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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수년 전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다. ‘수 세기 동안 단 1%
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도발적 부제 덕인지, 이 책은 국내
출간 7개월 만에 100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거창한 부제와 달리 책의 내용은 간단하다. 성공한 사람을 추적했더니
행동 양식이 비슷하다는 것. 더 쉽게 한 줄 요약을 하면 ‘꿈을 명확히 하
고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우주의 기운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시는지. 그렇다고 이 책이 기반으로 하는 사례까지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책에서는 수많은 성공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
는다. 그 공통점은 바로 ‘분명한 목표’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열망했고, 계속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그
럴 듯하게 포장해 설명하면 ‘꿈이 있기에 성공할 수 있다’가 되겠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수능을 코앞에 두고
도 공부는 뒷전이다.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틈만 나면 게임
만 줄곧 즐긴다. 이 상황의 원인은 ‘내가 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대개 알아서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자 목표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움직이듯, 우리
는 열망을 향해 움직인다. 론다 번이 <시크릿>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도 이것이었을 테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열망이 보다 높은 곳에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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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행동을, 행동이 꿈을

We’re the Next Solution
지금 우리 현대위아에도 새 비전이 주어졌다. WIA, The Next

꿈은 행동을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꿈

Solution. 지난 11월 1일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

을 현실로 만든다. 우리 회사가 세운 비전

다’라는 비전을 우리는 스스로 세웠다.

을 향해 우리 모두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비전을 만드는 과정도 예전과 달랐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직원들이

이때 현대위아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

비전을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본사가 있는 창원뿐 아니라 의

루션’이 될 수 있다. 2030년 연 매출 16조

왕연구소·서산·안산·평택 등 여러 공장을 찾아 직원들의 의견을 수

원이라는 수치는 그것에 따르는 부상이다.

렴했고, 직원들이 직접 그리는 현대위아의 미래 모습을 비전에 담았다.
‘The Next Solution’이라는 문구도 직원들의 투표로 정해졌다.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조
건은 희망이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욕

단순히 문구만 정한 것이 아니다. ‘NEXT MOBILITY’ ‘NEXT

구란 성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될 때 희망이

TECHNOLOGY’ ‘NEXT POSSIBILITY’라는 행동방향도 기획·연구·

라 불린다. 같은 욕구에 이러한 생각이 없

경영지원 등의 유관부서에서 직접 정했다. 이제 이 문구는 우리 회사가

다면 이는 절망이다”라고 말했다.

해야 할 일이고,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이뤄내야할 분명한 지향점이다.

물론 적자라는 현재의 지표만 봐서는 비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미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전은 그저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홉스의

위한 실질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NEXT TECHNOLOGY’의 일환으

말처럼 ‘어렵다’는 생각에 머문다면 비전은

로 기획한 로봇 사업은 로봇개발팀을 신설하고, 협동로봇의 1차 시연

그저 절망으로 가득한 구호에 멈출 수밖에

까지 이미 마쳤다.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도 서산공장과 창원1공장에

없다.
비전을 새로 세운 2018년 11월에 우리에

도입하며 다른 경쟁업체보다 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꿈이 우리를 움직인다

WE'RE Looking

‘NEXT MOBILITY’ 분야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친환경 4륜구

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행동’이다. 이 두

동(4WD) 시스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전기 모터를 이용

가지는 우리의 비전을 분명한 현실로 만들

한 4WD시스템을 1차적으로 개발했다.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어 줄 것이다. 모든 백인들이 비웃었던 킹

‘NEXT POSSIBILLITY’도 진행 중이다. ‘조직문화 개선TFT’를 통해

목사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된 것처럼 말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

회사 내 잘못된 근무 방식을 바로 잡고, ‘프로세스혁신팀’을 통해 다양

다. W

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

한 업무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가게 되는 날이 솟아 오르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와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

확대하며 이웃 주민들과의 상생도 넓히고 있다.

꿈과 관련한 가장 유명한 말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8월 28일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일 것이다.

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중략)”
킹 목사는 그의 꿈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목
표를 향해 쉼 없이 움직였다. 그는 우선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흑인과 백인의
버스 좌석을 차별한 것을 두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
고, 흑인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로 끊임없이 후배를 양성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교육자로서도 움직였다.
그는 단순히 흑인만을 위한 운동에 그치지 않았다. 킹 목사의 꿈은 ‘모든 인간’에 방점이 있었고, 그에 맞춰 베
트남 반전 운동에도 두드러지게 활약했다. 이 지점은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중심에 둔 또 다른 인권운동가 말콤
X(Malcolm X)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말콤 X는 흑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소 과격한 방법이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킹 목사는 달랐다. 언제나 이타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꿈을 향해 뚜벅뚜
벅 걸었다. 이런 그를 두고 말콤 X는 “킹 목사는 지나치게 백인들의 주장을 받아 준다”며 못마땅해 하기도 했다.
킹 목사는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가 이 상을 탄 것은 또 흑인 인종 차별 금지를 앞당길 수 있던 것
은, 그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향한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던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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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 본사에서 비전 토크 콘서트 개최
- 차세대 4WD 및 열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부품 시장 진출
- 스마트팩토리·로봇 등 공장자동화 솔루션 상용화 나서

우리 회사는 이날 “친환경 4륜구동 제품과 열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차
량부품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로봇 공급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성
장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엔진·모듈·4WD·공작기계 등 기존사업
과 차세대 4WD 등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팩토리 등 신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 매출 16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차량 부품 시장 진출
‘NEXT MOBILITY’의 일환으로 ‘차세대 4WD(4륜구동) 시스템 전문 부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4WD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
는 친환경 4WD 시스템의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4WD
시스템은 전기 모터로 자동차 네 바퀴를 굴리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면
서 동시에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현재 양산 중인 PTU·ATC 등 엔진을 이용한 기계식 4WD 시스템 고
도화에도 나섭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4WD 자동차의 주행성능을 더욱 끌어 올린다는 것이죠. 아울러 현재 4종
인 기계식 4WD 시스템을 2020년까지 8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계식 4WD의 공급을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 확대하는 동시
에 친환경 4WD 부품의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친환경 차량 내부의 온도를 관리하는 ‘열관리 시스템’ 시장에도 진출합
니다. 친환경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별도의 ‘열관리 시스템’이 필
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모터와
인버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서 생기는 열을 관리해 성능과 수명을 최
적화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열관리 부품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친환경
우리 회사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친환경 차량부품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조사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창원

자동차용 열관리 부품 산업에 진출할 방침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핵심

본사에서 열린 ‘비전 토크 콘서트’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 ‘WIA, The Next Solution(현대위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다)’

기술을 확보해 2024년부터는 통합열관리 모듈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구

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첨단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동성’을 구현하고 ‘스마트 네트워크’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뜻

상입니다.

입니다. 구체적 비전 달성 전략으로는 ▲NEXT MOBILITY(미래지향 이동성 구현) ▲NEXT TECHNOLOGY(첨단 미래기술 선도) ▲NEXT
POSSIBILITY(상생 및 혁신 창출)’를 내세웠습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경배 사장을 비롯해 총 300여명의 임직원
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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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THE NEXT SOLUTION
현대위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다
NEXT MOBILITY

NEXT TECHNOLOGY

NEXT POSSIBILITY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이동경험
친환경 4WD·열관리시스템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팩토리·협동로봇

소통과 협력으로
열어가는 희망찬 내일
동반성장·CSR·창의적 조직문화

스마트팩토리 상용화하고 협동로봇 시장 진출

로봇 사업(ARM, Picking 로봇)과 필드로봇, 무인이동체 로봇 등

현재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팩토리 솔루

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션 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를 상용화해
비전 ‘NEXT TECHNOLOGY’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iRiS는 생산현장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어하는 공작기계 중

‘NEXT POSSIBILITY’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심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이죠.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이용해

상생과 사내 혁신 창출 문화를 더욱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

공작기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AS까지 가능합니다.

다. ‘협력업체의 기술력이 현대위아의 기술력’이라는 목표로 기술

우선 공장자동화(FA) 라인의 고도화를 위해 공작기계에서 만
든 가공품 등을 움직이는 로더와 팔레트 무인화에 나섭니다. 또
2025년까지 공작기계 부품의 성능과 수명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력 향상 지원에 나섭니다. 해외진출 시에는 동반진출을 검토하는
등 협력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위아는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비

iRiS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능도 집중적으로

전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TRUE Dream) ▲교육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능형 스마트팩토리

공헌 활동(EDU Dream) ▲지역사회 협력 활동(FUN Dream) ▲지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상황을 스스

역 사회 발전 활동(SOCIAL Dream) 등 4대 ‘드림(Dream)’ 활동을

로 판단해 공작기계를 판단하고 제어할 뿐 아니라 공장까지 예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및 임직원의 직접적 참여를 높여 이웃

관리하는 ‘자율지능형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

주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할

니다.

계획입니다.

