모든 업무
에 임할 것 ▲ 구성원, 조직간 열린 자세로

현대자동차그룹 주관 ‘2017년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우리 회사 M/C설계
팀의 이인수 책임연구원이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고급형 금형
가속기 개발을 통한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주제로 변화와 발전에 혁신적으
로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인수 책임연구원은 우리 회사의 5축 금형 가공기인
‘XF6300’의 개발과정에 참가,국내 연구소와 유럽연구센터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
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룹핵심가치인 ‘글로벌 지향’을 실천함으로써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매년 하반기 진행하는 본 시상식은 지난해부
터 규모와 훈격이 대폭 상향되었고, 우리 회사도 우수 성과 사례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자체평가 및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Kim Kyung Bae inaugurated as new CEO of HYUNADI WIA
HYUNDAI WIA held an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new CEO, Kim Kyungbae. After joining Hyundai Motor Group in 1990, he worked for Hyundai Precision
Industry which is currently named HYUNADI MOBIS. He also worked for Hyundai
Motors Global Strategy Office and served as a leader of HYUNDAI GLOVIS and
moved to HYUNADI WIA currently. At the ceremony, Kim Kyung-bae the CEO
expressed his opinion that "I am very pleased and also feel a heavy responsibility to
work at HYUNDAI WIA which is preparing for re-leap to open a new era.” continue
saying, “I hope all the members could work with a new perspective and mind and
hope every members could work with an open mind.”

'Change and Innovation Leaders' Award
Lee In-su who is in charge of the HYUNDAI WIA M/C design team won the grand
prize in the individual category of "2017 Change and Innovation Leaders Award"
sponsored by Hyundai Motor Group. Mr. Lee was recognized for his innovative
contributions to change and development under the theme of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machine tools through developing high-speed machining center
for Die & Mold.’ He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XF6300', a fiveaxis mold processing machine tool of HYUNDAI WIA, and played a key role in leading
domestic and Europe R&D center. Through this process, Mr. Lee has been highly
valued for achieving outstanding work performance by practicing 'Globality’ which
is the core value of Hyundai Motor Group. Meanwhile, the award ceremony is being
held in the second half of every year, and HYUNDAI WIA is evaluating and running
it’s own award system to promote best practices and cases.

‘17년 연말 우수 소그룹 발표회 개최
정년 퇴직자 위안회 시행
오랜 시간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46명의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정년을 맞아 회
사를 떠났다. 우리 회사는 퇴직을 맞이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앞날을 축
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창원호텔에서 정년 퇴직자 위안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
에서는 정년 퇴직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이 전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퇴직 직원
은 "30여 년간의 직장생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현대
위아와 후배들의 건승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Farewell Party for the Retirees
46 employee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for the company development
have retired last month. To thank their devotion and bless their future, HYUNDAI
WIA held a farewell party for the members at Changwon Hotel and delivered
commemorative plaques and souvenirs were to the retirees.
A retired employee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said,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after working more than 30 years in HYUNDAI WIA. I will always
support the company as my heart’s tru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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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 혁신을 위한 ‘2017년 연말
우수 소그룹 발표회’를 열었다. 주요 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총 7개 팀
이 우수 소그룹으로 선정되어 현장 혁신활동을 소개, 발표했다. 이날 대상은 모듈생산2
부의 소그룹 ‘디딤돌’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6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소그룹 활동은 개선 테마별로 나뉘어 팀을 구성, 자발적으로 현장 개선을 추진
하는 활동이다. 직원들이 직접 사내 곳곳에 산재한 문제를 찾아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으로, 우리 회사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 Year End Small Group Presentation
On Dec 12th, HYUNDAI WIA held a small group improvement activity awards
ceremony at the headquarter in Changwon.
A small group is an organizational activity with members who voluntarily
attends the group to improve and innovate the business work fields.
A total of 7 teams were selected as excellent small groups, and introduced and
announced on-site innovation activities. On this day, the 'Stepping Stone', the
group of Module Production team won the grand prize and the remaining 6 teams
won the excellence prize.
As the members take the lead in finding problems that are happening
throughout the company it has becom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improving
the compan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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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고객사 대상 비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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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사업계획 발표회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북중미 고객사를 방문해 비포 서비

지난 12월 1일, 산동법인은 일조 해경화원호텔에서 사업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지난

스’를 시행했다. 올해 멕시코시티의 강도 7.1 지진과 미국 텍사스주 허리케인으로 인해

한 해 사업목표 달성현황 분석을 통해 2018년 사업계획은 '품질회사 만들기'로 확정하

우리 고객사들도 생산 일정 차질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였다. 산동법인을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지만 임직원들의 노력

이에 우리 회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미주 3개사, 멕시코 7개사 등을 즉각

과 재도약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는 "새해에는

방문해 고객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서비스 물품 지급, 장비 정상 가동을 위한 보전 작업

품질개선에 있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임직원들이 더욱 더 일치단결

및 고객사 문의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여 함께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B/S(Before Service) for customers in North and Central America

山东法人成功举办2017年度事业计划发表会

From Nov 6th to Dec 2nd, HYUNDAI WIA visited customers in North and South
America and implemented the before service.

12月1日，公司在日照海景花园大酒店召开了2017年度公司事业计划发表会。
通过客观分析2017年度公司各项的目标完成情况，确定了“打造品质公司”为

Due to the 7.1 strong earthquakes in Mexico City and the hurricane in Texas

2018年度公司发展的主题。回顾形势严峻的2017年，公司在大家团结一致的努力

which happened last year, customers suffered financial and psychological

下，取得了不错的成绩。展望2018年，市场风云变幻，我们更要团结一心，破釜

damage due to delays in delivery and problems at production schedule.

