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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동양철학의 거산(巨山)이자 동아시아 인문주의의 원형인 공자는 <논어> 학이편에서 교언영색(巧言令色)을
수차례 강조했다. 어줍잖은 소통을 위해 아첨하는 태도를 크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말이 서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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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언어의 주고받음이 아니기 때문이
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상대의 말에 나의 말을 맞춰야 한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단어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 옅
은 생각으로 내뱉은 사소한 한 마디가 송곳이 되어 상대방을 겨냥할 수
있음도 늘 기억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면 안 되
는 영역이기도 하다. 소통은 그래서 대인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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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 최고의 기업인으로 칭송받은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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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말하다

소 통 을 말하다

# 우린 함께 움직인다
미생물은 ‘생명’이 있다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중

미물(微物)에게
배우는

소통

서로의 ‘공감’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집단행동이
다. 미생물이 함께 움직여 사람의 근육을 움직인
다던가, 특정 부위를 꿀렁이게 하는 식이다.

가장 작은 존재일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

그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 미국 보니 바슬러

도로 작아 크기부터 인간과 차별되는데, 무엇보다

(Bonnie Bassler) 교수의 <오징어의 생태적 발광>이

다른 점은 바로 ‘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는 연구를 보자. 익히 알려져 있듯 오징어는 야

미생물은 단세포 생명체여서 뇌는 물론이며 사실

행성이다. 동해안의 어부들도 오징어를 잡으려고

하나의 세포 그 자체로만 있을 뿐이지 다른 무엇

오전 12시~4시 사이에 배를 띄운다. 그 때 바다

이 있지 않다. 사람의 몸은 단세포 미생물 약 50조

위로 밝은 조명을 비추면 오징어는 기다렸다는 듯

개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미미

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자체 발광하며 본

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인이 오징어임을 드러낸다. 오징어의 태생적 본능

흥미롭게도 이런 미천한 미생물도 소통을 한다.

이다.

과학의 언어로는 ‘쿼럼센싱(Quorum Sensing)’이라

오징어의 이 같은 반응의 이면에 ‘미생물의 대

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미생물의 대화’ 쯤이

화’가 있다. 오징어 속에는 ‘비브리오 피쉐리’라는

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이 사는데, 이 미생물의 특징은 바로 발광

그렇다면 입은 물론 손도 발도 뇌도 없는 미생
물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할까. 바로 ‘동질감’에

효소다. 이 미생물이 발광효소를 세포 외부로 뿜
는 덕에 오징어의 몸이 밝게 빛나는 것이다.

답이 있다. 미생물은 뇌 대신 DNA가 반응하는 데,

이 미생물이 무조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미생

외부의 특정 상황을 DNA가 인지하면 다른 미생물

물 간의 긴밀한 대화로 빛을 내는데, 우선 외부의

에게 신호를 보낸다. 상대의 상황이 나와 같은지

조도를 AHL이라는 신호물질을 합성하는 방식으

확인하는 작업이다. 상대방이 ‘나도 같은 상황이

로 감지한다. 아주 어두워지지 않으면 별 반응을

야’라는 식의 공감신호를 보내면 미생물은 그제야

하지 않다가, 깜깜해지면 미생물 끼리 서로 대화

움직이기 시작한다.

를 시작한다. 그들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굳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수많은 것들이 해당하지만 소통은 유독 그렇다.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누구와의 소통도 자신 있어”라고 말하지 못할 테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언어의 주고받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고, 상대의 말
에 나의 말을 맞춰야 한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단어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 옅은 생각으로 내뱉
은 사소한 한 마디가 송곳이 되어 상대방을 겨냥할 수 있음도 늘 기억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소통은 그래서 대인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소통의 어려움이 때문일까. ‘대인관계론’ ‘대화론’과 같은 책은 언제나 베스트셀러다. 그런다고 쉽게 나아질 범주의 것
이 아니지만 말이다. 다소 지겹겠지만 이제 소개할 이야기도 ‘소통론’의 범주에 속해있다. 다른 점이라면 사람 간의 소
통이 아니라는 정도일 뿐이다. 인간에 비하자면 하찮은 존재지만, 그들에게서도 분명 배울 것은 있을 테니 말이다.
오징어는 그 속에 사는 미생물 '비브리오 피쉐리'는 빛을 뿜어내어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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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면 “밖에 많이 어두워져서 나는 반응해도 될 것

물의 대화로 이뤄지는 만큼 억지로 소통이 이뤄지게

문제는 식물의 소통에는 부정적인 점이 많다. 이들

물질을 개망초 외의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호

같은데. 너는 준비가 됐니?” 정도가 될 듯하다. 이 때

하거나 반대로 소통을 끊어서 문제를 줄여보자는 것이

의 소통은 주로 ‘단방향’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

르몬이 들어있고, 그 때문에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다른 미생물이 OK사인을 보내게 되면 DNA가 명령을

다.

장을 내세우는 식이다. 이에 대표적 식물이 개망초다.

않고 큰 군락을 이뤄내게 된다.

내리게 되고 ‘발광’이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특성

이에 최근 한 연구진은 미생물의 쿼럼센싱을 이용해

하얗고 작은 꽃이 인상적인데, 대군락을 이루면서 흐

미국 동부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자라는 미국밤나무

을 이용해, 비브리오 피쉐리를 오징어에서 빼내 잘 엮

‘모발 재생’의 힌트를 얻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모발

드러지게 펴 여름날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도밤나무의 일종)도 소나무와 상황이 비슷했다. 자

으면 ‘HELLO’와 같은 야광글자도 쓸 수 있다.

이 두피에서 뜯겨 나가면서 주는 자극이 미생물의 대

개망초는 하천부나 철도변 공터에서조차 군락을 이룰

신 외의 다른 식물이 자라는 걸 허용치 않은 이기심

만큼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때문에 그 산맥에는 오직 밤나무만이 가득했다.

