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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 송은이를
2018년 최고의 연예인은 단연 이영자입니다. 2곳의 지상파 방송국 연말 연예대상을 휩쓴 것만으
로도 이영자의 진가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MBC의 대세 예능프로그램인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
해 그는 수많은 맛집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이영자는 수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기할 수 있던 배경에는 수많은
공로자들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예능인인 송은이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전
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이영자의 또 다른 히트작인 <밥블레스유>에서도 송은이가 든든히 뒷받침
을 했기에 이영자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었죠.
송은이가 살려낸(?) 연예인이 이영자 뿐은 아닙니다. 한때 대세로 떠오른 김생민도, 최고의 인기
를 구가하고 있는 김숙도 송은이와 함께 보조 출연자의 위치를 벗어나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MC로 성장했습니다. 후배 연예인인 신봉선, 안영미, 김신영과 함께 조직한 ‘셀럽파이브’도 상당
한 인기를 끌었죠. 이는 웃기는 예능인 송은이가 아니라, 기획자 송은이가 해낸 일입니다.
방송가는 흔히 정글로 비유되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이자 국민 전체를 고객으로 하는 탓에, 언
제나 가혹한 평가에 시달려야 하죠. 2010년 초반까지의 송은이도 시청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
습니다. 조연으로 가끔 나와야 웃기는 정도였고, 유재석과의 친분에 의해 어쩌다 <무한도전> 등에
얼굴을 비추는 수준이었죠. 실제로 그는 2013년 이후 한동안 섭외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예
찬
하
며

송은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부활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송은이는 ‘고객의 입맛이 바뀌었다면
그 입맛을 자기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그는 김숙과
함께 팟캐스트인 <비밀보장>을 직접 기획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며 슬슬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소위 ‘대박’이 나죠. 이 <영수증>은 포맷 그대로 KBS에 팔려갔
고, 송은이와 김숙의 팟캐스트는 SBS 라디오로 정규편성이 됩니다.
2019년의 송은이는 예능인인 동시에 현재 방송가에서 가장 유능한 예능 기획자입니다. ‘방송은
방송국이 만든다’는 기존의 개념을 벗어나 ‘시청자가 좋아할 방송을 내가 만든다’로 접근한 덕입

사진=VIVO TV

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도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현재 우리의 시선에 맞춘 변
화가 아니라, 온전히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고객인지, 고객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에 맞춰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2월호에는 고객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변화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그룹 최고
의 상인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고객 최우선상’을 수상한 제어개발팀의 강헌 책임연구원
과 최전선에서 고객과 접하는 국내서비스팀 A/S반의 인터뷰입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고객의
입장에서 바꾸려 했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변
화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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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풀만 엠배서더 호텔에서 ‘2019년 대졸 신입사원’ 입사식이 열렸습니다. 이
날 사령장을 받은 신입사원은 총 46명입니다. 올해는 신입사원 가족들도 행사에 초청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사식 1부는 신입사원 대표 사령장 수여와 김경배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신
입사원들이 6주간 입문교육을 받는 모습이 담긴 스케치 영상과 입사 초심을 담은 인터뷰 영
상을 감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함께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신입
사원들의 열정과 패기를 담아 비전 퍼포먼스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동기들과
합심하여 준비한 합창 실력과 끼를 선보인 자리가 됐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CEO를 비롯한 임직원 및 신입사원, 가족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오찬 행
사를 가졌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첫 시작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을 응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
워준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행사장 입구에 설
치한 포토존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배 사장은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들과 회사 경쟁력을 키워가며 재도약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가족들은 창원 본사로 이동해 사업장 견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술
지원센터 공작기계 전시장과 창원 3공장 차량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입사원 이진우 군의 아버지는 “오늘 행사에 많은 직원들
이 함께 해주어 감동이었다. 덕분에 현대위아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상세히 설명도 듣
고 현대차그룹의 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현대위아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
고, 더불어 우리 아들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입사원 46명은 본부별 심화교육을 끝낸 후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업에서 역량을 발휘해나갈 신입사원들의 미래를 함께 기대
하고 응원해주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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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대상 개인부문 ‘고객 최우선상’
[전자식 커플링터레인모드 통합제어 성능 개발]

국산 SUV 최초 적용
‘험로 주행 모드’ 개발의 주인공
제어개발팀 강헌 책임연구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꼽은 ‘2019 올해의 차’는?
쉬운 문젠데 잘 안 떠오르시나요. 힌트를 드리면, 이 차는 ‘지금 구매해야 추석에
받을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바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지금도 날개 돋친 듯 팔
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가 6개월에 달한다고 하죠. 인기의 비결은 아메리카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큰 차체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한껏 반영한 매끈한 디자
인, 여기에 30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팰리세이드에 ‘국산 SUV 중 최초로 적용한 기능’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 이 기능은 바로 ‘험로 주행 모드(Multi Terrain Mode)’ 입니다. 진흙(MUD), 모
래(SAND), 눈(SNOW) 등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험로를 만났을 때 안정적인 주
행을 돕는 기능이죠.
해외의 고급 SUV에선 볼 수 있는 이 기능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의 가장 큰 상인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고객최우선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형 SUV를 구입
하는 고객뿐 아니라 기능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고객인 완성차 업체까지 모두 완벽
하게 만족시켰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현대위아
제어개발팀의 강헌 책임연구원입니다.
또 다른 테스트를 위해 스웨덴으로 떠날 준비 중인 강헌 책임연구원을 만나보았습
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아무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개인부문이라는 점에서도 수상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룹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는 그저 ‘제어개발팀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 ‘강 책임이 저런 것 만들었구나’ 정도를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
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보니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기
분이야 정말 좋았죠. ‘험로 주행 모드’ 때문에 집에도 많이 늦고, 출장도 잦아서 아
내가 힘들어했는데, ‘노는 게 아니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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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제품이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야, 기회가 생기거든

또 샌드(모래)와 머드(진흙) 지형 테스트는 북미에서 했는데

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

이건 정말 더워서 문제였어요. 지난해는 8월에 테스트를 갔

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는데 최고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갈 정도였죠. 낮에는 너무

상을 탈 수 있었던 차별점이 있다면 부품사의 역할에 스스로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새벽 3시 해 뜨기 전에 출발해 낮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실적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부

이 되면 철수하고, 호텔에서 저녁에 데이터 분석하는 일과였

분이기도 한데, 제가 부품사의 입장이긴 했지만 완성차와 또

거든요. 진짜 세상에 차를 이렇게 많이 힘들게 탄 적이 있나

다른 부품사에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이럴 땐 엔진이 이러

싶을 정도였습니다.

면 좋겠다’ ‘이럴 땐 변속기가 이러면 좋겠다’ 등 말이죠. 개
발을 총괄하는 완성차에서 할 말을 제가 한 건데, 다행히 현
대차도, 현대모비스도 잘 받아들여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어요. 그 덕분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요. 이 제품이 들어가는 대형 SUV를 타고 눈길을 만나더
라도, 진흙탕에 빠지더라도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 이걸 양산까지 이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라는 믿음
을 줘야만 했죠. 그게 정말 큰 장벽이었어요.

고객에게 신뢰를 얻은 방법이 있나요

지형을 만날 때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어

그때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일단 무조건 한다고 한 상

로직이 바로 험로 주행 모드입니다.

황이긴 하지만, 이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일이

운전자가 험로 주행 모드를 사용하면 엔진과 변속기 제동까

니 방법을 몰랐죠. 생각은 많은데 잘 안되고 회사에서는 원

지 모든 구동 형태가 달라집니다. 주행하고 있는 노면에서

래 하던 다른 일도 있어서 아예 휴가를 냈고 카페를 갔습니

가장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네 바퀴를 제어하는 것

다. 휴가 때 카페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아는 것이 별로

이죠. 포장이 잘 된 길에서는 앞 바퀴에 힘을 주로 전달하다

없었으니 물어보는 게 순서였습니다. 기술자문 관계인 해외

가, 눈길에서는 네 바퀴에 적정량의 동력을 배분해 미끄러지

업체에도 물어보고, 우리 회사 미주센터에도 시장조사를 요

지 않게 하는 것이죠.

청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정말 인

국산 SUV 최초 적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대형 SUV 차량을 기획할 때, 해외 고급 SUV에
있는 ‘험로 주행 모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을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믿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가 그룹사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 유명 부품

연구원은 지난해 무더위를 이겨내며 북미평가를 함께 해주
는 덕에 품질 등을 잘 확인할 수 있었죠. 특별히 또 고마운
사람은 바로 구동설계팀에 박현오 책임연구원인데요. 개발
단계에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도와

그러한 소통과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엔지니어라면 무엇보다 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합리적 이
성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실력을 갖춘 상대를 무시할 수는 없
다고 봐요.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제가 했던 일도 먼저는 실력
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실력을 보여주고 납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의 핵심가치니 잘 해보자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테니까요.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맥을 총 동원해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험로 주행 모드의 콘

무엇보다 테스트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4륜은 윈터 평가를 스

셉트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저희의 고객인 현대차를 설득할

웨덴에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개발하면서 정말 많은 평가를 진

자료도 함께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성공적인 개발이라

행했거든요. 보통 개발 차량 1대와 벤치마킹 차량 1대 이렇게

고 하고, 양산까지 이르렀으니 참 다행인데 그때는 앞이 정

비교한다면, 험로 주행 모드는 벤치마킹하는 차만 10~12대

말 깜깜했던 것 같아요.

