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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쉼표를
찍어야할까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책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은 “끝없
는 생명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도록 존재해 왔고 존재하
고 있으며 진화해 왔다”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다윈
의 이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종간의 진화 여부야 여전히 논란
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생명의 점진적 진화(소진화)는 대부
분이 사실로 받아들인다.
진화는 일관되게 ‘생명 연장’에 목적이 있다. 다윈이 예로 든 갈
라파고스의 핀치새는 생명 연장을 위해 부리를 발전시켰다.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도록 핀치새의 부리는 서식 지역에 따라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바뀌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단언컨대 ‘수면’이다. 진화가 생명을 늘리기 위한 가장 본능적
수단이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심지어 식물도!) 잠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어야 한다.
그러나 원시에서 현대 사회까지 잠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잠은
극도의 문명사회인 지금까지도 생명을 위협한다. 대부분의 사
건 사고가 항상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지 않던가. 저 옛날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잠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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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의 유용성

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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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는 법

잠은 기억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잠은 얕은
이렇게나 위험한 잠을 여전히 우리 몸이 극도로 원

수면인 렘(REM)-수면과 깊게 잠이 드는 비(非)렘-

진화에서 잠이 생략된 건 결국 그 기능 때문이다. 잠을

하는 건, 그 필요성 때문이다. 잠은 과학적으로 몸에

수면으로 나뉘는데, 이 비렘-수면 단계가 매우 중요

유지하는 것이, 잠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생명

매우 필수적이다.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쌓인

하다. 이 때 뇌에서는 대뇌피질에서 약 1Hz 정도의

연장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로를 풀고, 기

피로를 풀 수 없고, 뇌는 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아주 느린 뇌파가 흐르고 이것이 기억을 편집해 해마

억력을 높이며, 독소를 제거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등의

심신(心身)에 쌓인 스트레스를 배출해낼 수도 없다.

에 전달해 저장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잠을 아주 푹

일들 말이다.

물론 한 때 과학자들은 잠의 과학적 기능을 매우

잘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머리만 대면 잠

반대로 잠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거나, 애초에

과소평가 했었다. 그저 ‘뇌’가 쉬는 시간으로 치부했

이 들던 어린시절의 기억력이 잠이 줄어든 지금보다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앞서 말한 여러 좋은 일은 우리

던 것. 하지만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칼텍)

좋은건 과학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다.

몸에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 몸은 더더욱 깊은 잠

연구팀이 <커런트 바이올러지>에 내놓은 결과는 잠

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3년 <사이

이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언스>는 그해의 10대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잠이 뇌

연구팀은 해저에서 사는 ‘뇌가 없는’ 해파리를 주야

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연구를 꼽았다. 연구를 진행한

잠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충전하는 시간이라면, 휴식

로 관찰한 결과 낮에는 촉수의 움직임이 20분당 평

미국 로체스터대 마이켄 네더가르드 교수는 “잠을 잘

은 자의적 충전의 시간이다 하루의 1/3에 해당하는 이 시

균 1155회에 달하는데, 밤에는 고작 781회에 머무는

때 두뇌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안에 쌓인

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천양지차다. 누

것을 찾아냈다. 또 잠을 자는 밤에 자극을 줘 잠이 들

독소를 물청소하듯 제거한다”며 “뇌세포의 노폐물 중

군가에게는 의미 없고 피로만 쌓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

지 않게 하자 낮 시간의 활동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

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이 있는

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을 확인, 해파리도 수면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잠

데 이것도 잠을 잘 때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있다. 경영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이에 “휴식이란 쓸데

최근 출판계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책 중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하나는 허혁씨의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라는 책이

회복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그냥 버스기사 아저씨가 쓴 책이

이 뇌뿐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쉬게 해 충전의 시간

을 원하게 된다. 잠은 곧 비움의 시간이자, 채움의 시간이
니 말이다.

휴식을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은 갖가지다. 가장 먼저

다. 허씨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53

스트레스 해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

세의 아저씨다. 이전까지 출간 경력은 전혀 없을뿐더러,

고,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모두

버스기사 전에 한 일은 그저 작은 장사였다.

매우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외국어

이런 허씨의 책에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호평을 하는

를 공부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또한 휴식을 보내는 모범

이유는 그의 글에 ‘고민’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버스를

답안이다.

몰며 만난 사람, 처했던 사소한 상황 하나하나를 몸으로

보다 중요한 건 휴식을 그저 보내지 않겠다는 ‘고민’이

고민하려 애썼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는

다. 잠은 아무 고민이 없어도 우리 몸에서 각종 활약을 펼

글로 옮겼다. 그의 글에 유려한 문체는 없지만, 그의 삶과

치지만 휴식은 그렇지 않다. 휴식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고

애환이 진득하게 묻어있다.

민이 없이는 ‘무의미’의 무(無)를 떼어낼 수 없다. 시간을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고민이 있다면 휴식 시간에 정녕 ‘아

김민섭씨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이 몸에 새겨진 언어들을

무 것도 하지 않는다’하여도 그건 의미 있는 휴식이 된다.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평했다. 이 말

때마침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휴식의 시간이 크

처럼 우리의 쉼표가 고민으로 똘똘 뭉쳐있어야 한다. 그

게 늘어났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

럴 수 있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든 우리는 한 걸음 더 진화

이 꽤나 달라질 것은 자명하다. 얕은 수면으로 피곤함과

할 수 있다. 잠이 우리를 회복시키듯, 쉼이 우리의 일상을

두통만을 가득 채울지, 비렘-수면과 같은 충전의 시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W

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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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서
스마트팩토리 홍보

- 9~12일 러시아 산업박람회 INNOPROM-2018 참가
- 한국 기계 산업 대표해 ‘스마트팩토리’ 발표
-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고성능 공작기계 등 수주 논의

우리 회사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9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산업박람회 ‘이노
프롬(INNOPROM)-2018’에 참가했는데요. 12일까지 열린 이노프롬 전시회는 러시아 내 최대 규모
의 혁신산업 박람회로 95개 국가에서 5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우리나라가 파트너 국가로 참가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
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노프롬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시회에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
를 러시아 고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IRIS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공작기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입니다. 공작기계가 현재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물론 15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를 통해 기계의 온도와 습도 유압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공작기계든 창원의 기술지
원센터에서 원격으로 AS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시회 개막 포럼인 ‘한-러 산업협력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맡은 기계
사업본부장 홍진영 전무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 자율 운영되는 공장’을 스마트공장의 비전으
로 제시하며 IRIS를 소개했습니다. 이튿날 이어진 ‘한-러 산업기술협력 세미나’에서도 개회사와 함
께 ‘한-러 스마트팩토리 구축 협력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로의 변화를 꾀하는 고객들
에게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표 공작기계 XF6300도 선보였는데요. XF6300은 고성능 5축 머시닝센터
기종으로 독일에 위치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을 주도한 제품이죠. 항공과 의료 분야 등 중소형
정밀가공 시장 수요가 높은 유럽 제조업 시장을 겨냥해 완성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XP6300과 함
께 러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고성능 모델 XH6300과 LM100TTSY 등 약 100억원 규
모의 대형 수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기계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소개한 현대위아!
공작기계는 물론 우리 기술로 완성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더욱 기대해봅
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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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 및 가족 대상 강연회
‘자녀와의 책 읽기 15분의 기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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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지난 6월 27일 이룸재 Challenge 룸에서 사우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 강연회 ‘자녀와의 책읽
기 15분의 기적’을 진행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올바른 책 읽기 습관을 주제로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윤
영선 국장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육아에 관심 많은 사우들이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
습니다.

2. 창의력이 풍성한 아이로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책을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로 접하게 되고 자연스레 흥미를 갖게
됩니다. 책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문제해결 능력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길러주지요. 사고력과 상
상력은 창의력의 바탕이 되고 책을 통한 간접경험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3. 가슴 따뜻한 아이로 자랍니다.
책은 아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구결과, 책을 읽어주면 타인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은 물론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조망수
용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와는 다른 환경,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
여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 책 왜 읽어줘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실험 결과, 언어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무작정 혼
자 책 읽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는 ‘섬기다’라는 어

◆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 읽기는 발달 연령별로 적합한 지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사우들은 아래 내용이 큰 도
움이 되겠죠?

려운 단어를 마주했을 때 ‘숨기다’로 읽어버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 역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
면 읽기를 회피하거나 흥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책 읽기를 함께 하면 아이에게 어
떤 점이 좋을까요?

1. 언어력이 풍부한 아이로 자랍니다.

어떤책

책 읽어주기는 언어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발

만 0~1세: 책 탐색하며 친구되기

만 2~3세: 책과 놀이하기

만 4~6세: 책의 바다에 풍덩

●아이들과 친숙한 사물 그림책
●의성어, 의태어, 간단한 문장으로 리듬감을
살린 책
●보드북, 촉감책, 헝겊책, 토이북 등 다양한 재
질의 아름다운 책

●아이의 일상을 그린 생활동화책
●실제 사진으로 만나는 자연 관찰 책, 백과
●스토리가 있는 그림동화, 테마동화
●다양한 그림이나 표현기법, 흥미로운 내용의 책

●다양한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순수창작
●주변스토리로 공감과 위안, 자신감을 주는 책
●스토리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전래, 명작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생활과학, 생활
수학

●놀이로 책읽기를 시작하는 단계
●책 표지 보며 이야기 나누기
●모든 단어를 설명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읽어
주며 언어와 친해지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어줘도 좋
아요!
●책과 아이의 일상을 연결하기
●매일 꾸준히 읽어주기

●줄거리가 있는 책으로 단계를 높이기 (그림
책에서 그림동화로)
●한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배움이 커져요!
●책의 독립 시기엔 다시 책 단계를 낮추기

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휘력과 이해력, 표현력이 좋아지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인 청각기
억능력이 발달하여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소리 내어 책 읽기를 10분 미만 접한 아이보다 20
분 이상 접한 아이가 어휘수, 지능, 청각기억능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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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서 완가공까지,
장인정신으로 일군 자부심
특수가공반을 만나다
국내 유일의 포 생산 전문반

그 이름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

낯설지만 가깝다.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전시회장만 가면 남

특수가공반의 대표 설비는 특히 ‘자긴가공기’와 ‘라이프링기’가

녀노소 불문하고 신기하게 쳐다본다. 우리 회사에서 제법 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회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주요 전문

만든다. 어떤 분야인지 떠오르는지.