沉舟。文相鎬总经理在做年度总结发表时向大家提出以不断提高自身来完成事业

After the natural disaster, HYUNDAI WIA immediately visited three America

计划目标的要求。一定要强化管理，打造核心竞争力。

companies and seven Mexico companies suffering from damage and listened to
the customers' troubles, provided services for inquiries along with conservation
work for normal operation.

차량부품 협력사 우수사례 교류회 시행

산동법인 신입사원 환영식 개최

우리회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차량부품 협력사 레벨업 우수

지난 12월 14일, 링하이 호텔에서 2017년도 산동법인 신입사원 환영식이 열렸다. 산

사례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품질본부, 구매본부 임직원들을 비롯해 167개의

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를 비롯하여 한국 주재원, 현채인 부서장, 그리고 신입사원 101명

차량부품 부문 협력사가 참석했다.

이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입사원 대표는 입사 결의문을 낭독하며 신입사

교류회에서는 품질 레벨업을 위한 협력사들의 활동실적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우

원의 패기와 굳은 다짐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어 문상호 전무는 격려사를 통해 “현

수사례 발표를 통해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또, IATF16949 규격전환 및 현장 품질관리

대위아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에게 환영과 축하를 표한다”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이 배

의 중요성,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이해와 추진전략에 대한 강의를 통해 현재 이슈에 대

워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격려했다. 신입사원들은 장기자랑, 현채인 부서장들

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은 사자춤 공연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Automobile Parts Suppliers hold an Excellent Case Exchange
Meeting

山东法人2017新入社员欢迎典礼
12月14日，2017年度新入社员欢迎典礼在凌海大酒店3楼隆重举行。以法人长文

On December 11, the suppliers of automobile parts held an exchange meeting

相鎬为首的驻在员，各现采人部署长、科长及101位新入社员参加了本次活动。活

of excellent cases to level up the products. At the event, the head of quality and

动首先由新入社员代表决议文朗读，接着文相鎬专务代表公司对新入社员的加入表

procurement division, and 167 suppliers of automobile parts have attended the

示热烈的欢迎，并提出了殷切的期望。随后，典礼进入了唱歌、舞狮的文艺表演环

meeting.

节，现场洋溢着一片欢乐祥和。晚宴中，新入社员们很快就进入到状态，频频举杯

The members shared their annual performance, plans for the future, and
also shared the best practices. In addition, IATF16949 standard conversion, and

与前辈及领导交流，脸上洋溢着满满的自豪和满足。相信有各位新入社员的加入，
山东现代威亚定能创造更加美好的明天！

the importance of on-site quality control, understanding of smart factories and
strategies were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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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신입사원 환경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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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크리스마스 파티 개최

지난 12월 17일 강소법인 신입사원 멘토, 멘티 44명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보호

멕시코법인은 지난 12월 8일 생산직을 대상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를 시행했다.

활동을 실시했다. 멘토와 멘티는 2인 1조로 팀을 꾸려, 봉황호수 주변과 녹지대에 널린

멕시코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전통적인 연례행사로, 연말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쓰레기들을 정리했다.

열린다. 이 날은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포상도

이번 활동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회사 소속감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통해 멘토와 멘
티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회사 문화

실시하였다. 또한 직원 댄스파티 등 친목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멕시코법인은 앞으로
도 다양한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만족도 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를 더 잘 이해하고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Holding a Christmas Party in HYUNDA WIA Mexico

江苏法人来展师徒制公益活动

HYUNDAI WIA MEXICO held a Christmas party on December 8th. In Mexico,

12月17日，江苏法人组织新入社员进行了一次师徒制公益活动，本次活动共有

Christmas is a traditional annual event, which people celebrate every end of

新入社员师徒22对参加。本次活动的主题是“美湖使者”，在风景优美的凤凰湖

the year. During the event, the company gave awards for those who achieved

景区，进行环境保护活动。师徒合作沿着绿化带捡起了垃圾大家通过团队分工，

excellent results during the year and also had a dancing party for socializing

利用清理工具把废弃塑料瓶等垃圾全部打捞上来。

with the members. HYUNDAI WIA MEXICO will an corporations will continue

本次活动是2017年上半季新入社员实行的第一次师徒活动，不但使新入社员
找到了归属感，更快地了解了企业文化，融入组织，同时保护了凤凰湖的生态环

to make efforts to increase employee satisfaction through various employee
welfare programs.

境。参加本次活动的新入社员小王说道：“第一次参加这类活动，作为新员工感
到非常荣幸。”

강소법인 안전 시각화 관리 추진
지난 12월 19일, 강소법인은 전 임직원이 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안전관리
를 철저히 강화하기 위한 이중예방 매커니즘과 안전 시각화 관리 활동을 개최했다. 이
날 소주시 안전 감찰국과 관리층, 봉황진 안전 관리 담당자 총 10명이 강소법인을 방문
했다. 사업장 견학 후, 봉황진 서단운 진장은 “현대위아는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
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며,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위험요소를 즉
시 개선해야 안전생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소법인은 특히 겨울철 화재예

인도법인 사업계획 달성 워크숍 시행
인도법인은 지난 12월 15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전략 및 달성보고 워크숍
을 시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들은 수익성 목표달성을 위한 현지화 및 생산성 향
상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의 품질현황 반성을 기반으로 신년 품질
목표에 결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개선계획 보고도 진행했다. 같은 달 21일에
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해 사업계획과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한
편,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열어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방을 강조하며 이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2018 Business Plan Workshop held in HYUNDAI WIA INDIA