정도였죠. 평가기간만 3~4배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상 이름이 ‘고객최우선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고객을
생각한 건가요

사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죠. 새로 어떤 기술이

자동차 부품사로 고객은 크게 두 파트에요. 가장 먼저는 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기기 보다는 해외 부품사

리 부품을 구매하는 현대,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

의 이미 나와있는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 더 확실한 길이기도

의 연구개발 파트죠. 부품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객이

하고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

생각한 건 다 만들 수 있어’라는 믿음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

다. ‘험로 주행 모드’라는 콘셉트만 있는 상황에서 ‘현대위아

해요. 완성차의 연구원, 경영자 입장 모두에서 우리 현대위
10

다음 계획이 있나요
이제 곧 다른 차종에 들어가는 험로 주행 모드를 테스트하
러 스웨덴으로 떠나는데, 이것 개발을 잘 마치는 것이 목표
에요. 또 저희 팀에서 개발 중인 후륜 차량용 험로 주행 모드
도 잘 개발하는 것이 목표죠.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모든 고
객이 만족하는 부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W

이 때가 2016년이었고, 우리 회사가 독자 커플링 개발에 성
공해서 현대차에 한창 홍보할 때였습니다.

윈터 테스트 때 잘 도와줘서 콘셉트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줘서, 저는 온전히 제어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험로 주행 모드는 기능이고 큰 틀에서는 전자식 커플링이라
는 4륜 구동 제어 부품이 있어요. 이 안에서 모래/눈길/진흙

고마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이 도와준 동료는 저희
팀에 박재용 연구원과 이시형 연구원이에요. 박 연구원이 첫

고객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차’ 아닐까 싶

험로 주행 모드라는 기능은 상당히 낯설어요. 어떤 제품
인가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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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WE'RE Sharing

지금 바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하자!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발전을 위해!

WE'RE Looking

공작기계 국내서비스팀 A/S반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공작기계 사업본부 고객지원실 국내서비스팀의 A/S반에서

한원수 선임

일하는 양진기 반장입니다. 총 13명의 반원들이 이 곳 창원

양진기 반장

1공장 부품창고 외에도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어요. 기술지

박길용 선임

원센터 콜센터에 두 명, 파견근무로 의왕에 2명, 대구 1명,
부산 1명 나가있죠. 다른 반원들도 보통 아침 조회를 마친
후 각자 업체로 출장 나가 근무하고 퇴근시간에야 얼굴을
봐요. 각자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
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A/S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고객들이 쓰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콜센터에서 문
제를 접수합니다. 전국에 있는 총 35개 위탁센터에서 각 지
역의 A/S접수 내역을 받아 먼저 처리하죠. 위탁센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예를 들어 품질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다음 직영으로 접수가 들어와요. 우리 반에서는 직영으로
들어온 문제를 직접 처리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꼭 문제가 발생해서 출장을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
요. ‘B/S(Before Service)’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장비를 많이 쓰는 업체 혹은 이전에 문
제가 있었던 장비 리스트를 뽑아두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에 미리 점검을 나갑니다. 사전점검 후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거나, 아직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은 미리 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죠.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봐주면 고객
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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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도
A/S반이 있어요!
S센터로 다 보내서 그 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발송 시스

고다’ 하면서 회식까지 시켜줬어요. 유럽에서도 가공하고

템을 개선했습니다. 직영 A/S센터에서 직접 고객들의 업체

나서 ‘Okay!’ 소리와 함께 기계에 대한 칭찬을 직접 들었던

로 가면서 차로 직접 현장에 혹은 가까운 위탁업체에 배송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을 해주는 거죠. 차 한 대가 이동하는데 운임이 꽤 있으니
연 기준으로 환산해 비용 절감효과를 많이 봤죠.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작년 정년 퇴직한 사람들도 있어 반원 수가 갑자기 줄었어

가장 기억에 남는 A/S 일화가 있나요
성기환 선임

최근 고객들이 특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반 업무의 매력을 꼽자면 어떤 것일까요

고객은 무조건 빠른 서비스를 원합니다. 가정의 가전제품

기계가 고장 나면 고객들이 생산을 못하니 A/S반을 엄청

은 하루 안 쓰더라도 좀 불편한 것이 다겠지만 기계는 한

기다려요. 반갑게 맞이해줄 때 좋고, 또 조치가 끝났을 때

시간이라도 없으면 생산을 못하니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고맙다 인사 받으며 악수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뿌

국내에서는 우리 회사 A/S가 그래도 빠른 편이라서 고객들

듯하죠. 반면 고객들이 우릴 기다리는 상황이니, 안 좋은

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작년에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

소리를 들을 때도 많습니다. 이미 위탁센터에서 바로 조치

리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빠른 대응에는

가 안 돼서 넘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생산

부품 제공이 관건이에요. 부품이 없으면 점검도, 수리도 아

못해서 손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빠른 조치

무 것도 못하니까요. 부품 ‘필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고객

에 최선을 다하려 하고, 평소에도 기술을 완벽히 갖추려 노

이 A/S센터에 부품을 요청했을 때 이 물건이 고객 앞에 24

력하죠.

요. 그러다 보니 반원들이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원래 A/

우리 회사 장비 중 제일 큰 장비 KBN135 대형 보링기는

S 인력은 바로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오

정밀,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설치를 직영에서 직접 나갑

더라도 노하우를 기르고 제대로 A/S 업무를 하려면 시간

니다. 설치에만 15일 이상이 걸려요. 이런 장비일수록 가

이 필요하죠. 바쁘겠지만 올해는 특히 더 안전사고 없이 업

장 중요한 것이 ‘가공 정도’이거든요. 설치를 기껏 마쳤는

무하고 개인 건강관리도 잘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

데 정도가 안 나온다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

니다. 또 A/S가 안되면 절대 장비가 잘 팔릴 수 없어요. 내

요. 이런 장비이다 보니 이전에 중국 공장에서 보링기 설치

가 고객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를 마쳤을 때 고객들이 기계에 만족스러워했던 일화가 가

으로 욕 안 듣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A/S반은 욕 안

장 기억에 남아요. 시가공 끝내고 고객들이 ‘기계 좋다’, ‘최

듣는 게 최고거든요(웃음). W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A/S반

이정천 선임

시간 이내 도착하는 경우의 수치입니다. 우리 반에서는 이
수치가 96%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품 입출고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고 있어요.

이병철 기사

직접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신경 쓸 점도 있겠어요
항상 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는 ‘회사 이미지를 버리

이희영 선임

최용준 기사

는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고객들에게는 직접 마주

A/S반 부품창고에 두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는 현대위아 사람이 어쩌면 우리 반원들이 유일할 테니

전 기종 모든 부품이 다 있습니다. 다만 부품 별로 재고를

까요. 복장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기계 안에 들어가 수리

무한정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나가는 부품이 있으면 발주를

볼 때에도 외피를 꼭 챙겨 입도록 당부하고요. 혹여 불만이

넣으며 꾸준히 관리합니다. 부품 담당이 총 3명이 있는데

생기더라도 밖이 아니라 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언행

부품 입출고 담당 한 명, 국내 담당 한 명, 해외 담당 한 명

조심을 항상 강조하는 편입니다.

김성현 사원

이에요. 해외도 부품 요청이 오면 업체 통해서 발송하고 있
는데, 3일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스웨덴에 출장
간 적이 있는데 국내에 부품 요청하니 3일 안에 물품을 받
았던 기억이 있어요.