로봇 시장에도 진출 예정입니다. 이에 최근 기계연구센터 내에

새로운 비전처럼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우

로봇개발팀을 신설하고 2020년까지 제조 현장에서 공작기계의

리 회사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신사업으로 제조업계

가공을 돕는 ‘협동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와 자동차업계의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로봇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동운용조건’을 충족

W

하는 로봇입니다. 이후 AI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해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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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및 혁신 창출 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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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강하게 자라는
‘야생화’처럼!
창원 3공장 구동생산부
열처리반 사우들

우리 회사 PTU 생산의 첫 공정을 책임진다

Q. 구동생산부 열처리반을 소개해주세요.

올해도 SUV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올해 내수 시장에서 현대

류규열 우리 반은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열처리, 치
절, 개선 파트인데요. 치절이란 말이 낯설죠? 치절은 기어

자동차의 SUV 차종 판매량은 9월까지 14만5426대에 달한다. 이

가공의 제일 선행 공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맡

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 급증한 수치다.

은 제품은 4WD SUV에 들어가는 PTU의 하이포이드 기어,

SUV의 돌풍에 올 한 해 누구보다 바삐 움직인 부서가 있다.

피니언 기어 두 가지이거든요. 차종에 따라 기종은 다 다르

바로 SUV의 ‘필수 옵션’ 인 4WD 부품 PTU의 선행공정을 맡

더라도 기어 두 가지 제품을 맡고 있어요. 치절은 이 기어

은 ‘구동생산부 열처리반’이다. 이들은 PTU를 가장 먼저 만든다.

들의 치수에 맞춰 제품을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치절 후에

PTU는 치절과 열처리를 거친 후에 선삭 가공으로 넘어가는데,

는 열처리 작업으로 강도를 강화하고 이후 공정인 선삭은

이 과정을 맡은 곳이 바로 열처리반인 것. 열처리반은 다음 공정

가공 1반에서 담당합니다. 개선 파트에서는 우리 반 업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만이 아니고 공장 전체의 개선 사항을 담당하고 있어요. 각

이 구동생산부 열처리반에 ‘야생화’라는 이름의 소그룹이 있

종 설비와 제품의 효율과 안정성 개선활동을 하죠.

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처리반의 모습이,
척박한 땅에서 검질기게 살아남는 야생화를 닮았다고 해 지은 이
름이다. 실제 이들은 여름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24시
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 이처럼 든든한 열처리반
의 사우들을 이끄는 류규열 반장을 만났다.

Q. 언제부터 열처리반을 맡았나요
류 1979년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해 항공특수생산부에
있다가 차량부품 쪽으로 온지 15년 됐습니다. 열처리반에
는 2008년에 반장을 맡으면서 처음 오게 되었죠. 어떤 사
우들은 쭉 한 곳에 있기도 하지만 저는 비교적 여러 부문을
맡아보면서 반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회사생활 열심히 한
다고 좋게 봐준 덕분이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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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원들에게 한 마디

은 저렇게 작업해야 편하죠. 특히 주, 야간 작업을 하는 곳은 분

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는 반원들에게 항상 감사합

쟁이 있을 때도 있고요. 반장이니 이런 것들을 서로 기분 안 상

니다. 최근에 신입사원들도 들어오고 퇴직인원들도 있고, 연말이

하게끔 조율해주는 게 역할이죠. 항상 양쪽에 의견을 많이 물어

기도 해서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 목표

보고 전달하고, 가능하면 각자 조금씩 양보해서 같은 조건으로

는 소통과 화합인데요. 선배들은 기술력을 후배들에게 잘 전해주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많이 타이르죠.

고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은 현장에 열심히 적응해주길 바라요.
기대가 큰 만큼 채찍질도 자주 하고 있어요.(웃음) 우리 반원들

Q. 반원들과 함께 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류 일년에 한번 정도 가족 동반 산행이나 낚시를 가던 때가 있

모두가 소통하면서 열심히 배워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W

었죠. 반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 아내들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하면
서 반원들과 서로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은 잘 못하
는데, 그 때가 기억에 남네요. (웃음)

Q. 열처리반의 업무상 고충이 있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류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류 우리 반의 특징이라면 파트 별로 근무형태가 다 달라요. 열
처리 파트는 3교대, 치절 파트는 주간 연속 2교대, 개선 파트는

Q. 이번에 새로 수립된 회사의 비전에 대한 소감

Q. 반에 새로 온 신입사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진걸 보고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회사 다

상시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열처리는 24시간 내내 가동

류 최근에 신입직원들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열처리 자격증,

니면서 저는 충분히 많은 걸 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

하느라 야간에도 휴일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요. 열처리

두 사람은 가공 쪽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공 기능장을 가

로 좋은 회사다 느끼며 다녔고, 지금도 그래요. 현장에서 저와

파트 반원들은 명절이나 주말 없이 특근 한번씩은 무조건 해야

진 사람도 있고, 다들 스펙이 대단하더라고요. 스펙이 출중하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땐 안타깝고 아쉬운 마

하는 고충이 있어요. 반 운영을 관리하는 반장으로서는 각 파

고 하더라도 현장에 오면 또 새로 배워야 하니, 지금은 열심히 배

음도 듭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 비전 같은 한 가지 목

트가 근무형태도 다르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고충이라면

우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장비도 빨리 배우고 현

표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고충이에요.

장에도 빨리 적응할 테니 기대가 큽니다.

Q. 열처리반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나요

Q. 소그룹 활동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류 다른 공정도 비슷하겠지만 열처리반의 경우 기술력이 무척

류 저희 반은 임동식 조장이 소그룹장을 맡고 반장 없이 자율

중요합니다. 설비 다루는 법은 물론이고 열처리는 조건에 따라

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소그룹장,서기 비롯해서 소그룹원들이

결과가 변화무쌍하거든요. 재질 분석, 공기와 온도 변화, 기름 종

업무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활동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류에 따라서도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치절에

소그룹 활동은 설비 자주관리, 점검보수 등을 주로 합니다. 생산

서 맞춘 가공 치수가 열처리 과정을 거칠 때 많이 안 변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비이기 때문이죠. 열처리반은 특히나

조건을 맞추려면 기술 공부를 많이 해야 하죠.

장비를 많이 다루는 데다, 고열에서 작업을 해 설비가 자주 고장

열처리반에서 생산하는 두 종류의 기어는 한 세트를 이룬다.

나는 편이에요. 설비가 한번 고장 나면 장비에 들어간 제품 모두

Q. 반에서 특히 강조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은 있나요
류 사실 기술력보다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반원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또 한 사

불량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24시간 작업을 하니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더 난감해져요. 고장을 잘 예방해야 하는 이유고, 소그룹 활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니 효과도 많이 봤죠.

물을 볼 때 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양면을 봐야 한다고 항상 강
조해요. 기술이 좋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Q. 반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적이 있었나요

회사와 일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류 개선팀이 주로 우리 반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장 개선을 담

고 생각하거든요. 조직 사회에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이

당하고 있어요. 현장은 여러 작업자가 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걸 내가 손해 본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줄

사소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은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마
14

열처리 후 세척 전 기어 제품의 모습

연속로에서 열처리 공정을 거친 기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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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품해외영업팀 지현 사원

금형기술팀 함형민 대리

#겨울철_숙면에는_전기매트

#금세_훈훈_감성난로

일교차가 커지던 9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 하여 난로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퇴근 후 난

부터 차가운 새벽공기

로 위에 고구마 몇 개 올려 구워먹고 난로 옆에 앉아 귤도 먹으며 난

에 잠에서 자주 깨곤

로를 중심으로 휴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에 하루의 피로가 싹

했습니다. 자취생에게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정용으로도 캠핑용으로도 같이 사용할

는 겨울 필수품과도 같

수 있는 난로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부피도 그리 크지 않고 감성적인

은 전기매트를 구입했

디자인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답니다. 난로 ‘꿀팁’을 덧붙이자면, 위에

죠. 확실히 요즘은 초

주전자를 올려두면 물도

겨울처럼 날씨가 제법 추워지고 있지만 방에 따뜻한 전기매트가 있으

데울 수 있고, 난로로 인한

어느덧 두툼한 옷을 꺼내 입고 보온용품에 손이 가는 날씨이죠. 해마다 점점 짧아지는 가을을

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가 뉴스에서 많이

건조함도 완화된다고 합니

뒤로 하고 주변에서는 벌써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내복을 꺼내 입거나, 겨울보약이라

보이길래 사용 주의점도 숙지해두었습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전기

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는 귤을 한 상자 구입해 놓거나 합니다. 가지각색의 월동준비 방법이 있을 텐데요. 현대위아

장판을 접어두지 않아야 한답니다. 접히거나 물체에 눌릴 경우 접힌

데 사우 여러분도 따뜻한

사우들의 월동준비를 소개합니다.

부분의 전선이 약해지거나 끊어져 합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만 사

겨울 보내시고 모두들 감

용하면 추운 겨울철 제 숙면을 책임질 수 있겠죠?

기 조심하세요!

특수영업팀 최용식 과장

공작기계설계개선팀 사진웅 연구원

추운 겨울도 무섭지 않다!

나만의 월동준비는?

