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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시작,
그리고 끝

책을 고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체로 첫 행동은 <제목>을 살
피는 것으로 시작한다. 대다수는 이 제목을 보고 책을 가늠한
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직접적인 경우에는 탈락할 것이
분명하다. 개화를 앞둔 꽃망울처럼 책의 내용을 아슬아슬 머
금고 있는 제목이라면 베스트다.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같
은 경우랄까.
제목 이후에 보이는 것은 저자다. 신뢰할 수 있는 저자인지,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저자인지 등을 확인한다. 누군가가 추천
한 이름이라면 책을 살 확률을 대폭 높일 것이다.
그 다음은 <표지 디자인>이다. 출판업계에서는 디자인이 책의
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지난해 출간한 김승
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 그해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기주의 <언어의 온도>의 표지와 유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단언컨대 무엇보다 좋은 책을 고르는 법이라면 ‘첫 문장’을 읽
는 것이다. 첫 문장에는 책의 분위기가 뭉근하게 배어나야 하
고, 아침드라마보다 더한 궁금증을 유발해야 한다. 눅진한 글
재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지점도 바로 책의
첫 문장이다.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은 첫 문장에 수많은 시간
을 할애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애써 실천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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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담아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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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우리의 첫 문장
처음이 중요한건 책뿐은 아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관계에서도 처음은 중요하다. 아니 관계란
이 ‘처음’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소개팅
에서 처음 만난 상대의 첫 인상이 상당히 오랜 기
간 지속되는 것처럼 말이다. 외모는 물론이며 상
대를 처음 마주하는 그 날의 패션, 목소리, 인사말
등등 처음 다가오는 것은 늘 우리의 유전자에 강
렬한 기억을 심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에 신경을 날
카롭게 곤두세운다. 어떤 옷을 입을지 일주일 전
부터 고민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며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할지, 밥 먹은 이후로는 어디로 발걸
음을 옮겨야할지 머리를 싸맨다. 심지어 어떤 말
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까, 할 말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고민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공이 ‘연애’와 결부될 때만 도드라

바로 그 첫 문장
우리나라에서 첫 문장으로 가장 유명한 소설 중

사를 ‘이’로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이 문장을 고르는

진다는 점이다. ‘첫 인상’이 연인 사이에서만 중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일주일이었다고 김훈은 고

한 건 아닐 텐데 우린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지낸

백한 적이 있다.

다. 특히 명백한 상-하관계라면 말이다. 윤종빈

하나는 바로 김훈의 <칼의 노래>다. 책은 이렇게 시

첫 문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책이 또 하나

감독 영화 <용서 받지 못한 자>에서 주인공 태정

작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겨우 네 단어

있다면 바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다. ‘국

(하정우)이 후임으로 들어 온 중학교 동창인 승영

로 이뤄진 짧은 문장임에도, 다양한 장면이 그려진

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雪國)이었다’. 이

(서장원)에게 구타와 얼차려를 가하는 것 역시 ‘친

물론 시작은 절반에 불과하다. 제아무리 좋은 문장으로

다. 예를 들면 버려진 섬의 처연함, 흔들리는 꽃의

문장은 책 전체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동

구’가 ‘선임-후임’의 관계로 달라졌기에 가능했던

책을 시작했더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졸작

애처로움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의 배경인 <난중일기

시에, 호기심을 잔뜩 자극한다. ‘대체 어떤 곳이기

일이다.

(拙作)에 지나지 않는다. 김훈은 인터뷰에서 “문장 하나 가

>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이야기가 ‘결

에 눈의 고장이라고 할까’ ‘국경의 터널은 과연 어떤

극중 태정과 승영은 비뚤어진 관계를 끝내 바로

코 간단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잔뜩 느낄 수 있다.

곳일까’라는 식의 궁금증이다. ‘국경’의 묘한 설렘

잡지 못한다. 그 누가 이 관계를 올바르다 할 수

유명한 일화지만, 김훈은 이 문장을 두고 매우 오

과,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터널’ 등을 절묘하게 쓴

있을까. 우리는 모두 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관계도 비슷하다. 첫 인상으로 언제까지 우려먹고 살 수

랜 시간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또 다른 문장인 ‘버

것에서 작가가 굉장한 공을 들여 이 문장을 썼음을

풍경도 달라진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람은 못 돼

는 없는 법. 첫 한 마디에서만 상대방을 배려해서는 아무런

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알 수 있다.

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담아 상대를 온전히

앞선 문장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지.

멋진 마무리를 만드는 법

지고 오래 가지를 못한다. 첫 문장으로 끝까지 우려먹고 살
수는 없다”고 하기도 했다.

두 책은 멋진 첫 문장만큼이나 문단과 대중을 모

다행스럽게도 회사 내에서도 이를 위한 변화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꽃’에 뒤따르는 조사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문

두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2001년 동인문학상 출

물결이 일고 있다. 존중과 배려가 관계의 가장 좋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를 만났을 때 소개팅이 끝난 후의

장의 성격은 제법 다르게 다가온다. 화자의 시점은

품작인 <칼의 노래>의 심사평은 단 한 줄이었는데

은 ‘시작’이라는 시각이 번지고 있다. 조직문화개

연락 한 마디를 세심하게 고르는 것처럼 말이다.

조금 더 전지적으로 변했고, 황망한 섬의 풍경은 더

“오랫동안 반복의 늪 속을 부유하고 있는 한국문학

선TFT에서 벌이고 있는 ‘해YO마YO’ 캠페인은 좋

에이브러햄 링컨은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욱 진하게 배어난다. ‘은’이라는 보조사가 앞의 문장

에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었다. <설국>은 ‘노벨문

은 가이드다. 상대를 부르는 첫 마디 ‘야’, ‘인마’를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라

과의 대조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김훈은 이 문장

학상’ 수상작이다. 두 책이 여전히 잘 팔리는 책이

바꾸자는 이 캠페인에서 우리의 관계는 삭막한 ‘선

고 말했다. 관계는 결코 어렵지 않다. 당신이 존중과 배려를

에서 작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결국 보조

라는 점도 첫 문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임과 후임’이 아닌 ‘동료’로 재설정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면 말이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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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입사원 수련대회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 나서

- 성산일출봉·한라산 일대 청소하고, 오래된 마을에 벽화 그려

의 청소로 이곳은 본래의 아름다운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는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손에 쓰레기봉투를 들
고 등산객이 많이 오가는 성판악탐방로를 등·하산하며 이곳에 버
려진 각종 오물을 주워, 한라산 등반길을 깨끗이 바꿔 놓았습니다.

니다. 바로 마을 벽화 꾸미기였는데요. 한지마을은 제주도 표선면에

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사

있는 작은 마을로 오래 전에 지은 집이 대부분이어서 외벽이 낡고

회적 책임을 배우고 자신의 초심과 W.I.A Pride를 단단히 장착한 신

깨진 곳이 많았습니다. 마을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을

입사원들, 새로운 에너지와 자부심을 충전한 만큼 현업에서도 새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운 신입사원들의 손길 덕분에 마을 전체가 아

운 활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W

초심을 돌아보며 성장을 동기부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 수련대회라면 *‘볼런투어(Voluntour)’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올해도 역시 신

출봉 및 한라산 일대 정화활동과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결합한 수련대회 활동.

올해 볼런투어 첫 활동은 제주의 유명한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우뭇개 해안 정화활동이었습
니다. 우뭇개해안은 바다에서 밀려 온 쓰레기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
8

수련대회는 핵심 프로그램인 볼런투어 외에도 세계자연유산 탐

애를 다지고, 초심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원 63명은 'W.I.A Pride' 슬로건으로 진행된 3박 4일간 프로그램을 통해 자부심을 강화하고 자신의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를

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볼런투어는 17일 제주도 표선면 한지마을에서 진행했습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2018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신입사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사회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방, 임원과의 대화,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등 신입사원들이 동기

름답게 변신했습니다.

입사원 63명은 3박 4일간 알찬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성산일

변속생산부 김광태 사원은 “함께 입사한 동기들과 세계자연유산
을 가꾸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어 16일 진행한 한라산 등반에서도 신입사원들은 등산로에 있

신입사원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WE'RE Sharing

- 15~18일 수련대회 일환으로 봉사활동

는데요. 15일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

*볼런투어(Voluntour)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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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사직원
보안교육 시행

“Wake Up 보안의식, Build Up 지식재산!“
사내 보안표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구처럼
이번 보안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더 깨우고 지식 재산을 더 지켜나가요!