반에서 개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작년에 운송비 절감을 추진해서 연 5천만원 정도 절감효과
를 이뤄낸 사례가 있어요. 원래는 부품신청이 있는 위탁센
터마다 다 따로 발송을 했었어요. 이제 직영이 관리하는 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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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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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비스팀 양준모 사원

내가 바로
운동 매니아!
연초는 헬스장이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는 시기라 하죠?
사우 여러분도 올해 운동 목표를 다지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건강, 몸짱 등 현대위아 사우들의 다양한 운동 목표와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연말에는 바디 프로필 사진 촬영을!
Before

After

저는 태생이 일명 ‘가시남’이었어요. 저체중으로 군대도 못
갔습니다. 남자라면 한번쯤 생각해본 운동을 선택했죠. 그
땐 8~9년 전이니 지금처럼 피트니스 쪽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미디어에 노출도 잘 안될
때라 운동이나 식단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 같아
요. 지금이야 유튜브 채널만 검색해봐도 좋은 정보들을 쉽
게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
어요!
저는 20살 군대 신체검사 받을 때 53kg였으나 지금은
85kg 입니다! 노하우는 따로 없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두
가지는 목표 설정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올해 운동 목표
는 연말에 바디프로필 촬영과 기회가 된다면 소규모 대회
에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사우 여러분도 꾸준히 운동해
서 건강 목표 달성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FA제작관리팀 박성수 부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퇴근은 걸어서 한다.
저의 경우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춥고 덥고 비 오고 등등 불편한 점은
있지만 헬스장에 다니려니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많아져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가능
하면 차를 갖고 다니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려 하고 점심시간에는 탁구 동호회 활동
을 하며 즐겁게 땀 흘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간이 되면 가입한 사내 헬스동호회
에 가서 웨이트도 조금씩 합니다.
운동의 꿀팁 첫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작한다. 두 번째, 작심삼일을 계속 반

모듈설계팀 김세희 책임연구원

복하면 1년이 될 수 있다! (제가 운동 시작한 후로 작심삼일을 반복해 벌써 10개월이 넘

출석왕

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어서 출퇴근하기. 건강도 얻고 자동차 유류비까지 절
약되니 일석이조에요.

어느 날 TV에서 어느 다큐를 보고 운동을 꾸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중 아버지가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눴다는 내용
이었죠. 그날 내 몸이 단지 내 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관리에 더 경각심
을 가졌습니다. 목표는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출석하기! 매일 점심시간에 헬스장에서

S/W개발팀 나수인 연구원

올해의 운동 목표는 부위별 운동 마스터!

15~20분씩 달리고 기구를 들어올리며 적당히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니 부담이 없습
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운동을 하게 되었죠. 5년째 이렇게 운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운동 동작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

실 아직도 운동을 거를 핑계를 찾고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분

했는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엉뚱한 근육이 발달하고 전체적인 몸의 밸

들도 거창한 목표보다는 그냥 매일 출석만 해도 성공이란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출석

런스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한번 동작을 수

만 잘해도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행할 때라도 자극이 되는 근육에 집중하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몸의 라인을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
다. 올해는 꼭 부위별 운동 마스터가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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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FA제작관리팀 안장수 사원

FA설계팀 홍승현 대리

자전거로 전국 일주

110kg에서 89kg까지
다이어트는 계속된다

Before

WE'RE Looking

WE'RE Sharing

After

2011년 7월 한여름, 군 전역과 동시에 자전거를 타고 부산→서울 무
전여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당시

운동? 다이어트? 방법 다 아시잖아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

무전여행은 교회에서 자고, 밥도 얻어먹고 전국 각지의 해병대 선임들

습니다. 2018년 8월 몸무게 110kg을 찍고 나서 드디어 다이어트

을 만나 용돈도 받았죠. 2013년 당시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로 여름

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20kg

휴가기간을 활용해 땅끝마을까지 자전거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그 때

감량을 달성하여 현재까지 89kg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짱’과

에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학생인 줄 아시고 아들 같다며 밥도 사주고

는 아직 멀지만 ‘몸꽝’을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용돈도 2만원 쥐어주셨던 일화가 있어요. 재미있는 추억까지 안겨준

드리고 싶어요. 운동은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지는

자전거 라이딩을 꾸준히 하며 16년에는 2박 3일 휴가를 사용해 제주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저는 매일 운동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

도 완주도 달성했습니다. 자전거 덕분에 기른 체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요. 기록으로 남으니 사진 찍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꼭 가게 되

30살 기념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꽂아보고 싶어요. 목표 달

더라고요. 모두들 소식하고 운동하는 ‘정석’을 따라 요요 없는 다

성을 위해 우선 여자친구 허락을 받고 있답니다(웃음).

이어트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부터 요요 걱정입니다
하하)

공작기계성능개선팀 박재훈 연구원
안전환경팀 이승찬 과장

Before

나의 운동 열정을 깨운 딸의 한 마디

한 달 만에 20kg 감량!
Before

어느 순간부터 몸 이곳 저곳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더니, 살은 불

허리둘레가 40인치가 됐을 시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2월 말 사

어나고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어린 딸의 ‘아빠, 돼지!’라는 한 마

랑하는 딸 도연이의 돌 사진 촬영이 있어 그 전에 살을 빼 멋진 사진을

디에 충격을 받고, 이를 동기부여 삼아, 이룸재에서 매일 운동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또 4월 초에는 사랑하는 딸 도연이의 돌 잔치가

시작했습니다. 이후 엄격한 식단관리 및 운동을 통해, 3달에 걸쳐

있는데, 그 때도 멋지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0kg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자신감도 되찾고, 목표달

올해의 운동목표를 허리 둘레 : 40인치 → 허리 32인치, 몸무게 :

성에 따른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빠 울퉁불퉁하

108kg → 87kg, 인바디 점수 : 53점 → 80점 으로 잡았습니다!

네?’라는 딸의 말이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1월 2일부터 운동과 저지방, 고단백 식단을 시작했죠. 퇴근 후 웨이트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공장 건강관리실 및 보건소에 인바디

트레이닝 1시간 실시 후 유산소운동 1시간 총 2시간 헬스를 했습니다.

머신이 있습니다. 매주 또는 매달 간격 측정하시어 본인의 몸 변

특히 웨이트는 몸짱 후배들에게 배웠어요. 안전환경팀 박종웅 대리,
김민석 사원과 시설동력팀 이지헌 사원이 제 스승이에요.

After

화를 알면, 운동목표 설정 및 체형변화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단의 경우 매일 저녁 일반식 대신 닭가슴살을 섭취하고 있어요. 몸

연초인 만큼, 이룸재 헬스장에도 운동하시는 사우 분들이 정말 많

무게 1kg당 단백질 1~1.5g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매일 4리터의 물

아졌습니다. 목표하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며, 다치지 않도록 항

을 마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신경 써요. 몸무게 25kg당 1리터의 수분

상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 필요하다고 해요.
1개월이 지난 지금! 체중 6kg 감소, 허리 2인치 감소, 인바디 점수 4점
상승 성과를 이뤘습니다. 저녁에 회식이 있으면 새벽에 운동을 하는
열정을 발휘한 보람이 있었어요. 1개월 동안 함께 운동하고 단백질 보
충제, 물통, 계량저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준 박종웅 대
리, 김민석 사원, 이지헌 사원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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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E'RE Looking

WE'RE Talking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WE'RE Looking

금연캠페인 설문조사

우리가 만드는
'착한 금연' 캠페인.
당신의 폐는 안녕한가요?

Q

현재 하루평균 흡연량은?

5개피(회) 이하

(액상담배의 경우, 하루 평균 흡연횟수)

6~10개피(회)

11%
37%
48%

11~20개피(회)

4%

21개피(회) 이상

나와 동료의 건강을 위해!
빵빵한 지갑을 위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는 3월 현대위아가 금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Q

캠페인에 앞서 사우들의 흡연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함께 볼까요?

현재 담배를
가장 많이 피는 시간대는?

14%

일어났을때, 잠자기전

16%

오전 8시~10시

48%

식사후

20%

오후 3시~5시

2%

기타

No

Smoking

Q

설문기간 : 1/28~2/11

예

53%

아니오

14%

해당없음

33%

금연을
시도한 적 있습니까?

응답자 : 285명

Q

당신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 담배 포함)

44%

예

47%

아니오
금연중

20

9%

Q

금연을 시도한 이유는?

33%

건강이 안 좋아져서

22%

주변인의 만류로

39%

입과 몸에서 나오는 악취가 싫어서
금전적인 부담

2%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서

2%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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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WE'RE Talking

Q

금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7%

다른사람이 피우는것 보면 피우고 싶어서

62%

금연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6%

2%

주변인의 지지

9%

금연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물질적인 보상

2%

기타

2%

흡연자가 2~3분씩
담배피면 쉬는건
'담배니까'라며 존중해주는
문화,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33%
26%

담배를 피우는 사람(모임) 피하기
금단현상을 줄이기 위한 취미 활동

20%

주기적 금연상담 및 보조제 도움

19%
2%

기타

금연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었으면.
적어도 흡연구역 준수와 같은
흡연 에티켓만큼은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갖출 수 있도록!
많았으면 좋겠고, 캠페인으로
인해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12년에 입사해
금연 시도만 7년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기간의 금연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매일 할 수 있다는 다짐 되뇌이기

금연캠페인 참가자 모집 중!
관련 문의 : 조직문화개선TFT 김정민 사원
(031-596-1051)
금연, 혼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힘든 금연, 현대위아금연캠페인과 함께 금연해보아요!
금연의지를 가진 여러분도 57%의 비흡연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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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본인 및 동료의 건강과
업무의 효율 향상을 통해
우리의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85%

자신의 의지

7%

금연캠페인에 바라는 점

저 같이 금연 생각이
있음에도 주저하는
흡연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캠페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원합니다.