미생물과의 대화 즉 쿼럼센싱을 이용해 질병을 억제

화를 촉진시켜, 새 모발을 돋아나게 한다는 것이다. 어

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생물간의 ‘협력

쩌면 별 것 아닌 듯 보이는 미생물의 소통이 인류의

적 소통’에 주목해 진행하는 연구다. 인체 반응이 미생

오랜 숙원을 풀어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개망초가 이처럼 아무데서나 자라는 것은 ‘알렐로

그러나 유럽에서 병해충이 옮겨오자 일시에 절멸하

파시’ 때문이다. 개망초는 자라면서 뿌리에서 특정한

고 말았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장만

물질을 내뱉는다. 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를 다른 식

주장한 밤나무 숲이 병충해의 완충과 적응 시간을 벌

물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나만 잘 자랄

어주지 못한 탓이다.

것’이라는 신호에 가깝다는 점이다. 개망초가 내뱉는

# 현대위아의 소통은?

식물들도 함께 자라는 식물들과 대화를 나눈다.

회사에서의 소통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는 ‘말귀’가 통하지 않는 요즘 세대일 것이고, 후배
들은 선배가 옛날 얘기나 늘어놓는 ‘꼰대’로 보이기 일쑤다. 선후배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들이 드문 것은 예사일이

# 언제나 내가 더 중요하다

는 현상’이다. 독일의 식물학자인 한스 몰리슈(Hans
Molisch)에 의해 알려졌다.

이번에는 식물이다. 쿼럼센싱 못지않게 이름도 어

몰리슈에 의하면 식물들도 자라면서 근처에서 함

렵다. 식물의 대화를 일컫는 과학적 용어는 ‘알렐로

께 자라는 식물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어떤 인

파시(allelopathy)’라고 하는데 사전적 설명을 그대로

과관계에 의해 대화가 진행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옮기자면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

그들의 소통이 각 식물들의 관계와 성장에 지대한 영

질 작용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촉구하거나 억제하

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0 2016 March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공유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가까워지지 않는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이 말을 단순히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인재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자신의 일을 완벽히 감내할 때라야 만사가 이
뤄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그만큼 사내에서의 소통은 중요한 가치다.
다시금 소통의 필요성을, 소통의 각별함을 기억하자. 미생물의 연대적 소통은 인류 의학을 더욱 진보시키고 있
다. 반면 식물의 이기심은 황폐한 산맥을 남겼을 뿐이다. 지금 내 옆의 동료가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
의 선배 나의 후배는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보자.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소통의 가장 완벽
한 출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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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NEWS
2016년 개선 소그룹 워크숍 시행

현대위아는 지난 2월 18~19일 경남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소그룹 도입 워크숍’을 시행했다. 신
규 소그룹의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소그룹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신규개선 소그룹장 및 지도사원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창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뤄졌다. 어떻게 하면 소그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도 나눴다. 이를 위해 소그룹별 선정과제에 대한 활동계획을 수립하
고 직접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 등의 실습교육 등도 이뤄졌다. 개선 소그룹 활동은 현대위아의 환
경에 맞는 현장개선 전략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우수 소그룹 발표회 수상팀은 3박 4일 간의 해외연수의 혜택을 제공받아, 우수기업 방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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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입사원 사령장 수여식 개최

현대위아는 지난 3월 2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대졸 신입사원’ 사령장 수
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령장을 받은 신입사원은 총 99명이다.
수여식 1부는 신입사원들의 발표로 꾸며졌다. 신입사원들의 교육소감 발표와 입문교육 최종과제
우수조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조는 ‘소통이 있어야 조직은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
했다. 신입사원들은 현대위아에 맞게 개사한 이문세의 ‘붉은 노을’ 합창도 선보였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선후배 및 신입사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신입사
원들은 자신의 초심을 빼곡이 적은 편지를 비전캡슐에 담아 봉인했다. 비전캡슐은 6월 하계수련대회
에서 개봉돼 신입사원들의 초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현지 문화체험의 시간을 보냈다.

“We will continuously work hard to improve the work Field”
The members who actively works and willing to improve the business work fields are named
‘small group.’ in HYUNDAI WIA. On Feb 18th, with 37 new members HYUNDAI WIA held a ‘small
group work shop’ at Marina Resort in Tong-Yeong.
The work shop was arranged in order to form a consensus of the participants on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all-year activities.
The training was held under the subject of discussing about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with the colleagues.
Also the small group members gathered around and not only they discussed several issues but
also analyzed problems which are happening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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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better Future for HYUNDAI WIA”
HYUNDAI WIA held an entrance ceremony on March 2nd at Pullman Hotel in Changwon for the
new employees.
Nearly, 150 attended the ceremony, including CEO Yoon Jun Mo and other major managements.
The event started by showing a video of the new recruits training course, delivering their feelings
about the training program, and having a time listening to the most excellent team who got the
highest score on their final project. The excellent team gave a presentation on the subject of ‘The
only way to develop the organization is communication.’
After the dinner, the members wrote their intension on a letter and put it inside the ‘vision
capsule’ which the company prepared for the new recruits.
The capsule which has been sealed will be released at Summer training camp to imprint their
intension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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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법인 안전생산목표 책임서 체결식 개최
우리 회사 산동법인은 지난 2월 1일, 트레이닝센터에서 ‘안전생산목표 책임
서’ 체결식을 열었다. 체결식은 근로자들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고 무사
고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산동법인에서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비해 지난해 안전재해율이 68% 가량 줄었다. 산동법인장
문상호 전무는 “안전생산은 우리 모두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작업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와 현대위아의 앞
날을 밝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山东法人举行安全生产目标责任书签订仪式

강소법인 기초질서교육&안전특강 개최
강소법인은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기초질서 교육 및 안전특강’을 진
행했다. 사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규칙을 준수해 무사고 현장을 만들자
는 취지였다. 총 6차수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강소법인의 전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 전반부는 복장, 출입, 근무, 에너지, 환경보호 등 근무 중 지켜야 할 다
양한 기초질서와 규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후반부에는 시청각 자료를
보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이 이
뤄졌다.