업무 시 SNS 활용 위험성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 밴드, 행아웃 등의 SNS는 대화 내용 등 업로드된 정보가 의도하
지 않게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삭제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타인의 기기 및 서
버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 대화는 SNS 활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업무 관련 대화
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Talk’ 사용을 권장합니다.
mTalk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
스마트폰 인터넷 어플을 활용하여 mTalk App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1)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아이폰은 Safari)’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 주소창에 mTalk 다운로드용 URL(http://mtalk.hyundai.com/app/) 을 입력합니다.
3)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OS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선택 시, 사용자 스마트폰에 mTalk을 설치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일반직 직원 총 1952명을 대상으로 13개 사
업장에서 ’18년 보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안교육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사직원 보안의식을

회사 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은 보안사고사례, 보안정책 개정사항, 보안준수사항 강
조를 통해 직원들의 보안 재인식과 자율적 보안준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생성

보안등급 정의 및 표기
- 내용 및 열람 대상을 고려 후 겉지/속지 모두 표기

보관

대외비 이상 문서 비인가자 접근 통제
- 전자문서 DRM 암호화 처리
- 출력문서 문서함 內 시건 보관
회사 업무 시스템 外 보관 금지
- 개인전산 장비 內 회사 자료 보관 금지

공유

업무 관련 필수 인원만 공유
메일 공유 시 불필요 내용 삭제 후 진행
- 메일 內 첨부파일 내용 붙이기 제한

파기

파기 시,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처리
- 전자문서 PC 內 휴지통까지 삭제
- 이면지 사용금지 및 파쇄기 파기
주재원 종료 시, 관련 자료 해당법인 반납/폐기

악성코드 예방 수칙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첨부파일 삭제
 믿을 수 없는 웹사이트 실행 가능 파일 다운로드 금지
 문서파일 저장/보관시 암호화 상태 유지
- 악성코드에 의한 외부 유출 시 열람 불가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검사 항상 실행 설정
 윈도우 및 V3 등 S/W 최신 버전 유지
 회사 공식 프로그램 이외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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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향한 존중은
팀의 ‘자부심’이 된다
울산 2공장 부품생산부 가공 1반을 만나다
‘존중’의 의미를 한자로 풀어 설명하자면 높을 존(尊)에 무거울 중(重)을 써 높이고 중히 여긴다는 뜻이 된다. 단
순히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높이 여기고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이다.

역지사지. 존중의 시작

Q. 울산 2공장 부품생산부 가공 1반을 소개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룹의 핵심가치이기도 한 ‘인

은 총 37명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GM에 납품하는 P1, P2, P3 캐리어,

재존중’의 의미가 더 와 닿는다. 각자가 재능을 갖

GM 엔진미션, 소형승용 디프케이스 등 총 5개 기종을 맡고 있는데 전

춘 인재이기에 리더와 팀원, 직급과 경력의 관점을

부 체코, 미국 등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입니다. 특히 GM라인은 울산 공

떠나 동료의 관점에서 각자의 자리는 높고 중하게

장에서도 매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4년 넘게 큰 문제 없이 꾸

여겨져야 한다.

려오고 있어요. 전체 라인 모두 수출물량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큰 반

홍태표 반장 주/야간 18명, 19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반

이죠.

팀에 대한 자부심의 근원
반을 이끄는 홍태표 반장부터 작업자가 편안한 현
장을 만들고, 작업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본인에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한다. 서로의 능력을 존
중하고 신뢰하는 팀.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은
개인의 자부심을 설명하며 ‘자기 신뢰’와 ‘자기 존
중’이 합쳐진 것이라 설명했다. 팀에 대한 자부심으
로 확장해봐도 그렇다. 팀원들에 대한 신뢰, 서로간

Q. 수출물량은 무엇이 다른가요
홍 생산에 있어 품질과 납기 모두 중요한 것은 내수나 수출이나 같습
니다. 수출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비용이 더욱 크다는 점을
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의 불만이 생겨, 미국으로 해상운송
을 하려면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납기가 안 맞으면
항공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비용이 몇 배는 커지죠. 품질 문
제가 생길 때 고객사의 거리가 멀다 보니 대응도 훨씬 어렵고요. 그래
서 품질과 납기를 매우 완벽히 지켜야 합니다.

존중이 합쳐지면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팀이 될 수
있다. 모든 라인의 생산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울산
공장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라인이라는 데에서
오는 가공 1반의 자부심은 즉, 어려운 성과를 이끌
어내는 팀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데에서 생겨
난 것이다.

Q. 가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홍 제가 입사한 지가 14년이 넘었는데 입사할 때부터 ‘선반가공을 한
번 해봐라’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공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라인
을 직접 맡고 모르는 것들은 따로 공부하며 기계가공을 더 파고들었죠.
가공을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
금까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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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진 대로 기계를 놔두면 제품도 그 정도 수준만 됩니다. 따라

것 같다며, 센서 위치만 조금 위로 옮겨도 다른 부위를 인식해

서 작업자가 개선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정을 계속

찍힘이 없을 것 같다고 제안했어요. 실제로 해보니 불량이 줄

공부했어요. 도태되지 않으려 노력하니 7년 전부터는 반장 직

었어요. 사소하더라도 라인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이 제안을 적

책도 맡게 되었죠. 반장인 지금도 라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극적으로 해주니 불량을 줄이고 원가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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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습니다.

Q. 가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한가지는 ‘전력비 줄이기’가 있죠. 기존에는 식사 시간에

홍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밀도이죠! 특히 우리 반은 엔

도 작업장 형광등을 켜놓고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사소

진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미크론 단위로 움직이는 상당히 타이

한 습관을 줄이자는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수동라인

트한 치수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밀도가 우선되어

의 경우도 비가동 시 비상정지를 눌러놓고 이동하는 등 같이

야 하고 또한 가공 역시 생산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납기와

노력해서 절감효과를 보고 있죠.

품질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되죠.

Q. 평소 반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Q. 반 내에서 문제를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홍 역지사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대인과 대인 관계도 있지

홍 울산 2공장에서 활성화된 제안제도를 활용해 여러 개선

만, 내가 한번 회사의 오너, 주인, 주주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

을 추진하고 있어요. 월별로 생산성/품질 향상, 안전확보, 원

다고 말해요. 회사소식을 잘 읽어보고 회사 상황에 관심 갖고

가절감 등 하나씩 반원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여러 제안을 하

반원들에게도 열심히 공유하죠. 하나라도 아끼고 하나라도 더

고 있죠. 의무가 아닌데도 90%이상 참여하고 있어요.

해서 회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해요.

대표적으로는 ‘가공불량 줄이기’가 있어요. 매일 아침 품질
회의를 진행해 실제 라인에서 나온 불량을 두고 처리방법을

내가 하나라도 더 하려는 마음가짐이 동료들 간에도, 회사와
나의 관계에서도 성과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하죠. 최근에 한 라인에서 찍힘 불량이 나왔는데 작업자
가 말하기로 장비에 들어가기 전 위치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습니다. 차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업 스킬

Q. 올해의 특별한 목표가 있나요
홍 우리 반에서 ‘전진’이란 소그룹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

이 늘 수 있도록 개선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

니다. 15년 처음 시작해서 당시 연말 결선까지 올라가 장

각해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직접 자주 돌기도 하고 문제

려상을 받았던 팀이죠. 올해 상반기 활동은 우선 본부 내

가 발생하면 작업자들과 문제해결을 하고 있죠.

에서만 성적을 매겼는데, 자체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려던
것의 50%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15년 당시 활동을 시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작한 첫 해에 결선까지 진출한 ‘전진’인데, 하반기에 더 활

홍 항상 의욕이 넘치는 우리 반원들에 대한 고마움이 큽

성화해서 올해 또 한번 결선 진출을 꼭 노려볼 계획입니

니다. 오히려 의욕이 너무 넘쳐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

다.

도 있어 반장으로서 아쉬움도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반원
모두가 울산 2공장의 주력 반이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크
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원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껏

Q. 본인에게 인재존중이란
홍 나의 노하우를 반원들에게 전수해 반원들이 스스로

무리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스킬을 키워 개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줬으면 좋겠고, 저 또한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더 다가가

‘작업자에 대한 존중’이라 생각해요. 저는 일을 시키는 사

고 독려해서 우리 반이 울산뿐 아니라, 전사에서 인정받을

람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어느 정도 스킬까지 올라올 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반 가니 대단하더라, 자부

있도록 보탬이 되는 사람인 거죠.

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자동화 라인을 맡고 있다고 단순 작업이라 생각하면 작
업자는 버튼만 누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공하는 제품
이 어떻게 가공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런 가
공을 하고 있는지 작업자들이 알아서 숙지를 해야 스킬이
올라가요. 스스로 답을 찾기 어려울 때 방법을 전수 받는
것과 문제해결을 항상 남에게 미루는 것은 큰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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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죠. 무엇보다 반원 모두가 회사에서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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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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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좋아하세요?
국내 캠핑인구 310만명, 캠핑산업 규모 1조 5천억원 (2016년 기준) 날로 커져가는
아웃도어 시장! 초여름인 요즘 계절이야말로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이죠? 산과
계곡, 강과 바다! 곳곳으로 나가 캠핑을 즐기는 사우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
니다!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사우들의 캠핑기를 들려드립니다.

