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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연애는 늘 그렇다.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의 한숨을
내뱉는다. 애가 끓는 사랑을 할수록, 후회의 심도는 더
욱 깊어진다.
2006년 방영한 드라마 <연애시대>의 주인공 은호(손
예진)와 동진(감우성)의 사랑도 같았다. 심지어 둘은
부부였는데도 이들의 사랑은 후회로 점철됐다. 그러니
이들이 이혼을 택할 수밖에. 이들에게는 사랑도, 헤어
짐도 모두 화선지에 떨어진 검은 먹물 같았을 것이다.
“변명조차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 오직 후회만이
허락되는 순간이 있다. 후회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이
바래질 때까지 후회하면서 잊을 수도 없는 순간이 있
다.”<연애시대 中>
연애시대는 은호와 동진이 이혼한 뒤 18개월이 지날
때부터의 이야기다. ‘헤어지고 시작된 이상한 연애’라
는 드라마의 슬로건처럼 이들의 연애는 이혼 후에 다
시 시작한다. 후회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말의
행간을 서성이며 그들은 후회 없을 사랑을 찾는다.
연애는 언제나 타이밍이다. 아쉬움으로 뒤덮인 그 시
간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은호와 동진에게 이혼은 찾
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야 한 발 늦게라도 그
타이밍을 찾아냈지만 말이다.
타이밍은 소위 ‘썸’을 탈 때도 중요하다. 확인되지 않
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전하듯 돌기만해서는 썸은 언
제나 썸일뿐이다. 상대의 감정이 내게 보이지 않는 손
을 내미는 그 순간, 정확한 그 타이밍에 손을 내밀고
맞잡아야 한다. 찰나의 기회를 잡아야 썸은 연애로, 연
애는 결혼으로 성장한다. 뭐, 출산의 결실도 타이밍이
라는 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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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속 기회
지금 우리 회사 역시 난관 속에 있음은 자명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불황의 터널의 한 가운데가 지금 우리의 위치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7중고에 둘러싸인 한국차’라는 기사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국내외 판매 부진, 중국의 추격, 고비용·저효율 구조, 환율 하락 등
의 7중(重)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작년의 반 토막(6813억원)이었고, 현
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27만5822대)은 작년과 재작년 1분기에 비해 각
각 7%, 14%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더 나쁘다. 올 1분기 현대·기아차의 중
국 판매량(24만5000대)은 재작년 1분기 보다 34% 급감했다. 우리 회사의
실적도 잿빛이다. 우리 회사는 1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도 1
조74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줄었다.
그러나 기회는 봄바람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미 완성차 판매는 완연한 회
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현대·기아차는 4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

타이밍 만들기

간 대비 두 배(101.9%) 증가한 10만3109대를 판매했다. 지난달 전체 글로벌

고 안간힘을 썼다. 또 본인이 재능이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도 전년 보다 10.4% 늘어난 63만1225대를 팔며 완전히 부활한 수

한 수학 과목은 과감히 버렸다. 그가 진학한 학교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단지 연애일 뿐일까. 이

인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기병 분과는 수학 바보

미 수많은 현인들이 타이밍을 두고 그 중요성을

인 그가 들어가기 딱 좋은 곳이었다. 사관학교 입

강조해왔다. 이번에 소개할 현인은 영국의 총리

학 후에는 풍부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매

윈스턴 처칠이다. 그 역시 타이밍을 매우 중시했

체에 글을 발표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다. 그리고 처칠은 타이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
법까지 소개했다.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난관을 보고, 낙관론
자는 난관 속에서 기회를 본다.”

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처칠의 ‘행동하는 낙관’을 기억해야 한다. 훈풍에 올라탈 기회를 잡
으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하는 부분을 찾는 것에 있다. 모(母) 그룹의 실
적에 단순히 기대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일 때 기회는 우리의 것이 된다. 물론 이는 비단 회사 차원의 문제

나치와의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도 그는 최대한

가 아니다. 회사가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언제나 기회는 있

잘 할 수 있는 일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행해야 함은 자명하다.

다’가 그의 모토였고 그는 전쟁 중에도 이를 잊지
않았다. 1941년 2월 9일의 그의 연설은 낙관으로

처칠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 일단 ‘낙관론자’가

만든 ‘타이밍’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되라고 말한다. 그리고 처칠은 낙관론자로서 철

그는 이날 BBC 라디오를 통해 “장비를 주면, 우

저히 행동했다. 청소년 때부터 그런 기질이 보였

리가 끝장내겠습니다.”라는 저 유명한 문구로 미

는데 그는 자신의 재능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국의 무기대여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무기를 구

그걸 또 매우 잘 이용할 줄 아는 영특한 소년이었

입할 돈도 운송할 여력도 없는 영국이었지만, 어

다. 그렇다고 그가 우등생이었다는 건 아니다. 처

떻게든 무기만 받을 수 있다면 나치를 무찌를 수

칠은 청소년 때 특별한 야망이 없는 말썽꾸러기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그는 전 세계에 내비쳤고,

였다고 한다.

영국인들은 이 말에 강하게 호응했다. 나치가 문

다시 말하지만, 그는 낙관론자고 그가 무엇을

턱까지 넘어 온 위기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

잘하는지 매우 잘 파악했다. 그는 우선 그가 가장

는 말하고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

잘하는 공부인 ‘역사’에 집중했다. 그는 역사 속

였다. 결국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에 영국에

에서 훌륭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체득하려

310억 달러치의 무기를 공급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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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떠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국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
고, 개인과 회사를 막론하고 같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타이밍을 강조한다. 카이로스
는 무성한 앞머리를 가지고 있고 뒷머리는 민머리다. 그리고 그에게는 큼지
막한 날개가 달려있다. 사람들은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카이로스를 제 때 알
아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뒤늦게 잡으려고 하면 민머리 때문에 잡기가
어렵고, 여차하면 날개를 몇 번 휘둘러 날아가 버린다. 제대로 준비하고 타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밍을 잡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에게 카이로스는 얼마나 다가와 있을까. 어쩌면 카이로스는 지
금 이 순간 우리의 바로 앞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시
재도약의 역사를 쓰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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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중국 로드쇼 &
북미 테크데이 개최

앞선 3월에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날아가 북미 지역 완성차 업
체와 ‘테크데이’를 가졌는데요. 우리 회사의 AWD 풀 라인업은 물론
등속조인트(C.V.Joint)와 소재 부품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였
습니다.
특별히 북미 지역 완성차 업체와는 지난해 우리 회사가 양산에 돌입
한 ATC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ATC는 기아자동차의 K9이나
스팅어처럼 후륜 기반 자동차에 탑재하는 AWD 시스템입니다. 우리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ATC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성

현지 완성차 업체 4곳을 돌며 우리 회사의 대표 자동차부품인 ‘AWD 풀-라인업’을 소개했습니다.

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스웨덴과 뉴질랜드 등

AWD 풀-라인업은 PTU(전륜 기반 AWD 구동 부품)·ATC(후륜 기반 AWD 시스템)·전자식 커플

에서 극한의 성능테스트를 거쳐 품질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

링·e-LSD(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등을 말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완성차 업체를 만나 AWD 부품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PTU는 회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생산 제품인 등속조인트에 대해서도 홍보했

사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으로 품질과 성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해

습니다. 등속조인트의 경우 멕시코법인에서 양산을 하고 있어 부대

요. 또 1983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경험이 많다는 점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국 로드쇼와 북미지역 테크데이 외에도 우리 회사는 지속적

PTU와 함께 AWD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자식 커플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전자식 커

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계획입니다. 노력

플링은 동력 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제어기능을 담당하는데요,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우

하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W

리 회사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부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전자식 커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기
능인 응답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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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인재육성팀 권준범 대리

'단결즉생'
공동체 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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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
위기타파 활쏘기

위아대첩에
함께 할 준비가
되셨나요?

위아대첩

'재도약 다짐의
승전고'를
울린다! 난타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으로
다함께 재도약!
*동주공제 :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는 뜻으로 이해(利害)와

이기는 전략 세가지 단결즉생, 필사즉생, 안전즉생.
그리고 재도약 다짐의 승전고

'안전즉생'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행복!