2016年员工基础秩序教育&安全特讲

全的工作，安全的生活，现代威亚的明天才能更加美好”。

2月15号至2月26号，江苏法人开展员工基础秩序教育&安全特讲，本次
教育针对全体公司员工及协力社员工，共分六次进行。教育目的在于整肃
基础秩序，提高员工责任心，同时提高员工安全意识，规范安全行为。
上半场，分着装、出入、勤务、能源、环保等方面，为员工讲解了日常
工作中应该遵守的基础秩序规范。下半场，从生活的角度出发，结合警示
视频，让员工了解到工作、生活中的安全隐患。
经过一个小时的教育，大家一致认为学到了很多实用的知识，并认为公
司应该多为员工进行类似的教育。

산동법인 불우이웃 위문활동 가져

강소법인 안전 캠페인 개최

为切实做好公司的安全生产工作，落实各部门、各岗位安全生产责任，确保
本部门及分管范围内的安全生产，山东法人于1月29日在教育中心举行了安全
生产目标责任书签订仪式。
山东法人每年都会通过多种形式开展安全事故预防活动，在全体员工的共同
努力下，2015年安全事故率比2014年下降了68%。山东法人长文相鎬专务叮
嘱道“安全生产是公司长久发展的重中之重”，“，只有我们每个人都能够安

산동법인 지난 2월 1일 춘절을 맞아 산동법인 인근 불우이웃 위문활동을 펼
쳤다. 산동법인 임직원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촌락 5곳을 방문해 가구 및 생활필
수품을 전달하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산동법인은 지난 2006년 산동성 일조시에 입주 이후 매년 각종 물품을 기
증하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동법인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
장설 계획이다.

山东法人新年走访慰问周边困难群众
1月29日，山东法人开展新春送温暖活动，走进贫困村庄开展慰问困
难户活动。志愿者们冒着严寒走访了5个村庄，给大家送去了多种生活用
品，在亲切交谈中度过了愉快的时光。
山东法人自2006年在日照落户以来，时刻承担着企业关爱社会的责
任，公司每年都会组织各种各样的公益活动。同时，山东法人也将继续积
极参加社会公益活动，为创建共同发展的社会贡献自己的一份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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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법인은 2월 둘째 셋째주 수요일 아침 ‘안전의식 캠페인’을 벌였다. 강소법인
의 동문과 북문에 각 6명씩 배치해 안전 표어를 외치고 홍보 연수막을 내걸어 안
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강소법인은 안전의식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2월 캠페인은 '지게차 안전'을 주제로 지게차 작업자 주의사항을 알리고 다른 직
원들도 지게차의 안전에 신경을 쓰자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캠페인 주제는 매달
바뀔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석한 한 직원은 “동료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
인에 직접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江苏法人开展2016年安全站岗
安全是每天需要做的工作，为了加强我司员工安全生产意识，江苏法人
2016年进行了安全站岗活动。公司全体管理职作为表率参加安全站岗活
动，活动时间为每月的第二、第三个周三早晨7:10分至7:45分，东门和北
门各6名管理职站岗，他们手拿安全主题横幅，佩戴绶带，并放置安全宣
传看板。本月的安全主题为“叉车安全”,安全站岗每月主题不同，希望通
过不同的安全宣传用语，警示我们员工更加注重安全，能够自觉地做好安
全生产工作。
参加本月站岗的员工说道：非常难得有这样一个机会能够在站岗时候提
醒同事在工作中注意安全，希望大家一起努力营造一个安全的工作环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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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Sense

지난 3월 3일, 우리 회사를 비롯한 19개 기업은 경상남도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민관 협력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회사는 지난 3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는 연간 6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3천만원을 지원하여 아직까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붕교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한 경남지역 주요기업 11개사가 동참하여 취약계층
을 지원키로 했으며, 각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지붕개량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진주시 문산읍 일
대를 둘러보며 사업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과거 1970년대 새마을 운동때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된 건축자재
입니다. 하지만 슬레이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노후화된 슬레이
트에서 비와 바람에 날린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흡입되게 됩니다. 이런 석면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로 관리되어 개인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철거비용까지 발생하여 저소득 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요, 이번 지원
으로 큰 부담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컬쳐 프리즘
불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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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중국의 경제 리더 상해
새것과 헌것의
멋들어진 조화

財테크 성공노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이해

트렌드를 읽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교감
우리는 소울메이트,
반려동물과 소통해요

WIA Sense

컬쳐 프리즘
글 국민일보 강창욱 기자

불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
불통은 뚫려 있어야 할 것이 막혀서 답답한 상태다. 이런 상태를 만족스
러워할 사람은 없다. 변기가 막혀서 오물이 흘러넘치는 상태, 비싼 요금제
를 쓰는데도 툭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스마트폰 화면에서 불완전한
동그라미만 빙글빙글 도는 상태,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에게 전화하지
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말만

불통에 관하여

기계적으로 되풀이되는 상태, 아픈 가족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데 길이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겪
을 수 있는 불통의 상태다. 감각적,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불통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불통을 인식하고 소통에 집

소통에 대해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나는 불

착했던가. 과거에 ‘소통’이나 ‘불통’이라는 단어는 홀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
었다. 대부분 교통·통신에 속박돼 쓰였다. 차량 소통, 도로 소통, 전화 불

통에 관해 진술함으로써 소통을 말할까 한다. 굳이 이런 설

통, 기지국 불통, 이런 식이다. 지금 쓰이는 소통의 의미에 그나마 가까운 말

명 없이 불통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소통에 대한

은 ‘의사소통’이었다. 의사소통은 ‘언어소통’보다 확장된 개념이지만 지금의

말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불통은 극복해야 할 국면, 소통은

‘소통’보다는 협소하고 쓰임새도 한정적이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소통’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지향해야 할 상태’라는 인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다

기사가 보이는 건 참여정부 들어서였다. 한 일간지는 2005년 7월 8일자 사

들 불통보다 소통이 낫다는 걸 안다.

