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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도
방식이 있다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그야말로 박스오피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니 아직 안 보신 분이라도 안심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1000만 관객을
모았고, 글로벌 기록을 보더라도 역대 최고 속도로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7억8796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아바타>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어벤져스>는 어떻게 ‘대박’을 낼 수 있었을까요. 배경은 영웅들의 개별적 서사에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왜 아이언맨이 됐는지, 토르는 어쩌다 지구에 왔는지, 캡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약골에서 세계 최고의 군인
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까지도요.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Kevein Feige)가 가장
공들인 것도 이 부분입니다. 각 영웅들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MCU)’의 얼
개로 엮는 일 말이죠.
마블은 그래서 주요 캐릭터를 선보일 때는 독자적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언맨>, <캡틴아메리카:퍼스
트 어벤져>, <헐크:인크레더블>, <토르:천둥의 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후에 나온 <앤트맨>, <블랙팬서>, <
캡틴마블> 등도 마찬가지고요.
마블은 이 영화들에서 새로운 영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장치를 심었습니다. 바로 ‘성장’입니다. 자
기 자신만 아는 토니 스타크가 지구를 구하는 정의로운 아이언맨이 되는 과정을 넣었죠. 토르는 오만한 왕
자님이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천재 의사였죠. 이들 영화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아
무것도 모르는 영웅들이 위기에 빠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희생과 성장을 거듭합니다.
물론 ‘절체절명의 상황을 노력했더니 이겨냈다’는 일차원적 서사였다면, 마블에게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동안 관객들이 느끼지 못한 새롭고, 참신한 성장의 방식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영웅도, 마블도 성
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공학적 감수성을 충만하게 채우는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새로운 성장의 방식입니다.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때
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회사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네 가지 신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이 여
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제하더라도 많은 임직원들이 저마다의 ‘성장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보에서 소개할
이야기도 그런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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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생산 맞춤형 공작기계로
중국 공략 나서
- 4월 15~20일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 CIMT 2019 참가
- 중국 전략모델 현지 생산으로 중국 시장 공략

about wia + HOT ISSUE!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 중국 최초 공개

우리 회사는 중국 북경 국제전시센터에서 개최한 국제 공작기계전시회 ‘CIMT 2019’에서 KF5608 등 총
8대의 공작기계를 전시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아이리스(iRiS•Integrated Revolution of
Industrial Solution)’도 중국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CIMT는 80개국에서 1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
는 세계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로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구는 ‘Localization for the New Take off(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
지화)’입니다. 이에 출품 전시 기종 8대 모두를 중국 수요가 높은 ‘중국 맞춤형’ 모델로 채웠는데요. 실제 출
품 기종 8대 중 5대(E200C, KIT4500, HD2208, KF5608, KF4608)는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위
치한 강소법인에서 직접 생산하는 모델입니다.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모델을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으
로 공급 가격을 최적화해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지 직접 A/S 등으로 서비스 품
질도 대폭 끌어 올린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시장 전용 신제품으로 KF5608과 KF4608를 공개하고 가공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수
직형 머시닝센터 기종으로 중국 내에서 수요가 높은 범용 공작기계입니다. 두 기종 모두 공작물을 가공하는
‘주축(Spindle)’을 모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가공 시간을 크게 줄였죠. 공구 교환 또한 3.2
초로 동급 최고수준으로 확보하며, 중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매요소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 고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iRiS는 생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제어하는 공작기계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입니다. 특히 iRiS의 대표 시스템인
HW-MMS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작기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국내 공작기계 업체 가운데 최초로 구현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
도 중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디지털 트윈 제조기술은 가공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준화해 생산 효율
성을 대폭 끌어 올리는 기술입니다. 현지 생산 전략 모델과 iRiS 솔루션으로 중국 내 공작기계 판매 향상에
박차를 가할 현대위아 공작기계를 기대해봅니다! W

모든 생산라인의 첫 단추,
소재 물류를 책임지는
주물물류관리반
서로 웃고 즐기면서
일하는 우리 반!

about wia +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신속·정확한 물류!

정유태 기사
정성훈 기사
정두열 기사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창원 5공장에서 주물물류관리반을 이끌고 있는 김형주 조장입니다. 우리 반은 저 포함 4명의 반원들이 모여
5공장에서 생산된 주물 제품을 국내외 고객사로 보내는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주물과 부자
재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주물은 생산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부자재 파트에서
는 출입고 관리를 하고 있죠. 이외 물량 공급한 고객사에서 수시로 오는 요청 혹은 문의에 대응하기도 해요.
주로 현대•기아차 차종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물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류 파트에서 후처리도 하나요
고철을 부어 원 소재를 생산하는 주물은 생산품을 깨끗하게 다듬는 후처리 작업이 필수에요. 이전에는 우리
생산라인에서 후처리까지 다 했지만, 현재는 여러 곳의 협력업체와 계약해 후처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를 들어 오늘 밤 생산을 마쳤는데, 고객사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물량이면 후처리 담당 업체에 보내고 마감
시한을 전달하는 거죠. 고객사의 요구대로 신속 정확하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단계도 우리 반에서
꼼꼼히 대응하고 있어요.

김형주 조장

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반원이 네 명이다 보니 한 사람이 한 파트를 담당하는 개
념이에요. 반 관리를 담당하는 저의 경우 본래 수출품 물
류 관리를 합니다. 전체 중 20퍼센트 정도가 수출 물량이
죠. 또 방금 말했듯 후처리 업체 반출입과 고객사 대응 업
무를 하는 반원이 있고, 부자재 파트는 우리 공장 생산라
인에 투입하는 소재 물류를 관리해요. 라인 별로 적재적소
에 반출하고 부족할 수 있는 소재는 미리 입고를 잡는 업
무죠. 특이한 점은 1일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선 급한 물량을 공급해줘야 할
경우 비행기로 대응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 비
용이 엄청나죠. 이렇다 보니 수출 물류는 물류 관리를 할
때에도 특히 실수가 없도록 더욱 유의하죠.
한 주에 15~20대의 컨테이너가 상차를 합니다. 주로 이용
하는 컨테이너 한 대당 평균 18톤 정도 규모이니, 한 달 물
량만 해도 상당하죠? 해외 물류가 신경 쓸 점도 많지만 창
원 5공장이 유일하게 독자 수출을 15개사나 담당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큽니다.

오늘 쓸 재고만 입고로 잡는 거에요. 최종 원가에 재고비

주물물류관리반의 업무 특성이 있나요

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부문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반이 아

마지막으로 A/S 소재를 챙겨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닐까요? 영업, 품질, 구매, 생산 모든 분야와 매일 연락하

현대•기아차나 모비스 서비스 업체에 A/S 차종이 들어오

는 것 같아요. 우선 물류를 시작하기 전부터 품질 합격 통

면 모든 주물 부품은 통상 10년까지 A/S를 해주고 있거든

보를 받아야 물류를 진행할 수 있죠. 부자재 파트는 구매

반 업무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요. 예를 들어 예전 모닝 차종의 한 소재 부품이 파손되었

부서와 연락하고 제품 하자는 생산라인과도 협의하고, 고

우리 반 업무의 특별한 매력이라기보다는 제조의 꽃은 ‘생

다 하면 이에 맞는 소재 부품을 우리가 공급해줘야 하죠.