2018년 현대위아
전사원교육 ‘위아대첩’
사우들의 생생한 반응!
‘위아대첩’ 과정의 다양한 매력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재도약을 위하여 현대위아 전군 출정하라

환란(患亂)을 같이함을 뜻함.
‘위아대첩’은 이기는 전략 세 가지를 익히고, 승전고를 울리며 실천을 다짐하는 콘셉

아직 차수 진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에 참여한 사우들

‘명량대첩 12척’ 승리의 전략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훌륭한

이제부터 많은 사우들의 호응 속에

트의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영화 ‘명량’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명량

이 위아대첩 과정의 다양한 매력에 큰 호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판옥선을 만들고 울돌목 조류를 활용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민초

진행 중인 ‘18년 전사원 교육 ‘위아대첩’

대첩 12척'의 승리 전략을 몸으로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생동감’입니다. 교육장 입구와 벽면에 설치한 현수막과 각

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년간의 외침 속에서

과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명량’을 사수하기 위한 조선수군의 출정식을 떠올리며 교육생들도

종 문구로 교육생 모두가 명량해전에 참가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생사를 함께하며 다같이 죽을 각오로 싸워온 잘 훈련된 군사들이

‘위아대첩’ 과정은 4월 3일부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사표를 작성합니다. 이어 서로간 믿음의 중요성을 배

해, 재도약을 위한 마음가짐을 입구에서부터 스스로 북돋게 도와

있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7월 13일까지 24차수의 상반기 차수

우는 ‘단결즉생’의 일환으로 로잉(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에서 함께 한다

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높은 참여율’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

‘현대위아’라는 한 배를 탄 모든 임직원들이 ‘명량’의 승리 전략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습니다. 모든 교육생이 빠짐 없이 활을 쏘고, 팀원이 노를 저을 때

을 떠올리며, 다함께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재도약의 승전고를 울

우리 역사 속 위기 사례인

있습니다. 또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면승부인 활쏘기(펀아처리) 활동으로 현재의 위기

는 함께 응원하고, 또 풀린 신발끈을 대신 매주기도 하죠. “옆에서

리기를 기대합니다. ‘위아대첩’ 과정을 통해 교육 현장뿐 아니라

‘명량대첩 12척’의 전략을 모티브로

를 이겨내고 투지를 다지며 1일차 교육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다 박수치고 으샤으샤 하는게 느껴지니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

일상에서 더 많은 동료들과 하나된 에너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 W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2일차는 ‘재도약 다짐의 승전고’를 울리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멋진 울림을 만
들어 내는 ‘난타’를 실시하는데요. 교육생 모두가 신명 나게 어울리고 또 스트레스까지

교육 내용 전체가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전교육이 실생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이자, 일터의 행복

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응

이라는 ‘안전즉생’ 교육을 통해 ‘위아대첩’의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급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도 연습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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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곧 기회다
영국의 철학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찾아낸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기회는 때로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기회를 붙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머물기 마
련이다.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가 곧 기회이니까 말이다.

기회를 마주한 변속생산부
T/M 조립 5반을 만나다
창원3공장 변속생산부 T/M 조립5반은 지금 기회의 물결에 올라 서 있다. 지난달 초 새로운
PTU 라인을 새로 꾸렸고, 총 20명 반원 중 14명의 반원들이 바뀐 것. 새로운 변화에 김용석
반장은 쉴 틈이 없다. 새로운 라인을 숙지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하우징 투입, 측정, 베어링
납입 등 조립만 12공정에 달한다. 또 54초에 1개씩 생산하는 물량 사이클도 상당하다. 하지만
김 반장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초부터 차근히 익혀가고 있다.
새롭게 한 팀이 된 반원들과의 관계 쌓기에도 여념이 없다. 그래도 11년 넘게 반을 이끈 경험
덕에 변화의 현장에서도 반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본인 만의 긍정적 신념으로 ‘해낼 것’이
라며 환하게 웃는다. 김용석 반장은 어떻게 긍정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일까. 그에게 기회의 노
하우를 들어봤다.

Q. 변속생산부 T/M 조립 5반을 소개해주세요
김용석 조립 5반은 투싼, 맥스크루즈, 스포티지 등에 들어가는 PTU와 전기차 모듈 제품 조립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원은 총 20명이고 반 내에서는 PTU라인과 모듈라인 두 조로 나뉘어
있어요.

Q. 조립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 87년 입사할 때부터 조립을 맡아 30년 넘게 계속 조립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작
을 조립부터 했으니 아이템은 바뀌더라도 계속 조립으로 일을 맡고 있죠. 초창기 PTU 개발부
터 시작해 10년 정도 맡다가 중간에 다른 라인을 7년 정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최근 PTU 라인
을 다시 맡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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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립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해시키려 하고 때론 공정을 서로 바꿔주기도 하면서 불

김 조립은 고객에게 나가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생산

편이 없도록 합니다.

되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는 것

조금 전에도 하나 개선을 했는데, 누구는 발판이 높으니 빼

과 품질 모두 중요합니다. 즉 하루에 만들어 내는 물량이

달라 하고 그 옆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바로 실적이자 매출이 되고, 조립의 품질이 고객이 접하

사안에도 말이 다 달라요. 양쪽의 고충을 모두 듣고 제가 직

는 제품의 품질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접 작업도 해보고 설득을 해야 하죠. ‘내가 키가 작은데, 저

챙기는 게 관건이에요.

사람은 나보다 키가 작으니 분명 더 불편할 것이다’라고 하
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겁니다.

Q. 조립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 조립은 여러 사람이 모여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Q. 본인에게 기회란

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가

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따라 나에게는

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 자동화로 기

기회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계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립은 사람이 해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수십 년 회사생활을 하면서 새

야 해요. 스스로가 잘 해야 다음 사람도 잘할 수 있는 구

로운 라인을 여러 번 꾸며보기도 하고, 반장도 오래 맡고 있

조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요. 다 기회가 돼서 하는 일들인데 일 하는데 두려워해본

책임감도 크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키는 작아도 일이 힘들어서
지친 적은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피로도가

Q. 반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조립 5반은 어떻
게 하나요

오래 가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극복 가
능한 어려움이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 아직 반을 꾸린지 얼마 안돼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
는 중인데요. 제가 라인을 알아야 불만사항이 나왔을 때

Q. 올해 목표이자 새로운 기회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공정씩 돌면서

김 새로운 차종 2개 라인 개조를 4월 말에 마쳤어요. 품질

공정을 배우고 고충도 듣고 있어요. 최근에는 주로 공정

점검까지 받으면 5월 중순은 넘어야 할 텐데, 품질 문제가

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조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서 물량 생산에 문제가 없도

립은 라인 형태상 현장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누군

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걸 반원들에게

Q.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김 연초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일하다 새로 만난 반원
들이잖아요. 서로 마음을 추슬러서 모든 일을 같이 풀어나
가자는 마인드를 갖춰야 할 것 같아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반원 분들 모두 근태가 좋아 든든하더라고요. 취미
활동 다양한 분들도 많아 분위기가 활기찬 것 같고요. 좋은
반원들이 모여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화목한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지나가
다가도 도와주고 하는 반이요. 같은 반원이란 ‘소속’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보는 사람들인데, 주위 동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반
원들도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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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즐겁다!
현대위아
사우들이
즐기는

이날이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소중한 가족들과의

향과 맛에 취해,
청도 와인터널

시간을 한번이라도 더 챙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현대

엔진생산기술팀 이익원 사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어린이날, 어버

여행가고 싶은 도시,
부산여행

차량부품국내영업팀 손상현 대리
경상북도 청도에 가

다섯 살 첫째 녀석이 사또, 포졸, 장군,

있으신가요? 5월이니만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면

면 ‘청도 와인터널’

왕을 알면서 옛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을 들러보세요! 오

습니다. 봄을 맞아 찾은 한국 민속촌에서

랜만에 가족과 나

원 없이 옛날 물건들을 보여주었지요. 사

들이 나가 맛이 좋

또가 곤장 형벌을 내리는 코스프레에 두

은 와인 한 잔 하면서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 좋았

녀석 모두 울음을 터뜨렸지만 조선 시대를

습니다. 이 곳은 경부선의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철도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터널이었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은 지 80년이 넘은 이
곳을 개조해 와인터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청도
날에 가면 터널 안팎의 온도 차가 꽤 커서 더위를 피하

가족과 함께 하는
드론여행

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곳곳에 조형물과 운치 있는 조

차량부품해외영업팀 지현 사원

의 명물인 ‘감 와인’을 파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더운

명, 와인 비축고 등 다채롭게 꾸며놓은 터널 안에서 와

부모님 취향 저격
베트남 여행

새로운 취미생활로 큰 마음을 먹

인 시음을 즐기며 색다른 연휴를 보내보세요~

고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새로 산
기기를 테스트 해볼 겸 경치 좋고

선행유닛설계팀 김지훈 연구원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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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것의 재미!
한국 민속촌

위아 사우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 5월을 어떻게 보내고
더 즐거운 것들을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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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

한적한 근교로 가족과 함께 놀러
근무지와 집이 멀리 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
사직 야구장

에 바다 구경하기 딱

져 있어 가족과 식사 한번

좋은 부산여행 1박 2

어려웠는데, 시간을 내어

일 코스를 소개합니

베트남 하노이와 하롱베

다. 1일차, 부산역에

이로 가족 해외여행을 다

따뜻한 봄바람이

도착하면 차이나거리 마가만두에 들러 만두를 먹습니다. 백종원

녀왔습니다. 그간 못 나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부모님과 즐거운

불어오는 지금, 야

의 3대천왕에 나온 신발원 만두도 유명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마

추억을 쌓고 온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해외여

구장에서 즐기는

가만두를 더 인정한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5월 22일까지 진행

행지 중 비행시간도 짧아 비교적 다녀오기 쉽고, 특히 하롱베이는

치맥만큼 완벽한

하는 ‘해운대모래축제’를 구경합니다. 저녁식사는 해운대 회센터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멋진 풍경과 함께 하는 평화로운 분위기여서