설비다. 자긴가공기는 압력가공을, 라이프링기는 포 내부의 궤도

정답은 바로 방산분야다. 국내 유일의 화포 전문 생산 업체인

를 만드는 광선을 가공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포 생산에 차질

우리 회사는 K9자주포를 비롯해 K2와 K1 등 전차포를 생산

이 생겨, 작업자들은 설비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크다.

중이다. 또 KMK45, 76mm 함포 등 자주국방에 없어서는 안

‘국내 유일의 포 생산 전문’이라는 타이틀은 모든 작업자에게

되는 다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 생산을

자부심이다. 동시에 반원 한 명, 한 명에게 큰 책임감이다. 특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포 생산 전문반이 바로 우리

히 특수가공반은 소재에서부터 완가공까지 반원 모두의 손을

회사 창원2공장 특수가공반이다.

거치다 보니, 공정 하나하나에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야 한다
는 주인의식이 크다. 이처럼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꽉 채워진
특수가공반을 이제 막 이끌기 시작한 새내기 반장이 있다. 올
해 2월부터 반장을 맡은 정성근 반장. 정 반장에게 특수가공반
의 장인정신을 들어 보았다.

Q. '새내기 반장' 으로서 반을 이끄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정성근 반장 조장은 반장의 지시를 받으면 되지만 반장은 중간 역할도 해야 하고, 책임도 더 크다 보니 부담이 크더라고요. 아무
래도 신입 반장이다 보니 많은 반원들이 알아서 잘 도와주는 편입니다. 우리 반에는 77년에 입사해 41년동안 근무한 저보다 한
참 선배인 반원도 있고, 15년에 입사해 저랑은 아들뻘 차이가 나는 젊은 반원도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 반의 미래를 이
어갈 신참이 함께 공존하는 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방산을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 95년에 입사해 쭉 방산을 맡았죠. 포신가공은 한 공장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 작업과정을 다 볼 수 있어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갓 입사했을 때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비를 골고루 배우고 다루다 보니 가공실력도 많이
키우고, 방산제품 가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흥미가 없었으면 다른 쪽으로 갔을 텐데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에 도
전도 해보고 재미도 있어 계속 이 반에 몸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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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가공의 ‘특수성’이 있다면

Q. 소그룹 활동을 이끄는 비결이 있나요

Q.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반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나요

정 포신을 가공할 때는 소재의 특성이 가공조건을 만듭니다.

정 반 내 소그룹 ‘도화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가 받을 때

워낙 질기고 연성이 강하다 보니 쉽게 가공 속도를 올릴 수 없

마다 항상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종합 경진대회

정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분위기가 유해지고

는 조건인 경우가 많아요. 소재에 맞는 가공조건을 맞추다 보

에서 은상, 올해 상반기 중간평가에서도 은상을 받았죠! 우리

활발해진 면이 있다고 느낍니다. 아무래도 예

면 일정이 자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통 줄이지 못하

반은 반장이 소그룹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조원들 자체가

전에 근무시간이 많을 때는 일만 한다고 볼

는 경우가 많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일정을 유연하게 갖고 가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큽니다. 또 소그룹 아닌 반원들

정도로 생활의 대부분이 일이었죠. 사실 정년

지 못하고, 가공에 있어서도 설비에 따라 좀더 숙련도나 노하

도 나름대로 각자 작업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

을 앞둘 정도로 오래 일한 분들은 당장 저녁

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이템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레 결과가 좋은

에 뭐할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것 같아요.

가도 보통 등산을 많이 가거나 그 동안 못했
던 운동, 취미, 자기계발을 골고루 하는 것 같

Q. 주요품목이 많은 편 아닌가요
정 그렇죠. 라인에서 치수를 그 때 그 때 조정해가면서 작업

아요. 반 내 친목행사도 좀 성격이 달라졌는

Q. 반 내 우수개선사례를 꼽자면

하는 방식입니다. 한 작업자가 다른 제품의 같은 공정을 맡는

정 최근에는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작업시간이 줄다 보니

데, 이전엔 음주문화가 위주였다면 4시 30분

셈이죠. 하나 하나 제품 특성이 다르고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

에 회식 자리를 갖기엔 이른 시간이잖아요?

보니 작업자가 하나씩 새로 맞춰가며 부지런하게 세세히 작업

어요. 물량이 막히거나 품질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줄여 생

이제는 다른 형태의 친목행사도 다양하게 고

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특

산성을 높이려는 거죠. 품질 불량을 줄인 사례로는 라이프링

려하고 있어요.

수가공 작업자들은 자기만의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들이 강한

광선작업에서 광선 부위에 날카로운 면이 많았는데 가공조건

것 같아요. 워낙 설비를 자주, 부지런히 다루다 보니 그러면서

을 조정해 개선한 사례가 있어요. 소그룹 활동을 공정 별로 특

본인의 고집이 길러지는 걸까요.

화된 분들이 대표로 꾸리다 보니 가공설비의 조건을 어떻게

Q. 본인에게 여가의 의미란
정 현장 반장이 되기까지 회사생활을 오래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여가는 결국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받은 스트레스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자! 이
걸 도와주는 여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저한테는 탁구가 그런 여가생활인
데,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정 올 한 해 ‘나 혼자’라는 생각 없이 ‘우리
모두’라는 마음으로 반원 전체가 하나되어 생
활한다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새내기
반장인데 반원 분들이 먼저 도와주는 부분이
많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직 얼마 안 되었지
만 저를 믿고 모든 반원들이 화합해서 잘 생
활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모두들
가정의 화목, 건강 챙겨 생활하는 그런 한 해
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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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ance
공작기계제어개선팀 / 김정락 연구원

제주 해비치호텔,
호캉스로 즐긴 진짜 휴가

우리 회사 사우들의 호캉스!

지난 휴가에 처음으로 해비치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면서 ‘아, 이런게 휴가구나’ 느꼈습니
다. 유명 관광지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쓰고 때론 긴 대기시간으로 심신이 지치
다 보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릴렉스되지 않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손꼽히는 호캉스! 바로 호텔+바캉

럽게 휴가를 즐겼습니다. 다른 사우 여러분들도 만약 제주도를 간다고 하시면 반드시 유명

스의 합성어 인데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수영장과 뷔페

관광지와 예쁜 곳을 다 가보겠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고, 조금 여백 있게 진정한 휴가를

등 웬만한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 안에서 충분히 휴식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즐길 수 있어 장점이죠. 우리 회사는 제주 해비치 호텔&
리조트, 대명 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전국 각지의 제휴 콘

1. 빠른 체크인으로 고층 오션뷰 룸 배정받기
여행의 첫 느낌에서 체크인이 참 중요하죠! 해비치호텔에서는 2박 3일이상 연박을 하거나 15
시 이후 체크인 가능시간 내 일찍 체크인을 하면 아름다운 표선 앞바다를 정면으로 볼 수 있
는 오션뷰 룸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뿐 아니라 공유마당 게시판을 통해 시기별로 호텔 제휴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
들도 우리 회사 제휴 프로모션을 이용해 호캉스를 즐기는

2. 부대시설 이용
해비치 호텔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여러 부대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추가! 피트니스 센터 이용 시에는 운동복과 운동화 대여가 가
능해 굳이 챙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캐리어 공간을 아낄 수 있겠죠? 유명 메이커 운동화와 푹
신한 스포츠 양말까지 대여해줍니다. 호텔 숙박 시 인당 15,000원에 이용 가능한 사우나 이
용도 추천합니다. 고급스러운 시설과 조용한 분위기에 만족스러운 이용이었어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휴가 전부를 호텔에서만 즐긴
사우에서부터 호텔 부대시설을 적극 이용해 여행에 쉼을
더한 사우들까지! 사우들의 각양각색 호캉스! 제휴호텔 이
용기를 함께 보실까요?

3. 무료 체력단련 프로그램
모닝스트레칭과 플로우 요가강습은 해비치 호캉스에서 가장 추천합니다. 조식 전 탁 트인 표
선 앞바다를 보며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모닝 스트레칭 덕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무
척 개운했어요. 금, 토, 일 오후에는 요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역시 표선 앞바다를 바라보
며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이라 함께 간 일행도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4. 리조트 조깅 및 산책 코스
각 객실에는 조깅코스 안내 카드가 있습니다. 리조트 주위로 조성된 5km 정도의 산책로를 확
인할 수 있어요. 제주도 표선 해변과 리조트 주위를 따라 달리는 아침 조깅은 그야말로 환상
적입니다. 이국적인 열대 나무와 잘 조성된 해비치 호텔 리조트의 경관, 표선 해안도로를 따
라 조깅하다 보면 호캉스 중에도 제주를 흠뻑 느낄 수 있어요!
5. 낮과 밤이 다른 수영장
해비치 호텔은 횟수 제한 없이 수영장을 맘껏 이용할 수 있어요. 실내외 모두 따뜻한 온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낮과 밤의 수영장 전경이 완전히 달라 두 번 다 방문해보는 것도 추천
합니다.

