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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내가 살아있는 오늘은
누군가 간절히 살고 싶어했던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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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행복하려면 안전(安全)해야 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하는 것도, 몸살을 앓는 아이를 보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우리가 단장(斷
腸)의 고통 없이 살아가려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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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❶

Zoom-in❷

행복을 말하다

임직원 급여 1%
나눔 기금

현대위아 신입사원,
“우리는 자부심이다”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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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공작기계
KF5600

세상을 바꾸는 1%의 기적
현대위아 급여 1%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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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❶

1%

현대위아 창원 본사 앞에서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차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직원
급여

광주지역에서는 성기영 이사와 임직원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차량을 기증한 곳은 장애인 시설 6곳 (창원시발달장애인자
립지원센터·창원지역자활센터·녹향원·투게더 장애인 단기보호센
터·안산수화통역센터·서산지역자활센터)과 노인복지시설 2곳(창원

나눔 기금

전국 사업장 지역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복지관에 차량 10대 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 15일, 창원 본사에서 ‘1%나눔 기금 차량전달식’을 열고 복지시설차량 총
10대를 전국 각 사업장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차량 전달식에는 윤준모 대표이사, 김용선 금속노조 현대위아지회장과 한철수 경남사회복
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통합지원센터·남부노인복지관, 아동·청소년 시설 2곳(안영지
역아동센터·명륜보육원)이다.
차량지원금 약 3억원은 상반기 동안 모금된 임직원 급여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급여 1% 나눔 참여를 독려해 지역의 이웃들에게 사랑
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전달식에서
윤준모 사장은 “이번 차량 기증으로 각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대위아의 모든 임직원들은 지역
의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수화통역센터에도 차량을 전달했다.

전춘석 전무가 의왕지역 복지시설 차량전달식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좌)
신문영 상무를 비롯한 현대위아 직원들이 평택남
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차량을 전달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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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에서는 박진수 이사를 비롯 이완섭 서산시장,
이종범 서산지역자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
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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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신입사원,
“우리는 자부심이다”
- 6월 7일부터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신입사원 수련대회 열려
- 한라산 오르고, 제주도 환경 가꾸며 의미 있는 시간 보내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2016 현대위아 신입사원 수련대회’가 열렸다.
2016년 대졸 신입사원 98명은 현대위아 자부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재화시키자는 의미의
‘W.I.A Pride’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한라산을 오르며 외치는 W.I.A PRIDE!

수련대회 3일차 Align Pride! PRIDE 캠페인, PRIDE 페스티벌
우리 회사 신입사원 수련대회의 메인이벤트로 우뚝 선 ‘PRIDE 캠페인’이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열렸다. 성산일출봉 앞 우뭇개 해안은 바다에서 밀려 온 쓰레
기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오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신입사원들은 새벽부터
이곳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신입사원들은 노후마을 새 단장에도 팔을 걷었다. 서귀포 안덕면의 가장 작은
성산일출봉 앞 우뭇개 해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마을인 대평리를 찾아 마을의 낙후된 골목에서부터 농기구 창고와 마을 회관, 해
안가에 위치한 해녀의 집에 그림을 그렸다. 이날 아름다운 제주도는 더 아름다웠
고, 믿음직스러운 신입사원들은 더 믿음직스러웠다.
이날 저녁에는 신입사원들이 팀워크를 다지고 내재된 끼를 발산하는 ‘PRIDE
페스티벌’ 시간이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노래와 춤 피아노 등 장기자랑을 펼치

수련대회 1일차 Wake Pride!

는데 이어 틈틈이 함께 준비한 미디어 퍼포먼스, 단체 퍼포먼스 등으로 각자의

PRIDE 미션투어, 임원과의 대화

끼와 창의성을 마음껏 펼쳤다. 각각의 퍼포먼스는 ‘VISION2020 달성을 향한 도

신입사원들은 제주도 도착과 동시에 미션을 받았다. 동기들과 협업해 제주한림공원과

전’이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일출랜드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신입사원 연수과정 이후 오랜만에 다시 모인
신입사원들은 끈끈한 동기애와 강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훌륭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후 시간은 임원과의 대화. 신입사원들은 까마득한 선배이자, 평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임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신입사원들은 직장선배이자 인생의 선배인 임원들

페스티벌 시간을 통해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다

수련대회에 참가한 한 신입사원은 “높게만 보였던 한라산도 동기들과 함께 하
니 힘을 내어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함께 낙후된 동네도 아름답게 꾸미면서
동료애와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게 인생의 가치관과 회사생활의 노하우를 들으며 자신들만의 꿈을 그렸다.

수련대회 2일차 Inspire Pride! 한라산 등반
제주도 수련대회의 꽃, ‘한라산 등반’. 역대 신입사원들 모두가 수련대회에서 가장 힘들
지만 가장 보람 있는 추억을 남겼다고 꼽는 이곳에 2016년 신입사원들이 또다시 도전에
나섰다. 한라산 등반은 명성답게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기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 백록담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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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Pride는 ▲ Wake Pride, 수련대회의 시작, 자부심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깨우
다 ▲ Inspire Pride, 발견한 자부심의 가치를 몸과 마음에 깊게 고무시키다 ▲ Align
Pride, 자부심의 가치를 본인의 가치와 일원화하여 새기다. 등 자부심의 가치를 발견하
고 내재화시키는 3단계를 의미한다.
◀서귀포의 가장 작은 마을을 서귀포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11

WIA Special

행복을 말하다

행 복 을 말하다

# 고통의 기억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안전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이는 ‘트
라우마’라는 정신분석학 용어가 그다지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컫는 트라우마는 정신분석학자 지
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가 개념화했다. 쉽게 잊히지 않는 대형 사
고를 당할 경우 그 스트레스가 정신적 상처를 남겨 두고두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나는 단장(斷腸)의 아픔을 모른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고통의 각인은 문신이 되어 그 사람을 따라 다닌다. 행복은 자연히 멀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정확히는 알고 싶지

어진다. 2011년 초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들이 그렇다.

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선족 출신으로 일본 이시노마키 오사카 반도에

자식을 제 손으로 묻어야 했던 수많은 부모들은 이 아픔을

서 살던 안도 마유코(安藤眞由子·53)씨 역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안다. 애초 단장의 고사가 그렇다. 진나라의 병사들이 양자강
(揚子江) 계곡을 지날 때의 일이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았더니, 어미원숭이가 비통하게 울며 쫓아 와 곧바로
죽었다. 어미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니 창자가 끊겨 있었다는
것이다. 자식의 죽음을 미처 견디지 못한 탓이리라.

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대지진의 충격으로 자율 신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 놀라는 일

에서 19세의 김군이 세상을 등졌다. 김군의

이 생겨도 몸이 주체없이 떨린다고 한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

어머니는 사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부

다. 그는 “재해의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어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모가 아이를 잃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가는 것도 힘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겨우 당시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됐

아이가 죽는 날 나도 죽었다”라며 절규했다.

다”고 했다.

감히 죽음을 두고 고통의 무게를 잴 수 없겠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여본 이들은 그 고통을 영원히 지고 살아간

지만, 김군 어머니의 비통함이 세상의 그 어

다. 지난 6월 17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민간잠수사

떤 고통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김관홍(44)씨의 죽음도 그 결과였다. 안전의 무풍지대에서 수백의 주검

있다.