것은 없습니다. 열정적인 선수들의 플레이와 신나는 응

에서 즐긴 후, 해운대 야경을 구경하기 좋은 더베이 101에서 피

꼭 추천합니다. 선상 위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며 TV에서나 볼법한

원단의 퍼포먼스를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긴다면, 그간

쉬앤칩과 맥주를 즐기며 1일 밤을 마무리합니다. 부산에는 신라

절경을 감상하던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쌓아왔던 스트레스는 휘리릭~! 날아갈 것입니다. 쉽

엔진품질보증팀 김동우 사원

갔는데요. 멋진 배경과 가족을 담
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비싼 값을 하는지 결과물이 생각했던 만큼 좋
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비록 저렴한 취
미는 아니지만 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
족과의 드론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분홍빛 황매산에서
마지막 봄인사를
특수영업팀 이동민 사원

스테이 해운대 등 제휴호텔도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2

게 따라 할 수 있는 흥겨운 응원 구호들과 매 회마다 펼

합천 황매산 철쭉은 전국적으로

일차, 수요미식회에도 등장한 후토마키 맛집, 남포역 삼송초밥에

쳐지는 이벤트들은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즐길

유명하죠? 5월은 철쭉제가 열리

서 식사를 즐깁니다. 오후에는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즐긴 후 알록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직 야구장 앞에는 귀여운 '시

기도 하고 온 산이 진분홍 철쭉

달록 예쁜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합니다.

로&마로' 캐릭터 전시전이 진행하고 있어 가족들과 예

으로 덮이는 절정의 시기입니다.

쁜 사진 남기기에도 딱 좋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사

저도 연휴기간을 맞아 부모님과

직 야구장으로 오세요!

황매산을 다녀왔는데요. 가족과 함께 꽃밭을 걸으며 예쁜 사진도 찍고
건강도 챙기는 1석 2조 연휴였습니다. 창원에서는 거리도 가까워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도 좋습니다. 사우 여러분도 5월 남은 주말을 활
용해 한번 다녀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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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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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E'RE Looking

나는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90%

글로벌 코리아 시대!
당신의 문화 다양성은?

YES

10%

NO

Q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100명 중 4명 이상이 외국
인인 바야흐로 '글로벌 코리아' 시대! 3월 기준 국
내 체류 외국인은 총 225만명을 넘어서고 다문화

문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8%
23%
36%

1. 다다익선! 경쟁력이 있고 발전하기 좋을 것이다.

가족은 총 31만 6000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

2. 개인이 존중되고 구성원들이 행복할 것이다.

정상회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외국인들

3. 차별과 편견보다는 존중과 배려가 있을 것이다.

의 한국생활 적응기를 다룬 TV 프로그램도 인기라

4. 하나의 특징이나 이미지가 부각되기 어렵다.

한번쯤은 재밌게 보셨을텐데요.

5. 통합된 의견 없이 다양한 이슈가 공존하여 복잡하며 역동적이다.

5%
16%
2%

6. 기타

여러분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5월은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21
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더이상

Q

멀지 않은 이야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갖추기 어려운 이유는?
14%
16%

1. "우리는 한민족!" 오랜 기간 단일민족을 자랑해온 역사
2. 첫 만남 단골질문은 "고향이 어디에요?" 유독 나이, 출신 등을 고려하는 문화

5%

3. '아프리카는 집에서 사자를 키우는 줄 안다'와 같은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
4. 세 면이 바다이고 작은 면적에 살다 보니 동질감이 편리한 지리적 특성

0%

16%

5. 튀는 것보단 조화, 단합, 질서를 중시하는 보편적 정서

47%

6.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는 확일화된 가치
7. 기타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55명
설문기간 : 2018년 5월 3일 ~ 2018년 5월 10일

Q

2%

살면서 국내 혹은 해외에서 문화적 '다름'으로 인해 차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 다양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55%

45%

YES

NO
지구촌
배려 소통

다문화

이해

Q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
23%

1.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예능, 다큐 등 TV프로그램 시청

10%

2. 신문기사 국제면 등 글로벌 뉴스를 체크하며 최신 문화를 파악한다.

인종

9%

3. 언어 속에도 문화가 깃들어 있다. 꾸준한 외국어 공부!

차별

품격

5. 국내이든 해외이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6. 기타

18

34%
21%

4. 여행을 나가 내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고 문화를 느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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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졸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 시행

광주공장 임직원 호프데이 행사 시행

우리 회사는 4월 10일 경남 창원
시 이룸재와 경기도 의왕시 의왕연
구소에서 '2018년 대졸 신입사원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결연
식에는 신입사원과 멘토인 선배 사
원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결연
식은 위촉장 수여와 프로그램 설명
회, 베스트 커플 사례발표 등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신입사원이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멘토-멘티가 서
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멘토와 멘티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활동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경영지원본부장 곽성수
전무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조직 적응에 도움을 얻고, 더욱 우수한 인재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8일 우리회사 광주공장은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호프데
이’ 행사를 열었다. 광주공장은 노사 화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호프데이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총 54명이 참여했다.
호프데이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인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
하고 응원했다. 광주공장에서는 치킨과 마른 안주, 맥주를 준비해 임직원들이 야구를 보
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임직원들이 퇴근 후에
함께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보니 더욱 즐겁다”며 “이렇게 마음 놓고 어울릴 수 있는 자
리가 종종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 New Recruiting Mentoring Ceremony
On April 10th, HYUNDAI WIA held a mentoring forming ceremony with the new
recruits and their mentors at the head quarter in Changwon and R&D Center in
Euiwang. On this day, 130 mentors and mentees have gathered and took an oath
and had a special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The program, which will be held
until June, is to help the new recruits to easily accustom to their new work sites and
learn the organizational culture with their mentors. Kwak Sung Soo, the head of
Management Support Division, said “I hope this mentoring program will help you all
to 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and learn a lot from the seniors.”

‘Hof Day’ held in Gwangju Plant
On April 18, Gwangju factory opened 'Hof Day' event at Kwangju Kia Champions
Field. Gwangju Plant held the event with the employees and also with their
families, to promote labor-managements harmony and to activate organization
culture. Participants watched the KIA Tigers and LG Twins baseball game and had
a meaningful time drinking chickens and beer. One of the member said, "It is so
good to have a beer with my colleagues and family after work, I hope this kind of
events happens often.

2018 리더십 특강 및 한마음 산행 실시

전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3일과 20일 경남 창원 본사와 경기도 의왕시의 의왕연구소에
서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총 133명의 팀장이 참석했다. 특강은 조직문화
개선 방향 공유와 외부 강사 및 CEO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참석한 한 팀장은 “좋
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강 이후에는 간부사원과 현장감독자 300여명이 함께 산에 오르는 ‘한마음 산행’
행사가 이어졌다. 창원 지역 천주산 일대 7km, 경인지역은 청계산 일대 4.2km를 함께
등반하며 임직원간 소통을 다지고 공동 목표의식을 되새겼다.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경기도 의왕과 그 외 경인지역, 창원지
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전사 성희롱 예방교육’을 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에 차
단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강의는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인 관계교육연구소장 손경이 강사가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최근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이슈가 민감한 때라 더욱 유념
하며 강의를 들었다”며 “강의 내용 대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8 Leadership lecture and Mountain Climb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HYUNDAI WIA conducted a leadership lecture and hiking with the members
of the company in Changwon on April 13th and Uiwang on April 20th. At the
leadership lecture, approximately 113 team leaders participated and had time
sharing the direction of improv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listening to the CEO
lecture. One of the members who attended the training said, “It was time to think
about good leadership”
After the lecture, 300 staffs of executives and supervisors went on hiking
together. Changwon members climbed 7km up and down at Cheonju mountain
and Uiwang members climbed 4.2km at Cheonggye mountain and had tim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rom April 18th to May 3rd, HYUNDAI WIA hel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with the employees in Changwon and Uiwang R&D Center. Son Kyeong
Ei, the leader of Relationship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instructed the
employees on the subject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shared
various storie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One of the employees said, “As ‘Me-too’ is a big issue today, I paid more
attention to the lecture. I’ve learned that any careless behavior can be directly
leaded to great pain to the victim. I believe we all have to work hard to make a
healthy and happy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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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사원 관리자 집행력 강화교육 실시

산동법인 춘계 체육행사 시행

강소법인은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주물3공장 내 교육장에서 사원 직급 관리자
를 대상으로 ‘관리의식 및 집행력 강화 교육’을 열었다. 집행력을 기르는 4R법칙을 배
우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교육에는 총 60
명이 참여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 교육이었
다”며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이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동법인은 지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사내 광장에서 ‘춘계 부서대항 체육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임직원들이 함께 줄넘기와 줄다리기 등 단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협업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모든 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결과, 줄다리기는 생산관리부 대표팀이, 줄넘기 경기는 생산1부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축제였다”
며 “다른 부서 직원들과도 교류하며 한 가족이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동법인은 지속적인 단합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이
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노력할 예정이다.