차량부품생산기술팀 이경양 과장

FA제작관리팀 김주민 사원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연구원

●

●

●

창원 주변 캠핑지? 나에게 물어보세요!

캠핑의 시작과 끝

초보 캠퍼의 간편한 캠핑!

여름에는 아무래도 바다가 좋습니

캠핑지 추천

친구 따라 캠핑을 맛보고 난 후 너무 좋아 캠핑 장비들을 다 구

5월의 어느 주말 7만원짜리 원터치 텐트를 가지고 걱정 반 설

다. 산으로 가면 산들바람이 땀을 식

<산>
- 창원 북면 오토캠핑장
- 가야랜드 달빛야영장
- 밀양 호박소 캠핑

매해두고 드디어 기대하던 캠핑 첫날!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무

렘 반으로 인생 첫 캠핑을 떠났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5월의

렵부터 날씨가 흐려지더니 천둥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불

따뜻한 날씨덕분에 고가의 장비 없이 버너, 후라이팬, 저렴한

어닥쳤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텐트가 날아갈까

텐트와 맛있는 고기만 가지고도 친구들과 재미있는 캠핑을 즐

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어요. 지금에서야 추억으

길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낙동강 오

로 웃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토캠핑장’에서 저 같은 초보 캠퍼님들!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기

캠핑 접었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혀주긴 하지만, 모기와 벌레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강 근처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오
토캠핑장은 주변에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시설이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장 좋았던 곳
은 ‘남해 송도해수욕장 캠핑장’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 조용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
습니다. 또 모래를 장난감 삽으로 파보면 백합조개가 많이 나옵니다. 꽃게도 많아서 아이
들과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옆에 샤워시설도 있고, 도보 3~4분 정도만 걸

<강>
- 밀양 아리랑 오토캠핑장
- 김해 생림 오토캠핑장
- 부산 낙동 오토캠핑장
<바다>
- 남해 송도해수욕장 캠핑장
- 진해 소쿠리섬 캠핑장

으면 편의점이 있어서 필요한 물품은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캠핑장이 아니어
서 전기 사용이 어려운 게 단점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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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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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부품개발팀 황제식 대리

특수영업팀 이성환 과장

원가회계팀 손진우 사원

모듈생산1부 김준형 과장

●

●

●

●

여름휴가 때 가기 좋은 캠핑지

아이들은 잔디운동장을,
아빠들은 낚시를 즐겨요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주먹거리 캠핑장’을 추천합니다! 한
적하고 시원한 산 속 캠핑장이라 매년 여름휴가 때 고민없이 가
는 곳입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
고, 보물찾기, 경운기 타기 등 다채롭게 즐길 거리가 있습니
다. 또 캠핑장 인근의 봉화에서 열리는 은어축제는 우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동일한데, 남녀노소 모두 즐기기 좋습니다.
올해도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해먹에 누워 여유를 즐길 생각만
으로도 일상에 활력이 솟아납니다.

밀양에 위치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을 추천합니다! 원래 ‘미
르피아 오토캠핑장’이었는데 새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다
섯 가지 장점을 꼽아볼게요! 하나. 창원 도심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25번 국도를 이용하면 차 막힘 없이
2~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둘. 규모나 시설 면에서 가
성비 최고의 캠핑장이죠. 주말 20,000원(재활용 봉투비 700
원 별도)이면 즐길 수 있어요. 셋.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
다. 데이터 걱정 없이 아이들과 인터넷 게임 하기에도 무척 좋
아요. 넷. 사이트 및 사이트간 간격이 충분히 넓은 덕분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확보됩니다. 또 큰 잔디 운동장이 여러 개
있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야구, 축구 등을 하며 뛰어놀기에
는 딱입니다. 다섯. 아이들만 놀 수는 없죠! 아빠들은 낙동강에

WE'RE Looking

WE'RE Sharing

초보 캠퍼들의 일상탈출

캠핑에서 느끼는 가장 행복한 순간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지쳐갈 즈음, 동기인 인사팀 김민

캠핑은 짐을 한 보따리 싸서 차에 꾸역꾸역 넣는 아주 힘든 과

구 사원과 함께 급작스레 캠핑을 떠났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정부터 시작되지요. 캠핑장에 도착하여 또다시 짐을 풀고서 정

동기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리하다 보면 땀이 온몸을 적시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에 사뒀던 텐트가 생각났어요. 바로 회

은 해먹을 신나게 흔들며 타고 있죠. 힘든 여정을 마친 후 의자

사 근처의 캠핑장을 검색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구불구

에 앉아 신난 아이들을 보며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면 피

불한 길을 따라 산 속 깊이 들어가면서 괜히 왔나 싶기도 했습

로가 싹 가시는 마법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

니다. 하지만 캠핑장에 도착하고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는

어가고 배가 출출해지면 숯불에 삼겹살과 소세지를 굽는 것은

순간 그런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텐트만 달랑 들고 가서

기본이겠죠. 캄캄한 밤 가족과 손을 잡고 이곳 저곳 거닐며, 밤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변에 캠핑 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미있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여유를 느낄 때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

는 캠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바다를 보며 먹은 고

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핑은 다녀온 후 회사생활에
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죠! 여러분도 가끔씩 지인과 함께 캠핑을
캠핑지 추천 : 북한강 자라섬 캠핑장 -

떠나 힐링타임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캠핑장이 매우 넓어 예약이 상대적으로
쉽고 북한강에 둘러싸여 있어 경치도 좋

서 낚시도 즐길 수 있어요.

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길도 있습
니다.
‘안녕오토캠핑장’을 추천하는 이유

나만의 꿀팁 : 캠핑 초보자라면 텐트와 캠

1) 회사와 가까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핑 장비는 일단 저렴한 것으로 구입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캠핑을 일단 가보고, 캠

떠날 수 있다.

핑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장비들

2) 산과 바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을 사용하는지 직접 살펴본 후 구입하는

힐링 플레이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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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명화소장
(블루레이)

WE'RE Sharing

건담

BGM 수입
있다면 어떤 취향인가요?

WE'RE Looking

음악 게임

블리자드사 게임

냉면 커피
운동 여행 맛집탐방

메이저리그

I LOVE
닭

본연의
골프 식재료
맛과 식감을
즐기는 음식

사소하고도
아주 중요한 그것!
개인의 취향

Q

취향은 소비로 이어진다! 나만의 취향소비를
위해 가장 많이 소비한 영역은?

레저 및 취미

36%
패션 및 악세서리

9%

외식 및 식품

35%

음악, 영화 등 문화생활

16%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취향저격" 등의 말
자주 쓰시죠? 현대사회는 개인이 본인의 기호를

%
2% 2

자유롭게 선택하는 만큼, 개인의 '취향' 역시 삶에
서 떼어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선호도를 표하는 것을 넘어 취향이 취미로,
취미가 몰입으로 발전하면 '덕후'라고 칭하기도 하

Q

성으로 발휘해 일명 '성공한 덕후'가 되기도 하죠.

3. 사람들은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 취향을 설정 혹은 이용하기도 한다.

이만큼 취향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많이 변화하고

4. 취향은 단순한 기호를 떠나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의 요소가 된다.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인 만큼 존중받아야 마땅한

5. 너무 한 가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교성이 떨어질까 우려한다.

취향!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6. 기타

YES
나는 '덕후'라고 할 정도의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

30%

YES

70%
NO

Q

24%
4%
4%
2%
2%

Q

타인의 취향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사진 촬영 독서

91%

Q

64%

1. 점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2. 무언가에 열심히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다.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74명
설문기간 : 2018년 5월 18일 ~ 2018년 5월 29일

이런 취향은 호감이 간다 혹은
이런 취향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있나요?
패션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취향

레저취미

커피덕후 신발덕후

여행 자기개발

9%
NO

나만의 향수 철학

정원꾸미기

와인덕후

음악 재테크
자동차 수집

16%

1. 초딩입맛, 아재입맛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음식 취향

8%

2. 어른들이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더라니! 이상형에 대한 취향

39%

3. 시끄럽고 복잡한 곳보다는 한적한 곳이 좋다. 공간에 대한 취향

16%
17%

4. 시간대별로 빽빽하게 많이 구경하기 바쁘던 여행보다 휴양이 좋다. 여행 취향

2%
2%

6. 내 취향은 일평생 통틀어 일관적이다.
7. 기타
21

스포츠

예술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취향은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경우 어떤 부분이 주로 변하는 것 같나요?

5.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더 좋다. 놀이 취향

20

기타

요즘 사회에서 취향 혹은 덕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어떤 것 같나요?