공작기계제어개선팀 김진수 연구원

FA설계팀 권오성 사원

차량부품선행품질팀 박고정 사원

#겨울에는_구스다운

#우리가족_연례행사_
단열뽁뽁이

#겨울에는_비타민 충전

11월이 중순에 다가서면서 실내에서도 점점

저희 집에서는 몇 년 전 TV에서 보고 매 겨

햇빛 쬐기 어려운 겨울, 비타민 충전을 위한

옷을 껴입게 되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지

울마다 하는 월동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창

저의 월동 준비물입니다! 바로 귤과 종합비

금 기억해보면 과거에는 점퍼 속 충전재에

문에 ‘뽁뽁이’ 붙이기 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타민인데요. 따뜻한 이불 안에서 귤을 까먹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외관과 가격만을 보

구할 수 있는 뽁뽁이는 단열효과가 굉장합니

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지

고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구스다운을 한

다. 접착제 없이 물로 창문에 간편하게 붙일

나고 있을 거에요. 그리고 따뜻한 차와 가습

번 입은 후로는 옷을 살 때 충전재가 무엇인

수 있어요. 단열 뽁뽁이를 설치하는 것만으

기도 유용한 월동 준비물이죠. 감기 기운이

지 꼭 확인을 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로도 내부 공기가 달라지는걸 느낄 수 있더

있을 때 목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

이 비싸더라도 소재가 무엇인지 신경 쓰고

라고요. 보일러 가스비 절감 효과는 물론, 가

니다. 이 아이템들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이

사는 것이 저의 월동준비 팁이랍니다!

족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시간도 생기는 점

번 겨울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려 합니

도 장점이에요!

다.

#월동준비_체력보강

#내_생애_처음_맞는_겨울

두꺼운 옷보다는 추위를 이길 체

따뜻한 봄에 태어난 예승이의 첫 겨울입니다.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력보강이 저의 월동준비죠! 이룸

맞이하는 겨울을 무사히, 따뜻하게 이겨내기 위한 필수품으로 가장

재 1층 헬스장에서 무료로 아자

먼저 분홍분홍 패딩 점퍼를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으로 몸을 따

아자~ 회사 복지 혜택을 톡톡히

뜻하게 해주더라도 아기들은 머리카락도 덜 자라 머리, 귀를 내놓으

누리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할 준

면 훨씬 춥잖아요. 귀부터 머리까지 꽁꽁 감싸는 아기 모자도 같이 장

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만을 했습니다. 실제로 털모자를 쓰면 체온을 2도 정도 올릴 수 있다

겨울에 운동하면 체중감량 효과

고 해요. 겨울 외출 시에는 손목, 발목까지 꼭 감싸주는 것도 놓치지

도 더 크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

마세요. 예승이의 첫 겨울이 따뜻하길 바라며, 사우 여러분도 모두 따

에는 여름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W

10% 정도 더 높아져 지방을 태우
기 좋은 신체상태가 갖춰지기 때
문입니다. 사우 여러분도 운동으
로 체력 보강하고 체중감량 목표
도 세워보는 월동준비 함께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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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L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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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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alking

직원도 모르는 현대위아 이야기

Q

나는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

YES or NO!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올바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매체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명확한 정보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

관심사별로 모인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졌던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유튜브 영상 검색 및 구독 채널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방해합니다. 일상에서 내가 주로 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까운 지인에게 묻는다

각을 알아봅니다.

기타

Q

하루 중 언제 뉴스를 확인하나요?

17%
7%
7%
0%
2%

기타

32%
21%
3%
2%
38%
1%
3%

오타, 구어체 등 형식이 지켜지지 않은 정보
기타

반대로 신뢰 가는 정보의 대표적인 특징을 고르자면?

시기 적절한 신속 보도
믿을만한 출처와 정확한 근거자료
여러 사례 및 인터뷰
공신력 있는 매체

Q

댓글, 호감도 등 여러 사람에게 관심도 높은 이슈보도

30%

77%
23%

예

아니오

이 사람이 말하면! 과 같은 정보원에 대한 신뢰
기타

70%

예

Q

2%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논리적 비약 혹은 흑백논리로 점철된 자극적인 정보

Q

47%

점심시간 등 일상 중 틈틈이

그래프나 사진, 수치 등의 오류

나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

11%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4%

전문가 의견이나 근거 있는 자료의 부족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찌라시) 등에
속은 적이 있다.

24%

다출퇴근길에

공식적인 출처가 없는 정보

Q

16%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수시로 확인한

3%

중립을 지키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

설문대상 : 우리 회사 임직원 85명
설문기간 : 2018년 11월 7일 ~ 2018년 11월 14일

3%
1%
2%
5%
3%
1%
3%

나는 정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한다!

이슈와 관련해 여러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비교 분석해본다
아니오

광고나 블로그 글이 많은 네이버보다 구글에 검색
이해관계가 엮인 뉴스의 경우 글쓴이의 성향이나 문맥을 살핀다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반대되는 의견도 함께 확인한다

익명으로 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믿고 거른다

무분별한 신뢰와 공유는 자제한다
18

WE'RE Sharing

60%

신문 지면, 인터넷 언론 등 보도 기사

색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에 관한 현대위아 사우들의 생

Q

내가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는?

WE'RE Looking

1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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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마트 초청강연 실시

공작기계 제품경쟁력 강화 우수사례 품평회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25~26일 창원 본
사와 의왕연구소에서 '워크스마트 초청강
연'을 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최근 강
조하고 있는 업무방식과 의식 변화의 일환
이다. 이날 강연에는 차장 이상 임직원 500
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현대자동차 기업문
화혁신팀장 박삼열 부장은 '일하는 방식'이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참석자
들이 어떤 근무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고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
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
업문화 개선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6일 창원 1공장 공작기계 C동 로비에서 ‘공작기계 제품경쟁력
강화 우수사례 품평회’를 열었다. 원가 및 생산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
에는 김경배 사장을 비롯하여 현대위아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 80명이 참석해 아이디
어를 공유했다. 품평회는 특히 생산, 품질, 구매 등 여러 부문의 담당자가 품질 및 공정
효율 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제작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
었다.
올해로 5년 째 이어오고 있는 아이디어 품평회는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개선안을 발
굴하며 혁신의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품평회를 지속 발전시켜 업무 혁신을 달
성하고 협력사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Work Smart’ Lecture
HYUNDAI WIA held a lecture on the subject of 'Work Smart’ at Changwon
Headquarters and Uiwang R&D Center for 2days on October 25 and 26.
Recently, Hyundai Motor Group has emphasized to change the way of work and
consciousness. To follow the regulation HYUNDAI WIA gave a lecture to employees
with positions higher than the deputy. Park Sam-yul, the head of the Cultural
Innovation Team of Hyundai Motor Company, gave a lecture on the subject of
"Working Method" and gave employees some time to think how to create a
more efficient and enjoyable working environment. HYUNDAI WIA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corporate culture in order to secure future competitiveness an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environment.

HYUNDAI WIA Machine Tool Fair
HYUNDAI WIA held a Machine Tool fai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 on November 6. During the event best practices were shown and
representatives in various fields such as production, quality, and purchasing team
suggested various way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long with ideas for improving
quality and process efficiency. Kim Kyung Bae, the CEO, and 80 members
attended the fair. The fair has been going on for five years and is giving solution
to actual work.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improve the business by achieving
business innovation and making more effort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suppliers.

매주 금요일 캐주얼 Day 시행

현대자동차그룹 DFSS 최우수테마 선정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근무복과 정장의 자리를 깔끔한 면바지와 세련된 니트가 대신
한다.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Day'로 지정하고, 근무복
장을 비즈니스 캐주얼로 완화했다. 업무능률을 올리고 더욱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다.
지정근무복을 입던 공장 지역의 근무자와 정장을 착용하던 의왕 일반직 근무자는 모
두 금요일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을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입으면
된다. 다만 슬리퍼나, 청바지, 반바지와 같이 과도한 캐주얼 복장이나 다른 사람의 불쾌
감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장은 제한된다. 우리 회사는 이번 '캐주얼 Day' 시행을 시작으
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개인의 자율성을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
획이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주관으로 열린
‘DFSS 성과공유회’에서 우리 회사 차량부품연구센터가 우수추진테마를 발표했다.
DFSS는 'Design For Six Sigma'로 연구단계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 제품의 품질과 강
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 250여
명이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원가 및 중량 절감, 신기술 개발, 문제 해결 분야 별로 우
수 테마를 선정했다. 이 중 우리 회사 모듈설계팀의 'IDA용 베어링 레이아웃 최적설계'
가 최우수 테마로 꼽혔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 회사는 100만원의 포상금, 추후 그룹사
대상 기술인증제도 심사 시 가점 우대를 받게 되었다.

