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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세요"
현대위아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슬로건은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현대위아의 방향성과 자신감을 담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기술로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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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친구의 시작,
대단함의 시작

WE'RE Talking

WE'RE 대화의 기술

최근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선진국 청소년이 착해졌다’는 것. 영국
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월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소위 ‘잘 사는’ 청소년의 음주, 흡연,
싸움, 성경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의 경우 청소년이 처음 술을 마시는 연령이 1998년 14.4
세에서 최근 16.1세로 늦어졌고, 두 번 이상 술을 마셔봤다고 답한 영국 15세
청소년의 비중도 2001년 50%대 후반에서 2014년 20%대 후반으로 대폭 하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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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작가 레베카 웨스트도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한 적이 있다.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 데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분명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매번 몇 시간에 걸쳐 이야

‘사귐의 어려움’이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와서

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나

사귄 친구보다 가깝기 마련이고, 대학 시절의 친구가 직

이가 들면 이 과정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

장에서의 동료보다 밀접한건 당연지사다.

려워진다. 나이가 든 만큼 머리가 굵어졌고, 그만큼 고

친구를 사귀는 대명제는 ‘나눔’에 있다. 철학자 플라

려해야할 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일 터다. ‘이 얘기는 괜

연구 결과에서 또 놀라운 건 청소년들이 착해진 이유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톤은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고 표현했다. 나눈다는

히 자랑처럼 들릴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라는 점이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데 쓰

것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텐데’라는 식의 고민이 풍선처

는 시간은 1965년 하루 평균 41분에 불과했지만, 2012년 88분으로 늘어났다.

생각들 즉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나눌 때 비로소 친

럼 커지고 결국 입을 다물게 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구가 될 수 있을 터다.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문을 닫는 꼭 그만큼 상대방의 문도 닫힌다.

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가 착실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줬고, 아이들도 다행히 부모와 많은 시간
을 보냈다. 부모야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노력했을 터
다. 그러니 아이들이 착해질 수밖에.

나의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를

사실 진짜로 놀라운 건 다음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부모와 보내는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대명제’를 지키지 못하기

시간이 많아졌을까’.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에 대한 답을 ‘인터넷의 발달로 대면

때문일 것이다.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외활동에 그만큼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무엇
보다 이 조사의 백미는 “요즘 10대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한다.”는 코멘트였
다. 온라인에만 익숙해져 실생활에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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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함이 대단함을 이룰 때
지난 2월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뜨겁게 울기도, 또 웃기도 했다. 그리고 때론 선수들의 아쉬운 모습에 분노하기
도 했다.
우리가 선수들의 모습의 기대했던 것은 정직한 노력이자 희생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는 외적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고, 다가가지 못했고, 결과는 아
쉬움으로 돌아왔다. 반면 남자 팀추월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가장 맏형이자, 실력이 좋은 형은 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본인이
먼저 나서 희생하며 팀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다. 동생들은 형을 믿고 뒤에서 이를 악물
고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그 결과 빙판보다도 더 빛나는 은빛 메달을 목에 걸 수 있
었다.
2주 내내 단연 화제였던 여자 컬링은 그야말로 소통과 화합의 경기였다. 함께 하는
팀원 모두를 의심 없이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경기, 그리고 그것의 조화로 값진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 대통령은 축전에서 “평범한 소녀가 평범한 친구를 만나 대단한
일을 이뤘다”며 축하했다.

회사와 직원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다.

지표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우리의 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범한 회사를 만나 대단한 일을

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세계 생산량은 2.3% 늘었

이뤄가는 것. 서로를 완전히 드러내고, 서로를 믿고 이야기한다면 이뤄갈 수 있을 것이

지만, 우리나라는 7.2% 줄어들었다. 또 중국시장에서

다. 그건 분명 친구를 사귀는 길이자, 대단한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W

모든 관계는 유기적이다. 결코 일방으로 흐르지 않

우리는 판매량이 50% 이하로 줄어든 반면, 중국 로컬

는다. 예측도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정

업체의 판매는 2014년 575만대에서 2016년 858만대

도를 계산기 위 숫자로 치환하려 하지만, 어디 세상이

로 대폭 늘어났다.

그렇던가. 애면글면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삶에서

그룹사 의존도가 높은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에 매

관계는 이렇게도 얽히고 저렇게도 설킨다. 그런 중에

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

우리가 더 많은 친구와 더 많은 나의 편을 얻는 유일

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대위아는 현대·기

한 길은 나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아차의 원가 절감에 취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

왔다”며 “현대·기아차의 중국 전략이 바뀌면서 현대

사는 회사대로 회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

위아 수익성을 놓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줘야 한다. 모든 일처리는 투명해야 하고, 직원들이

내다봤다.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를 둘러싼 상황을 정확히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역시 “우리나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회사의 경영상황을 제

자동차산업이 지난 2년간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쳐두면 나와 회사와의 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며 “2018년도 회복세로 전환

가지 못한다.

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와 환율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 2018년의 경영 상황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

적 지원을 비롯해 국제 경쟁력이 부담이 되는 노사관

다. 2014년부터 들어선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에

계 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꼬집기까지 했

왔지만, 아직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이는

다.
6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자료제공 : BreakNews)

여자 컬링 (자료제공 :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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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엔진 누적생산
500만대 돌파

- 2월 8일, ‘엔진 500만대 양산 기념식’ 개최
- 쏘나타와 K5 등에 장착되는 누우 엔진 양산

우리 회사 산동법인의 엔진 누적생산량이 5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산동법인은 지난달 8일 중국 산동성 일조시에 위치한 산동법인 엔진 공장에서 ‘엔진 500만대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와 중국 정부 인사, 임직원이 대
거 참석했습니다. 산동법인이 엔진 누적 양산 500만대를 돌파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중국 내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생산의 첨병인 산동법인은 엔진 생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중입니
다. 2007년 이후 2008년 알파엔진 10만대 생산을 달성했고, 2009년부터 감마엔진 양산을 시작해
이듬해 10만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우리 그룹의 베스트셀러인 쏘나타와 K5 등에 장착되는 누우 엔진 양산을 시작해 2011년 엔
진 누적생산 100만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엔진 생산을 확대해 2013년 6월
200만대를 돌파했고, 2014년 11월에는 누적 생산량이 3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산동법인의 이날 행사는 생산2부의 전화리 부장의 생산경과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문상호 법
인장과 산동성 개발구 서기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500만번 째 엔진에 대한 헌화와 기념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엔진 양산 500만대를 돌파할 동안 크게 기여한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
됐습니다. 각 부문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20명의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또 함
께 고생한 전 직원들을 위한 기념품도 지급됐습니다.
산동법인은 지속적인 투자와 영업 활동으로 엔진 생산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문상호 법인장
은 “직원들의 빈틈 없는 생산·품질관리로 엔진 누적생산 500만대 돌파라는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노력해서 1000만대, 1억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
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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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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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는 단지 덧셈에 있지 않다. 때로 완벽한 협업은 곱절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법! 이 말을 알아서일까?
제품당 총 다섯 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는 주물생산부는 더 안전한 환경, 더 완벽한 품질을 지키기 위한 노하우로
라인 별 ‘협업’을 꼽는다. 각자의 할 일이 있지만,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최선은 될지언정 최고는 되지 못한다고

행동으로 말하는
솔선수범 리더들

말한다. 창원 5공장 주물 생산부의 소통 3인방을 만나보았다.

창원 5공장의
소통 3인방을 만나다.

Q. 소개 부탁합니다
안문병 주임 창원 5공장 주조 A동에서 근무하는 주임과 조장 2명입니다. 저는 현장 라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국진 조장 조장들은 각자의 라인을 맡아 현장 일을 보면서 조장을 맡고 있고 저는 주조1반 김국진 조장입니다.
정인섭 조장 주조 2반 정인섭 조장입니다.

Q. 주물생산부는 어떤 일을 하며, 업무 특성상 고충은 없나요
안 주물생산부는 제품 별로 용해, 사처리, 조형, 주입, 후처리 5개 공정을 거쳐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차 디스크
를 생산하고 있는데, 5공장에 있는 라인 별로 공정은 같지만 제품이 다 다르거든요. 주물은 쇠끼리 마주치는 작업이다 보
니 소음이 원체 심한데 현장 안에서 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소음 없이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공간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더욱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Q. 주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안 주물은 공정 모두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을 최우선, 품질을 우선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을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현장 직원들은 언제나 부상이나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업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
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공유로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Q. 세 사람이 모인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럼요. 언제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만큼 합이 아주 잘맞습니다. 김국진 조장
같은 경우는 제가 97년 입사해 주물에 온 이후 19년간 함께하고 있어요.
김 현장에 있으면 주임부터 반장, 조장, 반원까지 한번에 소통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우리 라인이야 안 주임이 워낙 소
통에 신경을 쓰고 또 노력하니까 의사 전달이 잘 되는 편이긴 합니다(웃음). 그래도 항상 서로서로 도우며 일해야 합니다.
조장, 주임일수록 더 소통할 일이 많고요.