0%

전문상담/ 금연치료의약품(보조제)

Q

Q

27%

피워도 건강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생각

Q

33%

5%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기타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기타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인의 만류가 없어서

33%

입과 몸에서 나는 악취처리

3%

기타

간접흡연의 위험성 인식

암묵적인 흡연권유 분위기 없애기

53%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금연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비흡연자로서) 흡연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6%

금단증세가 심해서

Q

Q

31%

스트레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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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캠페인 말고,
향후 1년 후 재검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보상제시가 아닌
인식개선과 상담,
치료프로그램 안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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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휴무 특별 안전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31일 구정 휴무기
간을 맞아 외부공사 업체 대상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정 휴무 기간
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10개 공사업체와
이를 주관하는 7개 부서의 책임자를 대상
으로 열렸다.
교육은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정부 정책
을 소개하고 그룹사에서 일어났던 재해현
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우리회사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교육 이수제도 설명
도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
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afety Training for the Lunar New Year’s holiday

중국 장가항시 신임시장 강소법인 방문
지난 1월 18일 장가항시 시위부서기이자 장가항시 시장 반국강(潘国强) 시장이 강소
법인을 방문했다. 장가항시 봉황진 당위서기 왕문위(王文伟)도 함께 했으며, 강소법인
장 서민석 이사를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환대했다. 시장 일행은 공작기계생산공장과 전
시장을 둘러본 후 생산 현황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서 이사는 “장가항시와 봉
황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강소법인 공장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앞으로
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 시장 역
시 “강소법인이 앞장서 정부와 기업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张家港市新任市长访问江苏现代威亚
1月18日，新任张家港市市委副书记、新任市长潘国强访问江苏现代威亚。张家

HYUNDAI WIA implemented safety training on January 31. It was provided for
construction companies that carried out during the Lunar New Year's holiday
period. 10 construction companies and 7 departments that are in charge of the
project attended. Safety and Environment team introduced government policies
on severe disaster prevention and shared the current cases in HMG. Participants
were also told about ‘safety training completion system’. HYUNDAI WIA is trying to
make disaster ZERO worksites by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continuously.

港市凤凰镇党委书记、江苏法人总经理徐敏锡和各部署驻在员等陪同接待。

강소법인 19년도 신임 주임 대상 교육 시행

산동법인 농촌지역 소외이웃 방문

总经理带领潘市长一行参观了数控机床生产工厂及数控机床展示厅，简要汇报了
数控机床目前的生产情况。他提到，工厂自建设以来，在张家港政府和凤凰镇的大
力支持下，取得了跳跃性的发展，我们将进一步提高产品竞争力克服现在遇上的危
机。
潘市长也说道：希望现代威亚能做好带头作用，实现政府与企业的双赢。

지난 1월 18일 강소법인은 사내 교육장에서 각 부서 신임 주임 직급 직원들을 대상으

지난 1월 25일,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춘절을 맞아 농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로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획, 실행, 결과보고 세 가지 측면에

온기를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다. 체계적인 업무 처리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무의탁 노인 등 소외이웃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직접 전달하고 즐거운 대화

직원들은 역량 강화를 꾀했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내에서의 소

의 시간을 가졌다. 생필품을 받은 주민들은 "현대위아가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통방법을 배웠다. 또한 업무 처리 지식을 많이 배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들을 도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말했다.

한편 산동법인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기조로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과 기부를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직급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력할 계획이다.

山东法人春节慰问周边困难群众
江苏法人开展2019年升晋者教育
1月18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开展了以“主任级业务能力提升教育”为题
的人事教育。通过对项目计划、项目执行、项目结果报告及落实三方面的系统教

春节来临之际，山东法人于1月25日前往周边农村贫困地区开展节前慰问活动。
活动当天，山东法人经营支援部李弘烈部长、赵良晨部长等20余名员工向孤寡老人
等困难群众送去了饺子粉、花生油等生活必需品，带去了新春的关怀与问候。

育，让员工能将理论联系实际，运用到实际工作中，提高业务处理能力。参加教

收到物资捐助的民众表示：“现代威亚每年都来看望我们，让我们感受到了温暖

育者纷纷表示：“此次教育受益匪浅，学到了很多有关沟通和项目处理的技巧，

与关怀”。今后，山东法人将继续开展多种公益活动，为构建美好未来贡献自己的

对日后的工作帮助很大。”

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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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감성공장’ 조성활동
지난 1월 한 달여간 산동법인은 임직원들의 정서순화와 의식개선을 돕기 위해 ‘감성
공장’ 조성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 벽면에 그림 액자, 시화 등을
설치해 무채색의 공장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현장의 한 직원은 “단조롭던 예전 공장에
비해 환경이 좋아졌다. 공장 내 아름다운 경치가 생겨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
한 개선활동을 펼치며 노력할 계획이다.

山东法人营造“感性工厂”
为了美化工厂工作环境，提升人文关怀，山东现代威亚开展了“感性工厂”营造
活动。此次山东法人营造“感性工厂”，是根据现场设备、厂区特点确定尺寸，
在厂区内墙壁悬挂挂画和喷绘的活动。这些挂画融合了优美的风景图片和名言名
句，让枯燥和单一的工厂更富有温馨度和关怀感，提升了工厂文化氛围。
在现场工作的一名职员说道：“大家都感觉现场工作环境温馨了，公司有了家的
感觉。”今后，山东法人为打造更美丽的威亚工厂，关怀员工工作生活而不断努
力。

인도법인, 공화국의 날 기념 국기게양식 열어
인도법인은 지난 1월 26일 '공화국의 날'을 기념해 국기게양식을 거행했다. 공화국
의 날은 제 1 인도헌법이 반포되고 공화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도의 헌법은
1949년 11월 26일 처음 채택되, 1950년 1월 26일에 발표됐다.
인도법인은 공휴일인 이날 부득이하게 출근한 직원을 중심으로 공화국의 날을 기념
하고, 국기게양식을 열었다.

HYUNDAI WIA INDIA celebrate the Republic’s Day
HYUNDAI WIA INDIA held a national ceremony on January 26. The company
opened up the event raising the national flag to celebrate the Republic's Day. It
is a day to celebrate the first Indian constitution being proclaimed and made a
republic. The first constitution of India was adopted on November 26, 1949. It was
announced on January 26, 1950. HYUNDAI WIA INDIA celebrated the day with
employees who had to come to work on a national holiday, and held a national
ceremony.

멕시코법인 상반기 안전환경 점검 실시
멕시코법인은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상반기 안전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법인장
주관 하에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작업 환경과 설비 안전장치 점검 및 환경 정돈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파악
하고,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현채인 중심으로 교육도 뒤따른다. 본격적인 개선활동은
현지인들 중심으로 전개해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멕시코법인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노력할 것이다.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Safety Environment
inspection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safety environment inspection from
January 21 to 24. This inspection, conduc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head
of the company, focused on the work environment, facility safety and cleaning
status. The employees in Mexico identified problems and cause of the incident.
In order to prevent future reoccurrence, training will also be followed. The
improvement activity will be conducted by the local employees. HYUNDAI WIA
MEXICO will keep conducting regular safety and environment check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achieve a disaster ZERO worksite.

연초에도 어김없이 각종 사회 정치 이슈들로 위장한
악성 메일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악성메일도 배달"
"2019년 북한 신년사 평가 내용' 담은 스피어피싱 등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수칙!
올 한 해도 우리의 소중한 자료를 지켜보아요~
<랜섬웨어 피해예방 5대 수칙>
1.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2.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3.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4.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합니다.
5.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26

(※ 자료출처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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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PALISADE

[자동차 이야기]

지금은 대형 SUV '전성시대'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차량은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다.

여기에 대형 SUV다 보니 공간은 기본적으로 넓다. 팰리세이드는 길이 4980mm, 너비 1975mm, 축간거리

현재까지 팰리세이드의 누적 계약 대수는 약 4만5000대로, 당초 올해 목표였던 4만대를 이미 넘어선 상황

2900mm다. 싼타페와 비교하면 축간거리가 무려 135mm 더 길다. 실내 공간 최적화를 통해 동급 최대 2열

이다. 어느 정도의 인기냐하면 대리점에 방문해 딜러에게 주문계약을 넣고 출고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반

레그룸(1077mm)을 확보해 실 활용성을 높였고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는 3열 헤드룸을 확보해 실내

년(6개월)이 걸릴 정도.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주성은 물론 공간활용도를 높였다.여기에 전자식 험로주행 시스템, 버튼식 기어 조작장치, 천장 내장 에

올해 1월에만 판매된 팰리세이드는 5903대. 이는 지난해 첫 출시된 12월 판매량(1908대)보다 209% 늘어

어벤트(송풍구) 같은 편의·안전장치도 많다.

난 것이다.

