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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바꾸면
보인다

걸곤 하죠. “넌 이름이 뭐야?”, “난 00야”, “넌 몇 살이야”와 같은 질문을 대답 없는 친구들에게 쏟아냅
니다. 이런 아이와 함께 걷다 보면 함께 걷는 어른의 시야에도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무심코 지나가
던 거리의 생김새가 눈에 보이고, 거리의 내음이 코 끝을 울리죠. 이 길가에는 어떤 꽃이 피었는지, 가
로수가 은행나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우 하정우는 그래서 걷기의 예찬론자입니다. 어찌나 걷기를 사랑했는지 지난해 말 <걷는 사람, 하정
우>라는 책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공기, 내 등을 달궈주던 햇살부터 걸은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

현 시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속도입니다.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아까운 것’이죠. 우리는 어

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긴커녕 쏟아질듯이 내게 달려들었

떻게든 더 빠르게 이동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고속 열차가 발전하고, 곳곳에 공항이 생기는 건 이동에

다”.(23p 중)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하정우가 느꼈던 것은 속도에 잊고 있던 감각들일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몸의 감각을 열어 느꼈기

어디 이 뿐 일까요. 아주 짧은 거리에서도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창원뿐 아니라

에 가능한 깨달음이겠죠. 변곡점에 서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열린 감각입니다. 원래의 업무

서울에서도 공유 자전거가 대세가 됐고, 전동 킥보드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은 길바닥에 버

에 치여 주변을 돌아보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할 때가 태반이니까요. 산더미처럼 쌓인

리는 ‘아까운 것’이니까요.

업무에 당장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은 분명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걸음의 속도를 유난히 느리게 할 때 이 즐거움을 몸으

현실을 외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또 한 번쯤은 전과 다른 속도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주

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이와 함께 걸을 때 그렇습니다. 갓 걸음마를 뗀 아이와 보폭을 맞춘 적이

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니까요. 이달에 사보에서는 전과 다른 속도를

있으실지. 키가 80cm가 채 되지 않는 꼬마와 함께 걸을 땐 아주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경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열관리TFT의 한 책임연구원은 “그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도 되는 아이는 15분쯤 걸어야 500m를 갈까 말까 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며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속도는 어떤가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

아이는 단지 걸음이 느린 것만은 아닙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이맘때의 아이는 만물이 궁금거리입니다.

지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나가며 보이는 꽃잎과 풀과 벌레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 심지어(!) 건물에게도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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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임직원,
월급 모아 전국 복지기관에 자동차 10대 기증
- 임직원 월급 1%씩 기부해 자동차 구입 기금 마련
-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의왕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

about wia + HOT ISSUE!

- 2013년부터 7년 동안 총 90대 선물하며 사랑 나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모아 전국 복지기관에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본사에
서 ‘2019년 상반기 드림카 전달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전달식에서는 12인승 승합차 9대
와 경차 1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의왕•평택•안산시, 충청남도 서
산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전국 사업장 인근 복지기관에 기증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경배 사장과 손성환 현대위아 노동조합 지회장,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증 차량은 임직원들이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1% 기적’을 통해 모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1% 기적’은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우리 회사는 2013년부터 이날까지 전국
복지기관에 총 90대의 자동차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차량 선물은 각 지역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재 차량이 없거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
한 복지기관에 전달됩니다. 경남 창원시 지역의 아동•청소년 시설인 ‘푸른물결 행복한홈
스쿨’은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차량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인 ‘안산 온유한센터’는 중증뇌병변 장애인의 재활시설임에도 불
구하고 차량이 없어 차를 빌려서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드림카’ 등 지역 이웃들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이웃들을 돕는 만큼 그 의미와 보
람이 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임직원과 함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W

공작기계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about wia +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

우리 반을 소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공작기계생산부 전장반 김희진 반장입니다.
우리 전장반은 총 18명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장반은 특별한 반이죠. ‘전
기’라는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
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반원들 파트는 공작기계 기종군
으로 나뉩니다. 복합선반, 수평형/수직형 머시닝센터로

“기본에 충실해
명품품질 달성하자!”

장치들에 배선작업을 해요. 사람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다고 할까요. 이제 어느 정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
고, 시운전을 할 수 있어요. 시운전까지 마치면 조립 파
트에서 2차 정도 및 기계조립을 합니다. 기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제 2차 전장작업 차례입
여수영 기술기사

니다. 이처럼 기계조립과 전장조립은 교차작업으로 진행
됩니다.

김성진 기술선임

김희진 반장

추민식 기술기사

염성화 기술선임
김동식 기술기사

파트를 나눠 일을 분담하고 있어요.

업무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무엇인가요
전장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공작기계 조립은 공정에 따라 기계 조립과 전장 조립으
로 나뉩니다. 우리 반은 전장 업무를 맡고 있어요. 공작
기계 기계조립이 이뤄지면 다음은 전장조립 차례입니다.
전기 배선을 하고, 공작기계 NC 콘트롤러에 전기를 투입
합니다. 각종 데이터의 입력도 우리 몫이에요. NC 콘트
롤러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공정
으로 시운전을 통하여 기계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전장작업은 상당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지식
과 기술이 없으면 업무 하기가 어려워요. 전기배선, 시운
전, 출하까지 전 공정을 우리 전장반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고, 또한 화낙 또는 지멘스 등 외부 교육도 주기적으로 장
려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모든 반원들이, 모든 기종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에요. 누가 어떤 기종을 맡아도 업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담당 기종 로테이션을 하
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은 반원 모두가 MIP 전기종에 숙

기계 조립을 마치면 전장 조립이 이뤄지나요

련이 되어 있어서 업무도 더욱 유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 무궁무진한 전장반 업무에서 이건 내 업무,

실제로는 꼭 그런 순서로 이뤄지는 건 아니에요. 기계와

저건 저 사람의 업무 하면서 좁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

전기가 오가며 작업을 하죠. 1차 기계조립을 마치면 그

고 있어요. 모든 업무를 공유하지 않으면 업무를 하기 어

에 맞는 전장작업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제 위치한 전장

렵거든요.

황도원 기술사원
정현우 기술사원

김현구 기술사원

반원들의 특징이 있나요

며, 전체 기종의 작업 표준서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노력해

‘전기’라는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니 성격들이 차분하고 꼼

가고 있습니다.

꼼하다고 해야 하나요. 섬세한 편인 것 같아요. 전기는 자칫

강봉재 기술선임

류성관 기술선임
김영호 기술선임

‘오픈마인드’ 면에서 우리 반이 이 점은 최고인 것 같다

중도가 필요해요.

참여와 소통, 아이디어나 개선활동 면에서 우리 반은 어디

특화된 집중력 덕분일까요? 반원들이 대부분 탁구를 잘 쳐

가서도 꼭 자랑하고 싶은 반원들이죠. 소그룹 활동도 활발하

요. 선수 출신 반원도 있고, 도민체전에 나갈 정도 실력의 반

고, 소그룹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반원들이 아이디어 제안을

원도 있죠. 타 부서 사람들과도 체육대회를 자주 하는데요.

성실히 합니다. 반 게시판에 ‘이것이 알고 싶다’ 를 운영하고

연구소 쪽 제어개발 파트 동료들이나 공작기계 영업기술팀

있어요. 궁금한 점을 적어두면 선배나 잘 아는 사람들이 옆

의 전기 파트 동료들과도 모여서 족구 등 체육활동을 합니

에 답변을 적어줍니다. ‘One Point Lesson’이라 해서 지식정

다. 전기 업무를 맡는다는 특수성과 동질감 덕분인지 더 똘

보 교류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발견한 지식을

똘 잘 뭉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계 파

자료화해서 반원들에게 공유하는 게시 공간이죠.