현대위아 사보를 받아보시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각 사업장 주변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위주로 상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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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일로 추천지, 이유, 사진 송부 (sumsum@hyundai-wia.com)
② 사보 맨 뒷면 엽서 이용 ③ 카카오톡에서 ‘현대위아’ 검색 – 친구추가 – 메시지로 내용 송부

WE'RE Looking

WE'RE Talking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WE'RE Looking

WE'RE Sharing

차량부품해외영업팀 / 지현 사원

소재생산기술팀 / 김민성 사원

호수와 함께 하니 더욱 호(湖)캉스!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아이가 있는 가족여행이라면 강추!
경주 한화리조트
경주 한화리조트는 사내 교육으로도 가는 곳이라 많은 사우들이 가봤을 텐데
요. 제휴콘도 신청에 당첨돼 작년 가을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조카
가 있어 뽀로로 아쿠아빌리지를 기대했는데요. 역시나 조카아기와 신나게 놀
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이기는 했지만, 수영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
데 물이 온천수라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실내, 야외 수영장 둘 다 신나
게 즐길 수 있었어요. 또한 부모님도 만족해하신 리조트였는데요. 건물 주변
으로 나무가 풍성한 마실길 산책로가 있어 숲길처럼 걷기 좋았습니다. 아침
산책로로 추천합니다. 리조트 지하에서 먹는 조식 역시 한식 상차림이 건강한

산정호수 한화 리조트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해 서울에서 2시간 내로 이동하기
가까운 곳입니다. 이 곳의 부대시설은 편의점, 노래방, 작은 오락실 등 여타 리조
트와 다를 것이 없지만, 물이 좋기로 유명한 온천사우나가 있어 피로를 푸는 호캉
스를 즐기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1박 여행이었는데, 낮에는 리조
트 바로 옆에 위치한 산정호수 산책로를 걸으며 주중에 못다한 대화를 나누고, 저
녁에는 잘 구비된 야외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천 사우나에서 피로를 풀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근처에 계곡과 넓
은 호수가 있어 바라만 봐도 마음이 넓어지고, 객실 내부에도 리조트 뒷편의 산이 담긴 큰 유리창이 있어 머무는 내내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
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이동갈비와 막걸리도 즐기고 돌아오시길 추천합니다!

밥상으로 나오고 서비스도 깔끔해 부모님과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경주의 한
적함을 느끼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경주 한화리조트를

선행유닛설계팀 / 김지훈 연구원

선삭기설계팀 / 김형섭 연구원

추천합니다!

제주 해비치호텔의 맛집,
다랑쉬!

내 집 같은 편안함!
설악 쏘라노-한화리조트

봄기운이 완연한 4월, 해비치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체크인 시 옆에 살

차디찬 얼음을 녹이고 만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봄날, 친구들과 회

짝 보이던 숙박 정가를 보고는 4분의 1가격에 이용했다는 뿌듯함으로

한 접시 즐기러 속초로 떠났습니다. 우리 회사 제휴콘도 신청을 통해

휴가를 시작했죠. 해비치는 피트니스, 수영장 등 모든 것이 다 구비되

설악 쏘라노-한화리조트를 이용하였는데요. 평소 펜션을 자주 이용했

어 있어 하루 종일 호텔에서만 지내며 힐링하였는데요. 그래도 제주에

던 저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리조트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왔는데 맛집을 가봐야지! 하는 분들에게 리조트 내 위치한 ‘다랑쉬’라는

특히, 이 곳은 설악산 풍경이 조망되고 주변 높은 건물이 없어 휴양지

음식점을 강력추천 합니다. 이 곳은 고품격 한식 주점인데요. 돌로 인

느낌이 충분합니다. 한적한 분위기와 잘 가꿔놓은 조경 덕분인지 따스

테리한 벽면이 제주 느낌과 어울리면서도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오픈되

한 봄 빛이 내리는 하늘 아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쉬는 기분은 황홀하

어 있어 제주도의 풍경을 오롯이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오픈키친

고 몽롱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화리조트 설악에는 워터피아가 있어

이라 셰프가 요리하는 모습에 음식에 대한 신뢰가 더 상승하지요. 저는

여름에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대조영 촬영

돌문어봄나물무침과 제주 오메기술을 곁들여 먹으며 제주의 봄 맛을 흠

장으로 유명한 테마파크 ‘설악 씨네라마’와 유명한 순두부 집들도 많으

뻑 느꼈습니다. 재료도 싱싱하고 요리 맛이 무척 좋아 꼭 추천합니다.

니 들러보기에 좋습니다. 많은 사우 분들도 저처럼 좋은 나들이 및 여

제주식 한치 된장 물회, 찹쌀 해물전, 흑돼지 두부김치 등 제주에 어울

행을 회사 콘도를 이용해 저렴하게 즐기시길 추천합니다.

공작기계제어개선팀 / 김진수 연구원

가성비 최고!
제주 일성비치콘도
6월 초 이른 제주도 피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사 제휴로 일성제주비치콘
도를 이용하였는데요! 해비치나 대명, 한화와 같이 크고 신식의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가격에 비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숙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8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22평 리조트 숙박권은 최고의 가성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제주일성콘도의 장점은 건물 내부에 뭐든 있다는 것이었는데
요! 인형뽑기샵과 편의점, 노래방, 치킨집, 커피집과 흑돼지고기&호프집 등
이 모여있습니다. 이른 밤만 되어도 가게가 대체로 문을 닫고 거리가 깜깜해

리는 메뉴가 많으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는 제주 특성상 콘도 내부에 편의시설이 모여있어 특히 늦은 밤 친구들과
멀리 나가지 않고도 즐겁게 보낼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리조트 외부로도 애
월읍 카페와 투명카약 등 유명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여러모로 만족스
러운 리조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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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기타 4%

향후 원데이클래스를 이용해 본다면
어떤 종류에 관심이 있나요?

댄스 및 노래 8%
사진촬영 8%

베이킹 및 요리

꽃꽂이 1%

원데이클래스
어디까지 즐겨봤나요?

31%
계절스포츠

23%

가죽공예 및 목공예

도자기 3%

17%

서예 및 드로잉 5%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어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적

WE'RE Looking

Q

근무문화 정착 노력이 퍼지면서 퇴근 후 여가시간

요즘 현대인들에게 원데이클래스가 인기 많은 이
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1. 뭔가를 전문적으로 배우기엔 부담!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있습니다. 생계나 업무를 위한 배움이 아니라 온전

2. 이것저것 탐색용으로 들으며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을 수 있다.

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배움에 몰두하는

3. 결과물이 하루만에 뚝딱! 성취감과 활력소가 된다.

직장인들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수

4. 짧고 굵게! 집중과 몰입이 잘 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요에 힘입어 '원데이클래스'가 큰 인기입니다. 요리,

5. 주말 수업, 평일 저녁 수업 등 수강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

목공예, 캔들만들기 등 손으로 몰입하는 창작활동

6. 기타

32%
29%
9%
19%
9%
2%

에서부터 요가, 스트레칭, 계절스포츠까지. 다양한
종류의 원데이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사우들도 원데이클래스를 경험해보셨나요? 여러분
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Q

현재 취미활동 외에 '배우는' 취미활동에
투자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97%

3%

YES

NO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96명
설문기간 : 2018년 6월 26일 ~ 2018년 7월 4일

Q

한달 기준 원데이클래스 수강에 얼마까지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나요?

30만원 이상 1%

5만원 이하

20~30만원 1%

14%

15~20만원 9%

10~15만원

29%

5~10만원

46%

Q

원데이클래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

Q
67%

33%

YES

NO

원데이클래스에 관한 여려분의 생각은?
44%
37%

1. 나를 위한 투자! 새로운 재능발견과 힐링에 도움을 준다.
2.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3. 향후 원데이클래스 시장이 더욱 커질 것 같다.
4.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워 제대로 배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5.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관심이 생길 것 같다.

2%

6. 기타
20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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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범사원 한국 연수

이룸재 월드컵 단체관람 행사

우리 회사는 6월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법인 모범사원 한국 연수’
를 열었다. 연수에 참가한 58명의 모범사
원들은 우리 회사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등을 견학했다. 이후 ‘한
국 문화 체험’을 위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남산타
워 등을 방문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
은 중국 직원들은 문화 체험 시간에 큰 즐거움을 표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현지 법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
해 이 같은 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6월 18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과 스웨덴전
단체 관람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60여명의 임직원들은 이룸재 1층 북카페에 설
치된 대형스크린으로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우리 회사는 또 치킨과 맥주를
준비해 보다 즐거운 환경에서 축구를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비록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퇴근 후 동기들과 편한
옷차림으로 함께 응원하니 더욱 즐거웠다”고 말했다.

Model Employees from China Plant visits Korea
HYUNDAI WIA invited 58 model employees from China Plant.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program for 4days and 3nights from June 11st to June
15th. During their visit, they made a tour of Changwon #1 plant, Hyundai Asan and
Seosan plant. They also experienced the Korean culture by visiting DDP, and Namsan
Tower Tour. The members response to the tour was very positive and they thank the
company for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nd visit Korea.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raise employees’ morale and encourage
communication with local subsidiaries by holding various types events.