이는 가성비를 중시한 아빠들의 고민을 줄여줬다. 기왕이면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과도 궁

팰리세이드의 인기 비결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공간 그리고 편의사항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

합이 좋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높은 공간 효율성과 상품성을 갖춘 팰리세이드는 좋은 선택지

기 때문이다. 팰리세이드 휘발유 3.8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3475만원이다. 디젤 모델 기본 가격은 3622만

가 되어준 것이다.

원이다. 다양한 옵션을 모두 더해도 5000만원 수준의 가격이다. 수입 SUV와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싸고

대형 SUV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한 완성차 브랜드들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옵션을 낮출 경우 가격 차이는 훨씬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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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 브랜드 혼다는 지난 2015년 선보인 3세대 대형 SUV 파일럿의 부분변
경 모델 '뉴 파일럿'으로 팰리세이드와의 경쟁을 자처하고 나섰다. 뉴 파일럿은 '
가족과 함께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굿 대디를 위한 패밀리카'를 지
향한다. 특히나 북미에서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되는 베스트 셀링 모델이다보
니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다.
포르쉐는 최근 3세대 신형 SUV '카이엔'을 공식 출시했다. 지난 2011년 2세대
출시 이후 8년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로 돌아온 신형 카이엔은 이전 모델에
비해 지능형 경량 구조, 강력한 주행 성능, 탁월한 드라이빙 다이내믹 및 스마
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등 포르쉐 스포츠카의 정체성에 더욱 가까워졌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MW는 대형 SUV '뉴 X7'의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뉴
X7은 BMW 'X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로 넉넉한 실내 공간과 최고급 인테리어,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다. 또 첨단 파워트레인과 섀시 기술을 통해 탁월
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안락한 승차감으로 대형 SUV 시장의 다크호스로 꼽
힌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에서 6909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수입 대형 SUV 1위를
차지한 포드의 '익스플로러'도 올 하반기 6세대 완전변경 모델 '2020 뉴 익스플
로러'로 돌아온다.
한국GM도 2분기 중 예정된 대형 SUV ‘쉐보레 트래버스’ 출시에 힘을 쏟고 있
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대형 SUV 중 가장 높은 매출 증가
율을 보이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한국GM이 거는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G클래스', 아우디 코리아는 'Q8'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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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한 알에
인생을 담는다.
바둑판 위의 고수들,

신동역 회장
(바둑 5단, 경력 40년)

현대위아 바둑 동호회
배재준 총무
(경력 3년)

"우리는 모두 미생이다". 바둑알을 마주했을 때 집기보다
튕기기에 익숙한 사람일지라도 이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2014년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서

김동근 회원
(경력 30년)

우리의 인생에 비유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말이
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바둑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
고 이는 2016년 세기의 매치라 불리는 ‘알파고vs이세돌’
경기 덕분에도 지속되었다.
이처럼 바둑은 우리 주변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왔
지만 막상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경기는 어떻게 보는 건
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둑에 관심만 가져온 사우
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 창원 5공장 바둑동호회 사우들을
만나보자.

바둑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배재준_ 군대 시절 바둑 두는 선임들과 처음 시
작해봤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조금씩 해
보면서 배우니 바둑만의 묘미가 있더라고요. 한
수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재미에 빠졌죠.
신동역_ 8살 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40년째 바둑
을 뒀네요.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워서 20대에 발
동이 걸렸어요. 3년동안 거의 바둑에 매진해 그
때 실력이 확 늘었죠. 20대 후반에는 바둑학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을 배출하기도 했고 서른 돼서는 5
단까지 획득했죠.
김동근_ 바둑을 두면 잡생각이 없어져 좋더라고
요. 또 바둑도 하나의 뇌 운동이거든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 꾸준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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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경기 한 판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동호회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배재준_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들과 회사나 업무 이외에 공통

신동역_ 장고파, 속기파로 나뉘거든요. 장고파는 한 알, 한

신동역_ 예전에 임영택 사원이라고, 동호회에서 저 다음으

관심사를 갖고 친목 도모를 하다 보니 소통 면에 도움이 많이

알 심사숙고해 놓는 편이라 만약 장고파 둘이 만났다고 하

로 기력이 셌던 회원이 있었어요. 서열로 따지면 제가 실력

되더라고요. 일터에서도, 동호회에서도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면 2시간은 기본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경기 한 판이 3~40

1등, 그 사우가 2등 정도? (웃음) 퇴근 길에 짜장면 내기로

만들어지고 끈끈한 정도 많이 생기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본기

분 정도 걸리고 이것보다 빨리 경기를 끝내면 속기라고 하

경기 한번 시작했다가 집에도 못 간 기억이 있죠. 첫 판을 제

가 없어서 항상 바둑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죠. 속기파는 15분만에도 한 판 하고 그래요. 다만 눈으로만

가 이겼어요. 죽어도 한 판 더 해야 한다기에 또 했더니 이번

마침 신동역 회장과 바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맞아 제가

빨리 놓다 보면 기력 향상이 없어요.

엔 제가 졌죠. 계속 이겼다 졌다 네다섯 판 반복만 하면서 결

먼저 동호회를 만들자 제안했어요. 처음엔 신 회장이 이렇게까

배재준_ 보통 사우들과 중식 시간 활용해서 두다 보니 속기

국엔 승부도 못 가리고 짜장면도 못 먹었어요. 집에 가니 9

지 바둑을 잘 두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고단수더라

로 많이 경기를 해왔어요. 장고로 두면 시간이 길어지다 보

시도 훌쩍 넘었던 일화가 있죠.

고요. 가르치는 것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요. 저에겐 기회가 되

니 자주 못 뜨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빠른 두뇌 돌리는 연습

니 덥석 물었죠.

을 하고 싶어서 특히 더 속기로 뜨고 있어요.

바둑의 매력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김동근_ 졌다고 생각한 경기에서 내가 이길 때? ‘대마불사(大馬

나에게 바둑이란

일이라 점심시간에 회원들이랑 경기하면 결과 계산도 못 마
치고 판 무른 적도 많아요.

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인데, 실제 경기를 하다 보면 대마

배재준_ 바둑은 선택이다. 끝나고 복기할 때 가서야 순간순

신동역_ 일단은 많이 둬야 해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다만

정해진 답이 없는 게 매력이겠죠.

자기보다 한 수, 두 수 위 실력의 사람과 떠야 실력이 늡니

배재준_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매력이에요. 저는 항상 읽히지

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같이 뜨다 보면 그 사람의 수

만요(웃음).

가 나에게 흡수가 되거든요. 바둑 고수로 유명한 조훈현 9단

신동역_ 고수는 하수의 수를 읽죠(웃음).

과 이창호 9단이 옛날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것 아나요? 두

배재준_ 바둑을 두면서 이 사람이 어느 생각을 갖고 이런 수를 두

사람의 기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지만 2~3년만에 따라잡았

는지 열 수 앞을 내다보면서 경기를 해야 하거든요. 지략이라고

다고 해요. 고수들이 수를 열 보따리 갖고 있다 하면 하수는

하죠.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매력 있어요.

보따리 하나 정도 갖고 있을까 말까인데, 오랜 시간 같이 두
다 보면 그 수를 자연스레 내 것으로 만든다 할 수 있죠.

배재준_ 재미도 있지만 보통 나이 든 분들이 기억력 감퇴를 막
고 뇌 운동 하기 위해서 화투 친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이제 40
대 중반 되니 20대, 30대 때 기억력과 차이가 난다고 느꼈어요.
신체 운동도 중요하지만 두뇌 운동 역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3년
전부터 더 열심히 두기 시작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신동역_ 단점은 시간을 뺐기는 거죠. 중독성이 있고 한 판 지면
또 한 판 해야 하거든요(웃음). 한 두 판 두다 보면 금방 12시 되

배재준_ 바둑 두고 나서 ‘복기’라 하죠. 대국 전체를 돌아보는
과정인데 복기를 잘 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수가 늘어나다 보면 뒷부분에 어떻게 뒀는지 잘 기억을 못 해
요. 그럼 옆에서 경기를 봐준 신 회장이 복기를 도와줍니다.
기억 안 나는 부분은 다 알려주고, 어떻게 둬야 더 좋은 수였
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면서 실력을 늘리고 있어요.
김동근_ 사활공부도 합니다. 이론 공부라 보면 되는데 바둑
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이죠. TV 중계 보며 연구도 하고요.

는 거죠. 반면 장점이 더 많아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돈이 정말
안 들어요. 문방구 가서 알이랑 바둑판 비싼 것 사봐야 얼마 안

정기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요. 또 산만한 아이들 바둑 배우면 차분해진다 하잖아요. 제

배재준_ 매달 둘째 주 주말을 활용해 모여요. 바둑은 체육관

가 봐도 바둑 배운 애들은 공부나 학습 능력까지 득을 보는 것

을 빌릴 필요도 없이 아무 데서나 둘 수 있어요. 보통은 회원

같아요. 지구력, 끈기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바둑을 꾸준히 하면

들 집에 가거나 시간 정해두고 식당을 빌려서 모입니다. 한

체력도 좋은 친구들이 많고요.