Q. 본인만의 소통 노하우가 있다면
안 행동의 힘을 믿습니다. 팀원들과 업무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 단지 말로 지시를 내리기보다 행동으로 직접 보여줍니
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잔소리밖에 안되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해야 할 일을 직접 보인 후 말로 설명하면 효율
성이 더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저의 노하우는 말보다 행동! 입니다.
조장

조장

주임

김국진

정인섭

안문병

김 묵묵히, 내가 더 한다 생각하고 일합니다. 해야 할 일 있으면 먼저 합니다. 내가 많이 했는데 이걸 안 했다 하지 말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한다 생각하면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정 일 외에도 사원들이랑 관심사 맞는 소재로 편하게 얘기하면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일상 생활에서 친목을 쌓으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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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업의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안 함께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부분은 불량률 감소
입니다. 2016년 7%였던 불량률을 부서 팀원들과 “개선하자!” 해서 의기투합
한 적이 있어요. 2017년에는 불량률이 5.4%로 감소해 무려 1년새에 1.45%
를 낮췄습니다. 라인 별로 4~5개씩을 개선할 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불량률 감소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다같이 모여 나눈 품질 논의였습
니다. 5공장은 근무 시작 전인 오전 7시30분 품질확보실에 모여서 자체적
으로 품질 개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도 아니고,
강제 참석도 아닌데 주 3회 정도 하면 현장 직원 90% 이상이 참석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주물에 온지 꽤 오래 됐는데, 15년 넘게 대부분
의 직원이 참석하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 생긴다, 불량 발생한다’는 식의 품
질관련 얘기를 나누면 참석자 모두 귀담아 듣고 발벗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 기계가 고장 날 때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협업이 필수죠. 본인
라인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현장 사람들이 다 붙어서 바로 조치하고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Q. 그런 적극적인 협업의 비결이 뭘까요
김 그만큼 애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웃음).
안 사원이든, 조장이든, 반장이든 서로서로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Q. 서로의 장점을 칭찬한다면
안 김국진 조장은 일터를 떠나서 나이가 더 많은 인생선배로서 따끔한 조
언을 많이 해줍니다. 가끔씩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도 있을 만큼 말이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 정인섭 조장은 무던하고 조용한 완벽주의자입니다. 또 이름이 인섭인
만큼 인성이 좋아요. 정 조장이 맡은 2라인은 본인이 솔선수범하다 보니, 서
로 같이 하려고 하죠.
정 안 주임은 필요한 게 있으면 흘려 넘기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니 아래에서 많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팀과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안 한 마디로 ‘공동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순간에 떠오
르는 동료.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는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어
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면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문제가 있을

WHAT’s NEXT?
사내 사원장터 게시판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1톤 트럭 중고차 구매합니다” 글을 기억하시나요?
셀프로 미니하우스를 지어 신혼생활을 꾸린 우리

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동료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계 고장 안 나고 가동률 좋고 품질도 좋은 팀. 이런 팀이 되려면은 각
자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W

12

회사 손웅희 연구원의 이야기인데요. 트럭 급구사
연 그 이후! 다음 호 W people에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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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공작기계 100대 일괄수주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스플로’와 100대 일괄 계약
- 경제형 선반 E200A, 수직형 머시닝센터 KF4600 납품
- 신제품 대규모 출시로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 나서

02

우리 회사가 대규모 공작기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KF4600은 우선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해 주축을 완성했습니다. 기

우리 회사 경기지점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배관부품 제조업체 ‘아스플로’

존 기종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소음 진동 발열 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지보

와 공작기계 100대 수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체들이 대거 모인 경기도

수 또한 기존 모델보다 간편합니다. 또한 동급 최고수준의 공구교환 시간도

화성 지역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을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스플로는 이 기계로 베트

KF4600의 장점입니다. KF4600은 F400과 비교해 교환시간을 0.4초 가량 줄

남공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 생산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스플로에 납품하기로 한 공작기계는 E200A 96대와 KF4600 4대입니다.

우리 회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동시에 뛰어난 성능을 갖춘 덕

E200A는 경제형 선반 모델로 높은 성능과 함께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제품입니다. 일체형 베

에 이번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경쟁사의 모델이 지지를 받던

드구조를 채택해 강성을 높였고, 경제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분당 36m의 빠른 이동속도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대거 수주를 따낸 것도 우리 회사의 기술력 덕분이라

특징입니다. 또 주축대를 좌우대칭 일체형 구조 베이스로 만들었고 단열판으로 열을 차단해

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연속해 운전을 하더라도 높은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공작기계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E200A와 함께 판매 된 KF4600은 국내외에서 3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우리 회사의 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는 오는 4월까지 수직형 머시닝

표 수직형 머시닝센터 F400시리즈의 후속 기종입니다. KF4600은 최적의 구조해석으로 가공

센터 KF-B시리즈 5종과 수평형 선반 HD시리즈 8종 등 총 13종의 공작기계

안정성을 대폭 높였고, 넓은 작업공간으로 작업 편의성 또한 확보했습니다.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우리 회사가 공작기계 시장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기술
력을 인정받으며 더욱 선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W

E200A
K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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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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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를 지나다가 여느 카페와 다른 싱

요즘은 길게, 먼 곳으로 가는 여행뿐 아니라 일

현대위아 사우들이 즐기는

‘작은 여행’

그럽고 푸르른 느낌에 처음 가보게 되

상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새로움도 여행이라 정의

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들꽃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의 카페 탐방,

만드시는 분이라, 가게 곳곳마다 예쁜

한적한 공원 산책, 손맛이 깃든 소박한 맛집 등

꽃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쿠

일상에서 눈 여겨 보지 않던 사소한 공간들을 새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과 잔잔함

롭게 발견할 때 작은 여행이라 하는데요.

이 깃든 물왕저수지 카페 ‘소풍'은 때론 지

큰 돈이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퇴근 후나

친 제 마음을 달래줄 안식처이자 휴식처가

현대위아 사보를 받아보시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각 사업장 주변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위주로 상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주말 반나절 동안에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소

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맛있는 베이

소한 즐거움이 큰 장점이겠죠? 현대위아 사우들

커리 그리고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는 행복

참여방법

은 작은 여행을 어떻게 즐길까요?

① 메일로 추천지, 이유,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② 사보 맨 뒷면 엽서 이용
③ 카카오톡에서 ‘현대위아’ 검색 – 친구추가 – 메시지로 내용 송부

회로를 가동시킬 에너지와 행복한 포만감

공작기계 제어개선팀 김진수연구원

있으니, 한번 모아보세요!

창원 가로수길 카페
'이강'
원가분석팀 심진용 사원

을 선사해줍니다.

경기도 시흥의 명소,
물왕 저수지 ‘소풍’
선삭기설계팀 김형섭 연구원

창원 안민고개 전망대
카페 ‘봄날’

폰도장 20개를 모으면 화분도 받을 수

창원 가로수길
‘토도스’

창원 동읍
‘아이링카페’
서울 사당 케이크 맛집
‘오다가다’
법무팀 형정우 사원

동네 버스여행

인재육성팀 차태현 사원
원가기획팀 홍수지 사원

이따금씩 달달한 먹거리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 내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면 이수역 카페 '오다가다'를 방문합니다.

용호동 가로수길은 창원의 맛집들이 많이 몰려 있어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멕시칸 레

저는 가끔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

말차, 당근, 딸기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

회사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안민고개 전망대

스토랑 ‘토도스’를 추천합니다. 맛집어플 검색순위에

요할 때면 시내버스 여행을 합니다! 이왕

크과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수

에서는 진해의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작

도 상위에 링크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타코

이면 한적한 골목길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역에 정차하는 회사 셔틀을 타고, 내려서

년에 동기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갔었는데 “창원에

부터 퀘사디아까지 다양한 멕시칸 요리를 즐길 수 있

더 좋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버스를 아

10분정도만 걸으면 카페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자리를 옮겨 내부 인테리어도

무거나 골라 타서 창 밖을 구경하다가 마

이유 없이 피곤함이 나를 괴롭힐 때, 달콤

던 기억이 납니다. 타 지역 출신이 많은 현대위아

분위기 있게 탈바꿈했는데요. 좋은 분위기에서 멕시

음이 끌리는 동네에 내립니다. 한적한 마

한 케이크 한 조각으로 활력을 찾아보는

사우 여러분들에게 안민고개 전망대에 위치한 카페

코 정통 타코를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식사 후 가

을에 내려서 산책도 하고 작은 카페에서

것은 어떨까요? 다만 퇴근하고 가실 경우

‘봄날’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는 야경감상을 추천

로수길에 위치한 ‘각자의 오늘’ 카페로 마무리하신다

커피도 마셔보거나, 낯선 동네를 걸어보면

케이크가 모두 팔릴 수 있으니 예약은 필

하고 싶습니다.