江苏法人推进安全可视化管理

shared each departmental strategies. Through the workshop, employees took

为紧跟政府政策，做好全社安全管理工作，工厂积极展开了双重预防机制建设
和工厂安全可视化管理活动。12月19日，苏州吴中区安监局和凤凰镇安全管理责
任人对我们工厂进行了参观。
参观结束后，凤凰镇副镇长徐丹芸说，一定要提高思想认识，落实企业主体责
任，切实做好安全监管，确保隐患及时整改到位，岁末年初加强安全生产工作，
宣传冬季安全生产知识，企业要强化事故处理能力。

28

On December 15, HYUNDAI WIA INDIA held ‘2018 Business Plan Workshop’ and
time to develop localiza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profitability goals.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quality status of 2017, the members resolved to
achieve the new year quality improvement goal and reported the plans.
In the same month, HYUNDAI WIA INDIA plant invited the suppliers and shared
business plans in long term vision, and by opening up the award ceremony of the
excellent suppliers the members strengthen trus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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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ation 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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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

KF6700B
최첨단 수직형 머시닝센터

다시 한 번 가자!

공작기계 기대작

● 테이블 사이즈 (L×W) : 1,500×670 mm

TOP5

● 주축 최대회전수 : 8,000 [12,000] rpm
● 이송거리 (X/Y/Z) : 1,300/670/635 mm

TOP 3

XH6300
수평형 머시닝센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위아 공작기계는 지난

● 파렛트 사이즈 (L×W) : 2-630×630 mm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

● 주축 최대회전수 : 10,000 [16,000] rpm

았다. 유럽연구센터 주관으로 탄생한 고성능 5축 가공기는

● 이송거리 (X/Y/Z) : 1,050/900/1,000 mm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었다. 우리의 기술로 스마트팩토리용 자체 CNC 콘트롤러인
HYUNDAI-iTRO L+을 만들고, 공작기계 3D 프린팅 기능을
더해 국내 공작기계 업체 최초로 3D프린터 시장에 도전하는

TOP 4

한편 고성능 공작기계를 연이어 개발하며 글로벌 공작기계

XF6300

메이커로 도약한 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톱 메이커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5축가공 수직형 머시닝센터

있는 우리 회사의 공작기계는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테이블 사이즈 (L×H) : Ø630×400
● 주축 최대회전수 : 15,000 [24,000] [40,000] rpm
● 이송거리 (X/Y/Z) : 650/600/500 mm

TOP 1

TOP 5

HD2600/3100

KF4600

중절삭 CNC 터닝센터

수직형 머시닝센터
● 테이블 사이즈 (L×W) : 1,050×460 mm

●최대가공경 : Ø460 | Ø500

● 주축 최대회전수 : 8,000 (β) [10,000 (β)]
[8,000] [12,000] [15,000] rpm

●주축 최대회전수 : 3,500 | 2,800 [2,800] rpm
●이송거리 (X/Z) : 265/680 | 265/830 mm

30

● 이송거리 (X/Y/Z) : 900/460/5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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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월

장애인복지관
목욕의자 지원

2월

39명

기적을 만드는 손길,
현대위아 1%기적

5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선풍기 지원

3월

저소득 아동
책가방 지원

저소득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3차)

128명

6월

221세대

저소득 노인 쌀
기증

60명

WE'RE Thinking

미혼모시설 영유아
키트 지원

125명

7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4월

WE'RE Looking

3개소

8월

미혼모가정 젖병
소독기 지원

221세대

120세대

201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창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복지기관 약 400개소와 아동, 노인,
장애인, 미혼모 등 각 층의 어려운 이웃 약 3,800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된 모
금액은 무려 32억원! 매달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

9월

장애인복지관 급식
환경 개선 사업 지원

10월

11월

저소득 아동
패딩 지원

한부모 가정 생필품
및 겨울이불 지원

12월

저소득 노인
전기장판 지원

니다. 임직원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에 올해 2017년은 많은 외부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더 특
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1% 기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입니다.

4개소

누계모금액

원

누계집행금

원

참여인원

명

나눌수록 2배, 3배 되는 행복

128명

200세대

현대위아 임직원, 아동복지인상 수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겨울 이불 및 생필품 지원

지난해 12월 19일,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한 '제2

지난 12월 20일, 1%기적은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회 올해의 아동복지인상'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가 지역 내 아동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호 서비스 제공 및 아동복지 향상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

보낼 수 있도록 '겨울 극세사 이불 및 생필품' 1,800만원 상당

아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시지역아동센터

을 기부했습니다. 최근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큰 어려움을

및 연합회 관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회사 임직원

겪고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들을 대표해 조우성 총무실장, 등속생산부 이현효 기장 등이 참

꼭 필요한 물건도 제대로 구매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한부모 가

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정에게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달 노사 임직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1% 기적 협의회'를 운영해 기부물품과 대
상처를 협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물품, 기금과 함께, 따
뜻한 온정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의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따
뜻한 사랑을 전달해주세요. '현대위아 1%기적'을 통해 나눔 문화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
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도 더욱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문의사항 055-280-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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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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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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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그랜저