과 사투를 벌였던 그에게 더 이상의 행복은 없었다. 김씨는 1년 전 한 언

행복하려면 안전(安全)해야 한다. 본능적
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하는 것도,
몸살을 앓는 아이를 보며 “차라리 내가 아
픈 게 낫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
다. 우리가 단장의 고통 없이 살아가려면 건
강하고 안전한 삶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바다 속에서 헤
매는 꿈을 꾼다. 수색 작업 도중 디스크 부상을 당해 일을 다시 할 수 없
을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사고와 이에 따른 뉴스 탓일까. 트라우마는 사고를 당한 경
험이 없는 우리에게 조차 일상으로 다가오는 중이다. ‘오늘 내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일의 피해자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12 2016 July

13

재난영화 「부산행」

재난영화 「터널」

# 안전의 방법

을 금한다”고 했을 정도다.
내부에서의 안전 관리도 매우 빡빡하다. 듀폰이 직접 발

#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답은 안전에 있다. 일상을 영위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하

급한 운전면허증 없으면 회사 내로 차를 들여올 수 없다.

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안전이 보장돼야 행복에

집에서 난 사고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심지어 사무실

행복을 찾는 길은 결국 안전을 찾는 길에 있다. 슬프게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다가설 수 있다. 그나마 ‘우선적 개발’ 논리에 뒷전에 밀렸

책상 위 연필들까지도 뾰족한 곳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보

재해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

던 안전이 전 사회적으로 조명 받고 있다는 점은 꽤나 다

관하게 돼있다. 이런 엄격한 안전체계 덕에 듀폰은 200년

한 사망자는 955명에 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역시 855명에 이른다.

행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을 집중적으로 다루

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기업들 역시 안전을 최우선 기
업 가치로 내세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BASF)도 듀폰 못지않은 안전경
영을 자랑한다. 바스프는 자체적으로 24시간 ‘안전관리센

행복을 위해, 단장의 슬픔과 멀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다. 특히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미 외국의 기업들은 안전을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터’를 운영하는데, 무려 120명의 숙련 소방관이 4교대로

듀폰이 세계 최고의 안전 회사가 된 것에는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안전하게

요소로 꼽고 있다. 안전이 있어야 직원들의 행복을 보장

자체 소방조직을 꾸리고 있다. 센터 내에서는 대기 물 소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다. 듀폰처럼 안전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Dupont)은 모

음 악취 등 환경 관련된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하고,

경영진만이, 안전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요

든 회의에 앞서 5분 간 안전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문제의 조짐이 보이면 ‘비상관리센터’를 즉각 가동한다. 바

소임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으로 유명하다. 직원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역시 ‘비

스프의 거트 반 보르켈 소방 부문 책임자는 조선일보와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 상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구 위치 확인’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안전에 관한

인터뷰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날은 하루에 두 차

중요한 일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가족의 행복을, 회사의 행복을 지

교육이다. 1811년 회사 설립 당시 창립자 엘테일 튜폰(E.

례나 공장이나 사무실 소개 훈련이 이뤄지고, 1년에 2차

켜주는 근간임을 기억하자. 자이언티가 <양화대교>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말이다. “행복

I. Dupont)은 “새로 건설하거나 재건된 공장은 최고 책임자

례씩 대형 사고를 상정한 훈련을 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가 실제로 운전을 해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 직원의 접근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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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29위 달성
순위

2015년 매출

전년 순위

1

보쉬

독일

44,825

1

2

덴소

일본

36,030

4

3

마그나

캐나다

32,134

2

4

콘티넨탈

독일

31,480

3

5

ZF

독일

29,518

9

6

현대모비스

한국

26,262

6

7

아이신 세이키

일본

25,904

5

8

포레시아

프랑스

22,967

7

9

존슨콘트롤스

미국

20,071

8

10

리어

미국

18,211

10

현대위아

한국

7,480

32

29
45

업체

만도

국가

한국

자료제공 : 오토모티브 뉴스

5,560

사원부인 교양강좌 개최

45

(단위 : 백만 달러)

우리 회사가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 29위에 선정됐다.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이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7일 KBS창원홀에서 사원부인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사

달 발표한 ‘2015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지난 해 글로벌 시

원부인 800여 명이 참석하여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가족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며 뜻 깊

장에서 74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20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순위에서 현대모비스가 6위, 현대파워텍이 50위, 현대다이모스가 65위에 오르며 현대자
동차그룹 부품 계열사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창간된 자동차 전문잡지로 미주지역에서만 10만 부가 발행되며 유
럽, 중국 등 기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사원부인들은 급여 1% 나눔 영상을 시청하며,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활
동을 이해하고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교양과 음악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며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강좌가 이루어졌다.
우리 회사는 직원 가족들의 교양 함양과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사원부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Achieving 29th Rank at Top 100 Global Suppliers of Automobile Parts
Hyundai Wia ranked at 29th place among Top Global 100 Automobile Parts Company. We
generated 7,480 million dollars in sales last year and firstly reached top 20 according to the

Hosting Culture Class Event for Staff’s Wives
On June 7, Hyundai Wia hosted a Culture Class for staff’s wives at KBS Changwon hall. About

report ‘2015 Top Global Suppliers of Automobile Parts’ released this month by Automotive

800 participants attended and had a meaningful time. They acquired wisdom of living and had

News USA.

an opportunity for meeting with other staff’s family.

On the list, Hyundai Mobis, Hyundai Power tech and Hyundai Dymos ranked at 6th, 50th, and

They had a time to understand our CSR campaign and unite minds watching a video about

65th place respectively. The growth of Parts affiliates in Hyundai Motors Group has been

‘Sharing 1% of salary’ before the event began. The beneficial event has been done in a pleasant

noticeable.

atmosphere with various stages.

Automotive News is an automobile magazine founded in 1925, which is the most famous and
influential in Global automobile industry. It published 100,000 copies in the Americas, also

We are hosting a culture class for staff’s wives every year for emotional cultivation and
fostering wholesome family culture.

reached Europe, China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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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QIC 부품품질 혁신활동 목표 달성

우리 회사가 유럽 PQIC(Parts Quality Innovation Center) 부품 품질 혁신활동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고 큰 폭의 품질 개선을 이뤄냈다. 현대자동차 유럽 PQIC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현
지 필드 클레임을 분석해 협력업체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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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4공장-울산1공장, GM社 품질 우수업체 선정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GM사가 우리 회사 창원 4공장과 울산 1공장을 품질 우수업체로 선정하
고 상패를 수여했다.
GM사는 아시아 지역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PPM(Part Per Million; 불량률) 기준의 연간품질

우리 회사는 당초 목표였던 CS100만 50% 개선, RS100만 40% 개선을 초과 달성하며 1년 간

실적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GM사에 FAMZ Con-rod 등 30여 종의 부품을 공급하는 창원

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 회사는 유럽 현지 도로조건 및 주행환경에 대해 철저

4공장과 크랭크 샤프트 등 3종을 공급하는 울산1공장이 12개월 연속 '불량 제로'를 달성해 최상

히 분석하고 국가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위 등급을 획득했다.