면 완벽한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행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

수입니다!

우 여러분에게도 시내버스 여행을 추천합
니다. 평소에 지나치던 작은 풍경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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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동력팀 이지헌 사원
창원 동읍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아이링
카페’는 곧 다가올 봄을 즐기기에 딱 좋은
카페입니다. 통유리로 뚫린 창에 담긴 경
치가 무척 좋아서 요즘 유명한 곳입니다.
눈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산맥, 푸른 하
늘이 만들어낸 풍경이 꼭 그림 한 폭 같아
요. 경치도 매우 좋고, 갤러리 컨셉으로
차분하게 꾸민 내부도 여유롭습니다. 자연
속에서 멋진 그림, 그림보다 빼어난 풍경
을 감상하며 커피를 즐기다 보면 유명 여
행지 못지 않게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여
러분도 날씨 좋은 주말 꼭 방문해보세요!

WE'RE Looking

WE'RE Talking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Q

개, 고양이, 햄스터, 새, 물고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WE'RE Looking

WE'RE Sharing

TV프로그램 시청, 영상 구독을 하거나
사진 및 게시물을 찾아보시나요?

당신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1000만 시대. 1인가구가 증가하고 고

31%

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개

예

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의 선풍적인 인기만 봐도 반려동

Q

물 트렌드를 알 수 있죠. 그가 강조하는 반려견 훈육 노하우 1원
칙은 ‘개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인데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

69%
아니요

43%

56%

예

아니요

만약 본인을 반려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적어 주세요.

는 ‘역지사지(易地思之)’와 다를 것이 없죠.
이처럼 반려동물이 점차 소유물이 아닌 소통하는 대상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듯, 여러 신조어도 등장했습
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나 자신처
럼 아끼는 펫미족(pet+me), 직접 키우진 않더라도 반려동물 영상

사람들과 가장 친한 친구 / 현재 키우는 반려견들이 무슨 생각하는
지 궁금해서 / 집에 있는 강아지를 CCTV로 보면 항상 자거나 놀고
있다.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 /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높은 곳의 공기는 어떤 곳일까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주관이 있어서 / 웬지 주인과 자신을 대등한
상대로 대하는 것 같다. / 세상 여유롭고 걱정이 없어 보여서 / 자유
로워 보여서

반려동물 중 가장 고통을
덜 느낄 것 같아서

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뷰니멀족(view+animal)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같은 사회현
상 속, 여러분들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66명
설문기간 : 2018년 2월 22일 ~ 2018년2월 28일

Q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나요?
34%

1. 함께 살면 외롭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
2. 아프면 나도 아프고, 기쁘면 나도 기쁘다. 나 자신과 같다.

3%
19%

3. 사람이 보호자와 같다. 자식과 같은 존재!

40%

4. 같이 성장하기도 하며 친구,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

1%
3%

5. 주변 사람에게 마구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자랑 그자체
6. 기타

Q

Q

펫미족, 펫팸족, 뷰니멀족 등 신조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42%

1. 확실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구나 느낀다.

18%
20%

2. 말이 재밌고 사회현상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3. 나 자신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속한다.

10%

4. 무척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6%

5. 최근 사회현상을 느낀 적이 없어 공감이 잘 안간다.

4%

6. 기타

18

펫미족과 같은 트렌드도 있지만, 한편으로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9%

1. 사료, 병원비 등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부담

60%

2. 귀엽고 좋을줄만 알았는데 키워보니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무책임한 포기

10%

3. 동물을 생명, 가족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해서

0%

4. 반려인의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체력, 알러지 등)

12%

5. 지나치게 쉬운 분양절차와 유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비양심적인 판단
6.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한 무지로 함께 생활하기에 버거움을 느껴서
7. 기타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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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세미나 시행

2018년 노사 합동 세미나 시행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2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
는 총 222개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
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화재
및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중점 진행되었다. 또한
보안관리 강화, 신용평가 및 재무
리스크 관리방안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안전강화의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방 및 관리방안뿐 아니라 사고사례 위주로 내용을 마
련하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거제 대명 리조트에서 노사 합동
세미나를 시행했다. 노사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려는 취지로 마련
된 이번 행사는 노사대표 인원 총 103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우리 회사의 중·장기 비
전을 공유하는 사업계획 설명회, 4차 산업혁명 특강, 스트레스 관리 특강 순으로 진행되
었다. 24일에는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둘레길을 돌며 노사화합 트레킹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최정연 부사장은 “회사가 위기에 놓였을 때야말로 노사 화합이 중요
하다”며 “앞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팀워크로 채워 재도약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전했
다.

HYUNDAI Reinforces Supplier Safety Management
On February 22nd, HYUNDAI WIA held a seminar on enhancing supplier’s safety
management at the headquarters in Changwon. HYUNDAI WIA promoted safety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due to the increase of serious disasters along with
fire acciden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ociety. At the seminar approximately 222
executives and employees attended and the seminar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education on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A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safety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recently, the seminar focused on various
accident cases as well as prevention and management plans.

2018 Joint Labor Management Seminar
On February 23rd, HYUNDAI WIA held joint labor-management seminar
at Daemyung Resort in Geoje for two days and one night. A total of 103
representatives from labor and management attended the event, which was set
up to establish to establish good relationship and labor-management culture. The
seminar was held in the order of business plan briefing, lectur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naging Stress’.
The next day, the members went to the Geoje Yangjam Sculpture Park and
walked along the trek.
At the event, Choi Jeong-yeon, the vice president said, "When the company is in
a crisis, labor-management harmony is very important. I hope that we will achieve
the next leap by complementing each other's weak points with teamwork."

2018년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개최

협력사 품질목표달성 레벨업 킥오프 세미나

지난 2월 21일 창원 이룸재 비전홀에서 2018년 대졸 신입사원 63명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은 신입사원들의 입문교육과정 영상 상영과 소감 발표, 최종
과제 우수조의 발표 등 입문교육 결과물로 꾸며졌다. 최종과제 우수조는 ‘습관의 힘’을
주제로 직장생활의 목표를 담은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신입사원들은 동기들과
협업을 이뤄 준비한 합창공연을 선보인 후, 임원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6주간의 그룹 및 우리 회사 입문교육과정을 마친 신입사원들은 2주간의 현장실습
기간을 마친 후 각 부서로 배치되어 현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협력사 품질목표 달성 레벨업 KICK-OFF 세미
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무를 비롯하여 품질본부 및 구매본부 담
당자, 100개 협력사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18년 차량 부품 품질 레벨업
방안 발표, 구매정책 및 SQ업종 추가 설명, 프로세스 교육, 품질 레벨업 목표달성 결의
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원 전무는 “품질은 지속적인 노력 없이
안 되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품질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 New Employee Opening Ceremony

Supplier’s Quality Goal Achievement Level Up Kick Off Seminar

On February 21st, HYUNDAI WIA held ‘2018 New Employee Opening Ceremony
for the recruitment intake at Erumjae Vision Hall in Changwon. Certificates and
badges were presented to 63 new employees to congratulate them on their
successful completion of training. They have now become the real member of
HYUNDAI WIA by learning the core values of the company. The ceremony was
conducted with introducing the new employees training results. New recruits
curriculum was introduced by a video and the best team had an opportunity to
give a presentation on the subject of "The Power of Habit" the contents of the
goal of the work life. In addition they performed a choral and had time to talk
with the executives.