HYUNDAI WIA Starts Casual Friday
On November 5th, HYUNDAI WIA started casual Friday which means employees
are able to wear more casual attire every Friday. By dressing casually, the company
believes that having a casual Friday will give employees a change in the regular work
routine, and make them have a day where they feel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and make being at work more enjoyable. Therefore, it will cause them to work
harder and increase productivity. However, such as slippers, jeans, shorts, and other
outfits that may cause discomfort to others are restricted. Starting with Casual
Friday, the company will try to change the rigid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velop a
culture of respect in employees.
20

Selected as the Best Theme of Hyundai Motor Group DFSS
(Design For Six Sigma)
At the "DFSS Performance Sharing Meeting" hosted by Hyundai Motor Group,
HYUNDAI WIA Automobile Parts R&D Center announced the theme on the subject
of “Bearing layout optimization for IDA”. DFSS which stands for 'Design For
Six Sigma', is an activity which reflects customer needs at the research stage
and ensures product quality and robustness. On this day, Hyundai Motor Group
reviewed the affiliated company's DFSS activities and selected HYUNDAI WIA
module design team for its outstanding theme in cost and weight reduc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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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견적시스템 개발

강소법인 장가항시 한중 우호 사생대회 참가

우리 회사는 국내 공작기계 업계 최초로 공작기계 견적시스템을 개발해 11월 도입했
다. 견적시스템은 공작기계의 각 기종별 표준/옵션 사양에 따라 고객이 견적을 직접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모든 대리점에서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더라도
표준화한 견적서 양식을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수기로 견적을 내던 것에 비해 더욱 신
뢰할 수 있다. 새 견적시스템은 휴대폰으로도 견적 발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
이 바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 발송 기능도 포함했다. 공작기계의 다양한
옵션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고객 신뢰 향상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20일 장가항시 정부와 장가항 한국상회가 공동 개최한 '제2회
한·중 우호 사생대회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바자회' 행사에 참가했다. 장가항시 장
후생태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강소법인장 서민석 이사와 여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생대회에서 재경부 박겸동 부장 가족은 성인 부
문 은상과 어린이 부문 은상, 경영지원부 IT팀 김상기 부장은 성인 부문 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강소법인은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 가족, 지역 사회와 더욱 돈독
한 관계를 쌓았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중 우호 교류에도 앞
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Develops Machine Tool Cost Estimating System

江苏法人参加美丽暨阳湖中韩写生大赛

HYUNDAI WIA developed the machine tool cost estimation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machine tool industry and introduced it in November. It is a
system that allows the customer to directly estimate the price of the standard
and option products of machine tools. Through this system the customers will
be able to receive a standardized quotation form no matter which salesperson
they meet. The new system is also capable by using the cellular phone and it
also includes an e-mailing feature that allows customers to receive it by email.
The company expects that customer’s convenience will be greatly improved, and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improve customer confidence and enhance the
brand value.

10月20日，由市政府外事办和张家港韩国商会联合主办的第二届美丽暨阳湖（中
韩）写生友谊赛及爱心义卖会在镜湖生态公园举行，江苏现代威亚积极响应，踊跃
报名参加，法人长徐敏锡出席此次活动。活动期间，中韩大小画家们根据不同的主
题潜心创作，绘制出多幅风格不同、构思新颖的绘画作品，江苏法人财经部朴谦董
家庭喜获幼儿组银奖、铜奖。
此次活动促进了以驻在员为主的韩国人与张家港市民和谐相处，更好的融入中国
的生活，并喜爱中国的生活，营造中外和谐相处的社会环境，进一步推进中韩文化
交流。

강소법인 중양절 노인 위문활동 시행

산동법인 안전조끼 나눔 행사 시행

강소법인은 지난 10월 15일 중국의 전통 명절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기념해 지
역 노인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중양절은 '경로절(敬老節)'로도 많이 알려져 있
는 명절로 중국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어르신을 문안하는 풍습이 있다. 강소법인 직원
들은 이날 장가항시 봉황진 양로원을 찾아 80세 이상의 노인 260명에게 중양떡과 대추
를 나누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앞서 10월 17일 강소법인 직원들은 봉황진 양
로원에서 노인들과 물만두를 만들며 친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과 청년 세대의 소통을 통해 전통 미덕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소법인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된다는 계획이다.

산동법인은 지난 9월 28일 일조시 온천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 안전조끼' 720
벌을 전달했다. 지역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이날 배부한 안전조끼는 시인성이 높은 밝은 색에 야광 띠가 부착되어 있다. 어두운
밤에도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들이 조끼를 스스로 입으며 교통 안전 의식을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
수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 참여한 산동법인 경영지원부 이홍렬 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Safe
Move’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방지에 힘을 보탤 것”
이라고 말했다.

江苏法人开展重阳节慰问老人活动

山东法人举行“一路牵手，荧光童行”活动

尊敬长辈，孝顺父母，一直是中华民族薪火相继的传统美德。时值九九重阳节，

9月28日，山东法人在银川路小学举行了保护儿童交通安全的公益活动，在活动

江苏现代威亚也为老人们送上了一份温暖的礼物。10月15日。江苏现代威亚慰问

中共为学校的学生们送去了荧光衣720余件。现代威亚经营支援部的李弘烈部长、

了260位八十岁以上老人，为老人们送上了重阳糕和红枣作为节日慰问礼品； 10

部署长赵良晨参加了此次活动。

月17日，现代威亚工会主席和党支部书记携15名志愿者，为老人们包饺子，做团

此次活动中捐赠的荧光衣在醒目底色上添加了夜光条，使司机即使在光线不好的

圆饭，和老人们亲切的谈心，表达出对老人的敬爱和感恩之情，敬老活动在融洽

情况下也能很容易发现身躯娇小的儿童，不仅有效降低了交通事故的发生率，也使

的气氛中顺利完成。此次活动的开展，拉近了老人与年轻人之间的距离，有利于

得孩子们能够更深刻的理解交通安全的重要性，从而学会遵守交通法则，进行自我

当代青年人更好地传承中华民族敬老爱老的传统，并以此为契机，进一步加强职

保护。参加此次活动的李弘烈部长说道“今后山东现代威亚也会继续推进‘安全出

工的精神文明建设，塑造现代威亚良好的精神面貌。

行’活动，提高儿童安全仪式，增强事故防御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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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추계 체육대회 개최

멕시코법인 관리자 직급 대상 리더십 향상 교육

산동법인은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엔진 3공장 앞 ‘위아광장’에서 추계 체육대
회 행사를 열었다. 전 직원들의 체력향상 및 상호 교류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9인 10
각 달리기, 자전거 경주, 줄다리기 등 단체 운동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이번 체육대회의 최종 우승은 엔진생산2부가 차지했다. 엔진생산2부 외에도 체육대
회에 참여한 전 직원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
다”며 소감을 밝혔다. 산동법인은 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여가활동 지
원을 지속 해나갈 예정이다.

멕시코법인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리자 직급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사외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과의 소통 방법', ' 리더의 역할', '리더십 역량강화', '조직 안정화' 등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교육은 조직의 방향과 성과를 이끄는 관리자 직급의 코칭스킬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면서 시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기
대 이상으로 유익했다.”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확대 시행되었으면 좋겠
다”는 소감을 전했다. 멕시코법인은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 다양한 직급의 직원
들에게 유익한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山东法人开展秋季小型活动

HYUNDAI WIA MEXICO Managers take Leadership
Improvement Training

山东法人于9月21日至28日，在发动机3工厂前的威亚广场举行了秋季趣味运动
会。此次活动旨在提升全体员工身体素质的同时，促进相互之间的沟通，比赛分
为绑腿跑、自行车慢骑，花式跳绳等部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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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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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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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终发动机生产2部获得
了冠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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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법인 '아유다 푸자' 행사 실시
인도법인은 지난 10월 17일 사내에서‘아유다 푸자 (Ayudha Pooja)’ 행사를 진행했
다. 아유다 푸자는 인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제단에 물건을 가져와 축성을 받는 전통 예
식행사이다. 작은 물품 하나에도 생명이 있다고 보는 인도인들의 문화가 깃들어있는
행사다. 이날 인도법인은 정문과 사무동 입구에 쌀가루, 석회가루, 꽃잎 등의 안료를 이
용한 전통 문양과 미술인 랑골리(Rangoli)를 장식하고 공장 내부에 제단을 마련해 예
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인도법인장 전우환 부장은 “인도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을 배려하
는 근무 문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rom October 19 to November 12, HYUNDAI WIA MEXICO conducted leadership
improvement training with 14 staff members of managerial positions. The
training has been held every Friday on the subject of ‘How to Communicate
with Employees", "Role of Leader", "Strengthening Leadership Capacity" and
"Organization Stabilization." As the coaching skills are highly required for
the managers, the training was the focused on organization’s direction and
performance. Employees who attended the training said, "The program was more
effective than I expected." "I hope that this education program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HYUNDAI WIA MEXICO plans to give more opportunities by
providing well-structured curriculum lecture that are beneficial to employees.

IP카메라 보안설정 가이드
● 당신도 가정에서 IP 카메라를 사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사생활 또한 그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IP카메라 해킹해 주인 사생활 털었다
경찰청,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엿보고 불법 촬영한 피의자 10명 검서
반려동물 사이트 DB에서 유출한 회원정보로 무단 접속·촬영, 사생활 침해...업체도 입건

HYUNDAI WIA INDIA holds Ayudha Pooja Festival
On October 17, HYUNDAI WIA INDIA held the 'Ayudha Pooja' festival. Ayudha
Pooja is a Hindu festival which is traditionally celebrated in India once a year.
Also it is basically worshipping equipment that are used for profession and
believed to be auspicious to place the equipment on the altar and worship it.
HYUNDAI WIA INDIA organized a ceremony by decorating the main gate using
rice pigment, lime powder, petal and other artifacts and drawing beautiful
patterns of Rangoli on the entrance floor of the office building. Jeon Woo Hwan,
the head of HYUNDAI WIA INDIA said, "I respect the Indian culture and expect
production efficiency by creating a work place that cares for l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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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카메라 해킹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법
① IP 카메라 접속 패스워드 변경
- IP 카메라 공장 출고 시 설정된 초기 아이디 (admin, user, root)이나 비밀번호
(0000)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영문 대문자/특수문자 포함한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
② IP 카메라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 IP 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각 제조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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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ooking

WE'RE Talking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WE'RE Looking

WE'RE Sharing

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자동차 이야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동맹

모바일 서비스 분야 첫 협력

글로벌 미래차 분야 협력 확대

기아차는 지난 11월 5일 서울 강남구 비트360에서 통합 모

이번 기술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

바일 고객 플랫폼 '기아 빅(KIA VIK)' 출시 행사를 열었다. 또한

플리케이션 외 전기차용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전자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

이날 삼성전자와는 양사 간 제휴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

시스템,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1990년대 삼성이 완성차 사업에

객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구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MOU)

보인다.