객사 요청은 영업, 품질 부서에 전달하며 대응하고 있죠.

산’이겠죠. 그 핵심에 물류가 완벽한 지원을 함으로서 제조

아무래도 물류가 고객사와 접촉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보

가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외 물류는 좀더 신경 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니 직접 연락 받는 쪽은 우리 반이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그렇죠. 해외 물류의 경우 배로 보내다 보니 도착

품질이나 생산에 관해 직접 대응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

하는 데에만 통상 15~20일 정도 걸리거든요. 미국 쪽이

객사 요청을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나 더 오래 걸릴 때에는 25~30일까지도 걸려요. 혹시라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렇다 보니

불량이 발생할 경우, 국내의 경우 직접 품질 쪽에서 고객을

관련 부서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주지 않으면 우리 반이 중

찾아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제품을 금방 공급할 수 있

간에서 상당히 곤란해져요. 다행인건 창원 5공장 주물 쪽

지만 해외는 현지에 도착하는 데에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

에서는 다들 책임 있게 협조를 잘 해주고 있죠.

S제품을 5공장 내 a,b,c동 세 군데에 나누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a동으로 전체 취합하는 업무를 했죠. c동에 자리
가 생기니 수출품도 c동으로 통합했고요. 이전엔 지게차
활용이 잦아 외부 업체 지게차를 이용해서 비용이 또 발생
했거든요. 각각 한 군데로 시스템을 묶으니 이동거리도 짧

물류 업무에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정보 시스템을 개인이 취합하고 흐름을 잘 읽을

아지고 여유시간이 남아 사내 지게차만으로도 충분히 활
용 가능해졌어요. 파트 별로 통합 관리를 이루니 작업 환
경에도 편리함이 커졌죠.

줄 알아야 해요. 특히 우리는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다 보
니 업계와 고객사의 흐름을 알아두면 좋죠. 우리 주물 제
품이 어떤 차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물량으로 공급되는

반원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 등을 먼저 숙지해둬야 수시로 오는 고객사 요청에 신속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참여가 좋아요. 4명뿐이지

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만 창원 5공장 내에서는 ‘스포츠 군단’이라 할 정도로 다

물류관리반이지만 다루는 제품이 소재이다 보니 더 주의

들 여가활동도 활발하고 친화력도 좋죠. 5공장 탁구 동호

해야 해요. 자동차 생산라인의 첫 단추이잖아요. 소재 물

회를 우리 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기도 했고요. 부서별

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 뒤의 업체 라인들이 전부 다

야외 체육대회를 할 때도 유명했죠. 요즘도 두 달에 한번

서버려요. 원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책임감으로 물량 공

정도 반원들과 같이 사외 각종 체육 팀들과 교류전을 합

급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업무 다 하면 끝이 아니라 긴급하

니다. 최근에는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창원시 어머니 배구

게 대응할 땐 남들보다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고객사의 흐

단과 경기하기도 했죠. 4명 소수임에도 참여 100프로이니

름과 요청에 발맞추려는 업무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에너지가 좋아요.

반에서 개선을 이뤄낸 사례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근에 A/S제품 파트 쪽 물류 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원

지금처럼 생동감 있게 일합시다. 우리 반이 맡은 물류 시

가절감과 업무 효율을 이룬 성과가 있어요. 이전에는 A/

스템 잘 흘러가게 일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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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

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의
인생
명언은?

김근용 과장 / 부품품질혁신팀

김종철 차장 / 차량부품생산기술팀

자신감을 갖되, 자만심은 갖지 말고
겸손함을 갖되, 패배감은 갖지 말라

취해 있지 마라
직장인이라면 모두 공감할 드라마 '미생'의 16화에서 오 차

대학교 신입생 때 4학년 기숙사 방장 형이 해준 말인데요.

장이 사원 장그래에게 했던 말입니다. 단순하고 짧은 한 마

막막했던 대학 생활의 버팀목이 되었던 명언이었습니다. 지

디이지만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는 개

금도 이 말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고자 노

인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

력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혹은 일시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것
이 아닌, 개인의 공적 업무나 사적 생활 자체가 타성에 취
해 버리면 업무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 능력 개발 기회

김덕헌 과장 / 시스템운영팀

실수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며 달려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실

어느덧 따뜻한 날씨와 찾아온 5월! 왠지 '편지'가 떠오
릅니다. 문자나 메신저가 익숙해진 요즘, 웬만해선 쓰
지 않는 편지이지만 마음을 전할 때는 여전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매체이지요. 편지를 쓸 때 좋은 말
한마디, 위로와 힘이 되는 글귀 한 줄 더 적어보

를 잃어버리는 순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자
신에게 찾아올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커
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겠죠.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쟁취한
다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서두 없이 적었지만 중요
한 이야기 같아 사우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수에 대해 고민하고 계속 사로잡혀있다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집중을 못 해 실수나 실패를 할 가능성
이 커집니다. 이 말을 떠올리고는 한번 한 실수는 안 하려
고 마음속에 새기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집중하려

김진수 연구원 / 공작기계제어개발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말입
니다. 이 말을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공유

살아오면서 정말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글귀입니다.

는 건 어떨까요? 주위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하기보다는 그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특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정

전하고 싶은 현대위아 사우들의 인생 명언

실수를 한 이유를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노력한

도로 절망감이 느껴질 때 어떤 힘내라는 말보다 오히려 담

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그러길 응원합니다.

담하고 짧은 이 글귀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결국엔 지나가고 일주일, 한 달, 일 년 뒤에는 아무
렇지 않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힘든 시기

채성원 사원 / 엔진품질관리1팀
정용빈 과장 / 마케팅팀

문건식 대리 / IT추진팀

일등을 위한 최선보다
꿈을 즐기는 도전자가 되라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전부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 글은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명언입니다. 단순히 최

육아에 있어서 많은 조언과 명언들이 있지만 저 말 하나

선을 다하면 성공한 다와 같은 명언이 아닌, 현실적이면서

한 달 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반장선거에서 떨어

만 명심한다면 아이를 키울 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도 공감이 많이 갔던 명언이기에 저의 인생 명언입니다. 이

졌습니다. 반장이 되면 따라올 책임감은 잊은 채, 무조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아

말을 저의 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입사원의

건 반장이 되고 싶다는 아들에게 정말 반장 되길 원한

낌없이 주되, 자식이 부족함을 알아야 커가면서 노력의

티도 벗고,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을 동기들. 동기들아. 때

다면, 반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결실과 행복을 쟁취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론 힘들고 서럽기도 하지. 회사생활이 녹록지는 않지만, 하

수 있는 반장 놀이를 1년 동안 즐기다 보면 내년에는

요. 우리 회사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 사우들에게 이

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성공이 가까워질 수 있으니 우리 모

친구들이 네가 반장이 되길 원하게 될 거야~라고 말해

명언을 꼭 공유하고 싶어요!

두 좀 더 힘내자!