Group Viewing World Cup at Erumjae
On June 18th, members of HYUNDAI WIA gathered at Erumjae to watch the
'Korea vs Sweden' soccer match. Approximately 60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large screen to cheer for the Korean team. Foods and beers were prepared
so that the members could enjoy the World Cup. One employee who attended
the event said, "Although our Korean team lost 1-0 over Sweden, it was a great
match. Most of all, I thank the company for preparing such good foods and drinks
so that the colleagues could cheer together at work.”

’18년 공작기계 영업사원 교육 시행

그룹 총무 리더스 컨퍼런스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안양시 블루몬테, 19일 경남 창원시 이룸재에서
’18년 상반기 영업사원 교육을 시행했다. 영업사원들의 공작기계 수치제어(NC)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화낙(FANUC)의 NC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영업사원의 스킬업(Skill-UP)과 매출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영업사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교육을 맡은 화낙 강사는 화낙 S/W의 주요 기능과 영업 시 문의가 빈번한 내용
을 위주로 설명했다. 또 마케팅팀은 각 공작기계 기종별 사양 변경 내용과 옵션 개발내
역을 소개하고, 이어 S/W개발팀이 화낙 NC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IRIS의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경남 창원 본사에서 ‘총무 리더스 컨퍼
런스’를 열었다. 컨퍼런스는 총무와 복지 부분의 최근 트렌드와 현안을 공유하고 합리
적인 운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계열사별로 주관사를 순환하며 열린다.
우리 회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그룹 총무부문 담당자 총 46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룹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각 그룹사별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 다양한 총무성 이슈를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후 이룸재와 우리 회
사 공장 시설을 견학했다. 행사를 주관한 총무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한 아이디어
와 개선사항을 검토해 환경변화에 맞는 총무/복지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속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2018 Machine Tools Salesman Training
HYUNDAI WIA held training with the machine tools salesman on June 15 at Anyang
Bluemonte and 19th in Changwon Plant. To raise the knowledge of the machine
tools controller the training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of FANUC NC. During
the training, the instructor from Korea FANUC explained about its main S/W and
features and the marketing team delivered about the spec changes of each model.
Also, the S/W team educated the salesman about the NC controller and IRIS.
Meanwhile, HYUNDAI WIA will regularly conduct a training program with salesman
to develop theirs working skills and to promote sales.

22

General Affairs Leadership Conference
From June 21st to 22nd, 'General Affairs Leadership Conference’ was held at
the headquarters in Changwon. General Affairs Leadership Conference is held
annually with the general affairs members of HYUNDAI MOTORS GROUP and this
year the event was hosted by HYUNDAI WIA and a total of 46 people attended
the event.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the members shared latest trends
and issues of each company. Also, during their visits the members had a factory
tour and had a chance to look around the facilities.
One of the members who hosted the event said, “HYUNDAI WIA will work hard
to improve welfare services and make a better workplace for our employees by
reviewing the ideas and improvements which we shared through thi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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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봉황진 안전행사 참가

산동법인 ‘일조시 아동복지원’ 물품 기증

지난 6월 5일, 강소법인은 봉황진 정부가 개최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린(green)
꿈’ 대회에서 ‘그린 사업장 명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안전생산월 및 세계
환경보호일을 맞아 개최된 행사로 봉황진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강소법인 안전환
경부는 보호용품 패션쇼를 연출해 선보이며 안전상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소법인장 서민석 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환경보호 이념을 발표하며 안전의식을 강조
했다.
강소법인은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
으로도 다양한 안전활동 전개를 통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8명은 일조시
아동복지원을 방문해 지체장애 어린이와 복지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
기증식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은 아동복지원 원장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과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아동복지원 관계자는 “현대위아 산동법인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
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동법인은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아동복지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학용품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성
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江苏法人 参与安全促进活动

山东法人，儿童福利院慰问活动

6月 5日, 下午，凤凰镇人民政府为了迎接第17个全国安全生产月和第47个世界
环境日在凤凰镇文化中心举办了“生生不息的绿色梦”主题分享会。江苏现代威
亚参与了此次活动。江苏现代威亚不仅获得的绿色企业的荣誉，公司的安全担当
还为大家带来了劳保用品T台秀。法人长徐敏锡发表了公司的安全和环保理念。
江苏现代威亚有限公司为了员工的安全和公司的环境做出了很多的改善和努力。
为创造共同发展的社会贡献出自己的一份力量。

6月1日，在经营志愿部李弘烈部长的带领下，公司18名爱心志愿者来到日照市社
会福利院，为在院的残疾儿童送去了礼物和节日的祝福。
院方表示:‘非常感谢贵公司对孩子们的关怀和爱护。’随后，在福利院院长的带
领下，志愿者们来到了育婴室、活动室等场所，走到孩子身边，与孩子们亲切交
流，整个福利院教室里充满了欢声笑语。
另外，山东法人每年节日期间都会组织前往儿童福利院捐赠物资，全心全意做好
社会贡献活动。今后，公司将继续开展区域内社会公益活动。

강소법인 단오절 기념행사 시행

산동법인 가족 초청 행사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6월 14일 중국 단오절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기념 선물을 지급했다.
단오절은 중국의 주요 명절로 애국시인 ‘굴원(屈原)’을 기념하며 전통음식을 나눠먹고
용머리 배 경주를 겨루는 ‘용선 경기(龙舟赛)’를 즐기는 날이다.
강소법인은 2004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에게 단오절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명절 분
위기를 조성해왔다. 앞으로도 강소법인은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
사생활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8일 산동법인은 “신(新)위아, 신정도(新征程)”를 주제로 가족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 직원과 가족들 2350여 명이 참여해 회사 견학 후 식사시간으로
이뤄졌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 관람도 이어졌다. 행사는 무술공연, 노래와
춤, 만담 등 다채로운 무대와 추첨행사로 꾸려졌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도 행사에
참석하여 직원들을 독려했다. 행사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江苏法人开展端午慰问活动

山东法人举行家庭开放日活动
6月8日，山东现代威亚举行了一场主题为“新威亚新征程”的家属开放日活动

6月14日，山东现代威亚举行了一场主题为“新威亚新征程”的家属开放日活动

晚会。在全体社员的积极准备下，职员和家属们共2350多人一起参观公司、享用

晚会。在全体社员的积极准备下，职员和家属们共2350多人一起参观公司、享用

晚餐，观看晚会，度过了非常快乐的时光。晚上七点，山东现代威亚总经理文相镐

晚餐，观看晚会，度过了非常快乐的时光。晚上七点，山东现代威亚总经理文相

专务致辞后，晚会正式开始。晚会不仅有相声、歌舞、武术表演等精彩节目，还增

镐专务致辞后，晚会正式开始。晚会不仅有相声、歌舞、武术表演等精彩节目，

设了幸运抽奖环节。晚会在观众们的欢呼和掌声中顺利地进行，家属和员工们也共

还增设了幸运抽奖环节。晚会在观众们的欢呼和掌声中顺利地进行，家属和员工

同度过了一个美好的夜晚。

们也共同度过了一个美好的夜晚。
活动晚会尾声悠扬的歌声，不仅唱出了威亚大家庭相亲相爱、不断前进的美好心

活动晚会尾声悠扬的歌声，不仅唱出了威亚大家庭相亲相爱、不断前进的美好心
声，也给参加晚会的家属们留下了美好的回忆。

声，也给参加晚会的家属们留下了美好的回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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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판매법인 서비스교육 시행

멕시코법인 월드컵 관람 행사 실시

미주판매법인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Itasca본사에서 딜러와 협력사 4개 업
체 및 서비스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XF6300 Heidenhain Control 장비 Application 교
육을 실시했다. Heidenhain을 장착한 XF6300 5축 장비의 수주 확대 및 딜러사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강의와 장비 시연을 병행해 진행했다.
교육은 딜러와 서비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를 위해
Technical Equipment사와 Machinery Source사 등 업체에서도 함께 했다. 미주판매
법인은 앞으로도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멕시코법인은 지난 6월 27일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멕시코vs스웨덴’
전을 전 직원이 함께 시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경기 응원을 하는 동안 직원들에게 음료
수와 간식 등을 지원했으며, 근태 우수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 10
벌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한국 대표팀의 선전으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면서 직원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
멕시코법인은 월드컵 기간 동안 멕시코의 모든 경기를 시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원
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HYUNDAI WIA America Implements Sales Training Service

HYUNDAI WIA Mexico Employees Gathers to Watch
World Cup

From June 20th to 22nd, HYUNDAI WIA America conducted training on
application of XF6300 Heidenhain Control Equipment with suppliers and dealers
at Itasca. In order to expand orders for the XF6300 5-axis equipment equipped
with Heidenhain and to strengthen the dealer capacity, the training was
demonstrated along with the lecture.
Training was carried out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dealers and service
staffs and on the same day, Technical Equipment and Machinery Source Co., Ltd.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HYUNDAI WIA America will continue to utilize
education to improve service capabilities.

인도법인 전 직원 야유회 실시
인도법인은 지난 6월 3일 직원 총 236명이 참여하는 전 직원 야유회를 열었다. 인도
법인 인근의 퀸즈랜드 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야유회는 모든 임직원들의 업무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직과 현장직 동반 행사로
열려 직군 간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였다.
인도법인은 하반기 전사 체육대회 개최 등 앞으로도 소통활성화를 위한 업무 외 친목
활동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HYUNDAI WIA India Holds a Picnic
On June 3, HYUNDAI WIA India held a picnic with the employees at Queensland
theme park near the factory in order to release stress and to promote
communication. The office workers and manual workers gathered together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By holding sports eve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YUNADI WIA India will continue to engage in social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to enhance communication with the coworkers.