GRANDEUR

1세대 그랜저

2세대 뉴그랜저

'역사의 시작' 1세대 그랜저
'그랜저(GRANDEUR)'라는 이름은 '웅장, 위엄, 위대함'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1986년 7월 등장하며 본격적인 국내 대형차 시장의 포문을 연 1세대
그랜저는 'L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본 미쓰비시와 공동 개발한 모델
이다. 당시 1세대 그랜저의 디자인은 현대차가, 설계는 미쓰비시가 맡았다.
1세대 그랜저는 당시 첨단 기술이었던 전자 제어 연료 분사 방식의 MPI
(Multi Point Injection) 엔진을 장착한 최고급 모델로, 최대출력 120마
력·최대시속 162㎞/h의 힘을 뽐냈다.
1세대 그랜저의 별칭은 '각그랜저'. 이는 직선이 강조된 강인한 이미지의
디자인 덕이다.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1세대 그랜저는 대기업 최고경영자
(CEO)뿐 아니라 정부 관료는 물론 뒷골목 형님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
다. 이는 그랜저를 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2000/2400/3000cc급 모델로 구성돼 당시 국내 대형
승용차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총 9만2571대가 판매, 역사의 첫 페이지
를 열었다.

'진정한 대형 세단' 2세대 뉴 그랜저
2018 그랜저 하이브리드

각 그랜저의 선풍적인 인기를 뒤로 하고 또 다른 그랜저가 세상에 나왔
다. 1992년 9월 출시된 2세대 모델 뉴 그랜저는 1세대 각그랜저와 달리 곡
선미를 살렸다. 유럽풍의 다이내믹 스타일과 중후한 이미지는 대한민국 상
30여년을 넘게 달려온 자동차가 있다. 한 때는 부(富)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전 연령에
서 사랑받는 '국민차'가 된 그랜저가 그 주인공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동차들이 시장
에 나오지만 오래도록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자동차는 그리 많지 않다. 자동차 역

류층의 눈을 사로잡았다.
더욱이 뉴 그랜저는 당시 국내 시판된 차종 중 가장 큰 차체와 실내 공간

시 하나의 제품이다보니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을 갖고 있었다. 5m에 육박하는 차체 길이(4980mm)는 진정한 대형 세단

198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서른살을 넘어 6세대 모델에 이르기까지 그랜저 역시 수많

이 무엇인지를 알게했다. 특히 뉴 그랜저는 능동형 안전장치(TCS), ECM

은 차들과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변신을 거듭하면서도 그랜저는 꾸준히 자신

룸미러, 차체제어시스템(ECS)등의 첨단장비를 장착했으며 국산차로는 최

만의 DNA를 구축,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의 반열에 올라섰다.

초로 에어백을 장착했다. 뉴 그랜저는 2000/2400/3000/3500cc급 모델
로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공략에 나서 총 16만4927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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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대 그랜저 IG

륨감의 조화, 고급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이미지 구현을

'이젠 국민차' 6세대 그랜저 IG

통해 ‘웅장하면서도 진보적인 스타일’로 완성됐다.
1998년 10월 세상에 나온 3세대 그랜저 XG는 새로

2005년 5월 출시된 4세대 그랜저 TG는 ‘견고한 안락

전 모델에 6단 자동변속기를 기본 장착한 신형 그랜

2016년 11월 출시된 신형 그랜저 IG는 사전계약 첫날

개발된 196마력 시그마 3.0 V6 DOHC 엔진을 장착해

함’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나왔다. 독자 기술로 개발

저는 최고 출력 270마력의 람다 II 3.0 GDI 엔진, 최고

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첫날에만 총 1만5973대가 계약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국내 최초로 수동 겸용 5단

한 고성능 람다 및 뮤 엔진을 얹었다. 첨단 안전 및 편

출력 201마력의 세타Ⅱ 2.4 GDI 엔진도 적용해 강력한

돼 2009년 YF쏘나타가 기록했던 1만 827대를 제치고

H매틱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차원 높은 드라이빙 성능

의사양 등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갖춰 국내 자동차 시장

동력 및 주행 성능을 갖췄다.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한 것.

을 제공했다.

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그랜저 TG는

신형 그랜저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VDC), 샤시 통합

공식 출시 이후에도 그랜저 IG는 승승장구했다. 2017

그랜저 XG와 기존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포티한

2005년 12월 1만236대가 팔리며 그랜저 역사상 첫 월

제어 시스템(VSM),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와,

년 한 해 누적 판매는 13만대를 넘어서며 한국에서 가장

디자인이다. 도어 섀시를 없애고 개방적인 하드탑 스타

1만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그랜저 TG 모델은 이후 두

급제동 경보 시스템(ESS), 9 에어백 시스템 등 첨단 안

많이 팔린 모델이 되며 국민차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역

일을 적용해 세련미를 강조했다.

차례(2009년 5월 1만642대, 2009년 6월 1만1156대) 더

전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대 그랜저 시리즈 중 최대 판매 실적인 동시에 국내 판

월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켰다. 또한 국내 최초로 최첨단 주행 편의 시스템인 ‘어

매량 10만 대를 돌파한 유일한 차다. 2016년 12월부터

특히 그랜저 TG는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6단

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을 적용했으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판매 1만 대 돌파’라는 대기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 여기에 버튼 시동장치, 블루투

전자 파킹 브레이크(EPB),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등

록도 달성했다. 이는 기존 YF쏘나타가 세웠던 7개월 연

스 핸즈프리,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등 프리미엄 세단에

경쟁 차종을 압도하는 한층 진보된 첨단 편의사양을 갖

속 판매 1만 대 기록을 8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걸맞은 상품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췄다.