On February 27th, Kick off seminar was held at the Auditorium of Changwon
Headquarters to raise the level of achievement of the suppliers' quality. At the
seminar, Seung-Won Lee, the managing director of Quality Division, as well as the
employees of Quality Division and Purchasing Division, and about 150 suppliers
from 10 companies attended. The seminar was followed by the announcement
of a plan to upgrade the quality level of the automobile parts in 2018, purchase
policy and additional description of the SQ sector, and readings on resolutions to
achieve the goal of quality level up. Meanwhile, Seung-Won Lee, the managing
director emphasized and siad “Quality cannot sustain without any effort and must
ensure safety." Also Mr. Lee urged people to continue their efforts to improve
quality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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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담당자 워크숍 시행

강소법인 「직업병 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지난 3월 6일 창원 이룸재 비전홀에서 2018년 안전담당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행사
는 국내 부서별 안전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그룹 안전정책 공유 및 그룹 안전신문고
제도 안내,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재해예방 활동을 소개하고 대한손상예
방협회 김희봉 단장의 비상시 대응체계 및 응급처치 교육도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안전담당자 워크숍을 정기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경배 사장은 안전결의서를 함께 제창한 후 “안전한 일터야말로
최우선순위”이며 “본업과 분리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안전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강소법인은 지난 2월 9일과 23일, 두 회에 걸쳐 직업병 예방 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사업장 동문과 북문에서 각 9명의 인원이 현수막을 들고 직업병 예방
구호를 외치며, 임직원들에게 직업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업병 예방 잘
하고, 노동자 건강 지키자’를 주제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
을 촉구했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이번 캠페인
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캠페인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2018 Safety Workshop

江苏法人开展职业病防治宣传活动

On March 6th, safety workshop was held at Erumjae Vision Hall in Changwon.
The event was conducted to inform the Hyundai Motors Group safety policies and
systems, and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with 121 members.
Meanwhile Kim Hee-bong, the chairman of the Korea Injury Prevention
Association, introduced various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and instructed how to
response when emergency happens and how to give first aid.

为深入宣传贯彻《职业病防治法》，进一步普及职业病防治知识，更好的提高公
司员工的个人职业健康防护意识，营造良好的公司氛围，安全环境部在2月9日及
23日组织了“职业健康防护”主题安全站岗活动。活动当天，在东门、北门各有9
名员工站岗，大家宣读着口号，让上班的员工在横幅上签字决议并加深印象。
公司员工的健康比什么都要珍贵。江苏法人为了营造安全的工作环境，通过多样
化的安全活动，对员工进行持续性的安全教育。

강소법인 원소절 맞이 지역봉사활동 시행

산동법인 불우이웃 위문활동

강소법인은 지난 2월 25일, 중국 원소절을 맞아 봉황진 금곡촌에서 ‘일사일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중국 원소절은 한국의 정월대보름과 같은 명절로, 강소법인 직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만두 빚기, 등롱(燈籠)만들기 행사를 가지며 중국 전통
명절맞이를 즐겼다. 또한 퀴즈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법률의식과 소방지식을 알리는
유익한 시간도 마련했다.
강소법인은 2015년부터 금곡촌과 일사일촌 결연을 맺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소법인은 다

산동법인은 지난 2월 2일 춘절을 맞아 사업장 인근 불우이웃 위문활동을 가졌다. 임직
원들은 촌락 4곳을 방문해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이웃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
다. 산동법인은 지난 2006년 산동성 일조시에 입주한 이후, 매년 각종 물품을 지역사회
에 기증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지역 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江苏法人开展一社一村活动
2月25日，江苏法人在金谷村开展了一社一村活动。这次活动以“浓浓威爱
心·暖暖元宵情”为主题，在金谷社区广场开展了做灯笼猜灯谜的活动，村民们

山东法人新春走访慰问周边困难群众
2月2日，山东法人开展新春送温暖活动，走进贫困村庄开展慰问困难户活动。志
愿者们冒着严寒走访了4个村庄，给大家送去了生活用品，在亲切的交谈中度过了
愉快的时光。山东法人自2006年在日照落户以来，时刻承担着企业关爱社会的责
任，公司每年都会组织各种公益活动。同时，山东法人也将继续关注社会公益，为
创造共同发展的社会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通过猜灯谜环节不仅加强了法律意识还加深了消防知识。活动当天，另外邀请了
贫困村民一起包饺子话家常，共度元宵佳节。
江苏法人自2015年起与金谷村结成“一社一村”兄弟村后，先后为金谷村支援
了各种生活必需品，更与村名一起开展了洁美村庄、爱心理发等活动，在区域内
公益活动上起到了带头榜样作用。今后，公司将开展更多样的社会公益活动，携
手共创美好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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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법인 딜러 장비교육 실시

멕시코 법인 사업계획 목표달성 워크숍 실시

미주법인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카고 본관 교육장에서 딜러 영업사원들
을 대상으로 장비교육을 실시했다. 딜러들의 제품 이해를 돕고 주력 판매기종의 영업
포인트를 교육하여 판매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신입 딜러 15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은 우리 회사 공작기계 전 기종 라인업 소개, 미주 주력판매 30기종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미주 공작기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신
기종 KF시리즈와 HD시리즈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미주법인은 이번 교육으로 영업 자신감을 획득한 판매 딜러들이 우리 회사 장비판매

멕시코법인은 지난 1월 26일부터 1박 2일동안 2018년 사업계획 목표달성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주재원 및 현채인 매니저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부서별 업무목
표 발표 및 양국 문화이해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함께 산행도 실시
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단합을 도모하였다.
멕시코법인장 손준철 이사는 ’18년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자 전원은 2018년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

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UNDAI WIA America Conducts Machine Tool Training
From January 23rd to 25, HYNDAI WIA America conducted Machine Tool
training for the dealers at Chicago Main Building. 15 New dealers attended the
training, which was designed to help dealers understand the products and to
strengthen sales capabilities by training sales points.
It was carried out with introducing all models of the machine tool and training
main 30 models in the America. In particular, HYUNDAI WIA America focused on
the educating the new models of KF series and HD which have been attracting
great attention recently in the US machine tool market.
The company hopes the dealers who have gained confidence in this training
will make every effort to sell our equipment.

와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HYUNDAI WIA MEXICO Conducts Workshop on Achieving
2018 Goals
From January 26th to 27th,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workshop to
achieve the 2018 business plan goal. The workshop was attended by more than
30 managers and each department presented their business goals and a special
lecture was carried out on the subject of understanding Korea-Mexico culture.
Also the members went on a hiking to build up teamwork.
Son Joon-chul, the director of HYUNDAI WIA MEXICO, urged all employees
to work actively to achieve the 2018 business goal and the participants made a
great determination to do so.

PC 보안수칙

인도법인 지역 보건시설 기부금 전달
인도법인은 지난 2월 23일 아디야르 암 센터(Adayar Cancer Institution)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날 인도법인은 극빈가정 대상 약, 치료비 및 암 센터의 연구, 의료
시설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총 13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인도법인은 2013년부터 지역 빈곤층 구제사업 위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올해에는 암 센터와 연계한 보건복지 목적 외에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
육발전 지원,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중위생 개선 등 지역 곳곳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HYUNDAI WIA INDIA Makes a Contribution to Local Health
Facility
HYUNDAI WIA INDIA held a donation ceremony on February 23rd at the Adayar
Cancer Institution, the local health facility in Chennai, India.
On this day, the company donated 12 thousand dollar to the facility to
support medical expenses and researching cancer studies, and purchase of
medical facilities. Since 2013, HYUNDAI WIA INDIA has been carrying ou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cusing on local poor relief projects.
In addition the company plans to actively help underprivileged regions by
developing local high schools and improving public sanitation for local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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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접근통제 및
데이터 보호

1. 윈도우 및 화면보호기 암호설정 및 주기적 변경
2. 퇴근시 PC 전원 OFF 생활화
3. 공유폴더 사용은 최소화, 필요 시 암호설정 및 최소인원 접근 허용

안전한
인터넷 사용

1.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사용금지, 의심스런 배너, URL 클릭금지
2. 의심스런 메일은 열어보지 않는다.
3. 출처 불분명하거나 불법적 파일 다운로드 금지

백신, SW
사용수칙

1.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업데이트
2. 중요문서는 WIZ(문서중앙화) 폴더에 보관
3. 라이선스가 없는 S/W 설치 금지

사용자 보안수칙

1. 회사에서 비인가된 컴퓨터, 주변장치 등 사용금지
2. 모바일 단말기 잠금기능 상시 적용 및 O/S, 백신 최신버전 유지
3. Clean Desk 보안정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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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FE

'왕의 귀환'

지난 2012년 3세대 모델 이후 6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4세대
신형 싼타페(TM)를 두고하는 말이다.

SANTAFE

싼타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SUV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지난 18년간 세 번의 진화
를 통해 판매된 대수만 지난해 말까지 국내 105만대, 해외 332만대 등 총 437만대다.
4세대 신형 싼타페 역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전계약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싼타페 지난 18년간의 역사

약 2주간 1만4243대가 팔렸다. 올해 국내 판매 목표는 9만대다.