On June 27th, the members of HYUNDAI WIA Mexico gathered to watch FIFA
World Cup match, the final group stage of Mexico vs Sweden. Drinks and snacks
were prepared and 10 staffs with great work attitude were given national team
uniforms. The event was more special than any other event for the Mexico
staff, as South Korea beat defending champions Germany, Mexico got to
advance to the round of 16. The company has set up a place to watch all the
games in Mexico during the World Cup so that employees can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휴가철 보안 체크리스트
1. SNS에 휴가 일정 업로드, 휴가 중 실시간 업로드 자제할 것!
● SNS상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휴가 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빈집털이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필요 시 등록된 친구들에게만 공개

2. 집 현관 출입문, 창문 단속 철저히 할 것!
● 부재 시, 집안 도어락과 창문 잠금장치 한번 더 점검하기. 특히 쉽게 놓칠 수 있는
우유 투입구나 출입문 렌즈차단 필수!

3. 휴가지에서 공개 와이파이는 사용 자제할 것!
● 공개된 와이파이 사용은 개인정보 해킹 위험에 취약하므로, 해외 여행 시
① 데이터 로밍 서비스 ② 휴대용 와이파이 장비 대여 ③ 현지 USIM 이용

4.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OS, 앱 최신 업데이트할 것!
● 개인 IT 기기들의 해킹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OS, 앱의 최신 업데이트는 필수!

26

27

WE'RE Looking

WE'RE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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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얼마 전 현대자동차그룹은 깜짝 발표를 했다. 글로벌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와 손잡고

[자동차 이야기]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

경쟁 가속화…
합종연횡도 봇물

혁신적인 미래 친환경차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수소전기차 기
술 확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 및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데 합의하고,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
보 차원에서 향후 기술 협업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모색 중인 현대차그룹과 수소차 양산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아우디 간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비단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양산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는 독일 BMW와 함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수소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
혼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수소전기차를 공동개발하는 등 업체 간 제휴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28

29

WE'RE Talking

수소 에너지 = 미래 에너지

WE'RE Looking

WE'RE Sharing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차량
내에서 자체 생산된 전기를 통해 모터를 구동, 주행하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급 불

는 차세대 친환경차다.

안, 자원 고갈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수소 에너지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출가스가 전혀 없으며,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

연료 효율이 높고, 짧은 충전시간 대비 긴 주행거리, 에

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어필터를 통해 주행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의 장점

치열하다.

을 지녔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 우주 분자의 90%를 구성하
는, 부존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원재료와 방
식으로 제조가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저장 및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봇물

운반이 용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다.

이러한 수소전기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주요국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발표한 ‘수소 경

들은 구매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수소전기

제 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50년 수

차 시장 활성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소와 관련된 전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시장 가치와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주도로 자동차 업계와 협력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조

2050년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담당하며, 이산화탄소가 매년 60억톤 가량 감축이 예상

하지만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수소차 굴기’

되는 가운데, 수송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차가 전 차급으

를 선언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로 확대돼, 승용차 4억대, 트럭 1500~2000만대, 버스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수소전기차 로드

5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맵을 확정하고, 2020년 수소전기차와 충전소를 5,000

대·100기 이상, 2025년 5만대·300기 이상, 2030년

한국과 함께 수소전기차 기술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까지 100만대·1000기 이상 누적 보급하는 등 2030년

일본도 적극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정책 기

수소차 100만대 시대를 공식화했다.

본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가능성을 명문화한 일본은

보조금도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점차 축소하

지난해 말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활용도를 제고

지만, 수소전기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승

하고, 수소사회 실현 및 국제 표준화 주도를 전폭적으로

용차는 20만 위안, 버스 및 화물차는 30만~50만 위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수소 기본 전략’을 발표했다.

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전소의 경우에도 구축 비용의

연 30만톤 수준의 대규모 수소 공급망을 구축, 수소

60%를 지원하며, 전담 관리 부서까지 운영해 인프라 확

가격을 대폭 인하해 발전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보급

충을 독려하고 있다.

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수소
전기차를 4만대로 늘리고, 2030년에는 80만대, 수소충
전소 900기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은 EU 차원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2008년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사업법’을 제정하고 실증
사업이 한창이다. 미국 내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4년 주정부를 중심
으로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수립, 발표했다. 2023년까지
123개의 충전소를 건설하고, 최대 3만대를 보급할 방침
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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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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뜨는 볼링!
이들과 함께 즐겨라
현대위아 볼링 동호회
배우 김수현, 가수 이홍기 등 유명 연예인들이 프
로볼러에 도전하는가 하면, 각종 예능 프로그램
에서도 볼링을 즐기는 모습이 다수 비춰지며 볼
링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시내에는 클럽 분위
기와 볼링장이 어우러진 ‘락볼링장’, 볼링장과 펍
을 결합한 ‘볼링펍’ 등 다양하게 변주된 볼링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보
니 친구 혹은 회사 동료들과 가볍게 한 판 치러
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렇다고 볼링이 운동효
과까지 가볍진 않다! 유산소 운동이자 전신운동
인 볼링은 멘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볼링의 매력에 빠져 월요일의 스트레스를
볼링 핀과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우리 회사
볼링 고수들을 만났다. 다 함께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이들이 스트라이크를 연신 뽐내며 열정 있
게 경기하는 볼링 정기모임 현장. 그곳에서 만난

볼링 초보라면 주목!
볼링 노하우에 대한 회원들의 말·말·말!
“초보자들은 무조건 핀을 맞추려고 하는데, 핀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인
의 화살표에 맞추거나 내 발 앞의 공을 놓는 장소가 정확하면 초보자도 쉽게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세이죠. 뒤에서 잘 하는
사람 자세를 보고 흉내내보세요.” – 김원구 회원

볼링동호회 삼인방과의 대화를 함께 보자.

“초보자들이 처음 칠 때 거터에 볼이 많이 빠지죠. 공을 던진다는 생각 말고 밀
어준다는 생각으로 던지면 중앙으로 잘 나아갑니다.” – 안동국 회원
“장비를 잘 쓸 줄 알면 장비의 덕으로 스코어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
기 손에 딱 맞는 마이볼을 쓰면 몸과 최적화가 잘 되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
니다.” – 조재훈 회원

총무

회장

자문

박호진

송유찬

양정용

(경력 4년)

(경력 5년)

(경력 25년)

“원래 마음을 비우고 즐기면서 치면 더 점수가 잘 나와요!” – 김의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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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난 봄 정기모임 마치고 다같이 벚꽃놀이간 추억이 떠올라요. 창원
폴리텍대학 앞 벚꽃길이 유명하잖아요? 그곳에서 벚꽃 구경하고 포장마
차에 들러 뒤풀이 회식을 가졌던 소소한 추억이 기억납니다. 또, 항상 동
호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보니 잘 못 치더라도 서로 파이팅 해주고
하면서 치고 있는데, 회원들 점수 늘 때가 같이 뿌듯하더라고요. 한 회원
도 처음엔 70점대에서 이제 150점대까지 치는걸 보고 뿌듯했어요.

Q. 동호회를 하며 느끼는 여가의 의미
박 예전에는 저녁 7시에 모여 운동하고 뒤풀이 하면 10시가 금방 되다
보니 다음날이 부담되는 날이 없지만은 않았어요. 이제는 저녁시간이 늘
어 좀더 일찍 모이고 모임을 마친 후에도 여분의 시간이 생기니 확실히
더 여유가 생기고 진짜 여가생활이 된 것 같아요.
양 볼링 동호회는 무엇보다 관리직, 생산직,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모
여 볼링으로 하나되는 게 장점인 것 같거든요. 같은 회사지만 잘 몰랐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동호회를 통해 만나 좋아하는걸 하면서 공감대도 만
들고 확실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좋죠.

Q. 현대위아 볼링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Q. 볼링 동호회를 시작한 계기?

Q. 동호회 하며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양정용 저희 셋 모두가 볼링동호회 2014년 창단멤버인데요. 처

송 하기 나름이에요. 실력 올리려면 주중에도 한두 번씩 연습

음엔 공작기계품질관리팀 내 볼링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

해야 감도 잡고 실력이 늘죠.

겸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1~5공장, 다

박 회원 전체적인 평균은 실제로 많이 올라갔어요! 매번 연습 때

양한 팀에서 골고루 회원들이 모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죠. 관

마다 개인별 점수를 기록하고 레벨 체크하고 있어요. 연말 결산대

리직과 현장직 비율도 반반 섞여 고루고루 교류하고 있어요.

회 때 실력 향상이 늘어난 회원에게는 따로 상을 주기도 합니다.

박호진 볼링이야 원래 좋아했고요. 안 그래도 회식하고 자주 어

매번 정기모임마다 맥주같이 소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

울리다 보니, 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 다른 사

번 모임의 MVP를 선정해 상을 주며 실력향상을 독려하고 있죠!