달에 한 번 정도는 다같이 모여 경기하고 대국 끝나면 식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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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 자체가 인생이기도 해요.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죠.
애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바둑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 죽기도 하고 위태하다가도 격언처럼 꼭 살기도 하고 그래요.

바둑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신동역_ 하나의 인생이다. 바둑과 살아온 인생이기도 하고 바
김동근_ 일종의 휴식처고 활력소에요. 바둑은 잡생각을 없

不死)’란 말이 있죠. 말들이 모여 무리를 이룬 대마는 결국 살길

참여문의 : 총무 배재준
(010-7258-8701)
정기모임 : 매달 둘째 주 주말
준 비 물 : 열정만 있다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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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바둑동호회를 만들게 된 사연은

김동근_ 저는 원체 동작이 느리고 꼼꼼하게 경기하는 스타

바둑동호회에 함께 하려면?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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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사우들에게 한 마디
신동역_ 바둑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
요! 현재는 동호회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창원 5공장 중심으
로 1,2,3,4공장 모두 회원들을 늘려나가 전국적인 동호회로 성
장하는 게 제 포부입니다. 돌만 잡을 줄 안다면 환영입니다.
열정만 갖고 오세요. 바둑 제가 다 알려드릴 자신이 있어요!
배재준_ 가입 선물로 신 회장이 바둑판, 돌 서비스로 줍니다
(웃음). 입단 환영식도 스페셜로 해드릴게요. 많이 오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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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법률이야기

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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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일상 속 법률이야기 8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다소 늦었지만, 임직
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근소하여 근로 의식을 침해하지 않고 미풍양속을 해칠

도박죄에 있어서 재물을 걸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해당 도박이 우연성에 의하여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인사를 전하면서 어김없이 고스톱, 카드와

한편, 고스톱을 치는 시간에 따라 유무죄를 가르기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 것인지는 실무상 문제될 때가

같은 ‘오락’이 등장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

많습니다. 즉, 우연에 의하지 않는 승부로 상대방의 재

않지만, 자칫하면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형사 고소를 하는

벽 3시까지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쳤을 경우, 판돈

물을 가져올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

경우가 왕왕 있기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도박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

은 크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뤄진 점 등을 볼

니다.

습니다.

때 친목 도모가 아니라 도박의 목적성을 가지고 고스

예를 들어, 김씨가 사기도박을 할 목적으로 일행과

관련 법률부터 살펴 볼까요?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톱을 했다고 보고 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습니

공모하여 도박장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상대방의 패

고 규정하고 있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다. 다만, 대부분의 판례에서 2~3시간 정도 고스톱을

를 미리 알고 고스톱을 쳤을 경우, 조작된 도박은 우연

도박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한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

어느 정도 감이 오나요? 직업이 있거나 어느정도 재

당할지는 몰라도 도박죄는 무죄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의 징역,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습으로 도

산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점당 100원 내지 200원으로 2

우리 대법원은 김씨 일행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박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의 죄책은 가볍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도 고스톱을 치게 되면 단순 오락으로 인정될

얼마간 정상적으로 도박을 했다 해도 이는 사기행위의

그렇다면, 명절에 점당 200원으로 2시간 정도 고스톱을 한 행위가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앞서서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

수 있을까요? (고스톱을 치는 이모씨는 수입이 없고, 박모씨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

질문하였던 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답을 생각해보며,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답은 “수입이 없는 이모씨가 박모씨보다는 도박죄가

대법원은 도박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

이제 도박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요? 자신도 모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

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단순 오락인지

앞서서, 고스톱에 한정하여 도박죄의 성립여부를 설

하고 도박을 한 경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사설도박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법인 이사장이나 세무사가 점당

명해 드렸는데, 아직 도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

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변에 비일비재하오니, 다시 한

500원씩 걸고 2시간 정도 고스톱을 쳤을 때 도박죄가 안된다고 판단한 반면, 인천지법에서는

은 상태로 글을 마무리 지을 수 없네요. 조금만 더 설

번 조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 올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20만원 정도 정부보조금을 받는 자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더라

명 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W

도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인천지법 사건에서는 함께 고스톱을 친 사람들 2
명은 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도박은 “2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
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직장 동료들과 내기골프를 치면서 타당 100만원을 걸면 도박이 되고,

다. 법률상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스포츠토

타당 1만원을 걸면 오락이라 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함께 내기골

토, 청도군 소싸움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위법합니다.

프를 함께 치면서 누구는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이고, 누구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예를 들어, 위 기재한 강원랜드를 제외한 대한민국 내

가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귀결될 수 있거든요.

의 모든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원은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로 정당한 근로

적자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한국 형법

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과 국민의 근로정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 주세요. 복권, 스포

신 그리고 공공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점

츠토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100원의 판돈이 작은 고스톱을 어느정도 수입이 있는 자들 사이에 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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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도박을 하려면 당연히 재물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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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사랑이 드리우는
그늘에 대하여
무책임한 남자
1958년 가을 이란 수도 테헤란. 아끼던 바이올린이 부서지고
대체할 악기를 찾지 못하자 나세르 알리는 죽기로 결심한다. 그
리고 일단 8일 뒤 죽는다. <어느 예술가>는 그간의 이야기다. 우
리는 나세르 알리가 종국에 삶과 죽음 중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뜻대로 죽음을 맞게 될지 같은 문제로 궁금하지 않아도 된다. 영
화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자의 삶을 그가 죽기로 한 날로부터 하
루하루 날짜가 적힌 회고록이나 관찰기처럼 보여주면서 실타래
풀 듯 더 먼 과거로 돌아가고, 시간을 빨리 감아 저 먼 미래로도
첫사랑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다 죽음을 결행하는 로맨티스트에 관한 이야기. 2013년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Poulet aux prunes>(자두를 곁들인 닭고
기)은 흔히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홍보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화를 보는 데는 방해가 된다. 주인
공 나세르 알리(마티유 아말릭)의 사연을 아름답게만 보려고 할수록 우리는 한 남자의 ‘나 홀로 로맨
스’가 빚어내는 가족의 불행을 견디거나 못 본 체해야 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나세르 알리는 결혼 후

건너간다. 시간을 넘나들며 한 남자의 50년 인생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눈부신 사랑이나 이별이 아니라 실연으로 영
원해져버린 ‘박제된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드리우는 짙은 어둠이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그 그림자/그늘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사랑받아야 할 이들에게까지 드리움으로써 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그들마저 불행하게 만든다.

에도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내팽개치고는 자기 방에서 바이올린만 켜며 살고

나세르 알리는 무책임한 가장이다. 영화는 이를 감추기는커녕

있다. 그의 연주는 직업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운 옛사랑을 되새기는 세레나데다. ‘애절한 사랑 이야

직접 부각한다. 나세르 알리는 생계를 위해 노력하지도, 집안일

기’라는 식의 수식을 고수한다면 이 영화는 불편해지기 십상이다.

을 거들지도 않는다. 방에 틀어박혀 홀로 바이올린을 켜는 것 말

작품에 대한 좋은 읽기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거나 위로를 얻게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

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쩌다 어린자녀를 맡게 되면 남의

하는 나로서는 아름다움만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아이러니를 합리화하거나 덮어버리는 인지부조화

자식을 떠맡기라도 한 것처럼 귀찮아한다. 그가 새 바이올린을

를 용인하기 어렵다. 서사 자체가 부조리하다고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 이야기가 애초 틀려먹었다고

구하러 가겠다고 통보하는 장면을 보자. 아내는 자신이 온종일

선언해버리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작가나 감독이 ‘좋은 서사’ 구축에 실패한 경우라도

일해야 하니 아들을 데려가라고 하지만 나세르 알리는 “애를 달

독자와 관객은 좋은 읽기에 도달할 수 있다. <어느 예술가>에 대해서도 좋은 읽기가 가능하려면 주인

고 갈 순 없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

공은 선하다(완벽하다)거나 사랑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족을 버리다시피 한 사

이 아들과 동행하게 된 그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람을 그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로맨티스트라 칭할 수 없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달고 가는’ 모습이다. 장거리 버스 안에서 아이가 떠들어 승객들

사랑을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동정할 수만은 없다. 이 영화가 억지스런 로맨스나 막장드라마로 읽

이 불편해하는데도 내 자식 아니라는 듯 나 몰라라 하고, 시장통

히지 않으려면 ‘슬픈 순애보’ 같은 말치장부터 떼어버려야 한다.