江苏法人 强化执行教育
4月18-19日，江苏法人在铸物三工厂教育场展开了“社员级管理意识及执行能
力强化”教育。本次教育分两天共60名社员级员工参与了教育。教育过程中通过
执行力塑造7个好习惯及执行力体系4R法则的讲解，让员工能够将学到的理念充
分运用到实际工作中，学以致用。教育参加者纷纷表示“教育内容非常实用，对
以后的工作帮助很大”“希望以后多进行此类教育”。

山东法人开展春季小型活动
3月26日至30日，山东法人在发动机3工厂前的广场举行了春季小型活动。此次
比赛共分为七支代表队，每只代表队都派出了最强的比赛阵容。比赛主要分为拔
河、跳绳两部分，员工可以通过体育活动来释放平时的压力，增进相互间的交流。
比赛过程中各部门参赛队员努力拼搏，齐心协力，勇争第一。尤其是在胜负难分的
时刻，大家毫不退却，咬紧牙关，坚持到底。最终，生管代表队赢得拔河比赛冠
军，生产一部代表队荣膺跳绳比赛冠军。
参加此次活动的员工说道“这是一次提高团结意识的愉快竞赛”，同时“通过与
其他同事的交流沟通，更加强烈的感受到了威亚大家庭的氛围”。山东法人将继续
通过丰富的活动，提高员工的士气和信心，奋发向前，努力打造世界一流工厂만들
기에 노력할 예정이다.

강소법인 춘계 농구 대회 개최

산동법인 한마음 단합행사 실시

강소법인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일 동안 사내 농구장에서 ‘18년 춘계 농구대회’를 개
최했다. 대회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점심시간에 열렸다. 28일에 열린 결승전에
서 등속팀은 본관1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동상은 보전품질팀에게 돌아갔다.
강소법인은 농구대회가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고 판단,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업무 외 친목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서장 대상 단합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와 이홍렬 부장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13일에는 DYK(동풍열달기아) 공장을 방문해 우리 회사가 만든 누우 엔진의 장착 과정
을 견학했다. 이후 이튿 날에는 구화산 산행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6시간 동안 등반
을 하며 자연 속에서 동료와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소통활성화를 위한 조직력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江苏法人举行春季篮球比赛

山东法人开展部署长团结登山活动

公司于4月24日~28日 ，在公司篮球场开展了18年春季篮球比赛。各部署同事

4月13日至15日，山东法人开展了为期三天的部署长及代表团结登山活动。法人

积极参加比赛，观众更是热情高涨。为不影响生产，比赛安排在午休休息时间进

长文相鎬专务、李弘烈部长和各位部署代表共17人参加了此次活动。活动共分为两

行。经过六天的激烈角逐，在28日的决赛中分出胜负。冠军、亚军、季军由等速

项，分别是参观DYK工厂和攀登九华山。4月13日，大家在DYK工厂看到了整车厂

队、本馆1队、品质保全队分别获得。比赛丰富了威亚员工的文体娱乐生活，充分

的冲压、焊装、涂装、组装以及完整车型的生产过程，顿时理解了总经理经常讲的

发挥了员工们的团队协作精神，以良好的状态积极投入工作。

不要只看大树，要看后面的树林的真实意思。同时，大家切身感受到了DYK重振
雄风的决心。作为一级供货商的我们，也必须协同吹响集结号，打响攻坚战。
4月14日，大家进行活动第二项攀登九华山。朦胧细雨中，大家不惧艰难、互相
协助，历时近6个小时，成功登顶。通过这次活动，大家脱离了日常工作环境，融
入到大自然的怀抱，既锻炼了意志，又放松了心情、缓解了工作压力。 今后，山
东法人将继续开展各职级别、组织别的优秀员工沟通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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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안전부문 협력사 최우수상 수상

미주판매법인 서비스보전교육 시행

인도법인은 지난 4월 10일 현대차 인도법인(HMI)에서 주최한 ‘Annual Vendor
Convention’ 행사에서 2017년 안전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인도법인은 HMI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안전시스템, 개선활동, 현장점검결과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고점수
를 획득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HMI 중역과 지역 인사, 160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수
상 외에도 17년도 실적분석 및 18년도 목표다짐, 신차 출시계획, 지역 투자환경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인도법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객사의 신뢰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안전 중요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미주판매법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신규 딜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서비스
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Technical Equipment와 Machinery Source의 엔
지니어 8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사흘간 △선반 설치 및 보전 △ Spindle, Turret
&Tail Stock Maintenance △모바일 GSIS △FANUC 컨트롤 사용 등을 교육받았다.
이번 교육은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딜러들의 판매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주판매법인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딜러들의 서비스능력 향상에 다
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HYUNDAI WIA India plant selected as ‘The Best Safety
Partner’
On April 10th, HYUNDAI WIA India won the ‘2017 The Best Safety Partner’
at the Annual Vendor Convention hosted by HYUNDAI MOTORS India. The
company obtained the highest score in safety inspection, safety system and
filed inspection which was conducted by HYUNDAI MOTORS. The event was
attended by not only HYUNDAI MOTORS executives but also representative of
Suppliers and had time analyzing 2017 business performance, sharing 2018 goals,
and discussing local investment plans. India plant will work hard to build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afety.

HYUNDAI WIA America held a Service Training for Dealers
HYUNDAI WIA America conducted a service training for new dealer
engineers from April 30 to May 2. Eight engineers from Technical Equipment
and Machinery Source attended the training session for three days, including
mounting and preserving shelves, maintaining the spindle, turret and tail stock,
and using the mobile GSIS and FANUC controls.
The training is designed to strengthen the sales capabilities of dealers based
on technical training. HYUNDAI WIA America will continue to make extensive
efforts to improve the service capabilities of dealers who work in customer
contact.

개인정보 노리는 피싱 메일, 속지 마세요!

멕시코법인 안전환경 사진 콘테스트
멕시코법인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안전환경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 콘테스트는
직원들의 안전 환경 의식 함양을 위해 열렸다.
멕시코법인은 직원들이 제출한 출품작 중 52점을 1차로 선정하고 이후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정했다. 지난 4월 5일 열린 시상식에서 멕시코법인장 손준철 이사와 노동조
합 간부, 부서장들은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을 시상하고 시상자를 축하했다.
손준철 이사는 “사진 콘테스트와 같은 안전 캠페인을 확대해 무재해 공장, 우수한 근
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현상

최신기사

다음·네이버로 위장해 개인정보 피싱… 악성메일 주의
[긴급] 블로거 노린 대규모 피싱 공격 발생 ... 초상권 침해 항의 메일 조심!
GDPR 악용해 에어비앤비 고객 노리는 피싱 이메일 공격,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U(유럽연합) 개인정보 규정, ‘18.5.25 시행

HYUNDAI WIA Mexico holds a Safety Photo Contest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a photo contest to raise employee’s
awareness of safety workplace in March. Everyone has participated at the
event and the best photos have been chosen through voting at the office. Son
Jun Chul, the director of Mexico plant, awarded the 1st, 2nd and 3rd prize to the
employees. Mr. Son said, “I will expand the safety campaign, so that me and my
members could create a safety and excellent work enviornment.”

SNS, 블로그 사용자를 타겟으로 한 피싱 메일 피해 다수 발생

트위터의 비밀번호 변경 지시, 이메일로 유출되는 민감정보,
위너크라이 횡행으로 전년대비 400% 폭증한 랜섬웨어 공격

2. 대응방안

1. 모르는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절대 열어보지 말 것
2. 어떤 기관도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면 피싱메일!
3. PC와 스마트폰 보안강화 철저!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실시간 감시 모드를 유지할 것
4.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OTP 사용 일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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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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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수소전기차,

기회의

날개를

펴다
지난 1월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100인회 연간 포럼’. 완강 중국 과
학기술부 부장(장관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
기차 '넥쏘(NEXO)'를 직접 시승한 뒤 "지금까지
내가 타 본 수소전기자동차(FCEV) 중 최고다"라
는 소감을 남겼다.