Achieving Innovative Activity Goal of Europe PQIC

힘을 합쳐 최우선의 가치인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전 임직원들의

Hyundai Wia completed the activity of Europe PQIC (Parts Quality Innovation Center) Parts
quality innovation. We successfully finished the activity and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Parts quality. The activity was organized by Hyundai Automobile Europe PQIC. By analyzing
local field claims, it achieved the real improvement on quality of cooperators.
We finished the annual activity with exceeding our original goal of improving CS100 50% and

Chanwon 4th plant- Ulsan 1st plant, GM Excellent Firm in Quality
GM, Global Automobile Co., selected Hyundai Wia’s Changwon 4th plant and Ulsan 1st plant
as the excellent firm and awarded the prize.
GM co. evaluated annual *PPM-based quality performance of cooperators in Asia (PPM; Part

RS100 40%. We achieved an effective quality enhancement by analyzing the condition of local

per Million, defect rate). Changwon 4th plant and Ulsan 1st plant provided 30 types of parts

roads and driving environment in Europe and understanding each country customers’ needs.

including FAMZ Con-rod and 3 types of parts including a crankshaft to GM co. They all
accomplished ‘Zero defect’ 12 months in a row, which led to rank at the highest level.
We plan to combine forces to achieve a quality enhancement, which is the first priority rather
than to settle for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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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16년 간부사원 단합 등반대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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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신입사원 멘토링 활동 시행

산동법인은 지난 5월 28일 간부 사원 단합 등반대회를 열고 일조시 구선산

지난 6월 26일, 강소법인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시행했다. 신

일원 20km를 종주했다. 이번 등반은 간부와 사원 간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 소

입사원 멘토·멘티 40명은 이날 업무에서 벗어나 친밀감과 팀워크를 높이는 시

통을 강화하고 업무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리였다.

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아침 8시 등산로 입구에 집합해 4팀으로 나뉘어 등반을 실시했

이날 신입사원 멘티와 멘토들은 봉황진 경로원을 방문해, 각종 시설물을 청소

다. 험준한 구간이 나타나면 서로 돕고 협력해 전 인원이 대오에서 탈락하지 않

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도움에 어르신들은 감사를 표했다. 활동에 참석

고 등반을 마쳤다.

한 한 신입사원은 “멘토와 함께 팔을 걷고 함께 땀 흘리니 팀워크가 크게 향상된

행사를 주관한 문상호 산동법인장은 “오늘의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운 현 상
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이 6시간이었던 등반이 4시간 만에

느낌”이라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고 소감을 밝혔다.

끝나 산동법인의 단결력에 놀랐다”고 말했다.

新入社员师徒制公益活动开展
山东法人举行’16年干部社员登山活动
为进一步推动公司干部社员的沟通与交流，调解工作压力，山东法人于5
月28日举行了距离约20km的徒步登山活动。
全体威亚干部社员分成了4组，于8点整到达登山口。大家一路相互搀
扶，遇到险峻路段时彼此照应，全员无一人掉队，活动圆满结束。
总经理文相鎬专务说道“今天大家团结互助，共同克服困难赢得了胜
利”，“原计划6小时的路程咱们不到4个小时就走完了，我们山东法人是
最棒的！”

산동법인 일조시 애육원 위문활동 시행

강소법인 제 5회 안전상식 퀴즈 대회 개최

산동법인은 중국 어린이날(6월 1일)을 맞아 일조시 애육원을 방문해 아이들

강소법인은 6월 22일, 복지동 대강당에서 ‘제 5회 현대위아 안전지식 퀴즈 대회’

을 돌봤다. 자원봉사 일행은 아이들과 함께 놀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분

를 개최했다. 전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기본 안

유 등 생필품을 전달해 힘을 보탰다.

전수칙과 정기 안전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애육원 관계자는 “소외받기 쉬운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전달해줘 감
사하다”며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산동성 일조시의 대표기업인 산동법인은 매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

이날 대회에서는 주물생산부가 영예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주물생산부 래들
수리반과 공작기계생산부는 각각 2, 3등에 올랐다.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강소법인은 지속적인 안전 관련 행

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 개최를 통해 안전의식의 전사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山东法人举行儿童节慰问活动

江苏法人开展安全知识竞赛

六一儿童节前夕,山东法人志愿者一行前往了日照市儿童福利院探望这
里的孩子们。活动现场，志愿者与孩子们开心的玩耍，同时向福利院捐赠
了奶粉等生活用品。福利院领导说道“非常感谢山东现代威亚能够关心福
利院孩子们的成长”，“希望各位能够继续给予孩子们关注”。作为日照
市的龙头企业，山东法人今后会继续举办各种社会公益活动，为地区经济
的发展贡献自己的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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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26日，江苏法人组织新入社员师徒进行了一次公益活动。这天，新
入社员师徒共40人通过公司组织的公益活动增进了相互间的亲密感和提升
了团队活动的协作力。
当天，大家精神焕发地出发前往凤凰镇敬老院，进行清扫活动。员工们
干劲十足，分区域打扫地面、擦窗户、拔杂草… 经过几个小时的劳动，敬
老院变得更加干净整洁，老人们的脸上也露出了开心的笑容。参加活动的
新入社员说道：和师傅一起并肩流汗干活感觉非常好，特别做了对区域社
会有意义的事情更是收获满满！

6月22日，江苏法人在福利楼大礼堂举行了第五届《安全知识竞赛》活
动，这是每年安全月中强化安全意识的一项管理活动。本次竞赛内容围绕
基本安全守则，包括平时安全教育的安全知识展开。员工们在比赛中积极
思考，经过激烈的角逐，铸物生产部拿到了第一名，铸物修包班第二名，
数控生产第三名。为了打造无事故事业场江苏法人将持续展开类似的提高
全员安全意识的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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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ry
Story
현대위아 공작기계

주요 특징을 살펴볼까요?

KF5600

HYUNDAI WIA Vertical Machining Center
국내최대 공작기계 메이커인 현대위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Vertical Machining Center KF5600는 일반부품부터 고품질의 금형가공까지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 공작기계 입니다.

1. 최적의 구조해석
현대위아만의 독보적인 구조해석기법을 통해 기존장비의 구조상
취약부위를 최적화 하였습니다.
특히 베드 및 컬럼의 강성 증가로 중절삭에도 탁월한 성능을

04

발휘합니다.

05

560mm

Y축 확장형 구조

Nut Cooling Ball Screw

KF5600는 Y축 스트로크를 560mm로 설계하여 기존대비 가공 영역이
확장 되었습니다.

너트냉각방식 볼스크류를 적용한 KF5600는 반복운동으로
발생하는 이송축의 열변위를 혁신적으로 감소시켜 고정도의
제품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장비 (Y-Axis)

510 mm

KF5600 (Y-Axis)

02

2. Roller Type LM Guide

기존장비 (X-Axis)

볼베어링구조 LM가이드 대비 정격하중 130% 증대

KF5600 (X-Axis)

560 mm

50mm UP
1,060 mm

1,100 mm

40mm UP

3. Table
동급의 경쟁기종 대비 넓은 작업공간으로 가공영역이 확장되었
03

으며, 특히 정면도어 개방시 손쉽게 제품을 셋팅할 수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가되었습니다.

4. Magazine & ATC
표준 30EA, 옵션으로 40EA의 공구 부착이 가능한 매거진을
01

채택하여 가공툴의 선택영역이 증가되었으며 랜덤방식의
공구선택방식 채택으로 공구의 교환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5. Main Spindle
필요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의 Built-In Spindle,
Direct Spindle로 폭넓은 가공을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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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In Spindle

Direct Spindle

빌트인모터 구조로 설계된 주축은 고속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열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빠른 가감속을 실현하여 고정밀 가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모터와 스핀들을 직결로 연결하여 주축가감속 시간을 단축 하였으며,
주축의 고속화를 위해 초정밀급 고속 Angular Ball Bearing으로
설계하여 폭넓은 가공을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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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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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을 바꾸는

의 기적

현대위아 급여

Sense

나눔

현대위아는 2016년 상반기 동안 나눔 릴레이 활동을 펼쳤습니다.
매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직접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그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모인 ‘급여 1% 나눔’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애아동
유모차형 휠체어

노인복지센터
등안마기 지원

30대

미혼모시설
육아용품 지원

20개소(시설)

복지시설 승합차량

4개소

10대

매월 1% 나눔 협의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정과 희망으로 나눔의 온기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대위아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언제든 홍보팀(☏055-280-99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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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프리즘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행복은
‘결국 소멸하는 빛’일까

시카고(Chicago)의
빌딩 숲에서 행복을 누리다

財테크 성공노트

트렌드를 읽다

공모펀드 시장의 변화

일상에서 행복 찾기

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행복은
‘결국 소멸하는 빛’일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톨스토이의 방대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행
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자
의 방식으로 불행하다’는 말로 시작한다. 행복은
늘 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남의 일처럼 다소 막연
한 현상이고, 불행은 내 앞에 버티고 서서 좀처럼
영화 「안나 카레니나」장면.
행복은 아이러니하지만 당연하게도 욕망을 채워가는 순간부터 균열된다.