싼타페라는 제품명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주도이며 로
키산맥 남쪽 고지대의 고대푸에를로 인디언 거주지역을
의미한다. 이곳은 레저문화가 발달한 관광중심지다. 싼
타페라는 이름은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 자유 추구를 의
미하며 문양은 태양을 상징한다.
싼타페 1세대(SM)가 첫 출시된 것은 2000년 6월 20일.
1999년 1월에 개최된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됐
고 EF쏘나타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다.
싼타페 1세대는 스포츠카 타입의 역동적인 곡선 위에
고급 승용차용 첨단 사양이 일목요연하게 배치된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차로 첨단의 이미지와 기능성을 조화
한 것이 특징인 '도심형 SUV'이다.
한국에서 만든 SUV로는 최초로 프레임 차체가 아닌 모
노코크 차체가 적용, 승차감와 안정성을 크게 개선했다.
최초의 싼타페는 160마력의 V6 2.7 LPG 엔진을 갖춘 2
륜 구동형 SUV로, 시속 60km 정속주행 시 연비는 수동
이 리터당 12.8km, 자동이 10.2km 선이었다.
싼타페 1세대는 2세대 모델이 나오기까지 국내에서만
32만7620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은 물론, 수출
차종의 다양화를 이끈 모델로 한 획을 그었다.
2005년 11월23일 출시된 2세대 싼타페(CM)은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하는 스타일리시 SUV 콘셉트로 설계됐다.
CM의 외관 디자인은 SUV 특유의 다이내믹함에 안정
감과 볼륨감이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실내는 부드
러운 조형미와 안정감을 조화해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꾸미고, 세 종류의 내장 컬러를 적용해 고객의 취향에 따
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대 출력 153마력의 신개발 2.2ℓ VGT 엔진은 기존
싼타페 대비 엔진 용량 및 차체 사이즈, 중량 등이 증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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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동등 이상의 연비와 21%의 출력 증대
를 달성했다.
CM은 최적의 사이즈에 넉넉한 실내공간을 갖
춘 100% 신형 플랫폼을 적용한 중형급 SUV이다.
기존 싼타페 대비 전장 175mm, 휠베이스 80mm
늘어나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국내
SUV 최고 수준의 최소 회전반경(5.4m)을 실현
해 주차 및 코너링 시 운전 편의성을 키웠다.
또한 최첨단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모젠(MTS250)을 적용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행안전관리 및
교통정보, 개인비서 역할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
1세대 싼타페 (2000년)

공한다.
또한 경제적인 시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2륜
구동, 오프로드를 통해 SUV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4륜구동 모델 등 다양한 고객의 선택권을 보
장했다.
2008년부터 프로젝트명 ‘DM’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한 3세대 싼타페는 4년4개월의 연구기간 동
안 총 4300억 원을 투입해 탄생했다.
2012년 4월19일 출시된 3세대 싼타페는 현대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다양한 지능형 주행
4세대 싼타페(TM)는 사전 계약 하루에만 8192대가 계

안전 기술(ADAS)을 기본 적용한 것은 물론 전자식 상시

약됐다. 3세대 싼타페(DM)가 사전 계약 첫날 3000여대

4륜구동 시스템(AWD) HTRAC도 현대차 최초로 탑재하

였던 것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많은 것. 2017년 한 해

는 등 전반적인 주행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동안 싼타페(DM)의 월 평균 판매대수(4300여대)와 비교

신형 싼타페는 △디젤 R2.0 e-VGT △디젤 R2.2
e-VGT △가솔린 세타Ⅱ 2.0 터보 GDi 등 총 3가지 엔

해도 1.9배나 많다.
2012년 출시된 3세대 싼타페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

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디젤 2.0 모델은 최고출력 186

보인 4세대 신형 싼타페는 제품개발 초기부터 완성까지

마력(ps), 최대토크 41.0kgf·m, 복합연비 13.8km/ℓ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완성된 ‘인간 중심의

의 엔진성능을, 디젤 2.2 모델은 최고출력 202마력(ps),

신개념 중형 SUV’다.

최대토크 45.0kgf·m의 동력성능에 복합연비 13.6km/

특히 사용자를 세심히 배려하는 최근의 캄테크(Calm-

ℓ를 구현했다.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

Tech)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며 철저히 사용자 경험(UX,

력(ps), 최대토크 36.0kgf·m의 폭발적인 성능에 복합

User Experience) 관점에서 개발된 신형 싼타페는 디자

연비 9.5km/ℓ를 달성했다.

인에서부터 공간 활용성, 주행성능, 안전·편의사양에

판매가격은 디젤 2.0 모델이 △모던 2895만원 △프리

이르기까지 차량 전반에 걸쳐 목표고객의 요구사항을 적

미엄 3095만원 △익스클루시브 3265만원 △익스클루시

극 반영하며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췄다.

브 스페셜 3395만원 △프레스티지 3635만원, 디젤 2.2

신형 싼타페는 전장 증대와 풍부한 볼륨감을 바탕으로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3410만원 △프레스티지 3680만

와이드 캐스캐이딩 그릴, 분리형 컴포지트 라이트 등을

원,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2815만원 △익

적용해 고급스럽고 웅장한 외관을 연출하는 한편, 인간

스클루시브 스페셜 3115만원이다. W

Sculpture)’를 바탕으로, '스톰 엣지(Storm
Edge)'를 디자인 콘셉트로 해 완성됐다.
2.0 디젤과 2.2 디젤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했
으며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등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 적용으로 2세대 대비 연비를 13%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최초로 내비게이션과 첨단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자가 차량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에서 시동과 공조, 도어 개폐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를 탑재했다. 이와
함께 △7에어백 시스템 전 모델 적용 △하체상해
저감장치 1열 적용 △블루링크 최초 적용 △전자
식 파킹브레이크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크루
즈 컨트롤 등 고급 편의사양을 대폭 적용했다. 출
시 첫 해에만 6만8382대가 팔리는 기록을 달성할
3세대 싼타페 (2012년)

정도로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했다.

4세대 싼타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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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설계와 고급 소재로 실내 감성품질을 극대화하며

4세대 싼타페(TM)의 등장

차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Fluidic

2세대 싼타페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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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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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side에서는 사내 운영 중인 동호회, 향우회, 소모임 등 사우들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모임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거나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싶은 사우들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055)280-9057

Q. 탁구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명불허전
탁구 고수들의 모임

손인규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어 시작했습니다.
강봉재 옆의 황도원 회원이 선수출신입니다. 경기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갔다가 너무 멋있어 나도 한번 뛰
어보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도원 초등학생 때 교기가 탁구여서 탁구장 가면 우유 준다 하길래 갔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선수생
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체전, 종별 탁구 대회까지 나갔었죠.

우리 회사 이름을 대표하는

현대위아 본공장 탁구동호회

Q. 탁구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황 아주 다양하죠. 일단 날씨 영향 안 받고 몸에 큰 무리가 안 가는 한도 안에서 나이 많을 때까지 오래 즐
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탁구 테이블만 쓰면 되니 큰 장소도 필요 없어요.
강 탁구는 65세 이상 참여하는 실버대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오래 할 수 있어 장점이에요.

2.7g, 구기 중 가장 가벼운 공을 꼽으라면 단연 탁구공일 것이다. 라켓과 테이블에 공이 닿을 때 들리는
‘핑-퐁-’의 경쾌한 소리는 탁구 경기의 트레이드 마크. 그 가벼움만큼 예민하고 변화무쌍한 공과 함께

손 창원에만 탁구 외에도 배드민턴, 볼링 같은 생활체육동호회가 5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구도
일상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20여년 전부터 인기가 많았죠.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며 돈독한 친목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시작은 1988년, 30년 동안 이어진 역사를 자랑하듯 친목
이상으로 실력은 탄탄하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수상을 휩쓸고 있는 우리 회사 본공장 탁구 동호회를 만
났다.

고문

회장

강봉재

손인규

(탁구경력 12년)

(탁구경력 10년)

30

기술이사

황도원
(탁구경력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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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호회하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황 10여년 전 우리 회사 탁구 전성기가 생각납니다. 각 본부 명예
를 걸고 본부대항전 할 때 제일 열심히 했었죠. 또 그 때에는 다소 먼
공장 사람들도 다 모여 얼굴 보기도 했던 때라 그 시절이 아무래도
가장 생각납니다.
강 탁구 붐이 일어 웬만한 사람들 라켓 하나씩 다 갖고 있었습니다.
손 우리 동호회 일이라면 최근 2~3년 전에 현대위아 이름으로 생
활체육시합에 나가 탁구인들에게 우리 회사 이름을 날린 게 제일 기
억에 남습니다. 4/5부 단체전, 1부 단체전 등 전체 다 우승했던 날이
에요.

Q. 초보들이 가면 동호회에서 가르쳐주기도 하나요
손 당연합니다. 황도원 회원처럼 선수출신인 회원도 있고 회원 대

Q. 그렇다면 건강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분이 고수이니까 자세는 잘 봐줄 수 있습니다. 탁구는 일반부가

손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한 게임만 해도 땀이 엄청 납니다. 한

1~7부가 있는데 1~3부는 고수, 4~6부는 하수, 7부는 초보 정도로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운동하죠.