뛰어들며 내부적으로 협업을 금기시하기도 했던 양사는 향후 모바

체결에 합의했다.

일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말에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KT의 협업으로 탄생

향후 양사는 고객 디지털 경험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독

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용 자율주행 기술이 공개될 전망이

자적으로 개발한 기업 맞춤형 솔루션 ‘녹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KT는 이달 하순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

(Knox Customization)’과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시작 및 종료

는 자율주행실증도시 준공식에 맞춰, 관련 기술을 시연할 방침

화면에 ‘기아 빅(KIA VIK)’ 테마 적용 △기아 빅, UVO 등 기아차

이다. 현대차는 자동차와 주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고객에게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갤럭시 폰을 내년 초

삼성전자는 3.5㎓ 대역 5G 네트워크 장비를, KT는 5G통신망을

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담당했다.

기아 빅은 고객이 차량 구매정보부터 운행 유지관리, 중고차

앞서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고성능 'N 라인'의 첫 모델 'i30 N

처분까지 자신의 ‘카 라이프(Car Life)’ 전 과정을 스마트폰 하나

라인'에는 삼성의 오디오 계열사 하만 인터내셔널 제품이 적용

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됐다. 하만에 따르면 'i30 N라인'에는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기아차의 영문 사명인 ‘KIA’와 이를 거꾸로 뒤집은 형상인

JBL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다. JBL 프리미엄 오디

‘VIK’를 조합시켜 KIA VIK으로 이름 붙였다. 기존의 틀을 깨는

오 시스템은 압축 과정에서 손실된 음원을 복구시켜주는 Clari-

역발상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

Fi기술이 적용돼 좀 더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가 당장 자동차 관련 분야부

기아 빅은 기존 레드멤버스, Q프렌즈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기

터 협업을 시작하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해 있다. 예를

아차의 고객 대상 앱을 통합하고 기아차 홈페이지, 멤버십 사이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LG화학과

트, 각종 제휴 서비스 등을 연동시켜, 고객들이 하나의 ID로 다

SK이노베이션 제품을 쓰고 있는데, 폭스바겐·BMW·포르쉐

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다.

등에 납품 중인 삼성SDI의 제품과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W

차량 구매부터 유지, 관리, 처분에 이르는 차량 관리의 전 과
정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차계부 작성,
정비 이력 및 소모품 관리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
항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보유 차량과 관련된 보
증, 리콜 사항 등도 빠짐없이 통지한다.
또 고객이 보유한 멤버십 카드 및 포인트 서비스 활용 안내,
신차 출시 소식·견적 서비스·시승 신청 등 신차 구입 관련 정
보도 제공한다.
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맞춰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간
편 결제, 음성인식, 지문인식 로그인 등의 신기술을 대거 적용
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신기술을 우선 K9과 스팅어에 연내 적
용하고 내년부터 적용 차종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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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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맞아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건강 달리기, 걷기대회를 비롯해 각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다”

종 마라톤 대회가 인기다. 참가자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친구, 가족, 연인들과 추억을
쌓기에도 제격인 마라톤. 이런 행사는 보통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하니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도 한다. 흔히들 우리네 인생에 마라톤을 비교한다. 경쟁자와 겨

현대위아 마라톤 클럽

루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 장시간 이어지
는 경주 속에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것도 우리의 삶과 닮았다.
마라톤의 매력은 또 그 정직함에 있다. 욕심을 낸다고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없다. 여기
에는 어떠한 요행도 파고들 틈이 없다.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력, 적절한 페이스를 유
지할 수 있는 절제력,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지구력 모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알면
알수록 교훈이 많은 운동이다. 우리 회사와 마라톤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연차가
제법 되는 사우라면 우리 회사의 ‘마라톤 전성기’를 모두 기억할 터다. 당시 우리 회사

Q. 마라톤 동호회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가서 입상 해본 경험이 시작이었죠. 잘 뛴다고 생각은 못했는

김희범 우리 회사에서 마라톤을 많이 뛸 당시 에이스이던 선

데 막상 대회에 나가보니 남들보다 앞서고 기록이 좋더라고

수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동호회로 시작하게 되었죠. 당

요. 그런 성취감이 큰 재미였던 것 같아요.

시 회사의 상징적인 사람들과도 같았어요.

김희범 마라톤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기록이 나오는 운동
이에요. 점점 자기 기록이 좋아지는걸 수치로 바로 확인할 수

마라톤 에이스로 불리며 전국 대회에서 각종 기록을 달성하던 사람들도 기억하시는
지.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마라토너로 활약하며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우

Q. 마라톤 동호회 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리 회사 마라톤 클럽 사우들을 만났다.

강호진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안에 뛰는 사람들

전임회장

회원

권오석

김창원

있거든요. 자기발전을 보면서 큰 매력을 느꼈죠.

을 ‘서브3(서브쓰리)’라 해요. 모든 일반인 마라토너들의 목표

Q 마라톤의 매력을 꼽자면?

이자 꿈이죠. 우리 동호회는 3분의 2이상은 이 기록 보유자들

김희범 마라톤은 결승선에 골인할 때의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이에요. 모두가 처음부터 잘 뛰는 건 아니었고, 노력해서 실력

큰 운동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록이 달성되었을 때 머리가 선

이 컸죠.

다고 하죠? 그만큼 짜릿한 기분이 들어요. 1등, 2등까지 거머

김희범 1999년부터 2008년까지를 우리 회사 마라톤 동호

쥐고 결승선을 돌파할 때 대체 불가능한 희열이 있어요.

회의 전성기라 보는데, 이 때 당시에는 전국대회 나가면 우리

김창원 무엇보다 접하기 쉬워요.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 어

동호회원들이 상을 휩쓸었어요.

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농구나 축구 같은 단체운동은

총무

김창원 당시 유니폼이 노란색이었는데, 대회에 나가면 색이

함께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필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라

이병혁

눈에 띄기도 하지만 다들 선두에 몰려있으니 다른 참가자들

톤은 혼자 시간만 내고 운동장만 있으면 연습할 수 있죠.

이 노란색 유니폼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강호진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전신운동이죠.

이병혁 김창원 회원은 최고 기록이 2시간 18분 정도에요. 마

이병혁 마라톤의 재미와 매력은 해봐야 직접 알 수 있는데

라톤 국가대표에 버금가는 기록이에요. 서브3 외에도 2시간 30

요. 장점이 많은 운동이에요. 특히 신체뿐 아니라 정신력에 도

분 안에 드는 동호회원도 여럿 있으니 다들 실력이 대단하죠.

움이 많이 되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극복한 경험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Q. 처음부터 마라톤이 좋았나요

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정신력이

김창원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도 있고, 안 좋았던 사람도 있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다 보니 매력을 알게 되며 점점 빠져든 사람들이 많

감독

회장

회원

김희범

서봉주

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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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각자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건강에도 좋고,

Q. 정기모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람들과도 즐겁고, 회사 사람들과도 많이 알게 되고 장점이

이병혁 상반기 봄에는 ‘창원 야철 마라톤 대회’, 하반기 가을에

여럿 있었죠.

는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를 나가요. 동호회원 모두가 참가하

강호진 해보지 않으면 매력을 알기 어려운 운동이에요. 마라

는 정기대회를 정해두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톤의 재미를 알게 된 건 제 실력을 정확히 몰랐을 때 대회 나

소수로 모여 대회 준비를 하죠. 물론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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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고 있죠.

이병혁 계절 없이 뛰죠. 모든 운동이 원래 동계훈련이 가장 중
요한 법입니다! (웃음)

Q. 마라톤에 관심 있는 사우가 있다면

김희범 겨울에 훈련을 많이 해야 여름에 그 체력을 꺼내 쓸 수

강호진 동호회 초창기에는 풀코스 완주 기록증이 있는 사람만

있어요.

동호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서울대보다 들어오기 어려운
동호회였죠.(웃음) 지금은 문을 훨씬 더 열었으니 언제든 동호회

이니 정기대회 이외에 건강달리기 등 각자 대회를 준비하기도 해

Q.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운동하나요

요. 11월에는 정기대회로 통일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죠. 건강달

김희범 대회 앞두고는 워밍업까지 하루 1시간 반~2시간씩 운

리기 5km, 10km 단축마라톤, 21.0975km 하프 마라톤 세 종목이

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는 7~8시간 운동하는 셈이죠. 예전

있는데, 각자 뛰고 싶은 종목에 신청해서 달립니다.

에 한창 마라톤을 열심히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3~4시
간씩 운동했어요.

Q. 평소 연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권오석 마라톤이라고 해서 뛰는 것만이 훈련이 아니니까요. 웨

이병혁 풀코스인지, 하프코스, 10km인지 따라 연습하는 방식

이트를 하기도 하고, 준비운동, 스트레칭 다 포함해서 꾸준히

과 연습량이 달라요.

운동을 하는거죠.

