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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땀으로 열매를 맺다

WE'RE Looking

노오오오오오력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제각기 다르지만, 거기에도 공통
점은 있다. 바로 ‘우리 아이의 취미가 독서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관대한 부모에게도 이 바
람만큼은 유효하다. 여기에 뇌 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tvN의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이렇게 일갈했다. “독서가 어떻게
습관이 돼요?”
실제 독서가 취미인 어른은 거의 없다.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를 쉽
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1월 초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욱 처참하다. 응답자들
은 1년 동안 평균 10권의 책을 읽었다고 답했다. 독서량 변화를 묻
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48.6%)이 과거보다 책을 적게 읽
는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더 많이 본다고 대답한 이들은 13.1%에
머물렀다. 이렇게 어른조차 책과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가 책
읽기에 매진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독서가 습관이 될 방법은 없을까. 아니다. 실
제로 부모는 책을 펴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지만, 아이들은 책을 끼고 뒹구는 가족들도 많다. 여기에 또한 공
통점이 있으니 바로 ‘재미’다. 정재승 교수는 이를 두고 “독서는 쾌
락이 되어야 평생 독서하는 어른이 된다”고 말한다. 어떤 책을 읽
든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이 끓는다면 책은 손에서 떨어지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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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일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오오오오오력’ 한다고, 실제 노력할 수도 없을뿐더러 원하는 결과는 더더욱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나 재미가 있으면 얘기가 다르다. 상상하기도 쉽다. 많은 이들이 즐기는 골프를 예로 들어 보자. 골프의 재
미에 푹 빠진 사람들은 일단 TV의 채널부터 바꾼다.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언제나 채널을 9번으로 고정해뒀던 것
처럼, 이들의 텔레비전은 언제나 SBS골프나 JTBC GOLF에 고정된다. 골프를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 매
번 똑같은 것 같은데 재밌느냐”고 물으면 최소 10분 이상 골프예찬론을 들려줄 준비도 되어 있다.
골프의 재미에 흠뻑 빠진 이들에게 이정도 노력을 노력이라 할 수 없다. TV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다.
평소 ‘기계치’로 보이던 이들까지 골프앱만큼은 10대 청소년보다 프로다. 다음 라운딩의 장소를 최저가 비교로 날
카롭게 선정하고, 괜찮은 골프용품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하곤 한다.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등 골프용품 메이커를 줄줄 꿰는 것은 기본이며 이들의 특성에도 빠삭하다. 이 외에도 골프마니아들이 한 타수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각고의 노력은 일일이 서술하기 힘들 정도다.
이것이 어찌 골프뿐일까. 당구에 푹 빠진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면 직사각형의 당구대가 그려진다
고 하지 않는가. 이들은 상상의 나래에 펼쳐진 당구대에서 큐를 가다듬는다.

어에 나와 저마다의 성공사례를 들려주는 성공한 직장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언제나 유효하다. 방송인으로 변

인들의 공통점 역시, ‘나는 일이 재미있었다’이다. 맡겨

신한 서장훈씨가 “어떻게 농구를 즐기기만 했겠느냐.

진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해내고, 더 나은 방법이 없

죽을 것만큼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훈련의 고됨

을까 궁리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

을 표현한 것이지 농구의 즐거움, 경기에서 이기는 즐거

이다. 이 재미를 느껴본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후회와 환

움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가 고된 훈련을 결국 견뎌

멸을 느낄 때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고? 그야 ‘열심히

낸 것은 즐거움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하다 보면 다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

이다.

까. 그저 ‘꼰대’로만 보이는 상사들이 ‘옛날엔 안 그랬다’

우리 각자의 노력은, 특히나 회사에서의 노력도 즐거

고 말하는 기저에는, 저 옛날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

움 속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한두 명의 노

하더라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을 기획하는 선배 직원에서

우리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 회

부터, 함께 해나가는 후배 직원까지 함께 ‘더 재밌는 현

사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우면 일은 저절로 이뤄진다. 그

대위아’를 고민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후배들은 스스

렇다면 재미있는 직장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로 관심과 흥미를 가진 분야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할

부분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재미만을 연구하는 ‘게임기

것이고, 선배들은 후배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일을

획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게임기획자들이 새로운 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일을 끝낸 후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임을 고민할 때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①흥미로운

보상으로 격려해줘야 한다.
함께 더 재밌는,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
더 이상의 ‘너는 왜 노력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필요도,

직장생활도 게임과 다를 바 없다. 일단 개개인에게 주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도 저마다의 최선으

어진 ‘일’에 적당한 재미요소가 있어야 한다. 보통 미션

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말

에서의 흥미는 ‘이야기가 되느냐’와 ‘미션이 분명 하냐’

이다. 그래도 노력을 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물

에 달려있다. 더 쉽게 말하면 ‘시킨 사람도 왜 시키는지,

어라. “지금 여기는 즐거운 곳인가”를. W

뭘 해야 하는지 모를 그런 미션’에 재미가 있을 리 없다
는 거다.
또한 주어진 업무는 적절한 수고를 들여 완수할 수 있
어야 한다. ‘시키는 사람조차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은 적절한 난이도라 볼 수 없다. 업무를
제대로 끝냈을 때는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급여,
승진 하다못해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라도 필요하다. 상
호작용 역시 마찬가지다. 일을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한
다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고, 금세 포기하게 된다.

재미에서 발현한 노력은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 실력에서 얻는 쾌감이 노력의 고통을 압도한다. 실력이 조
금씩 향상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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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즐거운 회사를 위하여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작용 등이다.

재미는 노력의 근원이다. 재미가 없다면 100%의 노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인터넷 표현으로 무작정 ‘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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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노력’보다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재미’다. 미디

미션 ②적절한 난이도 ③확실한 보상 ④지속적인 상호

재밌으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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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IMTS 2018에서

첨단 공장자동화 시스템 선보여

- 9월 10~15일 미국 시카고 공작기계박람회 참가
- 공장자동화 시스템 PLS ·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 공개
- 공작기계 신제품 대거 선보이며 수주 나서

작업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가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PLS는 기기에 딸린 운영모니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팔레트의 움
직임과 적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PLS와 연
결된 공작기계가 어떤 가공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생산 스케줄링 조절과 공작기계 공구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공작기계업체 중 최초로 ISO(국제표
준화기구)의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트
윈 제조기술은 가공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준화해 생산 효
율성을 끌어 올리는 기술입니다. 항공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공작기계 5대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각 공작기
계에 맞춘 가공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하
나의 표준화한 공정코드로 모든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디지털 코드’로 바꿔 저장해 가
공 중 문제가 생기면 이 코드를 추적해 곧바로 대응이 가능합니
다. 이 밖에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함께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공작기계 신제품으로는 HD2600M·HD3100M·KF4600·KF
6700·HS5000M 등 총 5종을 선보였는데요. 이들 신제품은 이송
속도와 가공속도를 기존 모델보다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가공
시에 발생하는 열로 생기는 변화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새로운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 전시회
‘IMTS(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018’에서 첨단 공장자동화 시스템과 공작
기계 신제품 5종 등 총 11종의 공작기계를 공개했습니다. IMTS는 전 세계 2500여개 기계 회사와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운 공장자동화 시스템 PLS(Pallet Line System)를 선보였습니

또한 유럽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고성능 5축 공작기계 XF6300 전
시를 통해 북미지역 고객들과의 수주 논의를 끌어내기도 했습니
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북미지역에 높은 기술력을 알린 현대위아
공작기계!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스마트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시장을 이끌어갈 모습을 기대합니다. W

다. PLS는 작업자가 해야 하는 가공물의 이동과 적재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죠. 공작기계
가 가공을 한 뒤 PLS를 이용해 적재공간으로 제품을 옮기고, 새로운 가공 소재를 공작기계에 올려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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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people

“나에게 자기계발이란
성취감이다”
기계가공 기능장에 합격한
송수진 기술사원을 만나다.

흔히 어느 분야에 능통하게 될 때, 무언가를 정복하다시피
할 때 ‘마스터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어느 장소를 빠삭하게
알게 될 때나 외국어를 배우며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심지어
게임의 경우에도 전 레벨을 다 정복했을 때 마스터했다는 말
을 자주 썼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도 한 분야에 어느 정도 정통한 자격을 갖추
게 될 때 이 마스터의 호칭을 붙인다. 더 정확하게는 ‘master
craftman’, 우리말로는 ‘기능장’이다. 기능사, 기사 여러 종류
의 자격증이 있지만 바로 이 기능장 난이도가 되어야 비로소
마스터 호칭이 붙기 시작한다. 기능장보다 더 높은 단계 중 제
일 높은 단계의 호칭은 ‘명장(master hand)’이 있다. 기능장은
바로 이 명장이 되기 위한 일종의 발판인 셈이다.
수확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 산업 현장의 마스터를 꿈꾸
며 이 기능장 시험에 도전해 한 해의 값진 성과를 거둔 사우가
있다. 9월 14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창원 3공장 등속생산부
의 송수진 사우의 자기계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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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프로그램 짜고 가공하는 과제, 네 번째는 선반 프로그램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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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어봤더니 흔쾌히 기술지원센터 협조를 구해주더라고요.

고 가공하는 과제입니다.

Q. 기능장에 합격한 소감
Q.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과정을 알려주세요

송 많이 후련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좋았지

송 기능장은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같은 게 따로 없거든요. 독학

만, 그만큼 또 관심도 많이 받아 부담이 컸거든요. 붙었더니 다

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기능사나 산업기사 준비

들 자기 일처럼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축하도 많이 해줬어요.

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공부하면 다 기억은 납니다. 근데 실기시

뿌듯합니다.