설에서 대통령이 ‘불통 정치’에 빠져 있다며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
조했는데, 내가 찾은 바로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소통 문제를 가장 전면에
내세운 사례였다. 이후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정치 영역을 장악하고 전 사회
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간다. 스마트폰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확산이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통’은 대중 용어가 됐고, 우
리는 불통에 더 민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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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이 미덕일 수 없다

불통, 그 불감과 결핍의 문제

지금 정치·사회 영역에서만큼이나 불통의 문제로 고민이 깊은 곳이 시단(詩壇)이다. 솔직히 말해 요즘 나오는 시

우리가 “소통한다”고 말할 때 거기엔 ‘명확한 의사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서로 말귀만 알아

는 너무 어렵다. 특히 젊은 시인이 힘주고 쓴 시 치고 한 번에 이해되는 시가 있기는 한가. 여러 번 읽고 뜯어봐도 도

먹는다고 소통이 아닌 것이다. “저기 가라” 한다고 그저 저기 간 것으로 소통은 이뤄진 것인가. 애인이나 배우

무지 해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과연 시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야 하는 글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자가 “오늘 나 어때”라고 물을 때 “예뻐(혹은 멋져)”라고 답한다고 우리는 소통한 것인가. 지금 요구되는 ‘소통’

다. 일반 독자 눈으로 볼 때 시인들은 현대시라는 장르적 명분 위에서 각자 자신만의 암호를 쓰고 있을 뿐이다. 온갖

은 이런 작용-반작용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정서적 감흥이 없는 형식적 감

실험적 기교로 난해해지는 시들은 수위만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영화들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응에 만족하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시대 불통의 문제는 언어나 의사

독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시들이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원로 시인들은 개탄한다. 50년 넘게 시를 써온 강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불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한은 계간 ‘시인수첩' 2015년 겨울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어느새 우리는 감수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옛 노래를 다시 부르는 방송이 인기

“일선, 곧 아방가르드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하는 일부 신인들의 몸부림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

를 끌고,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위로와 격려가 주를 이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정치인들은 ‘감성

아무리 전위적인 현대라고 해도 무조건 분량이 짧은 글, 상상력으로 빚은 단편적인 허구에 모두 '시'라는 헐값의 딱지

정치’라며 눈물을 부각하고, ‘감성 마케팅’은 마케팅 방법론의 한 분야처럼 돼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감성지수

를 붙여줌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다.”

(EQ)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내 기억으로는 1990년대 끝자락인데 그사이 감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장되고 다

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한 정호승 문정희 시인도 같은 현상에 답답했던 모양이다.

각화했다.

“최종심에 오른 시는 대부분 시 스스로 독자의 이해를 거부한다. … 행과 연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필연성이 결

이 시대가 감수성의 시대인 것은 우리에게 감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빈곤해졌기 때문이다.

여된 산문 형태의 시와 관념적 불통의 시가 한국 현대시의 미래라고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오늘의 현상은 한국

돈이 넉넉하면 돈 얘기를 하지 않듯이 감성이 넉넉한 시대에는 굳이 감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

현대시가 어떤 한계에 다다른 부정적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심사평)

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집착하는 대상에 관한 어떤 결핍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수성의 시대는 감성

갖은 전복 시도에 관대한 시가 이러한데 서로의 상식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불통은 미덕일 수가 없다.

적 결핍의 시대인 것이고, 이 사회가 정서적 교감이 전제된 소통을 강조하고 또 요구함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
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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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소통을 위하여
소통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것 중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불가능한 것은 애초 필연
적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불통의 상황을 답답해하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불통보다는 소통이 함께 살기
에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통할수록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그런 소통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일 테지만
여기서 그 답까지 낼 엄두는 나지 않는다. 분석과 진단 이후의
세세한 해법 제시가 직업상 내 영역이었던 적이 없다. 거칠게나
마 ‘소통을 위해선 설득보다 공감이 우선’이라는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이미 많은 전문가가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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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A Sense

눈으로 여행하는 세계
글 여행작가 윤은지

신흥관광도시 상해
상해는 중국 우수 관광도시이자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또 중국 금융과 무역, 해상 운송의 중심지다. 전 세계 48

중국의 경제 리더 상해

개국 11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 중심지로, 수많은 해외여행객이 오고 가는 주요 여행항구다.

새것과 헌것의 멋들어진 조화

동서로 나누어 동쪽은 최첨단 초고층 빌딩의 숲을 이루고, 서쪽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들로 조화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해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넘나들며 날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풍둥과 와이탄을
를 이루며 그들의 말대로 ‘동방의 빛’이 되고 있다.
상해 주요 관광지로는 와이탄 야경과 전통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예원, 루쟈주이 금융지역의 마천루, 상해 주택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석조 솟을대문 건축물, 난징루(南京路) 쇼핑거리 등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 남북 해안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상해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항주만에 인접해있고 황금수로인 장강(양쯔강) 어귀에 위치해 예로부터 ‘동
방의 진주’라 불려왔다. 작은 어항에 불과했던 상해는 아편전쟁의 패배로 강제 개항하
면서 갑자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상해 여행의 꽃 와이탄
와이탄(外灘)은 외국 영사관이 많이 들어선 곳이다. 그 역사는 1845년에 시작한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회담이
있은 후, 와이탄은 영국 조계지에 속하게 된다. 뒤이어 영국의 영사관과 회사들이 잇달아 황포강 강변에 건물을
지었고, 같은 해 황포탄 대로가 완공되었다. 서양 교민들은 그것을 모래톱이라는 의미의 ‘The Bund’라고 불렀고,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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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은 그것을 와이탄이라고 불렀다.
상해가 다시 중국 금융의 중심이 되었을 때 와이탄은 변모하기 시작했다. 거대 은행들이 와이탄에 호화로운 빌
딩들을 세우면서 와이탄은 그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고층 빌딩 숲과 차와 사람이 넘쳐나는 ‘동양의
월 스트리트’로 변모했다.
와이탄의 황포강변에 서면 맞은편 동방명주의 방송탑과 진마오빌딩, 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선명하게 보인다. 고
풍스러운 과거와 최신의 현재가 공존하는 와이탄의 정취는 상해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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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가 작은 유럽인가… 신천지
상해의 신천지(신티엔띠, 新天地)는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글자 그대로 상해의 새로운 나이트 라이프
가 펼쳐지는 곳이다. 이 구역의 주요 볼거리는 근대 상해의
전통 가옥 구조인 석고문 스타일의 복고적 주택과 신천지
의 화려한 밤, 아름다운 서양식 별장, 성 니콜라스 대성당
및 수없이 많은 명인들의 옛집이다.
신티엔띠는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지 않으면 북경
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상해에 와서 신티엔띠

2

에 가지 않으면 상해에 가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정도의
명소다. 신티엔띠는 유명한 술집들이 즐비한 상해 번화가
다. 매일 저녁 간판에 불이 켜지면 다국적 기업의 화이트칼
라 직장인들이 휴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년 착공해 18년 만에 완공한 중국의 대표적인 남방정원양
식이다. 베이징의 황궁정원인 이화원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위위엔에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용 문양을 조
각하면서도 용 발가락을 하나 더 만들어 역적으로 몰렸는
데, 이를 가까스로 모면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특히 예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성황당은 ‘도시의 산
림’, ‘동남의 제일’이라 불린다. 성황당은 도교 중에서 도시
를 지켜주는 보호신이며 송나라때 상해의 지현이었던 장수
약이 방병로에서 죽은 사람을 모시는 신당을 재건축 하여
오늘의 성황당을 만들게 되었다.