는데요. 한 가지에 푹 빠진 사람들이 취향을 전문

Q

IT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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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Monthly magazine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
아 경남 창원 이룸재 1층에 위치한 ‘현대위
아 어린이집’에서 부모 초청행사를 진행했
다. 이번 행사에는 직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활용해 아이들의 재
롱잔치를 선보이고, 카네이션 달아주기, 아
빠와 함께하는 점심식사 등 다채로운 프로

June +06

HYUNDAI WIA
Monthly magazine

제 3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장 어린이집 부모 초청행사

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작기계생산부 김태광 조장은 “아이들의 장기자랑도 보고 같이 식사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 정말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HYUNADI WIA Kindergarten holds a “Parents Day” Party
On May 8th, HYUNDAI WIA kindergarten celebrated the Parents Day and invited
the kid’s parents who work at the company. Approximately 30 employees attended
the event and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having lunch party, gifting carnations,
and a feast was held.
Kim Tae-gwang, the group leader of the machine tool division said, "It was such
a meaningful time to celebrate the Parents Day with my kids together. I hope these
kinds of events could be held more often so that I can also spend some more time
with my kids.”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4일 경남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창원지역 관리감독자 153명을
대상으로 제 3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책임부여와 안전의식 함양을 위
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대한
산업안전협회 전유미 간호사가 산업보건기준과 직업병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관
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3월부터 월 1회씩 매달 다른 주제로 시행되고 있다. 차기 교
육은 6월 18일 작업환경 관리방법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Management Supervisors Attends “The 3r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May 14, HYUNDAI WIA conducted ‘The 3r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ith 153 management supervisors in Changwon Plant.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 compulsor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was provided for the supervisors to have responsibility and safety
consciousness in the work field. On this day, Jeon Yoo Mi,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KOSEF) nurse, conducted the workshop on the
subject of occupational health standards and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The education is being held once a month since March and the next training will
be held on June 18th on the subject of how to manage work environment.

공작기계 대량 수주업체 ‘아스플로’와 MOU 체결

5축 무인 가공 솔루션 세미나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구소에서 반도체 배관부품 제조업체
‘아스플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 회사는 아스플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를 유지하며 상호 이익을 함께 도모하고자 이번 MOU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아스
플로는 우리 회사의 공작기계 100대를 일괄 주문한 바 있다.
우리 회사는 아스플로에 납품한 공작기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양을 개선
해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고 향후 투자 유치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17일 경남 창원 기술지원센터에서 ‘5축 무인가공 솔루션 세미
나’를 개최했다. 고객사 및 가공 작업자 총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세미나, 공장견
학, 전시장 관람, 가공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세미나는 근로시간 단축 정부 시책에
대비한 무인가공 솔루션 및 생산성 향상 시연을 중점으로 XF6300 실가공 사례 소개와
함께 이뤄졌다. 또한 18구 코어 가공 완료 및 측정 시연이 이어져 고객사의 5축 무인가
공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고객사들의 기술이해와 가공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써 고객 만족
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Machine Tools Division Signs an MOU with ‘Asflow’
On May 8, HYUNDAI WIA signed an MOU with a semiconductor plumbing
component manufacturer called Asflow at Uiwang R&D center. HYUNDAI WIA has
signed the MOU to maintain partnership with Asflow and to promote mutual benefit.
Earlier in March, Asflow ordered 100 machine tools from HYUNDAI WIA.
HYUNDAI WIA plans to constantly monitor the machine tools which were supplied
to Asflow and improve its specifications to maximiz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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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xis Unmanned Machining Solution Seminar
On May 17, HYUNDAI WIA held a 5-axis unmanned machining solution seminar
at Changwon Technical Support Center. A total of 70 people attended and the
event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seminar, plant tour, exhibition tour and
processing demonstration.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working time, the
seminar was conduc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XF6300 actual machining
cases to emphasis its unmanned machining solu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HYUNDAI WIA will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by communicating
with customers and make them sure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its technology
and machi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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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전 직원 야유회 실시

산동법인 해변 정화활동 진행

강소법인은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1박 2일 전 직원 야유회’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야유회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동료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기며 회사생활의 새 활
력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각 부서간 교류와 소
통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직원은 “동료들과 회포를 풀고 일상과 직업에 대한 열정을 충전하
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며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5월 19일 일조시 제3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번 활동에는 경합금생산실 최길환 실장,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롯해 각부 부서장
및 지원자 5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해변 곳곳에 널
린 쓰레기를 치웠다.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마친 후, 참가 임직원들은 깨끗하게 정돈한
해변가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봉사활동의 보람을 나눴다.
산동법인은 해변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일조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책
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임직원들이 참여하
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江苏法人组织全体人员 野游 活动
为了开阔员工视野，激发员工对生活、对工作的热情，同时促进各部门之间的沟

山东法人开展沙滩清洁公益活动

通和交流，丰富员工的业余文化娱乐活动，4月~5月，江苏现代威亚组织了全体员

5月19日，山东现代威亚的56名职员在日照第三海水浴场，开展了海边沙滩垃圾

工的2日一夜 野游活动。旅游途中，大家了解了当地的人文风土人情，享受了各种

清洁志愿者活动。公司轻合金生产室室长崔吉焕，经营支援部部长李弘烈，各部部

各样的美食，解除了疲劳，尽兴游玩之余，深切感受到来自公司大家庭的温暖。

署长、科长及志愿者，共同为海洋环境的清洁贡献了自己的一份力量。早上8时30

今后，江苏现代威亚将会再接再厉，争取组织更多更有意义的活动，使公司发展

分，大家来到第三浴场进行沙滩清理。初夏的海边艳阳高照，志愿者们充满干劲，

的更好。

顾不上擦汗，徒手清理海滩上的垃圾。11时30分，志愿者们已将散落在海滩各处的
垃圾分别装好。短短3个小时，大家众志成城，海滩恢复了清洁干净的美好环境。
活动结束后，志愿者们一边享用午餐，一边观赏海滩风光。
山东现代威亚通过海边沙滩清扫活动，奏响了绿色和谐之曲，成为了日照市名副
其实的“绿色企业”楷模。今后，山东法人将继续推行有意义的社会公益活动。

강소법인 환경보호 캠페인 시행

산동법인 부서장 간담회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5월 18일 회사 동문(東門)에서 환경보호활동을 펼쳤다. 활동에 나
선 6명의 대표 직원은 현수막을 내걸고 환경보호 구호를 외치며 임직원들에게 환경보
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잘 하고 사내 환경을 정돈하자’를 주제로
임직원들의 환경보호활동 동참을 촉구했다.
강소법인은 직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아름다운 공장’을 슬로건으로 깨끗
한 업무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정돈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
인,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5월 10일 사내 VIP식당에서 현지채용 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
회는 경영지원부 조양신 부서장, 발동기 생산1부 장금룡 부서장, 경합금생산부 설동 부
서장, 품질관리부 송효동 부서장이 참석해 2018년 상반기 업무실적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의 격려사와 함께 식사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채인 부서장들에게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리고 올
해 하반기 업무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2018년 사업목표를 되새기며 행
사를 마무리했다.

江苏法人开展职业病防治宣传活动

山东法人现采人部署长恳谈会圆满举行
5月10日，现采人部署长恳谈会在公司VIP餐厅圆满举行，各部署驻在员及现采

为更好的提高公司员工的个人素质，营造良好的公司氛围，安全环境部在5月18

人部署长参加会议。会议首先由经营支援部部署长赵良晨、发动机生产1部部署长

日组织了环境保护主题宣传活动。活动当天，在东门有6名员工代表，大家宣读着

张金龙、轻合金生产部部署长薛栋、品质管理部部署长宋晓东对2018年上半年业

环保口号，向员工传输环保知识并让员工在横幅上签字决议加深印象。

务实绩进行了发表。随后文相鎬法人长发表重要讲话，并邀请参会人员入座就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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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造花园
工厂，通过多样化的安全活动，对员工进行持续性的企业文化教育。

与员工亲切交谈，了解员工工作情况。
此次业务发表让现采人部署长对公司整体经营状况有了深入的了解，对2018
年下半年工作方向有了明确的认知，对于2018年事业目标达成具有重要的指导作
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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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어머니의 날 행사 시행

미주판매법인 딜러교육 실시

멕시코법인은 지난 5월 10일 어머니의 날 행사를 열고 직원 83명의 어머니를 초대하
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꽃다발과 기념품 증정 시간을 마련하였다. 멕시코에서 어머니
의 날은 자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를 기리는 날로, 백화점, 식당 등 곳곳에서
도 각종 행사를 열어 성대하게 기념할 만큼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멕시코법인장 손준철 이사는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어
머니들이 축하 받기를 바라며, 가정과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미주판매법인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규 딜러 영업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플로리다 지역의 U-Tec CNC 영업사원 6명,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DC 등 지역
을 담당할 MTA사 영업사원 5명이 참석했다.
미주판매법인은 △사업현황 공유 및 시장공급 현황 △전 기종 라인업 중점의 트레이
닝 △경쟁사 판매기종과 비교분석 △서비스와 기술력 포인트 특강 등 다채롭게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체험과 의견 교류 시간을 통해 영업역량을 한층 증진할 수 있도
록 했다.