험이 기계로 직접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도
움을 크게 받았어요! 기술지원센터 기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우

Q. 본인에게 자기계발이란?

리 팀에서, 또 타 팀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죠. 주간 조일 때는

송 성취감이겠죠? 기능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람이 있었

근무 마치고 기술지원센터에서 연습하고 집에 가서는 또 컴퓨터

는데, 처음엔 아무리 해도 어렵고 계속 실패하던 과제를 매일 연

로 캐드와 캠 프로그램을 연습했어요.

습하다 보니 스스로 성공해낼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무척 보
람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Q.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연습을 했나요
Q.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이번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 계기가 있나요

송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도면보고 가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

Q.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송수진 2010년 입사해 등속생산부 CVJ 가공 1반 송수진 사원

송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만족으로 시작했죠. 우

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 찾아 스스

송 공부는 이제 그만 하려고요. (웃음) 일단은 별 생각이 없지

입니다. 창원 3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9월 14일 국가기

리 회사는 아닌데, 제 친구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에 도전

로 프로그램 돌려보고, 기술지원센터에서 또 남는 재료로 직접

만 길게 보면 명장이 있지 않을까요? 회사 열심히 다녀서 나중

술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기능장에 합격했습니다.

해 딴 것을 보고 저도 따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기능장이 기능

가공 연습도 했어요. 머시닝, 선반 둘 다 시험대상이어서 우리

에 명장도 도전하게 되면 좋겠죠.

사, 산업기사 준비했던 내용이랑 기본은 비슷하거든요. 입사 후

회사 제품들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죠. 원래 시험에서는 알루

자격요건을 충족한지는 지났는데, 이제서야 처음 도전하게 되었

미늄 소재로 가공하지만 회사에 있는 게 플라스틱 재료여서 연

죠. 친구의 자격증 취득 소식에 저도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습 땐 이걸로 연습했어요.

Q. 이번에 취득한 기능장은 어떤 자격증인가요
송 저는 이번에 기계가공 기능장에 합격하였는데요, 기본적으
로 기능장은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따고 동일 분야에서 일정한

송 다들 예전에 한번씩은 했던 공부임에 틀림 없으니까요, 더
잊어버리고 늦기 전에 빨리 기능장에 도전하시길 추천합니다! W

젊을 때 따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Q. 회사 동료들과도 함께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경력을 쌓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한 후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들어가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

Q. 총 준비기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송 연초에 올해 계획으로 삼으면서 관심 있어 하던 동료들 다

따게 됩니다. 기계가공 기능장의 경우 선반, 연삭, 밀링 등 기계

송 올해 3월에 필기를 한번 떨어졌었어요. 1년에 2번 시험을

섯 명이 같이 준비했죠. 한 명은 실기 준비하다 포기하고, 두 명

가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죠.

칠 수 있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 7월에 2차 필기가 있더라고

은 실기까지 같이 봤는데 떨어졌어요. 각자 과목별로 하나씩 잘

실기 역시 기계가공 실무로 이뤄져요.

요. 이 때 붙고 7, 8월 두 달간 열심히 실기 준비를 했죠. 필기보

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서로 모르는 것 알려주고 도와주는 게 독

다 실기가 훨씬 어렵고 준비할게 많거든요. 실기는 총 4과목인

학하는 시험 특성상 도움이 많이 되었죠.

Q. 기능장을 따려면 기능사나 산업기사 모두 자격이 있

데 하루 2개씩 2일동안 봅니다. 주말에 한번, 평일에도 한번 시

어야 하는 건가요

험 쳐야 해서 휴가 내고 시험 보러 갔어요. (웃음)

Q. 다음 번에도 또 도전할 동료들에게 합격 팁을 나눈다면

송 기능장 전에 준비하는 자격증으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

실기 준비하는 두 달간은 매일 적어도 2시간 반씩은 꼬박 꼬박

송 다들 실수 한 개 때문에 아쉽게 떨어졌더라고요. 실기 과목

사 등이 있는데요. 다 따야 하는 건 아니고, 각기 다른 종류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간 조일 때는 퇴근 후 새벽 5시까지 하다

4개 중 한 개라도 떨어지면 불합격이거든요. 실수를 안하고 차

보시면 돼요. 대상이 다르거든요. 기능사는 고등학교 때 준비하

가 자고, 주간 조일 때는 저녁에 애기 재우고 컴퓨터로 공부하고

분하게 하는 게 준비한 만큼 볼 수 있는 합격 팁인 것 같아요.

는 시험이고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에서, 기사는 4년제 대학에

그랬죠.

Q. 준비하며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서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해당하는 것 하나를 무조건 딴 후
동일 직종에서 몇 년 이상 일해야 기능장을 딸 수 있어요. 예로

Q. 기능장에 도전하고 싶은 사우들에게 한 마디

Q. 시험방식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송 공부야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면 되는데, 실기 준비

기능사는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 산업기사는 취득 후 5

송 시험장에서는 조립도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과제가 이 조립

는 정말 회사의 도움이 없었으면 준비할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기

도를 분석하고 부품을 해석해서 캐드로 도면을 그리는 거에요.

처음엔 기계 연습할 곳이 없어 대학에서 하는 기능장 과정도 찾

능사, 대학생 때 산업기사 둘 다 취득한 경험이 있어요. 기능장

두 번째 과제는 도면을 바탕으로 3D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이걸

아봤어요.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며 준비하는 과정인데 무려

은 이번에 성공해서 입사한지 8년만에야 따게 되었죠!

통해 NC 데이터와 공구경로를 추출해야 해요. 세 번째는 머시닝

2년동안 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서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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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설계팀 홍승현 사원

2년에 한번,
가을에만 열리는 부산 비엔날레

공작기계영업지원팀 김정민 사원

온 가족이 즐기는 화려한 쇼!
뮤지컬 <라이온킹>

2018 부산 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시작해 11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분
단과 관련된 현대미술 종합전시관을 마련하였는데요. 외국 여행을 가시면 박물관이
나 미술관 많이 방문하시죠? 국내에서도 이번 부산 비엔날레를 통해 그런 수준의 예

기분 좋은 가을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문화생활인 뮤지컬 <라이온킹>을

술작품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해준다고 하니 가족, 연인, 친

추천합니다! 최근에 티켓팅을 시작한 뮤지컬 라이온킹은 브로드웨이 초연 20주년을 기

구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만 해도 깊이 있게 예술작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념하여 오리지널팀이 내한하는 인터내셔널로 투어 공연인데요. 뛰어난 연출, 화려한 볼

부산 비엔날레를 둘러본 후 부산 맛집으로 여행을 마무리한다면 올해 가을은 더 특별

거리가 있는 공연으로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

해지지 않을까요?

컬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부
산, 서울 등 투어 공연을 진행하니 현대위아 사우 분들도 티케팅으로 꼭 성공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추억 쌓으시길 바랄게요!

가을에 어울리는
문화생활 소개

총무팀 이재학 대리

계절의 감수성을 노래하는 윤종신 콘서트
가을에는 무엇보다 사랑과 이별이 떠오르네요. 두 가지 단어를 가장 잘 노래한다고 일컫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가을입니다

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의 목소리로 가을의 감성을 다독여 보는 건 어떨까요? 2018 윤

천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 고독의 계절 등등.

종신 콘서트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가 11월 10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투어를 시

가을은 유독 수식하는 단어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작합니다. 부산 이후에는 11월 24일 경기, 12월 8일 김해, 12월 16일 인천, 크리스

가을 하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가는 세월을 음미하며

마스 이브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해요. 계절의 감수성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윤종신

걷기 좋은 계절이라 하여,

이 노래하는 사랑과 이별, 삶과 추억을 라이브로 들으며 가을의 쓸쓸함을 달래보세요!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가을의 깊이 있는 사색을 돕는
'문화생활'을 현대위아 사우들이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추천합니다!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평소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그동안 범죄, 느와르, 스릴러, 전쟁 영화 장르
를 즐겨 보셨다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최근 아빠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

FA제작관리팀 김주민 사원

던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를 가을의 힐링 영화로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어릴 때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 첼로

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한 직장인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간다고 느낄 무렵 다시 곰돌
이 푸를 만나 이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러 갔다가 아빠들이 울고 나온다는 이 영화! 가을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마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감미로운 음악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즐겨 연습하

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편 어떠신가요?

고 있는 악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악기 중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음역대를 가진 첼로입니다. 중저음역부터 하이포지션까지 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
는 첼로는 가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악기를 접해봤지만
첼로만큼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는 악기는 없었는데요, 사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첼로나 다양한 악기 연주를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면 평안
함을 주는 첼로 연주라도 감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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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Looking

WE'RE Talking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기부문화
기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에 ‘기부’란 단순히

기부 단체 등의 요청으로 인해

즘은 기부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기부금 정도의 지출은 감당할 수 있어서

‘아이스버킷챌린지’, ‘트리플래닛’, 팔찌나 모자 등을 구입

내가 얻는 행복이 크므로(심리적 만족감)

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단체가 큰 금액의 돈을 기
부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42%

수혜자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싶어서

돈을 모아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하는 착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우리 일상에 퍼

Q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종교, 가치관 등 개인의 신념 때문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의무감 및 책임감

기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28%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5%

기부 방법을 몰라서

0%
47%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8%

봉사활동 등 다른 형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

3%

기타

2%

우리 회사에서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한 ‘Walk with 현대위
아’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걸음 참여와 기부를 결합한
색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새로
운 재미와 보람을 안겨주는 새로운 ‘기부문화’에 대한 현

Q

대위아 사우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선호하는 기부방식은?
48%

1:1 후원, 아동결연 등 정기후원 방식

16%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한 구매 기부

4%

경제적 부담이 없는 재능 기부
어플/인터넷을 활용해 돈이 아닌 방식으로 돕는 일상 기부(해피빈, 빅워크, 게임 등)
SNS를 활용한 소셜기부(댓글, 좋아요, 리트윗 등 개수에 기여)
헌혈을 통한 혈액기부,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기부 등
생필품 등 물품 기부
기타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87명
설문기간 : 2018년 10월 5일 ~ 2018년 10월 12일

Q

9%
3%
6%
11%
%
3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대한 생각은?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에 별 관심이 없다.
기부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1%

17%
35%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Q

올해 기부 경험이 있나요?
(1%기적, 천원의 사랑과 같은 기존의 회사 모금활동 제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주위를 보면 적게라도 꾸준히 기부에 관심을 갖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있다

0%
3%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타

Q

Q

했을 경우,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3%

1. TV프로그램 혹은 신문기사, 인터넷 등 매체에서 접하고

9%

2. 주위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동참 유도

4%

4. 나 역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기억에 실천

29%
20%

5. 기부했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레
6.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 등 좋은 일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3%

7. 기타
16

나에게 기부란?