중국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
부처 차원에서 수소전기차를 핵심 사업으로 육
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유
기업인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주도로 17개 기
업·기관이 참여한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
지산업 혁신전략연맹'도 출범시켰다. 정부의 지
원 사격에 힘입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최대 수
소전기차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수소는 물을 분해하면 나오는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친
환경·미래 에너지 수소는 전(全) 지구적 이슈
인 에너지 부족과, 온실가스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 우주 분자의 90%를 구성하고 있을 만큼
부존량이 풍부하다.
더욱이 달리는 수소차는 도시 공기를 정화하
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궁극의 친환경차'라
고 한다. 충전 속도도 5분으로 짧고, 한 번 충
전하면 600㎞ 이상 달릴 수 있다. 전기차는 급
속 충전을 해도 20~30분 걸리고 주행 거리가
300㎞ 수준(2세대 전기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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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조금, 인프라 등 韓정부 지원 미미

(SPC)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中서 먼저 선택받은 현대차 수소전기차 기술력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충전소 310기를 구축하

WE'RE Looking

WE'RE Sharing

이를 비롯해 후베이성, 장쑤성, 광둥성 등 중국의 각 지
방정부는 수소전기차 시범 사업 유치에 공을 들이며 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

겠다는 것이다. 협약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SK가스,

사실상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될

양한 산업 발전지원정책을 내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

올림픽'으로 명명하며 정부와 자동차 기업이 합심해 수

효성중공업, 에어리퀴드코리아, 린데코리아, 한국도로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현대차와 함께 수소전기차 확산

소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일 역시 2023년 400

공사 등 1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SPC 설

을 위한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

상하이는 오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 관련기업을 100

개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

립위원회를 구성해 충전소 세부 사업모델과 투자 규모

문이다. 현대차그룹이 그간 추진해온 수소전기차 사업

개 이상 유치하고 수소전기차 3000대 양산과 수소충전

고 있는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수소전기

를 확정하고 추가로 참여 기업을 모집해 11월 이내 SPC

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소 5~10개소를 구축하고 이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차 사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통된 견해다.

3만 대 증대 및 수소충전소 50개소 증설 등의 중장기 로

다.

하지만 한국내 상황은 사뭇 다르다. 현대차가 '투싼 수

그동안 수소전기차는 충전소 설치 비용(1개소당 30억

이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수소전기

소차(FCEV)'를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 지난 2013년 3

여 원)과 운영 비용(연 2억원)이 높고, 폭발 위험이 있다

차 대중화가 이뤄진다면 현대차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

후베이성 우한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0개

월부터 첫양산에 돌입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는 인식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어려웠다. 정부는 적정

장에서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

이상의 수소차 산업체인 관련기업을 유치해 수소차 전

을 갖추고도 정부의 미미한 지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수소 가격 체계를 마련하고 수소 유통 구조도 안정시킬

소전기차 시범 사업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와 중국

체 산업 연간 생산액을 100억 위안 이상까지 늘리겠다

치고 있는 모습이다.

방침이다. 또 수소차 충전소 관련 설비 개발, 고가의 핵

자동차공정학회(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주도로 이뤄진

는 목표를 내놨다. 또 2025년까지 △글로벌 기업 수준

심 재료인 백금 대체 물질 개발 등 연구 개발도 적극 지

다. 앞서 중국 자동차공정학회는 현대차그룹이 참여 중

의 3~5개 수소에너지 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30~100

원하기로 했다.

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도 수소차 표준기술 마

개 설치 △수소차 전체 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돌파

련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등을 달성해 세계적인 신형 수소차 도시로 자리매김한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기반시
설을 확충하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
통상자원부와 현대차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유관 기업
과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수차례 중국에서 수소전기차 설

(MOU)'을 맺고 오는 11월 중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

명회를 가지며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이후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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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맵을 제시했다.

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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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유쾌한 사람들,

프로야구 열기가 한창 뜨거운 5월! 현대위아에도 야구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다. 89년 창립 이후 25년 넘게 활동 중인 현대위아
야구부. 세상 어떤 일보다 야구 경기를 1순위로 여기는 이들. 야구에서 사명감까지 느낀다는 이들이 모인 곳. 바로 현대위아 야구부다.
각오는 무겁지만 플레이는 그저 즐겁다. 이들의 신념이 ‘기분 좋게 하자’이기 때문. 물론 이들은 실력도 갖추고 있다. 리그에서 홈런왕
은 물론 우수 투수상 선수도 배출하고 있는 것. 이렇게 재미와 실력을 모두 갖춘 현대위아 야구부의 대표 선수 삼인방을 만났다.

현대위아 야구부

현대위아 야구부에
함께 하려면?
총무

회원

회장

김석환

박승욱

전철수

(야구경력 6년)

(야구경력 6년)

(야구경력 20년)

30

참여 문의 : 총무 김석환
(010-2051-4183)
준비물 : 하고 싶은 마음 하나면 OK
(글러브, 배트 등 동호회 장비
이용가능)
회비 : 2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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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구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김석환 우선 야구는 공을 던질 때나, 배트로 공을 때릴 때 온
힘을 다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운동도
됩니다.
박승욱 야구는 보는 것도 인기가 많은 운동이잖아요. 프로리그
경기를 보면서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경기에서 봤던
것을 직접 재현해보는 재미도 있어요. 경기에서 배운 걸로 나이
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쾌감이 크죠.

Q. 동호회에 들어온 계기?
김 대부분 회원들이 그렇겠지만 야구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대
학생 때도 동아리활동을 했었는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점
심에 운동장에서 공 던지는걸 자주 봤어요. 몇 번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한번은 회계팀 성영진 차장이 글러브를 주고 던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캐치볼 몇 번 하다가 부서 배치 받은 후에
바로 동호회 가입을 하게 됐죠.

Q. 동호회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전 야구부를 25년 넘게 하다 보니, 추억이 많죠. 예전에는 특히 동호회 사우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함께 하
는 가족행사가 훨씬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때 좋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Q. 연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김 저도 동호회에 막 들어왔을 때, 회원 사우들 가족들과 다같이 모여 가족행사 갔던 게 특히 기억에 많이

김 야구는 한 팀에 9명씩, 총 18명의 선수가 동원되어야 하다

남아요. 모두 가족처럼 모여 형수님, 형님이라 부르면서 지내고 식구처럼 대하던 분위기가 정겨웠고 금방 친

보니 매번 정기연습을 갖기는 어렵고요. 평소에는 점심시간을

해질 수 있었죠. 지금도 동호회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활용해 운동장에서 간단히 연습을 하다가 시합을 앞둔 주에 시

박 이전에 3부리그에서 2부로 승격하면서 3부리그에서 준우승한 기억이 남아요. 마지막 경기 승패에 따라

합대비 연습을 갖습니다.

2부에 올라가느냐, 3부에 잔류하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투수를 맡아 부담감도

전철수 창원에서 하는 사회인 ‘창원리그’가 있습니다. 일년에

컸죠. 결국 이겼는데,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부담감을 딛고 이겨서 더 뿌듯하고 기억에 남아요.

13번 정도 경기가 있어요. 총 회원 30명 중 각 자리에 맞게 9명

김 본인 덕분에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웃음)

을 선발해 시합 전 연습을 합니다. 예전에는 시합도 더 자주 나
가서 저는 웬만한 프로야구선수들보다 게임을 많이 했을 것 같
네요(웃음).

Q. 야구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김 관심? 체력은 나중에라도 키울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체력이 있어도 야구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야 실력이 늡니다. 인터넷에서 자세 찾아보고, 경기 보고 분석하면서 해야 야구를 잘

Q. 대회 우승은 많이 하나요

하는 것 같아요.

김 야구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우승 이력도 많죠. 경기 우승
말고도 홈런왕, 타격왕, 우수투수상 등 매년 상을 받고 있어요.

Q. 나에게 야구(동호회)란

박 제가 바로 15년 리그 우수투수상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전 취미활동!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김 내 삶의 반. 개인시간의 절반 정도가 야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프로야구 경기 시청, 야구 연습,장비 쇼핑

Q. 대회연습 외에 다른 친목행사가 있나요?

등 모두 야구를 위한 시간들이죠.

김 물론이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마산 경기장에

박 경직된 회사생활의 꽃이자 회사 내 와이프랄까요.

야구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가족동반행사로 1박 2일 야구

32

친선경기를 잡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팀이랑 경기 후 함께 저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녁식사 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요. 최근에는 거제 야구랜드

전 야구부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주세요! 즐거운 야구를 함께 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를 다녀왔어요.

김 점심시간에 살짝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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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현석 소셜 컨설턴트, 유나이어드 이사

당신에게는
언제나

기회,

열매 만들기

그 달콤한 열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멜리에는 어렸을 적 심각한 심장병이 있다는 오진으로 인해 학교도 가보

‘기회(機會)’라는 단어는 한자어 틀(기)와 모일(회)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기틀이

지 못하고 외롭게 자란다. 엄마를 사고로 잃고 아빠와 단 둘이 살던 아멜리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로는 opportunity인데 물이 들어

에는 독립 후 알바를 하며 무료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집에서 오래전

오는 항구 port에 그 어원이 있다. 해풍을 이용해 항해를 하던 시대에는 조수와 날

기회가

그 집에 살던 사람의 낡은 상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이 상자의 주인을

씨에 따라 항구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 기간을 아는 사람

찾아주며 행복감을 느낀다. 이를 통해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만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회의 어원을 따져보면, 준비

있어요

몰래 여러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마주친 남주인공 니노와 사랑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 미리 알고 기틀을 만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에 빠지게 되고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준비를 통해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아멜리에’는 영국 아카데미상, 세자르상등을 받고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영화 속 아멜리에와 같이 사랑을 하기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통용되
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만한 풋풋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기를 누렸다.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고민하는 아멜리에에게 레이몽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 한다.
“넌 삶의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어. 지금 이 기회를 놓쳐 버리면 결
국 네 심장은 내 몰골처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릴거야.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를 붙잡아.”
그렇다. 기회는 왔을 때 바로 붙잡아야 한다.