명나라 과학자의 숨결이… 쉬쟈후이
쉬쟈후이(徐家汇)는 원래 포회당, 조가빈 및 리인경 이

너무도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가 있어 다소 복잡하게 느

세 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이었다. 명나라 과학자 서광계가

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행자들의 꿈틀대는 모험심을

이곳에 농장을 건설하여 농업 실험을 하였고, 저서를 편찬

만족시키기엔 안성맞춤이다.

하여 학설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곳은 서광계 가족의 거주
지였는데 청나라 강희황제 때에 와서 쉬쟈후이라는 명칭을

쇼핑의 천국 남경로

얻게 되었다. 1847년 천주교 강남 교구는 예수회를 설립하

남경로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20세
기 초반 상해 최고의 번화가였다. 일자로 쭉 뻗은 5.5km
거리 양옆에 대형 백화점과 쇼핑 상점들이 병풍처럼 서있

3

다. 미각을 자극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점과 유명 호텔들도
입점해 있다. 이곳은 와이탄 지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하
며 황포강 건너에 보이는 포동 지역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1 상해환구금융센터
2 예원
3 쇼핑천국 남경로

도 최고의 위치이다.

여 서광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창설한 서학동점,
중학서전을 계승하였다. 그 후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출
판, 자선 및 종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단체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에 와서 쉬쟈후이는 이미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중요한 문화의 요지를 형성하였
다. 쉬쟈후이는 전형적인 상해풍 문화적 특징을 가진 개방
형 관광지이다. 명소에는 주로 서광계 묘지, 천주당, 관상
대, 장서루, 서회공학 옛집, 백대공사옛터, 토산만 박물관

부모를 위해 만든 효심 정원, 예원

등이 있다.

상해 시내 동남쪽에 위치한 중국 전통 정원인 위위엔(豫
园)은 명나라 관료 판윈두안(潘允端)이 부모를 위해 1559

1

온 편지
현지에서

중국하면 떠오르는 도시, 바로 상하이다. 하루가 다르게 스카이 라인이 변모하고 압도적으로 거대한
건축물의 위용이 세계인을 심쿵하게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는 주로 동방명주탑, 세계금융빌
딩, 와이탄, 예원 등이 있다.

100층 전망대에서 하늘을 걷다, 상해환구금융센터

상해이의 매력은 건축, 패션, 디자인 등 볼거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상하이 야

상해환구금융센터(SWFC)는 상해 신개발지인 포동지구에 들어선 대표적인 건물로 21세기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중국을 상징한다. 중국은

경을 사랑한다. 석양이 질 때 와이탄 대로를 걸으며 보는 황푸강변의 야경은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상

상해를 21세기 아시아 금융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상해에서도 금융의 핵심지역은 포동지역이다. 2008년에 중공된 상

하이'하면 생각나는 빨대로 먹는 만두와 샤오롱바오 등 대표적 명물 간식과 함께 여행하면 즐거움이 배
가된다.

해환구금융센터 빌딩은 높이가 무려 101층인 건물로 100층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474m) 전망대가 있다. 마치 하늘을 걷는 듯, 공중 유리

상하이는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이다. 동양의 파리로 불릴 만큼 이색적이고 아름답다. 다양한 볼거리,

복도에서 공중 산책을 할 수 있어 더욱 인상적이다. 사각형으로 시작해 위로 올라갈수록 삼각형으로 변하는 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초고

강소법인 경영지원부

층 빌딩은 곡선미에 대한 예술성이 특히 빼어나다. 건물 꼭대기는 마름모꼴로 구멍이 나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맥주 병따개처럼 보인다.

왕페이 (王培)

먹거리로 연중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상하이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이 할 준비
가 되어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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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성공노트
글 전상철 과장 (HMC투자증권 PB마케팅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이해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지난 2월 29일부터 시행되
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동안 국내주식 매매ㆍ평
가 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펀드와는 달리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
을 냈으나 이제부터는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주
식관련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에 도입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함
으로써 과거 2007년 매매차익만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비과세펀
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동안 해외투자에 관
심이 많았던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투자기회로 사료된다. 그러
나 최근 유럽 금융주의 시스템 리스크 부각, 중국의 경기둔화, 원
유가격 하락 및 주요중앙은행의 마이너스 도입 등 글로벌 불확실
성이 확대되면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통한 투자에 앞서 주요
포인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란?

주의할 점은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활용법

잊지 말아야 할 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형저축

우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전 금융권 합산 방

구체적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경우 해외지역을 분산하여 펀드를 가입할 필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

과 ISA와는 달리 투자자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2월

식으로 3,000만 원 한도로 2017년 12월 31일 까지

가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교적 중ㆍ장기 투자에 해당하므로 특정 국

과하면 자동적으로 환매가 된다. 즉, 환매시점이 투자

29일부터 출시된 전용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투자하면

약 2년간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

가에 편중하여 투자할 경우 개별국가 특정 이슈로 인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받을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10년이 지나면 중단될 수 있기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로부터는 2017년 12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율을 적절히 배

때문에 계약완료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전

것이다. 투자대상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

월 31일까지 가입한 펀드에 한해서면 추가 납입이 가

분하고 여기에 선진국과 신흥국 내 국가들에 대해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문가와 상의하여 출금 혹은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이며, 국내 증시에 상장

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

방법으로 보인다. 다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납입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

것을 권장한다.