떠나지 않는 구체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저 진술
에선 엿보인다. 행복이 어느 정도 멀고 이상적인
것과 달리 불행은 가깝고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 말이다. 설문조사를 한다면 실제로 그런 응

<안나 카레니나>는 불행의 여러 측면과 층위를 집요하게 탐구하듯 주인공

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할

안나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욕망을 쫓다 절망 속을 뒹굴고 마는 모습을 세

수 있다. 매년 유엔 발표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인

밀하게 그려나간다. 안나가 행복해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행복은 열렸다 닫

의 행복 수준을 새삼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히는 문의 안쪽으로부터 나타났다 소멸하는 빛처럼, 지속되지 않는다. 안나의
행복은 권태로운 현실(공허한 결혼생활)에 탈출구가 열리듯 욕망(새로운 사랑)
이반 크람스코이 作. '낯선 여인의 초상(1983)'
<안나 카레리나>는 행복은 멀고 이상적인 것과 달리 불행은 가깝고 현실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애초 위태롭고 불완전한 이 행복은 아이러니
하지만 또한 당연하게도 욕망을 채워가는 순간부터 균열된다. 물이 끓으면 흰
자가 부풀어 달걀껍질이 깨지고, 풍선이 하늘 높이 솟으면 부풀다 못해 터지듯
이. 현실이 차마 수용하지 못하는 욕망은 그 울타리는 넘어서는 순간부터 불행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사
람들은 뚜렷하게든 흐릿하게든 자신이 행복보다는 불행에 가깝다고 여긴다.

이 된다. 그렇게 안나의 행복은 원래 비극을 위한 들러리였던 것처럼 무참히
부서지고, 안나는 열차에 뛰어든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단적으로 대조시킨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일반
화의 오류를 범하면서도 체험적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 누가 뭐라고 말하

이 소설 저자 톨스토이가 사랑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순간’

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것이다. 1700쪽이 넘는 이야

이라고 못 박았다.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1부에서 그는 이렇게

기를 시작하면서 불행을 행복 앞이 아니라 뒤에 정의했을 때 톨스토이는 이

말한다.

미 “이 소설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한 셈이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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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모두 비슷한 것’(all alike)이라며 뭉뚱그리고, 불행을 ‘개별적인 것’(in its

“모든 행복은 양성(positive nature)이 아니라 오직 음성(negative)의 것이

own way)으로 정의했을 때도 그렇다. ‘비슷한 것’은 소설가에게 필사적인 이

다. 그래서 만족감을 지속시킬 수 없다. 그저 우리를 약간의 고통과 희망에서

야깃거리가 될 수 없다.

건져낼 뿐이다.”

27

불행하기가 쉬운 것은 우리가 너무도 결함 없는 행복을 꿈꾸기 때문일 것이다.

무언가를 극적으로 이루거나 바꾸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만이 행복은 아닐 것이다.

먼 행복과 가까운 불행에 관해 말하면서 나는 2013년 국내
‘음성’은 예외적 현상이라는 뜻이다. 행복은 의사가 “음성이네요”라고 진단하는 질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행복

에 개봉한 인도 영화 <그 남자의 사랑법>을 떠올린다. 이 영

병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상태고, 우리는 어쩌다 잠시 행복할 뿐이지 늘 행복할 수는

한 사람은 대체로 비슷하고, 불행한 사

화 초반부에서 수린더(샤룩 칸)는 잠시 후 다른 남자와 결혼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 것이다. 그가 통찰한 행복이란 잠시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

람은 제각기 불행하다.’ 행복하기가 쉬

식을 올리는 은사의 딸 타니(아누시카 샤르마)가 아름답게 춤

온 빛과 같은 것이었다. 문은 열기 위해서보다 닫기 위한 시설물이다. 열린 문은 닫힌

운가, 불행하기가 쉬운가. 불행하기가

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단숨에 눈 떠버린 사랑의 감정에

다. 그러니 저 안의 빛이 이쪽으로 계속 비추어질 리 없다. 빛처럼 찬란한 욕망을 쫓는

쉬운 것은 우리가 너무도 결함 없는 행

휩싸여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느낀다. 철저히 그와 무관하게

한 행복은 그래서 유지될 수 없다. <안나 카레리나>는 이런 인생관을 도면으로 축성한

복을 꿈꾸기 때문일 것이다. 완전무결

기쁨이 만발한 얼굴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타니는 신랑이 식

것 같은 소설이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4년 전 쇼펜하우어를 탐독

하게 행복하지 못한 상태, 그것을 ‘불행’

장으로 오는 길에 비명횡사하면서 일순간에 불행한 여자가

했고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읽었다고 한다. 그가 집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을 걸어

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되고 만다. 수린더는 은사의 부탁으로 타니와 결혼하는데, 사

놓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러시아어로 번역되는 데 산파 역할을 했다는 걸

체념적 행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그

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서도 행복할 리가 없다. 이 극단

보면 지독한 추종자였음이 분명하다.

의 행복관은 행복하기를 포기하라는 것

적 설정은 우리가 불행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행복이란 누

과 같다). 그런 불행은 노력하지 않아

구 손에도 순순히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도, 거부해도 닥쳐온다.

보여준다. 그런 현실에서도, 쉽지 않지만, 행복을 찾아갈 수

불행을 쫓는 사람은 없다. 행복을 꿈꾸지만 불행을 겪는 것이고, 불행을 겪으면서
행복을 꿈꾸는 것이다. <안나 카레리나>는 불행을 소재로 한 소설이지만 ‘불행’보다

있다. 영화는 그런 얘기를 한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한다. 2009년 말 ‘문학동네’에서 번역 출간한 <안나
카레니나>(박형규 옮김)를 보면 ‘불행’은 96회, ‘행복’은 그 배가 넘는 209회 등장한다.

무언가를 극적으로 이루거나 바꾸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다. 이 단어의 등장 횟수는 ‘행복’과 ‘불

만이 행복은 아닐 것이다. 행복을 어떤 것, 무엇이라고 정의

행’을 합친 것보다 많은 327회다. 소설에서 사랑은 행복과 불행을 유발하고 또 가르는

하느냐가 먼저다. 행복만큼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감정이며 양상이다. 등장인물들은 사랑이 무결하게 진행 중인 그 한 가지 국면에서 행
복해 하고, 사랑이 좌절되거나 흔들리거나 깨지는, 그러니까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는

영화 「그 남자의 사랑법」에서는 행복이란 누구 손에도 순순히 들어
오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국면에서 불행해 한다.
28 2016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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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윤은지 여행작가

시카고(Chicago)의
빌딩 숲에서 행복을 누리다
시카고는 바람과 건축, 블루스와 피자가 유명한 도시다. 가장 미국다운 도시로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미시건호를 품고 있는 시카고. 대한민국 1/4 크기의 미시건호는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 같
은 호수다. 그래서 시카고는 연중 바람이 세고 겨울이 길고 춥다. 시카고는 인간과 건축과 예술이 가장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시다. 1871년 대형 화재로 폐허가 된 도시를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모여 지금
의 시카고로 재건했다. 철저한 계획 아래 만들어진 시카고는 독특한 건축물과 조형물로 도시 전체가 아
키텍처 전시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1