트에 비해 전기 파트가 소수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반원들과 봄 야유회로 1박 2일 욕지도를 다녀

안진홍 기술선임

왔습니다. 요즘은 특히 반원들과 단합행사를 갖기 어려운데,

황수용 기술선임

반에서 이뤄낸 개선 사례도 많다고 들었어요
전장반에서는 ‘번개 소그룹’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본

반원들의 참여도가 워낙 좋아요.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었습니다.

부 내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원들이 직접 개선/제안
을 하고 활동과정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모든

이창근 기술기사
이상철 기술사원

주동영 기술사원

정윤민 기술사원

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반원들이 월 1건 이상은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정도로 개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라는 점을 말하기엔 미

선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안할 정도에요. 제가 3년차 반장이라 처음엔 실수도 있었을

구체적으로는 기종 별 작업표준서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작

텐데, 반원들이 잘 따라줘서 항상 고맙습니다. 인원이 18명이

업표준서는 내가 이 기종을 맡고 있을 때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 보니 일일이 신경 못 쓸 때도 있어 미안하기도 하지만, 항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해 기록을 해두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상 반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대신 하게 되더라도 작업표준서를 통해 작업 노하우를

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즐거운 회사생활 함께 만들어 가요! W

바로 전수받을 수 있죠. 현재 약 40%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

지난 봄, 반원들과 함께 한 욕지도 야유회

연구센터 제어개발팀과 친선 족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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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높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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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공작기계 견적시스템 오픈
- 다양한 기종과 옵션 탓에 수기로 견적 냈던 관행 개선
- 공작기계 200여종과 50개 이상의 옵션 조합 해 견적 산출

about wia + HOT ISSUE!

- 2020년 까지 해외 전 지역에 적용 예정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작기계 견적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언
제 어디서나 공작기계의 견적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공작기계 견적시스템’을 개발해 운
용을 시작했습니다. 200여종에 달하는 공작기계와 50개 이상의 옵션을 조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작기계의 견적을 정확히 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견적시스템의 운용은 국
내 공작기계 제조사 중 우리 회사가 최초입니다.
그 동안 국내 공작기계 제조사들은 수기로 공작기계의 견적을 산출해 왔습니다. 공작기계
의 종류와 옵션이 방대해 이를 시스템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작기계와 옵
션의 조합, 프로모션 진행 여부 등으로 가격이 크게 달라져 견적을 수기로 낸 후 이를 대외
비로 하는 것이 공작기계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관행이 고객의 신뢰
를 떨어트린다고 판단, 2017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 수기로 견적을 내며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대리점마다 견적 금액이 달라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
았습니다.
이번 견적시스템을 통해 모든 고객이 전국 대리점에서 동일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
습니다. 고객이 구입을 생각하는 기종과 옵션을 딜러에게 알려주는 즉시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견적은 모바일로도 동시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작기계를 리스 방식
으로 구입하는 고객은 곧바로 월별 리스요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작기
계 고객이 보다 정확한 구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품 카탈로그를 견적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견적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를 주는 공작기계 제조사로 다가선다
는 생각입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해외 전 지역으로 견적시스템을 확대해 글로벌 신뢰
도를 한층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고객들에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작기계 제조사
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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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지멘스,
스마트 NC 경진대회 개최
- 8~12일 경남 창원시 기술지원센터에서 대회 열려
- 고등부•대학부로 나뉘어 열린 대회에 300여명 참가

about wia + HOT ISSUE!

- 각 부별 1위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장학금 수여

우리 회사가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지멘스㈜와 함께 ‘공작기계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기술지원센터에서 ‘제6회 현대위아-지멘
스 스마트 NC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등부와 대학부,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
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금속 뿌리기술인 공작기계
NC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국내에서 현대위아와 지멘스가 유일합니다.
스마트 NC 경진대회는 공작기계가 ‘어떻게 가공할 지’를 결정하는 NC 프로그래밍 능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NC는 수치제어라는 ‘Numerical Control’의 줄임말로 공작기계를
수치로 제어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자들은 지멘스의 NC 콘
트롤러(S828D)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공작기계가 주어진
도면에 최대한 가깝게 금속을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와 지멘스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가장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을 한 학
생 2명(고등부/대학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위
2명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과 장학금 각 150만원을, 최우수상(6
명)과 우수상(6명)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시상식은 19일
현대위아 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 인재로의 성장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대회 후 공작기계 생산현장 견학
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공작기계의 생산 전 과정을 공개해 기술
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대위아가 생산 중인 주요 공작기계와 스마트팩토
리, 공장자동화(FA) 기기 등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기술 인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의 기술력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다
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W

나만 아는
물놀이 명소

공작기계품질개선팀 박용운 대리

지리산 골짜기에 위치한
남대마을 산청계곡
물이 맑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기 좋은 남대마
을 산청계곡을 추천합니다! 워낙 물놀이 공간이 많기에

차량부품중국영업팀 지현 사원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시원한 물놀이가 제일 반갑죠! 바다파,
계곡파, 워터파크파 등 ... 취향따라 찾아가는 물놀이 장소도 제

친구, 가족, 연인 상관 없는 올라운더 계곡, 엄둔천계곡

각각입니다. 현대위아 사우들이 추천하는 물놀이 핫스팟!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지만 특별히 사우 여러분들에게 공
유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엄둔천계곡
을 추천합니다! 무릉도원면은 맑고 시원한 계곡과 울창

얕은 곳은 아이들과 수영하기에 좋고, 잠수나 다이빙을

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최적의 공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어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도

간입니다. 엄둔천계곡에는 다양한 구간이 있어 가벼운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다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못

수영부터 다이빙까지 개개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

하는 사람도 구명조끼나 튜브를 꼭! 가져가시는걸 추천

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합니다. 갑자기 깊은 곳이 나올 경우에 누구나 당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거나 들어가기
직전에 비가 많이 왔다면 되도록 들어가지 않는 게 좋
습니다. 어디에서든 물놀이를 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니
까요! 모두 올 여름도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물놀이 되

첫번째 팁은 한우입니다. 수도권 출발 기준 횡성군을

세요~!

경유하여 좋은 등급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밤공기에 1++등급 한우
와 함께라면 만수르 안 부러운 피서를 보낼 수 있어요.
두번째 팁은 캠핑의자입니다. 계곡 갈 때 가벼운 먹거
리와 캠핑 의자를 챙겨서 물에 발 담그고 맥주 한 캔
마시면 엄둔천계곡의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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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름이면 출석 체크!