우리들이 작은 걸음을 모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통로

12%

3.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직접 겪고

14%
12%
18%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적다.

66%

34%
없다

더 늘려가고 싶은 것!

우리 사회에 대한 작은 소망
보람과 책임작은
정성으로 나만의 행복

따뜻한 사회를 위한 작은 몸짓

17

WE'RE Sharing

기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13%
18%
12%
12%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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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단체교섭 조인식

현장감독자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1일 경남 창원 본
사 시작동 2층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
상 조인식을 열었다. 조인식에는 김경배 사
장과 손성환 노조지회장 등 노사 단체교섭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9월 20일에는
노사합의로 도출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률을 얻으며 가결됐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24년 연속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조인식에서는 2019년 노사가 더욱 협력해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가자는 데 의
견을 모았다. 김경배 사장은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 쉽지 않은 경영환경 속
에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서로간 신뢰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
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3일 우리 회사 현장감독자 협의회는 경남 창원습지공원 운동장에서 ‘한마
음 단합 체육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현장감독자 75여명이 참석해 친목의 시간을 가
졌다. 참석자들은 총 7팀으로 나뉘어 윷놀이, 족구, 줄넘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종목을
함께 즐겼다. 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문을 다 함께 낭독하며 행사의 ‘소통과 화
합’ 취지를 더욱 되새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 현장감독자는 “청명한 가을 날씨 아래 동료와 체육행사를 즐기며
더욱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오늘 동료와 함께 충전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업무에
도 활기를 더해보겠다”고 전했다.

2018 Signing Ceremony for Collective Bargaining
On October 1, the signing ceremony for collective bargaining was held
between Hyundai WIA and its labor union in Changwon. CEO Kim Kyung-bae
and Labor leader, Son Sung-hwan and other managements have attended the
meeting. On September 20, the tentative agreement on wage negotiations was
reached by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As a result, HYUNDAI WIA could
continue its 24th consecutive year of no-strange tradition.
On this day, Kim Kyung-bae, the CEO, said, "The labor union and
management worked together with one heart to prepare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pany amid the difficult management environment."

Field Supervisor Athlete Event
On October 3, our on-site supervisor council held a "Solidarity Sports Contest"
at Changwon Wetland Park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bout 75 on-site
supervisors attended the event and had a friendly time.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seven teams and enjoyed various events including yut nori, foot
volleyball, rope jumping, and tuho. All people read the resolution to achieve the
project goal together, reflecting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and harmony" of
the event.
"It has become a time for us to communicate with our colleagues by enjoying
sports events in the clear autumn weather," a field supervisor said. "We will also
enhance our work based on the energy we filled with today."

2018년 임원/팀장 워크숍 실시

2018 생산직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에서 임
원/팀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및 팀장 162명이 리더십 역량을 제고
하는 행사였다. 행사 오전 시간은 주요현안 공유로 꾸려졌다. △‘18년 경영실적 및 중장
기 사업전략 공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리더십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기
획 및 인사 등 담당 조직 리더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단합행사로 문경 속리산
일대 6.2km를 산행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한 팀장은 “리더로서 우리 조직이 마주한
현안을 더 깊게 고찰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왕복 4시간의 산행에서
느낀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을 더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하반기 생산직 신입사원을 대상으
로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생산직 전문 기능인력으로 선발된 신입사원은 총 10명이
다. 입문교육은 조직 이해와 직장 소양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소방, 보건 등
작업안전교육도 이어졌다. 또한 입사 초심을 담아 ‘비전북’을 직접 제작하며 회사의 비
전과 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사회생활에 갓 발을
디딘 직원들의 회사 이해 및 적응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젊은 인재들의 역량 발휘를 위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2018 Executives and Team Leader Workshop
HYUNDAI WIA held an executive & team leader workshop in Mungyeong STX
Resort in Kyungbuk Province for two nights from September 28 to 29. To raise
leadership capacity, 162 member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During the morning,
the participants shared about the company’s major issues such as 2018 business
performance and mid/long term business strategy and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style. Also, presentations were given on the subject of
leadership status and issues by planning and HR team managers.
Moreover, to unify with its members, the participants’ climbed Mt. Mungyeong,
length of 6.2km. "As a leader, it was time for u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issues
facing our organization and reflect on ourselves," said a team leader who attended
the workshop.

18

Start-up Training for New Production Employees in 2018
From October 8 to 16, HYUNDAIWIA conducted introductory training for
new production workers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re are a total of 10
new employees selected for this year's production professionals. Introductory
education was focused on understanding organizations and improving job
development. Work safety education such as firefighting and health care also
continued. I also had time to make my own version of "Visionbook" with a firsttime job and share my vision with the company. The entrance training for new
employees is systematically carried out to help employees who are fresh in social
life understand and adapt to the company. Our company plans to actively operate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s to help young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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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외부인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산동법인 사내 축구대회 개최

지난 9월부터 강소법인은 사내 외부인원의 공장진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안전교
육제도를 제정하여 일상, 비상 등 상황별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물류차량 기사, 시
공업체 작업자 등 사내 출입이 잦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소개, 안보교육, 교통관리,
직업병 위험 요소 등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수료 후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인원에게 합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
며, 안전관리 강화에 지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일간 전 임직원 축구대회를 열었다. 엔진생산실, 경
합금생산실, 품질실, 생산관리부, 영업 및 지원부서 등 각기 부서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한 4팀은 열띤 경기를 선보였다. 선수로 뛰지 않은 임직원들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
치며 친선 경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최종 우승의 영광은 품질실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게 돌아갔다.
임직원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소속감도 생기고 동료들간의 정이 더욱 끈끈해졌다"며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산동
법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내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돕고 사기
진작과 애사심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江苏法人 实施以外部人员为对象的安全教育
为规范外来人员入厂管理,公司特制订了外来人员入厂安全教育制度，共提供三
种不同情况下的教育服务。教育考核的对象为外来物流司机、外来施工人员等涉
及风险较大作业的人员。考核通过后发放合格证，合格证有效期为：物流司机一
年，外来施工人员半年，到期后重新考核发证。
教育内容包含了公司简介、安保要求、交通管理、职业危害因素等内容，外来人
员入厂安全教育制度的实施，可加强对厂区外来人员的管理，防止外来人员发生
厂内交通事故或作业过程中发生其他安全事故，有效的保障了厂内外来人员的有
序、文明、规范。

山东法人举行“威亚足协杯”足球比赛
为丰富公司员工业务文化生活，展现公司员工积极向上、勇于拼搏的精神面貌，
山东法人应广大员工要求开展了“威亚足协杯”足球比赛。本次比赛有四个代表
队，分别是发动机生产室、轻合金生产室、品质室、生管营业支援部署参加，比赛
从8月29日起进行了10天，期间众选手赛出了赛出了热情，赛出了友谊。
比赛期间，场上队员个个精神抖擞，场下双方啦啦队员热情高涨，充分发扬了
“团结、拼搏、奋进”的体育精神，既展示了精彩的球技，又赛出了友谊。激烈角
逐后，品质室最终获得了本届“威亚足协杯”足球大赛的冠军。
今后，山东法人将持续开展丰富的活动，提高员工的士气和信心，奋发向前，为
打造一流工厂而努力。

강소법인 사업목표 달성 단합산행 실시

현대차그룹 여승동 사장 산동법인 방문

지난 9월 15일 강소법인은 직원들의 단결의식을 증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기 위해 ‘사업목표 필달 단합산행’을 시행했다. 강소법인장 서민석 이사를 비롯해 80여
명의 직원들은 위산 정상에 올라 목표의식을 다졌다. 하산 후에는 다 함께 위산 국수를
먹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민석 이사는 회사의 단결 목표를 발표하고 직원들의 적극적
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 직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야외활동으로 체력도 기르고 동료
들과 자연 경치를 즐기니 스트레스도 사라졌다”며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난 8월 31일, 현대자동차그룹 여승동 사장 일행이 산동법인을 방문했다. 방문단 일
행은 산동법인 엔진 3공장, 경합금 3·4공장 등 법인 내 생산현장 및 주요 시설을 둘러보
며 현황을 파악했다. 특히 여승동 사장은 생산현장과 공장 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각
생산라인을 꼼꼼히 둘러본 후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여 사장은 "산동법인은
생산성 및 품질지표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개선문화를 계속 유지해 성
과를 만들고, 내년에도 사업계획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江苏法人 实现事业目标实施团结山行