마천루 윌리스 타워

2

마리나 시티는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옥수수 2개가 서 있는

시카고 마천루이자 랜드마크인 윌리스 타워는 시카고 야경을

어마어마한 쇼핑의 메카 매그니피션트 마일에 우뚝 솟은 건물

모습이다. 시카고 현대 건축의 선구이자 심벌마크로 시카고를 배

보기에 딱 좋은 장소다. 110층, 높이 443m인 이 건물은 층수로는

이 바로 존 핸콕 센터다. 존 핸콕 센터는 100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경으로 하는 영화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60층짜리 이 건물은

세계 2위, 높이로는 세계 8위다. 원래는 시어즈 타워로 불렸지만,

외관의 X자 모양이 특징이다. 파즐라칸이 설계한 이 건물은 4년에

1~20층까지는 주차장, 그 위에 아파트가 있다. 골드버그 애삭스

2009년 윌리스 타워로 개명했다. 시속 33km 초고속 엘리베이터

걸쳐 1969년에 완공되었다. X자 모양의 건축기법인 X-브레이싱

(Goldberg Assoces)가 설계하고 1967년에 최초 완공된 이 빌딩은

는 55초 만에 103층 스카이덱 전망대까지 올라간다. 날씨가 좋으

기법은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법이었다고 한다. 이 건물의

쇼핑센터와 사무실, 영화관, 스케이트장, 주차장, 아파트가 들어서

면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등 80km 앞까지 볼 수 있다

95층에는 미시간 호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다. 거의 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여 ‘시티’라는 이름이

고 한다. 특히 해질 무렵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있다.

붙여졌다. 빌딩 아래는 시카고 강의 모터보트 선착장이 있다.

윌리스 타워에서만 할 수 있는 짜릿한 경험. 유리로 된 돌출 전

워터 타워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타지 않고 살아남은 유

망대에 서 있으면 마치 103층 고공에 붕 떠 있는 듯한 희열을 준

일한 건축물이다. 1869년 급수탑으로 세워져 미시간호에서 물을

다. 유리로 확장 된 공간을 통해 103층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험은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과거 미시간 애버뉴 확장 공사로 타워

에드워드 커메이(Edward Kemey)의 두 마리 사자상이 떡하니

아마도 이곳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듯 하다.

철거 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중단되었다.

지키고 있는 이곳은 시카고 미술관이다. 시카고 미술관은 뉴욕의

어벤져스, 킹콩, 스파이더맨 등 영화에도 출연했다. 건너편 동쪽의

메트로폴리탄, 보스톤 미술관과 함께 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손꼽

62층 다목적 빌딩은 워터 타워 플레이스라고 하며, 리츠 칼튼 호

힌다. 1863년 미술 대학으로 창설된 이 미술관은 회화, 사진, 판

텔을 비롯해 영화관, 콘도미니엄, 쇼핑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화, 조각에서부터 액세서리류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

1 시카고 스카이라인
2 윌리스 타워
3 마리나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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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상징 존 핸콕 센터, 워터 타워, 마리나 시티

예술의 도시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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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했다고 한다. 거실의 커튼이 긴 것을 보면 상당한

온 편지
현지에서

부자였던 것 같다. 당시에는 커튼의 길이가 부의 상
징이었기 때문이다. 헤밍웨이가 어린 시절 타고 다니
던 세발자전거도 전시되어 있는데, 생가에 있는 물건
들은 대부분 실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실
제 사용했던 물건은 대부분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 있는 상태다.

시카고 딥 디쉬 피자와 핫도그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푸드 페스티발이 열리
는 도시다. 두툼한 시카고 정통 피자와 핫도그는 여
행에서 꼭 맛보아야 할 메뉴. 뉴욕피자와 함께 미국
피자의 양대 산맥인 시카고피자는 바삭하면서도 두
다. 특히 프랑스 인상파 소장품이 유명하다.
본관은 주로 15~18세기 유럽 회화 전시실

이 라인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도시와 인간

툼한 도우와 쫄깃한 치즈 맛이 일품이다. 시카고 핫

과 예술이 삼위일체 되는 느낌이다.

도그는 다진 양파, 렐리쉬, 고추피클, 오이피클 등 다

로 엘 그레코, 조반니 디 파올로, 렘브란트 등

크라운 파운틴은 높이 15,2m의 거대한 분

의 대작을 전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다. 내부는 LED스크

엘 그레코의, 쇠라의 등은 꼭 감상해야 할 대

린이 내장되어 있는데, 시민 천명의 얼굴을 표

작이다. 신관 1층과 2층은 주로 현대 미술, 미

정으로 촬영하여 13분에 1명씩 다양한 표정

국의 미술과 공예품을 전시한다. 본관 1층과

을 보여준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하 1층에는 동양 미술, 유럽의 장식 미술,

시카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분수 앞 광

건축, 포토그래피 전시관이 있다. 특히 손 미

장은 마치 잔잔한 냇가의 모습이다. 관람객들

니어처 룸(Thorne Miniature Rooms)은 건축

과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로 항상 붐빈다.

4

양한 토핑이 특징이다.

의 본고장 시카고답게 인테리어 역사를 60여
개의 세밀한 미니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5

미술관은 약 30만 여 점의 작품을 10개 부문

상상을 초월하는 쉐드 수족관
그랜트 파크에 있는 쉐드 수족관(shedd

에 걸쳐 전시하고 있다.

Aquarium)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수족관
이다. 전 세계 바다에서 들여온 약 700여종의

도시와 인간과 예술의 조화,
밀레니엄 파크

바다 생물들 60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매일 밤 블루스의 진한 향기가…

1,100만 리터의 바닷물이 채워져 있어 바다

시카고는 블루스의 고향이다. 매일 밤 라이브클럽

밀레니엄 파크는 도심 건축의 멋진 풍경과

를 그대로 옮겨 놓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철갑

에서 정통 시카고 스타일의 블루스가 울려 퍼진다.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시카고 최고의 복합 예

상어, 수달, 해마, 문어 등 다양한 수중생물과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으로 군수산업이 발전하면서

술 공간이다. 밀레니엄 파크의 상징물인 클

필리핀 산호초, 캐리비안 산호초, 캐리비안 산

시카고에 많은 돈이 유입되었다. 이때 번성한 주점들

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영국이 나은 세

호초, 아마존 유역 등 세계 각지의 서식 환경

을 중심으로 기타리스트들이 엠프를 연결해 소리를

계적인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이다. 3

을 실감나게 재현한 전시장이 인기다. 돌고래

키워 경쟁한 것이 ‘시카고 블루스’의 시작이다. 비틀

년에 걸쳐 만들어진 대형 조각품으로 무게만

공연장에 설치된 거대한 전망 창을 통해 미시

즈를 비롯하여 영국 출신의 많은 밴드들이 시카고 블

110톤에 달한다. 도심의 건축물과 예술작품

간 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루스와 흑인 로큰롤이 혼합된 음악을 연주하면서 ‘리

6

의 조화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
을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수 백
개의 스테인리스 판을 붙여 용접자국을 없애
고 자연스러운 한 덩어리로 샌딩하는 데만 2
년이 걸렸다고 한다. 마치 대형 볼록거울처럼
각도에 따라 시카고의 푸른 하늘과 멋진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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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 앤 블루스’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R&B의 고향이

7

헤밍웨이의 고향
헤밍웨이의 생가는 시카고 시내에서 약간

4 밀레니엄 파크의 클라우드 게이트
5 크라운 파운틴
6 시카고 미술관
7 헤밍웨이 생가

떨어진 교외 오크파크라는 마을에 있다. 헤밍
웨이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아버지는 의사였

바로 시카고인 것이다.

