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메일 chgn486@naver.com www.chgn.co.kr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제 136호      

지      역

누적확진

신규확진

경상남도

4975

25

거창

41

0

함양

28

1

산청

47

1

합천

55

0

코로나19 경상남도 현황 ON AIR (11일 17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ON AIR (11일 24시 기준)

11,387,256명
1회차 당일 누적

792,835명
1회차 전일 실적

10,594,421명
1회차 전일 누적

= +

2,873,862명
접종완료 당일 누적

235,748명
접종완료 전일 실적

2,638,114명
접종완료 전일 누적

= +

『창조도시가 경쟁력이다』

 이홍기는 김상현(전남 장성군)이 그렇

듯 한국 땅의 변방 산골 마을 거창군 출

신이다. 

 이홍기는 1958년생으로 거창농고, 경

일대학교(학사), 경상대학교(석사), 국

립창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공학박

사)했다. 주요 약력으로는 경상남도 도

시계획과장(2010), 제40, 41대 거창군 

군수, 전국평생학습도시 시‧군‧구청장 

협의회 부회장(2013), 전국농어촌군수

협의회 회장(2014)을 지냈다. 

 상훈으로는 근정포장 1회, 대통령표창 

1회, 장관표창 3회, 제1회 올해의 최우

수 공무원 표창(1998. 거창군), 경남도

청 공무원노조 투표 선정 BEST 간부공

무원(2007), 대한민국 글로벌 CEO 대상

(2013), 세로토닌 교육상(2013), 전국기

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

회 공약이행분야 우수상(2011), 전국기

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

회 일자리분야 최우수상(2015) 등이 있

다. 

16면에서 계속...

“채널경남이 새롭게 변신,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 채널경남은 2013년 6월 1일 개국하

여, 2013년 10월 11일에 창간호를 시작

으로 2021년 현재까지 서부경남 주간

신문 중 최단기간∙최대부수를 발행하

여 독자 여러분들로부터 뜨거운 관심

을 받아왔습니다. 채널경남이 창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

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저 시골

의 다른 언론사와 다를 바 없이 보도자

료나 받아 사용하는 언론사로 생각하

기도 했지만, 신문이 발행하면 할수록 

차별화 된 자체 기사와 취재 능력으로 

“변방에서 발행하는 신문들과는 달리 

격조 높은 필진, 심층 탐사 보도로 다

양한 특집 기사와 이슈로 신문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고 평가 받고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채널경남은 

군정 뉴스를 집중적으로 탐사∙보도, 정

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동

안 서부경남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각

종 지방자치 현안을 “정론직필”의 언

론적 사명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역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사람 냄새 나는 

신문”, “지역의 문화유산”, “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밀도 있게 취재하여, 지면

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채널경남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

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트랜드에 발 

맞추어 2021년 6월 14일, 생생한 뉴스

와 고품격 컨텐츠로 독자 여러분들에

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생생한 뉴스와 

정보를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

며 지방분권화 시대의 참된 의미를 살

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언론사로 업

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본 발행인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새

롭게 찾아 뵐 것이며, 채널경남은 류지

엽 새 발행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

으로 독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길 기대합니다.

 채널경남은 오랜 공백기를 뒤로하고 

재발행을 기점으로, 새로운 마음가짐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하고

자 합니다. 

△진실을 추구한다. 
△투명하게 보도한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정치 기사를 쓸 땐 중도를  견지한다.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개국 이래 필자와 인연을 

맺어 온 사람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정동영(전 국회의원), 홍준표(국회의

원), 박완수(국회의원), 강석진(전 국회

의원), 신성범(전 국회의원), 박민식(전 

국회의원), 김경수(경남도지사), 이홍

기(전 군수)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김석

종(경향신문사장), 하성란(소설가), 인

문학자(이이화선생), 김재수( 영화감

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채널경남 애독자 김기영씨의 말입니

다. 그는 함양군 함양읍 동문사거리에

서 애완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경남이 새롭게, 다시 재발행된다

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서부경남의 

최고 정론지로 비상하시길 바라며, 올

곧은 저널리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타

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

면을 많이 배정하여 채널경남 때문에 

지역 경제가 팍팍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말합

니다.  

 “저 역시 채널경남 애독자입니다. 저

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번 실어줘 더

욱 애정이 가는 신문입니다. 예전에 채

널경남하고 중요한 약속을 한 적이 있

었는데요, 그게 뭐냐? 채널경남측에서  

저에게 거창국제연극제 중계방송 1일 

엥커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흔쾌

히 수락했지요. 