시스템운영팀 김덕헌 과장

시험평가팀 박재훈 연구원

아이랑 가기 좋은
장유도서관 옆 물놀이 스팟

가성비 좋은 북면 가족탕

특히 갓난아이를 가진 가족 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습

저희 가족은 사람이 붐비는 워터파크, 바

의 사태(기저귀, 분유 등)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

창원 기업사랑공원에는 아이들이 넘쳐나서 놀기가 힘

다, 계곡 보다는 조용한 곳을 선호합니

다.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고, 가격도 워터파크

든데 장유 도서관 옆에 있는 물놀이 장소는 약간의 한

다. 가족탕은 그것을 만족하기엔 정말 최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물놀이가 싫증이 난다면

고의 장소입니다! 북면, 장유, 부산 등 많

그 자리에서 때를 밀어도 됩니다만, 추천 드리지는 않

은 곳에 가족탕이 있습니다만, 북면 쪽이

습니다. 어김없이 매년마다 가장 덥다는 여름, 사우 여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냉방병 등 각

가로움을 느끼며 아이랑 여유롭게 즐기다가 올 수 있
는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차량부품글로벌영업팀 김정진 대리

이탈리아 남부지아
살레르노 푸로레 (Fiordo di Furore)

니다. 부담 없이 마음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만일

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물놀이하면 더없이 좋고 전화 한 통으로

전혀 없으며, 로컬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곳입니다. 가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금상첨화~! 주로 치킨, 피자,

족들과 함께 가도 좋지만, 나만 알고 있는 스팟을 연인

짜장을 번갈아 가며 시켜먹습니다. 먹고 싶은 건 기호

에게 소개하고 함께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곳과

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또한, 놀러 갈 땐 감기 걸리지

더불어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마이오리, 미노리 쪽

않게 비치타올을 준비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작기계제어개발팀 김진수 연구원

모듈설계팀 김세희 책임연구원

14년지기 친구들과 이른 여름을 맞아 세부여행을 갔다

제주도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
(우도면 연평리)

왔습니다. 6월의 세부는 사실 우기이기 때문에 좋은 날

조용하게 아이와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제주도 하고수

씨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6월 세부

동 해수욕장을 추천합니다!

필리핀 세부 날루수안&힐루뚱안

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항공료가 싸고 날씨는

엔진품질관리1팀 채성원 사원

우기라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탈리아 남부 투어도 있지만, 이탈리아 남부는 차량을

가 놀러 갔던 5일 동안은 한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

광양 백운산 휴양림

렌트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다.) 성수기인 겨울보단 가성비 좋은 여름철에 세부여

물놀이와 캠핑을 한번에 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놀

특성상 도로가 좁고, 빠른 속도의 차량과 많은 오토바

행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 있는 광양 백운산 휴양림을 추천합니다

이들을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고, 급한 성격의 이탈리아

우도에서 1박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대부분 제주 여행
시 우도 방문은 일정상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계획
을 짜곤 합니다. 그래서 우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

인은 자주 클랙슨을 울립니다. 동요되지 않는 것도 사

으로 사진으로만 찍고, 정작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

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 없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그 많던 사람들이
세부에서는 특히 저렴한 예산으로 한국에선 하기 힘든

싹 나가고 해변이 텅텅 비워집니다. 우도에서 숙박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과 캠핑을

해양스포츠를 맘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 ‘씨워킹’과

약을 한 방문객은 차량을 가지고 입도할 수 있습니다.

위한 완벽한 시설! 그렇다고 어른들이 놀기에 부족하지

‘페러세일링’을 추천합니다.

(또는 노약자 동반 시) 우도 하고수동 해수욕장의 잔잔

도 않습니다. 샤워장과 취사를 위한 시설이 완비되어

하고 드넓은 바다를 개인 풀장인 듯 물놀이 즐길 수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운산 휴양림에서 낮에는 신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도 잔잔하여 아이하고 놀기

나게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굽는 캠핑의 낭만

참 좋은 곳입니다.

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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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곳으로 한국관광객이

with wia + 차.알.못을 위한 자동차 이야기

완전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
20+21

글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

누군가 그랬다. "21세기는 인간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마지막 시기로 기억될지 모른다"고. 지난 6월 애
플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기업인 드라이브에이아이(Drive.ai)를 인수합병했다.
드라이브에이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험 운행해온 회사다. 2년 전 7700만 달러의 투자
금을 모았으며 기업 가치가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애플이 드라이브에이아이를 인수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아이폰'으
로 자율주행차에 눈독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플은 한때 '프로젝트 타이탄'
을 통해 순수 전기차를 통한 자율주행차 개발에 관심을 키워왔다. 애플이 테슬라 등에서 주요 자동차 업계
인물들을 영입하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 온 것도 그러한 이유다.
자율주행차는 다가올 미래의 신기술 중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줄 기술이다. 정말로 운전자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망)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5G 시대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차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의 시대는 시작됐다

갈 길 멀어... 현대차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 15위

구글의 자회사이자 자율주행차 사업체인 웨이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내비

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이제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일

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구글, GM, 포드 등 미국 기업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반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일본 도요타나 중국 바이두 등에도 밀려

만 웨이모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자율주행차량으로 승객을 이동시킬

지난해와 같은 15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 있으나, 아직 시범 서비스인 만큼 승객에게 운송 요금을 부과할 수 없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상위권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자율주행차

다. 운전석에는 반드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해야만 한다.

선점을 위한 글로벌 인수합병(M&A)을 공격적으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는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시기를 현실화 한 것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업계도 좀 더 적극적인 해외 업체 M&A와 협업 등을 통해

이다.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완전자율주행, 특히 AI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2020년 전체 자동차 시장의 2%인 2000억달러를 차지한 뒤 2035년까

의 상용화는 2030년 이후 가능할 것"이라며 "순차적인 상용화를 고려해 국내 기

지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술개발과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다"고 강조했다. W

망)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5G 시대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
행차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발에 약 1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기간 총 투자금액 45조3000억원
중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차는 최근 몇 년간 전사적인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상용화를 목표
로 힘을 쏟고 있다. AI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자사의 대표적 중형 세단인 ‘신형 쏘나타’에 저속에서도
주행차로 유지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탑재하며 부분 자율
주행기술 적용을 본격화했다. 신형 쏘나타는 스티어링휠에 있는 '차로유
지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을 별도로 활
성화할 수 있다. 국내 출시된 차량 가운데 LFA 버튼을 장착한 사례는 쏘

5G

나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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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

전국 곳곳에서 음악 축제가 쏟아지는 여름이면 마음
한 구석 스멀스멀 떠오르는 로망이 있습니다. 학창 시
절 축제 때면 단골로 등장하던 학교 밴드. 전교생의 환
호를 끌어내는 그 무대 위의 나를 한번쯤은 상상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이크를 잡든 기타를 잡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무대에서 한껏 음
악적 열정을 뽐내고, 무대를 내려와서는 밴드 멤버들
과 여운을 나누죠. 그 장면 속 나는 그 어떤 때보다 청
춘(靑春)과 어울립니다.
시절이 지났다고 로망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
고 언제나 로망을 현실로 만드는 멋진 사람들이 있
죠. 우리 회사에도 로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우가
있습니다. 진해 지역 대표 직장인 밴드 동호회 "WITH
MUSIC(위드뮤직)"에서 활동중인 'Uprising(업라이징)'
밴드의 보컬이자, 얼굴! 기계품질보증팀 안국준 대리
를 만났습니다.

음악적 반란을 꿈꾸는 ‘업라이징’ 밴드
“’업라이징’은 ‘반란’이란 뜻이에요. 보통 밴드는 메탈, 가요, 7080 등 정해진 음악을
하잖아요. 우리 밴드는 한 음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면서
새로운 반란을 일으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어요.”
업라이징의 설명을 시작하자 안국준 대리의 목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한 옥타브쯤
올라간 것 같달까요. 업라이징은 보컬인 안 대리와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키
보드로 구성된 2년차 밴드입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진 이맘때는 가장 바쁜 시즌이
죠.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진해루에서 야외 공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해 앞바다
를 배경으로 공연을 하다 보면 산책하며 오가는 시민들도 음악을 즐기기 시작합니
다. 그들과 소통하며 음악의 즐거움은 배가 되죠.
안 대리는 곧 일년 중 가장 큰 무대인 ‘진해 야외공연장 음악축제’에 참여합니다. 업
라이징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무대죠. 이 무대에 제대로 서기 위해 최소 한 달은
연습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연습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무대를 마치는 순간까지 장
비 하나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죠. 이러한 수고로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건, 공연
에서 오는 희열 때문입니다.