권오석 처음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한다면 짧게는 3개월, 보통

김창원 일주일에 60~70km 뛰고 있어요.

6개월을 잡고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 10km를 달려보고, 하프

김희범 한창 때는 하루에 40km씩도 뛰고 그랬어요. 마라톤이

코스를 달려본 후에 빨리 달리는 훈련을 하고 오래 뛰는 훈련을

간단히 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무리만 하면 부상이 크거든

하며 풀코스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보통 3시간 30분 정도 시간

요. 스트레칭도 하고 몸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을 잡고 37~38km 뛰는 훈련을 합니다.

이병혁 15년 전에는 회원들이 한창 젊을 때라 운동을 많이 했

김희범 풀코스는 빨리 뛰는 것, 길게 뛰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는데요. 요즘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물론 요

합니다. 빨리 뛰기만 하면 후반부에 포기하기 쉽고, 길게 뛰는

즘도 김창원 회원이나, 젊은 회원들은 입상과 기록을 위해 열심

것만 연습하면 스피드가 없어서 기록을 내기 어려워요. 둘 다

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유지해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Q. 마라톤 연습하기 좋은 추천 코스가 있다면
Q. 대회 시 중점을 두는 점이 있다면

권오석 꿈의 코스, 성주사 코스라고 있죠.

강호진 속도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죠. 평소 운동은 컨디션

이병혁 우리 회사 기숙사에서 출발해서 안민고개 넘어 진해

조절의 연장선이에요. 자신의 신체가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를

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진해를 찍고 다시 돌아오면 전체

갈 수 있게끔 몸을 컨트롤하는 훈련입니다. 체력이 안 따라줄

40km 정도 됩니다.

때는 속도를 줄여 페이스를 맞추고, 회복돼서 좋아질 때는 빠르

강호진 중간에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 산 속 ‘임도’라는 게 있어

게 유지시켜가는 연습을 하는 거에요. 대회 때는 연습 경험을

요. 산 속에 소방도로 용도로 넓게 만든 도로가 있는데, 이 좌측

바탕으로 기록을 내는 거죠.

에 흙길이 있어요. 그 길을 뛰어 다녀오면 무척 좋습니다. 숲 속

김창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대회를 못 뛰어요. 대신 연습을

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거든요. 뛰는데 컨트롤도 좋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대회를 앞두고는 시간 날

고 건강에도 엄청 좋죠.

때마다 회원들과 시간 맞춰 계속 운동하고 훈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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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호회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에 오세요.

김희범 마라톤 전성기 시절 때, 전국 대회에 나가보면 선두가

권오석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문이 어디입니까? 1공장 정문이

다 우리 동호회원들이었어요. 선두그룹이 유니폼 노란 물결로

죠. 정문에 최용범 회원이 딱 있으니까요. 우리 동호회가 그만

가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큼 크게 열려있습니다!

강호진 ‘병아리’, ‘단무지군단’이라고도 했는데 시상대에 노란

김희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동호회 가입을 많이 기다릴게요~

색이 장악을 하고, 상금도 다 쓸어오고 했으니 다른 참가자들이

창원 1공장 말고도 5공장이나 서산에 젊은 회원들도 많이 있습

질투할 만 했죠.(웃음)

니다!

이병혁 저는 잠시 연구소에 있다가 4년 전에 창원에 내려왔어
요. 오자마자 동호회 총무를 맡았는데 2016년 통일마라톤 단체

Q. 본인들에게 마라톤이란

전을 같이 뛰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대회는 개인전도 있지만

강호진 인생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힘들 땐 좀 안 되고 잘될

단체 기록으로 대항하는 종목도 있어요. 10km를 뛰고 우리 동

땐 또 잘 되고. 굴곡이 있죠. 마라톤 풀코스 완주가 인생의 축소

호회가 1등을 했을 때 무척 뿌듯했죠. 트로피를 타와서 대회 뒤

판 같아요.

풀이 때 우승주도 먹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권오석 정직한 운동! 노력한 만큼 결과가 기록으로 나오는 가

강호진 아까 서브3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호회원 중에 3시간 1

장 정직한 운동 같아요. 살다 보면 노력에 게을러질 때 있는데,

초에 들어와서 아깝게 서브3를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라

그럴 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삶의 지표와도 같습니다.

톤하는 사람들에게 서브3를 달성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목표

서봉주 의욕이나 의지가 솟구치더라도 페이스를 잘 맞춰야지,

인데, 2초만 빨리 들어와도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옆에서 봐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은 의욕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세상 살아가

참 아깝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6개월 더 연습해서 다음 대회

는 것도 본인 욕심과 목표만 저만치 높이 있다고 해서 과정과

때 바로 서브3를 달성하더라고요.

단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권오석 근무형태개선추진TFT 방윤호 차장이죠? (웃음)

김창원 마라톤 한번 뛰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1km 남았는
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본인을 위해서 완주를 향해 달

Q. 동호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리는 거거든요. 인생도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힘든 걸

권오석 같은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겨내고 본인을 위해 달린다는 점에서 인생이죠. W

동호회 활동으로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
이 발생했을 때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때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기도 하고요. 정
답게 지내고 있어요.
김희범 대회에 출전하면 각자 다른 종목을 뛰다 보니 누구는

현대위아 마라톤 클럽에 함께 하려면?

오래 뛰기도 하고, 누구는 짧은 코스를 뛰기도 하잖아요. 먼저

참여 문의: 총무 이병혁 (010-4488-1722)
준비물: 편한 복장, 런닝화, 하고자 하는 마음

들어온 사람이 오래 뛰고 온 사람을 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물
도 챙겨주고 다독여도 주고 합니다. 이런 데서 동호회 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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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여행사진 공모전

전세계에서 현대위아의 깃발을 휘날린 사우들의 멋진 사진을 공개합니다.

총무팀 최경식 부장
선삭기설계팀 박중훈 연구원

#벨기에_낭만적
인_중세도시_브
뤼헤

모듈생산 2부 공경용 부장

#베트남_가족여행_현대위아도_함께

구동생산부 김용재 기술기사

I를
_현대위아C
언_상공에서
니
캐
드
랜
#미국_그

#베트남
_다낭_
웅장한_
골든브릿
지

원가기획팀 손진우 사원

#스페인_FC바르
셀로나_캄프누_스
타디움_동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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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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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열 명 중 한 명도 안 되리라
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지금 과거에 꿈꾸던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대
부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놀랄 게 분명하다. 본래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욕구가 태생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일까. 어느 쪽
이든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결국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므로.
누구는 특별히 꿈꾸었던 삶이 없었을 것이고, 누구는 꿈을 실현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
패했을 것이고, 누구는 어떤 여건 탓에 아쉽게 꿈을 접어야 했을 것이다. 소위 ‘현실’을 겪
으며 별 고민이나 아쉬움 없이 지난날의 꿈에 ‘철없는 생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시절의 꿈이 철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이들
과 청년들에게 꿈을 물을 수 없다. 꿈을 꾸라고도, 좇으라고도 말할 수 없다.
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지만 “현실에 맞춘 꿈이 올바른 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자답이기도 한 꿈은 아무래도 단단한 현실 너
머를 향하게 돼 있다. 원하는 삶이 지금 이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현실과 부딪
친다. 샘 멘데스 감독의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2008년)는 지난날 바랐던 인생을 이제
라도 살아보자고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다. 리처드 예이츠의 동명소설(1961년작)을 각색한
이 작품은 미국인 부부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저항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다. 관객은 주인공들이 과연 현실의 장벽을 넘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은 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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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비현실적인 삶’인가
2차 세계대전 직후 어느 파티에서 만난 에이프릴(케이

모순적 공간,
레볼루셔너리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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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삶으로부터의 도망일 수 있다”고 답한다. 존은 비로
소 질문 공세를 멈춘다. “이제야 실토하네. (삶이) 공허한
건 많이들 인정하지만 희망이 없다고까지는 말 못하는
데.” 우리는 현실을 힘겨워하면서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트 윈슬렛)과 프랭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서로 남
다른 매력에 끌려 결혼한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에이프

프랭크와 에이프릴이 사는 교외 마을 ‘레볼루셔너리

못한다. 현실을 지탱하기 위해 솔직히 다 말할 수 없는

릴은 자유로운 프랭크를 사랑했다. 7년이 지난 지금 프

로드(혁명의 길)’는 이름과 달리 혁명성이라고는 찾아

삶의 고통이나 권태로움이 있다.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

랭크는 사무기기업체 영업사원으로, 에이프릴은 아이 둘

볼 수 없는 평온한 공간이다. 평화로움 뒤에서 주민들

드>는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 솔직함은 불

을 키우는 주부로 살고 있다. 에이프릴은 배우가 되려던

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만족

편하지만 그 감정을 통해 관객은 윌러 부부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프랭크는 자신이 완강히 거부했던

스러운 삶이 아니라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삶에 가깝다.

들의 동료나 이웃으로서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삶’을 받아들였다. 프랭크가 일하는

그 삶이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멋진 공동체가 안정적으

회사 ‘녹스’는 그의 아버지가 영업사원으로 20년간 일했

로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레볼루셔너리 로드 주민들은

입 밖에 내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잘

시 프랭크에게 짙게 드리운다. 퇴사 의지가 굳건한 듯한

던 곳이다. 프랭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인생에 대한

혁명적 시도를 거부한다. 이들에게 윌러 부부는 ‘이곳은

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윌러 부부를 비웃는 일

프랭크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조언을 들을 때마다 절대 아버지 꼴이 되지 않겠노라고

멋진 동네’라고 일깨워주며 지금의 삶을 정당화해주는

이다. 침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등을 돌리고 있던 밀리

인생 종친다”는 사장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아

다짐했었다.