영화 아멜리에는 아름다운 색감을 자랑하며 프랑스 파리에 가기전에 꼭 봐야할 영화 중 하나로 소문나있다.
34

기회의 영어 opportunity는 port(항구)에 그 어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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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본인의 일상과 생각을 기록했던 안네프랭크의 일기가 전 세계 많
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나치의 악행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가져왔다. 그만큼 무
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의 발
전과 역사의 단절을 막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수 천년동안 종이를 통해 이어져 왔는
데, 이제는 종이에서 벗어나 대부분은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출현

이든 활자라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읽음으

하며 엄청난 양의 글들이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포털사이트들

로 지식이 확장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진

과 주요 SNS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대중적인 기록들을 독점하며 본인들의 영업이익을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활자를

늘리는데 사용했지만, 암호화폐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로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다가왔고, TTS(Text To

스스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Speech)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문자를 읽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SNS ‘스팀잇(steem-it)이 그 주인공이다. 스팀잇은

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시간

글을 게시하면 특별한 계산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작성자에게 제공한다. 이 암호화폐

과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읽는

는 현재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꽤 높은 편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

이다(원화기준 1스팀 = 3000~4000원가량)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

나인 것이다.

어날수록 암호화폐의 가치도 동반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근래에는 종이책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전자
책을 구매하여 온라인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트

이제는 핸드폰을 통해 활자를 보는 것이 아닌 들을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TTS
기술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글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생각의 깊이도 확장하고 금전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으니 1
석 2조라고 아닌가!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는 안네프랭크의 말처럼 훗

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

날 그 기록들이 모여 당신에게 또 다른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1석 3조라고 할

도 실제로 종이를 넘기는 느낌이 없고 눈의 피

수도 있을 것이다.

로감이 심해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종
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의 e-ink(종이, 금속
또는 어떠한 곳이라도 인쇄되는 액체)를 통해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TTS기술 삽입, 도서
관 등을 통한 무료대출서비스 제공, 각종 메모
기능 등의 독서를 위한 필수 기능들을 제공하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온라인
서점들에서 동시 발매된 ‘크레마 카르타’ 시리즈
는 발매 즉시 완판되었으며 3차 예약판매까지
진행되는 큰 인기를 누렸다. 지금까지 34만명이

크레마카르타는 종이책의 느낌 그대로를 스크린에 옮겨 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제품을 제작하였다.

430만권의 책을 전자책을 통해 읽었다고 하니,
화면으로 활자를 보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전자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
라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사 직원들은
교보 도서관 앱에서 도서를 대여 이용할 수 있다.
❶ 현대차그룹 글로벌 경연연구소 페이지 접속 (https://gbic.hyundai.com/main.do)
❷ 오른쪽 상단 ‘그룹사 로그인’ 클릭 후 사번으로 로그인
❸ 오른쪽 상단 ‘그룹 도서관’ 클릭 후, 전자책 ID 발급
❹ 스마트폰 ‘교보도서관’ 어플 다운로드 후, 도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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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은 작성된 글의 인기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 양질의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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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실행은 늘 어렵다. 읽는 것이든 목표를 정하는 것이
든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 해나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울 것이다. 최신영화도 봐
야하고 회식도 가야한다. 불금도 즐겨야 하고 주말에는 피로를 풀기 위해 낮
잠을 자야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활에서 변화를 찾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도
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목표를 비롯해 여
러 가지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 온오프믹스(http://
www.onoffmix.com)에서는 본인이 직접 모임을 주도할 수 있고 타인이 만든

함께
달리기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매일매일 정성들여 키우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한다.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다. 혼자서 달리기 힘들다면 함께 목표를 공유하

씨를 뿌린 다음날

며 나아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바로 결실을 맺는 식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다림을 통해
달콤한 과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기다림의 미학
준비된 사람의 기다림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매일매일 정성들여 키우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
한다. 씨를 뿌린 다음날 바로 결실을 맺는 식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다림을 통해 달콤한 과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학자이자 저널리스트
인 홀름 프리베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
야기 한다. 때문에 기회를 잡으려 너무 조급해 해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원하
고 또 원하면 언젠가 하늘에서 기회는 뚝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머뭇거
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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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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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사람다워질 기회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남의 무언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고약한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의외
로 자주 맞닥뜨린다. 그럴 땐 대체로 어떤 사정들을 앞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일’ ‘나로선 당연한 일’ ‘당신이 나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일’이라는 말로 자기방어에 나
선다. 내가 얻는 것보다 남이 잃게 되는 것이 클 때에도 좀처럼 그 선택을 포기하지 못한다. 미안해하
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를 혐오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윤리적 모순을 꾸역
꾸역 감수하는 것을 보면 인간만큼 슬픈 동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양심과 욕심의 사이에서
마음은 양심에 이끌리는데 손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굳이 해설하려 드
는 것부터가 우리의 모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더 슬퍼질 수밖에 없다.
형제 감독인 장-피에르와 뤽 다르덴의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 (2014)은 우리가 강요된 선택의 문
제 앞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양한 군상의 모습으로 촘촘하게 보여준다. 영화는 산드라(마리옹
꼬띠아르)라는 실직 위기의 여성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의 직장동료들이 ‘산드
라의 복직이냐, 나의 보너스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보이는 여러 태도에 있다. 산드라의 입장
에 선다면 아마도 누구나 그의 희생(실직)을 전제로 보너스를 선택한 동료들을 비난하겠지만 아무래
도 우리는 산드라보다는 동료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내가 저들 중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생각하면
서 이를 다시 3자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영화는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모든 영화의 감상법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볼 만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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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면 더욱 곁
눈질을 하게 되는 법이다. 남들 눈치 때문에 스

산드라의 힘겨운 설득 작업은 동료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고 시작한 일이다. 남편 마누(파브리지
오 롱기온)는 절망한 채로 포기하려는 아내 산드
라에게 직장동료들을 설득해보자며 그들이 보너
스를 선택하기 전에 망설였을 거라고 말한다. 산
드라가 마주한 동료 중에는 “보너스는 우리가 일
한 대가인데 왜 너한테 주느냐”며 가슴에 대못
을 박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여러 형태로 갈
등과 죄의식을 내보인다. 보너스를 포기할 수 없
다면서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대면을 피하고, 거절을 듣
고 돌아가는 산드라를 쫓아가 “다시 생각해보겠

널 버린 게 아니라
보너스를 택했을 뿐
프랑스어 원제가 ‘Deux jours, une nuit’(1박 2일)인 이
영화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는 산드라가 자신의 해
고 결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는 이틀간의 이야기다. 병가
를 냈다가 복직을 앞둔 산드라는 회사가 경영난을 들어 진
행한 투표의 결과로 실직 위기에 놓인다. 사장은 산드라의
동료인 직원 16명에게 산드라를 복직시킬지, 보너스를 받
을지 결정하도록 하는데 절망스러울 정도의 압도적 다수
가 보너스를 선택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산드라는 절친
한 동료의 도움으로 사장으로부터 재투표 허락을 받아낸
뒤 나머지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에 나선다. 토요일 낮
부터 재투표가 예정된 월요일 아침까지. 산드라에게는 실
직 위기를 벗어날 기회가, 동료들에게는 선택을 재고할 기
회가 주어진 것이다.
동료와 보너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
제삼자의 눈으로는 무엇이 더 옳은지 분명해 보이지만 각
자의 사정이 개입하면 그 옳은 것에 손을 뻗기 쉽지 않다.
산드라를 실직시키고 단 한 번 받게 되는 보너스는 정규직
기준으로 1000유로, 약 130만원이다. 한 사람의 안정적 수

고 있다)은 첫 투표에서 대부분 이 돈을 선택했다. 그들 중
에는 산드라와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고, 산드라에게 도움
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을 찾아온 산드라에게
저마다의 이유를 내세우며 보너스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아내의 실직, 자녀 학비, 집세, 남자친구와의 새 출발, 마
당 공사, 가장이라는 본분 등.
동료들은 하나같이 “보너스를 선택했다”고 말할 뿐 “너
(산드라)를 버렸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투표해줄 수 있느냐”는 산드라에게 한 동료는 “널
반대한 게 아니라 보너스를 택한 것뿐”이라며 양자택일을

다”고 말한다.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가장이라 보너스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 동료는
“과반수가 널 지지하면 내겐 재앙이겠지만 그래
도 그렇게 되길 바랄게”라고 말하는데, 이 앞뒤
안 맞는 모순적 태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
이 옳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태도는 현실