 채널경남 재창간을 축하합니다. 기회

가 되면 채널경남 1일 기자가 되어 멋

진 특종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서부경남 언론사 중 최단기간ㆍ최대부수 발행! 화제 모았던... 

“신문 재발행과 함께 류영수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변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이지미에서 탈바꿈하여 

시골 아재처럼 정감 있고 독자들께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이홍기 전 거창군수 
‘비하인드스토리’ 제1편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설 속의 

필자는 이홍기의 군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추기급인(推己及人)’ 속의 주인공 재상이 생각났다.  
재상이 백성의 고통을 헤아렸듯이 이홍기는 거창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것이다. 

시대의 영웅은 변방에서 비롯된다

서부경남 변방출신 이홍기의 야망은?

그는 소통의 달인, 상생주의자

 

화제만발 채널경남 특별 읽을거리 

03면 차기대권주자 동선 쫒아가기 05면 차기 거창군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15면 거창 고제면 삼봉산 “금봉암”

1985년생 정치권 대표적 ‘차세대 
정치인’ 꼽혀, 활발한 방송·SNS 
활동으로 2030 소통 힘써와 원내 
경험 無·만 36세 나이에 ‘제1야
당’ 당 대표!

 36살 ‘0선’, 정치계의 ‘앙팡테리블’ 

이준석 후보가 막강 중진들을 꺾고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이

는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

의 변혁의 열망과 기성정치권에 대

한 강한 불신의 표출이자 ‘변화와 쇄

신의 요구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

치권 전체에 일파만파의 혁명적 후

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독주를 

해온 이 후보가 마침내 당권을 거머

쥐게 된 것이다. 당원투표(70%)와 일

반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 이

준석 42%, 나경원 31%, 주호영 14%, 

조경태 6%, 홍문표 5%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득표율 37%, 일

반여론조사 득표율 55%로 합산 42%

를 기록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원

득표율 33%, 일반여론조사 득표율 

27%로 합산 31%를 기록했다. 당원 

특표에서는 선전했으나, 일반여론조

사에서 더블 포인트로 뒤쳐지면서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됐다. 이

로써 이준석 당대표는 약 1년간의 비

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를 구성,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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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 탄

 채널경남 류영수 회장의 인문학으로 고쳐 쓴 ‘인물야사’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 선출! 정치사 새로 썼다.
여론조사 압승으로 43.8% 득표...당원투표 이긴 나경원에 6.7%p차

“변화를 통한 승리, 모두에 공정한 기회”

전당대회결과

채널경남 류영수 회장



02 채널경남 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하 경칭생략)

의 트레이드 마크는 마라톤이다. 그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자당을 위한 선거

운동은 일체 하지않고) 전국을 돌며 마

라톤을 했다. 그 이유는 뭘까? 

 “저를 재충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는 그동안 반듯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새 정치를 주창했지만, 그 꿈을 이뤄내

지 못했습니다. 해서 제 마음과 몸은 지

칠데로 지쳤지요, 이를 치유하기 위해 

마라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치

유됩디다. 마라톤은 저에게 회복탄력

성이라는 걸 일깨워줬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충만감, 마라톤의 매

력이지요.” 

 안철수가 말하는 회복탄력성이란 뭘

까? 회복탄력성은 영어 “resilience”의 

번역어다.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

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

는 개념이며,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

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회복탄

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

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체마

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

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탄력성으로 다

시 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

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

지 올라갈 수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

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

나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적

으로 보여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부

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

해 볼 수도 있으며, 현실을 긍정적 방식

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구축함으로서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함으로서 과

소비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문제 해결

을 위한 집중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놀랍

게 향상된다.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 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

시 튀어오르는 비인지능력 혹은 마음

의 근력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정치인 

안철수가 새롭게 정치판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이뤄내, 화제를 모은 후, 안철

수가 정치판의 새로운 안철수로 부상

하고 있다. 안철수의 정치적 횡보가 발 

빠르다. 대권 쟁취를 겨냥해, 각종 시대

적 현안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지금

은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 냉전 ‘3대 메가트렌드’가 세상을 엄

청나게 변화시키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입니다. (이, 3대 메가트렌드는) 

세계가 앞으로 기술에서 어떤 방향으

로 나갈지,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이며, 얼마나 적극적

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

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지도자 머리에 

최소한 이 정도 정리돼야 정확히 대처

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야

권 통합을 통해 단일후보를 뽑을 수 있

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면서도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자격을 부여해준 사람만 나갈 