现代汽车集团吕社长一行访问山东法人
现代汽车集团吕社长一行于8月31日访问山东法人。访问团一行巡视了山东法人

9月15日，为增强职员的团队意识、协作意识、大局意识，提高身体素质，营造

的发动机3工厂，轻合金3工厂，轻合金4工厂等主要车间的生产情况，通过听取各

健康向上的企业文化氛围，江苏现代威亚举办了以题为“事业目标达成”的爬虞

部门的工作汇报，吕社长对山东法人的整体情况有了更深入的了解。现代威亚总经

山活动，在法人长徐敏锡的带领下，职员们积极参与，迈着矫健的步伐，沿山路

理文相鎬专务，发动机生产室任承彬室长，经营支援部李弘烈部长，

而上，仅仅一个小时便登上了山顶。下山后，一起品尝了十年老店的虞山面条。

吕社长对发动机3工厂、轻合金3工厂、轻合金4工厂的生产现场表现出了极大

此次登山活动，不仅丰富了员工的文体活动，而且使大家在体验登山乐趣，领

的关心，详细听取了各生产线及整体建设进展情况的汇报。参观结束，吕社长指

略美好的自然生态风光的同时，锻炼了身体，磨炼了意志，同时也激发了工作热

出:“山东法人在生产性及品质指标达成等方面都得到了很大的改善，再次对大家

情，增强了团队的凝聚力。

的辛苦表示感谢，希望大家再接再厉，明年争取实现山东现代威亚的再次腾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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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부품 협력사 세미나 실시

멕시코법인 사원 직급 대상 직무교육 실시

인도법인은 지난 10월 1일 인도법인 대회의실에서 ‘뉴 상트로’ 부품 양산초기 무결점
품질달성을 주제로 부품 협력사 세미나를 열었다. 품질 담당자 및 협력사 담당자 총 19
명이 참석해 품질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양산초기 무결점 품질달성 결의도 이어졌다.
이번 신차는 현대자동차 차량판매 20주년을 맞아 재출시되는 ‘뉴 상트로’로 인도의
소형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모델이다. 인도법인은 전략차종의 양산 초기
100일 “Zero Defect” 달성을 목표로 품질 안정화를 통해 인도시장 고객 확대 및 신뢰
구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멕시코 법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사원 직급 직원 대상으로 사외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
했다. 교육 대상은 총 83명, 교육과정은 122개 과정이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
다.
교육은 사원직급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열렸다. 특히 현지 채용 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근무 실적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법인은 추후 대리 직급 이상 직
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
력할 계획이다.

HYUNDAI WIA India Conducted Seminar for Quality
Improvement

Job Training for Employees in Mexico

On October 1, HYUNDAI WIA India held a seminar for its partners on achieving
flawless quality at the beginning of mass production of 'New Shantro'
components. A total of 19 people in charge of quality and business partners
attended and shared plans for quality assurance. A resolution to achieve flawless
quality was also made.
The new car will be re-launched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Hyundai
Motor's car sales, making it one of the best-selling models in India. HYUNDAIWIA
India is planning to expand its customers and establish trust in Indian markets
through quality stabilization with the goal of achieving "Zero Definition" on the
100th of the initial date of mass-production of this model.

미주판매법인 캐나다 전시회 참여
미주판매법인은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캐나다 퀘벡 주에서 열린 ‘Salon
Industrial De Quebec’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315개사가 참여하는 규모로
미주판매법인은 캐나다 딜러인 SMS Machine Tools사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우리 회사
는 차세대 고속 머시닝센터 KF5600C를 전시했다. 특히 우리 회사 장비의 보급률이 높은
북부 퀘벡지역의 광산업과 항공산업 고객사를 겨냥하여 마케팅을 진행했다.
미주판매법인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 삼아 미주 지역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로 판매
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HYUNDAI WIA America Participated in the Canada
Exhibition
HYUNDAI WIA America participated in the Salon Industrial De Quebec exhibition
in Quebec, Canada, for three days from October 2 to 4. The exhibition is attended
by 315 companies, and the U.S. corporations jointly participated with Canadian
dealer SMS Machine Tools. Our company displayed the next generation highspeed machining center KF5600C. In particular, our equipment was marketed to
mining and aviation customers in northern Quebec, which has a high penetration
rate.
Based on the exhibition, HYUNDAIWIA America plans to strengthen its sales by
expanding contacts with customers in the 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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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WIA Mexico has opened an off-site job training course for employees
with positions at employees since September 3. A total of 83 students are eligible
for education and 122 courses are offered. Education will be in effect until
December.
Education was held to improve the job competency of the staff.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performance of its employees will be improved along with high
satisfaction level of local employees. HYUNDAI WIA Mexico plans to make various
efforts to improve employees' capabilities by providing education courses to
employees who are above the level of agency position.

랜섬웨어 대비 중요 데이터 백업의 생활화
국내외 랜섬웨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갠드크랩 랜섬웨어, v5.0.2로 새롭게 무장하고 '활개'
영국 브리스톨 공항,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항 정보 화면 중단
공정위가 보낸 이메일 클릭하면 갠드크랩 랜섬웨어 감염?!
랜섬웨어 대비 평소 본인의 소중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백업을 생활화 합시다!
● 별도의 USB 저장장치나 외장HDD를 마련하여 백업 용도로만
사용할 것
● Windows, iTunes, 제조사 백업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네이버클라우드, iCloud 등) 데이터 이
중 백업 권장
● 백업 데이터의 유효성을(파일개수, 백신체크 등) 주기적으로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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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현대차도 뛰어든 '고성능차 전쟁'

WRC·WTCR은 무엇?
자동차 제조사들이 열광하는 모터스포츠의 세계

현대차 WRC팀인 '현대 쉘 모비스 WRT(Hyundai Shell Mobis WRT, 현대 월드랠리팀)'는' 도요타 가주 레이싱
(Toyota Gazoo Racing)'팀과 FIA 윌드 랠리 챔피언십 제조사 순위에서 치열한 1위 다툼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마
무리된 11차 영국 웨일즈랠리 이후 현대차는 297점, 도요타는 317점을 획득해 놓은 상황이다. 남은 스페인(12차)
과 호주(13차)에서의 경기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사상 첫 우승 결과가 밝혀진다.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 세계에 뛰어든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글로벌 톱 5의 양산차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잡
은 현대차로서는 고성능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메이저 모터스포츠 대회인 '월드랠리챔피언십(WRC)'

현대차는 2014년 WRC 본격 진출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TCR 무대에 뛰어들었다. 2014년 당시 WRC(월드 랠

의 사상 첫 종합 우승을 꿈꾸고 있다. 동시에 올해 첫 출전한 일반

리 챔피언십)는 이미 폭스바겐, 포드, 시트로엥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인·프로 레이싱 대회 '월드투어링카컵(WTCR)'에서도 1위를 고수

폭스바겐 대신 도요타가 다시 참가하는 등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며 두 분야에서 동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부터 현대차가 진출한 TCR(투어링카 레이스) 분야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팀을 꾸려 진출하는 방식이 아니
지만 완성차 업체간의 실질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WRC에서 이미 경쟁을 펼치고 있는 폭스바겐, 포드뿐만 아
니라 아우디, 세아트, 혼다 등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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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의 종류는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지지만,

과거 제조업체가 직접 팀을 꾸려 레이스를 펼치던 WTCC(월드

출전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는 F1처럼 레이싱을 목적으로 특수

투어링카 챔피언십)는 제조업체간의 치열한 비용 경쟁으로 진

제작된 차량으로 출전하는 레이스와 WRC나 WTCR처럼 양산차

입장벽이 높아졌으며, 비용을 많이 투자한 차량이 선두권에 고

를 기반으로 한 튜닝카로 출전하는 레이스로 나뉜다.

착화되면서 경기의 흥미가 반감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장소에 따른 구분으로는 서킷과 같은 포장된 도로에서 진행하
는 ‘온로드 레이스’와 비포장도로나 산악도로에서 펼치는 ‘오프

위해 지난해 말 FIA의 WTCC와 고객 참여형 레이스인 TCR 인터
내셔널 시리즈가 통합되면서 FIA WTCR로 재탄생했다.
기본 차량의 가격 상한선과 성능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로드 레이스’가 있다.

모터스포츠, 브랜드 이미지 각인

WE'RE Looking

F1과 WTCR, 미국의 NASCAR(나스카) 등은 온로드 레이스

제조사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면서 업체간의 경쟁

이며, WRC는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모두 치뤄지는 대회다.

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격한 규정 내에서 최고의

참가자 제한에 따른 분류도 있다. F1이나 WRC처럼 완성차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의 경쟁구도가

조사가 직접 대회에 출전하는 형태의 ‘웍스 모터스포츠(Works

되면서 업체들의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

Motorsports)’, WTCR처럼 제조사는 경주차를 제작해 공급하는

특히 가격 상한의 규제는 고비용 투입을 통한 고성능 달성이

목이고, 자동차 업체들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단이

데 그치고 경기 참가는 일반인이나 프로팀만 가능한 ‘커스터머

아니라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함

되면서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게 됐다.

모터스포츠(Customer Motorsports)’로 나뉜다.

으로써 ‘기술력의 진검 승부’를 펼치는 장이 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치열한 경

이 외에도 출전 차량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회 클래

WTCR의 비용 상한 규제는 고비용을 투입한 차를 앞세워 경제

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모터스포츠가 가진 의미와 선진 시장

스의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후륜구동 기반의 차

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 개인의 실력과 치밀

량이 펼치는 레이스는 ‘GT’라는 명칭을 붙이고, 전륜구동 기반의

한 주행 전략을 겨룰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의 흥미를 더욱 끌어

차량이 펼치는 레이스는 ‘투어링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올리는 동시에 모터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급격하게 팬층을

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나아가 판매촉진에도 작지 않은 기

미국프로풋볼리그 결승전과 맞먹는 인기

여를 하기 때문이다.
모터스포츠의 역사는 1886년 태어난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의
역사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시작됐다.

특히 미디어의 기술력이 극도로 발달한 현재에 모터스포츠를
통한 광고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 경주는 1894년 프랑스 신문사 '프티주르

자동차 경주 대회의 대명사격인 ‘포뮬러1(F1)’ 경기는 1년에

날(Le Petit Journal)' 주최로 파리-루앙 간 126km 구간에서 시

약 20여 회의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

작됐으며, 이 당시만 해도 속도나 완주 시간을 겨루는 것이 아니

많게는 6~7억명이 시청을 하기도 한다.