와서 체험해보고 개인장비야 회원들 조언도 들은 후에 차차 사면 되죠.
박 보통 볼링을 제대로 쳐보려고 한다면 마이볼(전용공), 신발, 아대 정
도만 갖추면 됩니다. 세 가지 장비와 가방까지 20만원 안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꼭 맞춰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회원들도 하우스 볼로도 충분
히 치는 분들 많아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장담합니다!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송 열정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들도 모아 운동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년 그룹웨어에
정기적으로 홍보 글을 올려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고 있는데, 작

양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장비는 사실 볼링장에 다 있어요. 일단 몸만

Q. 정기모임 외 다른 친목행사가 있나요

년에도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합류해 짧은 역사지만 동호회를

박 연말에 송념회 겸 결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회식

제법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을 더 크게 하기도 하고 모아둔 회비로 상품을 많이 준비해 볼링
용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Q. 볼링의 장단점이라면

양 송유찬 회장이 주중에 번개모임을 자주 열어요. 이른바 ‘목요

송유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런 운

볼링’이죠. 워낙 볼링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같이 치기 즐겁죠.

양 볼링은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생활입니다. 특히 동료들과 손뼉을 마
주치며 서로간의 정을 더욱 나누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스트라이크 한번
치면 스트레스 해소도 크고 참 좋은 운동이죠!
박 우리 동호회는 회원 분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동호회입니다. 젊은 회
원도 많고, 고수 분들도 많아 어느 사우 분들이든 들어오시면 무리 없이
적응하고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벤트도 준비해놨으니
주저 말고 오세요! W

동은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가볍게 치기에
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또 실

Q. 동호회하며 기억에 남는 일

내 운동이다 보니 날씨, 계절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요.

박 작년에 여자 회원 세 사람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박 다들 볼링을 한번씩은 쳐보잖아요? 처음 치는 사람도 웃으

그날 참석률이 80프로까지 찍었죠. 여자 회원들이 적응을 잘 할

면서 쉽게 어울릴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가격도

수 있도록 멘토-멘티도 운영하고 100점 먼저 넘는 팀은 볼링핀

저렴한 편이죠. 단점은 치면 칠수록 어려 워져요(웃음).

을 선물하는 등 소소한 이벤트를 마련했던 기억이 있어요.

34

현대위아 볼링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참여 문의 : 총무 박호진 (010-4502-7974)
정기 모임 : 월 2회 모임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5시 반)
모임 장소 : 창원 의창구 ‘골든힐 볼링장’
회
비 : 1만원/월 (게임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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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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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지쳐가는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OECD국가들 중 노동을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평균 노동시

우리 잠깐
쉬었다 갈래요?

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을 훌쩍 뛰어넘으며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직장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표출되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이런 여러가지 심적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휴가철에 483만명이 휴가를 위
해 이동하였다고 하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휴식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잠깐이라도 도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즐겁게 / 문화생활
통계청에서 흥미로운 통계 결과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여가활동을 하
는지에 대한 통계였는데 1위가 TV시청이었고 2위
가 영화관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무엇인가를 ‘보는’것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
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만 인구 중 한해 2억
명이 영화를 관람한다고 하니 그 시장규모도 어마
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를 소극장 연극과 뮤지컬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국내 창작연극과 뮤지컬
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수출까
지 진행돼 소극장 공연 시장 또한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즐기는 팬층 또한 날이 갈수록 두
터워지고 있습니다.
타임티켓 어플은 소극장 연극과 뮤지컬에 대한 각종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빨래’, ‘마이 버킷리스트’, ‘빈센트 반 고흐’ 등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에서도 호평을 이끌며 많은 찬
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소극장 공연은 급격히 상

승하고 있는 영화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그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임티켓 어플은 저렴한 가격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
록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균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영화만큼 저렴한 가격
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연극과 뮤지컬에 생소한 사람을 위해 예매순위를 제공하여 더욱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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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가를 즐겁게 : 이제는 호캉스를 넘어 홈캉스

[ 퇴근 후 오늘 입은 옷은 스타일러에 집어 넣는다. 살균

휴가에는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야 한다는 고정관

을 비롯하여 스팀 다림질과 건조까지 스타일러가 알아서

념이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을 구

처리한다. 로봇청소기가 시시때때로 쌓인 먼지를 청소하

입하며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던 캠핑족의 인기가 무안해질 정

고 배터리가 소모되면 본인 스스로 충전을 한다. 저녁식사

도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도심의 호텔에서 편안하게

를 준비하며 음성인식 스피커로 TV를 켠다. 그리고 내일

휴식을 즐긴다는 ‘호캉스’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휴가의 개념이

날씨를 묻자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 해줘 우산을

‘휴식’의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챙긴다. 식사를 마친 후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올려 놓고,

인도어(in door) 라이프의 유행은 이제 다시 한 번 휴가의 개

세척, 소독 및 건조 버튼을 누른다. 가볍게 운동을 한 후

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호텔에서의 휴식보다는 고급 레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니

던스를 이용하여 휴가기간동안 청소, 배달, 구매대행, 육아까

벌써 자정이다. 핸드폰 어플을 통해 불을 끄고 잠이 든다.]

지 한 번에 해결하는 형식의 진정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어가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은 롯데월드 시그니

생활에 파고든 제품을 단순히 나열한 것일 뿐입니다. 과학

[스위처는 벨크로를 이용해 기존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 위에 덮어주기만 하면
된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on/off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할 수록 개인의 여가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입

엘 레지던스에서는 호텔 셰프가 직접 숙소를 방문해 요리를
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할 정도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니다. 이러한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것 입니다.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라는 신조어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는 마법처럼 여가시간이 늘어

가 생긴 것을 보면 앞으로 휴가의 개념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날 것입니다.

주목해 보는 것도 여가를 위한 ‘소비 트렌드’를 읽는데 있어 중
[데일리 호텔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급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호텔’에서는 당일 투숙객이 없는 호텔에 대해서 저렴
한 가격에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며 많은 인기를 누리
고 있는데요, 장충동에 소재한 5성호텔인 그랜드 엠베서더 서

BROWN

울의 경우 10만원 중후반대의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습

SALLY

니다. 호텔이 부담스럽다면 서울 곳곳에 레지던스 호텔을 이
용하여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을 즐길 수 있습니다.

Mic

당당히 쉬었다 가세요.

Action
Action
오디오재생/일시정지
1초이상 길게 눌러음성 명령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휴식은 분명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스트레스
도 해결해 줄 것이며, 삶의 원동력도 제공해줄 것입니다. “휴
식은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데일 카네
기의 말처럼 당신은 당신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할 권리
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쉬었다 가세요. 당신은 쉬는 것이

[음성인식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Iot기술발전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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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니까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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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나다운 삶’을 위한 쉼
인생을 마주한 사람들
올해 마흔인 회사 선배가 귀농을 한다며 아내와 초등생 딸을 데리고 고향이 있
는 남쪽으로 갔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몇 년 전 상사와 크게 부딪쳐
사직서를 냈다가 한 차례 무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돌려받지 않았다. 전과 달
리 긴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내린, 번복의 여지가 없는 결정으로 보였다. 남은 연
차휴가를 모두 쓰고 근로계약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회사를 찾은 그는 사뭇
차분하고 진지했다. 송별회 자리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전원생활의 여러 장점과
그곳에서 해보려 하는 일들을 열거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만족을 숨기지
않았다. “쟁기에 발이 달렸는지 아침이 되면 전날 놔둔 곳엔 꼭 없어서 찾게 된
다”는 둥 초짜 귀농인다운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당시 그의 이야기에 그리 귀
기울이지는 않아 기억나는 말은 별로 없지만 그가 평온해 보였던 것만은 분명하
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서 살기로 하는 이유가 더 경쟁적으로, 더 억
척스럽게 살기 위함일 리는 없다. 도시에서 이루지 못한(이루기도 어려운) 사회
적·경제적 성공을 시골에서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귀농인이 몇이나 될까. 어마
어마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이런 농사, 대박 날 거 같다’고 생각해 가는 경우
(그들을 귀농인이라 불러야 할지도 의문이다)가 아니라면 귀농은 대개 ‘쉼을 찾
기 위한’ 진로 변경일 것이다. 도시 생활에 몸과 마음, 정신이 지치거나 병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며 실행에 옮기는 대안적 행동. 그러니까 귀농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는 실존적 행동이
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일본 영화 두 편이 그런 질문을 품고 있
다. 도요시마 케이스케 감독의 <바다의 뚜껑>(2015)과 모리 준이치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2014). 각각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과 이가라시 다이
스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들 영화는 도시로 떠났다가 고향인 시골로 돌아온
젊은 두 여성의 이야기다. 두 작품은 극중 인물들이 왜 시골로 돌아갔는지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데, 그 묘사를 통해 ‘무엇이
좋은 삶인가’와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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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바다의 뚜껑>에서 마리는 소박하지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삶을 꾸린다.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팔기로 했어”라고 답한다.

WE'RE Looking

WE'RE Sharing

영화 <리틀포레스트>의 이치코 역시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자기 삶을 마주하게 된다.

죽이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냐, 안 되느냐’는 기준, ‘많이 벌수록 좋다’는 생각, ‘돈

<리틀 포레스트>의 이치코(하시모토 아이)는 도호쿠

않”아서 돌아왔다고 말한다. 유우타는 자기 인생과 마주

이 될 만한 것’에 달려드는 태도. 마리가 들으려고도

지방 작은 마을 코모리의 본가에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하려고 코모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이치코는 생각한다.

하지 않자 영업사원은 가게 일을 돕는 하지메(미네 아

혼자 살고 있다. 코모리는 상점이 없어 장을 보려면 자

귀농(귀향)을 선택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미 자신의 인생

즈사)를 붙잡고 설득한다. 하지메는 그에게 “저도 돈

영화가 시작할 때 <바다의 뚜껑>의 마리(키쿠치 아키

전거로 30분 걸리는 작은 시내로 나가야 하는 산간분지

을 마주한 것이리라.