드럼: 권중휘
키보드: 변진수

일렉기타: 이상도

보컬: 안국준
(현대위아 기계품질보증팀)

베이스기타: 심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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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는 사람들
밴드라는 로망

진해 직장인 밴드
‘업라이징’을 만나다

보컬인 안국준 대리는 관객과 함께 하는 무대의 매력
을 제대로 실감한다고 합니다.

“저는 목이 악기인 셈인데요. 관객과 호흡이 가능하고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어
요.”
사실 그의 어릴 적 꿈은 가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하게 접한 록(Rock) 음악에 심취한 후로는 언
제나 밴드를 꿈꿨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처음
으로 밴드를 만들었고, 이후에도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기분이에요.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기도

여러분도 이런 밴드에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악기 하나

하죠. 덕분에 즐겁게 일요일 저녁을 보낼 수 있었고, 월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가요. 안국준 대리는 언제든 주저

요일에도 힘차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없이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연습실에서 초심자를 위한

안 대리는 밴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

드럼 베이스 강습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곡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어렵게 생각 마시고 문을 두드

도 멤버가 좋아하는 곡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죠. 이렇게

려보세요! 직장인 밴드로 활동하는 실력자들이 많고, 언

자신이 애정하는 뮤지션의 주옥 같은 곡을 직접 연주하

제든 도움을 주고 있으니 그저 많은 분들이 악기에 취

고 노래할 때의 쾌감은 경험해본 사람 만이 알 수 있다

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외에서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
젠가는 우리 회사 사우들과도 밴드를 할 수 있는 날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로 도전해보세요!

로망을 향해 결성된 업라이징에는 뒤늦게 꿈을 이룬

지난해에는 전설적인 밴드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파트도 있습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권중휘 씨는 37세

머큐리의 인생을 조명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

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드럼 스틱을 잡았다고 해요. 현

행하면서 밴드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

재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드러머가 됐다고 합니다.

다. 하지만 막상 도전하자니 두려움을 느낀 분들이 많

“늦게 시작한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

을텐데요. 안국준 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 드럼을 시작할 때 이 동호회에서 배우면서 시작했어

“밴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요. 그러다 무대에도 처음 서보게 되었고, 그 땐 다리도

밴드가 아니더라도 악기 등 음악을 취미로 갖는 것은 꼭

덜덜 떨릴 만큼 긴장했었죠. 지금도 물론 무대에 서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을 정의

떨리지만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샘솟는 게 더 커요.”

할 때 악기 한 가지 정도는 다룰 줄 아는지가 조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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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정의 근원

좋아요!

구독!

왔으면 좋겠다는 안국준 대리. 음악적 열정과 에너지로

‘업라이징’ 밴드

똘똘 뭉친 그가 사우들 앞에서도 멋진 공연을 선보이
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하겠습니다. W

직장인 밴드 동호회 ‘위드뮤직’ 이 궁금하다면?
다음 카페 : cafe.daum.net/jinhaeband

현대위아 사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밴드음악 LIST
NewDivide
Linkin Park

얼마전 방영한 Jtbc '슈퍼밴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미국계 한국인 '조한'이 속한 그룹
디제잉을 음악에 적용하여 세련된 느낌의 곡

Starlight
Muse

Pop과 Rock팬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영국출신 3인조 록밴드.
곡 중간 별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뮤즈의 대표 곡

A Sky full of Star
Cold Play

2017년 내한까지 했던 세계적인 밴드 곡 대부분 곡에서 평화가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을 노래하는 콜드플레이의 대표 곡

With or Without you
U2

아일랜드 출신 중 가장 성공한 밴드. 음악성과 대중성 모두를 잡았으며,
올해 12월 첫 내한공연이 성사되어 많은 국내 팬들이 기대 중

Photogragh
Ed Sheeran

얼마전 BTS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뮤지션들의 명예의 전당 "웸블리 스타디움"을
3일간 혼자서 통기타 하나로 전석 매진시킨 영국출신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It's my life
Bonjovi

한국인이 사랑하는 뮤지션 ‘본조비’의 대표 곡

Stand by me
Oasis

90년대 브릿팝을 대표하는 오아시스의 히트곡

어간다고 해요. 우리 나라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

밴드라는 이름의 안식처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밴드 멤버들은 진해의 한 합주실
에서 정기 연습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
저녁에 모여 연습을 했었는데요. 안국준 대리는 일요일
저녁 밴드합주 덕분에 소위 말하는 ‘월요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밴드 합주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버리는

문화적인 능력을 지향하게 될 거에요. 그때에 대비해 미
리 배워놓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음악 자체
가 주는 긍정적인 면이 수십 가지 되기도 하고요(웃음).”
업라이징 멤버들에게는 이제는 삶의 한 부분이 된 밴
드 활동. 무대에 서는 날이면 가족들을 불러 멋진 공연
을 선물하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는 자녀들과 함께 무
대에 서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추억이자
활력인 것이죠.

일상 속 법률이야기 13호

글 사내 기고자
법무팀 염동진 과장(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직원 여러분. 2019년의 시작이라고 말씀

건들을 충족하면 횡령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

였는데 유모씨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

드린 것이 불과 얼마 전처럼 느껴지는데, 어느덧 올해의

지요?

② 조모씨와 최모씨는 고향 친구입니다. 조모씨는 최

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계

절반이 지나갑니다. 계획하신 일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동산, 부동산 등

모씨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500

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한 돈의 반

고 계신다면, 이번 여름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

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만원을 받아서 보관하던 중에, 예전에 최모씨에게 빌

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모씨는 횡령죄가

까요?

는 것입니다.

려준 800만원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조모씨는 보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기’에 대하여는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횡령’을

실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중이던 500만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써버렸는데,

③ 사례는 어떨까요? 법원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범

① 강모씨는 울산에서 동문회의 회계부장으로 동문회비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모씨는 조모씨를 횡령죄로 고소

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

죄의 유형인만큼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확인하시면 실생

의 재정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약 4억을 유용하

하였습니다. 조모씨는 횡령죄로 인정될까요?

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

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천

여, 징역 10개월을 받았고, ② 회사 경리직원으로서 일하

③ 강원도청 공무원 계장인 김모씨는 직원들과 강원

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

천히 읽어보세요.

던 장모양은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양구에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간

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김모씨는 사무실 비품

‘횡령’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을 빼돌리는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약 17억 상당을 개인용도로 임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관리계로부터 출장비를

구입비, 직원 회식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지만 위법한 목적으

장면? 그렇다면 얼추 큰 개념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관

의 소비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③ 공무원

교부 받아 이를 보관 중에 사무실 비품 구입비, 직원

로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입니다.