주고 싶습니다. 힘내라! 아들아^^

나 어려운 일을 견뎌내기에 큰 도움이 됐어요. 완연한 봄
날씨가 된 5월, 날씨가 너무 좋아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취
업 준비생 친구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이 힘든 시기도 결국엔
지나갈 거고 행복한 날이 올 거다. 힘내라 친구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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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전기차 첫 체험,
코나EV로
두려움을 이겨내다

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글 유진희 아주경제 기자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리스·페르시아·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마케
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재위 BC 336∼BC 323)이 남긴
명언이다. 최근 전기차와 이를 둘러싼 소비자, 생산자들을 만
날 때마다 떠오른 말이기도 하다.
사실 현대차 ‘코나 EV’로 첫 전기차 시승을 할 때도 두려움으
로 가득했다. 이미 나온지도 오래된 전기차를 이제야 타봤다
니 한참 늦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가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어쩌지’,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할
까’, ‘산길과 같은 험지에서 힘은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등 무
지로 인한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부
분이었다.
하지만 전기차로서는 경량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 EV를 타
고 나서 이 같은 두려움은 일소되기에 충분했다. 배터리에 대
한 걱정은 일단 완충 시 주행거리만 제대로 알아도 하지 않
아도 될 것이었다. 코나 EV의 경우 시승 코스였던 서울에서
태안반도까지 150km 구간을 왕복(총 300km 주행)하고도

140km가량을 더 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가 남았다. 공식 완충 시 주행거리 406km보다 무려 30km 정도를
더 가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내비게이션에서는 곳곳에 있는 충전소를 위치를 수시로 알려줬으며, 당시 찾았던 태안반도 인근의
공원에도 설치돼 있었다. 충전도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같은 급의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보다 비싸다는 것도 이를 포함해 세금 등 각공 혜택을 더하면 충
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친환경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코나 EV를 시승하기 전 나와 같은 사람
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렸던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된 친환경차 전시회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다녀갔다. 1일 평균 1만2283명, 1일 최다 1만4739명의 방문을 기록하며 나흘간 총 4만9131명이 행사를 관
람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해에도 수십 차례나 크고 작은 친환경차 관련 행사가 열리며 매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관심이 실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아직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기 하기에는 정보나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동안 판매된 국산 전기차는 5967대, 수입 전기차는 1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수치이지만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가
약 35만5000대, 수입차 업계가 5만2161대의 차를 판매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전기차 중에서 코나 EV는 엔트리급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차량과 비
교해 경제성, 힘, 편리성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다. 더 좋은 전기차도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비자
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마케팅에 나선다면 친환경차 시대가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나 기업도 친환
경차가 될까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전기차 시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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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고 있었다.

#행사
#야외
#가족

우리 가족
Happy Day!
가정의 달을 맞아 사우 가족들의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고자
시행된 해피데이! 선정된 직원 가족에게 멋진 저녁식사를 지원
했는데요.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첫 번째 해피데이 선발 가
족의 행복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5월과 어울리는
현대위아 사우들의
해시태그,
함께 보실까요?

●●●

엔진품질관리1팀 조우숭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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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W INSIDE

선행생산기술팀 최재균 차장

연합 헬스동호회
그룹사 헬스대회 참가

창원 산악회
봄맞이 자연보호활동

가족, 동료들과 함께
건강 챙겨요! 봄 마라톤 참여

19년 1월 말, 중국 주재원 임기를 마치고 파견 1년 반을 포함해 7년

우리 집은 총 5명 ‘다둥이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생일을 축

만에 귀임을 했습니다. 신청 사연을 제출할 때 지난 설 구정에 어머

하하려 해피데이에 신청했습니다. 아이 셋 출산 후 자기 이름도 까먹

#4월 14일 #창원 야철마라톤
#4월 28일 #여의도 벚꽃마라톤

님과 누님을 모시고 전라도 송정 떡갈비를 먹었던 사진을 제출했었

고 (그래서 전 항상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기만의 시간도 가지지 못

죠. 약 10년 전 출장 가서 먹어본 송정 떡갈비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

한 채 10년동안 힘들게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는 나의 아내. 그녀에

달리기 좋은 계절! 4월에 창원과 서울에

던 기억이 나, 90세가 넘어 이가 없는 어머님도 맛보게 해드리려 떠

게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싶어 신청했죠. 물론 당첨이 안되더라도 저

우리 회사 산악회가 올해 봄에도 자연보

서 우리 회사 사우들도 열심히 달렸습니

난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누님과 3월말 제주도 해

와 우리 애들이 챙겨주려 했지만요! 덕분에 즐거운 우리 가족 저녁식

인 자리에 우리 회사 연합 헬스동호회원

호 캠페인을 벌였어요. 매년 4월이면 창

다. 따뜻한 봄 계절을 만끽하며 어느 때

비치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긴 여행이 되지 않

사를 했으며, 이런 이벤트 덕분에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에게도 회사

들도 멋진 성과를 거뒀어요. 축하해주세

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연이 당첨돼 멋진 저녁 식사도 지원

에 대한 고마움과 든든함을 알릴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

원의 근교 산을 찾아 등산로 주변을 깨끗

보다 활기찬 사우들의 모습인데요. 회사

받았죠. 그 동안 해외 근무로 자주하지 못한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온

로, 나를 회사에 잘 다니게 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준 내 아내에게

요! ▷▷▷ #중년부 3위 신성공 기술기사

하게 관리하는 멋진 산악회원들! 아빠를

에서도 사우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여가

전히 어머님, 누님께 봉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어머니들에

#60kg 부문 4위 이경희 기술사원 #65kg

따라 나선 자녀들까지 회원, 가족들 44명

활동을 위해 맛있는 점심 도시락과 다양

댓글 모두 보기

게 행복과 건강이 있기를! ^^

부문 5위 이태윤 기술사원 #75kg 부문 5

이 창원 천주산 일대를 3시간 남짓 열심

한 추첨 상품을 준비해 함께 응원했어요.

wiapeople 짧은 글이지만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왜일까

위 고호진 기술사원 #85kg 부문 5위 정

히 청소를 했답니다. 모은 쓰레기만 해도

참가한 사우들의 완주거리를 합산해 기

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멋진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철수 기술선임

한 가득 이죠?

부금도 조성된다고 하니 건강도 키우고,

bestwia 타지에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못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

가지셨을 텐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 #Mr. 보디빌딩 선발대회
#그룹사 대표 몸짱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열린 Mr. 보디
빌딩 선발대회! 그룹사 대표 몸짱들이 모

#4월 21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보호
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댓글 모두 보기
wiasawoo 요즘 같이 저출산 시대에 세 명 키우기 힘든데 정말
대단합니다. 작은 이벤트이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3월, 140명의 참여 사우들과 함께 야심 차게 시작한 현대위아
‘착한 금연’ 캠페인! 오는 8월까지 계속되는 우리 회사 금연 캠페인이
어느덧 중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에는 창원과 의왕, 서산, 안

‘착한 금연’ 캠페인
중간 점검 해볼까요?

산, 평택 등 우리 회사 사업장에서 금연 클리닉을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참여사우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금연 클리닉! 8월까지 지
속되니 다른 사우 분들도 많이 참여해보세요!