좋아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라고 말한다. 이 소녀는

코)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겨우 퇴근한 듯 초췌한 모습으

다. 시내로 가는 길은 대부분 내리막이라 겨울에는 눈

자기 가족이 모시던 할머니의 임종 후 다른 친척들이

로 등장한다. 도쿄에서 무대미술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때문에 걸어서 한 시간 반을 가야 한다. 영화는 이렇게

앞 다퉈 유산을 뜯어가는 바람에 거처를 잃고 섬으로

그는 이런 나날의 연속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자기 자신

코모리가 얼마나 벽지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작된

을 잃어버리다시피 한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마리

다. 그래서 이치코는 다른 코모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는 어지러운 불빛과 요란한 소음을 내며 끊임없이 이어

자급자족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 벼농사를 짓고, 푸성귀

지는 차량 행렬을 배경으로 멍하니 서서 무언가를 생각

와 토마토를 기르고, 나무 열매를 따고, 개암과 호두를

하는데, 지친 눈빛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

주워 자신이 먹을 한 끼 음식을 만든다. 빵, 식혜, 수유

두 영화에서 귀농 생활이 순탄하게만 그려지는 것은

젊은이들은 인간을 도구나 부품으로 취급하는 끝없

문이 읽힌다. 그러다 뭔가 결심한 마리는 바로 다음날

열매 잼, 우스터 소스, 초콜릿 스프레드, 멍울풀 토로로,

아니다. 이치코는 농사에 훼방을 놓는 잡초와 벌레 따

는 경쟁 체제, 실적 지상주의 따위로부터 벗어나기 위

아침 배를 타고 고향 섬으로 돌아간다.

홀토마토, 으름 튀김, 곤들매기 자반, 밤 조림, 고구마말

위로 애를 먹고, 마리의 빙수가게는 좀처럼 손님이 들

해 농촌으로 간다. 그곳 삶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

랭이, 청둥오리 요리, 당근 스튜, 채소 볶음 등등. 모든

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리 개의치 않는다. 그

지만 적어도 쉼다운 쉼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음식은 조리 과정을 꼼꼼히 보여준다.

런 문제를 과정이나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어디에 기

생각하는 듯하다. 제대로 된 쉼이 있어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순도 높은 행복에 가까워질

바다로 간 마리,
숲으로 간 이치코

섬에 들어서면서 마주친 동창이자 전 남자친구 오사
무(코바야시 유치키)에게 마리는 “이 풍경이 그리워서

들어온 처지다. 이런 하지메와, 도시에서 삶이 붕괴되

순도 높은
행복을 위한 도전

다시피 했던 마리는 돈으로 대변되는 물질주의의 파
괴성을 몸으로 겪었다. 섬은 물질주의에 지친 이들의
피난처다.

그냥 내려와 버렸다”며 바닷가 근처에 빙수가게를 열겠

영화는 자연(풍경)과 식재료, 노동과 요리, 음식과 추

대지도, 투덜대지도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어디까

다고 한다. 그러고 덧붙이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억(기억)이 맞물리며 흘러간다. 그 사이사이에 이치코의

지나 독립적으로 순순히 살아간다. 우리 직장인이 입

수 있다. 그게 사람다운 삶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

빙수를 직접 만들어 팔면서 살 거야”라는, 자기 다짐 같

이야기가 파편처럼 흩뿌려져 있다. 고교 졸업 후 코모리

에 달고 사는 “아 정말 못해먹겠다”같은 말은 마리나

다. 귀농은 도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에 남는 것

은 말은 마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이 주체인 삶에 목말

를 떠났던 이치코가 어떤 이유로 돌아왔는지, 설명은 더

이치코에게서 들을 수 없다.

과 시골로 떠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용기가 필요한

라했는지 보여준다. 그는 ‘소박하지만 나다운 삶’을 살기

디다. “나는 도망쳐왔다”는 독백이 나오지만 무엇으로부

하루는 마리의 빙수가게에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찾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마리는 바다가 보이는

터 도망쳐왔는지는 전편인 ‘여름과 가을’편에는 나오지

아와 체인점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다. 사탕수수

길가 창고를 얻어 가게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벽에 페인

않는다. 학창시절부터 코모리를 떠나고 싶어 했으면서

를 직접 갈아 만든 시럽, 바다를 보며 빙수를 먹는 콘

트를 칠하는 일부터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아 의

다시 돌아온 2년 후배 유우타(미우라 타카히로)의 귀향

셉트가 돈이 될 거라는 설명. 이 영업사원은 우리 시

자와 탁자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한다. 메뉴는 세

이유는 이치코와 대조를 이룬다. 그는 아무것도 직접 한

대 다수의 시각을 반영하는 인물이다. ‘돈벌이가 되느

가지뿐이다. 너무 적지 않으냐는 엄마의 지적에 마리는

게 없으면서 잘난 체하는 인간들에게 질렸고 “남이 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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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귀농은 과감한 도전
이라는 사실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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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기적 다문화아동가정 유모차 전달식

'18년 상반기 헌혈 캠페인 시행

지난 7월 5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창원시에 위치한 경상남도다문화가정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창원지역 사업장에서

센터를 방문,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히 이동할 수 있

‘18년 상반기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하절기에 부족

도록 100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기증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구동생산부 전성

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열렸습니다. 캠페인에는 60여명이 동참했습니

용 반장과 김광태 사원이 함께했습니다.

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

경상남도다문화가정지원센터 승해경 센터장은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 타게

년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나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필요한 곳

되는 유모차는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저소득 다문화 가정이 선뜻 구입하기

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쉽지 않다”며 “아기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데 현대위아 직원들이 챙겨줘 너무 감사
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가장 따뜻한 팔 걷기! 우리 회사는 현헐캠페인에 참

직접 유모차를 전달한 구동생산부 전성용 반장은 “새 생명이 탄생한 가정에 좋은 선물이 되길 바

여한 직원들이 나눠 준 헌혈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위아 ‘1%기적’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에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혈 캠페인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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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도시 여행자들의
보물창고 ‘창원시’
한국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유명한 창원시는
닉네임과 다르게 도시 여행자들에겐 소소하
게 볼거리 많은 보물창고로 유명하다. 공단
바로 옆으로 남해바다가 선물하는 멋진 풍
경이 있고,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가 있다. 마

마음에 쉼표를 찍듯...
쉬엄쉬엄 둘러보기

산, 진해, 창원이 합쳐지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창원은 휴양과 엑
티비티를 겸비한 국내 굴지의 해양리조트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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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남저수지 탐방로

의 기둥인 교각을 돌을 쌓아 만들고, 사람들이 밟고 건너

02 지금도 주남저수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노랑부리저
어새, 큰고니 그리고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고방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찾아온다.

가는 상판은 넓고 편평한 긴 돌을 얹었다. ‘주남새다리’로
도 불리는 이 다리는 800여년전 주민들이 정병산 봉우리
에서 길이 4m가 넘는 돌을 옮겨와 다리를 놓았다는 전설

03 돛단배 모양을 한 해양솔라타워.

이 있다. 지금의 돌다리는 1967년 홍수로 붕괴되었던 것
을 1996년 복원한 것이다.
돌다리를 건너 다시 주남수문으로 되돌아 와서 용산배수
장으로 향한다. 이 길은 꽃길이다. 봄과 여름에는 노란 유
채꽃길이, 가을에는 코스모스길이, 겨울에는 억새길이 펼
01

02

쳐진다.
왕복 12km. 짧지 않는 코스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지루하지 않다. 무더위로 짜증나는 여름이지만, 마음에 쉼

사람과 새들이 함께 쉬어가는 휴식처
주남저수지

먼저 동판저수지를 만난다. 이곳은 일출 명소로 유명한

표를 찍듯 여백을 주고, 쉬엄쉬엄 걸으며 자연과 호흡해

지점이다. 최근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찾는 이들이 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쩍 늘고 있다.
주남저수지는 우리나라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다. 주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은 주남저수지를 제대로 알

남저수지는 통상 산남, 주남, 동판 세 개의 저수지를 함께

아볼 수 있는 곳이다. 람사르문화관은 람사르협약과 습지

부르는 이름이다. 거대한 낙동강 배후습지성 호수의 형태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시 공간이다. 2008년 창원에서

를 가지고 있던 이곳을 1920년대 농수공급을 위해 제방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2층 에

을 쌓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전체 면적이 898만㎡

코전망대는 들판에 내려앉은 큰기러기, 쇠기러기 등을 가

도시 바로 옆에 바다 공원이 있다. 창원시 진해구 명동포

에 이른다.

장 가깝게 탐조할 수 있어 인기다. 생태학습관은 주남저

구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섬 음지도가 통째로 공원이

수지의 사계와 생태계를 디오라마로 연출했다.

되었다. 창원시 마리나개발사업의 거점인 진해해양공원.