련 법령을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

으로 지방행정예산을 담당하던 박씨 또한 도박 채무 등

회식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위 사례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식에 부합하나요? 비슷한 사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수차례에 걸쳐 약 2억5천

예산전용 행위를 한 김모씨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례로 보이지만, 성립요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을 횡령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된 사례를 보니, 감이 오시나요? 형의 정도는 자

횡령죄는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매우 중요한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백했는지 여부, 초범인지 여부, 피해가 변제되었는지 여

① 사례에서, 법원은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데, 해당 사건을 본의 아니게 맞닥뜨릴 경우, 법률적인 자문

범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서

부,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

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억울한 처

나타난 구성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유모씨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은 대응에 따라 결과

횡령죄는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

이제 심화 학습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조금 어려우니, 더

의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동산을 공동으로

가 천차만별인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는 배신성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이에, ‘타인의 재물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도움이 되셨

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

으면 좋겠습니다. 다루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W

보관하는 자’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보
관’이란 사실상의 지배 이외에 법률상의 지배까지 포함

① 정모씨는 슬하에 두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

이 없어서 횡령죄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타인을 협박해

하는 개념으로서, 물건 같은 동산의 보관 뿐만 아니라 유

와 사별하였습니다. 그 후 유모씨와 재혼을 하였으

서 재물을 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더라도 공갈죄는 구성하는

가증권, 부동산의 보관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나, 재혼한지 얼마 안되어 정모씨도 갑작스럽게 사

외에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는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망하였습니다. 유모씨는 두 아들과 공동으로 상속

② 사례에서,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

이익을 꾀할 목적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위 요

한 건물에 거주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

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법원은 애초에 상계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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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일상 속 법률 이야기

업무상 횡령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 어느 한 가지만 가진 사람은

글 강창욱 국민일보 기자

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게 보통의 인생이니까. 한
쪽이 수적으로 좀 더 많거나 질적(내용상)으로 압도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이미 지나가서 마무리된 ‘과거완료의
일’이라면 지금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건 아
무래도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상황이다. 불쾌하거
나 무섭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많았다고 행복을 누
릴 기회나 자격을 영영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불행한 기억이 우리를 옭아맨다는 사실일 것이
다. 고약하지만, 나쁜 기억은 끈질기고 좋은 기억은 금
세 잊힌다. 그래서 부정적인 과거에 쉽게 사로잡혀서는
행복해 해도 좋을 만한 때에도 좀처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불감의 상태가 되고 만다. 과거의 어떤 사건
이 자꾸 머릿속에 출몰해 마음을 다치거나 닫히게 만든
다면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라며 덮어두기 어렵다. 나쁜
기억의 출현과,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감정적 교란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서 프루스트(앤 르
니)는 비유한다. 기억은 연못과 같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물고기다, 라고. 캄캄하고 평평한 수면
의 겉모습만 보자면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이 있다. 그중엔 행
복감을 줄 ‘좋은 물고기’도 많을 텐데 수면으로 주로 헤
엄쳐 올라오는 건 하필이면 ‘나쁜 물고기’다. 이 물고기
는 연못의 평화를 깬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
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된다. 기왕이면 좋은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까. 프루스트는 결핍과 상처
를 가진 피아니스트 폴(귀욤 고익스)에게 추억 낚는 법
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으로 건져낸 추억이 행복한 것일
지 아닐지까지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폴은 프루스
트의 처방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과거의 기억에 서서히
다가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믿어온 것을 뒤집는
진상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런다고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말할 것도 없
이, 자신의 결심에 달린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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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했던 기억보다
중요한 것

with wia + 영화 속 세상

드물 것이다. 대개는 두 가지 기억을 모두 갖고 산다. 좋

양복 입은 두 살의 폴

혀진 양복은 어른인 몸과 오래 전에 성장을 멈

＼

춰버린 정신의 부조화를 부각한다. 초등학생쯤

첫 장면은 유모차를 타고 가는 아기의 시선으

돼 보이는 소녀가 피아노를 치는 폴에게 다가

로 시작한다. 우리가 보는 건 통 넓은 청바지에

가 말을 거는 장면에서 두 사람은 신체적 연령

가죽재킷을 입고 경쾌하게 앞서 걸어가는 장발

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남성의 뒷모습이다. 복장과 걸음걸이로 보건대

구별되지 않는다. 소녀가 폴의 접시에서 마지막

그는 자유분방한 인물이다. 누굴까. 재킷 등판

남은 슈케트를 낚아채듯 먹어버렸을 때 폴은

에 적힌 ‘아틸라 마르셀’(영화의 원제이기도 하

어찌할 바 모르는 얼굴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

다)이 이름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미국 서

하고 일어나서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부 대협곡 그랜드캐니언이 시원하게 펼쳐진 영

편지에 동봉한 메모에서
프루스트는 폴에게
“네 인생을 살아”라고
간단하게 강조한다.

뒤에서 노리개젖꼭지를 입에서 뗀 아기가 “아

피아노에 갇힌 인생

빠”라고 옹알이를 하고, 아내가 신기해하며 남

＼

편을 부르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화

이모들은 다정해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말 잘 듣

면 가까이(아기 눈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활짝

는 조카를 만족스러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

웃는 엄마와 이국땅 포스터 앞에서 바지주머니

은 가르친 대로 못하는 댄스교습소 수강생들에

에 손을 넣은 채 뒷모습만 보이는 아빠는 대조

게 “절름발이”라거나 “그냥 돌아가라”며 독설

를 이룬다. 남자는 아내가 연거푸 자신을 부르

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다. 이런 이모들이 애

자 홱 돌아서서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을 화면

지중지하는 폴은 자신들 바람대로 피아노를 치

앞에 들이밀고 고함을 지른다. 그리고 서른세

는 폴일 뿐이다(나중에 폴이 프루스트를 만난

살의 폴이 잠에서 깨어난다.

뒤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멀어진다고 느낄 때

장면만으로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아기 때의 기

이모들은 마약 복용이나 뇌종양 따위를 의심한

억은 폴을 괴롭힌다. 자신을 사랑해준 엄마와

다). 폴이 태어났을 때 친척들은 그를 피아니스

달리 자신을 귀찮아한 아빠. 폴은 아빠에게 사

트나 아코디언 연주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

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을 갖고 있다. 이 인상은

들 사이에서 폴의 엄마가 바랐던 건 아들이 스

악몽으로 나타나는데 그 꿈속에서 폴은 언제나

스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지만 폴은 엄마

아기다. 현재 폴은 두 이모와 함께 살며 그들이

를 잃은 뒤 이모들 뜻대로 살고 있다. 폴은 피

운영하는 댄스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다.

아노 앞에서 행복해하지 않는다. 연주하면서 즐

그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유아인 채로 머

거움을 느끼기는커녕 넋이 나간 얼굴이다. 폴

물러 있다. 빵집에서 이모들이 귀엽다는 표정으

이 아침햇살을 음미할 때 이모들이 힘껏 들어

로 폴을 쓰다듬으며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고

올린 그랜드피아노 상판 덮개는 빛을 가로막고

르라고 시늉하는 모습은 서른 넘은 조카를 대

폴의 얼굴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운다. 책장을

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폴에게 말끔하게 입

등지고 육중한 피아노 앞에 앉은 폴은 거대한

32+33

화 포스터 앞에 멈춰 서서는 눈을 떼지 못한다.

행복의 홍수

프루스트가 연주했던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아빠가 된다.