HYUNDAI WIA Mexico holds a Mother’s Day Event

HYUNDAI WIA America Conducts Dealer Training

On May 10,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Mother's Day event and
invited 83 mothers of employees to provide lunch and a bouquet of flowers and
souvenirs. As it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anniversary after Christmas, lots
of shops and restaurants open various events to commemorate the day with all
the mothers in Mexico. Jun Chul, the director of Mexico plant attended the event
and said, “I hope all the mothers who are here could enjoy the Mother's Day and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heart of the home.”

From May 21st to 24th HYUNDAI WIA America conducted training with its
new sales dealers. The training was attended by 6 sales representatives from
U-Tec CNC in Florida, and 5 sales representatives from MTA in Pennsylvania and
Washington DC. The training was conducted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sharing
business conditions and market supply, introducing the lineup of all machine tools
models, comparing with competitors' sales models, and lecturing on customer
services and key points of technology. HYUNDAI WIA America actively provided
on-the-spot experience for the participants and exchanged opinions with the
participants to promote sales capabilities.

인도법인 셧다운 기간 예방 보전활동 시행
인도법인은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HMI 셧다운 기간을 활용해 주요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 사전점검과 예방 보전 활동을 펼쳤다. 잦은 정전으로 전력 수급이 불
안정하고 50℃에 달하는 혹서기 외부온도 등으로 설비의 고장이 잦은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인도법인은 주요 설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기 보수와 함께 안전관리 활동
을 진행했다.
인도법인은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하반기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대비하고 안전한 현
장 구축에 더 노력할 예정이다.

HYUNDAI WIA INDIA Plant Conducts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y during Shutdown
In case of India, especially in the summer the temperature reaches up to 50 ℃,
so to minimize the risk factors such as equipment breakdown, unstable power
supply, and frequent power outages the company conducted a preliminary
checks with its facilities and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ies from May 21st
to 26th. The preventive maintenance activity was able to be done during the
HMI shutdown period. Based on this inspection, HYUNDAI WIA INDIA Plant will
continuously make a safe work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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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사상식 : EU GDPR 이해하기!
1. GDPR 이란 ?
●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해당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EU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예의주시 필요

2. 법 위반시 과징금 수준
일반적 위반사항
(대리인 지정 위반 등)
중대적 위반사항
(국외 이전 규정 위반 등)

글로벌 매출 2% 또는 1천만
유로(약 120억원) 중 높은 금액
글로벌 매출 4% 또는 2천만
유로(약 240억원) 중 높은 금액

3. GDPR에 따른 기업의 책임강화
●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DPO :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 민감 정보 대규모 처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관한 기록 유지
● EU 외 지역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EU 역내에 대리인 지정
● 해킹 등 유출사고 발생시 감독기구에 신고하고, 중대한 유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필요
● 정기적 검사, 평가 등 적절한 기술 및 관리 조치 이행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 마련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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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WE'RE Talking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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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기아차 플래그십 모델의
완성체

'K9'은 기아차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장에 등장할 당
시, 정몽구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갖춘 K9은 세계 시장에서 기아
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힐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인 모델이다.
본래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의 시작은 엔터프라이즈다. 엔터프라이즈는 기아차
가 지난 1994년 6월부터 총 2800억원의 투자비로 개발됐다. 1997년에 처음으로 선
보일 당시 '국내 최고급 승용차'로 최대 배기량(3600cc), 최고 출력(230마력), 최고
시속(230㎞)을 자랑했다.
이어 기아차의 최고급 모델 바통은 2003년 출시된 오피러스로 이어진다. 기존 엠
블럼과 다른 엠블럼을 처음 도입하기도 한 오피러스는 자가운전을 하면서 최상의
드라이빙을 원하는 고급 자가운전자를 겨냥한 콘셉트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K9으로 플래그십 모델 역사가 이어졌다.
2008년부터 프로젝트명 ‘KH’로 연구개발을 시작한 K9은 4년 5개월여의 연구기
간 동안 총 5200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차명 K9에서 숫자 ‘9’는 최상위 라인업을 의미하며, 기아차의 플래그십 차종으로
K5, K7에 이은 ‘K 시리즈’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K9은 람다 V6 3.3 GDi 엔진을 탑재, 최고출력 300마력(ps), 최대토크
35.5kg·m, 연비 10.7km/ℓ의 엔진 성능을 구현했으며, 람다 V6 3.8 GDi 엔진
또한 최고출력 334마력(ps), 최대토크 40.3kg·m, 연비 10.3km/ℓ의 성능을 갖
췄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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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국내 최초로 적용

솔린 △5.0 가솔린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며 판매가격은

해 차량 전면 유리에 다양한 주행 정보를 제공하며 운전

3.8 가솔린 모델이 5490만~7750만원, 3.3 터보 가솔린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주행조건에 따라 빔의 각도와

모델은 6650만~8230만원, 5.0 가솔린 모델은 9330만

패턴의 다양한 변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어댑티브

원이다.

풀 LED 헤드램프’를 국내 처음으로 탑재해 주행 안전성

더 K9은 최고급 대형 세단에 걸맞은 파워트레인 라인

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아차의 최첨단 텔레매틱스 서비

업을 구축해 여유롭고 풍부한 가속감과 최상의 구동력

스인 ‘유보(UVO)’가 처음으로 탑재되기도 했다.

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솔린 람다 3.8 V6 GDI,

이어 K9은 2014년 '더 뉴(The New) K9'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가솔린 터보 람다 3.3 V6 T-GDI, 가솔린 타우 5.0 V8
GDI 등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기아차는 더 뉴 K9을 선보이며 기아차 차종 중 최

3.8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315 PS, 최대토크

초로 5000cc급 ‘V8 타우 5.0 GDI’ 엔진을 탑재한 ‘K9

40.5kgf·m, 복합연비 9.0km·ℓ(18인치 2WD기준)

QUANTUM(퀀텀)’을 선보였다. V8 타우 5.0 GDI 엔진

의 엔진성능을 갖췄으며, 5.0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은 배기량 5038cc의 대형 엔진으로 최고출력 425마력

425 PS와 최대토크 53.0kgf·m, 복합연비7.5km·ℓ

(ps), 최대토크 52.0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췄

(19인치 AWD기준)의 파워풀한 성능을 구현했다. 트윈

다. 외관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존 가로바 형태

터보차저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 출력 및 실용 성능을 향

에서 크롬 재질이 보강된 메쉬(다이아몬드형) 형태로 변

상시킨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370 PS, 최대

화되며 고급감과 웅장함을 구현했다.

토크 52.0kgf·m, 복합연비 8.7km·ℓ(19인치 2WD

2018년 4월 기아차는 6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친 2세
대 모델 '더 K9'을 선보였다.
더 K9은 전장 5120mm, 전폭 1915mm, 전고
1490mm, 축거 3105mm로 기존 K9 대비 차체 크기가

기준)를 구현했다. 더 K9의 국내 판매 목표는 올해 1만
5000대, 내년 2만대로 책정됐다. 올 9월부터는 북미와
중동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수출 목표는
6000대다. W

한층 웅장해졌다. 라인업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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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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지난 봄, 정현 선수의 이변과 같은 활약으로 국내에도 강습 문의와 관련용품 판매가
급증하는 등 테니스 열풍이 대단했다. 테니스는 신사의 스포츠라 불리는 운동 중 하
나다. 유럽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운동경기에서 시작해, 매너를 매우 중시한다.
세계급 대회에서도 승패를 떠나 서로 존중하는 매너가 매우 인상 깊은 운동이다! 이
처럼 매력이 매우 많은 운동이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 관심과 궁금증만
갖고 있던 사우들을 위해, 우리 회사 테니스 동호회 삼인방을 만났다.

Q. “현대위아 테니스”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

김부교

화기애애!

박창만

항상 같이!

정지만

파이팅!

현대위아 테니스

현대위아 테니스에 함께 하려면?
참여 문의 : 총무 정지만 (010-9302-8022)
정기 모임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모임 장소 : 남산고등학교 내 테니스장
준 비 물 : 테니스 전용화 (라켓, 공 등 동호회 장비 이용가능)
회
비 : 1만 5천원/월
32

회장

회원

총무

박창만

김부교

정지만

(경력 30년)

(경력 30년)

(경력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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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동호회 와서 배울 수는 있기는 한데,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Q. 본인들에게 테니스란

배워야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자세 교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정 저에게 테니스란 ‘생활’이죠! 특히 아내와 테니스를 함께 치

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는 10년 친 사람도 1년에 한번씩

다 보니 휴일은 무조건 테니스장을 갑니다. 아내나 저나 어디 멀

레슨을 받아요.