더욱이 그랜저 XG는 쏘나타EF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 개발됐다. 미쓰비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
어난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랜저XG는 그랜저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알렸다. 대
한민국 부유층들을 더 이상 뒷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

세대를 거치면서 진보를 거듭한 그랜저는 그랜저 IG

닌 직접 운전대로 자리를 옮기게 한 것이다. 바로 '오너

2400/2700/3300cc급 모델로 라인업을 갖춘 그랜

특히 운전석·동승석 전동 시트, 듀얼 풀오토 에어컨,

이후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드리븐(Owner Driven)'의 시작. 고급차를 타고 싶지만

저 TG는 출시 이후 2011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총 40만

전·후석 열선시트,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의 편

있다. 이는 캐스케이딩 그릴로 새롭게 시작된 현대차의

상사의 눈치를 보던 샐러리맨, 강남 사모님들 역시 그랜

6798대가 판매됐다.

의사양 및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트리코트)

디자인 DNA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디젤, LPG 등 다

내장재, 웰컴 시스템, 후석 다기능 암레스트 등의 고급

양한 파워트레인을 보유하며 소비자층을 넓혔기 때문이

사양들을 대거 기본 적용해 고객의 감성을 배려하는 동

다. 자율주행을 위한 지능형 기술패키지인 '현대 스마트

시에 그랜저의 명성에 차별화된 품격까지 더했다.

센스'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저XG를 통해 그랜저의 참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랜저 XG는 2000/2500/3000cc급 모델로 운영됐으
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현대차의 이미

'첫 10만대 클럽' 5세대 그랜저 HG

그랜저 HG는 그랜저 역사상 첫 연간 판매 10만대

실제로 그랜저 IG 구매층의 절반 가까이(43%)는

5세대 그랜저 HG는 3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

(2011년 10만7584대) 클럽에 오르기도 했다. 2011년 출

3040세대가 차지했다. 이는 5세대 모델인 그랜저 HG

4500여억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웅장한 활공’을 의미

시후 2016년 10월까지 국내시장에서 총 50만6202대가

에 비해 6%P 증가한 수준이다. 20대 구매 비율도 5%를

하는 ‘그랜드 글라이드(Grand Glide)’를 콘셉트로 디자

판매됐다.

넘어가고 있다. 여성의 선호도도 높아졌다. 그랜저 IG

지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랜저 XG는 출시 이후 국
내에서 총 31만1251대가 판매됐다.

의 여성 구매비율은 23%에 달한다. W

인 된 신형 그랜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과 풍부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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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무술년 트렌드
선견지명(先見之明)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 과학기술을 비롯해 국가의 정책도 끊
임없이 변하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상의 트
렌드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 대처하는 것이 선견지명일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
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더 핵심이다.

01 2010년 2원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현재 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불과 2원에 불과하던 무형의 데이터의 가격이 지금은 약
2000만원까지 치솟으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
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비트코인의 거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핵심적인 기술

이렇게 되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 ‘나’의 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나’의 뒤에

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보안성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

거래한 거래자들의 블록과 ‘나’의 거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

기 때문이다.

유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할 경우 앞선 블록들을 모두 해킹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시간이 블록의 생성주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해 거래에 참여한 개개인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나’이전에 거래한 모든 거래내용은 ‘나’의 블록에 저장되는 것이다. ‘나’의 거래내용은 내 후발 거래자의 블록

기인 10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양자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물론 방패가 견고하다면 더욱 강력한 창이 나오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안정성

에 저장된다.

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비트코인 해킹에 대한 문제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해킹문제이지 비트코인 자체의 해킹은 성공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지 단순히
튤립버블과 같은 투기적인 무형의 재산이 될지에 대한 의견은 세계 곳곳에서 분분하다. CME(미국 시카고 상품거래
소)에 상장되며 제도권에 일차적인 안착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마도 2018년 새해에는 비트코인 전반에 대한 논의와 정부정책의 결과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다. 비트코인에 대
한 투자가 현명한 투자였을지 투기였을지 살펴보는 것도 2018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선견지명이 될 수 있
02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이라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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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무선통신이 발달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처리하기보
다는 메신저를 통해, 메일을 통해 업무 내용을 주고 받는다.
온라인의 발달은 정말 간편하고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다. 이제는 5G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세계 30개 글로벌 IT업체들은
5G에 대한 신규무선접속기술에 대한 규격논의를 마치고 풀
03
04

스케일 개발에도 착수하기 시작했다.
내년은 5G 개발의 원년이 될 예정이다. 5G는 1GB의 용량
을 10초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통신속도를 자랑하는
데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LTE(4G)속도보다 약 280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자율주행, 증강
현실, IoT 등 수많은 분야에 획기적인 힘을 불어넣어줄 예정
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많은 분야에 있
어서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07

비대면(언택트) 기술
소비자 입장에서도 직접 점포를 방문해서 구매를 해야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이자 등에 있어 유인 은행에 비해 혜
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
여진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한 이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와 어플리케이션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 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채용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무인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서비스 산업과 요식업 산업에도 그 확장이 빠르게 확
산될 예정이다. 특히 연내 인건비 상승과 아르바이트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스트푸드 시장도 대부분 무인화 작업
03 5G의 상용화는 세상을 바꾸는 핵심축이
되리라 예상된다.
04 온라인 은행이 런칭됨과 동시에 기존 은행의
임원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한다.
05 맥도날드를 비롯하여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무인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06 미국을 비롯한 중국에서는 무인편의점이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 중국의 빙고박스도 그 중 한 업체이다.
07 네이버 라인 캐릭터들을 이용한 인공지능스피커.
기계들과 대화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 진행되고 있다. 꼭 필요한 점포 근무직원을 제외하고 주
문을 받는 캐셔 등을 무인주문화 하는 추세이다.
패스트푸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24시간을 운영해야하는 편
의점들도 비대면결제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24시간동안
지출해야하는 인건비보다 점포를 무인화하여 운영하는 방법
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무인으로 영업하는
무인 점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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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미래를 읽다