미주법인 영업총괄담당

Steve Pergram
세계적인 명소와 각종 상업 및 벤처 사업으로 가득한 이곳, 시카고는 정말로 놀라운
도시입니다. 24시간 에너지로 가득한 시카고를 다 둘러보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정도
가 소요됩니다.
이 도시를 익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카고 강을 가르는 보트 투어를 신청해
능숙한 여행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빌딩숲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이나 전시
회를 방문하고 싶나요? 시카고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족관인 ‘쉐드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둘러보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필드 박물관’, 그리고 ‘현대
미술관’까지 보려면 하루가 더 필요할 겁니다. 이외에도 당신이 방문해야 할 곳은 끝
없이 많습니다.
시카고는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로즈 버드 그릴’의 간단한 피자 요리에서부터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알리니아’에서 24가지 코스 요리를 즐기는 것, 혹은 ‘시그니처
룸’ 93층에서 멋진 야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저녁 식사 등 세계 최고의 식당들이 당신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비 피어’도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과거 미 해군이 배를 정박하던 독이
었던 이곳은 지금 바, 식당, 전시관 그리고 유원지 등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는 많은 스포츠의 본고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프로구단
들이 있습니다. US오픈 개최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코스 중 하나인 ‘코그 힐’과
미국 연합과 유럽 연합이 대항전 ‘라이더 컵’이 열리는 ‘메디나 클럽’도 있습니다.
방문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당신은 시카고 여행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꿈으로 가득한 거대한 항아리’인 시카고와 미주법인의 전 직원은 당신의 방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The city of Chicago is truly an amazing city with world-class museums and
cultural attractions alongside thriv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ventures, Chicago
hums with incredible energy 24 hours a day. As a tourist you would really need 7
days to see the city and all its sites.
The best way to learn about the city is on one of the boat tours which takes you
through the city on the Chicago River to view many of the incredible buildings with
full narration by a skilled tour guide. If you enjoy museums and exhibitions, again
Chicago has it all, the Shedd Aquarium which I think is the best in the world, the
Field Museum which needs a day to explore and the new Institute of Modern Art
which also needs another day, the list is endless.
Chicago is also well known for its food, some of the best restaurants in the world
are in Chicago from a simple pizza at the Rose Bud Grill to a fine 24 course meal at
the 3 star Michelin Alinea, or you could dine on the 93 floor at the Signature Room,
the view of the city is truly amazing.
During your stay you should also visit Navy Pier, once a dock for US Navy ships
and now a full entertainment area including bars, restaurants, exhibitions and a fun
fair, this takes another day to explore, the Pier gives great view of the city skyline.
Finally, Chicago is the home on many sports, Cubs and White Sox baseball, the
Bears football team and the Blackhawk ice hockey team.
Visit, enjoy and you will remember your trip forever, Chicago is a large “pot of
gold” on the shores of Lake Michigan waiting for your visit, and yes the team at
Hyundai WIA America will always welcome you with open arms.

는데, 거실에서 가족 모두가 노래를 즐겨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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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성공노트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공모펀드 시장의 변화
국내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 금리마저 1%대의 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재테크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브렉시트
(Brexit)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해 투자심리 역시 극도로 가
라앉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나
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마
음으로 차분하게 재테크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선, 정부가 저성장, 저금리의 국내 금융환경을 고려해
가계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
했는데 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공
모펀드 시장에서는 다양한 펀드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기회
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후 대비에 적합한 자산배분펀드 활용

분산투자를 위해 상장지수증권(ETN) 활용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길 열여

노벨상 수상자인 해리 마코위치는 “투자에서 유일한 공짜 점심은 자산배분이다”라고

정부는 향후 상장지수증권(ETN)을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

특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한 만한 변화는 헤지펀드 등 사

말했다. 자산배분 전략은 큰 돈이 들지 않지만 보유자산의 수익률 향상과 위험 통제에 있

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

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

어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서도 자산배분과 관련된

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

다. 그 동안 일반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이하 펀드

이슈가 있었다. 정부는 다른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

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이다. ETN은 매매가 편리하고 다양한 자산에

의 경우 1억) 규제로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으나 공모 재

으로 리밸런싱하는 자산배분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배분펀드의 장점은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이미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세

간접펀드 도입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이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

주식, 채권, 원자재 등 각각의 자산을 조합·분산 투자하여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를 줄

계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ETN은 소액의 투자자금

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나의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이고 장기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을 허용하

으로도 고가의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집합투자재산의 20%로 제한하여 분산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번 조

였고,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기능이 내재된 연금상품 도입도 결정하였다. TDF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고가의 대형 우량주의 경우 소액 자본으로

치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며

는 근로자 은퇴시점을 타깃데이트로 해 연령에 따라 운용방법이 자동 변경되는 펀드로

는 분산투자하기 힘드나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을 매수하

투자상품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헤지펀드는

초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

게 되면 똑같은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되

운용자의 관리역량이 어떤 다른 상품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

을 구사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적절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최적의 연금자산 운용

어 있는 대형 우량주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을 매수하게 되면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해외 우량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장점 때
문에 정부는 다양한 ETN 상품이 활성화 되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ETN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출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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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행복의 본질?
철학자들은 각양각색의 ‘행복’을 정립한다.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

일상에서 행복 찾기

로버트 노직

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의 관점에서 찾아 나섰다. 이는 현대에 와서
로버트 노직 교수의 자유지상주의 계보로 이어졌다. 노직 교수는 그의 저서 <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서 ‘행복보다는 그 행복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끔 한다’고 말하며 행복한 삶에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본인의 이
론을 정립해 나갔다.
반대로,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하다’는 주장을
한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과 궤
를 함께한다. 샌델 교수는 정의를 3가지의 시각을 통해 풀어 가는데, 그 중 하
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적인 시각임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

이렇듯 철학자들은 개인 혹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
해 ‘행복’의 본질을 찾고자 했고, 또 이를 현실에 반영
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사전적 개념은 만인에게 통
마이클 샌델

용될 수 있지만, 행복의 구체적인 본질은 개개인
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
다. 특히 세상이 다원화 되면서 행복의 본질 또한 다
원화 되고 있기에 더더욱.

'행복' 탐색어 맵
No.

영화 맥베스의 한 장면.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한 결정이 비극으로 끝날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으랴.

행복과 욕망 사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드러낸다. 맥베스와 그의 부인의 끊
임없는 욕망은 그들을 왕과 왕비로 만들었지만, 부부는 행복과 만족이 아닌 허무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언제 그 자
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덮치며 마침내 그들은 비극을 맞이한다.
영화 맥베스의 한 장면.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한 결정이 비극으로 끝날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으랴.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찾아 질주한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내달린다. 하지만 맥베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행복이라는 개념은 상
대적인 것이기에 스스로를 만족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의 본질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고뇌하고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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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행복

연관어

분류

탐색건수

1

돈

속성

32,397

2

사랑

심리

27,021

3

마음

속성

25,793

원화 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의 행복은 ‘원초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이루어 질

4

행복하다

심리

21,349

5

삶

속성

16,163

수 있었다. 18세기 이전에는 귀족을 제외하고 원초적 욕구를 충족할만한 자원은 부족했

6

집

장소

13,878

고,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초적 욕구 이외에 ‘행복’할 수

7

인생

속성

13,860

있는 다른 본질(예컨대 자아실현)을 찾기가 어려웠다.