공작기계영업기술팀 유지훈 사원
“담배 핀지는 4년 정도 됐는데 가족들이 제가 금연하길 원했고, 이번
에 회사에서 캠페인을 시작한 김에 저도 금연을 처음 결심하게 됐어
요. 지금 금연 4주 정도 됐는데 해 볼만 한 것 같아요. 우선 저한테 담
배 냄새가 안 나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저도 그 점이 제일 좋아요. 사
실 회식이나 약속 등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아직 담배 생각이 많이 나

with wia + 같이의 가치

긴 하는데, 잘 참고 있어요! 평소 제 의지가 진짜 약한 편이라고 생각
했는데, 회사에서 캠페인으로 독려해주니 금연을 결심하고 또 잘 실

차량부품보전부 이종범 사원
“8년째 흡연을 해왔어요. 월 10만원 정도 담배 구매에 지출하고 있었
죠. 돈을 아끼고, 건강도 챙길 겸 금연을 결심하게 됐어요. 금연하고
나니 운동할 때 숨이 안 차서 좋고, 한 달에 10만원 돈을 아낄 수 있
어요. 휴대폰 위젯으로 제가 금연한 일자를 환산해 돈으로 표시되게
끔 하고 있는데 보름 금연하니 6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금연해 모은

“금연의 지름길은 참는 것이다”

돈으로 맛있는 걸 더 사먹을 거에요. 일할 때 담배에 업무시간을 뺏기

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몇 초, 몇 분만 참으면 1개월,

긴 합니다. 하지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잘 넘기고 싶

1년, 10년 금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생각이

다 하는 분들은 클리닉을 찾아 여러 보조제품을 이용해보는

들 때 시계를 보고 100까지만 센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 피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조제는 최대 12주 정도 쓰고 통상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죠.

4~6주 등 사람마다 사용기간은 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단, 니코틴 보조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영유아, 애완견이 접근

잠깐의 유혹을 참기는 참 어렵습니다. 금연이 가장 어려운 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니코틴은 피부, 입 안 점막을 통

유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 때문인데요. 체내의 니코틴이 빠

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때도 물론이지만, 보조제

지면서 금단증세가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는 담배를 안 피우

를 사용한 후에도 아이나 애완견에 접촉할 경우 피부를 통해

면 불안감이 들거나 신경증, 우울증까지 오는 사람도 있죠.

전달이 됩니다. 성인과 달리 적은 양도 치사량일 수 있으니

금단 증상은 보통 2주 정도 지속되는데 이때, 보조제를 이용

꼭 사용에 주의하세요. 니코틴 의존도가 비교적 약하고 의지

해 간접적으로 니코틴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금연에 도움을 얻

가 강한 분들은 니코틴이 안 들어있는 민트 사탕이나 금연 파

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

이프로 흡연 습관을 점차 끊어내는 과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

질이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를 안하고 담배를 끊으면 가장 좋

어요.

지 않는 점도 큰 장점으로 느끼고 있어요.”

공작부품개발팀 김준호 차장
“원래 중국 강소법인에 주재원으로 나가있어 올해 7살 된 딸과 따로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같이 사니까 딸이 담배
피지 말라 하더라고요(웃음). 또 개인적으로도 나이 마흔이 되면 진짜
끊어야지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마흔이 지나기도 했고요. 흡연은 25
년간 했는데, 금연은 처음 해봤어요. 4월 5일 회사에 금연 클리닉이
처음 열렸던 날 금연을 시작해서 지금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견
딜 만 하고 한번도 안 폈죠. 오늘 클리닉에도 같이 왔지만 같은 팀 차
장님과 둘이서 함께 금연하거든요. 같이 하니 훨씬 더 견딜 만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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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 속 법률이야기 11호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하루에도 수 번씩 날씨가 변

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

한다는 봄이지만, 올해에는 때아닌 봄 더위가 기승을 부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차모씨에게 ‘돈을 선입금

고 있죠. 더욱 커진 일교차에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

하면 환인 후 성시경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니다. 지난 호에서는 사기의 법률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거짓말하였음. 그러나 정모씨는 사실 당시 콘서트티

투자사기, 기획부동산과 같은 다소 ‘큰’ 사기 사례들을 소

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주변에서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도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

있는 ‘작은’ 사기 사례들과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

모씨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

겠습니다. 자, 아래 사례들을 보시죠.

쳐 약 500만원을 송금 받음. 그 외에도 헬멧, 문화상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품권 관련 글을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총
① 유심카드 사기 사건(울산지법2019고단355)

1,000여만원을 편취함.

김모씨는 2017. 11. 25.경 울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

 징역 1년

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심카드를 12만 원에 판매합
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아무리 ‘작은’ 사기 건들이지만, 피고인들의 처벌 강도가

박모씨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생각보다 크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의 결과와 현실 세계

고 말함. 하지만, 김모씨는 박모씨로부터 대금을 송금

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받았지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같은 방법

겠습니다.

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308만원을 송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온라인 판매 사기꾼(?)들을 경찰에

금 받음.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피

 징역 1년

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만) 개

② 핸드폰 사기 사건(대전지법2016고단4130)

개인의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그런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모씨는 2016. 12.경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

얻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

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매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

이용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습니다. 가사, 수사기관이 협조를 구하더라도 지난 호에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설명 드린 것처럼, 기망행위 즉,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

최모씨로부터 4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

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가해자가 해당 제품을

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490만원을 편취함.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

 징역 4개월

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액수가 작다 보니 변

③ 콘서트 티켓 사기 사건(인천지법2016고단470)

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시간을 내어 경찰

정모씨는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성시경, 세븐틴 콘

에 진술하는 것도 버거워 합니다. 결국에는 증거가 없어,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

까요? 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온라인으

음)이 내려지곤 합니다.

로 직거래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 함께 고민해

안타깝게도 최근 저의 지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30

 사례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수인을 꾀는 경향

만 원 상당의 가방을 샀지만

이 높으므로 시중가보다 매우 저렴할 경우에는 관심을 갖지

배송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말아주세요!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더치트’ 홈페이지(thecheat.co.kr)에 가입하여 우리 매도인

체 피해액은 약 500만 원 정

을 검색해 봅시다.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거나, 경찰청의 홈페

도이고, 그 중 일부 피해자

이지(cyberbureau.police.go.kr)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유

사이트에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

진’이란 가해자가 어처구니

니다.

가 없게도 고소장을 제출하

 상대방이 실제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피

진 인증을 요구합시다. 즉 구매하려는 상품과 매수인의 아이

해 상당의 금액을 모두 지급

디 및 날짜를 기재한 종이를 함께 사진 찍어 달라고 매도인에

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게 요청합시다. 실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 사기꾼은 회신할

피해(약 80%)가 회복되었습니다. 우측 카톡 대화창과 같이,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피해를 복구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 별다른

 마지막으로 증거를 모아둬야 합니다. 사기꾼이 게시한 글

대응이 없자, 단체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

은 반드시 캡쳐하시고 판매자와 가급적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

지만,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로 대화를 하여 그 자료를 추후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

어떤가요? 현실 세계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요? 사기로 인

록 해야 합니다.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였던 것

 그 외 안전결제 서비스(구매자가 보낸 물품 대금을 보관하

으로 보이지만, 사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

고 있다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

습니다.

주는 서비스) 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해야 좀 더 안전합니다.

