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게시판

고은강 현대쉘베이스오일 마케팅팀 매니저

<오일뱅크 뉴스룸_특별 인터뷰> ‘강달호 부회장 퇴직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부회장님의 퇴직 담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얘기를 듣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회장님의 38년 직장 생활의 소회를 사보에서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1980년대 CDU 1기를 통한 벙커 

C유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우리 회사의 역사를 보니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더 

기대되는 우리 회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현준 글로벌사업본부 바이오사업운영팀 

책임매니저
<오일뱅크 뉴스룸_특별 인터뷰> 지난 2년간 강달호 

부회장님을 모셨던 비서 김현준 책임입니다. 곁에서 뵌 

부회장님은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 업무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회사 상사이자 인생 선배로서 업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2페이지의 인터뷰에 

부회장님의 위리 회사에서의 38년을 온전히 담기엔 

부족하지만 그간 회사에서의 추억과 여정, 나아가 회사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까지 다룬 좋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전 직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중에도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38년 동안 우리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부회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남병윤 현대케미칼 모노머2팀 주임

<오일 채우고 부릉>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지와 함께 주변 관광지를 소개해줘서 

대리 만족도 되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윤동환 연구자원그룹 책임연구원

<오일 채우고 부릉> ‘우리가 바라는 겨울 낭만 평창’ 

기사가 좋았습니다.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겨울의 고장 

답게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잘 담았네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맑은 겨울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평창의 갈 곳과 즐길 거리를 잘 정리해주어 특히 가족과 

함께 겨울 추억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여행지로 평창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나 

맛집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은데 서울이나 

대산 주변에서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사보 독자 게시판

2022년 12월호를 보고

‘독자 게시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월 말까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 사보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개인 정보는 선물 발송 

후 한 달 안에 폐기됩니다.

기한 2023년 1월 31일

<현대오일뱅크> 1월호를 읽고 
다음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호 ‘스페셜 에세이’에서는 2023년도 우리 회사의 

EHS 경영 비전과 목표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환경경영목표인 

“  Zero”에 발맞춰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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