스로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계
약직원은 “이웃을 돕는 게 신의 뜻”이라 생각하
면서도 다른 동료들 눈 밖에 날 것이 두려워 산
드라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식으
로든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다. 그가 받게 될 보너스는 남들과 달리 푼돈에
불과했다.
도의를 무시하고 실리만 쫓는 건 무서운 일이
다. 실리를 추구할 때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
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까지 손에 넣는 무엇
은 훔친 물건이나 다름없다. 산드라를 실직시키
고 받게 되는 보너스를 당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재투표로 산드라가 얻은 기회가 ‘복직할
기회’라면 동료들이 얻은 기회는 ‘사람다워질 기
회’다. 여러 동료가 산드라에게 “다시 생각해보
겠다”거나 “너에게 투표하겠다”고 약속하고, 재
투표는 예정대로 월요일 아침에 치러진다. 우리
가 산드라의 동료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선택으로 어떤 사람인지 결정된다면 좀 더 흔들

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아니다.
산드라가 한 사람씩 설득해갈수록 남은 동료들
은 지금까지 보너스를 포기한 사람이 누군지 궁
금해 한다. 거기에는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한

하도록 한 사장에게 책임을 돌린다. 또 다른 동료는 산드
라가 지지 의사를 묻자 “그럼 보너스를 놓치잖아”라고 말
하고는 이 상황은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한
다. 이들은 그저 부당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너스와 직장동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동료를 해고시키는 대가임
을 알면서 보너스를 선택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더
나쁘고, 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투표라는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 절차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책임을 분산시
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영화는 꼬집는다..

입원을 잃게 만들 만큼 큰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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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게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엿

내겐 재앙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길

근로자인 동료들(일부는 회사 몰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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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고 ‘사람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
겠다. W

WE'RE Sharing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함께하는 기쁨, 나눔의 행복

현대위아
독거노인 사랑의 생필품 전달
우리 회사 1%기적은 지난 4월 19일, 창원시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에서 ‘저소득 생필품 전달식’을 열고 약 300세대의 독거노인 가정에

1%기적

| 2017년 나눔 릴레이 활동 |

1월

장애인복지관
목욕의자 지원

2월

저소득
아동 책가방 지원

3월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3차)

4월

미혼모시설 영유아
키트 지원

총 137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원 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가족도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 분들
에게 꼭 필요한 쌀, 라면, 간장,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39명

이번 전달식에는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주용수 부관장 경남사회복
지공동모금희 신희정 팀장, 우리 회사 단조생산1부 김희철 반장, 소
재생산관리팀 이실만 차장이 참석했는데요. 생필품을 전달받은 진해

5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선풍기 지원

128명

6월

125명

7월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독거노인 쌀 기증

3개소

8월

미혼모 가정 젖병
소독기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주용수 부관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거노
인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해주신 현대위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필품을 받고 기뻐하실 어르신들의 얼굴을

221세대

떠올리니 벌써부터 마음이 벅차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60명

221세대

120세대

전달식에 참여한 단조생산1부 김희철 반장은 “기금이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 같아서 더 없이 뿌듯하다. 앞으로
도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공장 1%기적 캠페인 시행

9월

장애인복지관 급식
환경 개선 사업 지원

10월

4개소

11월

저소득 아동
겨울패딩 지원

128명

한부모 가정 생필품
및 겨울이불 지원

12월

45세대

저소득 노인
전기장판 지원

200세대

1%기적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우리 회사 창원공장에
서 1%기적 활동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1%기적은 지
난 2012년부터 시행한 당사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대표이사
부터 신입사원까지 매월 급여(기본급)의 1%를 모아 우리 주위의 어
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84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매달 약 5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

|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착한 임직원들’로 우뚝 |
현대위아는 ‘1%기적’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 우수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나눔국
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경상남도가 주최한 ‘2017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지역나눔 문화 확산 우수기업’
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올해의 아동복지인상’에서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나눔 문
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난 2012년부터 누계 모금액은 무려 3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작기계품질관리팀 양정용 반장, 변속생산부 정도
식 반장, 등속생산부 황규배 반장, 단조생산1부 이상점 주임, 주물
생산부 배재열 주임이 함께 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주물생산부
배재열 주임은 “1%기적 전달식에 참석할 때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들이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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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7 지역나눔 문화 확산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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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현대위아 임직원
아동복지인상

WE'RE Thinking

WE'RE Talking

회사 근처 여행지도

WE'RE Looking

WE'RE Sharing

글 김현정 여행작가

01 청춘발산마을의 상징인 108계단.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연결해주는 통로다. 마을 주민들은 이 계단
에 앉아 발산광장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축제를 구경한다. 소리파이프를 이용해 소통도 할 수 있다.

광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마침내 기회는 온다”

청춘발산마을 관전 포인트는 마을 구석구석에 쓰인

꿈을 전하는 광주의 아름다운 마을들

주옥같은 글귀들이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청춘아 안녕? 청춘발산마을

없을 때, 그 슬픔에 기대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나의 열정을 쓰다듬어 준다’ 등등... 삶이 팍팍하고 고

발산마을은 광주의 대표적인 달동네 중 하나였다. 발

단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산마을 광주천 건너편에는 1970년 ‘전남방직’(현 전방)
공장이 있었다. 6.25 전쟁 후에는 피란민들이 모여들면
서 마을이 생겼고, 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광주의 예루살렘,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젊은 여공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북적거렸다. 비교적
저렴한 값에 방을 구할 수 있었기에 돈 없는 젊은 청춘

이국적인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거목이 숲
을 이룬 양림동은 역사와 건축, 문화와 예술이 있는 커

들은 이 달동네에다 터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방직산업이 쇠하면서 마을도 쇠하기 시작했

다란 근대사 박물관이다. 양림동은 일제강점기에 선교

다. 여공들이 하나둘 정든 마을을 떠나가면서 빈집들

사들이 교회를 열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 ‘광주의 예루살

이 늘어났다. 또 주변에 사원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규

렘’, ‘서양촌’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다. 당시에 만들어진

모 임대아파트가 생기면서 다른 원주민들도 마을을 떠

기독교유적과 우리 전통유적이 좁다란 골목을 따라 오

나갔다. 한때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젊은 노동자들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의 안식처였을 이 마을은 빈집이 늘어나고 흉하게 변해

양림동 여행은 양림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 양림교
회는 광주 최초의 교회로 1904년 미국 선교사 배유지

갔다.
그런데 허름한 이 마을에 희망을 품은 젊은 예술가들

(Eugene Bell, 1868~1925)가 자신의 사택에서 예배를

이 찾아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 골목에 정원을 만

드린 것이 그 시작이다. 현재 건물은 1954년에 지어진

들고 벽화를 그려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마을을 마

것으로 양림동 여행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01 고려 말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던 중 달을 보고 홀연히 도를

양림교회 바로 앞에는 오웬기념각이 있다. 광주광역

치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었다.

깨우쳤다 하여 암자 이름을 간월암이라 하고, 섬 이름도 간월도라
하였다고 한다. 간월암은 밀물과 썰물 때 섬과 육지로 변화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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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드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진 낙
조와 함께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을 때의 경관이 빼어나다.

WE'RE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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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양림동 골목으로 내려서면 김현승 시인의 호를 딴 ‘다형
(茶兄) 다방’이 있다. 작은 무인 카페로 누구나 들어가 시인과
양림동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차 값은 주머니 사정에 따
라 통에 넣으면 된다.
다형다방에서 나오면 전통가옥인 이장우 가옥(광주광역시
민속자료 1호)과 최승효 가옥(광주광역시 민속자료 2호)을 만
날 수 있다. 이장우 가옥은 1899년에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일
자형이 주를 이루는 남방형 가옥과 달리 한양의 가옥처럼 ‘ㄱ’
02

04

03

05

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집안의 부와 권위를 상징했다. 지금으

06

로 치자면 광주 부자가 서울식으로 최신식 집을 지은 것이다.
02 양림동 시간여행의 이정표가 되는 양림교회. 광주 최초의 교회.
03 오웬기념관
04 우일선 선교사 사택.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 아름
드리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이국적이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일본식 정원과 함께 배치된 곡채간, 행
랑채, 사랑채, 멋지다.
최승효 가옥은 1920년 독립운동가 최상현이 지었다. 당시 일
본요정으로 운영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였고, 본채에다
가는 비밀다락을 두어 독립운가들을 숨겨주기도 했다. 현재는
설치미술가 최인준이 문화공간으로 꾸며놓고 있다. 이 집은
개화기의 한옥으로 한말 전통 가옥에서의 이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한다.

시 유형문화재 제26호다. 1914년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

국적인 나무들이 운치 있다. 사택 뒤편 산책로를 따라가

한 오웬(Clement C. Owen. 1867~1909)과 그 할아버지

면 선교사 묘원이 나타난다. 이곳에는 배유지와 우일선을

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출입문이 2개인데, 유

비롯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간 수

교사회였던 당시 관습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출입하는 문

많은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다.