이처럼 ‘작은’ 사기는 그 대응이 어렵다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

임직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사기꾼들을 항시

해 조금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 사실 ‘작은’ 사기는 대응하지

조심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 뵙겠습니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화 되면

다. W

소액에 불과하여 가해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어려울뿐더
러 수사기관 역시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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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기들

당신의 신이 어떠하든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우리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어째서 충만하기보다는 외롭고

고한 이들의 삶을 훼손하는 차별과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싸움은 왜 끊이지 않는가.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럼에도 정말 신이 있다면 그는 자비로운 존재
가 아니라 사디스트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신이라면 완전
무결하다거나 고결한 존재일 리 없다. 신은 불완전한 세상
을 만들어놓고 대부분의 확연한 절망 속에 일말의 막연한
희망을 던져놓았을 뿐이다.
벨기에 감독 자코 반 도마엘의 2015년작 <이웃집에 신이
산다>는 이런 원망으로부터 상상력을 가동한 영화다. 그러
나 신의 존재에 대해 사유하거나 탐구하는, 그런 머리 아
픈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신에 대한 묘사가 불경스럽기는
해도 신에 대한 믿음에 도전할 생각 따위는 없어 보인다.
영화는 풍자성 동화에 가깝다. 벨기에 브뤼셀의 어느 아
파트에 처자식과 살고 있는 신은 원래 지루함을 때우려고
인류에 고통을 가하는 악취미를 가진 망나니다. 이 설정은
어쩌면 “신은 없다고 치자”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신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한들 그대
로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스스로 희망의 출구를 찾아
야 한다, 이런 자각이 영화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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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하며, 평화롭기보다는 불안하고 괴로운가. 대다수 무

슬픔과 절망을 주는 것들이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스트레

＼

스를 풀기 위해 인류에 고통을 주고 그 모습을 즐긴다.

중년남성으로 묘사된 신(베누아 포엘부르데)은 입구도

어느 날 ‘보편짜증유발의 법칙’이라는 것도 만든다. ‘욕

출구도 없는 집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절어 산다. 가

조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화벨이 울린다’ ‘빵은 꼭 잼을

족에게는 더 없이 권위적인 가부장이다. 명령하고 윽박

바른 면이 바닥에 떨어진다’ ‘접시는 꼭 설거지가 끝난

지르며 “나한테 복종해”라고 강요한다. 샤워하는 딸을

뒤에 깨진다’ ‘마트에서 계산할 땐 항상 옆줄이 더 빠르

엿보면서 “아빤데 뭐 어떻냐”고 말하고, 자신을 빤히 쳐

다’ ‘짜증나는 상황은 한꺼번에 닥친다’ ….

다보는 딸에게 “뭘 봐? 눈 깔아”라고 소리친다. 폭력을

만 그 시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로 삶을 대하는

명한 바 있다. 영화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게 된 이들은 혼란에 빠진다. 머잖아 세상을 떠날 것

승리나 생존에 대한 데이비드의 강박은 패배나 약함

같던 병상의 노인 환자는 12년 넘게 더 살지만 그를

을 용납하지 못하는 피터의 반응을 통해 더욱 심해졌

수년간 간병해온 젊은 간호사는 두 달 뒤 죽는다. 장

을 것이다. 데이비드가 우승에 실패한 날 집으로 돌아

애아들을 둔 여성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는 피터의 발걸음은 한눈에도 성난 사람이다. 그 모

알고 아들을 먼저 죽이려 하기도 한다.

습을 보고 큰딸은 데이비드가 우승하지 못했음을 알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아채고 “우린 죽었다”고 말한다. 피터는 장기를 두면

과 남은 삶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사

서 데이비드에게 “넌 질 거야, 질 거야”라고 빈정거리

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단 하

고, 심사위원이 건넨 특별상을 “패자에게 주는 상이네

나의 제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들은 언제 죽

요”라고 깎아내린다. 그는 집과 세상 사이에 울타리를

을지 모르니까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

치고 가족을 가둔 교도관처럼 보인다. 자신만의 세상

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이 긴장하는 거고. 그런

에서 사자에게 할퀴었다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

데 죽을 날을 알면 누가 개고생을 하겠어. 하고 싶은

고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쳐보라며 힘을 과시한다. 피

거 다 하지.” ‘수명 유출 사태’ 후 사람들은 죽기 전 하

터는 자신을 슈퍼맨에 빗대며 “누구도 날 건드릴 수

고 싶은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막연해서 잊고 살았

없어.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약자는 벌

던 죽음을 현실 문제로 자각하고서야 정말 하고 싶은

레 취급을 받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가족을 보

일을 찾아 나섰고 ‘버킷리스트’에 담아놓은 것만으로

호한다며 가족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모습은 오히려

만족했던 일들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

겁 많은 약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다. 각자가 어느 시점에 죽는다는 사실은 그대로이지

휘두르기도 서슴지 않는다. 남편이 무서워 입도 뻥긋하
지 못하고 사는 아내에게는 면전에다 대고 “머리에 든

죽음에 대한 자각

게 야구밖에 없다”며 무시한다. 10살짜리 딸 에아(필리

＼

그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망나니’에 ‘진상’이 인류

에아는 아빠가 재미 삼아 일으킨 재앙들을 알게 된다.

를 창조한 신인 것이다.

아빠는 가족과 인류(피조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

에아의 아빠는 제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었다. 에아는 아빠에게 복수하고 집을 탈출하기로 한다.

이면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신이다. 그는 오로

그 복수는 사람들에게 각자 죽기까지 남은 시간을 휴대

지 컴퓨터에 의지해 세상을 만들었다. 원하는 바를 입력

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었다. 자신이 언제 죽

하면 그대로 구현되는 식이다. 신은 어두컴컴한 서재에

는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장은 절망과 안도가

틀어박혀 담배를 꼬나물고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세상

뒤섞일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불안에 휩

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폐인형 히키코모리(은

싸이다 어느 순간 자포자기하게 되지 않을까. 미국 정신

둔형 외톨이)’나 다름없다(모든 히키코모리가 폐인이라

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고 할 수는 없다). 그가 세상에 일으키는 사건은 화재와

사람은 부정(그럴 리 없다)→분노(내가 왜 죽어야 하는

자연재해부터 비행기 추락, 기차 탈선처럼 사람들에게

가)→타협(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우울(다 부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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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신

어)→수용(이게 내 인생이구나)의 단계를 거친다고 설

라리비에레),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 없는 보험판매원 프

이로서 또래 에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복음서 기

기적이 없어도

＼

랑수아(프랑수아 다미앵), 유일한 가족인 남편에게 소외

록을 맡게 되는 노숙자 빅토르(마르코 로렌지니)는 에

＼

생전 처음 거리로 나온 에아는 아빠가 엉망으로 만들

당하는 중년여성 마르틴(카트린 드뇌브), 부모의 과잉보

아가 새로운 성경을 쓰려 한다고 했을 때 물을 포도주

에아는 소소하나마 기적을 일으킬 줄 알지만 그 능력

어놓은 세상을 바꿔보기로 한다. 사도 6명을 모아 새로

호로 없던 병이 생겨 일찍 죽게 된 마당에 여자로 살기

로 바꿀 수 있는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따위를 묻

으로 직접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어떤

운 성경을 쓰도록 한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사도는 어

로 한 소년 윌리(로망 젤렝).