라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느냐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겨루는 수준
이었다.
이후 잦은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

넓히고 있다.
또한 전륜구동 자동차 경주로 최대 규모와 최고 권위를 자랑

WTCR → 전륜구동 기반 레이스 중 최고 권위
의 대회

F1과 함께 자동차 경주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히는 WRC는 유

올해부터 국제자동차연맹(FIA)가 주관하는 세계 대회로 다시
태어난 WTCR(월드 투어링카 컵)은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 출

이 시청할 정도의 인기 스포츠다.

전하는 레이스 중 최고 권위의 대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경기 기준으로만 봐도 세계적인 인지도의 글로벌 스

WTCR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며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의 메이커들이 자

포츠 이벤트인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나 미국프로풋볼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완성차 메이커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의 차량을 통해 레이스에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다.

그(NFL) 결승전과 맞먹는 인기다.

대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능을 갖췄던 자동차는 기술의 발전으로 수 년 만에 100km/h

평소에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경기가 있는 주에는 평일부터

이상의 속도를 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

현장에서 관람을 원하는 관중들이 약 30만명씩 몰려 텐트를 치

를 사업의 기회로 여긴 자동차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 몇 일씩 묵으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한다.

이때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벤틀리, 부가티, 알파 로메오, 애스

미디어 노출 효과(광고 효과) 측면에서도 WRC의 광고 효과는

턴 마틴 등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해 현재

약 6400억원으로 미국프로농구(NBA) 결승전의 약 6배에 달할

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남아있으며, 이들 업체의 자동

정도로 미국의 4대 프로 스포츠나 FIFA 월드컵 등과도 어깨를

차는 고성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

나란히 한다.

도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로 남아있다.
이처럼 모터스포츠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고 싶어하는 인
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를 갖춰 끊임 없는 관심을 받아온 종

이와 같은 대단한 파급효과로 인해 모터스포츠는 브랜드 인지
도 제고와 광고효과를 노리는 다양한 업체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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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고급 후륜구동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와 달리
현대차도 상대적으로 소형차와 전륜구동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해 주최자에 의해 자동차의 크기나 성능을 규제하는 레이스가

일례로 24시간 내구레이스가 펼쳐지는 독일의 뉘르부르크는

사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후륜구동 모델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고급차 브랜드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

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F1보다 인지도가 낮지만, 연간 약 8억명

칼 벤츠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보잘것없는

하는 만큼 전륜구동 자동차에 기반을 둔 양산차 브랜드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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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WTCR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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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을을
누구보다 만끽하고 있는
의왕연구소 라이딩 클럽!
계절을 온전히 느끼기에 그 계절에 꼭 맞는 스포츠를 즐기
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 여름, 겨울의 스포츠는 몇 가
지 정해져 있지만 볕이 좋고 기온이 적당한 봄과 가을은 사
실 어느 운동이나 제격인 계절일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도 선선한 가을 바람에 가장 어울리는 운동을 꼽는다면 ‘자
전거 라이딩’이 먼저 떠오른다. 라이딩의 계절에 걸맞게 가

Q. 라이딩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Q. 보통 어디서 타나요

을이면 서울의 한강을 비롯한 전국의 강가가 라이딩 인구

양수연 자전거를 탄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남양연구소에

박 서울, 경기 쪽은 자전거 도로가 워낙 잘 되어있어요. 수

있을 적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번 타러 가자 해서 시

원, 의왕 쪽에서 시작하면 안양천 따라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작했어요. 날 좋은 가을에 춘천 라이딩을 갔는데 경치가 무척

있고, 분당, 용인 쪽에서는 탄천을 따라 한강 쪽으로 연결되어

좋았어요. 그 때 기억이 좋아서 주변에 권하기도 하면서 쭉

있죠. 한강을 타고 돌거나 인천 아라뱃길을 가기도 하고 양평,

자전거를 타고 있죠.

춘천까지 가기도 하죠.

박재식 원래 다이어트 목적으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한여

김 정기 모임은 6~8시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자

름에는 달리는 것이 덥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끊기면

전거를 타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이지만 중간중간 쉬고 식

다이어트가 실패하니까 자전거로 다이어트를 이어 가보자!

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8시간 정도 되죠.

로 북적하다. 그들을 보며 '나도 한번 자전거를 시작해볼까'

부회장

회장

하는 사우들에게 우리 회사 의왕연구소 라이딩 클럽을 소

박재식

양수연

(경력 4년)

(경력 4년)

개한다.

총무

김흥섭
(경력 3년)

해서 처음 타게 됐습니다. 때마침 당시 남양연구소에서 같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생겨서 그 때부터 재미있게 여러 지역 다

Q. 정기 라이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니며 타게 되었죠.

박 정기모임 장소나 코스를 대부분 제가 정하고 있는데요.

김흥섭 저도 남양에서 동료들과 함께 타기 시작한 게 첫 라

모임 한달 전에 밴드에 날짜, 시간, 장소를 공지해요. 합류하

이딩 경험이에요.

고 싶은 회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면 그 인원 맞춰 일주일
정도 전에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자세한 공지를 하죠. 보

의왕 라이딩 클럽에 함께 하려면?
참여 문의: 총무 김흥섭 (010-2950-5053)
정기 모임: 월 1회 모임 (주로 토요일)
준비물: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관심 (자전거가 없어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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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호회를 소개해주세요

통은 토요일 7시 정도에 만나 출발하는 일정인 것 같아요.

박 공식명칭은 ‘의왕연구소 라이딩 클럽’이고요. 올해 1월에

양 서울 근교 라이딩일 경우, 시내에서는 전철로 이동해서

시작해서 2월부터 첫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남양

시작점에서 만나 같이 출발을 하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

연구소 사우들이 모여 3년 정도 함께 자전거 타던 모임이었

철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합니다.

는데, 남양연구소 인원이 의왕으로 넘어오면서 동호회로 만

박 여름 휴가 때는 번개모임을 추진해서 가능한 인원 몇 명

들었어요. 정기모임은 월 1회이지만 이 외에도 번개모임으로

이 모여 차에 자전거 싣고 다 함께 멀리 이동해서 50~80km

가능한 사람은 주말, 공휴일, 평일 저녁에도 수시로 함께 모여

정도 타고 되돌아 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김 차에 3대씩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캐리어를 따로 구매했
었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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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라이딩 클럽 박재식 부회장이 추천하는

서울 근교 라이딩코스!
단체 라이딩 같은 경우는 인천 아라뱃길이나 춘천, 여
주, 양평 쪽이 좋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구비가 잘 되어
있어 위험하지도 않고 타기에 좋아요. 특히 이번 10월
모임으로 추진 중인 양평 라이딩 코스는 두물머리의 핫
도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맛집인데 대부분 자전거 타는 분들이 두물머리 ‘연잎
핫도그’를 먹으러 이 곳을 가고 있어요.
좀 멀리 간다고 하면 전국 곳곳 4대강 사업과 함께 생
겨난 자전거 도로들이 많아요. 중간 중간 인증센터에서
도장 받으면서 강 따라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꽃 경치가 멋집니다. 봄에 회원들과 금강 종주길
라이딩을 갔는데 3-40분 넘게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구간이 이어지더라고요. 무척 멋졌어요.
색다른 뷰를 원한다면 동해안 라이딩도 추천합니다. 지
난 5월에 차로 다같이 이동해서 회원들과 해안도로를
따라 라이딩을 했는데, 회원들의 만족도도 무척 높았던
코스였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만큼 시원한 해
안 경치를 감상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죠.

Q.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장비가 있나요

Q.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김 저렴한 건 70~100만원대 다양하게 있고요. 입문용으로 추

김 저도 아직 서툴지만, 기어 변속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천하는 105급 자전거가 있어요. 보통 100만원 중후반대 가격

거에요.

인데, 이 정도 사면 꾸준히 오래 탈 수는 있어요. 다만 본인이

양 다리에 너무 부하 받지 않도록 기어변속만 잘해주면 장거

욕심이 생겨 바꾸는 경우도 있죠. (웃음)

리를 타도 무리 없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면 중간

박 자전거 등급이 쭉 있는데 가격이 좀 비쌀수록 무게는 가볍

에 꼭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만 주의하면

고 기어 변속은 빨리 돼서 오르막길을 갈 때 훨씬 쉽게 올라갈

자전거야 누구든 잘 탈 수 있죠.

수 있어요. 장거리를 여러 명이 오래 가다 보면 속도가 떨어지

박 본인의 신체를 잘 파악해서 잘 맞는 속도, 기어 변속 노하우

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전거 등급에 대한 욕심

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만 잘 하면 쉽게 갈 수 있

이 생기는 거죠. 욕심만 없다면 100만원 중반 정도로도 안 바꾸

어요. 본인 페이스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단체

고 오래 잘 탈 수 있어요.

라이딩을 할 때 시속 20~25km로 맞춰서 달리는데요, 초보자
들이 중간에 잘 못 따라오면 속도를 줄여 함께 가는 방향으로

Q. 동호회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운동하고 있어요. 시속 25km 정도는 평소 기초 체력이 좀 있어

양 장거리 라이딩의 경우에는 코스를 다 돌았을 때 그 성취감

야 하긴 하지만, 20km 정도는 정말 평범하게 탈 수 있는 정도

이 무척 좋아요. 특히 최근 9월에 춘천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총

거든요.

110km를 달리면서 8시간 정도 함께 탄 것 같아요. 코스를 거의

Q. 단체 라이딩의 장점이 있나요

Q. 라이딩의 매력이 무엇인가요

다 돌고 그제서야 경치가 눈에 완전히 들어올 때 개운하고 참

Q. 사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박 혼자 타게 되면 바람을 혼자 다 맞아야 해요. 여러 명이서

양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달리기라든지 무릎에 부담 가는

좋더라고요.