된 해외 ETF 중 투자자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로 새로운 펀드 A에 가입했다면 A펀드에 대해서는 세

에 너무 많은 펀드 수를 보유한다면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에 상장된 ETF 상품은

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주식투자전용

3~4개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교적 장기투자이기 때

해외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펀드는 입출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2018년 1월 1일 이

문에 비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해외주식형펀드의 연보수 비용이

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혜택 기간은 매매차익,

후 환매했다면 환매한 금액만큼은 세제 혜택 범위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투자효과가 있

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최장 10년이며 주식배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A, B, C

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

당, 이자수익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

용계좌 가입기간이 2017년까지 한정되어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안정적 투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A펀드를 환매해 1,000만 원

자자의 경우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을 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투자한도가 다

가입시점을 늦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상승장이라면 거치식 투

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가 한가지 방법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거치식 투자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
을 때마다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 방법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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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글 문화컬럼기자 배은수

동물과 인간의 교감 어디까지 가능할까?
집에 들어오는 당신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가족은? 당신이 ‘펫팸
족’이라면 아마도 가족처럼 살고 있는 반려동물일 것이다. 반려동
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

인간과 반려동물의 교감
우리는 소울메이트,

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고 있다. 펫팸족은 애완동물 Pet과 가

반려동물과 소통해요

김개인이라는 사람의 개를 기리기 위한 공원이다.

족 Family의 합성어로, 키우는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며 아끼
는 사람들을 뜻한다.
전북 임실에는 천 년 전 충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작은 공원이
있다. 오수면 의견(義犬)공원. 일명 ‘오수의 개’로 잘 알려져 있는
신라시대 때 자신의 개를 무척 아끼던 김개인이라는 사람
이 있었다. 그는 출타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개를 데리고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집을 나서 장터에서 벗과 함께 술을
마셨다. 거하게 취한 김개인은 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주인이 정신을 잃은 사이
때마침 근처에서 일어난 불길이 김개인이 쓰러진 방향
으로 번져왔다. 그의 개는 깨어나지 않는 주인을 위해 냇
가에서 자신의 몸을 적셔 주위의 잔디를 축여 불길이 주
인의 몸에 번지지 않게 했다. 주인이 정신을 차리고 잠에
서 깨어났을 때 개는 이미 불길에 타 죽어 있었다.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
찮게 들을 수 있다. 10년 동안이나 시부야역 앞에서 죽은 주
인을 기다렸다는 일본의 하치이야기, 만취해 도로에 쓰러진 주
인을 지키는 견공들,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팔던 사이 수영장에 빠
진 아기를 구해온 리트리버, 시각장애인 주인의 아들을 구한 제트
라는 이름의 영국 안내견 등등...

‘애완’이 아니라 ‘반려’다
최근 반려동물 이야기를 담은 ‘펫방’이 인기다. JTBC <마리와 나>, 채널A <개밥주는 남자> 등은 신선한 구성으로 사랑스러운 가족과의
교감을 전해주고 있다.
<마리와 나>는 ‘마리’인 동물과 '마리 아빠'인 내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랫동안
반려동물을 키워온 고수부터 전혀 문외한인 왕초보까지 다양한 방송인이 출연해 좌충우돌 하며 주인이 제안한 미션을 수행한다.
<개밥 주는 남자>는 제목 그대로 개에게 밥을 주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혼자 사는 외로운 남자와 반려동물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상
적인 에피소드가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말동무가 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최근 반려동물 이야기를 담은
TV프로그램들 속칭 ‘펫방’이 인기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
기는 ‘펫팸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영혼의 동반
자라 여기고 서로 소통하며 교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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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애완동물’은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의미한다. 반면 ‘반려
동물’은 동물과 인간이 소통하고 유대하여 가족, 혹은 친구로서 서로 위로와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홀로족이 많은 요즘, 반려동물은 지친 나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다. 단순히 귀여운 재롱을 보여주는 동물이 아
니라 체온을 느끼고 추억을 쌓아가는 가족이다.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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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존재 자체가 소통이다
최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자폐증 어린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환자, 치매 노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인간과 동물의 교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교감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흔히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경우 건

알레르기가 일어날 확률이 낮아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아이들

Story

은 자연스럽게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
을 깨닫게 된다. 따뜻한 체온을 지닌 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 심
리적 평온과 유쾌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은 어른들에게도 둘도 없는 파트너다. 가족과 함께 있
다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웃음꽃이 피어나
기도 한다. 실제 통계를 봐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의 크기가 작다고 한다.

강에 나쁠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도 자녀

또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혈압이 증가

가 생기면 다른 집에 주거나 심지어 유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

하거나 예민해 진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지내며 형성된 친밀감은

생한다.

신경질적인 감정을 풀어줘 사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최고의 힐링인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알레르기의 위험이 낮아

셈이다. 보살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생기고 외로

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산

움이 적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다.

어린이들은 동물의 털이나 침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동물로 인한

누구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말동무가 될

걸 좋아합니다”와 같은 얘기를 전했다. 또한 이성재가 배변을 잘
가리던 녀석이 최근 들어 실수가 잦다고 말하자 그녀는 “에페가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마치 외국인의 말을 동시통역이
라도 하듯 에페의 생각을 통역해 주는 것이다.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즐겁고 탐나는 능력이다. 애니멀 커뮤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한

케이터를 아는가? 동물의 심리상태와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문제

조사와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보면 쇼처럼 여겨지다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동물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돕는 사

가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모르는 동물과 주인 사이의 과거 경

람이다.

험을 통역해 줄 때면 놀라움에 눈이 동그래진다.

얼마 전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이 시청자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은 하나 같이 이것이 텔레파시나 염력

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배우 이성재가 애견 ‘에페’를 데리고 애니

같은 초능력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동물과

멀 커뮤니케이터를 찾았다.

소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물과의 대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

그녀는 에페를 안고 교감을 시작했고, 평소와 달리 침착해진 에

은 이성적인 생각이다. 이성이 발동되기 이전의 본능적 감각을 극

페는 마치 속내를 고백하듯 그녀와 눈을 맞췄다. 얼마 후 애니멀

대화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단다. 직감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커뮤니케이터는 “에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해요”, “누

마음을 열고 직감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동물과의 대화가 가능

워 있을 때 옆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요? 에페는 옆구리에 안기는

하다고 한다.