볼 수 있어요. 처음 회원 가입하면 많이 알려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황 구기종목 치고 관절에 무리가 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운동

사람 와서 배울 수 있게끔 정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저희도 방안

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멘

을 모색하고 있어요.

탈 운동이기도 합니다.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Q. 정기모임 외에 다른 친목활동이 있나요

손 과거엔 대부분 사우들이 등산, 탁구, 마라톤 등 활발하게 운동을

손 매월 첫째 주 정기연습 후 뒤풀이 시간을 갖습니다. 정기모

했는데 최근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꼭 탁

임 외에 다른 주에는 주로 생활체육시합을 나가는데요. 우리 회

구가 아니더라도 사우들이 자기에게 맞는 스포츠를 찾아 취미를 붙

사 이름을 달고 외부 대회에 나가 꽤 수상이력을 쌓았습니다.

인다면 건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즐겨

황 안 그래도 이번에 이룸재 탁구장도 생긴 만큼 사우들이 탁

보세요!

구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

강 이번 계기로 많은 사우들이 건강 유지를 위해 생활 체육을 접했

습니다. 꼭 정기 모임 아니더라도 사우들이 틈틈이 들러 탁구를

으면 좋겠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외부로 나가자니 시간이 없

황 10년 전 우리 회사 2차 검진 비율이 10%가 안됐다고 하는데,

거나 잘 몰라서 접하기 어려웠던 사우들도 사내 탁구장이 활성

지금은 3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높아졌는데, 사우들이

화 되어 있으면 배우기도 좋을 것 같아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과 건강한 취미생활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W

Q. 외부 탁구대회 수상이력을 자랑해주세요
손 개인전, 단체전 가릴 것 없이 각종 생활체육 시합에 우리 회

<본공장 탁구 동호회>

사 이름을 달고 나가 상을 받으며, 회사를 외부에 많이 알리고

정기모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연 5~6회 나

●

가서 대다수 수상하고 있어요.

탁구 체험을 하고 싶다면 간편한 옷차림, 운동화만 챙겨 모임에 참여하면 된다. 탁구 라켓과 공은 동호회에 여분

장소 : 이룸재 2F 탁구장

●

참여문의 : 총무 류성관 (010-4586-9115)

이 있으니 와서 한번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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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소통이 트렌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
간은 사회의 공동체 중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서로 교류와 소통을
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

우리
대화 좀 하시죠?

하는 절대 명제 중 하나인 것이다.
SNS의 발달은 얼굴을 마주 보고하는 대화는 줄어들게 만들었지
만,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
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비롯해 미디어, 정치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소통은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소통’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과거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쇼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시청자가 직접 참
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구성하는 MC의 비
중이 훨씬 높아지게 된 것도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날이 갈수록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상이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 보다는 ‘화면’을 통
해 소통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
들고 있다. 결국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게 되었고, 심지어 사랑했던 연인간의 이별에 있어서도 ‘카톡 이
별’(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보편화 되는 등
기존 세대는 이해하지 못 할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태는 ‘대화’ 자체를 어렵

유재석의 경우 자연스러운 진행과 소통으로
국민 MC로 등극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게 여기는 사람을 늘어나게 만들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대화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대화를 하는 방법론, 대화의 기술
(SKILL)등을 가르쳐주는 도서들이 연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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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트레져는 대화하는 방법을 강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대화 스킬을 비롯해 구매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강의도 등장하고 있다.

대화의 기본! 이것만 명심하라!
-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캠브릿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연설가로 일하
고 있는 줄리안 트레저(Julian Treasure)는 테드
(TED)에서 ‘대화’를 주제로 수차례 강연한 전문가
이다. 트레저는 말 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잘못된
말하는 습관, 강력한 대화의미 전달을 위한 방법
등을 이야기하며 일약 스타 강연자로 떠올랐다. 그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
하지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 있다.
-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
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의 강연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자면 아래와 같다.

자신 있게 대화하는 방법 찾아 삼만리

트레저의 HAIL 이론과 유재석의 대화론을 보면
1. 네거티브한 대화는 지양한다.(트레저는 험담, 비판,

소통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
상이 달라진다. 그만큼 대화라는 것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 하
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과의 하루 대화시간도 평균 30분이 되지 않고(취
업포털 커리어 자료) 직장인들도 10명중 4명은 동료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0~30분 미만이라고 한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결과)

부정, 불평, 변명, 과장, 독단가지 총 7가지의 네거
티브한 대화방법을 이야기 했다.)
2. HAIL에 맞춰 대화한다(H:정직, A:진정성 I:행동과
말의 일치성 L:사랑)
3. 약간의 스킬을 가미한다(음성, 음색, 운율, 속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래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화의 기
술을 담은 도서와 교육을 비롯해 자신있는 말하기에 관한 강연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분야별 면접을 대비한 ‘말하기 강의’는 인기 강사의 경우 예약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쉽게 툭툭 던지는 말보다는 진심을 다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이야기를 해준다면 누구든 당신과의 대화에
만들어지는 결속력은 깨려야 깰 수 없는 단단함을

위의 세 가지 말하는 기술을 들여다보면 우리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 결속력은 개인을 비롯해

라에도 이 기술을 잘 접목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다

집단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당신이 그

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앞서 말한 국민MC

원동력을 가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옆 사람에게 한

유재석이다. 그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프로그램에

마디 말을 건네 보라.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명MC다. 유재석도 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을 많이 이야기 했다.
36

보다는 ‘마음’을 담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음조, 음량 등)

대화의 단절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러한 단절의 지속은 대화를 부담스럽게 느
끼게 만들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공통적인 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화려한 언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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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제각각의
고독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완벽히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 기계적으로 일대일
대응을 시키다 보면 우스꽝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말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전문 번역가는 아니지만 지난해 10
월 중순부터 국제부에서 외신을 우리말로 옮겨 전하고 있
다. 주로 영어 매체를 다루면서 간접 인용을 하기도 하고 거
의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대체 이 말은 어떻게 옮겨야
하나’ 싶은 상황을 자주 겪는다. 몇 번은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는데 그들
은 자신이 외국어로 이해하는 바를 우리말로 옮기기를 나보
다도 어려워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애초 우
리말로 바꾸는 과정 없이 외국어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익숙한 것일수록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1+1은 왜 2인지를 증명하라는 식의 문제처럼.
넓게 보면 번역이나 통역은 낯선 언어(것)를 낯익은 언어
(것)로 옮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소통
을 위한 공정-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나를 이해시
키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
람 간에도 어떤 통·번역이 필요하다. 특히나 마음(속의 것)
을 전달하는 일은 설명보다 번역에 가깝다. 상대의 속내를
파악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남의 마음을 읽는 데 사용하
는 ‘문자표’ 자체가 확신할 수 없는 도구인 탓에 그 작업은
대개 암호 해독이나 다름없는 일이 된다. 그리고 마음을 번
역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어 번역과 마찬가지로 본심(원문)의
일부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사태는 피하기 어
렵다. 이렇듯 불완전한 통·번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사랑도 통역이 되나
요?>라는 영화 제목은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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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 개봉된 외화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번역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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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을 찾는 남자,
독방에 갇힌 여자
2004년 개봉한 저 영화의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
이다. 직역하면 ‘통역 중에 잃어버린’ 정도가 된다. 무엇
을 잃었다는 것일까. 어떤 표현이나 의미일 수도, 길이
나 방향일 수도, 마음속의 무엇일 수도 있다. 아마 그 원
제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면서 저 모든 의미(해석
가능성)를 포괄하려 했을 것이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이 영화에는 외로운 두 남녀가 나온다. 밥 해리스(빌 머
레이)와 샬롯(스칼렛 요한슨).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중
년 밥은 광고 촬영을 위해, 갓 대학을 졸업한 결혼 2년

영화 <Lost in Translation>에서 샬롯과 밥 해리스는 외로움을 공감대로 가까워진다.

차 샬롯은 출장에 나선 사진가 남편을 따라 일본 도쿄에
왔다. 두 미국인은 같은 이국땅에서 각자 다른 유형으로
외로워한다. 구별하자면 밥은 ‘외로움을 느끼는’ 쪽, 샬
롯은 ‘외로움을 겪는’ 쪽인데 양쪽 다 그 외로움을 견디
기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외롭다’는 ‘괴
롭다’에 가깝게 그려진다.