사실 이곳을 주남저수지라 부른 것도 그리 오리 되지 않

도시 앞바다에서 누리는 작은 쉼표 두개
진해해양공원과 소쿠리섬

았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인근 지명을 따서 산남저수

람사르문화관 앞 제방을 따라 주남저수지 탐방로가 이

명동과 음지도를 잇는 음지교를 건너면 바로 진해해양공

지, 동판저수지, 가월저수지 등으로 불렀다. 그러다 1980

어진다. 제방 길에는 철새 탐조대가 있어 철새를 망원경

원이다. 공원은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체험관, 군함전

년대 10만여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군무를 펼치는 철새도

으로 관찰할 수 있다. 탐방로 중간쯤에 2층, 높이 12m의

시관, 어류생태학습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래지로 알려지면서 재조명되었고, 이 소중한 생태유산을

탐조대가 있다. 2층에 오르면 주남저수지와 백월산의 자

공원 입구에는 군함 한척이 정박해 있다. 2000년 퇴역한

잘 지켜내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근 세 저수지를 모두

태가 어우러진다. 주남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탐조공

‘강원함’이다. 비록 퇴역한 군함이긴 하지만 아직도 위용이

묶어 주남저수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주남저수지

간이다. 탐조객이 몰리는 겨울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있다. 지금은 군함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원함은 미

에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한다. 주남저수지 한가운데 버드나무 한 그루가 그림 같

군이 1944년 미국 뉴욕조선소에서 건조한 구축함으로 실

그리고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고방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다. 이곳에 철새가 가장 많이 모여든다. 탐조대 뒤편 논 6

제 6.26에 참전했던 군함이다. 이후 우리나라 해군이 인

찾아온다.

만6000㎡에 조성된 연꽃단지도 볼거리다. 이곳에는 25

수하여 강원함으로 명명, 영해를 누비다 2000년 12월 퇴

종의 어종과 233종의 식물이 군락을 이뤄 생태교육장으

역하였다. 군함 내부를 둘러보며 해군들의 함정생활과 전

로도 제격이다.

투장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하게 저수지를 감상하는 방법은 가월마을에
서 산남저수지 연결 수문까지 저수지 제방을 걷는 코스
다. 편도 6km 정도로 <가월마을 버스정류장-람사르문화

낙조대에서 ‘주남수문’을 지나 인근 논 사이를 흐르는 주

진해해양공원은 국내 최대의 태양광발전 건축물인 해양

관-주남생태체험관-탐조대-낙조대-주남돌다리-주남

천강을 따라가다 보면 특이한 모양의 돌다리가 있다. ‘주

솔라타워로 유명하다. 해양솔라타워는 1만5000㎡의 음지

수문-용산배수장-수문> 코스다.

남돌다리’로 문화재자료 제 225호다. 의창구 동읍 판신

도에 국제회의장 기준을 갖춘 전시동(건축연면적 6336㎡)

가월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주남저수지를 향해 걷다 보면

마을과 대산면 고등포마을의 경계에 있는 다리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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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높이 136m의 태양광 타워로 구성되어 있다. 돛단배 모
03

양을 한 해양솔라타워는 타워 남측 외벽과 전시동 옥상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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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1일 최대 3000kW의 태양

문신은 일본에서 나고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미술가다. 1940년

전기를 생산한다. 생산한 태양 전기로 해양공원 전체를

대 중반 한국에서 인물, 정물, 풍경 등 사실화 계열 화가로 활동하

자급자족함은 물론 남은 전기는 한전에 공급한다.

다가, 1961년 초 파리에 정착해 추상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프랑

타워동 지상 120m 지점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의

스의 고성인 라브넬 수복 작업을 통해 입체에 대한 잠재성을 발견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70명이

하고 본격적으로 조각 작업을 시작해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동시에 사방을 둘러볼 수 있다. 해양공원과 음지교는 물

1980년 귀국한 문신은 유년 시절을 보낸 마산에서 1994년 문신

론 거가대교와 신항만, 푸른 남해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미술관을 개관했다. 미술관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했다. 손수

작은 배들과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이면 일본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

04

06

05

07

미술관을 설계한 것은 물론, 야외 조경 바위 배치 하나까지 꼼꼼
하게 지휘했다. 미술관 건립비용이 부족할 때는 작품을 만들어 팔

진해해양공원에서 우도는 2012년에 개통된 보도교를

아가며 충당했다. 미술관 구석구석 문신의 손길과 애정이 닿지 않

통해 걸어들어 갈 수 있다. 보도교는 우도 주민들의 육지

은 곳이 없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

야경은 8시 무렵이나 되어야 제 모습을 드러낸다. 석양이 지고

로 선박이 통과하는 구간의 높이는 최대 7m에 이른다.

하늘 저 멀리서 어둠이 거무스레 내리기 시작하면, 도심에는 조명

사람들로 북적이는 음지도와는 달리 어촌마을인 우도는

이 하나둘 켜진다. 들쭉날쭉 무질서하게 보이던 건물은 어둠에 가

조용하다. 30분 정도면 충분히 섬을 둘러볼 수 있어 한적

려 사라지고 가지런한 도시의 조명만이 멋스럽게 다가온다. 멀리

한 어촌마을을 느껴보고 싶다면 잠깐 들러보는 것도 괜

고층 건물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크고 작은 배에서 비치는 불빛이

찮다. 무엇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지도나 우도가 배

별처럼 보인다. 성산구 귀산동과 마산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마창
04 솔라타워 전망대는 거가대교와 신항만은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
05 명동포구와 진해해상공원을 잇는 음지교

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었던 섬이었다는 게 신기하다.
진해해양공원에는 일명 ‘진해판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있는 ‘동섬’이 있다.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동섬은 만조와
간조에 따라 하루 두 번 육지와 섬 사이 200m 바닷길이

06 마창대교 야경. 길이 1.7km, 너비 21m, 왕복 4차로의 사장교(斜
張橋)로, 지진은 물론이며 초속 78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사장교의 2개의 주탑은 높이가 164m, 수면에
서 상판까지는 세계 최대의 높이로 68m에 달한다.
07 문신의 미술관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손수 미술관을 설계한
것은 물론, 야외 조경 바위 배치 하나까지 꼼꼼하게 지휘했다.

대교가 위용을 드러낸다. 도시지만 산과 바다, 항구, 섬을 모두 보
여주는 멋진 광경이다. 큰돈과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W

물속에 잠겼다가 드러난다. 물때를 잘 맞추면 바닷길로
걸어가 동섬의 해안 데크로드를 걷는 쏠쏠한 재미도 누

예술과 남도의 밤바다를 감상하는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릴 수 있다.
창원 진해구 또 하나의 히든카드 소쿠리섬. 소쿠리섬은

마산의 제일 별미 아귀찜
오동동 아구찜거리로 가면 마산의 제일 별미 아귀찜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아귀찜이

무인도인데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깨끗한 데다 섬 앞쪽
에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주말이면 캠핑족과 피서객들에
게 인기가 좋다. 이 섬은 과거 멸치잡이가 활발하던 시절

지금의 창원은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진 도시다. 마

표준어지만, 아귀찜의 원조 마산에서는 어디를 가도 아구찜이라 부른다. 마산 아귀찜은

산합포구에 있는 추산근린공원은 마산의 비경을 볼 수

한겨울 찬 바람에 20~30일 말린 아귀를 냉동 창고에 보관해놓고 쓴다. 토박이들이 말

있는 숨겨진 장소다. 특히 마산도시의 네온과 항구의 여

멸치 가공 등을 위해 어민들이 잠깐씩 거주하기도 했는

유로움이 어우러진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여름날

데, 지금도 해마다 여름철이면 멸치건조작업을 하고 있

시원한 밤바다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다. 명동선착

추산근린공원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인근에 있

장에서 소쿠리섬까지 배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약 1
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에 불려서 콩나물, 미더덕을 넣고 재래 된장과 고춧가루로 버무려서 찐다.

진해 명물 해초비빔밥
진해의 향토음식으로 손꼽히는 해초비빔밥은 진해 앞바다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해초를

다. 마산 전경은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야외 전시장

이용해 만든 음식이다. 알록달록한 갖가지 해초들이 밥 위에 예쁘게 놓인 모습이 봄마다

에서 바라봐도 일품이다. 그러나 미술관이 오후 6시에

진해를 아름답게 수놓는 벚꽃의 화려함과 닮았다. 원래 진해는 해초가 풍부해 그것으로

문을 닫기 때문에 야경은 추산근린공원으로 가야 볼 수

종이를 만들어 쓸 정도였고, 특히 우뭇가사리는 전국에서도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해

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마산의 밤 풍경을 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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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귀찜의 맛은 육질이 단단해서 쫄깃한 말린 아귀에 있다. 말린 아귀를 요리 직전

초비빔밥은 다시마, 꼬시래기, 서실, 가사리, 톳, 파래 등 8가지 해초와 멍게, 새우, 해삼
까지 들어 있어 바다의 명물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조미료를 전혀 사용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서 작가 문신의 작품과 예술

하지 않은데다 지방 함유율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여기에 예쁜 모양새까지

혼을 감상한 후 공원으로 가서 야경을 보는 것이 좋다.

더해져 2003년 세계음식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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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 i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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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공반에서 운영하는 소그룹의 이름은?

여유
헨리 데이비드 소로

2. 볼링동호회 조재훈 회원이 추천한 볼링 장비
는?

그것이 어찌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이나 소처럼
물끄러미 풍경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면서 다람쥐가 풀밭에다
도토리 숨기는 것을 볼 시간이 없다면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mTalk
2. 김부교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임기남 / 공작기계 성능개선팀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동규 / 선삭기설계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준형 / 모듈생산1부
한권수 / 항공생산부
김서현 / 시설동력팀

한낮에도 별빛 가득 품은 밤하늘처럼
찬란한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에 고개 돌려
그 다정한 발걸음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 입가로 곱게 번지는
그 미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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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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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