에서는 바이올린 가게를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아들을 두고 가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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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양면성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다는 사실을 주시하며 아름다
운 면만 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세르 알리
의 사랑을 그저 긍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불편한 언행
들까지도 수긍해야 한다. 사랑은 원래 이기적인 것이다,
라며 덮어주기에는 찝찝하다. 우리가 그의 변호인이 될
이유는 없다. 사랑을 고귀한 것으로만 보존하고 싶은 바

WE'RE Sharing

암이 강한 대비를 이루는 여러 장면에서 빛은 어둠에 묻

파랑기스가 남편을 증오하는 건 가장의 역할을 내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나세르 알리는 정작 줄행랑을 친다.

힌 인물의 표정을 간신히 더듬을 정도로만 주어진다. 나

졌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이고,

“제가 마음을 돌리기엔 좀 늦었나요?”라고 묻는 그에

세르 알리의 방은 늘 캄캄하다. 그곳에 들어서면 누구나

옛사랑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게 저승사자는 말한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너무 늦었

어둠에 휩싸인다. 나세르 알리의 공간에는 커다란 창문

나세르 알리는 1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파랑기스를

다.” 죽음에 거의 다다른 나세르 알리의 상태에 대해 의

과, 그곳을 통과해 들어오는 빛, 그 빛과 함께 그림처럼

사랑한 적이 없다. 그가 아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사는 “환자가 삶을 포기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한다.

새겨지는 창틀의 그림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나세

“난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뇌에

그들은 “아직 젊으니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된다” “결혼

르 알리는 빛을 향해 날아가고 싶을 테지만 어둠에 머물

단단히 새겨”라고 말하는 장면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해서 살다 보면 사랑도 생긴다”고 말했지만 나세르 알

며 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받을 뿐이다.

어째서 나세르 알리의 원망과 분노는 아내를 향하는 것

리는 자신의 장담대로 평생 이란을 잊지 못했고 파랑기

일까.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무엇을 완벽한 것으

스를 사랑하지 못했다. 원작자가 프랑스어 원제로 삼은

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예컨대 모성과 첫사랑은 누구라

‘자두를 곁들인 닭고기’(Poulet aux prunes·자두치킨)

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은 대상일 것이다. 그리하여 어

는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파랑기스의 마지막 노력

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향해야 할 원망까지 다른 이(들)

이었고, 나세르 알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이를

에게 쏟아 붓기도 한다. 나세르 알리에게 파랑기스는 자

무참히 내치고 ‘악마’가 돼버린 나세르 알리는 3일 뒤 죽

신만의 ‘완전한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것

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파랑기스의 얼굴을 쓰다듬지만

이다.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은 때에 찾아온다. 조금만 더

람을 내려놓으면 <어느 예술가>가 묘사하는 사랑의 어
두운 면들을 응시할 수 있다. 빛의 반대편에 어둠이 드
리우듯 사랑에도 그늘이 있다. ‘사랑’이라는 빛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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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위한 희생양

이가 드리우는 그림자. 우리가 빛에 다가갈수록 그 어둠
은 커진다. 아내 파랑기스(마리아 데 메데이로스)에게

나세르 알리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여자는 세

자신을 봐주지 않는 나세르 알리는 언제나 그늘진 ‘뒷모

명이다. 사랑의 열병을 앓게 한 첫사랑 이란(골쉬프테

습’의 사람이었다. 나세르 알리가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파라하니), 사랑 없는 결혼을 강요한 어머니 파르빈(이

독방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은 그림자 연극처럼 새

사벨라 로셀리니), 어느새 악처 노릇을 하고 있는 아내

카만 실루엣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몰래 지켜보며 괴로

파랑기스. 세 여자 중 유일하게 파랑기스만이 사랑을 받

워하는 파랑기스의 시선이기도 하다. 여전히 사랑받기

지 못한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나세르 알리

원하는 파랑기스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자두를 곁들

에게 원치 않는 결혼을 밀어붙인 건 어머니였고, 거기에

인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가져다주지만 나세르 알리는

따른 건 자신이었다. 나세르 알리의 실연에도 파랑기스

행복은 잠시였고 불행은 평생이었다. 나세르 알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삶의 의욕을 잃은 것이 아내 탓이

는 책임이 없다. 장애에 부딪혀 물러선 건 이란이었다.

이란이라는 빛을 향해 서 있었지만 그 빛은 가 닿을 수

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세르 알리는 이란과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없는 것이었다. 파랑기스에게는 (짝)사랑해서 결혼했지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만 30년 전이나 3일 전이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는
마찬가지다. W

마지막 기회

영화는 사랑의 양면성을 고발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아내를 원망한다. 생계와

만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나세르 알리가 그런

보인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과거의 사랑 때문에 당신

집안일을 다 짊어진 파랑기스가 잔소리를 늘어놓자 나

존재였다. 나세르 알리가 죽기로 결심한 이유가 실은 바

을 지금 사랑하는 이들이 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

세르 알리는 “그럼 직장인과 결혼하지 누가 음악가랑 하

이올린이 부서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는 어렵

렇게 꼬집으려는 듯이. 전적으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라고 했느냐”고 쏘아붙인다. 그런 그가 30년 전 “가난한

지 않다. 그는 죽음에 손짓하기 오래 전부터 죽은 사람

를 하고 싶었다면 나세르 알리를 이런 남자로 그리지 않

음악가가 내 딸을 어떻게 먹어 살릴 건가”라고 묻는 이

이나 다름없었다. 거지 행색으로 나타난 신이나 예언자

았을 것이다. 나세르 알리는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빛을

란의 아버지에게는 “일해서 돈을 벌겠다”고 다짐한다.

같은 남자가 나무란다. “실연의 상처가 커서 마음을 닫

향해 서 있고, 파랑기스를 비롯한 가족은 어둠속에 놓여

파랑기스를 대하는 태도는 예술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

아버렸죠. 아무것도 당신 마음에 못 들어오게. 잘못 생

있다. 시각적으로도 영화를 지배하는 건 어둠이다. 명

라 어디까지나 사랑의 문제였다.

각한 겁니다. 삶을 포기하셨죠.” 그토록 기다리던 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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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차량부품연구센터 '변화와 혁신 대상'
상금으로 지역 이웃 도와
구정 맞이 ‘떡 나누기’ 행사 열어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가 그룹 내 최고 상인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의 포상금으로 지역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차량부품연구센터는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액슬(IDA)' 을 세계 최초로 개발,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조직부문 대상과 함께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차량부품 연구센터는 지난 1월 29일 포상금의 10%인 500만원을 연구소 인근인 경기도 의왕 일대 위탁가
정 20가정의 난방비로 지원했습니다. 대상 가정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도움으로 선정
했는데요.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모듈설계팀 유광식 팀장은 "동료들과 값진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 이웃
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며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습
니다.

2019년 헌혈캠페인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틀간 ‘떡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지역
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고 마련한 행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창원 본사와 각 공장에서 ‘2019년 헌

우리 회사는 이날 본사와 연구소가 있는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해 충남 서산시, 경기도

혈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혈캠페인에는 총 65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회

평택시와 안산시, 울산·광주광역시 등 사업장 지역 인근의 사회복지시설 26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사는 긴급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1년에 두 차례

에 445되, 총 1000만원어치의 떡을 전달했습니다.

헌혈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헌혈 참여율이 낮은 편이어서, 보유 혈액

작은 선물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이날 떡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5
일치의 혈액 팩을 상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2017년에는 무려 205일이 5일치 미만의
혈액 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30대 이상 직장인의 헌혈 비율을 2022년까지 42%로 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명륜보육원 관계자는 “현대위아 덕에 설 명절 아이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즐
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도 새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W

우리 회사 임직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건강한 우리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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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여행지

글 김현정 여행작가

추울수록 더 좋은
강원도 인제의 겨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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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되었다. 138ha 경제림 단지 중 25ha가 운영
되고 있다. 경제림단지로 조성되어 20년 이상
의 수려한 수목으로 경관이 우수하며 국내에
서 가장 많은 자작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02 자작나무 껍질은 얇게 벗겨지고 썩지 않아 종
이 대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01

동화에나 있을 법한 순백의 명품숲
원대리 자작나무 숲
겨울 자작나무 숲은 감히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순백의
세상이다. 동화에나 나오는 겨울 여왕이 마법가루를 뿌려

02

1974년, 정부는 원대리 메마른 땅에 자작나무를 심기 시

는 전망대에 올라서면 숲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자작나무 조림 사업에

작고 깊은 자작나무 원시림이 시베리아 벌판에 펼

무려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었다. 40여년이라는 시

쳐진 숲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마치 거인이 커다

간이 흐른 지금 나무는 20m 높이까지 자라 원시림을 이

란 이쑤시개를 가지런히 박아놓은 것 같다. 1974

황태덕장은 인제의 겨울 풍경 중 단연 으뜸이다.

루었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년 처음 심어지고 2012년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38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서 구불구불 길을 나와, 46번 국도를 타

년. 꼭꼭 숨겨놓은 보물처럼 왜 여기를 ‘명품숲’이

고 가다 보면 진부령과 미시령이 갈라지는 용대삼거리가 나온

라 부르는지 알 것 같다.