박 우리 동호회가 남양연구소 사람들의 친목 모임에서 시작했

단체로 타게 되면 ‘팩’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앞 사람이 바람을

운동이 많잖아요? 하지만 라이딩은 무릎에 부담도 덜하고 타는

김 보통 서울 근교만 가다가 지난 5월 동호회원들과 다같이 동

지만 이제 이름 자체도 ‘의왕연구소 라이딩 클럽’으로 지은 만

맞아주고 뒤쪽의 사람들은 보다 수월하게 탈 수 있어요.

노하우만 생기면 편하게 장거리를 다녀올 수 있는 운동이라는

해 갔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경치가 너무 예뻤고 해안가

큼 의왕연구소의 다른 사우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양 일단 같이 타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죠. 서로 서로 이끌

장점이 있어요. 속도감도 느끼면서 새로운 경치 보는 즐거움도

를 따라 달리는 기분이 설명이 안될 정도로 멋졌던 것 같아요.

요. 듣기로는 8층, 16층에도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분들이 무척

어주고 도와가기도 하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돼요.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무척 좋죠.

박 올해 동호회 만든 후 혼자 다녀온 제주도 라이딩이 기억에

많다고 들었거든요! 회사 동호회란 이유로 '회사 얘기만 할 것이

김 정기모임을 하면 운동 후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가 너

남아요. 원래는 동호회원 한 분과 같이 가기로 계획했던 라이딩

다' '재미 없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기보다, 언제든 연락하기

Q. 회사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 어떤가요

무 맛있어요.

인데, 갑자기 그분이 못 가게 되면서 혼자 다녀오게 되었어요.

쉽고 취미 위주로 즐겁게 운영하는 모임이니 부담 없이 다가와

김 개인적으로는 동료들과 더 친해지니 업무 할 때에도 더 편

양 자전거 타고 맛집 찾아가는 재미가 크죠!

이틀 동안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해냈는데, 그 순간순간이 기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신뢰도 쌓이고 좋은 것 같아요.

박 높은 언덕 올라가서 경치를 마주하거나, 장거리 라이딩을

억에 남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해안가에서

양 항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들어와

양 일단 꼭 회사동료라기 보다 자전거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마치고 나서 얻는 성취감도 큰 것 같아요.

돌고래도 보고, 차로 가면 보지 못하는 곳곳을 둘러볼 수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사람들이니, 마음이 잘 맞기 마련인데요. 이런 모임이 활

무척 좋았어요. 이번엔 혼자 다녀왔지만 다음번엔 동호회 분들

김 자전거가 있든 없든 관심만 있으면 오셔도 상관 없어요. 자

성화되면서 회사에서 아는 얼굴들이 많아지니 업무에도 도움을

Q. 장비가 비싸지는 않나요

과도 또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전거가 없더라도 시작해보려는 분들에게 저희 동호회원들이 장

얻을 때가 종종 있죠. 처음 만나는 것보다야 얼굴 자주 보던 사

박 기본적으로 자전거, 헬멧, 장갑 이 세가지는 필수로 필요한

양 제주도 라이딩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씩 꼭 가

비 정보도 공유하고 시작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 양평 쪽 가

이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이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자전거 신발이라든지, 본인이 필요하면

고 싶은 곳이죠.

면 자전거 대여도 있어서 일단 한번 모임을 해보고 구입을 할지

박 회원들 팀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 연구센터 인원들이 많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용품들이 있죠. 입문용으로 시작하면 저렴

박 금강 종주길 갔을 때도 무척 좋았는데요. 5월 중순이었는데

말지 정하셔도 되고요.

은데요. 물론 같은 실이나 센터 안에서도 모르던 동료들이 많으

하게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입문용도 다른 운동에 비해 비싼 편

이름 모를 노란 꽃이 무척 예쁘게 펴있어서 감탄하며 달렸던 기

박 기존 회원들 중 자전거가 두 대씩 있는 분들도 있으니, 빌려

니 타 팀 동료들을 알게 되어 좋지만, 앞으로는 의왕의 8층이나

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억이 있습니다.

서 타보고 어떤지 직접 느끼고, 흥미가 생기면 개인 장비를 구

16층, 다른 동료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 뭐든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엔 투자가 좀 들잖아요. 자기 몸을

입할 수도 있는 거니깐요. 일단 부담 없이 와서 경험해보시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추천 드립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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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글로벌 여행사진 공모전

전세계에서 현대위아의 깃발을 휘날린 사우들의 멋진 사진을 공개합니다.

안전환경팀 황초희 사원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김문성 기술기사

이모저모
#발칸 5개국

행
#부부동반여

#후쿠오카 타워 #현대위아 깃발을 들다!

시설동력팀 공장봉 기술선임

#일본의 북알프스 #다테마야 알펜루트 #입사동기30년

구동생산부 허윤구 기장

총무팀 김승형 과장

를 외치다!
서 현대위아
원 #정상에
공
립
a국
b
at
#베트남 #C

#로마 콜로세움 #현대위아
동료들과 함께 한 유럽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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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WE'RE Talking

일상 속 법률이야기

WE'RE Looking

글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일상 속 법률이야기 3

지난 호부터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이야기를 소개해 드

실제 사건에서, 시동을 킨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탑

리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법 상식으로 느껴진다면

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라 보고 면허를 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형사처벌의

다행일 것이지만, 만일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소당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단지 외부의 영하의 온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일어날 수 있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본 글이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는

에서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던 것일

순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형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인데, 1심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면허취

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이번 호에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기상청

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음주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동차는 형법상 흉기에 해당되고, 음주 교통사고가 발

의 예보, 주차한 차량의 위치 및 당시 정황에 대한 대

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1년 정도

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리기사의 증언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음주

의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함을 당부 드

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

도 선고되고 있는 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리며,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쉬거나 시동을 걸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2018. 9. 28.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
거, 노면전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의 오해를 받을 소지를 줄일
위반횟수

이상(통상 70kg 성인 남자 500ml 마실 경우)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 위반

실무에서 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음주’인지 여부가 아니라 ‘운전’인지 여부입니다. 과
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려면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한정하였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도로인지 여부는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
해 공개된 장소인 것인지, 특정인들을 위한 장소인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기준
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 회사 내부, 학교 운동장 등은 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문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 주
었고, 운전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차량을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는데, 이동하
던 중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음주임이 드러나 면
허정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상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단 20m 정도를 움직
인 것에 불과함에도 음주운전이 인정된 것입니다.
한편,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앞까지 운전을 해주었고, 운전석에서 잠든 사이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음주 운전에 해당할까요? 우리 법은 고의로 차량을 동작하
게 하는 경우에 ‘운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 사례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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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처벌기준
0.05%이상 0.1%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이상 0.2%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측정 거부

1회 위반과 동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

위 형사처벌과 별개로,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서문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0.1%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을 받게 되

냈을 때는 일이 정말 커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합의

는데, 인사사고가 함께 있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금, 대리인 선임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혈중알콜농도 0.1%부터 0.35%까지와 음주측정불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용을 들였음에도 징역을 선고

응의 경우에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 혈중알콜농도 0.36%이상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사

가 취소됩니다(혈중알콜농도 0.3%정도가 되면 몸을

우 여러분께서 음주운전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만 가

가누기 어렵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현기증이 심하

지셔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 호

게 나는 신체상태를 보입니다. 이 때 운전하면 구속

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W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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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꿈 많던 소년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원하는 걸 손에 넣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열렬히 원하는 것일수록 그렇다. 애초
우리가 바라는 무엇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많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두고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루기 어려울수록 간절
해진다. 어려운 것이라서 어떤 사람은 더욱 기를 쓰고 달려들고 어떤 사람은 ‘애초
내 것이 아니야’라며 포기한다. 모두의 바람이 같지 않고 누군가에게 쉬운 일이 누
군가에게는 어렵다. 진심으로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안타깝지만, 노력한다
고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몇 차례 좌절을 겪고 나면 ‘노력은 꿈을 배반하지 않
는다’ 같은 말을 긍정할 수 없게 된다.
꿈 많았던 소년과 소녀에게도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리고 타인에게까지 그렇게 설득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아이러니한 건 꿈과 이상에 그토록 냉소적이면서 조
직의 과업이나 자녀의 학업 등에 대해서는 때때로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성과에 집
착하는 인물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그들은 능력의 한계를 무시한 채 “제대로 해보
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거나 “될 때까지 하라”고 다그친다. 이런 모순적
태도는 기성세대 전반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는 주로
10대를 주인공으로 세운다. 아직 모순적이지 않은 그들은 꿈을 좇으며 현실과 부
딪친다. 이야기는 대부분 그들이 순순히 좌초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파해나
가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 영화로 2016년 개봉한 <싱 스트리트>를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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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가 심한 애 같다”는 여동생에게 브렌든은 꿈을 좇

현실과 꿈의 거리
- 떠나려면 지금

는 게 허세냐고 반문한다. “모델이 제대로 된 꿈이냐”는
여동생의 반론은 낯설지 않다. 브랜든은 “뭐든 꿈꿀 수
있다”며 택시기사, 청소부, 시인, 가수, 화가를 나열한

<싱 스트리트>는 존 카니 감독이 <원스>(2007)와 <
비긴 어게인>(2013)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음악영화
다. 성장영화로 분류하자면 첫 작품인데 감독 자신의 어
린 시절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금 설명
하면 1972년생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란 카니는
1991~93년 ‘더 프레임즈’라는 인디밴드에서 베이시스트
로 활동했다. <원스> 남자 주인공 글렌 핸사드가 더 프
레임즈의 리드보컬이다. 여주인공 마르게타 이글로바는
더 프레임즈의 앨범에 게스트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
비긴 어겐인>에 출연한 ‘마룬5’ 애덤 리바인은 존 카니
와 글렌 핸사드가 만든 <싱 스트리트> 클로징 곡 ‘Go
Now'를 불렀다.
배경은 아일랜드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1985년
더블린이다. 집에서는 부모가 돈 문제로 싸우고, TV 뉴
스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영국 런던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한다. 젊은이들은 겨우 며칠 버틸 현금만 갖고
비행기에 오른다. 그들은 ‘아일랜드에서 사라진 희망’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리포터는 말한다. 이 설명은 영화
의 주제의식과 전개 방향을 드러낸다. 열다섯 살 코너
(페리다 월시-필로)는 가계 형편이 나빠지자 학비가 싼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된다. 전학을 꺼리는 코너에게 아

다. 화가는 여동생의 어릴 적 꿈이었다. 화가를 꿈꾼 적

만나면서 달라진다. 학교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된 라피나

없다며 부정하는 여동생에게 브랜든은 과거를 상기시킨

는 한 살 연상에 모델 지망생이다. 코너는 라피나와 가

다. 이후 라피나는 야반도주하듯 런던에 갔다 좌절하고

까워지고 싶어 덜컥 뮤직비디오 출연을 제안하고 뒷수

돌아오는데 무기력한 현실주의자로 변해버린 모습은 보

습을 위해 음악 밴드를 꾸리기 시작한다. 이런 류의 영

기 힘들 정도다.