8

생각

속성

13,494

9

생일

속성

11,911

10

선물

속성

10,542

기간 2016.05.22 ~ 2016.06.22

‘행복’이란 단어로 조사한 키워드 빅데이터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자본’과 ‘시간’을 가져다줬다. 이로 인해 ‘행복’의 본질은 다

허나 계급제도의 타파와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180도로 변화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본인의 의지로 원초적 욕구 및 여타 다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이 다양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행복의 본질이 다양해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
서면서 화폐의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커져버리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돈과 행복은 필수불가결이며, 돈은 행
복을 위해 절대적인 요소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게 됐다.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관어 1위가 ‘돈’이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그 부분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물질과 행복을 따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돈=행복’ 이라는 공식이 일말의 여과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종국에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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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소문난 괴짜이자, 초창기 멤버인 차트 멍 탄은 명상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초창기 맴버이자, 구글 펠로우 엔지니어인(임원이자 엔지니어
중 최고직급) 차트 멍 탄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마음은 분노, 질투, 탐욕, 공포심, 두려움 등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
을 훈련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차트 멍 탄은 구글에서도 괴짜로 소문난 엔지니어였다. 구글에서는 근무시간 중 20%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직원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
을 투자한다.
그러던 중 인간이 행복할 때 좌측 전두엽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EQ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EQ를 ‘명상’이라는 훈련을 통해 계발한다면 흔들림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행복
을 돈의 의미로 좇기보다는 명상을 통해 본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현실에 만족하며, 매사에 충실하면 된다는 이
야기이다. 그의 의견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다양화 된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강의를 듣고 있다.
분명 현대사회에서 돈과 행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관점이
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이든 ‘돈’이 없다면, 현대사회에서 행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개인
이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돈은 그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행복’
할 수 있을까?
중국 최대의 부호 중 한명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 창업은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며 본인은
막대한 부를 지녔지만 현재의 삶은 불행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비극의 주인공인 맥베스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면을 잘 가꾸어 욕망에 흔들리기 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보
는 것이 어떨까. 어쩌면 돈에서 오는 행복보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복들이 더 큰 즐거움을 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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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 탐구생활

같이의 가치

Culture Club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중국법인 모범사원,
한국 다녀오다!

7월의
문화 아이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위아 탐구생활

WIA Story

Happiness
지금 당신은

OECD 25개 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하는 대한민국.

나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

각종 언론매체에는 행복한 소식보다, 우울한 소식이 더 많은 오늘날.

행복한가요?

나는 이럴 때 가장 불행하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행복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불행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바로 나와 현대위아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 성취
이룰 때 8%

돈이 없을 때 4%
다투었을때 5%

생활수준이
좋을 때 8%
원만한 대인관계
11%

그리고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까요?
건강할 때
24%

기타 6%

기타 8%

여가와 취미시간
충분할 때

47%

인정받지 못할 때
12%

여가와 취미 즐길
시간 없을 때

30%

내편없다
생각들 때
17%

가족 간 불화
26%

❶ 여가와 취미를 즐길 시간이 충분할 때 47%
❷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24%

❶ 여행 갈 시간도 취미를 즐길 시간도 없을 때 30%

❸ 누구와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11%

❸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17%

❹ 누군가 그랬다. 돈만 많으면 최고라고. 생활 수준이 좋을 때 8%

❹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12%

❺ 개인적 성취를 이룰 때 8%

❺ 주변 사람들과 다투었을 때 5%

❻ 기타 2%

❻ 돈이 없을 때 4%

❷ 가족 간 불화가 있을 때 26%

❼ 기타 6%

나만의 행복의 비법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것은?

기타 2%
친구들과 수다 2%
돈을 펑펑 5%
여행을 떠난다
11%
나만의 취미생활
16%

설문기간 : 2016년 6월 23일 ~ 6월 29일
설문인원 : 188명

지긋지긋
6%
조금 불행
17%

행복한 편
32%

너무 행복
3%

그저 그렇다

42%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4%

사랑하는사람과
행복한 시간
20%

칼퇴, 휴가
쟁취

재테크
10%
자기계발
10%

34%

배우자, 애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14%

나만의 취미
17%

❶ 세상에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44%

❶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떻게든 칼퇴, 휴가를 쟁취한다. 34%

❷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20%

❷ 취미생활보다 쉽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만의 취미에 집중하기. 17%

❶ 행복한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는 법. 그저 그렇다. 42%

❸ 뒹굴뒹굴 만화책 보고, 하루종일 PC방에서 지새고.
나만의 취미생활에 푹 빠진다! 16%

❷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정도면 행복한 편이지! 32%

❹ 떠나요~ 푸른 바다로~ 훌쩍 여행을 떠난다! 11%

❸ 조금 불행하다.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행복 지금 내게 넘나 필요한 것 17%

❺ 열심히 번 돈을 펑펑! 스트레스를 팡팡! 5%

❹ 지긋지긋한 이 삶. 언제쯤 벗어날 수 있으려나.
왜 내 삶은 불행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인가. 6%

❼ 기타 2%

❺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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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기타 9%
동회회, 사교모임
6%

❻ 내 얘기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건 바로 친구들. 친구들과 수다 2%

❸ 나는 한 명만 판다. 배우자 혹은 애인에게 최선을 다한다.
없다면 소개팅/미팅에 최선을! 14%
❹ 언제나 나의 목표를 향해 달린다.
충실한 업무수행과 자기계발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10%
❺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누구보다 열심히 돈 모으고 재테크 하기. 10%
❻ 행복은 사람과의 어울림에서 얻는 법.
동호회, 사교모임 등을 찾아 나선다. 6%
❼ 기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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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중국법인 모범사원,
한국 다녀오다!

01

- 당사 및 현대차 생산현장 탐방하며 일원으로서의 자긍심 느껴
- 경복궁, 명동 등 주요 관광지 방문 한국 문화 이해 높여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지역 법인 모범사원 57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창원 본사를 비롯하여 울산 현대자동차 공
장을 견학하며 당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

03

다. 또, 서울 광화문, 명동 일대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를 탐
방하며 한국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02

04

01

02

03

04

4일간의 연수로 얻은 큰 수확

처음으로 밟은 외국 땅, 설레임은 많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꿈을 향한 각오를 다진다

Meet Korea

강소법인 등속품질부 금군

강소법인 구매부 조뢰

강소법인 재경부 왕상정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인사과 진맹

4일 간의 연수에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 여러 생
산현장을 둘러보며 현대위아 공작기계가 자동차를

우리는 약 2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은 나의 마음은 설렘으로 들떴다.

한국에서 보낸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생 잊을

모범사원으로 한국연수를 다녀오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기뻤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다. 먼저 부산부터 창원,

다. 난생 처음으로 중국을 떠나 외국을 가게 되었고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

서울을 다니며, 한국의 문화, 역사, 정신, 그리고 도시의

이라 모든 것이 설레고 신기했다. 비행기에 내려서 처음 느낀 것은 이국의

번화함을 보았다.

분위기였다. 한국, 제가 왔습니다.

비롯한 제조업에 우수한 기술을 공급하고, 탁월한 발

처음 방문한 곳은 2005년 부산 APEC이 열렸던 누리마루였다. 우리는 세

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 현대자동

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현장을 돌아보고 주변 해운대의 풍경까지 감상했

차 공장에서 완성차를 만들기까지의 흐름을 알 수

다. 이어 현대위아 본사를 찾았다. 버스에서 내리니 장가항에서 함께 근무했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일정은 우리 회사와 현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본사의 열정적인 대접이었다. 그리고 함께 근

있었다.