2015년 바둑계에 데뷔하며 우리나라 이세돌 9단을 쓰러

미래를 읽는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트린 알파고가 2017년, 커제까지 굴복시키고 잠정 은퇴를

온라인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가까운 미래 정

선언하였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도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곳곳에

실생활에도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누구든 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작년 하반기에는 네이버(LG와 협업), 카카오(삼성과 협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들을 잘 수합해서 어떻게 가공하

업), 구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이슈가 되

느냐는 개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재

고 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성능이 인공지능이라고 불리

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료를 통해 내년을 상상해 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이에 따라 LG유플

는 것은 아주 쉽다.

러스에서는 IoT 기능을 강화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별

나는 그러한 상상력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고 생각

발매할 예정이 있으며 2018년에 그 시장규모가 대폭 확

한다. 상상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호기심은 당신이

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SM과 YG등의 대형엔터테인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니 말이

먼트사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람의 힘으

다. 호기심이 생겼다면 당장 핸드폰을 들어 키워드를 검

로는 따라갈 수 없는 끊임없는 트렌드변화에 대해 도움을

색해보라! 당신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세상을 바라볼

얻을 예정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감성지능을

수 있는 좋은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이다.W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업
계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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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열심히

산다고

‘근자감’ 가득한 남자

행복해지나요

바넘은 낙관적이고 자신만만한 인물이다.

“눈을 감으면 볼 수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1880년대 초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어둠을 지나고 문을 지나고

초반부에 양복점 아들인 그는 귀족의 딸과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을 지나지만

사랑에 빠지고 신분의 벽을 넘어 결혼에 이

집처럼 느껴져”

우리 삶에서 거의 모든 일의 시작은 어

른다. 이 장면이 한 편의 완결된 러브스토리

제나 그제도, 내일이나 모레도 아닌 바로

로 5분 남짓 사이에 빠르게 펼쳐지는데(애틋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모두 미

지금부터다. 상투적이라 해도 이렇게 말

할 것 같은 주인공들의 사랑이야기가 너무

친 소리라고 말할 테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뭐야, 이제 무슨 이야

아. 그래 날 미쳤다고 해. 우리는 우리가 설

직해 보인다. 시작이 이미 지나버렸고 우

기를 하려는 거지?’ 싶었다) 이때 어린 바넘

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어”라는 가사.

리가 그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이라면 지금

과 성인 바넘이 이어 부르는 ‘어 밀리언 드림

이야기가 위기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바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제한된 선택

스(A Million Dreams)’는 그가 세상(삶)을

넘은 내내 꿈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선택의 폭이 너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넘의 극중 성격

모습은 몽상가를 넘어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

무 좁으면 자포자기하는 경우마저 생긴

을 정의하는 동시에 영화의 주제 의식을 드

이나 허풍쟁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상

러내는 이 노래 ‘백만 가지 꿈’은 이렇게 시작

상의 나래를 펴는 데 그치지 않고 황당·무

된다.

모한 사업 구상을 불도저처럼 추진해 나간

다. ‘더 이상 안 돼’라거나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이런 때는 ‘도전이나 행복
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것’이라는 염세주

다. 뭐든 미루는 법 없이 생각한 건 당장 실

의와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시작이 훗날의 일이라면 어떤
가. 희망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바람은
직 시간이 남았음에 안도하며 게을러진
다. ‘도전이나 행복은 내일부터’라는 식으
로 미루자면 내일이 오늘이 된 때에도 그
‘내일이었던 오늘’은 그저 다른 내일을 앞
둔 오늘로 대체될 뿐이다. ‘내일’은 우리의
외면(기약 없는 보류)으로 인해 영영 다가
오지 않는 상상의 시간으로만 머무는 경
우가 많다. 그러니까 삶이 과거에 발목 잡
히거나 미래에 저당 잡히고 나면 오늘의
우리는 주체적이기 어렵다.

최근 개봉한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실존 인물이기도 했던 ‘위대한 쇼맨’인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휴 잭맨)은 어느

바넘은 그렇게 내일을 쫓으며 매순간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다 잘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잘된다.

대개가 막연한 것이고 지금의 우리는 아

쪽인가 하면 오늘(바로 지금)을 내일(꿈)에 올인하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하고 미래에 막연히 기대지도 않고 주도
적으로 오늘을 산다. 화려한 영상과 드라마틱한 음악에 파묻혀 얼떨떨하게 그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보게 된다. 오늘
을 정열적으로 살수록 오늘의 가치를 잊게 되는 아이러니를. 공허한 질주라고 할까. <위대한 쇼맨>을 한 해의 첫 이야깃거리로
삼은 건 그 지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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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옮긴다. 바넘은 그렇게 내일을 쫓으며 매순
간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다 잘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잘된다. 승리의 여신
이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장난을 칠지언정 어쨌거나
그의 손을 들어주기라도 하듯이.