지 못한다.
샬롯은 대화를 거절당하며 ‘고독’이라는 독방으로 내

밥은 “처자식에게서 벗어나고 돈도 벌 겸” 미국을 떠

몰리는 쪽이다. 밥과 달리 샬롯에게 도쿄라는 장소 자체

나왔지만 사방의 모든 것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도쿄

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샬롯의 외로움은 낯선 공

라는 공간이 불편하다. 그의 눈에 일본은 낯설고 괴상하

간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곤경이다. 거의 유일

기까지 하다. 도시는 자신이 읽을 수 없는 색색의 간판

한 말동무인 남편은 일에 골몰한 채 샬롯에게 무관심하

으로 요란하고, 좁은 엘리베이터는 무표정한 동양인으

다. 좁은 호텔방에 함께 있는 짧은 동안에도 작업 도구

로 가득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쇼프로그램 진행자가 과

를 챙기며 일 얘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낸다. 거기에 아내

장된 몸짓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 채널을 돌리다 자신

(의 일상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는 없다. 의견을 묻듯

이 출연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우스꽝스럽게 더빙된 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한다. 일을 나갈 때마다 “사랑

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전원을 꺼버린다. 그는 전혀

해”라며 입 맞추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영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서도 샬롯은 혼자 있을 때와 다

어에 둘러싸여 있고, 통역은 열 마디 일본어를 한 마디

름없이 외로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든 남편 옆에

영어로만 옮기는 수준이다.

서 내내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밥은 스스로 벽을 치고 소통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현

고 도시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샬롯은 투명인간처럼 보

지인들의 환대를 달가워하지 않고, 자신을 알아보고 영

인다.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

어로 말을 걸어오는 서양인들도 피한다. 누구와 이야기

리며 “모든 게 공허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수화기 너머의

할 생각도, 낯선 것들을 이해해볼 마음도 없다. 그저 낯

목소리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 그는 샬롯에게 귀 기

선 땅의 모든 것이 고역스러울 뿐이다. 밥은 그것들을

울이지 않으면서 통화 말미에는 “또 연락하자”고 말하고

피해 커다란 호텔방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호텔 바 구석

“사랑해”라고 인사한다. 샬롯은 그렇게 사방이 무관심이

에서 위스키를 마시거나 한밤중에 텅 빈 호텔 헬스장에

라는 벽으로 가로막힌 골방에 갇힌 처지다.

서 러닝머신을 한다. 그는 호텔을 벗어나지 않고, 잠들

‘외로움’이라는 공통어

고 옮겨진 외화 제목을 참조했을 것

나이와 무관하게 저마다의 시기에 겪

으로 짐작되는 저 제목은 담백하면서

는 문제이며 성숙이나 미숙과는 별개

영화는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밥

미묘한 데가 있는 밥과 샬롯의 다층

의 일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그리고

과 샬롯이 우연히 마주치기를 반복하

적 관계를 자꾸만 한쪽(남녀관계)으

그 개별적인 외로움은 각기 다른 처

다 외로움을 공감대로 가까워지고 서

로 생각하게 만든다. 자칫 ‘각자 배우

지에 놓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

로를 통해 숨통을 트는 방향으로 흐

자가 있는 남녀가 외국에서 외로움을

함께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른다. 밥은 샬롯과 진지하게 대화하

못 견뎌 정을 통한 이야기’로 요약돼

있다고 영화는 말하는 듯하다.

며 독방을 허물어주고, 샬롯은 밥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통역(서로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
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호텔 밖으로 이끌며 독방에서 꺼내
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골방(고독)

두 사람이 가까워진 뒤-‘친구가 된

우리는 외롭(괴롭)다. 그렇다고 그

을 오가며 자신의 골방에서 벗어난

뒤’라고 하자-에 인생에 대해 이야기

통역이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다. 밥

다. 각자 처한 상황과 세대 같은 차

하는 장면이 있다. 샬롯은 자신이 살

과 샬롯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넘어 낯선 길을 동행하는 친구

아온 세월만큼 결혼생활을 해온 밥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처럼 서로 의지하는 이들의 관계를

게 “결혼생활은 할수록 나아져요?”라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마음의 언어

남녀 간의 그 무엇으로만 말해버리는

고 묻고 밥은 “쉽지 않아”라고 답한

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것은 부족한 해설이다. “로맨스적”

다. 사는 게 힘든데 나이 들면 나아

이다. 밥에게 ‘당장 떠나고 싶은 곳’

이라고 말할 만한 대목이 있지만 “이

지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했다

이었던 도쿄는 샬롯을 알게 된 뒤 ‘떠

건 로맨스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그래, 나아져”라고 서둘러 정정

나기 싫은 곳’이 된다. 마음을 나눌

새로 지어 붙인 <사랑도 통역이 되

하지만 진심은 수습되지 않는다. 20

한 사람만 있어도 낯선 세상은 꽤 괜

나요?>라는 한국어판 제목은 그래서

대의 샬롯과 50대의 밥은 지금 같은

찮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W

아쉽다. 앞서 몇 년 전 <사랑도 리콜

곳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똑같이 외

이 되나요>(원제: High Fidelity)라

로워하고 있다. 이 사실은 외로움이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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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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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우정밀의 대표이사 이점범 회장은 1981년 4월 범우정밀을 창업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1985년 차

고객에겐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협력사에겐 최고의 가치로

주식회사 범우정밀

최고의 기술, 신뢰받는 기업

량용 변속기 부품 개발을 시작으로 1988년 12월 진주 상평공단으로 공장 확장이전을 하였고 1992년 1월 범우 법인으로 전
환하였다. 2000년 10월 Drive Shaft 고주파 열처리 사업을 2공장에 착수하여 전문성확보와 기술개발, 생산안정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2년 11월 경영합리화를 위해 1공장(범우)과 2공장(범우정밀)을 합병으로 지금의 정촌산업단지로 이전하였
다. 이처럼 범우정밀은 고객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납기안정으로 보답하고 사원들에게는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매년 꾸
준히 매출 성장을 이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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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고주파 열처리 전문회사 “범우정밀”

WE'RE Looking

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우정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이 R&D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범우정밀은 품질경영을 통하여
고주파 열처리 전문업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구

고주파 열처리 전문업체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
기도 하였다.

선삭

Serration 가공

홈 가공

CNC 선반 가공

Serration 전조 가공

홈 가공

성원들의 열정과 단결을 바탕으로 늘 변화와 성장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1981년 창업이래, 자동차 부품 생산에 주력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범우정밀

해온 범우정밀은 2000년부터 동력전달장치인 등속조인트
의 드라이브 샤프트 고주파 열처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범우정밀은 고객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만족을 넘어선 기

2009년 Intermediate Drive Shaft 조립라인을 구축하여 그 동

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 쌓아온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실현에 앞장서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객과

고 있다. 향후에도 R&D, 품질경영 등 미래 역량에 대한 투자

의 약속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 범우정밀은 앞으로도 최고의 고주파 열처리 및 IDS ASS‘Y

열처리

LOT 각인

교정

조립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할 계

표면 경화, 고주파 열처리

작업 LOT 타각

휨, 밸런싱

검사

브러싱

ECT검사

홈 누락, 거리, 외경 검사

스케일 제거

와전류 크랙 탐상 검사

템퍼링

연삭

조립

CNC 선반 가공

Serration 전조 가공

홈 가공

기본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범우인

획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투자 및 설비증설로 더 나은 품질
을 확보하고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노력

범우정밀의 인재상은 모든 업무의 출발이자 동료간 신뢰

할 것이다. 보다 큰 비전을 만들어가며 사회와 고객들에게 더

의 시작인 ‘기본 충실’의 인재이다. 기본에 충실한 과정을 통

욱 크게 기여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해나갈 범우정밀! 앞으로

해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러한 성공체험을 계기 삼아 목표

도 우리 회사와 범우정밀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만들어나

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전문가를 지향한다. 자신의 일에 대

갈 큰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W

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며 최고를 추구하는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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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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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설맞이 사랑의 떡 나누기

따뜻한 나눔, 행복한 우리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막바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전한 따뜻한 나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13일,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앞둔 날이었죠? 설을 앞두고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 24곳을 방문해 떡
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창원 본사를 비롯해 의왕, 광주, 서산, 울산 등 전국 지역의 노인, 장애, 아동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설
맞이 정을 나눴는데요~ 이번 설에는 말랑한 식감에 소화까지 잘되는 증편과 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를 준비했습니다. 방문하는 시
설마다 매우 반갑게 떡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정성과 함께 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이웃
들이 더욱 더 행복한 명절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울산 행복발전소

서산 성남보육원

창원 동보원

의왕 사랑의 양로원

창원 사회복지법인 삼원

진해 재활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새학기 책가방 전달식 시행
신입사원 봉사활동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삼촌이나 이모 또는 할머니가 입학
여느 때보다 추웠던 지난 겨울, 날씨가 추워질수록 특히 더 힘든 이웃들이

선물로 책가방을 선물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있죠.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혹독한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가난’이라는 굴레에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에 바빠 아이들에게 새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2월 8일, 신입

책가방 하나 조차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사원 63명은 두 조로 나눠 진해재활원과 창원성심원을 방문해 각종 생필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28일, 우리 회사 1%기적은 신학기를 맞아

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복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 학기, 첫 출발을 하는

시설 주변과 내부를 청소하고 요양시설 노인 이용자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책가방 1,375만원 상당을 기증했습니

을 준비하는 등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 이번 전달식에는 변속생산부 이수옥 주임과, 홍현표 대리가 함께

복지시설은 평소 봉사활동 오는 인원이 적어, 우리 회사 봉사단원의 방문

했습니다. 창원늘푸른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을 더욱 반겨주었는데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

를 통해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약 190명에게 책가방을 선물했습니다.