수 있다.”며 대권에 대한 꿈을 부인하

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

 그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통합‧공정한사회‧소통정치‧일하

는정부가 시대정신으로 머리속에 정리

돼 있다. 2012년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

과 정의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행하지 못했지요. 2017년 광화문 촛불도 

그런 것에 대한 갈구였는데 더 나빠졌습

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것도 정의와 법치가 무너졌

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는 유튜브 채널 ‘정치왓수다’를 통해 현

재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정권 교체를 위

한 야권단일화는 민심이며 반드시 이뤄

져야 한다. 현재 양당의 통합작업은 전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논의될 것이다.” 안철수는 국민

의힘 합당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

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이 6

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일정에 돌

입했다. 전당대회 전에 합당하면 국민의

당 당원이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 당권주자들이 투표권이 나에게 이

득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머리

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전당대

회까지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 현

재 양당의 통합은 국민의힘 내부사정 때

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당대

표와 신임 지도부가 그 일에 대해서 저

희와 이야기할 것”이라며 “통합을 위한 

통합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다음 대선

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야권 단

일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와서 일합을 겨

루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

힘 전당대회 후 합당 일정을 강조했다.

 안철수는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딱 한 번 만났던 일화를 공

개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동반

자인가 경쟁자인가?’라는 진행자의 물

음에 “둘 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한 번 만났던 것 밖

엔 없다.”며 “2016년 총선 직전 비례대표

로 영입하려고 만났다. 그래서 제안했더

니,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자신은 검찰

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자기가 

맡은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안철수는 대선주자로서 윤 전 총장과 

‘선의의 경쟁’에 대해  “경쟁을 해야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거기에 집중하

고 서로의 차이에 생각하고, 국가의 미

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라

고 말했다.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안철수는 최근 『안철수, 우리의 생각

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통해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한 3가지 비전으로 ‘행복한 국민,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꼽는다. 

 유럽에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전략과 기술, 철학과 마

인드를 가진 나라들이 많은데 이 책에 

소개하는 다섯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

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이다. 안철

수가 직접 찾아가 본 장소와 만난 사람

들,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이 책에서 안철

수는 ‘정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퍼블릭 

서비스’라고 말한다. 과거 고생해서 만

든 백신을 무료로 보급했던 이유”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

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며, “공익적인 

마인드는 지금도 변함없는 내 삶의 기

준”이라는 것. 때문에 “의사로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잡다가, 컴퓨터 바이

러스를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

러스를 잡고 싶다.”고 이야기한 바 있

다. 의사를 그만두고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했을 때 품었던 꿈은 “정직하고 깨

끗해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정치를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정직하고 깨

끗해도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고 세상

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

로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지엽 편집인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예상자 그들은 누구인가?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권이 지역 권력을 향한 대장정(大長征) 

레이스에 돌입한다. 대선(2022년 3월 9

일) 후 87일 만에 치러지는 사상 유례

없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선 결과 민심

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

만, 경남권 여론을 향해 민주당에선 재

집권을 위한 전략을,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심판, 연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의

지를 담은 혈전(血戰)을 예고하고 있

다.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는 앞으로 정확하게 1년이 남았다. 지

방분권의 새 시대를 열고 시·도민의 삶

을 책임질 광역단체장과 시·군·구 기

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중

요한 선거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

한 것이다. 

 집권 여당은 국정운영 안정론을, 야권

은 정부 독주 견제론을 각각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

방선거에는 경남권 광역단체와 교육

청, 기초단체 등 모두 40여곳의 수장 

자리에 300명이 훌쩍 넘는 인물이 도

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

을 예고하고 있다. 제8대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김해, 양산, 고

성, 창원, 거제에서 선출직의 비율이 얼

마나 달라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을 앞둔 가운

데, ‘경남의 대통령’인 경남도지사를 향

해 대장정을 시작하는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변수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 지사의 연임이 불가능해

질 뿐 아니라 선거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에선 김 지사 외에도 민홍철(3

선·경남 김해갑), 김정호(재선·경남 김

해을) 의원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

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윤영석(3선·경

남 양산갑) 조해진(3선·경남 밀양-의

령-함안-창녕), 박완수(재선·경남 창

원 의창) 의원, 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합포)이, 정의당은 여영국 당 대표, 이

외 이홍기 전 거창군수, 김지수 전 경남

도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도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경남도는 5월 27

일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경남콘텐츠

코리아랩(옛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종

합전시장)에서 '함께 만드는 더 큰 미

래,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도민

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에는 온라인 60명, 현장 참여 20명 등 

도민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이 

묻고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

졌다.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

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토크 

진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수 도

의원이 맡았다. 