질주의 끝은 어디인가
잘되기만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불편하다. 실
제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은 자주 노력
과 열망을 배반하거나 무시한다. 그래서 잘되기만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

하는 이야기는 또 불안하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어디선가 추락할 것 같은 직감이 든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다. 승승장구
하던 바넘에게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들이닥친다. 재산과 명예, 사랑과
친구를 모두 잃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

바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비극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여기

을 통해 되새긴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성공하려

부터다. 우리는 비극이 극복될 것인지, 극복된다

고 했던 바넘은 성공 그 자체에 집착하고 방향을

면 어떤 식으로 극복될 것인지 지켜보게 된다. <

잃었다. 그런 그의 질주는 종착역이 없는 것이었

위대한 쇼맨>은 비극의 극복 여부나 그 과정으로

다. 영화에 의역된 가사를 인용하면 바넘은 “지금

주목할 만한 영화는 아니다. 이야기는 애초의 단

부터는 환호와 갈채에 눈멀지 않고 내일로 미룬

순한 설정만큼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한다. 이때 ‘내

흐른다. 그럼에도 내가 이 영화를 이번 이야깃거

일로 미룬 일’이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바넘은 “지금부터는 환호와 갈채에 눈멀지 않고 내일로 미룬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한다.

WE'RE Talking

리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 대목에서다. 바
넘은 비극 이후 부르는 노래 ‘프롬 나우 온(From

오늘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Now On·지금부터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하루의 의미는 그날을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무언가에 얼마나 열중했는지 같은 것으로 채워지
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출발 이후에도 무엇을 위

“반짝이던 빛이 사라지고 벽들이 무너질 때

해 달려가는지 모르거나 처음의 목표를 잊게 되면

한 남자는 자신에게 누가 남아 있는지 알게 되네

그 성실한 질주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다. 내일의

그 후에는 남겨진 잔해들만이

무언가를 위해 그저 달리기만 하는 오늘이라면 그

진정한 것일 수 있어 … 수년 동안

하루는 내일에 담보로 내준 시간일 뿐이다. 그 내

그들의 환호를 쫓아 미친 듯이

일은 대체로 모호한 것인 데다 그날이 반드시 온

속도를 냈지만 멈춰 서서

다는 보장도 없다. 기약 없는 보상을 위해 희생을

여기서 당신을 보니

강요받는 시대에 올해는 모두가 ‘오늘’이 좀 더 즐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기억나네”

거웠으면 한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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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 여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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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딱딱한 공업도시로
알려진 창원
알고 보니
바다와 시와 예술의 고장

지금의 창원시는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가 통합하여 만든 도시다. 인구수만 보면 전국 9대 도시에 들어간다. 창
원은 딱딱한 공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창원은 문학의 고장이다. 이원수의 시(詩) ‘고향의 봄’에 나오는 울긋불긋
꽃대궐은 천주산 진달래 꽃밭을 말하고, 이은상 시조 ‘가고파’는 마산 앞바다를 그리며 지은 노래다. 시인 김달진, 천상병의
족적도 곳곳에 널려있다 .
창원의 바다는 아기자기한 섬이 보석같이 박혀 있다. 바다가 만으로 깊게 파고들어 처음 보는 이들은 바다인지 호수인지 헛
갈릴 정도다. 4월 진해 ‘군항제’야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벚꽃축제지만, 케이팝월드페스티벌, 가고파 국화
축제 등도 새로운 창원을 잘 보여주는 문화축제다.

01 야경이 아름다운 콰이강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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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치로드의 매력은 길지도 짧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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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않은 거리에, 바다를 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안선 쪽 둘레길은 동네
아낙들이 굴이나 조개를 캐는 호미질 소리

저도에는 비치로 말고 명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저도로

가 들릴 정도로 바다와 가깝고, 용두산은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 저도연육교다. 저도연육교는 두 개

비록 200미터를 간신히 넘는 낮은 산이지

의 다리로 되어있다. 하얀색 다리는 자동차전용, 빨간색 다

만 바다에서부터 시작되는 산인지라 제법

리는 보행자 전용이다. 이 빨간색 철제다리가 주인공이다.

숨이 차오른다. 용두산 능선을 따라 부드럽

일명 ‘콰이강의 다리’다. 모양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게 흘러내린 길은 예쁜 벽화가 인상적인 하

붙잡힌 영국군 포로들이 콰이강에 건설한 다리와 비슷해

포마을에서 끝이 난다.

‘콰이강의 다리’란 별명을 얻었다. 1987년 의창군 시절에
건설한 길이 182m, 폭 3m 규모의 철제교량이다.

길지 않은 해안둘레길에 전망대가 4개나
있다. 전망대에 서면 구산면 앞바다는 물론

최근 다리 바닥 콘크리트 일부를 걷어내고 80m 길이로

거제도와 고성군도 눈에 보인다. 차를 타면

투명유리를 깔아 ‘바다 위를 걷는 다리’가 되면서 핫플레이

한참을 가야할 거제와 고성이 바로 눈앞이

스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7년 3월 개장하여 6개월 만에

다. 이것도 재밌고 신기하다. 시야를 막는

6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

장애물 없이 남해안의 섬들이 올망졸망 모

이는 13.5m 정도, 제법 심장이 쫄깃쫄깃 한다.
저도 인근에는 해양드라마세트장이 있다. TV드라마 ‘김

여 그림 같은 풍경을 펼쳐낸다.
02 해안선을 따라 바다풍경을 즐기며 둘레길을 둘러볼수 있다.