화가 대체로 그렇듯 밴드 결성 과정은 순조롭다. 첫 만

인생을 한 편의 성장영화로 보자면 우리는 나이를 먹

남에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묻는 주축 멤버 에먼

을수록 주인공에서 멀어져 주변인물에 가까워진다. 자

(마크 메케나)에게 딱히 음악 지식이 없는 코너는 “난 미

신만의 색을 잃고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인물. 그

래파(futurist)야”라고 즉흥적으로 답한다. 그러고는 “과

들은 영화에서 꿈을 가로막거나 열렬한 희망에 찬물을

거에 대한 향수 없이 앞만 내다본다”는 뜻이라고 적당히

끼얹는 역할을 맡는다. 어쩌면 누구나 어릴 때는 코너나

버지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새 학교가 그리 나쁘지 않

둘러댄다. 밴드 이름은 라틴어로 된 학교 이름 ‘Stnge

라피나였다가 코너의 누나가 되고, 사랑을 앞세워 자녀

은 곳이라는 식으로 강변한다. 등교 첫날 코너 눈에 비

Street’와 발음이 같은 ‘싱 스트리트(Sing Street)’로 정

의 삶을 제한한 그들의 부모나 구두색에 집착하는 교장

친 학교는 난장판이다. 학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했다. 현실과 꿈의 거리가 결코 멀지 않다고 강조하듯

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꿈을 이루지 못

싸움판이 벌어지지만 교장인 신부는 창문 밖으로 지켜

이.

했지만 도전을 권하는 브렌든 같은 인물이 되어 철없는

영화 <싱 스트리트> 10대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캐릭터이다. 주변 인물들은 그들의 꿈을 막거나 열렬한 희망에 찬물
을 끼얹기도 한다.

코너의 갈색 구두,
듀란듀란의 뮤직비디오

코너의 암담한 생활은 여학생 라피나(루시 보인턴)를

보기만 한다. 교실은 수업 중에도 휴식시간처럼 소란스

세상을 겪을수록 냉소적으로 변한다. 그게 과연 가능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영화는 코너와 라

럽다. 할아버지뻘 되는 교사는 무신경하게 등을 돌린 채

하겠느냐며 따지는 게 많아진다. 이들 눈에 열정적으로

피나가 런던으로 향하면서 끝난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

칠판에 필기만 하며 술을 꺼내 마시기도 한다.

꿈을 말하는 사람은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걸 우리는

지는 알 수 없다.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다. 결론부터 상

이렇듯 생활지도를 포기한 학교에서 교장은 집요하게

‘현실적이 되어간다’고 말한다. 현실과 꿈은 다르다는 것

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들이 떠난

코너의 갈색 구두를 문제 삼는다. 교칙대로 검은색이 아

처럼. 현실에 막혀 찬란한 꿈을 접어버린 사람은 보수적

건 지금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머뭇거리

니라는 것이다. 코너는 요란한 신발이 아니라 색깔만 다

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분류하자면 브렌든의 여동생

는 사이에도 시간은 가고 기회도 사라진다. 그 대목에서

른 구두라고 변론하지만 교장은 검정이 아니라는 것만

(코너의 누나)이 그런 인물이다.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애덤 리바인의 목소리로 흐르는 ‘Go Now'의 가사처럼.

물고 늘어진다. 코너는 결국 교장의 지시로 신발을 벗고

라피나에 대해 브렌든과 여동생은 짧은 논쟁을 벌인다.

W

다니게 되고, ‘법에 맞서 싸웠지만 법이 이겼네’라는 노
랫말(영국 록밴드 ‘더 클래쉬’의 ‘I Fought the Law’)이
내레이션처럼 흐른다. 교장은 본질 추구는 내팽개치고
자질구레한 형식만 따지며 규율하려 드는 현실과 이런
현실을 이루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
성세대를 은유한다. <싱 스트리트>는 틈틈이 기성세대
의 답답한 사고방식을 꼬집지만 세대 간의 충돌을 정색
하고 묘사하지는 않는다. 코너 가족의 뮤직비디오 논쟁
을 보자. ‘듀란듀란’의 뮤직비디오에 찬사를 아끼지 않
는 장남 브렌든에게 비틀즈 세대인 아버지는 “(노래를)
왜 라이브로 하지 않느냐”며 따진다. 브렌든이 “아빤 과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고 하자 아버지는 “이런
게 미래라면 우린 망했네”라고 말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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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1%
기적

DREAM CAR 기증식

1%
기적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지원

지난 10월 1일, 창원 본사에서는 당사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1%기적의 'Dream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는 ‘전국장

Car' 전달식을 시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김경배 사장과 손성환 노동조합 지회장,

애인부모대회’가 올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그리고 각 복지기관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지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경상남도부모회가 주관하여 전국 장애인 부모와 가족 등 약

이번에 기증된 차량은 승합차 7대와 어린이보호차량 3대인데요. 어린이보호차량에는 아이
들의 안전을 위해 사이드 보조 발판, 경광등, 정지표시장치, 어린이 보호 표지판, 그리고 잠
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등의 안전사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 어린아이가 통학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무더위에 방치되어 그대로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비 설치가 올
해 말까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애인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을 격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없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13일,
1%기적에서 약 1,3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여 행사 지원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후원금을 전달받은 변환숙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장은 “이번에 열린 전국장애인
부모대회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아주 큰 행사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화공연관람과 각종 이

차량 10대는 경남 창원시·충남 서산시·광주광역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평택시·경

벤트, 전시를 비롯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행사였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기도 의왕시·울산광역시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복지시설에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차량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에 현대위아 임직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을 기증 받은 복지기관은 각 지역 지자체의 도움으로 차량이 없거나, 차량 교체 시점이 시급

도 감사하다. 주신 사랑과 관심을 보답하고자 장애인의 사회 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재활

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자립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Dream Car' 이외에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 지
속적으로 상생해 나갈 계획이오니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1%기적에 참여해주신 임직원들 덕분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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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정 여행작가

가을,
나에게 선물을 하자.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01 모락산 줄기에 위치한 계원예대는 예술대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캠퍼
스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다.

의왕시 ‘문화예술길’과
‘청계산 맑은 숲공원’

길에서 예술을 찾다. ‘문화예술길’
갈미의 계원디자인예술대학에서 백운호수를 잇는 길이
2.05km, 폭 12m의 도로는 의왕시가 아끼고 아끼는 자랑거리다.
일명 문화예술길. 숲 옆으로 길이 나있어 낭만과 풍경을 만끽할

가을이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에 “덥다덥다”를 외
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선선한 가을바람에 언
젠가부터 “춥다”를 말하고 있다. 어김없이 찾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의왕 도시8경중 하나다. 2007년 5월
에 개통한 이 길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휴일은 물론 평일에
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주말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다양하고 이색적인 공연을 펼치

오는 계절이 반갑기도 하고, 작은 변화에 호들갑

고, 주변에는 모락산 삼림욕장, 갈미한글공원, 다목적 광장, 맛집

을 떠는 인간의 몸이 간사하기도 하다. 흔히 가을

들이 즐비해있어 볼거리, 먹거리, 쉴자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

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한다. 1년에 한번 어김없이

다. 나무와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걷다보면 마치 외부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가을은 유난히 반갑다. 뜨거

와 단절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운 여름 땀에 대한 선물을 받는 날이니 반갑지 않
을 수가 없다. 우리도 이 가을 지난 여름 무더위에
고생한 나를 위해 선물하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한
다.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길은 계원디자인예술대학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락산 줄기에 위
치한 계원예대는 예술대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캠퍼스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다. 빨주노초 수채화 물감을 뿌려 논 듯 캠
퍼스 조경과 모락산 단풍이 눈부시다. 대학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다른 풍경이 열릴 수 있다니...
대학후문으로 나오면 길은 백운호수 방향으로 이어진다. 숲을
따라 곧게 놓인 산책로는 이런 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
답다. 마음보다 다리가 먼저 길을 나선다.
산책로는 오르막길을 따라 모락산 터널 방향으로 이어진다. 오
르막 경사길인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날아갈 듯 몸도 마음
도 가볍게 하는 재주가 있는 길이다. 모락산 터널을 빠져나가니
풍경은 더욱 황홀해진다. 산책길 아래로는 백운호수가 보이고,
백운호수를 향해 산책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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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미한글공원
길 주변에는 한글을 소재로 조성한 ‘갈미한글공원’이 있
다. ‘갈미’는 내손동의 옛 지명이며, 한글학자 이희승 박사
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조성했다고 한다. 이희성 박사의 생
가가 의왕시에 있기 때문이다.
조각품들은 한눈에 봐도 한글을 배경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늘ㆍ땅ㆍ사람’(2009 이소미)은 한글을 진정한 소
02

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한글창제의 배경과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시각화했다. ‘나랏말씀(2009 심경보)’은 한글의
자음 14자를 갖고, 모음의 기본인 ㆍ(하늘), ㅡ(땅), l(사람)
을 형상화 했다. ‘조화의 원리(2009 윤미숙)’는 한글 제자

park)으로 조성되었다.