는다. 못 한다는 말에 그는 “그러면 쓸 것도 없겠네”라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도, 그들 앞에 놓인 장애를 해치

떻게 모집하느냐는 에아에게 오빠 예수는 “네 느낌대

에아는 한 사람씩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복

고 한다. 그러나 사도를 고르는 일이 특별한 작업이 아

워주지도 않는다. 에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

로 대충 골라서 아무 기적이나 보여줘”라고 말한다. 이

음서가 된다. ‘오렐리 복음’ ‘장클로드 복음’ 같은 식으

니었듯이 구원도 거창한 게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도록 안내할 뿐이

말은 “사도가 누구든 상관없다”라기보다 “특별한 존재

로. 왜 복음인가.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다. 그렇다면 6

는 저마다 크고 작은 어둠이 있고 거기에 빛이 비친다

다.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하는 “누가 (신 노릇을) 하더라

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

명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자. 팔 잃은 여자 오렐

면 그것이 ‘복음(기쁜 소식)’이다, 라고 에아의 구원 여

도 이것보다 낫겠다”라는 대사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

다)”로 들린다. 예아는 집에서 나오기 전 아빠 서재의

리는 상실을 수용하고, 중년 회사원 장클로드는 모험을

정은 말하고 있다.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누

무수한 서랍 중 하나에서 인적사항이 적힌 카드 6장을

떠나고, ‘모태솔로’ 마크는 어릴 적 흠모했던 소녀를 우

군가를 돕기 위해 꼭 기적적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손에 잡히는 대로 뽑아 든다. 그렇게 낙점된 새 사도들

연히 다시 만나 처음으로 이성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

관심을 기울이며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것으로 힘이 되

은 누구인가. 사고로 팔을 잃고 웃음이 사라진 젊은 여

게 된다. 수명 공개 후 직업(보험판매)마저 무의미해진

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영

성 오렐리(로라 베를린덴), 모험가라는 꿈은 온데간데없

프랑수아는 뒤를 쫓아가 사랑을 고백할 만큼 설레는 대

화를 보고 나면 <이웃집에 신이 산다>는 영화 제목이

이 소심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중년남성 장클로드(디디

상을 만나고, 고독한 중년 마르틴은 우리에 갇힌 고릴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의 원제 <Le Tout

에르 드 넥), 어릴 적 만난 소녀의 경멸 섞인 눈빛에 자

라에게 위안을 얻고, 여자가 되기로 한 소년 윌리는 더

Nouveau Testament>는 직역하면 ‘완전히 새로운 성

신감을 잃고 이성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된 마크(서지

이상 걱정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아

경’이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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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구원

레시피톡톡은 매달 사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 체험기와 계절에 어울리는 음식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구동생산부 김민성
사우네 가족의
쿠킹클래스 이야기

아빠 김민성 사우

with wia + 레시피 톡톡(Talk! Talk!)

엄마 서지혜 씨

첫째 김이준

둘째 김이서

올망졸망 두 남매와 함께 한
봄날의 소풍 같은 식탁
날씨 좋은 5월에는 주말이 더욱 기다려지죠. 이번 달에는 또 아이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
어볼까 고민하는 사우들을 위해 봄날 피크닉에 어울릴 뿐 아니라,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
는 메뉴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고 맛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될 텐데요. 쑥스러운 듯 엄마, 아빠 뒤로 숨으며 요리 교실에 등장한 이준
(6), 이서(3)네 가족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이번 달 레시피톡톡을 찾았습니다.
* 장소협찬: 창원 소재 ‘지니 쿠킹클래스’

엄마의 취향까지 저격하는 수플레 팬케이크
＼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 사실 외식도 자주 못했거든
요. 예쁜 디저트가 더 반갑게 느껴져요(웃음)” (아내 서지혜
씨)
두번째 요리는 과일을 곁들인 폭신한 수플레 팬케이크! 부
드러우면서 달콤한 맛에 아이들은 물론 아내 서씨의 취향
에도 꼭 들어맞습니다. 특별한 베이킹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일반 팬케이크 만들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
만 반죽을 만들 때 머랭을 섞은 후 거품을 내는 단계에서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거품을 너무 많
이 내면 구울 때 잘 부풀지 않아, 수플레 팬케이크의 특징
인 폭신함이 약해질 수 있어요.
고기 패티에 이어 팬케이크 굽는 냄새가 솔솔 공간을 메우
자 이준이가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 팬케이크 옆에 얹
을 생크림을 손으로 콕! 찍어 먹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맛
있는데!”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자 엄마, 아빠도 웃음을 터
뜨립니다.
마지막 메뉴인 청포도에이드는 다행히 훨씬 간단합니다.

“저희 원래 무지 발랄해요!”
＼
“첫째 이준이와는 예전에 사탕 만들기 같은 걸 같이 해본 적은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손으로 만드는걸 참 좋아해
요. 집에서도 김밥 쌀 때 옆에서 같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뭘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잘 만들어
질까 궁금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김민성 사우)
아빠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
억을 만들어줄 생각에 본인이 더 들떠있었습니다. 긴장한 역력
이 가득했던 아이들도 5분 남짓 지나자 언제 쑥스러워 했냐는
듯 본래의 발랄함을 뽐냅니다. 이준이와 이서는 평소에도 오빠
이준이가 노래를 부르면, 동생 이서가 춤을 추는 ‘쿵짝이 잘 맞
는’ 남매입니다. 이날도 온 몸을 흔들고, 여기저기 한참을 기웃
댔습니다. ‘올망졸망’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남매입니
다.

네 식구가 손을 합쳐, 수제 햄버거
＼
오늘 만들 첫번째 요리는 바로! 아이들이 특히나 사랑하는 수
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재료 준비와 고기 패티 굽는 단계
만 엄마, 아빠가 잘 도와주면 아이들이 혼자서도 직접 패티를
주무르고, 갖가지 채소, 치즈, 소스와 함께 햄버거 하나를 만들
어낼 수 있어 만들기 참 재미있는 메뉴입니다.
요리는 이준이가 시작했습니다. 아빠 손의 반이나 될까요. 고
사리 같은 손을 가진 첫째 이준이가 패티를 야무지게 주무릅
니다. “찰흙놀이 같아요!”라고 말하며 이준이는 제법 열심 패
티를 주물럭댔어요. 패티를 주무를 땐 전체 모양을 잡아준 뒤
에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은데요. 패
티를 불에서 구우면 가운데 부분이 볼록 부풀어오르기 때문입
니다.
이준이의 다음 타자는 바로 아빠. 아빠는 이준이가 치댄 고기
로 패티 굽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준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
죠?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빵 위에 재료를 쌓습니다. 동생 이
서도 엄마와 함께 재료 사이사이 마요네즈를 야무지게 발라냈
습니다. 이렇게 네 식구의 힘을 합쳐 수제버거 완성!

청포도와 케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준 후에 탄산수와 함
께 섞어주면 끝이에요. 케일은 없어도 되지만 함께 갈아주
면 아이들도 잘 먹는 건강음료가 되니 더 좋겠죠!