수로’를 비롯해 ‘근초고왕’, ‘계백’ 등 20여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찍었다. 실제 바다 위에 띄워진 배들에서 둥둥~
진격의 북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트레킹 하고 시간이 남
았다면 들러보는 것도 좋다.
가는 등산로도 냈다. 1km 거리에 나무데크길을 새로
깔아 끊어져 있던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새로 냈
다. 섬을 껴안듯이 둥글게 만들어 놓은 비치로드를

창원의 보석 같은 바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명소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남해의 풍경을 보면, 시

가 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저도. 생김새가

인 이은상이 그 파랗고 잔잔한 고향 바다를 왜 그리

돼지를 닮았다하여 저도(猪島)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

도 가고파 했는지 알 수 있다.

다. 남북 길이 1천750m, 동서 너비 1천500m다. 이
조그마한 섬에는 다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자동차

저도 비치로는 1코스(3.7km), 2코스(4.65km), 3코
스(6.35km)다.

전용, 하나는 도보 전용. 차를 타든, 걸어가든 자유

1코스는 해안선을 따라 걷는 구간, 2코스는 해안선

롭게 드나들 수 있어 뭍이나 마찬가지다. 창원시내에

과 산길, 3코스는 용두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다. 코

서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이 지역 사람들에겐 주

스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면 가능한데, 3구

말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간 모두 대체로 완만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이 섬에는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못지않게 가

03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바다보며 산도 타니...
참좋다 ‘저도 비치로드’

큰 부담이 없다.

슴을 탁 트이게 하는 ‘걷기 좋은 길’이 있다. 해안선

3개 코스 모두 출발점은 저도 하포마을 공영주차장

을 따라 나무데크를 깔고 새 길을 내어 둘레길을 만

이다. 주자장에 차를 세운 뒤 비치로드 입구까지 채

들었다. 섬 한가운데에 있는 해발202m 용두산으로

1분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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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예술촌과
가고파 꼬부랑길
창동은 뒷골목은 창원이 담은 예술의 혼을 느끼게 해준다. 쇠
퇴해 가던 도시 뒷골목에 예술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골목구석
구석에 다양한 벽화와 체험거리로 인적이 끊이지 않는다.
창동 예술촌은 3.15대로에서 창동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
터 시작한다. 간이 카페와 옷가게 사이 골목입구에 창동예술촌
은 알리는 이정표가 있다. 이곳에서부터 약 100m에 걸쳐 예술
촌이 펼쳐진다. 벽화와 아기자기한 가게 구경에 지루할 틈이 없
다. 마산 출신이라면 한번쯤은 가봤다는 학문당 서점과 고려당
빵집이 인상적이다.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은, 성호동 달동네 452m 골목길을
벽화로 다듬었다. 좁디좁은 골목이지만 어디서나 마산항을 한눈
에 볼 수 있다. 창원의 주요 풍경과 바다, 갈매기, 고깃배 등을
형형색색의 벽화로 재현했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컷이 될 것이다.
꼬부랑길 아래에는 옛 임항선(臨港線) 철길이 남아 있다. 주택
가 골목길을 지나는 철로다. 2011년 폐선하여 지금은 주민들이

04
05

08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

04 창동 상상길은 2015한국관광공사 글로벌캠페인 만들어져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라고 한다.
05 창원 시립 마산 문학관은 창원 문학의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문학 공간이다.

창원시립마산문학관

06 창동예술촌은 문신예술골목, 마산예술흔적골목, 에꼴드창동
골목의 3가지 테마로 즐길 수 있다.
07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은 마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산 합포구는 한국 근대문학의 산실이다. 문학 여행은 ‘창원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완공되었다.
08 산뜻하고 예쁜 벽화와 이색 포토존을 구경하며 걸을 수 있어

시립마산문학관’에서 시작한다. 문학관은 시조 시인 이은상이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산책하던 노비산 언덕에 있다. 이은상의 호 ‘노산’도 이 산 이름
에서 빌러왔다.
문학관에서 내려다보면 ‘가고파’에서 노래한 마산의 파란 바닷
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옛날 노산이 바라보던 풍경과는 많이 다

인기 먹거리 / 굴구이

르겠지만, 그래도 푸른 바닷물만은 그대로가 아닐까 싶다.
마산 합포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

저도가 속한 구산면 일대는 청정해역이라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하다. 도로
를 따라 횟집이 즐비하다. 또 저도는 굴 생산지로도 이름이 높다. 늦가을에서

인들이 피난와 머무른 곳이다.
전시관에는 시인의 친필 원고도 볼 수 있다. 김춘수, 천상병
등이 친필로 꾹꾹 눌러쓴 200자 원고지를 보니 마치 시가 살아
있는 듯하다. W

이듬해 봄까지 굴 구이 인기다. 주말만 되면 도로 옆 굴 구이 집마다 인산인해
를 이룬다. 번호표를 받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갓 캔 싱싱한 생굴을 드럼
통을 개조해 만든 구이판에 올려 가리비, 새우 등과 함께 구워먹는다. 짭조름
하고 구수한 바다냄새가 별미 중에 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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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엽서 이외에도 다양한 사보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1.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썼으며,
"앞서 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작가의 이름은?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2. 2018년 공작기계 기대작 TOP5 중
수평형 머시닝센터의 기종명은?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온누리 상품권
박창만 / 특수생산부

1. 9월 2. 최성하

한마음상 (2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이상훈 / 구동설계팀
이수경 / 모듈설계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이인수 / M/C설계팀
김지홍 / 구동설계팀
이상민 / 모듈설계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엽서를 보내는 게 귀찮고 불편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엽서를
이용해보세요!
<현대위아 사보>는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와 자원 낭비를 덜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 보내는 법 : 카메라로 엽서의 앞뒷면을 촬영한 후 담당자 앞(ryul@hyundai-wia.com) 으로 보낸다!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