구심점 같은 존재다. 그런 프랭크와 에이프릴의 파리 이

는 윌러 부부의 계획이 터무니없다는 남편 말에 안도하

내에게 “(더 벌게 될) 그 돈이면 여기서 다르게 살 수 있

주 결정은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 이웃들에게 전복적으

면서도 울음을 터뜨린다. 거기에는 어쩔 도리 없이 남는

다. 파리 사람들만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

로 받아들여진다.

자의 열등감이나 자기연민이 엿보인다.

한다. 그러나 에이프릴이 원한 건 애초 화려한 인생도,

프랭크의 출근길은 그의 삶이 어떤지 대변한다. 이른
아침 기차역을 빽빽하게 채운 인파는 하나같이 잿빛 정

생각지 못한 승진 기회와 함께 현실이라는 그림자가 다

윌러 부부가 찾아와 “파리에 아주 살러 갈 계획”이라

변화를 선택하는 이들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남들로부

파리라는 도시 자체도 아니었다. 그는 프랭크가 가족 부

다. 열차를 탄 뒤에는 정해진 일과인 것처럼 모두가 신문

고 말하자 절친한 이웃 캠벨 부부(쉐프와 밀리)는 충격

터 프레젠테이션 수준의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면접이

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말 원하는 일을 찾기를 바랐다.

을 펼쳐 읽고 목적지에 다다라서는 같은 방향으로 우르

을 받는다. 마음에도 없는 축하와 격려를 건넨 그들은

나 토론 같은 대화도 벌여야 한다. 영화는 그런 보통의

파리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배경일 뿐이었다. “나도 거기

르 쏟아져 나간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 장면에서

윌러 부부가 돌아간 뒤 “솔직히 말해 파리에 간다는 건

저항들을 잇달아 보여준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가 봤지만 여기와 다를 게 없다”는 쉐프에게 에이프릴은

주인공 프랭크를 찾지만 디카프리오의 그 아름다운 얼굴

유치한 발상이야” “나도 내내 그렇게 생각했어요”라며

살아야 한다”는 프랭크에게 동료들은 “맞는 말이지만 천

꼭 파리를 원한 건 아니었으며 행복하고 싶었고, 다시 사

마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사람들은 각자 기계부품 같

냉소를 주고받는다. 이 대화에는 각자의 불안감이 감춰

직이 파리에만 있으란 법 있느냐”며 ‘이곳’에서의 삶을

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고, 이들 무리는 정해진 절차대로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져 있다. 캠벨 부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제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회사엔 내 천직이 없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누군가의 도전 성공담이나 실

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

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걸요”라는 말에는 대꾸하지

패담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현실

도 벗어나고 싶다”였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못한다.

에 관한 폭로다. 우리는 꿈을 꾸는 단계에서부터 저항에

장에 넥타이, 중절모 차림이다. 이들에게는 표정이 없

연상시킨다.
프랭크와 에이프릴,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딪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이 보이는 부정적이

들 윌러 부부는 결혼 후 각자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거나 냉소적인 반응들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두

우회하거나 주저앉았다. 에이프릴의 말을 옮기면 “아이

려움이라고 영화는 말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

불편할수록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

가 생기면 인생 끝이라는 어리석은 통념에 굴복했다.”
두 사람은 문젯거리가 생길 때마다 서로를 탓하며 격한
언쟁을 벌인다. 그 내면에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실과 자기감정에 관한 진실을 인정하기를 회피하며 ‘최
선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지금의 현실이 무너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애쓴다. 영화 후반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좌절감이 있다. 더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
게 살아야 하리라는 절망감이다. 크게 다툰 다음날 에

혁명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폭력적 제재보

서 에이프릴은 “거짓과 타협할망정 누구나 진실을 믿는

이프릴은 프랭크에게 파리로 가서 살자고 설득한다. 파

다 자기 최면을 걸듯 현실을 긍정하려 하는 다수의 관성

다”며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묻지만 프랭크는 깊은 곳

리는 연애시절 프랭크가 어디로도 떠나본 적 없는 에이

적 태도일 것이다.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서 윌러 부부의

의 진심을 감히 말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프릴에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던 곳이다. 정작 지금은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존뿐이다.

자신의 진실한 꿈에 대해 말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이지 않

직설적인 그는 윌러 부부에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뭐

는 것이다.W

다는 프랭크에게 에이프릴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억지

가 무서워서 (파리로) 도망가느냐”고 묻는다. 에이프릴은

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척 위선을 떨며 사

도망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프랭크는 “공허하고 희망이

는 지금의 삶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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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haring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CSR

세상을 바꾸는
착한 걸음 캠페인

1%
기적 성폭력 피해자시설 및 미혼모 시설 생필품 기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km도 멀게만 보였습니다.
20,180km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00km는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어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활용품을 기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품목이 바로 기저귀입니

(30명)

참여하신 모든 분이 열심히 노력해주셨지만,
그중에서도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30분께
인공지능 스피커 미니 제품을 드립니다.

목표 조기달성으로 더 큰 목표에 도전, 달성하여,
원래 목표금액이었던 2,018만원에, 추가 2,018만원을 더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 피해자시설과 미혼모시설에 1320만원어치의 생

Special Ranker

우리의 정성 어린 발걸음은 보행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도울 보행보조기구 구입에 사용되어,
보다 큰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 없어도 되는 품목도 있고,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저귀만큼은 일정
량을 항상 쓸 수밖에 없는 물품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한 두 시설은 많은 출
산·생활용품이 필요한 곳입니다.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WALK with 현대위아'의 발자취
함께 한 임직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돌보며 출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이들에게 우리 회사가 힘이 되어주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기저귀뿐 아니라 휴지와 세제 육아용품 등을 전달하며 작은 희망을

함께 걸은 거리
함께 걸은 시간

전달했습니다. 기증품을 전달 받은 마산생명터의 노미진 원장은 "매년 어려운 여성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현대위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에
게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38

함께 소모한 칼로리
함께 적립한 기금

'WALK with 현대위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조직문화개선TFT 홍성률 대리(031-596-1036) 앞으로 문의해주세요.

순위

부 서

이 름 걸음(km)

순위

부 서

이 름 걸음(km)

1

차량부품보전부

신상식

3,817

16 공작기계품질관리팀

황우갑

2,383

2

소재개발팀

김영철

3,809

17 엔진생산관리팀

정성태

2,365

3

차량부품보전부

정영도

3,045

18 차량부품연구지원팀

유일훈

2,362

4

공작기계영업기술팀

김진록

3,018

19 모듈생산2부

김공학

2,343

5

공작기계성능개선팀

김진학

2,944

20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2,261

6

공작기계성능개선팀

손웅희

2,890

21 차량부품사업기획팀

이시헌

2,240

7

FA제작관리팀

김주민

2,788

22 구동생산부

김민성

2,237

8

로봇개발팀

이욱재

2,667

23 마케팅팀

이현창

2,233

9

구동생산부

김효수

2,578

24 공작품질보증팀

허문식

2,231

10 공작기계제어설계팀

이호익

2,452

25 특수생산부

박영수

2,201

11 공작기계영업기술팀

표지호

2,450

26 공작기계생산부

강호성

2,192

12 차량부품보전부

이성대

2,426

27 공작기계설계개선팀

신동운

2,189

2,424

28 차량부품보전부

김대영

2,171

13 공작기계영업기술팀

황창욱

14 M/C설계팀

박종민

2,397

29 부품품질혁신팀

이제헌

2,153

15 근무형태개선추진TFT 배제현

2,383

30 단조품질관리팀

허구식

2,150

WE'RE Thinking

WE'RE Talking

회사 근처 여행지도

WE'RE Looking

WE'RE Sharing

글 김현정 여행작가

공업도시 창원의 반전 매력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살기 좋은 곳

도심에서 느끼는
‘여유’의 미학

01 오직 창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무빙보트’.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전기충전식 전동 보트로 마치 카페처럼 미
리 준비해온 음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도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
이 즐겨 찾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보트에 LED 조명을 설치해 용
지호수 야경과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세 중의 대세 ‘무빙보트’
용지호수공원은 창원에서 학생들의 소풍이나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애용되는 랜드마크다. 이 일대는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이 있는 경남의 행정·업무의 중심지다. 용지호
수공원 면적은 32만5000㎡. 호수를 끼고 도는 예쁜 둘레
길과 소나무 벤치, 연못의 야간 음악분수, 푸른 잔디의 조
각품 감상, 무빙보트 등등. 공원 한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다 즐길 수 있다. 또 공원 안에는 새영남포정사,
창원시민 헌장비 등 창원시를 상징하는 여러 기념유적과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 선생을 기리기 위한 노래
비, 창원기계공업단지를 건설할 때 이주민들의 각 문중이
옮겨 놓은 비석 14기 등 다양한 유산도 있다. 하루 온 종
일을 놀아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다.
용지호수는 창원을 대표하는 호수다. 조선시대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되었는데, 1974년 창원에 대규모 산업단지
가 조성되면서 공원 내 시민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최근 창원의 대세 중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무빙보트’.
오직 창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이다. 누구
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8인승 전기충전식 전동 보트로 연
인이나 가족들이 스스로 운전하며 호수를 누빌 수 있다.
마치 카페처럼 ‘무빙보트’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음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도 있고, 특히 야간에는 보트에 LED 조명
을 설치해 용지호수 야경과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연중무휴(폭우, 강풍, 한파시 미운영)로 무빙보
트 15대가 운행 중인데 4인 기준으로 30분이 2만원, 60분
이 3만원이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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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욕으로
몸도 마음도 보양하자
경남 유일의 보양온천 ‘마금산온천’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따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온천 가운데 보양온천이라는 것이 있다.
수온 35℃ 이상 수질 좋은 온천 가운데 운동욕장, 수영장, 노
천탕 등 보양온천 시설을 갖추고 치료와 요양, 휴양이 복합
적으로 가능한 온천을 말한다. 마금산온천단지의 마금산원
03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원과학체험관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을 구비하고 있다.