같이의 가치
소통으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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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삼금공업

Culture Club
3월의
문화 아이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퀴즈 및 당첨자 발표,
보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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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의 가치

항공생산부 정재호 기술사원

동료의 업무를 이해해야 모든 업무가 보인다

소통으로 개선하라!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작업자가 한 가지 업무가 아닌 다른 여러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를 마스터하고,
생산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점이었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가능
케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부문 간 소통도 원활히 이뤄지게 한다.

친구 셋이 함께 걸을 때 그 중 하나는 나의 스승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이 있다는 현인(賢人)들의

알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빨리 조치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우리 현장에도 소통을

교훈이다. 이를 회사에 적용해도 다르지 않다. 경쟁사나 협력사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직원들이 생산 전반을 이해하여 비상 시 대응할 수 있는

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은 무궁무진하다.

전력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타 부문 간의 협조도 원활히 할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이에 지난해 우수 소그룹 발표회 수상팀에게 3
박 4일 간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1~2월 진행된

등속생산부 강민우 기술사원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일본 나고야 지역의 도요타를 비롯한
협력사들을 방문했다. 그곳의 작업환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

한 가지 공정을 맡아도, 항상 전체 공정을 생각해야 한다.

하며 우리에게 적용할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는 소중
한 시간이었다.

선진업체들을 견학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동안 조직 전체보다는 ‘나 혼자 열

외부와의 차단이 아닌 소통으로 현장을 개선하려는 그들에

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생각이 틀렸음을 절

게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의 현장에

실히 깨달았다.

적용할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자.

한곳에서 작업이 멈추면 전체 공정이 중지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회사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맡은 바 책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도 느꼈다.
지금처럼 내 공정에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복귀해서도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개선
하면서 전체 공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등속생산부 심현민 기술사원

금형기술팀 손영구 반장

항공생산부 구대우 기술선임

모든 것을 꺼내어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세 본받아야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느낌을 받았다. 문제를 발견했

단 몇 초의 시간절감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처음부터 끝가지 협의

을 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를 마무리하고, 모든 사람이 상황을 알 수 있게 현장 정보판을 통해

그들에게는 무조건 새 기계를 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당장의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 정보판의 이름은 안돈(Andon)이라

문제를 덮는데 급급해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발굴할 수

고 하며, 모든 공장에 안돈을 매달아 제품의 각종이력을 기록해 전

있도록 작업자들 간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했다.

직원이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은 업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기록

비록 아날로그식이지만 의외로 현장 작업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공유하고 있었

보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수를 예방하고 있다. 작업자들은 안

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입수 보행한 사실을 B씨가 조

돈 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을 15분, 30분 단위로 체크하며 제

장에게 얘기했데, 조장은 그 내용을 A씨의 이름과 함께 적어 게시하

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는 식이다. 개인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현장 중간관리자로서 문제현상을 파악하고 마지막 결과를 도출하

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료들과 모든 것을 공

는 과정까지 조원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

유하고, 기본을 지키자는 그 정신만큼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 또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유하며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
습을 보고, 개선이나 제안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바로 나의 곁

작은 것부터 개선하고 기록해야
보전부서 매뉴얼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보전, 수리되는 종목 하나하나마다 수리방법과 시간까지 꼼
꼼히 기재되어 있는 것에 놀랐고, 어느 부분을 수리하더라도 10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아마도 지금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회사에서 늘 강조하던 개선활동을 통해 작업 편의성 제고,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을 이뤄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견학한 공정들은 비록 내가 맡은 업무와 다소 다른 공정들이었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현재 업무
에 접목시킬 부분이 많이 보였다. 이를 접목해 항상 개선하고 실천한다면 앞으로 현대위아가 승승장구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물보전팀 홍종일 반장

개선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 전체가 근무시간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장 공정 하나하나마다 정
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하다. 현장개선은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함께 가깝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에 항상 존재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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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당신의 대화는
즐거운가요?

당신의 대화가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즐거운 대화를 위해
나 자신의 대화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와의 대화가 가장 즐거운가요
기타 2%
처음만난
직장동료 누군가
1%
8%
자녀들
20%

가장 즐거운 대화는 무엇인가요?

목표와 비전을 논의
하는 대화 5%
많은 것을 배우는
대화 11%

배우자 혹은 애인

39%

공감이 잘 되는 대화
가벼운대화
15%

38%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31%

친구 30%

❶ 내겐 오직 너 뿐이야. 배우자 혹은 애인! 39%

❶ 대화는 죽이 잘 맞아야지. 공감이 잘 되는 대화 38%

❷ 오랜 시절 함께 추억을 쌓아온 친구 30%

❷ 이 사람이라면 어떤 대화도 즐겁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31%

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사랑스러운 자녀들 20%

❸ 대화는 일단 재밌어야지. 가십과 농담이 오가는 가벼운 대화 15%

❹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 8%

❹ 이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많은 것을 배우는 대화 11%

❺ 설렘은 대화의 기본, 처음 만난 누군가 1%

❺ 오늘의 대화는 내일의 발판이다. 목표와 비전을 논의하는 대화 5%

❻ 기타 2%

❻ 기타 0%

가장 불편한 대화는 무엇인가요?

즐거운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듣고싶어하는말
7%

어렵고 진지할 때
8%

단방향 소통

상대가 중요할 뿐
15%

29%

공감하기 어려울때
24%
가르치려고 할 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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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유행어 연습
3%
관심사 파악
13%

귀를 기울인다

40%

마음을 먼저 얻는다
36%

❶ 벽이 나에게 말을 건다. 단방향 소통이 이어질 때 29%

❶ 가장 훌륭한 소통법은 들어주기.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40%

❷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상대가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할 때 24%

❷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 친절 배려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는다 36%

❸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그대.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울 때 24%

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13%

❹ 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가 중요할 뿐 15%

❹ 좋은 게 좋은 법.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 7%

❺ 나에겐 너무 어려운 고상한 이야기. 대화 주제가 너무 어렵고 진지할 때 8%

❺ 재미있어야 즐겁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유행어를 연습한다 3%

❻ 기타 0%

❻ 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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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삼금공업은?
1988년 3월 창립한 삼금공업은 자동차 고압 호스용 피팅 부품을 비롯해 엔진용 풀리, 자동차 조향장치

삼금공업

용 타이 로드, 하이브리드 자동변속용 포크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97년 중국 대련풍화유한공사를 설립해 늘어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2009년 기업 부설연구
소를 열고 생산성 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본

자동차를 이루는 수만 가지의 부품. 아주 작은 부품에서부터 큰 부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중요
하지 않은 것이 없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이로운 품질 향상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아주 작은 부
품 하나하나의 변화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를 확장 이전하는 등 더 큰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있다.
현재 삼금공업은 현대·기아차 뿐 아니라, GM, 도요타, 혼다,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격적으
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교한 가공능력을 바탕으로 고압 호스 피팅, 엔진용 풀리(Engine Pulley) 등 각종 자동
차부품 생산으로 자동차 품질을 한 단계 진보시킨 삼금공업을 소개한다.