/ Recipe
수제 햄버거
재료
햄버거빵, 양상추, 토마토1개, 피클, 슬라이스치즈, 마요네즈
패티 소고기 200g, 돼지고기 200g, 양파1개, 식빵1장, 소금1/2t, 우스타소스1T, 달걀1개, 다진마늘
1T, 후추
데리야끼소스 간장2T, 우스타소스1T, 설탕3T, 청주3T, 물3T, 생강, 양파1/6개, 후추, 전분2t+물2T

만들기
❶ 패티 만들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핏기를 제거한다  양파는 다져서 팬에 볶아 식힌다  식빵은 강판에 간다.
 고기, 양파, 식빵, 마늘, 달걀, 소금, 우스타소스, 후추를 넣고 잘 치대준다  치댄 고기는 둥글넓적
하게 빚어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  달군 팬에 패티를 앞뒤로 고루 익힌다.
❷ 데리야끼소스
전분과 물을 섞어 물 전분을 만든다.  냄비에 간장, 우스타소스, 설탕, 청주, 물, 생강, 양파를 넣고
졸인다  물 전분과 후추를 넣어 걸쭉하게 만든다.
❸ 빵굽기
❹ 야채손질하기
양상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토마토는 링썰기한다  피클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물기를
제거한다.
❺ 샌드하기
- 빵  양상추  패티(데리야끼소스)  토마토  슬라이스치즈  피클  빵
샌드하면서 사이 사이에 마요네즈를 바른다.

봄날의 소풍처럼 기억될 오늘의 테이블
＼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의 식사가 특별한 추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김민성 사우가 아내와 처음 만난 것도 친척
의 친구였던 아내에게, 동생 사줄 겸 밥 한 끼 함께 사준 것
이 큰 인연으로 이어졌죠. 네 식구가 함께 꾸린 오늘의 식
사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
음입니다. 아내가 ‘이번 달 사보는 평생 간직할 것’이라 말
하며 웃음 짓습니다.
“고향이 대구인 아내가 저와 결혼하면서 창원에 내려왔어
요. 아이들 키운다고 이 곳에서 혼자 고생이 많았을 아내에
게 항상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그래도 요새는 주간연속 2
교대하면서 집에도 일찍 가고 하니, 아이들과도 더 많이 놀
아줄 수 있어 좋아요.” (김민성 사우)

첫째 이준이는 벌써 아빠 회사 로고도 단번에 알아보는데
요. 오늘 이곳에 찾아오면서도 회사를 지나자 ‘아빠 회사

푹신한 수플레 팬케이크

다!’하고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빠 회사가 뭐하는 곳인지

재료

알아요?’라는 묻자, “자동차 만드는 거 도와주는 회사, 로보

재료1 흰자72g, 설탕35g, 레몬즙2g 재료2 우유15g, 크림치즈30g, 버터8g

트가 일하는 회사요!”라고 당차게 말합니다.

재료3 노른자32g, 밀가루32g, 베이킹파우더1g

“맨날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느라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버터1조각, 메이플시럽, 생크림 100g, 설탕15g. 각종 과일

집도 어질러져 있고 엄마는 지쳐 있을 때도 많고 그런데(웃

만들기

음), 육아도, 가정일도 열심히 함께 해주는 남편에게 더 고

❶ 재료2를 중탕으로 잘 섞어준다.

맙고 앞으로도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자고 얘기하고 싶어

❷ 식혀서 재료3을 넣는다.

요.” (서지혜 씨)

❸ 계란 흰자를 거품을 내다가 설탕을 2-3번 나누어서 거품을 낸다. (80%)
❹ ②에 ③의 머랭을 1/3 넣고 골고루 섞는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고마움이 담긴 말 한마디가 더해져

❺ ③에 나머지 머랭을 넣고 살짝 섞어준다.

더욱 특별해지는 식탁. 엄마, 아빠의 바람처럼 이준, 이서에

❻ 예열된 팬에 버터를 바르고 반죽을 올린다.

게도 5월 봄날의 소풍 같은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W

❼ 약불에서 뚜껑을 닫고 6분간 구워준다.(중간에 물 한 큰술을 뿌려준다.)
❽ 뒤집어서 뚜껑을 닫고 6분간 구워준다.(중간에 물 한 큰술을 뿌려준다.)
❾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휘핑한다.
❿ 접시에 구워진 팬케이크를 담고, 버터한조각, 메이플시럽을 뿌린다.
 생크림을 옆에 올리고, 과일들을 예쁘게 놓는다.

34+34

프라이팬에 약한 불에서 빵을 굽는다.

HYUNDAI
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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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주요 협력사 품질 세미나 실시

강소법인 임직원 장가항시 마라톤대회 참여

지난 4월 3일, 강소법인은 차량부품부문 주요 협력사를

지난 4월 27일, 강소법인이 위치한 중국 장가항시에서 ‘제

초청해 품질 세미나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6회 단축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풍성한 봉황, 활발한 강

강소법인장 서민석 이사를 비롯해 만향, 아이무역 등 총

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총 2200명의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회사 창원 본사에서 공작기계 직수출 지역 고

20개 협력사가 참석했다. 사관영업부 김충환 차장이 중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했다. 강소법인도 총 19명의 직원

객 및 딜러 초청행사가 열렸다. 신흥시장 고객층 확대 및 수주기회 모색을 위해

자동차시장 동향과 강소법인 공장운영계획, 신규 차종 프

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교류와 여가 활동의 계기로 삼았다.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중남미, 동남아 지역과 러시아에서 총 140명의 인원이

로젝트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구매 경쟁력 강화방안

단거리 마라톤(12km)과 커플 마라톤(5km) 두 종목으로

방문했다. 행사는 사내에서 진행된 가공시연, 공장 라인투어, 기술세미나 외에

과 협조 사항에 대한 구매 부문의 발표도 이어졌다. 강소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직원들은 단거리 마라톤에 도전해 완

도 우리 회사 제품이 적용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견학 및 당사 서산 공장 자

법인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의식을 협력사들과

주의 성과를 맛봤다. 한편, 장가항시 마라톤대회는 역사적

동화 라인투어 일정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

공유하며, 이를 위해 신규업체 발굴, 구매 다변화, 품질

으로도 유명한 봉황진 코스를 달리며 스포츠, 문화, 역사

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한 공작기계 해외영업팀은 추가 관리를 통해 수주 확

레벨업 등의 개선 활동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체육행사로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

with wia + News

공작기계 직수출 지역 고객 초청행사 개최

정을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운 여가활동이 되어주고 있다.

江苏法人召开配件供应商恳谈会

A Customer Invitation Event for Machine tools Export
area
A Customer Invitation Event for Machine tools Export area
HYUNDAI WIA hosted an event to invite customers and dealers in
machine tools direct export area. The event was held from April 9-11
at HYUNDAI WIA headquarters in Changwon. A total of 140 people
from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and Russia visited the event,
designed to expand the customer base in emerging markets and seek
order opportunities. In addition to in-house processing demonstrations,
factory line tours and technical seminars, the event was held on a tour
of Hyundai Motor's Ulsan plant and our Seosan factory automation
line tour. HYUNDAI WIA will lead to confirmation of orders through
additional management and positive results in substantial sales
improvement.