힐링숲 ‘청계산맑은숲공원’

원리의 우수성을 현대적 이미지의 시각적 조형언어로 상징

‘청계산맑은숲공원’이 위치한 청계산은 해발 616.3m

화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
인지 다시 한 번 실감한다.

03

백운호수

04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가까이에 위치한 백운호수는 전
체면적 36만 3636㎡로 1953년 9월 안양과 평촌 지역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로 만들어졌다. 이후 평촌
이 신도시가 되면서 저수지에서 백운호수로 바뀌었고 주변
일대가 유원지가 되었다. 백운산과 청계산이 둘러싸고 이

‘청계산맑은숲공원’은 계곡을 따라 편한 산책과 산림

의 산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ㆍ과천시ㆍ의왕시

욕을 즐길 수 있는 명소 중 한 곳이다. 메타세콰이아와

에 걸쳐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아 '청계(淸

잣나무, 소나무 등 천연 공기청정기 나무들이 빽빽이

溪)'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니 이 산이 품고

들어서 있어 몸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힐링 길이다.

있는 계곡이 얼마나 맑은지 짐작이 된다.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청계산행 마을버스(10) 종점에

공원은 전체적으로 길지 않은 코스지만, 편한 데크

서부터 시작한다. ‘청계산맑은숲공원’은 경기도 의왕시

길을 접어들어 메타세콰이아, 전나무, 왕벚나무, 잣나

청계동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된 공

무, 참나무를 차례로 만나볼 수 있고 시원한 계곡물이

원이다. 계곡을 따라 걷기 좋게 만들어진 데크길이 펼

흐르고 있어 숲이 생각보다 울창하게 느껴진다. 여기

쳐져 있어 남녀노소는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불

에다 휴게 광장, 생활체육 시설까지 군데군데 갖춰 놓

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공원(Barrier-free

아 더욱 알차고 야무지게 보이다.

들 계곡의 물이 호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물이 맑고 풍경이
수려하다. 수도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다양한 음식의 맛집과 라이브 음악 카페가 잘 갖춰져 있고,
여름엔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엔 썰매
02 ‘갈미’는 내손동의 옛 지명. 한글학자 이희승 박사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조성했다 ,조각품들은 한눈에 봐도 한글을 배경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원은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등 추억과 동심을 소환하고 있다.
최근 백운호수에는 3Km가량 생태탐방 둘레길이 생겼다.

03/04 최근 백운호수에는 생태탐방 둘레길이 생겼다. 호수 둘레로 목
재데크를 깔아 걷기 좋을 길로 만들었다. 아이들도 걷기 좋아 가족
나들이로 안성맞춤이다.

호수 둘레로 목재데크를 깔아 걷기 좋을 길로 만들었다. 호
수 위 오래 된 수문이 경관을 높이는 가운데 아치형 다리가
별도로 설치되어 더욱 운치 있고 호수 어디에서 보아도 산

05/06 메타세콰이아와 잣나무, 소나무 등 천연 공기청정기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몸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힐링 길이다. 시원
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길지 않은 코스지만 숲이 생각보다 울창하
게 느껴진다.

허리를 둘러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을 단풍이 한창인 가운데 주위에는 운치 있는 레스토랑과
맛집도 많고, 아이들도 걷기 좋아 가족나들이로 안성맞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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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 한때 대법당 부처님 눈썹 가에 우담바라가 피었
다 하여 유명세를 탔던 사찰이다. 청계사 와불상은 보통
의 불상이 돌에 조각한 것이라면 청계사 와불은 우리 주
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먹 만 한 차돌을 하나하나 붙
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계단식 정원을 빼곡히 메우고 있
는 귀여운 동자승 미니어처도 볼거리다.
10/11 하우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본당으로, 현재
200여 명의 신자가 있는 작은 본소에 불과하지만 본당
역사는 100년이 넘어 우리나라 명동성당 다음으로 오래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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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성당 ‘하우현 성당’
백운호수에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기슭 57번 도로 옆 언덕 위에 위치한 베론성지 하우현 성당이 있다. 좁은 골목길
아담하고 소박한 언덕 위에 지어진 작고 예쁜 성당이다.
청계산과 광교산맥을 잇는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하우현(下牛峴) 성당은 19세기 초반 천주교 피난처로 교우촌이 형
성 되었다가 1894년 5월 왕림본당 2대 신부인 알릭스 신부와 하우현 교우들이 모금한 1,500냥으로 초가 목조 강당 10칸

09

이 건축되었다. 1900년에 왕림본당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후 1965년 현재의 성당으로 신축되었다. 교우들이 때로는 땅
을 파고 토굴 속에서 살던 곳이었다고 하여 '토굴이'라고도 불리었다. ‘하우현성당’이라고 명명된 까닭은 이 근처에 하우

우담바라 ‘청계사’

선 숙종 15년(1689)에 세운 청계사 사적기비(174cm×
92cm×26cm)가 있고 조선후기의 건물로 보이는 극락

청계산 중턱즈음에는 청계사가 있다. 한때 대법당 부

보전이 있다. 극락보전 중앙에는 주존불인 아미타여래

처님 눈썹 가에 우담바라가 피었다 하여 유명세를 탔던

좌상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

청계사. 불가에서 우담바라는 3천년 만에 한 번씩 핀다

이 협시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각, 봉향각, 요사지장전,

는 전설이 있을 만큼 법화경 등 경전에 등장하는 신성한

감로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개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하우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본당으로, 현재 200여 명의 신자가 있는 작은 본소에 불과하지만 본당 역사는 100
년이 넘어 우리나라 명동성당 다음으로 오래된 곳이다. 1906년 신축한 사제관은 2001년 1월 22일 경기도 기념물 제176
호로 지정되었다.W

만세루에서 내다보는 먼 산 경치는 일품이다. 마음의

최근 청계사는 와불상으로 유명하여 불자들의 발길이

번뇌도 단숨에 씻기운 듯 편안함이 밀려온다. 마음을 다

끊이지 않고 있다. 1997년 조성하기 시작하여 1999년

스리는 힐링 여행지로 제격이다. 의왕 청계사는 극락보

백운호수 전통 한정식 전문점 ‘학의뜰’

완성한 청계사 와불은 길이 약 15m, 높이는 약 2m의

전 앞 마당이 대법당으로 꾸며져 있어 눈길을 끈다. 하

백운호수 맛집 ‘학의뜰’. 저렴한 가격의 푸짐한 전통 한정식 전문점이다. 음식이 정갈하고 양

거대한 와불상이다. 보통의 불상이 돌에 조각한 것이라

늘을 가린 연등이 그늘을 드리우고 시원한 청계산 산바

념을 아끼지 않아 감칠맛이 난다. 인테리어가 통나무집처럼 되어있어서 자연 속에서 또 자

면 청계사 와불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먹

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도 의왕

연을 느끼는 기분이다. 점심특선 15,000원. 죽, 물김치, 계절샐러드, 계절회무침, 닭가슴살냉

만 한 차돌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청계사의 특징이 아닐까 싶다. 경내에는 신라시대 석등

채, 겉절이, 잡채, 전유화, 들깨탕, 버섯탕수육, 게강정, 약선제육초가 제공된다. 식사와 디저
트까지 나오는 메뉴로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가 고려 충렬왕 10년(1284) 시

과 부도 조각 일부가 남아있다. 청계사에 오면 미니어처

중 조인규에 의해 중건된 청계사는 중형사원으로 사원

불상들이 볼거리다. 귀여운 동자승들이 계단식 정원을

반려견 동반 가능한 ‘별당보리밥’

규모와 가람(사찰)의 배치는 조선시대 전형으로 보인다.

빼곡하게 가득 메우고 있다.

구수한 보리밥은 먹거리가 부족했던 그 옛날을 지나 요즘엔 오히려 쉽게 맛보기 힘든 별미

조선 연산군이 도성 내에 있는 사찰을 없애고 그곳에 관

청계사는 이색, 변계량 등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문인

메뉴다. 갈미한글공원 주변 계원예술대학 후문 쪽에는 보리밥 전문점들이 몰려 있다. 이중

청을 세우자 불교측에서는 이 절을 선종의 본산으로 정

들이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절을 주제로 시

‘별당보리밥’은 보리밥과 감자전 그리고 도토리묵도 일품이지만, 반려견 동반 가능한 맛집으

하였다고 한다. 안양에서 동쪽으로 10km정도 떨어져

를 짓기까지 한 걸 보면 지금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

있는 청계사의 사찰 모습은 1955년 이후 역대 주지스

만 그 당시에도 경치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로 더 유명하다. 눈치안보고 댕댕이들과 함께 맘놓고 식사를 할 수 있어 인기다. 단, 실외 테
라스에서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님들의 정성스러운 중수로 이루어졌다. 사찰 내에는 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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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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진 기술사원이 9월에 취득한 자격증의 이름은?
(풀네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2. 의왕 라이딩클럽 박재식 부회장이 추천하는
알렉산드르 푸슈킨

두물머리의 먹을거리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1. CHECK
2. 필리핀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권영후 / PT해석팀

기쁨의 날은 꼭 오리니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안순호 / 로봇개발팀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송준오 / 엔진생산기술팀
김덕진 / 모듈품질관리팀
안국준 / 기계품질보증팀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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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일은 모두 그리워만 진다

Experience The New Technology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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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utube.com/hyundaiw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