리 놀러 가자는 소리를 딱히 안 해요. (웃음) 하루 종일 테니스장
에 있어도 질린 적이 없고, 또 집에 있을 때는 TV로도 같은 채

Q. 동호회에 들어온 계기?

Q. 최근 정현 선수의 활약으로 국내 테니스 열풍이 불 당

정 입사 초 회사 바로 앞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사원아파트

시, 심정이 어땠나요

앞이기도 하다 보니 가까워 자연스레 접했죠. 그때 배우기 시작

정 감격 그 자체였죠. 안 그래도 우리 나라 선수 중에서 특출

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 치고 있습니다.

난 선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정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감

김 가장 처음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에요. 그때부터 경력을 치

동스러웠어요.

면 40년 되었죠. (웃음) 고등학생 때 재미나게 쳤던 기억에 입사

박 감동과 함께 자부심도 느끼고 응원도 하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다시 테니스를 쭉 치게 되었죠.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 좋았죠. (웃음)

박 저는 이 동호회에 들어와서 치기 시작한 게 처음이네요. 우
리 동호회가 1977년에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사내 테니스장이

Q.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우들에게

있었어요. 동호회 와서 배우고 치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넘었

정 테니스는 사실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어느 정

네요.

도 기본기를 익혀 상대방과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실력도 늘고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아예 처음 시작하는 입

Q. 테니스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문자들에게는 사외 테니스장에서 정식 레슨을 받는 것을 추천합

김 다른 운동과 달리 모든 신체를 다 이용해야 하는 전신운동

니다. 3개월 정도 배우면 동호회에서 더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에요. 신체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다 보니 운동효과도

박 무엇보다 다른 지역보다 창원시만큼 테니스를 배우기 좋은

크고요. 또 성취욕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점도 매력입니다. 제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마다 시에서 지어준 테니스장이

가 탁구, 배드민턴, 배구 등 다른 운동도 많이 해봤지만 공 칠 때

있고요. 가까운 곳 찾아만 가면 쉽게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쾌감이 가장 큰 건 테니스인 것 같아요.

김 동호회에 실력 좋은 선배들도 있으니 기본기를 익힌 후 신

박 테니스는 주로 야외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흙을 밟으며 운

입회원 들어오면 가르쳐 줄 사람은 많습니다.

Q. 정기모임 외 다른 친목행사가 있나요

널을 보니까요. 아내와 싸울 일도 없어 좋고 그러다 보니 저에겐

박 매번 연습 후 뒤풀이 겸 함께 저녁 먹고 화합의 시간을 갖

더더욱 생활 그 자체이죠.

죠. 소소한 행사로는 게임하고 나면 테니스 관련 용품들을 선물

박 말 그대로 ‘건강’이에요. 스트레스 풀고 즐기기에 딱 좋은 운

로 준비해 지급하고 있어요.

동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테니스를 해와서 재미있

김 연말 총회를 갖는데 회원들의 배우자를 초청해 부부동반

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합니다. 소정의 선물을 마련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요.

김 건강의 원천이자 활력소이죠. 전신 운동 외에도 균형감각과

평소 정기모임에도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회원은 함께 활동하

순발력, 지구력도 기를 수 있고요. 일반 체육에서 필요한 종합적

기도 해요.

인 신체능력을 다 기를 수 있어요!

Q. 동호회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김 예전에 회사가 어려웠을 때, 뜻 맞는 동호회원들끼리 구장

김 지금 이 순간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테니스를 강력하게

에 모여서 테니스 경기를 많이 했던 시기가 생각이 나요. 사실

권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테니스가

무기력하고 우울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테니스를 함께 치면서

제격입니다. 지인 중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해 여러 운동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에게 테니스를 권했어요. 레슨 받고 운

박 우리 동호회는 항상 즐기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특히 부부

동하더니 6개월 지나 몸무게 14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동반 모임이 활성화된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잘 못하더

박 이왕 운동을 시작할 것 같다면 테니스를 해라! 평생 가져갈

라도 상대 배려하면서 게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게 동호회하며 좋았던 일이고, 동

정 테니스는 경기관람도 재미있어요. 창원에도 경기하는 곳이

호회를 오래 하다 보니 회원들 경조사 하나하나 챙겨온 일들이 기

많으니 직관도 한번 즐겨보세요. 테니스 경기는 입장료도 없거

억에 남죠. 또 테니스 동호회를 함께 하며 부부애가 훨씬 좋아졌

든요. 창원 시립테니스장에 가면 세계 200위권 외국 선수들도

어요. 부부가 취미가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호회에

와서 경기하니 추천합니다! W

서 부부동반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같이 즐기기 참 좋죠.

동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아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도 한번 배
워놓으면 80대에도 다리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운동이죠.

Q. 테니스란 운동은 실력을 키우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정 운동량이 많은 게 큰 장점이죠. 또 상대방과 랠리를 이어가

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테니스는 기본기가 안되면 공이 원하

는 운동이다 보니 승부욕도 생겨 재미가 있고요. 대신 부딪히며

는 곳으로 정말 안 날아가요. 자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레슨

하는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부상 확률도 낮습니다. 또 TV에서

을 꼭 받아야 랠리가 돼요.

보는 테니스 경기는 주로 단식경기이지만 아마추어는 보통 2:2

정 게임부터 치기 시작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복식경기를 더 많이 하는데요, 누구와 치냐 따라서 경기의 재미

탄탄해야 해요. 자세부터 잡힌 후 연습을 꾸준히 하면 실력이 업

가 그때그때 다르니 질릴 이유가 없어요.

그레이드 되죠. 실력 키우기 위해선 체력도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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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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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나 자신을 위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해

게임이론 속에서의
배려와 존중
최근 들어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 중의 하나가 바로 “게
임이론”입니다. 이 게임이론의 사전적 정의는 “이해가 대립되는 집단의 행
동을 수학적으로 다룬 이론”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특정한 상황에
서 어떤 선택이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학문의 특성상 게임이론은 경제학과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
생물, 인류 등등 다양한 학문에서 가치를 가지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게임이론은 역사는 짧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로 파생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팃포탯(tit-for-tat)’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게임 전략 중 가장 성공
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팃포탯 전략을 숙지하고 있다
면 최소한 절반의 승리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영어 opportunity는 port(항구)에 그 어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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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뿐 아니라 나도 이득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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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가 갈라놓은

서로 간의 자그마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더라면

두 기업의 운명

이러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

반대로 LG의 고 구본무 회장은 별세 이후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팃포탯 전략이 굉장히 대단하고 어려운 전략 같지만 실제로는 아
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팃포탯 전략은 바로 먼저 선의를 베풀고 상대방이 나에게 보답으
로 선의를 베풀면 나도 다시 선의로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의를 베풀지
않고, 배반하면 그때 자신도 선의를 끊고 상대방의 이득을 차단합니다. 배신한 상대가
다시 협력을 요청하면 이때 또 다시 선의를 베풀어 서로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이 팃포탯 전략은 현실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배려를 베풀고,

실제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두 기업의 이

숨겨진 선행과 미담, 그리고 소박하던 생활이

야기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가 얼마나

드러나면서 더욱 존경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사건은

위한 배려와 존중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

바로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이고, 또 하나는 고

미지와 기업 직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

구본무 LG 회장의 별세입니다. 대한항공은 직

다. 배려와 존중은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타인

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행동으로 기업

에게 배려를 베풀도록 만들어 공동체와 사회가

의 존폐까지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더 행복한 공동체와

중, 이해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신 그 자리

나를 위하여

를 시기와 질투, 무시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존중하고, 이해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상호간
의 계속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 속에서 나와 상대방, 그리고 모두가 속한 집단까지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려나 존중, 이해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탓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먼저 베푸는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보다도 나
에게 가장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게임이론에서는 먼저 내미는 손길을 이득을 보기 위
한 필수조건으로 여깁니다.

결과 승자와 패자 모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이 외에도 우리는 흔히 뉴스나 신문에서 타인
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는 행동으로 사회적인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

지탄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는 일들을 흔히 접합

다도 나 자신을 위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이해

니다.