폴의 부모는 그가 두 살 때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

＼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프랑스 감독 실뱅 쇼메 이 영화

났는데 이 사고는 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프루스트는 이웃들의 비밀 심리치료사 노릇을 하는 중년

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장편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폴은 눈앞에서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뒤 말을 잃었

여성이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데가 있지만 전지적인 해

서>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정확히는

다. 그때 성장도 멈췄을 것이다. 말을 제대로 익히

결사는 아니다. 되레 그 자신도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성)이 ‘마르셀’과 ‘프루스트’라는 사실은 프루스트의 소설

기도 전에 말을 잃었으니 평생 언어로는 대화를 나

인물이다. 남과 구별되는 점이라면 현실에 살아가는 태

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폴이

눈 적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폴이 잃은 가장 중요

도일 것이다. 끝없이 넓은 숲과 멋진 정원을 가꾸는 게

프루스트가 내준 차와 마들렌을 먹고 유아시절의 기억과

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다. 프루스

꿈이었다는 프루스트는 아파트 집 안에 정원을 가꾸며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부 ‘스

트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죽음이 그 애를 못

“다행히 우린 여러 인생을 살 수 있지”라고 폴에게 말한

완네 집 쪽으로(Swann's Way)’에서 주인공 마르셀이 어

살게 하는 게 아냐. 쳇바퀴 돌 듯 하는 삶이 문제

다. 프루스트는 폴이 즐겨 찾는 공원 한복판에 우뚝 선

머니가 만들어준 홍차와 마들렌을 먹고 그 맛을 통해 유

지. 그 애한테 필요한 건 바로 충격이야. 그대로 두

나무와 동일시된다. 프루스트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

년시절을 회상하게 된다는 대목과 흡사하다. 영화 속 프

면 평생 두 살로 살 걸?” 프루스트가 말하는, 폴에

무도 병들고, 나무가 잘려나갔을 때 프루스트도 작별을

루스트의 정원은 소설 속 스완이라는 인물의 정원을 연

대한 처방으로서의 ‘충격’은 부모의 죽음에 관한 진

고한다. 그가 폴에게 남긴 편지에는 나쁜 추억에 대응하

상시킨다. 영화가 시작할 때 인용되는 ‘기억은 일종의 약

실이다. 프루스트는 이모들의 거짓말이 폴의 마음

는 법이 적혀 있다.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히라는 것.

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모들은 무엇을

그 홍수의 물꼬를 여는 일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는 저 소설의

숨긴 것일까. 폴은 일종의 수면요법인 추억 낚시를

의 노력으로 가능한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장이다. 과거에 기대어 사는 것은 불안정한 일이다, 그

시작하고 음악을 미끼로 유도된 꿈속에서 과거와

몫’이라는 게 프루스트의 조언이다. 편지에 동봉한 메모

러므로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지금 할 수

조우하게 된다. 이 시간여행에서 폴은 자신의 유아

에서 프루스트는 폴에게 “네 인생을 살아”라고 간단하게

있는 방법으로 (그게 좁은 집 안에 정원을 가꾸는 수준일

시절이 생각했던 것만큼 불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 폴은 먼저 피아노를 그만둬야 했

지라도) 스스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된다. 폴을 괴롭힌 건 파편적 기억이었고 거기엔

을 것이다. 폴은 피아노를 꽃밭으로 만들고, 양복을 벗고,

(마담) 프루스트의 조언인 것이다. W

심각한 오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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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성에 갇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주 특별한 하루」는 매번 새로운 주제로 사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체험기를 전합니다.

아빠 김진일 사우

첫째 김호연

둘째 김호준

공작기계생산부
김진일 사우네 가족의
도자기공방 체험기

우리 가족의
추억을 빚다
아이에게 손은 첫 도구이자, 최고의 도구입니다. 어떤 것에든 손이 먼
저 나가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게 되는 것조차 학습의 결과입니다. 어
른이 되면, 진짜 도구가 손에 자리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거꾸로 원
재료의 질감을 찾아, 도구를 버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과
물체가 직접 만나는 명료함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회사 공작기계생산부의 김진일 사우가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형상을 만들기 위해 가족과 함께 도자기 공방을 찾았습니다.

* 장소협찬 : 마산 소재 '하늘닮은 도자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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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wia + 아주 특별한 하루

엄마 황미란 씨

가족의 추억을 더 특별하게 빚어내다

이가 이번에도 가장 먼저 과감히 막대로 그림을 새기

＼

기 시작합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인기인 ‘브

도자기 제작에 앞서 가족들은 각자 무엇을 만들지 고민

롤스타즈’ 게임의 선인장 캐릭터 ‘스파이크’를 슥슥 그

이 한창입니다. “라면을 담아 먹을 정도로 큰 컵을 만들

립니다. 게임을 몰라도 스파이크는 알 정도로 멋지게

거에요!” 라면 매니아인 첫째 호연이(8)가 제일 먼저 결

그려냅니다.

정을 내렸습니다. 형을 따라 둘째 호준이(6)도 컵을 제작

둘째 호연이는 붓으로 색칠에 나섰습니다. 호연이는 색

하기로 했습니다.

을 고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자신

“요즘 아이들이 ‘슬라임’이라고 해서 손으로 조물거리는

만의 추상적 미술 세계를 뽐냅니다. “구워보면 아이들

장난감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에 나쁘진 않을까

작품이 추상적이면서 훨씬 예쁘게 나와요.” 선생님의

걱정도 되고 해서 잘 못 만지게 해요. 오늘도 만지고 싶

말에 아이들의 완성품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하는걸 여기 와서 흙 만지면서 놀자! 했더니 아이들도
무척 설레 했어요.” (아내 황미란 씨)
한창 흙 만지는걸 좋아하는 나이인 호연이와 호준이는

도자기처럼 더 단단해지는 우리 가족

체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에 흙을 잔뜩 묻힙니다. 흙으

＼

로 이미 피자도 만들고, 공도 만들었죠. 적당히 손도 풀

도자기는 어떤 창작물 중에서도 ‘우연’이 크게 작용하

었겠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한 명씩 물레 체험에 나섭

는 예술입니다. 가마에 들어간 토기가 어떤 색과 형상

니다. 물레의 회전에 따라 손끝을 스치는 간지럽고 부드

으로 완성될지는 오랜 경력의 전문가도 예상하기 어렵

러운 흙의 감촉에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말랑말랑하

다고 해요. 오늘 네 식구가 두 손으로 직접 빚고 꾸민

고 느낌이 이상해요!” 하면서도 막상 물레 체험이 끝나니

도자기도 구워진 모습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

아쉬운지 테이블 한 켠에 남은 흙을 조물거립니다.

릴 겁니다. 건조실에서 바싹 말린 후에 가마에서 초벌

애주가인 엄마와 아빠는 둘만의 ‘술병 세트’ 만들기에 도

로 굽고 유약도 바른 후, 한번 더 굽는 과정이 필요해

전합니다. 평소에도 저녁에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하루

요. 단숨에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죠.

를 공유하는 시간이 소중한 부부이기 때문이죠. 아이들

가족도 그렇습니다. 한번에 완성되는 가족이란 없죠.

이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회사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

엄마, 아빠도 부모 역할이 처음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지 등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함께 만든 술병으로

과정은 새로움의 연속입니다. 다른 누가 대신 해줄 수

더욱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없고, 과정과정마다 정성스레 빚어내야 하는 우리 가족

“가공반에서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항상 이런 형상을 만

만의 시간들이죠.

드는데요. 늘 기계로 깎다가 손으로 직접 해보니 훨씬 어

“이번에 첫째 호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애

렵네요.(웃음)” (김진일 사우)

기인줄만 알았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과 서있는 모습을
보니 뭉클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여러모로 수월해졌
어요. 첫째 호연이가 형 역할을 잘 해주는 덕분에 둘만

나만의 손 그림이 담긴 도자기

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김진일 사우)

＼

아내 황미란 씨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고마움으로 오늘

네 사람 모두 물레 체험을 마쳤으면, 색칠할 시간입니다.