 행사는 지난 5월 초 접수된 부‧울‧경 메

가시티 도민 질문을 바탕으로 선정한 ▲

부‧울‧경 메가시티란? ▲청년이 살고 

싶은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균형발

전 등 3개 세부 주제별로 진행됐다.‘ 부‧

울‧경 메가시티란?’에서는 부‧울‧경 메

가시티의 개념과 필요성, 행정조직의 구

상 등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전반적

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박완수(재선ㆍ창원 의창) 의원은 높

은 인지도와는 달리 잦은 도지사 출마

에다 공천 파동을 겪은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이란 점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싶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대통령

실장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행정자

치비서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제19

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

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국회에서 설전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한편, 경남 일각에서는 

“행정을 잘 알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경남지사가 돼야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

홍기 전 거창군수, (여성)김지수 전 경

남도의회의장, 김성엽 전 경남도 기획

실장 등이다. 이홍기 전 군수는 창조도

시의 전문가로서 거창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김지수 전의장은 40대 

의장, 사상 첫 민주당 의장으로 경남도

의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김성엽 전

실장은 행정통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경남 특별취재팀

“안철수의 대권의지는 마라톤에서 시작된다.”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변수 / 이홍기 전군수, 김지수 전의장(여성) 등 하마평(下馬評)이 무성... 

김경수 지사 박완수 의원 윤한홍 의원 윤영석 의원 민홍철 의원이홍기 전 거창군수 여영국 정의당대표김지수 경남도의원(전의장)

집권여당은 국정운영 안정론을, 

야당은 정부독주 견제론을 각각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 냉전,  ‘3대 메가트렌드’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입니다” 

現 국민의당 대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前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前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대표이사, 前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서울대학교 대

학원 의학 박사

정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퍼블릭 서비스라고 말한다. 

과거 고생해서 만든 백신을 무료로 보급했던 

이유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03채널경남 종합

1985년생 정치권 대표적 ‘차세대 정
치인’ 꼽혀, 활발한 방송·SNS 활동
으로 2030 소통 힘써와 원내 경험 
無·만 36세 나이에 ‘제1야당’ 당 대
표!

 36살 ‘0선', 정치계의 ‘앙팡테리블’ 이

준석 후보가 막강 중진들을 꺾고 제1

야당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이는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변혁

의 열망과 기성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

신의 표출이자 ‘변화와 쇄신의 요구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일

파만파의 혁명적 후폭풍을 몰고 올 전

망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음을 공식 발

표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독

주를 해온 이 후보가 마침내 당권을 거

머쥐게 된 것이다. 당원투표(70%)와 일

반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 이준

석 42%, 나경원 31%, 주호영 14%, 조

경태 6%, 홍문표 5%로 나타났다. 이준

석 후보는 당원득표율 37%, 일반여론

조사 득표율 55%로 합산 42%를 기록

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원득표율 33%, 

일반여론조사 득표율 27%로 합산 

31%를 기록했다. 당원 특표에서는 선

전했으나, 일반여론조사에서 더블 포

인트로 뒤쳐지면서 결국 패배의 쓴잔

을 마시게 됐다. 이로써 이준석 당대표

는 약 1년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를 구성, 

내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진두

지휘하게 되었다.

 최창열 용인대교수(정치학)는 “국민의

힘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바

램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

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징

적이고 표징적인 사건입니다.”라고 논

평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 바람의 

타이밍에 이 후보가 잘 준비돼있어 맞

아떨어졌다고 본다.”며 “타이밍이 좋았

다.”고 짚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은 “20‧30세대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

해관계를 대변해줄 정치인이 된 것”이

라며 “이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과

정에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겠다'는 

젊은 세대의 기대를 받은 것”이라고 말

했다. ‘30대·0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

표의 등장은 정치권을 이끄는 주요 세

력의 교체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

로 꼽힌다. 한국 정치의 주류로 군림한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다선’이 퇴장하고 청년과 신인 정치인

이 부상하는 ‘정치 세대교체’가 급물살

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새로운 대안 세력을 향

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준석(李俊錫, 1985년3월 31일~) 당

대표는 2011년 11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

되었으며, 이후 방송 출연과 SNS를 통

해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정

치인으로서 기반을 다졌다. ‘박근혜 키

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준석은 박

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 불거진 2016년 10월부터 박근혜 대

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였다. 이 

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 순으로 당적

을 옮겼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

국당 등과 합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

원에 지명되었다. 21대 총선에서 노원

구 병에 3번째 입후보하여 본 투표에

서 승리했음에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여 낙선하

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주장하는 사

람들을 비판하면서 보수 쇄신을 주장

하였다. 