를 시작한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위한 배려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기기 위해서 상대

존중, 그리고 이해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을 누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쟁위주의 방

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모든 공동체의 이

법들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익과 행복이라는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W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
38

사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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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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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내가 얼마나 배려를 받느냐(남이 나를 얼마나 배려하느냐)’에는 예민하지만 ‘내가 남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에는 둔감한 편이다. 배려가 부족하다 싶은 타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이기적”이라고 선고하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변론하려 든다. 자신을 정당화할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상대가 확인할 수 없는 선에
서 사실이나 진심을 각색할 수도 있고, 엉터리는 아닐 정도의 거짓말을 보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보면 변론 내용이 얼마나 그럴싸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의 모든 경우 배려하는 쪽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 믿음 자체도 옳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원더(Wonder)>(2017)에서 교사 브라운(다비드 딕스)은 학생들에게 첫 가르침으로
“옮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땐 친철함을 택하라(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라는 교훈을 알려준다. 옳음과 친절함이 상충할 수 있는 태도인가 싶지만 두 가지는 의외로 쉽게
충돌한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그러기
로 작정하기도 하고), 친절을 포기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행동마저 옳은(정당한) 것이었다고 증명하려 드는 경향이 우
리에게 있다. 옳음 혹은 옳다고 믿는 그 무엇은 친절과 달리 이렇게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옳은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이 돼라.’ <원더>는 이 당부가 어린아이들을 통해 실천되어 가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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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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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

브라운의 교실에는 어기(제이콥 트렘블레이)라는 소년이 있다.
이제 10살이 된 어기는 안면기형으로 태어나 스물일곱 번 수술을

배려라는 행동은 대개 존중이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존

받았지만 그의 표현대로라면 “평범해지지는 못했다”. 어기가 정의

중하지 않으면서 배려할 수는 있어도, 존중하면서 배려하

하는 평범한 아이란 ‘운동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 다른 아이들이 도

지 않기는 어렵다.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망가지 않고, 어디를 가더라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아이’다. 어기

도 않는 사람일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나쁜 사람’

는 자신을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우주인 헬멧과 할로윈 분장

이란 배려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많다. 외적으로는 무

을 좋아한다.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얼굴만 빼면 어기는 평범한 아

례한 사람이고, 내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이다. 우주인을 꿈꾸고, 아빠와 광선검 싸움을 하고, 누나 약 올리

다. 적극적 배려라고 할 수 있는 친절은 역시 존중에서 나

기를 좋아하는.

오는 것 이지만 실천을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원

줄곧 집에서 어기를 직접 가르쳐온 엄마 이자벨(줄리아 로버츠)

더>의 아이들은 보여준다. 모두가 놀리며 따돌리는 어기에

은 아들이 초등 5학년 나이가 되자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아

게 다가가 말을 걸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

빠 네이트(오웬 윌슨)는 “순진한 양을 도살장으로 보내는 꼴”이라

까지 어기와 한 조가 되겠다며 손을 들고, 생전 폭력이라곤

며 반대하지만 “기다려줄수록 시작만 더 어려워질 뿐”이라는 아내

써본 적 없을 법한 아이가 어기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주먹

를 이기지는 못한다. 엄마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어기의 학

을 날리고 정학을 맞는다. 모두 어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를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얕잡

교생활이 시작되는 날 이자벨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걱정스러운 시

어기와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이미 친구라서 한 행동이다.

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살

<원더>는 아직 어려서 미숙한 아이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라는 거냐”고 따진다. 어기를 괴물로 묘사한 아들의

교장은 그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아 친구가 없는 어기를 위해 입

것이 아니라 아직은 더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를 인용한 유

그림들은 ‘고작 낙서 몇 장’일 뿐이다. 그에게 교장은

학 전에 미리 동급생 세 명을 소개해줬다.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쾌한 은유다. 여기에 등장하는 ‘배려 없는 어른’의 모습은

“어기는 얼굴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려한 것인데 이 세 아이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

영악하다 못해 추하다. 줄리안의 엄마는 아들이 어기를 괴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한다.

하는 보통의 유형들을 보여준다. 대놓고 놀리는 아이(줄리안), 무

롭힌 사실을 확인하고도 두둔하기에 급급한데, 그냥 감싸

나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지만 좋은 사람을

례하게 굴지 않지만 특별히 관심도 주지 않는 아이(샬롯), 호기심

는 게 아니라 줄리안이 어기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

만나기는 어렵고, 좋은 사람이 되기는 더 어렵다. 그

이나 호감을 느끼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잭). 이 중에

아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거짓말로 맞선다. 그는 다른

리고 가장 쉬운 일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선을 거두지 못하며 단 한 가지를 기도한다. ‘아이들의 친절’을.

서도 줄리안은 어른들 앞에서는 모범생인 척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

친구들을 깔보거나 괴롭히는 아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니까.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나쁜 사

아이’가 무엇인 줄 알고 흉내를 낼 뿐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

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원더>에서 어기에 대한 아

음이 줄리안에게는 없다.

이들의 태도 변화는 브라운 선생의 다음 교훈과 맞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생활은 역시나 고달프다. 줄리안처럼 괴

물려 나타난다. ‘너의 행동은 너의 기념물이다(Your

롭히는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다. 샬롯을 비롯한 거의 모두가 슬금

deeds are your monuments).’ 고대 이집트 무덤 벽

슬금 어기를 피하고 말도 붙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잭은

에서 발견됐다는 이 문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

눈치만 본다. 어기가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장소는 괴롭히거나

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웃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모두가 모이는’ 안뜰이다. 그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좋

곳에 어기를 못살게 구는 아이는 없다. 그저 어기를 보고는 고개를

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면서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

돌리고 다시 쳐다볼 뿐인데 이런 반응들이 어기를 무엇보다 힘들

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도 된다. 영

게 한다. 자신이 평범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어기는 아이들에게

화 속 브라운 선생의 마지막 교훈은 ‘힘겨운 싸움을

“괜찮아. 나도 이상한 거 알아”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하고 있는 모두에게 친절하라’다. 이 멋진 당부를 실

없다. 아이들이 다가오지도 않으니까.

천하려면 분명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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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중증장애인가정 기저귀 전달식

지난 6월 1일, 우리회사 1%기적에 동참하고 있는 특수생산부 박종현 반장과 특수생산부 강창모 대리
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창원,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정 25세대에 1년치 사용
할 양의 기저귀를 전달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기저귀는 늘 착용해야 할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이 더운 시기에는 위생관리 및 욕창 방지를 위해 더 자주 갈아줘야 한다고 하
는데요! 이번 기증으로 그 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기저귀 구입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중기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최소 3개 이
상의 기저귀를 쓴다. 한 달이면 90장 정도 쓰는 셈인데, 이번에 장애인들이 1년 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전달해주신 현대위아 임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직원
들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박종현 반장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기저귀를 받고 기뻐할
중증장애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1%기적! 동참해주시는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더 많은 소외이웃들에
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
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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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안산 여행의
키워드는
‘친환경’
인간과 자연을
존중하며 공생하다
최근 안산은 친환경 도시로 통한다. 한때 안산은 검은 굴뚝, 오
염된 호수 등 삭막한 공업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때도 있었
다. 그러나 지금은 푸른 숲과 낙조가 아름다운 바다, 친환경 발
전소,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 등 자연과 인간이 친화하며 발전
하는 아름다운 공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01 구봉도 할매할배바위
작은 바위가 할매바위, 큰 바위가 할배바위다.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장관이어서 일찌감치 유명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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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울림 같기도 하다.
누에섬은 섬 모양이 누에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누에섬은 대부도, 제부도, 섬감도, 불도, 탄도
등 크고 작은 섬들에 둘러싸여 있다. 탄도항에서 누에
섬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은 하루에 두 번 열린다. 누에
섬 자락에는 누에 눈처럼 삐죽 솟아오른 하얀 건축물

02

04

03

이 있다. 등대다. 누에섬 등대에는 전시실과 전망대 시

03

설이 있다. 1층에서는 누에섬 인근 바다를 소개하고,

04

2층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등대를 소개한다. 3층
은 전망대로 누에섬 인근의 크고 작은 섬들과 저 멀리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선들을 볼 수 있다.
탄도항 인근에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
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다. 1층과 2층 전시관은
이 지역 어촌의 풍습을 재현해 놓았다. 조수간만의 차
를 이용한 고기잡이 방식인 ‘돌살’, 풍어제인 ‘둔배미
놀이’ 등 이 곳 어민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02

어린이 상설체험전시실은 서해안의 생태와 해양생물

안산 바다 조망 1번지
‘시화나래조력공원’

소개한다. 청정에너지존, 조력발전존, 달의 선물존, 시

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또 놀이공

화호 역사존, 어린이 에너지 놀이방 등으로 구성했다.

간, 쉼터, 입체영화 상영실 등 아이들이 좋아할 시설을

여유가 된다면 휴게소와 달전망대 사이에 있는 이야기

두루 갖추고 있다.

안산 하면 대부도, 대부도 하면 시화방조제가 떠오른

산책로와 스마트가든도 거닐어볼만 하다. 바다를 보며

탄도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촌계에서 유료로 운

다. 시화방조제를 따라 시화호와 서해바다 사이를 달리

갈매기를 벗 삼아 산책도 하고, 밤에는 ‘달 전망대’를 꾸

영하는 바지락 캐기 체험장이 있다. 바지락을 캘 수 있

다 보면 대부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

민 야간조명도 일품이다.