정크아트의 진수를 보다, 펭귄마을
양림동 주민센터 뒤, 펭귄모양의 이정표를 따라 좁은 골목길
을 들어가면 70, 80년대 마을이 전시장처럼 나타난다. 이곳
주민인 어르신들이 무릎이 불편해서 걷는 모습이 뒤뚱뒤뚱 마

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지역 근대문화의 전당으로 사용

바로 이어 있는 수피아 여중·고교에는 문화재청 등록

되었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각시탈>의 촬

문화재로 지정된 수피아 홀(제158호), 배유지 기념예배당

영장소이기도 하다.

(제159호), 윈스보로우 홀(제370호)이 있다. 수피아여학

마을 주민들은 과거 화재로 타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치우고

옛날 호남신학대학교가 자리 잡은 나지막한 언덕은 전

교는 선교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고, 일제강점

버려진 물건을 가져와 동네 벽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깨진 접

염병으로 죽은 사람이나 어린 주검들을 풍장(風裝)하던

기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휴교와 폐교를 거듭하기도 했다.

시, 고장 난 시계, 안 신는 신발 등이 걸려 있는 노천갤러리다.

곳이다. 선교사들은 이곳에 사택을 짓고 병자들, 특히 한

그래서 광주 3.1만세운동 동상도 여기에 서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드
는 ‘정크아트’의 진수를 보여준다.

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낯선 이국땅 변두리에서 가난하

양림동에는 시인의 길이 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

고 병든 자들과 버림받은 주검들을 거두어 자신들의 신앙

소서~”로 시작하는 <가을의 기도>를 쓴 시인 김현승

마을 규모가 크지는 않다. 정크아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산만

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다.

(1913~1975)은 이곳을 오르내리며 시상을 떠올리며 시를 썼

하고 이게 뭐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쓰레기도 예술이 될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

다. 평양에서 태어나 양림교회 목사가 된 아버지를 따라 광

수 있다 하니 구경삼아 한번쯤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축물이다. 장애아와 고아들을 돌보며 한센병 치유에 앞장

주를 내려온 그는 선교사 사택이 있는 현 호남신학대학의

양림동 대표 명소 사직공원 전망타워. 최근 재건축 되어 연

섰던 우일선(R.M.Willson)이 1905년에 지었다. 사택앞마

언덕을 산책하며 사색을 즐겼다고 한다. 호남신학대학교 안

인들 데이트 코스나 밤야경을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

당에는 선교사들이 향수를 달래기 위해 고향에서 가져다

에는 <가을의 기도> 시비가 있다. 근처에는 양림동 일대와

다. 멀리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바라보며 광주 시내를 한눈

심은 은단풍나무, 아름드리 피칸나무, 흑호두나무 등 이

무등산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공간도 있다.

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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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펭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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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피아여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했던 수피아 홀
06 3.1만세운동 기념 동상
07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의 망월동 5.18 묘지는 두 군데라고
한다. 하나는 국립5.18민주묘지라고 불리는 신묘역과 또 하나
는 민족민주열사 묘지라고 불리는 구묘역이다.

WE'RE Talking

05 ‘백제의 미소’로 애칭 되는 마애여래삼존상.
천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지금도 여행객들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보낸다.
06 간월암 이곳에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어리
굴젓을 보냈는데 그것이 궁중의 진상이 되었
다고 한다. 그래서 매년 정월 보름날 만조시에
간월도리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 굴의 풍년
을 기원하며 굴부르기 군왕제가 열리고 있다.
07 철새박물관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의 새와 숲을 상징하는 조형물 형태로
서산 버드랜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E'RE Looking

WE'RE Sharing

5.18기념공원
5.18기념공원원 5.18의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조성된 시민 휴식공간이다. 1995년 상무대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공원을 조성했다. 넓이가 20만4,985㎡로
전통연못과 다양한 수목들이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연학
습장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5.18기념공원에는 5.18자료실과 공연·행사시설을 갖춘
5.18기념문화관, 시민군조각상 및 추모승화공간, 5.18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분수공간을 갖춘 대동광장이 있다. 5.18민
주화운동학생기념탑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도 있으며, 공원
정상에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3층 누각인 오월대가 있다. 그
밖에 사찰 무각사와 잔디광장, 산책로 등도 있다. W

08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의 망월동 5.18 묘지는 두 군데라고 한다. 하나는 국립5.18민주묘지라고 불리는
신묘역과 또 하나는 민족민주열사 묘지라고 불리는 구묘역이다.

5월의 광주, 잊지 말아야 할 그 봄날의 기억

5.18민주광장

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와 이

따뜻해도 식어도 자꾸자꾸 손이 가는 게튀김

곳에 묻었다. 연고지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27일 도청 함

게는 게장으로만 먹는 건가 했더니 튀김으로도 먹는다. 놀라면서 먹게 되는 게튀김. 비주얼

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어 와 묻었다.

도 신선하지만 맛은 더 신선하다. 바삭바삭. 게튀김 한 봉지를 손에 들고 시장구경을 시작

1990년이 지나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자
구 도청 앞 원형 분수대와 넒은 광장은 한국 민주주의를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국립

상징하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낳은 산실이다. 5.18 광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묻혔던 영령

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분수대를 연단으로 하여 각

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

종 집회를 열러 항쟁 의지를 불태웠다. 5월 18일 이전 3

장되어 편안히 영면하게 되었다.

일 동안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대규모 민족 민주

민족민주묘역에는 그 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회 대성회를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 군사통치 종식과

이한열, 강경대, 김남주 시인 등 37인의 열사들이 잠들어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항쟁후에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

있다.

해 보는 것도 괜찮다. 맥주 한잔을 곁들이면 안주로 일품이고, 혹시 다 못 먹어 내일 아침
에 먹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맛이다.

삼뚱이
삼겹살과 김치와 야채들이 와글와글 뚱글뚱글 모였다고 하여 삼뚱이다. 삼뚱이 하는 집들
은 늘 줄이 길다. 배고프면 서러우니 다른 먹거리 한 개 정도는 손에 들고 줄을 서시오.

돼지고기 육포
대인시장 한켠에 오래된 고기집이 있다. 고기 다루는 일을 오래하다 보니 이래저래 조리법

화 투쟁 과정에서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영혼이 이곳에 들

민족민주묘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러야만 했

도 많이 연구했다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소고기? 아니 돼지고기 육포다. 기름기 없어 단

러 시민들의 분향을 받으며 전 국민의 투쟁의지를 일깨웠

던 비통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원형을 그대로 복원

백하고 맛도 일품이다. 돼지고기 육포는 야시장 할 때만 아르바이트용으로 판매한다고 하

다. 도청 앞으로 불렸던 이 일대는 현재 ‘5.18 민주광장’으

하여 사적지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80년 5월 안장되었

니 참고하시길...

로 명명되어 불리고 있다.

다가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된 139기 열사의 묘역도
가묘 형태로 복원해 놓았다.

5.18구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

광주의 망월동 5.18 묘지는 두 군데라고 한다. 하나는
국립 5.18 민주묘지라고 불리는 신묘역과 또 하나는 민족

과거 ‘망월동 묘지’라고 불렸던, 5.18민중항쟁 당시 산화

천원 국수
천원이라고 무시하면 큰 일 난다. 국물이 시원하고 면발이 탱글탱글. 맛도 양도
가격도 대만족이다. 구수, 비빔국수, 어묵, 김치전, 부추전 모두 1~2천 정도다.

민주열사 묘지라고 불리는 구묘역이다.

한 영령들이 묻혀 있던 곳이다. 당시 시민들은 공포와 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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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1. 많은 사우들의 호응 속 진행 중인 '18년 전사원
교육과정의 이름은?

수선화
– 윌리엄 워즈워스

골짜기와 언덕 위를 높이 떠도는 구름처럼
2. 현대위아 야구부에서 15년 창원리그에서 우수
투수상을 받은 사우의 이름은?

외로이 헤매다가
문득 나는 보았네
수없이 많은 황금빛 수선화가
호숫가 나무 아래서
미풍에 한들한들 춤추는 것을
호숫물도 옆에서 춤추었으나
반짝이는 물결은 수선화의 기쁨을 따를 수 없었네
이토록 흥겨운 친구와 어울렸으니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SIMTOS
2. 시간차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강준웅 / 주조품질관리팀

어찌 시인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정훈 / 국내서비스팀

그러나 그 광경이 얼마나 값진 것을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이현욱 / 공작부품개발팀
박이찬 / PT시험팀
황진우 / 부품생산부

나는 보고 또 보았다
가져다 주었는지 나는 미처 알지 못했노라
이따금 하염없이 수심에 잠겨
자리에 누워 있으면
수선화들은

엽서를 보내는 게 귀찮고 불편하시다고요?

고독의 축복인 내 마음의 눈에 반짝이노라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엽서를
이용해보세요!

그럴 때면 내 마음은 차오르는 기쁨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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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노라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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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