부품들 간의 소통을 매개하다
삼금공업은 부품을 연결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주 생산제품인 ‘고압 호스 피팅’은 고압 호스에 조
립되는 제품으로 호스를 파워 펌프, 기어 박스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80년대 후반만 해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외국 업체에 의존했다. 일찍부터 높은 기술력으로 일본에 수
출하던 삼금공업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국산화가 이뤄졌다.
삼금공업의 또 하나의 주력 제품인 엔진용 풀리는 벨트를 거는 축에 장치하는 부품으로 벨트가 벗겨지
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들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부품을 단단히 연결하는 필수적 역할을 한다.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려
면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듯,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려면 삼금공업이 만드는 부품들이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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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lub

3월의 문화 아이템

6

배려 없이 화합 없고, 혁신 없이 미래 없다

것이 눈에 띄었다.

이 말은 삼금공업의 캐치프레이즈다. 척박한 경쟁사회에서 ‘배려’를
기업 최우선의 가치로 꼽은 것이 새삼스럽지만, 그만큼 삼금공업은 동
료들 간의 끈끈한 정이 돋보이는 회사다. 창립 이래 매년 가을, 전 직원
이 참여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
고 있다. 갈등이 잦을 수 있는 부서끼리는 오해와 갈등을 풀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협력을 도모한다.
회사 밖 협력업체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 협력업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체육행사를 가져 업무상 만남에
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상생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색적이었던 것은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공장과 달리, 여성 근로자가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여성 근로자가 우리
회사가 공작기계를 다루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채로웠다.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에 능숙한 여성 근로
자가 뛰어난 작업능력을 보인다고 말했다.

[클래식] 해피버스데이, 바흐 시즌2

[뮤지컬] 잭과 콩나무

공연기간 : 2016년 3월 20일(일)
공연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티켓정가 : R석 45,000원  22,500원
S석 35,000원  17,500원
관람등급 :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관람시간 : 95분
공연시간 : 공연시간 오후 2시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사진전] 제나 할러웨이 사진전 ＜더 판타지＞

[연극] 네 여자의 방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공연시간

공연기간
공연장소
티켓정가
관람등급
관람시간
공연시간

:
:
:
:
:
:

2016년 3월 12일(토) ~ 4월 30일(토)
KBS 수원아트홀
전석 25,000원  10,000원
24개월 이상
50분
화~금 오전 10시10분, 11시20분 /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1시(월 공연없음)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하고 성장,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삼금공업은 지난 2012년 일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매출이 2
배 가까이 뛰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2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삼금공업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전자 부품을 비

현대위아 공작기계와의 끈끈한 인연

롯해 발전기와 전기 변압기 시장에도 뛰어들며 사업 다각화에 도전하

삼금공업은 현대위아 공작기계의 성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
리 회사의 공작기계는 삼금공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 되어 있
다. 이에 지난해 새로 도입한 장비도 전량 현대위아 공작기계로 맞췄

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생산직 인원을 대폭 늘리며 고용창출에도 크
게 기여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온 삼금공
업, 그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다. 실제로 작업현장에는 깔끔한 환경에 우리 회사 공작기계가 포진한

고압 호스용 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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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용 풀리

전자제품용 실린더

하이브리드용 클러치 릴리즈 포크

조향장치용 아우터 타이 로드

:
:
:
:
:

2016년 3월 12일(토) ~ 6월 6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비프힐(BIFF HILL) 1층 전시실
일반 10,000원  8,000원
전체관람가
오전 11시~오후 8시(입장마감 저녁 7시)
－휴관일 : 4/18(월), 5/02(월), 5/16(월)

:
:
:
:
:
:

2016년 2월 20일(토) ~ 4월 17일(일)
서울 대학로 낙산씨어터
전석 35,000원  17,500원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90분
평일 오후 8시 / 토요일 3시, 6시 / 일&공휴일 3시
(윌요일 공연 없음)

이 밖에도 지역별 다양한 공연은 그룹 문화공연 예매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공연관람시 그룹사 할인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매 후 공연장을 찾을 땐 반드시 사원증이나 명함을 지참해 주세요.
그룹 문화공연 예매 홈페이지 http://hyundai.clipservi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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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난 호 정답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 아래 문항의 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 엽서가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다구요?
엽서를 사진찍어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ryul@hyundai-wia.com)

1.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 작용으로 다른 식

*159호 현대위아 뉴스 자세히 읽기
1. 전설의 애니메이션 제작가인 '브래드 버드'가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을 때

11세

나이는 몇 살일까요?

2.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몇 ℃일까요?

현대위아 공작기계

-50~60℃

3. 천재 디자이너 '디터 람스'가 말한 '좋은 디자인의 10가지 원칙' 중 첫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다

물의 성장을 촉구하거나 억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
가?
2.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지 않으면 북경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이곳을 가지 않는다면 상해를 다녀왔다고

퀴즈 당첨자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3. 삼금공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현대위아 뉴스상 (1명) 10만원 백화점상품권
김상민 / 1등 변속생산부
한마음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각 1매)
성기대 / 엔진생산기술팀·이해철 / 모듈생산1부
새마음상 (3명) 영화 관람권 (각 2매)
김태균 / 기계생산지원팀·박준형 / 선행유닛설계팀
차선완 / 자동화기술팀

Notice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보안
1.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는 영문/숫자/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2.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i-PIN)을 이용하기
3. 가입된 웹사이트 비밀번호는 2개월 단위로 변경하기
4. 본인의 ID, P/W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5.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저장하지 않기
6. PC방에서는 금융거래 하지 않기
7.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기
8.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기
처리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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