던 주재원들이 마중을 나왔다. 몇 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 다시 보게 되어 무

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생산현장이 매우 깨끗했

무했었던 낯익은 얼굴들을 만나 너무 반가웠다. 제가 입사할 때 면접을 보

척 반가웠다. 사내 식당에는 먼 거리를 이동한 탓에 피곤해진 우리들을 위해

고 생산제품의 외관 디자인이 세련되며 품질 수준도 선

셨던 김병조 이사님, 산동법인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설지 않은 우

풍성한 뷔페가 준비된 상태였다.

진적이었다. 또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에 있는 정밀 계측

선주 상무님, 그리고 항상 친절하셨던 남원철 부장님… 참 좋았다.

한국의 경복궁을 둘러보며 민속문화를 접했고 패
션의 중심지인 명동에서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현대위아를 더 깊

이튿날 아침 우리는 창원공장 투어를 진행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 그

이 알 수 있었고 직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새로

리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고 현대위아의 일원으

운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의 근무를 하며 본사 직원

로서 자부심도 솟아났다.

못지 않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일할 것이다. 회사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였다. 그 중
현대자동차 자동화 생산률은 이미 100%에 도달했고 분당 1대씩 차를 생산

이튿날 우리는 현대위아 본사, 서산공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

이번 연수를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지금까지

산현장을 참관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너무나도 예

쌓은 지식과 경험이 아직 일천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쁘고 청결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선진

제부터 개인 생활이나 일할 때나 자기를 단련시키고 꿈

적인 기술과 설비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자 한다.

사흘째 우리는 서울의 깊은 한국의 풍토와 인정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혁신되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

음식도 맛봤고 고궁도 둘러보았다. 중국 일조시에 경복궁이라는 한국요리점

었다.

이 있는데 한 동료는 이곳이 경복궁 본점이냐고 농담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짧은 시간의 연수였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직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
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증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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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성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아쉬움을 안고 작별했지만 내년에 가족을 데
리고 꼭 다시 여행을 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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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문화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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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현대위아와 함께 성장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다

7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

청도사무소 신송자

산동법인 구매개발부 왕평

2008년도 청도사무소 설립 때 입사해 지금까지 현대위아 일원

한국은 나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은 나라다. 7년 전 학생 신분으

으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견학을 통해 더욱 큰

로 고향을 떠나 많은 호기심을 안고 이 나라에 왔었다. 7년이 지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직장인 신분으로 방문해 그때의 마음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

특히 2011년도 본사 방문 이후 5년 만에 다시 본 본사의 모습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위아, 그리

[연극] 서툰 사람들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공연기간 : 2016년 3월 11일(금) ~ 7월 31일(일)
공연장소 : 서울 코엑스 아트홀
티켓정가 : 일반석 35,000원  21,000원
관람등급 : 14세 이상 관람가(중학생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 100분
공연시간 : 화
 , 목, 금요일 오후 8시 / 수요일 오후 5시, 8시 / 토, 공휴일 오후
3시,6시 / 일요일 오후 3시 (월 공연없음)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5월 1일(일) ~ 7월 17일(일)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일반석 60,000원  42,000원
만 12세 이상
100분
평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6시

만 한국은 여전히 깨끗하고, 말끔하고, 친절하다는 느낌이 예나 지
금이나 가장 인상 깊었다.

고 대한민국 최고에서 세계 초일류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위아, 혁

이번에 한국 본사와 창원공장, 서산공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

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간다는 표어가 더욱 실감나게

산공장을 방문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다. 티끌 하나

느껴졌다.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현대위아라는 큰 환

묻지 않은 공장, 자동화 생산라인, 질서정연한 프로세스를 보며 현

경에서 변화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

대위아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아울러 회

[연극] 최면

[뮤지컬] 마법의 버스 타요

험이 되었고, 개인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사 시설부터 운영현황 이모저모와 더불어 ‘현대위아인’의 근면한

있었다.

근무태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공연기간 : 2016년06월24일(금) ~ 09월18일(일)
공연장소 : 부산 메트로홀 (구.AN아트홀광안)
티켓정가 : 전석 30,000원  화, 목, 금 공연 13,000원  수 공연 10,000원
 주말＆공휴일 공연 15,000원
관람등급 : 13세(만12세) 이상
관람시간 : 90분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 토 3시, 6시 / 일 4시(월요일 공연없음)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또한 창원1공장 가든하우스에서 여러 주재원 분들의 얼굴을 뵙

현대위아 및 현대자동차의 현저한 성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아

게 되어 정말 반가웠다. 옛날에 함께 했던 분들을 먼 타지에서 만

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회망을 갖게 되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

나니, 현대위아 대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음에도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직원으로 자부심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도 느낄 수 있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현대위아 일원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 정진하면서 더욱 가
치 있는 직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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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16년 7월 23일(토) ~ 7월 24일(일)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
R석 55,000원  33,000원, S석 44,000원  26,400원
전체관람가
60분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태도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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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난 호 정답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63호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 아래 문항의 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 엽서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구요?
엽서를 사진찍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ryul@hyundai-wia.com)

1. 법정 스님은 선물로 받은 에 집착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자신을 자책했다.
는 무엇일까요?

난초

2. 산동법인 가여월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유가문화 체험의 일번지인
이곳 여행을 추천했다. 이곳의 이름은?

삼공

1. 6월 15일, 급여 1% 나눔 차량 전달식을 통해 승합차량을 전국
3. 우리 회사 협력사인 아메코는 올해로 창립 몇 년째일까요?

사업장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의 수는

포상명

36년

1

총 몇 대인가?

3

2.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2015년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에서 우리 회사는 몇 위에 올랐을까?

퀴즈 당첨자

3.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진맹 사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에 있
는 한 고궁(古宮)과 중국 일조시에 있는 한국음식점의 이름이
같다. 그 이름은 무엇인가?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우종식 / 등속생산부

참가상

-

기념품

3
5
참가팀

‘16. 6/1 ~ 7/20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정상재 / 주물생산부·황옥석 / 연구개발지원팀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이창명 / 단조품질관리팀·김진학 / 공작기계성능개선팀
서형석 / 엔진설계팀

Notice 공지사항
사내 보안수칙

[ 아파트 관리비 현대카드 자동납부 신청 안내 ]

1. 회사 지급 장비 外 개인 소유 비인가 장비 사용금지
- 비인가 장비 : 개인 소유 노트북 / 태블릿PC / 이동저장매체 등

2. 본인 ID, P/W 를 타인과 공유 금지
- AD, DRM, 각 업무시스템 등 본인 계정

3. 방문객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 방문예약 시 반드시 방문객 본인 개인정보보호동의서 작성 必

4. 의심스런 메일은 열지 말고 보안관리팀 문의
- 랜섬웨어, 악성코드로부터 중요정보 보호 차원

5. 2개월 주기 패스워드 변경 (9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조합)
- 패스워드 정책 : 60일 단위 변경, 같은 패스워드 5회 이후 사용가능

6. 개인정보는 사용 후 바로 삭제, 보관 시에는 암호화 및 접근대상 제한
7.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l 대상 카드 : 현대카드 개인 신용카드 (법인, 체크, 선불 카드 등 제외)
l 신청 방법 : -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 → 본인확인 → 상담원 연결(3번)
-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 My Account → 카드납부서비스 → 자동납부 → 아파트 관리비
l 혜

택 : 아파트 관리비 고객부담 자동납부 수수료(월 500원) 면제 (~’17/5/30)

l 세부사항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신청 불가 ( 현대카드 상담센터 상담시 확인 가능 )
기존 납부 방식 해지 없이 현대카드 자동납부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 가능...
아파트 관리비 납부금액은 카드 이용실적에 합산됨.
아파트 관리비 납부금액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며, 각종 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및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자동납부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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