체험에 대한 소감을 대신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모두

도자기 채색은 뾰족한 막대를 이용해 새기듯이 모양을 낼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이에요. 남편이 있어 든든하고 아

수도 있고, 붓을 이용해 바로 색감을 넣어 칠하듯이 그릴

이들이 있어 웃음이 나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가족들과

수도 있습니다. 손 그림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도장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찍어 꾸밀 수도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함께 한 도자기 체험이 네 가족의 시간과 추억을

엄마, 아빠가 손재주가 없다며 고민하는 동안 첫째 호연

더 단단하게 빚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W

도자기의 모든 것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토기, 도기, 석기, 자기 4가지로 구분됩니다. 점토의 종류나,
유약과 장식방법에 따라 더 세세히 분류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분류를 통해 도
자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기

섭씨 700~800도 정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주로 유약을 사
용하지 않고 표면색이 적갈색입니다. 우리 나라 신석기 시대 토기를 생각

하면 쉬워요. 주로 기와, 화분, 농작물을 담는 그릇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도기

유약을 다양하게 사용해 원색의 색상을 낼 수 있으며 1000~1200도 정
도로 보통의 온도에서 굽습니다. 이 때문에 식기보다는 완구나 장식용품

을 주로 만듭니다. 도기 중에서도 연질도기라 불리는 종류는 주로 석회석을 첨가
한 회색계열의 것을 말해요. 도기로 식기를 제작할 경우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축
에 속하며, 세면기나 욕조, 타일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해 물 흡수성이 없고 강도가 돌처럼 강해요. 빛을 통과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나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실용적인 생활 도예나 공방 도예에 많이 활용됩
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옹기가 바로 석기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기는 도자기 중 가장 질이 뛰어나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새로운 재질입
니다. 중국 산지에서 고급 자토로 취급되던 '고령토'를 사용해 만듭니다.

자기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며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빛을
통과할 때까지 굽는 것이 특징이에요. 주로 얇은 식기나 고급 공예품을 만드는
데에 사용합니다.

물레로 도자기 빚기
물레로 도자기 형상을 빚는 과정을 '물레 성형'이라 부릅니다. 물레 성형에 사용하는
물레 종류로는 전기 물레, 손 물레, 발 물레 등이 있어요. 오래 전에는 주로 발 물레
를 사용해 발로 차면서 돌렸으나, 요즘에는 주로 전기를 사용하여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레를 이용한 도자기 형상 빚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그 기술을 습
득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습득하기까지 드는 시간
과 노력만큼 만드는 기쁨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라마
다 물레를 돌리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나라는 거의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나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왼쪽으로 돌린다고 해요.
물레 성형을 완료한 후에는 다 마르기 전에 꼭 밑바닥 굽깎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밑 부
분 갈라짐 없이 형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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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석기는 1250~1300도라는 꽤 높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토기나 도기에 비

CSR
1%기적

with wia + HAPPY TOGETHER

천광학교 생산제품 ‘양파즙•대추즙’ 구매해
저소득 노인복지시설 지원
지난 6월 11일 우리 회사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 및 도내 노인복지시
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특수학교인 천
광학교에서 생산하는 양파즙과 대추즙을 구매하여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광학교 하늘빛’은 경남지역 특수학교 최초의 학교기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
역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구동생산
부 김낙현 부장은 “임직원들이 모은 정성이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매월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현
대위아 임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노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구성
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덕분에 장애학생들의 무한한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웃 노인들에게
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과 시원함을 선물한 1%기적! 임직원 여러분의 뜻깊은 나눔으로 ‘더 행복한 세
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에 한층 더 가까워 졌습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들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한국 장애인 정보화 사업소 대상
전산장비 기증 787대
지난 6월 18일, 우리 회사는 총 787대의 노후 불용 전산장비를 활용해 ‘한국 장애인 정보화 사업소’
에 기증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6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로 인해 중고부품 분리 후 재활용 가능한 전
산물품들을 말합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사무용 PC 221대, 설계용 PC 188대, 노트북 78대, 프린트
및 기타 전산용품 300대를 기증했습니다. W

문화로 말해주는
이달의 행운

with wia + Culture Cookie

[에세이] 여행의 이유(바캉스 에디션) – 김영하 저, 문학동네

이달의 문화 쿠키를 통해 사우 여러분의
행운과 즐거운 문화생활을 기원합니다.
문화 쿠키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뮤지컬] ALL NEW! GREASE

“흥미진진한 기회가 오면 받아들이세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신나는 Rock& Roll에 온몸이 들썩!

작가 김영하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배우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아 써내려 간
아홉 개의 이야기. 여행은 나에게 무엇인가,

- 2019.04.30~2019.08.1
- 공연장소 : 디큐브 아트센터
- 관람연령 : 8세이상 (미취학 아동 관람불가)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 한번쯤은 떠올려본 상념들을
김영하 작가 특유의 문학적 사유로 풀어냅니다.

[자기계발] 디지털 미니멀리즘 – 칼 뉴포트 저, 세종서적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도하기 전까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의도를 갖고 신중하게 신기술을 사용하라!

‛내가 연구해낸 약은 인간 안의 선과 악을 완전히 분리해낸다.’

폭주하는 디지털 시대에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인격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명확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철학을 제대로 활용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성남 오페라 하우스 : 2019.07.26~2019.07.28
- 울산문화예술회관 : 2019.08.23~2019.08.25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 2019.08.02~2019.08.04
- 천안 예술의전당 : 2019.08.09~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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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 단오절 맞아 금곡촌 봉사활동 펼쳐

강소법인 100일 안전 활동 개최

산동법인, 산학협약 맺고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

강소법인은 지난 6월 19일 안전생산월을 맞아 ‘100일

산동법인은 6월 28일 일조시에 위치한 일조직업기술학원

안전 환경 활동’을 개최했다. 이날 강소법인 직원들은 안

에 교육 실습용 엔진 20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의 서명식도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와 일조 직업기술학원 하자안 서

강소법인은 지난 6월 5일 중국 전통 명절인 단오절 절기를 맞아 인근 지역 마

가졌다.

기 등 선생님과 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을인 금곡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강소법인의 직원들은 금곡촌의

강소법인은 더욱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

이날 산동법인이 기증한 엔진20대는 엔진 관련학과 학생

장애 및 저소득 가정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강소법인

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특강, 응급교

들의 실습용으로 활용되어 우수 기술인 양성에 쓰인다.

