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운영보안팀 김선미 선임

회사 위치에 대한 만족도 1,000%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사로 

인한 헛헛한 마음을 무언가의 결과물로 달래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팀원분들의 참여(?)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원분들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역이 이제 

추억의 장소가 된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GRC도 시간이 흘러 서울사무소 같은 추억 가득한 장소가 되겠죠?

PM사업본부 PM기획팀 이수향 사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회사,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팀원분들, 

일명 저의 ‘썬샤인’들이 있어 수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입사 후 PM기획팀에서 김종진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분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근무한 기억만 가득해요! 그 소중한 추억을 함께했던 

연세빌딩을 위한 헌정으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매일 기발한 생각과 

언어로 하루를 다채롭게 채워주는 우리 PM기획팀 너무너무 사랑해요!! 

PM사업본부 LPG팀 강솔 사원

2019년의 더운 여름날 연세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여 동안 이곳에서 좋은 

팀원분들과 친절한 사우님들을 만나 많이 배우고, 밝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 가득한 연세빌딩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숏폼을 찍었습니다. 훗날 힘든 시기를 마주했을 때,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던 연세빌딩에서의 추억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 

보금자리인 GRC에서도 좋은 추억 쌓기를 바랍니다! 

안전생산본부 안전보건팀 박민호 대리

촬영과 편집이 부담스러운 공모전이라서 참여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 중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촬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준 멋쟁이 안전감독관 

후배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2023년 새해에도 안전사고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현대오일뱅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일뱅크 뉴스룸 _ 변화의 순간

변화의 순간을 담다
글 홍보팀

2022년 우리 회사는 많은 변화의 순간이 있었다. 서울사무소는 20여 년 세월을 

함께해온 연세 세브란스 빌딩(연세빌딩)을 떠나 첫 그룹 사옥인 글로벌 R&D 

센터(이하 GRC)에 입주해 새롭게 출발했다. 대산공장은 본관동 신축과 함께 

사무 공간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번 뉴스룸에는 ‘Uptown Funk’ 곡에 맞춰 

서울사무소 근처에서 진행한 영상 촬영 현장과 숏폼 공모전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담았다. 

숏폼 공모전 수상 소감 

굿바이 서울역 촬영 현장 

PM사업본부 특수제품팀 박예진 사원

먼저, 소중한 추억을 영상에 담아낼 기회를 준 홍보팀에 감사드립니다! 연세빌딩에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영상 만들 생각은 못했는데, 공모전 안내를 보고 추억을 담고자 

참여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상 촬영과 편집을 좋아해 

즐거운 마음으로 찍었는데, 우수상까지 타서 매우 기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브이로그 

영상이지만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 블루톡

<굿바이 서울역> 영상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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