4月3日，江苏法人召开了威亚汽车部品主要供应商恳谈

江苏法人参加凤凰镇马拉松比赛

会。万向、亚利贸易、大永汽配等20家供应商代表应邀

4月27日，2019张家港短程马拉松系列赛（第三站）

出席。公司法人长徐敏锡常务及各部署领导出席会议。

“多彩凤凰 绿动港城”第六届短程马拉松赛在凤凰新城

会议开始，总经理代表公司感谢各供应商代表在百忙之

开赛。本次赛事吸引了国内外男、女2200名马拉松爱好

中参加此次会议，事管营业部金忠焕次长简单介绍了中

者参赛，赛事设有短程马拉松（全程12公里）2000人、

国汽车市场动向、江苏现代威亚工厂运营计划以及新开

情侣跑（全程5公里）200人两个项目。江苏法人共有19

发车种的项目现况。购买部针对江苏现代威亚购买竞争

名员工参与了短程马拉松跑步活动，另外有8名威爱心

力强化方案以及协助邀请事项进行说明。为了确保江苏

志愿者参与了活动支援。随着一声发令枪响，运动员如

现代威亚的成本竞争力，我们将持续不断的开发新供应

潮水般从起点出发，奔跑在凤凰这座历史文化名镇，感

商，采购多元化，建立一个竞争体系等。拜托各位通过

受扑面而来的文化气息，展现威亚人的风采。现场也处

持续不断的提升运营水准来确保竞争力。为了确保竞争

处能够看到志愿者们忙碌的身影，及时的为运动员送上

力，我认为这些所有事项不仅我们江苏现代威亚要做，

水，指引跑道方向等。张家港短程马拉松系列赛已开展

而各位供应商也必须共同努力。

了六个年头，系列赛将体育、文化、旅游等多领域充分
的融合在了一起。每一年都有员工参与，每一年都有新
的挑战，新的收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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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춘계 체육대회 및 농구대회 개최

산동법인 ISO27001 인증 취득

산동법인은 봄을 맞아 다양한 여가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지난 4월 30일, 산동법인은 중국 내 ISO27001 (국제정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업장 내 운동장에서 점심시

멕시코법인 지역 어린이대상 장난감 기증

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

간을 활용해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4월 22일부터 5

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차량 부품 사업계획, 영업, 마케

멕시코법인은 지난 4월 25일 지역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페스케리아(Pesqueria)

월 10일까지는 농구대회도 실시했다. 전 임직원들의 체력

팅, 생산과 관련한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전반에 관한 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 지역 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증행사

향상 및 상호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줄넘기, 줄

증이며, 현대자동차그룹 중국내 최초로 획득한 국제인증

다리기, 유산소 종목 등 단체 운동경기로 이뤄졌다. 직원

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를 비롯해

들은 동료들과 같이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

주재원,부서장들이 참석해 성과를 나눴다. 신문영 상무는

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동료

“이번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모든

들과 한 마음으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며 “다른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산동법인은

직원들과 교류하여 한 가족이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

이날 페스케리아 지역 봉사 단체는 지역 어린이들을 향한 멕시코법인 직원들의

더 나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

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산동법인은 앞으로도 이와

획이다.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멕시코 법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사회

같은 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HYUNDAI WIA MEXICO to Donate Toys for Children

山东法人开展春季运动会和篮球比赛

山东法人ISO27001体系认证通过

On April 25, HYUNDAI WIA MEXICO presented toys to children in the
Pesqueria region. The donation ceremony, held at the local civic center,
was attended by president Kim Chang-yong and other resident and
local employees to deliver toys to 150 children in the area. They also
played with children and ate meals together. A total of 200 donated toys
were arranged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by employees who shared
the purpose of the event.
On the same day, the Pescheria Community Service Group thanked
employees for their interest and love toward local children. HYUNDAI
WIA MEXICO will continue to carry out various community contribution
activities and strive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山东法人春季举行了丰富多彩的公司活动，不仅在3月27

4月30日，山东法人取得了ISO27001（国际信息保护经

日至4月3日期间，在威亚广场举行了春季小型活动，而

营体系）体系认证，信息保安的管理体系得到了肯定。

且在4月22日至5月10日期间，开展了春季篮球赛。

本次体系认证范围是与车辆部品相关的事业计划、营

此次活动旨在提升全体员工身体素质的同时，促进相互

业、市场相关的信息保安经营系统为基础的国际认证。

之间的沟通，春季小型活动主要分为拔河、跳绳和篮球

在体系证书颁发仪式上，山东法人总经理辛文榮常务以

比赛。员工可以通过体育活动来释放平时的压力，增进

及各部署驻在员、部署长共同出席了此次仪式。辛文榮

相互间的交流。参加此次活动的员工说道：“这是一次

常务致辞道：“非常感谢各位给予本次审查积极支援，

提高团结意识的愉快竞赛”，同时“通过与其他同事的

在这里表示诚挚的感谢！”

交流沟通，更加强烈的感受到了威亚大家庭的氛围”。

今后，山东现代威亚为构建更加美好的信息保安管理体

山东法人将继续通过丰富多彩的活动，提高员工的士气

系而不断努力。

에는 멕시코법인장 김창용 상무를 비롯해 주재원 및 현채인들이 직접 참석해
지역 어린이 150여명에게 장난감을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기증된 200여개의 장난감은 행사 취지를 공감한 직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和信心，奋发向前，努力打造世界一流工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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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사보를 구독하는 사우 및 가족 분들의 참여가 더 다채로운 사보를 만듭니다.
참여와 함께 푸짐한 상품까지 받아가세요!

✚올해부터 퇴근시간도 자유로워 지다 보니 '서각'처럼 취미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개를 부탁

독자
의견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드리며, 골프 등 운동에 대한 연재 시리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보... 내용이 무엇 있겠나 하고 봤는
데 정보와 상식, 그리고 사보라기 보다는 편안한 정보지처럼 다가와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서각'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칼럼은 정말 신선한 내용이었으며 저도 배우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어요. 나무를 다루며 나만의 독
특한 작품을 완성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딸 아이의 표지 공모까지 도전해봅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니다!
- FA제작관리팀 정연길 차장

✚현대위아 4월호 나만의 사보 만들기 표지 컬러링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완성할 때까지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eco 부분을 강조해서 색칠하였는데, 현대위아의 친환경차량 연구에도 더욱 많은 성과가

이번 달 사보를 읽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구동시험팀 박이찬 연구원 엄마 이연경 님

▲ 위 지면에 작성해 사진 찍어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송! 손글씨가 번거로우시다면 텍스트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 차량부품국내영업팀 조재혁 과장 딸 조우진 양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노력상

창의상

섬세상

해외서비스팀 김연웅 대리

차량부품해석팀 이기성 책임연구원 차량부품영업지원팀 장준규 과장

꼼꼼상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구매지원팀 안태우 과장

>

카카오톡 접속

>

ID/플러스친구 검색

검색창에 '현대위아'
입력 후 친구등록

간단하게 카톡으로
내용 전송!

2. 홍보팀 사보 담당자 김수민 사원 앞 메일 송부 (sumsum@hyundai-wia.com)

표지 컬러링 참여 당첨자들에게는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blog.naver.com/hyundaiwia_story
Http://www.facebook.com/hyundaiwia.story
Http://www.youtube.com/hyundai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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