는 호미와 바구니, 장화를 빌려준다.

화방조제가 연결하는 오이도와 대부도 사이에 섬이 하

탄도항 여행의 백미는 산지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나 더 생겼다. 달을 테마로 하는 바로 ‘작은 가리섬’의

해산물이다. 어촌민속박물과 마당 건너에는 탄도항 어

‘시화나래조력공원’이다. 시화조력발전소를 조성할 때
나온 토지를 이용해 만든 해상공원이다. 달이 만드는

바다, 풍력발전기,
그리고 낙조. ‘탄도항’의 비경

무한 에너지를 모티브로 조성했다.

촌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이
있다. 물때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고, 갓 잡은 싱싱한
활어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다. 1층에서 횟감을

공간은 크게 3개로 구성된다. 시화나래휴게소, 달 전

안산 탄도항은 새롭게 떠오르는 낙조 핫 플레이스다.

정하면 2층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저녁이면

망대, 조력문화관. 이중 ‘달 전망대’와 ‘조력문화관’은 필

갯벌과 풍력발전기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해가 마치 동

2층 전망이 기가 막혀 노을 지는 누에섬과 풍력발전기

수 관람 코스다. 달 전망대는 75m, 아파트 25층 높이

화 속 그림의 한 장면 같다. 사람들은 탄도항에서 갈라

를 바라보며 인생 최고의 추억을 맛볼 수 있다.

의 전망타워로 이곳에 오르면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

진 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걸어 갈 수 있다. 차도 드

소, 인근 서해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투명유리

나들지 않는데다 가는 길 중간에는 풍력발전기도 있어

로 만들어진 바닥도 있어 짜릿한 스릴도 맛 볼 수 있다.

이색적이다. 멀리서 보면 바람개비 같던 풍력발전기가

달 전망대 바로 옆에 조력문화관이 있다. 이곳은 시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웅장할 수가 없다. ‘웅웅’거리는

호의 역사와 조력발전을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원리를

발전기 소리는 뱃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 물컹한 갯벌

48

02 시화나래조력공원 달 전망대
시화조력발전소를 조성할 때 나온 토지를 이용해 만든 해상공원이
다. 달 전망대는 전망타워로 시화방조제와 조력발전소, 인근 서해안
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03 탄도항의 일몰
갯벌과 풍력발전기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해가 마치 동화 속 그림
의 한 장면 같다.
04 탄도항 바자락 캐기 체험
어촌계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바지락 캐기 체험장이 있다. 바지락을
캘 수 있는 호미와 바구니, 장화를 빌려준다.

49

WE'RE Talking

05

WE'RE Looking

WE'RE Sharing

06

동주염전, 햇빛이 만들어 내는 천일염
안산에 염전이 있다면 믿겠는가? 대부도동 4리에 위치한 동주염
전은 1953년 문을 연 이래로 지금까지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
하고 있다. 동주염전 소금은 화학장판지 대신 옹기조각을 깔아 만
든 염전에서 생산하는 ‘깸파리소금’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예
부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천일염이다. 태양의 열과 바람의 기운
07

을 모아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드는 자연 그대로의 소금 맛이다. 동
주염전 체험장에서는 깸파리를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직접 소금을
생산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여기가 정말 하수종말처리장!?
‘안산갈대습지공원’
해안 비경을 감상하며 걷는
대부도 둘레길 ‘대부해솔길’

라 종현어촌체험마을을 거쳐 팬션단지
로 되돌아오는 일부 구간도 좋다. 개미
허리는 그 이름처럼 좁은 길인데 썰물

대부도 북쪽 끝에는 ‘구봉도’라는 섬이

때는 육지와 이어지지만 밀물 때는 물

있다. 지금은 육지가 된 섬이다. 이곳에

이 들어와 섬이 되는 곳이다. 개미허

는 낙조로 유명한 바위가 있다. 바로 ‘할

리에서 1코스 반환점인 낙조전망대까

매할배바위’라 불리는 선돌이다. 작은 바

지는 0.5km로 지척이다. 낙조전망대

위가 할매바위, 큰 바위가 할배바위다.

는 바다 위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장관이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걷는 느낌이

어서 일찌감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제법 좋다. 낙조전망대에는 서해안의

05 대부해솔길의 개미허리는 그 이름
처럼 좁은 길인데 썰물 때는 육지와
이어지지만 밀물 때는 물이 들어와
섬이 되는 곳이다.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 동화천, 삼
화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를 처리하기

06 구봉도 낙조전망대는 서해안의 아
름다운 낙조와 햇빛을 상징하는 조
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대부도에서 이어지는 선재도와 영
흥도, 서쪽으로는 무의도, 북쪽으로
는 팔미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 인
천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08

위해 국내 최초로 면적 1,037,500㎡ 대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1997년 착공하여 2002년에 개장했다. 자연과 접하기 어려운 도시
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은 물론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생태공원이다.
공원 내에 설치된 탐방로에는 물이 정화되는 과정과 습지에서 서

07 동주염전의 소금은 화학장판지 대
신 옹기조각을 깔아 만든 염전에서
생산하는 ‘깸파리소금’이다. 직접 소
금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환경생태관에는 습지와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습지 전체를 조

‘대부해솔길’도 안산 여행에서 빼놓을

아름다운 낙조와 햇빛을 상징하는 조

수 없는 코스다. 총 7개 구간, 74km에

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대

이른다. 가장 인기가 좋은 구간은 1코

부도에서 이어지는 선재도와 영흥도,

스다. 대부도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해

서쪽으로는 무의도, 북쪽으로는 팔미

북망산과 구봉도를 돌아 돈지섬안길에

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 인천대교까지

이르는 11.3km 길이다. 1구간은 해안

한눈에 들어온다. 되돌아 나올 때는 종

절경이 아름답고 야트막한 산세로 걷

현어촌체험마을로 이어지는 해안길을

기 편한 구봉도를 품고 있다. 구봉도에

걸어보자. 대부도에서 다리로 연결되

만든 된장 이 세 가지를 먹거리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으며 삼두회라는 모임을

서 고깔섬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1코스

는 선재도와 영흥도가 나란히 이어지

만들어 이 세 가지 음식으로 즐거움을 나누며 실학사상을 실천한 데서 유래되었다.

에서 빼놓을 없는 매력 포인트다.

는 해안길이다. 이 길은 밀물 때 막힐

메뉴는 ‘성호’는 계절죽, 오방포쌈, 계절샐러드, 두부강정, 두부소박이, 두부선, 콩까

망할 수도 있다. W
08 안산갈대습지공원은 한국수자원공
사가 국내 최초로 면적 1,037,500
㎡ 대규모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시
화호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개선
을 위하여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
한 자연정화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
이다.

성호지휴 삼두밥상
실학의 태두 이익 선생께서 안산에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에
직접 콩농사를 지어 황두즙을 끊인 콩죽, 황두체를 절인 콩나물, 황두메주를 담궈

스, 새송이콩갈비, 영양돌솥밥, 후식으로 제공되고, ‘지휴’는 계절죽, 샐러드, 오방포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11km 거리가

수 있기 때문에 물때를 미리 알아둬야

부담스럽다면 구봉도 입구 팬션단지에

한다. 이 코스 길이는 총 4.3km로 1시

방포쌈, 두부강정이 있다. 삼두밥상 시범업소는 이천영양돌솥밥(031-408-2008),

서 출발해 천영물약수터와 개미허리,

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선유도(031-415-5060), 에리카한식당(031-436-8027)이다.

쌈, 콩까스, 두부선, 영양돌솥밥, 후식으로 제공된다. 단품요리로 콩까스, 두부선, 오

낙조전망대까지 다녀온 뒤 해안을 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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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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업무 관련 대화 시 SNS 대신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의 이름은? (영문)

껌딱지
언젠가 그 언젠가부터

2. 테니스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사우의
이름은?

내곁에 껌딱지 되어
오래도록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이름 "현대위아"
내 남편의 청춘을 안고
내 가족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 이름 "현대위아"
봄햇살처럼 따뜻이
자긍심을 주어
당당히 내 남편의 사번을 외우고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안병호 / 차량부품품질관리팀

1. 위아대첩
2. 박승욱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최창열 / 특수생산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신관균 / 엔진생산 1부
최상만 / 변속생산부
이정윤 / 구동설계팀

오늘도 내일도 싫지 않은
그 이름이 있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오래도록 아카시아 향기처럼 승승장구하고
멋진 껌딱지 되어주기를
지나가는 바람에게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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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시는 변속생산부 최상만 사우의 아내가 보내준 시입니다.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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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