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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nglish                            � NEGOTIATIONS II

지난 호에 이어 협상에 필요한 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점검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This is our final concession
양 보 와 결 단 이 협 상 의 핵 심 입 니 다 .

웰 어교육원 T. +82-2-561-0376 (www.welenglish.com/www.welsson.com)  

Negotiations Example 

NOBLESSE O B L I G E
│ 노블리스 오블리주

마전모 기업이사내봉사드림팀을결성, 나눔의원스톱

서비스를선언해화제가되고있다. ‘사랑과희망실은행

복열차’라는이름의이봉사드림팀은스포츠마사지, 이발,

도배 등 분야별로 활동하던 여러 봉사팀들을 재구성, 사회복지시설을

상으로그들의요청에원스톱으로 응할수있도록만든것이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정하고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특수학교등도움이필요한곳에릴레이봉사활동을펼칠예정

이라고한다. 더놀라운것은봉사활동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이발의

경우 3개월의 실기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마사지

역시전문교실을운 해자격증을취득한회원들의봉사활동을장려하

고있다.

수평적 나눔의 확산

연일 격무와 야근에 시달리는 많은 벤처인들에게 이 기업의 맞춤형

나눔사업은먼나라이야기같기만하다. 하지만이제나눔은과거처럼

일방적이고단편적인지원, 위에서아래로향하는수직적인도움이아

니다. 상호이해를통해수평적인관계로바뀌고있다.  

지원받는사람이나시설은아무런선택권이없이주는것을받고감

사해야했던과거와는달리이제는자신에게맞는양질의서비스를제

공하는기관이나단체를선택할수있는선택권의폭이점차넓어지고

있다. 비로소수평적나눔이확산되고있는것이다.

‘기업명성지수’에나타난흥미로운사실

최근공동모금회와한국경제신문, 전경련은기업의지속적인발전을

위해사회공헌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세미나를가진바있다. 이자

리에서국내최초로기업명성지수를개발, 발표한코콤포터노벨리에의

하면국내기업의브랜드순위는삼성, LG, 현 , SK, 우순인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이를개별기업순으로다시세분화했더니몇가지흥

미로운사실을발견할수있었다.

앞자리는역시 기업이차지했지만5위와7위에각각유한킴벌리와

유한양행이올라눈길을끌었으며, 안철수연구소도KT보다한단계높

은9위에올랐다는사실이다. 매출액등기업규모가100위권밖에있는

유한양행이 7위에 오른 것이나, 안철수연구소가 거 기업 KT에 앞설

수있었던이유는과연무엇일까? 

조사결과 기업명성을 구축하는 정체성, 경 전략, 마케팅과 커뮤니

케이션등의3가지요소중에서‘기업철학/ 문화요인(사회공헌)’만이

유일하게기업이미지와플러스적인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는일반인들이인식하는존경하는기업이란경 전략이뛰어난기업

이아니라사회책임과윤리등의기업철학(사회공헌)이뚜렷한기업이

라는의미로볼수있다. 사회공헌활동이나기업윤리가확보된기업은

경 성과나브랜드가치가크지않더라도존경받고신뢰받을수있다는

것을단적으로드러내고있다.

네트워크의구축과나눔의실천

벤처기업은지난해부터홍보∙마케팅에 한인적∙물적부담을덜

고정보교류와교육을통해보다효율적인홍보를하기위해홍보네크

워크를만든바있다. 이처럼작은물고기들이자신보다큰포식자를물

리치기위한가장쉽고효과적인방법은‘뭉치는’것이다. 

더많은벤처기업들이유사한기술과기능을하나로묶고거기에이

웃과함께하는따뜻한마음까지하나로모아‘네크워크나눔’을실천

한다면그토록다가가고싶어하는소비자들의마음에좀더깊이그리고

오래오래기억되지않을까?   

얼

원스톱서비스로펼치는

맞춤형나눔, 네트워크나눔

/ 전 흥 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거 래 시 필 요 한 적 절 한 표 현

� I’ll give you a good deal. 
� I’ll make you a good bargain. 
� The deal fell through. 
�He gave you a bad deal. 
� Let’s forget about the deal. The price is not workable.

논 쟁 을 피 하 는 적 절 한 표 현 법

� I don’t think our positions are all that different. 
� This is a very sensitive subject. 
� I don’t think I’m in a position to say anything about it at this

time. 
�Why don’t we let the boss decide? 
�Overall, I don’t disagree, but there are some points that are

not clear to me. 

Useful Expression 

Mr. Kim Nice to meet
you, Mr. Nugent.
I’m so glad to
have a chance to
introduce our
products to M-
mart.

Mr. Nugent Happy to meet you, too. Now, we are looking at
several sources of supply for paper products. Frankly
speaking, our ex-supplier didn’t satisfy us.

Mr. Kim Well, let me assure you that our products will not
disappoint you. Look at this new designer paper
diaper. This is quite soft to the touch. 
This softness has enhanced the absorption so that
babies won’t be damp. They can stay dry all though
the night.

Mr. Nugent Let me see. You know, we are considering the price
as well as the quality. Actually, our top priority these
days are reducing purchasing costs. I hope you can
offer us a reasonable price.

Mr. Kim We can give you a discount when you order large
amounts. How many boxes do you want? 

Mr. Nugent We planned to make an opening order of 800 boxes.
Mr. Kim Hm… We can give you 4% of discount. But we could

give you 5% on 1,000 boxes.
Mr. Nugen Well. We’ll consider this price condition. This is less

than I expected, though.
Mr. Kim Oh, come on. As you know, our price is the lowest in

the market. Actually, our 5% discount is by far the
best price you will find anywhere.

Mr. Nugent Your price isn’t too bad, but we didnt expect to make
an order of 1,000 boxes. OK. I’ll call you back. 
Mr. Kim, my apologies. I thought that price you
quoted me in Seoul would be okay, but the boss
doesn’t buy it.

Mr. Kim But as I told you, that was a special price considering
the large amount of your order.

Mr. Nugent Yeah, I know. I should have checked first. But now the
boss says 10% more has got to come off.

Mr. Kim Another 10%? Gee, that’d practically be giving it
away.

Mr. Nugent Yeah, I agree, but what can I do?
Mr. Kim Oh, all right, but let’s make one thing clear. This is

our final conc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