탕은 전국에서 9번째, 경남에서는 유일한 보양온천이다.
창원시 북면 마금산과 천마산 사이에 자리 잡은 마금산온
천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기록은 <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다. <세종실록>에는 “온천은 창원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

도호부에서 북쪽으로 18리 초미흘(草未訖)에 있다. 욕칸은
3칸이고 주사가 3칸이다.”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지>

창원과학체험관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충

와 <동국여지승람>에도 ‘온정’이란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혼로에 있다. 경남 유일의 과학체험관이다. 하이

영조 때 전국의 읍지를 모은 <여지도서>에는 “온정이 창원

테크적 이미지를 강조한 본관에 상설전시관인 2
02 도로 양쪽에 늘어선 600여 그루의 메타쉐콰이어 가로수에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마치 우주를 여행하듯 환상적인 모습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점등
식과 함께 빛의 향연을 시작한다.

도호부에서 북쪽으로 20리 거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

층은 ‘사이언스스테이션’으로 기초과학존, 생명

는 기록이 있어 좀 이상하다. 온천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과학존, 기계소재존, 환경과 에너지존이 있다. 3

것이다.

층은 사이언스테마파크로 우주항공존, 정보통신

메타세콰이어 명품 가로수길

되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의 총구간은 3.3km이며 630여

창원에도 가로수길이 있다. 울창한 메타쉐콰이어 나무

그루의 나무가 있다. 용호로는 약 1.2km, 380외동 반림

가 길게 펼쳐져 있고 예쁘고 고급진 카페와 맛집이 즐비

로에서 용지로까지 약 750m 150여 그루의 나무가 웅장하

한 용지동 가로수길은 창원의 핫 플레이스다.

게 늘어서 있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시는 1982년 당시 허허벌

창원 가로수길은 밤이면 빛의 거리로 탈바꿈한다. 도로

판이던 도시에 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메타쉐콰이어를

양쪽에 늘어선 600여 그루의 메타쉐콰이어 가로수가 은

조경수로 선택했다. 충혼로를 시작으로 용호로 창원대로

하수 조명으로 마치 우주를 여행하듯 환상적인 모습으로

등에 심은 메타세콰이어가 35년 동안 거목으로 자라면서

변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점등식과 함께 빛의 향연이 시

이국적인 풍경의 명품 가로수가 되었다.

작된다. 가로수길 빛의 거리는 올해는 가로수길 뿐만 아

오래전 조용한 주택가였던 용지동 가로수길은 공무원들

니라 세로수길 300m 구간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세

을 위한 점심 밥집이 한두군 데 있을 뿐이었다. 이 조용하

로수길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하트조명을 설치해 더욱더

고 예쁜 동네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한군데

화려하고 낭만적이다. 이번 가로수길 빛의 거리는 2019년

두군데 이색 맛집이 생기더니 어느새 유명한 카페거리가

2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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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창원특별존으로 되어 있다. 전시품의 90%
이상을 체험, 참여형으로 꾸며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원과학체험관만의 특색 있는 아이
템을 구비하고 있다.
관람 동선은 ‘사이언스테이션’과 ‘사이언스테마
파크’를 돌아본 뒤 야외공원을 산책하는 순으로
하면 된다. 3층 전시실과 야외공원이 연결돼 동
선이 자연스럽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미니자
동차를 조작하거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즐겁게 과학 원리를 배울 수도 있
다. 돔 영상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플라네타리
움과 바람, 물방울, 진동 등을 느낄 수 있는 특수
영상관은 입장료 외에 별도의 이용요금을 내야

04 무료로 운영하는 온천 족욕체험장이다. 11월까지만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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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마금산온천단지의 마금산원탕은 전국에서 9번째, 경남에서는 유일한 보양온천이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조선 초엽에 마금
산계곡에서 약수가 솟아나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WE'RE Looking

06 마금산 온천 구름다리는 마금산온천 인근 마금산과 천마산을 이어주는 출렁다리다.
발을 내딛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게 스릴 있다.

마금산과 천마산, 온천과
산행의 함수관계

마금산온천단지 땅콩콩국수 ‘산미’

목욕을 하니 각종 질환에 효험이 있었다. 소문이 나자

마금산원탕 앞 ‘산미’의 땅콩콩국수는 마금산온천단

마금산온천단지 뒤로는 마금산(279m)과 천마산

지를 대표하는 별미다. 잘 삶은 땅콩을 온천수와 함께

(372m)이 있다. 때문에 산행을 즐긴 후 온천에서 쌓인

갈아내는데 하얀 콩국에 고소함이 두 배다. 겨울철에

마금산온천은 그 후 오랫동안 잊히는 듯 했다. 그런

피로를 풀고 갈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두 산은 산세가

는 녹두국수도 유명한데, 녹두를 갈아 진하고 걸쭉한

데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던 1927년 다시 등장한다. 당시

완만할 뿐만 아니라 사거정고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

마산도립병원장이었던 일본인 도쿠나가가 온천을 찾아

어진다. 사거정고개에 상천리와 하천리로 넘어가는 도

에 겉절이와 함께 내는 땅콩두부, 온천수로 만든 막걸

내는 데 성공해 온천욕을 통한 요양소로 문을 열었다.

로가 나 있고, 고갯마루 도로 위에는 두 산을 이어주는

리 한 잔이면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다.

1990년대 초까지 일본식으로 지은 온천호텔이 남아 있

출렁다리가 있다. 온천초교나 신리마을에서 마금산 정

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 후로 현재의 마금산원

상에 오른 뒤 출렁다리를 건너 다시 천마산 정상을 오른

탕과 천마산온천이 뒤를 잇고, 지금은 2곳을 포함해 10

뒤 바깥신천마을로 내려오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로 인해 지역 백성
들이 민폐를 입게 되므로 약수를 매몰했다고 한다.

여 곳의 온천이 운영되고 있다.

출렁다리는 일명 ‘마금산 온천 구름다리’로 도로 위를

국무을 낸 다음 국수를 곁들인다. 따끔한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맛보고 나면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이다. 여기

가로수길 멕시칸 요리 전문점 ‘토도스’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마금산원탕은 대중탕 외에도 보

가로질러 70m나 이어진다. 발을 내딛을 때마다 출렁거

양온천의 필수 시설인 수치료탕, 운동욕장, 치유풀장,

리는 게 스릴 있다. 천마산 방면의 출렁다리 끝에 서면

노천탕, 운동실, 사우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온천수는

마금산온천단지가 바로 내려다보이고, 400m가 넘는 백

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주문을 하면 매장 한 켠에

지하 300m에서 분출되는 약알칼리성 식염온천으로 수

월산의 당당한 자태도 바라다 보인다.

있는 바에서 나쵸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

온이 57℃ 정도다. 20여 가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마금산온천단지 내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족욕체험장

데 특히 철, 망간, 나트륨, 라듐 등을 다량 함유해 신경

이 있다. 허브 등을 넣어 향기로운 족욕을 즐길 수도 있

통, 요통, 근육통 등 통증 완화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다. 족욕체험장은 11월까지만 운영하고 운영시간을 매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W

창원 가로수길에 자리 잡은 멕시칸 요리 전문점이다.
콘크리트와 벽돌질감을 그대로 살린 매장은 빈티지

메뉴는 망고 살사 쉬프림, 텍스멕스 바비큐 포크, 크
레올 스파이스 치킨, 코울슬로 프라이드 피쉬의 4가지
종류 타코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코도스4타코’, 구
운 새우에 할라피뇨와 망고를 곁들인 ‘망고 살사 쉬림
프 타코’다.

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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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 i z

사보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 복이 와요
사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정답을 찾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
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1. 구체적 비전 달성 전략 중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새
로운 이동경험'에 해당하는 단어는?

NEXT

2. 현대위아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추천하는 창원
의 마라톤 추천 코스는?

코스

지난호 당첨자 및 정답

현대위아 뉴스상 (1명) 5만원 온누리 상품권
김창오 / 기계품질보증팀

1. 기계가공 기능장
2. 연잎핫도그

한마음상 (1명) 3만원 온누리 상품권
이광섭 / 자동화기술팀
새마음상 (3명) 1만원 문화상품권 (각 2매)
이근영 / FA설계팀
김창수 / 기계품질보증팀
김형섭 / 선삭기설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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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