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We(139)-2017-19(07.19)

공감여행 심포지엄 보고 (1/2)
여성과학위원회

2017년 융합심포지엄_공감여행_2017.07.13.(목)_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여성과학위원회(강미아 위원장)는 지난 목요일 7월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비영리법인
사람과 미래환경과 함께“좋은 사회를 향한 환경인 공감여행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7개의 테이블에 10인의 참석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성함과 소속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장을 마련
하였다. 직함을 함께 기록하지 않음은 참석자 한 분 한 분이 직함의 힘에 관계없이“사람”으로
존중하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이는 좋은 사람의 조건에는 직급의 높고 낮음이 관계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참석자 모두가 각별한 내빈이시기에, 축사 없이 진행하였으며, 내빈 소개 역시
하지 않는 간결하고도 존중하는 내용과 목표를 지향하는 여성과학위원회의 특징이 잘 스며드는 심포
지엄이었다고 자평한다. 참석자 70인 중, 여성이 40%, 남성이 60%로, 젠더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강연으로는 윤성규 교수님(한양대, 전 환경부 장관)께서는“격변하는 힘든 세상, 敗者되
지 않는 법”에 대해 진솔한 말씀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 주셨다. 강연 시작 전에 윤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리즈시절을 상기하며 주경야독하던 시절, 그리고 3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경험에 기반 한
살아있는 지혜를 선물로 먼저 내어 주셨다. 패자 되지 않는 주요 방법으로 8가지“ㄲ”을 제시하
여“깜, 깡, 꼴, 꾀, 꾼, 꿈, 끼, 끈”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참석자들

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
깜이란 역량과 물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먼저 자신을 이겨야 제대로 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말씀
하셨고, 깜이란 배짱과 집념으로 준비하되 死卽生의 각오로 결판을 봐야한다는 매우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몹시 어려운 말씀도 하셨다. 꼴은 인물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보는 이 없다고 경거
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지략과 전략을 나타내는 꾀에 대해서는 Win-Win 하는 전략이 중요
함을, 프로를 나타내는 꾼에 대해서는 프로답게 일을 제 때에, 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여건
이 어려워도 마음먹기에 따라 부단한 노력으로 꿈을 이룬 김연아 선수와 Helen Keller여사를 사례
로 실감나게 전해주셨고 매력 있는 끼를 갖추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세계에서 끈(인맥)을 잘 형
성하는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전해주셨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윤 교수님의 매력은 1분도 어김없
이 강연시간을 맞추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많은 교수들을 만나왔기에 나는 무엇보
다 참석약속, 시간약속을 잘 지켜주심에 가장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 내용은 더 좋게

새겨지고 담

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두 번째 강연자는 춘천에서 오신 안정효 내과의원 병원장으로 “건강한 환경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의학적인 내용을 가까이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최근 WHO에서
20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구분한다고 하니 순간 당혹감이 찾아오긴 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나
라의 의료체계가 발달되고 접근성도 좋아 조기 발견되는“암”정도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에 검사를 받아 준비하라는 의사 소견을 말씀하셨다. 장수하는 것의 진정
한 의미는 좋은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정기검진을 챙겨서 해야
한다는 당부로 마무리 하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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