하고 몸소 실천하는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총무팀 국경훈 사원은 “몸은

이날 이영희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은 “아이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세지를 담은 선물을 주신 현대위아 임직원들에게 진심

고되었지만 동기들과 함께였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

으로 감사하다.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변속생산부 이수옥 주임은 “책가방을 받고 기

다. 또한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을 모시며 보람을 느꼈고, 주기적으로 방문

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다. 아이들이 밝고 힘찬 에너지를 갖고 스스로의 삶을 가꿔나갔으면 좋겠다.” 고 전했습

하는 우리 회사를 반가워하는 요양원 관계자 분들의 환영에 위아인으로서

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가방을 전달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기적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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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철도’로 소통하는
철도특구 의왕시의
짧고도 긴 여행

경기도 ‘의왕’은 우리 회사 의왕사무소가 있어 친숙한 곳이지만, 사실 ‘철도’로 유명한 도시다. 여객 정
차역 의왕역과 화물종착역 오봉역을 중심으로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통대학교(국립철도대학),
고속철도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한국 철도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 연간 200만TEU 이상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ICD(내
륙컨테이너기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현대로템 등 철도와 뗄 수 없는 다양한 철도기관들이 한데 모
여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왕시 부곡동 250만㎡ 일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특구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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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폭폭~ 철도박물관
의왕 철도박물관은 우리나라 100년 철도 역사를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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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세월의 때가 묻긴 했지만 금방이라도 칙칙폭폭 달

운행 때에는 63빌딩, 남산타워 등 랜드 마크에 불빛이 켜지는 등 서울의 야경을 실제처럼 재현

릴 것 같은 모습이다.

해 아기자기 재미있다.

야외전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70~80년대를 대표하

또 철도체험실은 실물처럼 만든 기관차 내부에 앉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기관사가 차량을

는 디젤기관차와 증기기관차들이다. '토마스와 친구들'

운전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 기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잊지 못 할 추억을 선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개통한 제물포~노

처럼 장난감으로만 보던 기차를 실제로 보는지라 주변

사한다.

량진간 약 33km가 효시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지

은 항상 신기한 표정의 아이들로 북적인다. 또 좁은 선

2층 전시실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 산물을 모아놓아 철도 민속전시관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신

배와 수탈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해방 후에는 전쟁과

로를 달리던 협궤열차, 귀빈열차, 얼마 전까지 운행했던

호 및 통신 설비를 갖춘 전기·신호·통신설비실과 시설·보선실, 운수·운전실, 미래철도실,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통일호와 무궁화호 등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국의 고속철도 모형과 사진, 희귀한 철도 영상물로 꾸며진 미

을 해 왔다. 이후 1974년 8월 15일 수도권전철이 개통되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선사한다.

래철도실과 영상실은 인기가 높은 관람실 중 하나다.

란히 담고 있다.

어 도시교통시대를 열었고, 2004년 4월 1일에는 경부고

실내전시장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시실에는

철도박물관 내에는 박물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GLORY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속철도가 개통됨으로서 명실상부한 21세기 교통의 총아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둘러볼 수 있는 역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장한 GLORY 레일바이크는 리프트 형태의 방향전환장치를

로 거듭나게 되었다. 바야흐로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사실, 차량실, 철도체험실, 모형철도파노라마 등이 있다.

이용해 철로 250m와 육로 250m를 바꿔가며 터널, 철교, 언덕을 주행한다. 운행은 전문 기사

여기서 모형철도파노라마는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

가 하기 때문에 관람객은 편안히 앉아 철로 위를 달리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레일바이크가 한

철도박물관은 1호선 의왕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

는 곳이다. 전국의 철도 운행 상황을 보여주는 모형철도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기차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나온다. 약 28,000㎡ 에 이

파노라마는 총연장 289m의 선로가 거미줄처럼 깔려있

분을 느낄 수 있어 가족과 연인들에겐 필수 코스다.

르는 널찍한 야외전시장과 1, 2층의 옥내 전시장으로 구

고, 그 위에 실물을 1/87 로 축소 제작한 KTX, 새마을

성되어 있다. 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오래된 기차들이

호 등 13개 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야간

소통하게 만든 것이다.

02 철도박물관 내부 1층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 모형
이다.
03 아이들에 제일 좋아하는 철도모형 디오라마실. KTX에서
부터 다양한 기관차들이 다니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
04 2001년까지 운행되었던 대통령특별동차로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디젤전기동차이다. 국가원수 의전용으로 제
작된 특수 차량으로 운행되었다.
05 협궤 증기기관차 13호로 레일 간격이 표준보다 좁은 궤
도에서 운행한 기관차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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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보는 아름다운 석양, 왕송호수
왕송호수는 철도박물관 주차장 쪽에서 지하로 난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도착한다. 한 바퀴 산책거리가 6km에 이르
는 꽤 큰 호수로, 호반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다.
봄이면 호숫가 초평동에는 조개나물과 할미꽃이 만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에는 콩배나무와 떡신갈나무가, 저수지 제방에
06

는 활나물 솔새군락의 아름다운 초지가 형성된다. 희귀철새의

07

낙원이자 생태자연습지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분수가,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에는 눈꽃이 4계절이 아름다운 호수다.
수면이 넓어 참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의 물고기가 많은데, 덕
분에 왜가리, 청둥오리, 원앙 등 약 130여 종의 철새가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수도권 최대의 철새도래지다.
왕송호수에는 귀중한 습지식물과 수중식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다양한 수림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만들어내는 풍경은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다. 특히 석양이 내린
호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아 즐거운 나들이를 마무리하
기에 딱 좋은 곳이다.
왕송호수는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도 지역주민이 사랑하는 휴식처였지만, 작년에 레일바이크와
06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꽃터널
07 인근에서 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로 소문이 나
서 작은 주차장에서 자리 기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
다. 호수 건너편 작은 숲 위로 펼쳐진 노을이 부드
럽게 호수에 반영된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08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분수가,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에는 눈꽃이 4계절이 아름다운 호수다.
09 의왕레일타워
10 왕송호수의 다양한 수림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만
들어내는 풍경은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
다움이다.
11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

호수열차가 개장한 이후로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08
09

곳이 되었다.
특히, 호수를 둘러서 4.3km를 타는 레일바이크는 탑승장에
서 출발해서 꽃터널을 지나고 팝업뮤지엄, 럭키존, 포토존, 스
피드존, 미스트존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구간마다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있어서 지루할 겨를이 없다.
왕송호수의 또 하나 명물 ‘춤추는 음악분수대’는 여러 장르의
음악에 맞춰 형형색색의 조명과 함께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
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분수대의 연출로 왕송호수의 밤

10

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11

왕송호수 주변 카페 파라디조
의왕여행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가볼만한 곳이 모여 있어서 뚜벅
이족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게다가 멀리 가지 않아도 볼거리, 체험
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매력적이다. 왕송호수 변 카페 파라
디조는 의왕레일바이크 출발지 건너편에 있다. 왕송호수가 훤히 내
려다보이고 1,500여평의 주변 정원도 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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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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회사 산동법인의 엔진 누적생산 ○○○○
대를 돌파했습니다. 몇 대일까요?

우정에 대하여
2. 우리 회사 창원본공장 탁구 동호회의 정기모임
칼릴 지브란

은 매월 첫째 주 무슨 요일인가요?

친구란 그대들의 궁핍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이다.
사랑으로 씨를 뿌려 감사로써 수확하는 그대들의 들.
또한 그대들의 식탁이며 아늑한 집이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정현 / 금형기술팀

1. 금형쟁이
2. 이룸재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덕진 / 모듈품질관리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윤창 / 선삭기설계팀
배찬선 / 공작기계영업기술팀
박지혜 / 샤시개발시험팀

그대들은 굶주린 채 그에게로 와서 평화를 찾는다.
그대들의 친구가 속마음을 얘기할 때 그대들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지 '라는 말을 억누르지도 말라. 그가 말없을 때라도
그대들의 가슴은 그의 가슴의 소리를 듣도록 하라.
말없이, 우정 속에서는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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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sum@hyundai-wia.com)으로 보낸다!

갈채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태어나고 나누어지는 것. (후략)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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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