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곡촌 주민들을 찾아

육, 안전지식대회 등으로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

신문영 상무는 "앞으로 일조직업기술학원과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갈 생각이다.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상호 win-win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江苏法人开展金谷村端午节活动

江苏法人开展百日安全活动

山东法人参与校企合作，推动区域人才培养

6月5日 端午节前夕，金谷村社区里热闹非凡，20余人相聚在一起，举办了

6月是全国安全生产月，公司开展了一系列的百日安全环

6月28日，山东现代威亚向日照职业技术学院捐赠了20

一场“百米青叶棱角明，威爱惠民清廉扬”端午节包粽子活动。活动特别邀

境活动。6月19日,公司开展了安全横幅签字活动，部署

台发动机，用于学校教学与科研。山东法人长辛文榮常

请了金谷村残疾人家庭、失独家庭、低保家庭参加，社区为他们准备了粽子

各班组在早会时间对员工进行了安全环境教育，教育结

务、日职职业技术学院何子安书记等学校老师和学生们

礼盒表示慰问。早上八点半，社区居民们陆续入场，大家说说笑笑围站在一

束后员工先后在横幅上签字，强化安全意识。公司周期

共300余人参加了此次捐赠仪式。

起，拿粽叶、舀糯米，非常熟练地在包粽子，一双双灵巧的手把自己对生活

性的安排员工学习安全管理知识，潜移默化中提高自己

本次捐赠的20台发动机将供日照职业技术学院发动机相

的热爱全都包进了甜甜的粽子里，大家唠着家常，说着心里话，浓浓的节日

的安全意识。

关专业实际教学与实验用，为日照市培育出高素质、实

气氛拉近了社区居民的心。

在接下来的7月8月，公司将开展安全特讲、急救教育、

用型、技能型的人才做贡献。辛文榮常务出席了仪式并

和睦邻里情、端午粽飘香，社区居民共庆端午节，感受社区精神文化生活，

安全知识竞赛等活动，各部门员工利用休息时间学习安

致辞道：“希望在今后的日子里，通过山东现代威亚与

不仅弘扬了节日文化，还联络了邻里感情，增强了社区凝聚力，营造了企业

全知识，争取在接下来的比赛获得好的成绩。

日照市职业技术学院的长期友好合作，实现校企双赢的

社区一家亲的浓厚氛围，使居民们能以更加饱满的热情参与到文明社区创建

江苏法人抓住国家安全生产月，开展100日安全教育系列

目标。同时山东现代威亚也会继续尽最大的努力为更多

活动中。

活动，强力渲染了公司安全生产的氛围。

的学校改善教育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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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경합금공장 10주년 행사 개최

인도법인, 임직원 피크닉 개최

멕시코법인 우수사원 한국 연수

미주판매법인 오픈하우스 행사

산동법인 지난 6월19일 경합금1공장에서 경합금공장 10

인도법인은 6월 16일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멕시코법인은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우수사원

미주법인은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뉴저지

주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산동법인장 신문영 상무를

‘임직원 피크닉’ 가졌다. 인도법인 직원 214명은 이날 인

한국 연수를 실시했다. 멕시코법인 우수사원 9명은 창원

의 Carlstadt 전시장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미

비롯해 엔진생산실 임승빈 실장, 경합금생산실 한기열 실

도 첸나이 지역의 MGM Dizzee World 테마파크를 찾았다.

등 국내 사업장을 방문해 우리 회사의 사업 전 분야를 둘

주전역에서 딜러와 주요고객 등 69명이 방문한 이번 행사

장, 품질실 김철우 실장 등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게임과 물놀이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겼

러 봤다. 또 라인 운영 등에서 본사의 노하우를 직접 배우

에서는 신기종 HD2200Y 등 총 11대의 장비를 전시했다.

이날 신문영 상무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치열한 글로벌

다. 인도법인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소속감

는 자리를 가졌다. 멕시코법인 우수사원들은 경복궁 등 한

미주법인은 가공 및 소프트웨어 실사 시연을 선보이고 주

경쟁이 예상되는 이때, 회사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 내 명소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

력 장비 홍보와 딜러 교육을 실시 했다.

질적인 성장을 통해 현대위아의 재도약을 이루어 낼 수

졌다. 한국을 찾은 멕시코법인의 한 직원은 “본사 공장을

이날 오픈하우스에서는 하반기 프로모션을 공지하고 복합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다”며 “현대위아가 어떤 기업인

기 등 신기종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또 향후 기종개발 로

산동법인은 경합금공장이 중국을 넘어 더욱 발전하는 공

지 더욱 잘 알게 됐고,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드맵 협의와 고객의 개발 요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미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법인은 이날 행사에서 실 수주도 다수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6月19日，山东法人在轻合金1工厂举行了轻合金工厂的

HYUNDAI WIA INDIA held a Picnic for
Employees

十周年活动。山东法人长长辛文榮常务、发动机生产室

HYUNDAI WIA INDIA held an ‘Picnic Event

山东法人举行轻合金十周年庆典

任承彬室长、轻合金生产室韩基列室长、品质室金哲偊
室长等公司驻在员、部署长共80余名员工参加了此次活
动。
辛文榮常务在活动上致辞道：“在经济竞争将更加激烈
的此刻，希望大家使出浑身解数来强化内实、提高产品
竞争力，通过质的生长实现现代威亚的再次飞跃。”
山东法人将齐心协力为把轻合金工厂打造成享誉世界的
优秀品牌而不断奋进。

for Employees’ on June 16 to raise morale of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total of 214

employees visited MGM Dizzee World theme
park in Chennai, India. They enjoyed a variety of

recreation activities, including games, swimming
and so on. HYUNDAIWIA INDIA plans to continue
various activities to boost employee’s morale and
encourage a sense of belonging.

Visiting Korea for Training from
HYUNDAI WIA MEXICO
HYUNDAIWIA MEXICO conducted its first training
session in Korea for excellent employees from June
10 to 14. The total of 9 outstanding employees visited
worksites in KOREA, including Changwon, and
looked around all areas of our company’s business.
They also took the time to learn headquarters’ knowhow directly in operating plant lines.
Participants also had a chanc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by looking around tourist attractions,
including Gyeongbokgung Palace. One of them
said “I felt the challenge spirit from looking at the
headquarters’ factories. And it was a really precious
time to know more about HYUNDAI WIA and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 Open House Event by HYUNDAI
WIA AMERICA
HYUNDAI WIA AMERICA held an Open House
event for two days from June 27 to 28 at the Carlstadt
showroom in New Jersey. A total of 69 people,
including dealers and customers across the America,
visited this event. The company showed simulations
of machining process and software abilities.
On the same day, they announced its promo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provided seminar
for new models. Also, they had time to discuss
the future roadmaps for R&D part and listen to
customers’ requests. This event made remarkable
results by leading a number of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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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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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공감되는 이야기도 있고 색칠 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니다. 가방 덮개 소식을 보

독자
의견
참여자

부서/

성함/

참여종류

 나만의 표지(사진 송부必)

(사우 가족 )

며 '어, 우리도 있는데' 하는 딸과 웃으며 다시 한번 덮개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FA영업팀 조영락 과장 아내 노형애 님

 취미생활 제보  사보는 편지를 싣고  독자의견

현대위아 매거진에 싣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제는 '소유'가 아니고 '공유'의 시대. 내 것에 대한 소유의 집착에서 차와 집까지 공유하는 시류를
소개하는 6월호 사보를 통해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보호를 위한 '가방안전덮
개' 기증 기사와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까지~ 생각의 나눔에서 공유의 실천까지 감동적
인 내용들로 보는 우리들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협동로
봇 역할 수행까지, 전문적인 지식도 얻었습니다. 현대위아 사우들의 소식과 행복해 하는 가족들의 모
습까지, 사보를 읽는 동안 행복합니다. '위아인'의 한 가족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 달 사보를 읽고

- 특수생산부 정종만 기술기사 아내 윤숙희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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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형기술팀 백진호 딸 백영린 양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나만의 표지 자랑
꼼꼼상

섬세상

창의상

노력상

IT전략팀 장원석 과장

차량부품선행품질팀 김환중 과장

특수개발팀 한윤석 책임연구원

M/C설계2팀 조영구 책임연구원

1. 현대위아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등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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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