다. 용대리는 인제군 북면에 위치하며 내설악이 시작되는 곳이

서른세 번 손길을 거쳐 명태가 황태가 되기까지
용대리 황태덕장

놓은 듯 온 세상이 하얗다. 눈 위에 쭉쭉 뻗은 하얀 자작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숲 입구가 나타난다. 입구

나무는 인간계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은 환상적

에서 자작나무 숲까지 가는 길은 2개의 임도로 나뉜다.

인 모습이다.

3.2km 1시간 정도 걸리는 윗길 원정임도, 2.7km 50분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총 7개 코스가 있다. 윗길

이름도 생소한 자작나무.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정도 걸리는 아랫길 원대임도다. 윗길은 길 끝에서 자작

로 가는 중간 중간 1코스, 2코스, 3코스 이정표가

겨울이면 용대삼거리 인근은 명태 천지다. 이리를 봐도 저리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기름이 많아 물기가 있어도 불에 잘

나무와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아랫길은 1.20km의 탐험코

보인다. 산행은 계획에 따라 맞는 코스를 찾아 하

를 봐도 나무기둥에 촘촘히 걸어 놓은 명태다. 황태덕장. 명태

탄다고 한다. 자작나무는 이름만큼이나 모습도 특이하다.

스를 지나야 자작나무숲에 들어갈 수 있다. 탐험코스는

면 된다. 숲속에는 0.9km 자작나무 코스와 1.5km

가 황태를 거쳐 예술로 승화하는 느낌이다. 6·25전쟁 후 피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 나무의 수피들이 종잇장처럼

동절기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동절기에는 탐험코스와 연

치유 코스 같은 여러 길이 있다. 하지만 아무데나

민이 황태 맛을 내기 위해 강원도 일대를 다니다가 1960년대 용

말려 있다. 그래서일까? 옆으로 얇게 벗겨지는 백색 수피

결된 아랫길도 이용할 수 없다.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 된다. 어디로 가든 자작나

대리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다.

는 종이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적는데 사용했다.

3.2km의 윗길을 따라 자작나무숲으로 가보자. 겨울에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일부도 자작나무고, 경주 천마

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우므로 아이젠과 스틱

제발 자작나무 껍질에 편지를 쓰면 사랑이 이루

리 원산의 황태는 명태 몸이 두툼하게 유지되면서 살이 노랗

총 말안장을 장식한 천마도의 재료도 자작나무다.

은 필수 아이템이다. 사부작사부작 800m 고지를 향해 무

어진다는 속설에 속아 나무를 훼손하는 실수는 말

고 구수한 맛이 깊었다고 한다. 비결은 바로 온도. 밤이면 영하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사람이 만든 숲이다. 한국전

심한 듯 발을 딛다보면 “여기가 과연 우리나라가 맞나?”

자. 차량 통행은 제한되며 산불조심기간과 기상악

20℃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 꽁꽁 얼었다가 낮이면 햇볕에

쟁 뒤 한반도 산은 온통 벌거숭이였다. 산에 있는 나무는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에 깜짝 놀란다. 자작나무가

화 시에는 입산이 통제되고 있으니 여행 계획을 세

물기가 말라야 비로소 황태가 된다. 용대리 지역은 연중 찬바람

모두 불타,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은 땔감으로 사용했기

한 그루 두 그루 보이는 순간부터는 무겁던 다리도 가벼

우기 전에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 많고 한랭하며 폭설이 잦은 기후조건과 산간고랭지역의 지리

때문이다.

워지고, 가쁘게 내쉬던 숨도 평온해진다. 길 끝자락에 있
46

무의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황태는 본디 함경도 원산의 특산물이다. 바싹 말린 북어와 달

적 여건으로 황태 건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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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03

국내 연해에서는 명태가 씨가 말라 개체 수 회복을 위해 급기야 명태의 포
획을 금지시키고야 말았다. 용대리에서 말리는 명태는 거의다가 러시아산이
다. 멀리 러시아에서 온 명태가 우리나라 기온과 우리나라 바람으로 명품 황
명태가 황태가 되는 데는 서른세 번의 손길을 거쳐야만 한다. 황태는 콧속
이 쩍쩍 달라붙도록 추운 날에 명태를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래야 너는

WE'RE Sharing

04

03 겨울이면 용대삼거리 인근은 명태 천지다. 이

05

리를 봐도 저리를 봐도 나무기둥에 촘촘히 걸
어 놓은 명태다. 황태덕장. 명태가 황태를 거
쳐 예술로 승화하는 느낌이다.
04 명태가 황태가 되는 데는 서른세 번의 손길을

태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WE'RE Looking

거쳐야만 한다. 인제에서는 황태를 바다가 낳
고 하늘이 키우는 귀한 생선이라 부른다고 한
다.

즉시 얼어 부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태는 영하 15℃ 이하의

05 백담사는 내설악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백담

날이 두 달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버석하고 검은빛

다 보면 내설악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백담사

이 돌기 때문이다. 이렇듯 질 좋은 황태를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하늘에 달

에 들어서게 된다.

계곡을 옆에 두고 1시간 반 정도 굽이굽이 걷

찰에서 대청봉까지 오르는 계곡길에 웅덩이 개수를 세어 백 개가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십여 차례 소실되었다
가 한국전쟁 이후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백담사 가는 길을 제대로 즐기기에는 눈이 내려 셔틀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기가 오히려 더 제격이다. 백담계곡을
옆에 두고 1시간 반 정도 굽이굽이 걷다 보면 자연에 동화되어 속세의 번민과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
돌다리 수심교를 지나기 전에는 꼭 양 옆을 둘러보라. 편평한 돌을 쌓아올린 수천 개의 돌탑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소원을 빌며 한층한층 쌓아 올렸을 누군가의 간절함에 마음이 시려온다.
경내는 법당, 화엄실, 관음전 등 기존 건물과 함께 만해교육관, 만해연구관 등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과 불교정신

렸다. 그래서 인제에서는 황태를 바다가 낳고 하늘이 키우는 귀한 생선이라

을 구현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뒤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가면 백담사의 부속 암자인 오세암과 봉정암이

부른다고 한다. 이렇듯 하늘의 도움으로 화전을 일구던 가난한 마을 용대리

나타난다. W

는 국내 황태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고장이 되었다.

막국수
막국수는 강원도의 대표 음식 중 하나다. 강원도는 고원지대로서 메밀의 생육조건에 적합

소복하게 쌓인 설경이 아름다운
내설악 백담사

하여 그 수확량도 많고 질이 좋아 이곳의 막국수도 다른 지방보다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
다. 막국수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맛볼 수 있다. 막국수의 ‘막’은 ‘마구’, ‘바로 지
금’이란 뜻. 막 만들어 바로 먹는 국수라는 뜻이다. 100% 메밀로 만들수록 면을 뽑아 빨

백담사는 내설악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흘러온 물
이 합쳐지는 백담계곡 위에 있어 내설악을 오르는 길잡이가 되는 곳이다. 백

리 먹어야 한다. 동치미국물을 부었을 때 면이 풀어지지 않고 엉키기 때문이다. 접시에 삶
아낸 메밀면과 채소를 푸짐하게 올려 새콤달콤 양념장에 버무려 먹는다. 알록달록 색도
예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 또한 좋은 국수다.

담사를 출발해 영시암까지 오가는 코스는 가볍게 산행하기 좋은 길이어서 사
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용대리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면 계곡을 굽이

황태구이

굽이 돌아 백담사 입구에 도착한다. 일주문을 거쳐 돌다리인 수심교를 지나

황태는 예부터 한방에서 해독제로 사용된 만큼 숙취 해소는 물론 간장해독, 혈압조절, 노

면 내설악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백담사에 들어서게 된다.

폐물 제거에도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태구이는 사계절 인기지만 요즘같이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지장율사가 한계사로 창건한 기록이

덕장에서 황태가 익어가는 한겨울이 제철이다. 국내 황태의 70%가 생산되는 인제 용대리
일대는 황태 전문음식점 천지다. 여기 대부분의 음식점은 황태구이를 숙성할 때 화학조미

있는 백담사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취사 등으

료를 쓰지 않고 과일을 사용하고 있다. 구수하면서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어울려 오묘한

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의 백담사는 조선 세조 때 화마를 피하고자 이 사

맛을 내는 여기만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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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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개발팀 강헌 책임연구원이 '험로 주행 모드' 개발
로 그룹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서 수상한 상의 이
름은 무엇일까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상

라이너 마리아 릴케
2. 공작기계 국내서비스팀 A/S반에서 부품 업무
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몇명일까요?

당신은 참으로 젊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조영민 / 인도법인

1. 이범재
2. 어깨로 서기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항하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희준 / 모듈설계팀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김서현 / 시설동력팀
하성문 / 시스템운영팀
김형섭 / 엔진설계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 해답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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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후략)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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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