최고위원에 조수진‧배현진‧김재
원‧정미경...청년최고 김용태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배현진·조수진·김재원·

정미경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

원에는 김용후 후보가 당선됐다. 배현

진 최고위원(지역구 서울 송파구을)은 

MBC 아나운서국 아나운서, MBC 보도

국 국제부 기자를 거쳐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을 역임했다. 조수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아일보 정치

부차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서

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

변인. 국회법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

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 의성 출

신으로 행정고시(1987년)와 사법고시

(1994)를 모두 합격해 행정부처와 검사

로 재직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4년 5

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로 활동했다. 2015년 2월부

터 10월까지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2019.2 ~ 

2020.2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역임했

다.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제19대 국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청년들은 보수의 가

치가 좋아서, 개인의 창의가 발휘되는 

가치가 좋아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정

치의 꿈을 꾸고 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의 울타리

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1990년생인 

김 청년최고위원은 2017년 바른정당

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2018년 바른

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

고, 2020년에는 새로운보수당 공동대

표를 맡았다.             

전하준 보도국장 

 1991년 2월, 덕유산에 폭설이 내렸다. 

덕유산 상공으로 한 대의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다. 잠시 후, 헬리콥터는 함

양군 서상면 서상초등학교 운동장에 

착륙했다. 헬리콥터 안에서 중절모를 

쓴 노인이 내렸다. 박태준 전 포항제철 

명예회장이다. 박 회장과 수행원은 (운

동장에 대기시켜둔) 승용차를 타고 서

상면 옥산리를 향했다. 이들이 찾은 곳

은 옥산리 점집이다. 불세출의 명리학

자 제산(霽山) 박재현의 집이다. 제산

의 누옥을 찾은 박태준 회장이 다짜고

짜 물었다.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려

고 하는데 괜찮겠소이까?”라고 박태준

이 제산에게 물었다. 제산은 연신 헛기

침을 하다가 “축록자불견산(逐鹿者不

見山)이외다.” “풀이한다면?”, “포수가 

사슴 똥구멍만 조준하면 산을 못 보는 

법, 사슴을 잡는데에만 신경을 팔다 보

면 포수 앞에 험한 절벽이 있는 걸 못 

보는 수가 있소이다. 지금 정국은 이리

떼들이 도처에 으르렁 거리는 형국입

니다. 출마를 포기하십시오, 잘못하다

가는 이리 떼들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

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

다. “지금 경제가 엉망잉기라, 지금 내

가 나서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백성들

이 도탄에 빠져들어, 이 사람아” 제산

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박상조각(튀

밥)을 손으로 집었다. 그리고, 입에 톡 

집어넣으면서... “보소, 대감님, 한 나라

의 용이 될라면, 이른바 시대정신이어

야 하고 지지해주는 무리들이 있어야 

하외다. 시대정신 뭐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게 뭐

냐? 제가 보기엔 군사정권 종식 잉기

라요, 헌데, 대감님은 솔직히 말해서 박

정희, 전두환 세력아닝교, 해서 곤란하

다 이 말씀이외다. 잘못 나섰다가 이리

떼들에게 잡아 묵히고 맙니다.” 제산의 

충고때문일까? 박태준은 대통령선거

를 포기하고 만다.  

 

지금은 본인만의 성찰과 준비의 시간...

 박태준이 그랬듯, 대선 시즌이 다가오

면 각 종 대권주자들은 점집 혹은 덕

망가를 찾아 자신의 대권 운을 묻는

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경우 충북 

청원 탄공스님(117세 좌탈입망)을 찾

아 명운을 물었고, 한화갑 김대중 막료

는 경북 봉화 설송 스님, 홍준표 전 경

남지사의 경우 대구 팔공산 동화사 진

제 종정을 만났다. 최근 대권주자로 분

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

우는 어떤가? 윤의 최측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허허... 점집 이런데 

안 갑니다. 지금은 말이죠. 본인만의 성

찰과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죠.”라고 했

다. 석 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칩거 기간이 

두달을 지나 석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며, “어마어마하게 정치권의 관심을 받

고 있는 인물로선 전례가 없는, 정중동

의 행보”라고 했다. 이어 “언제쯤 외부 

활동을 시작하느냐, 왜 빨리 움직이지 

않느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그만큼 윤 총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 

여당 측의 두려움이 큰 탓일 것”이라고 

했다. 석 전 지검장은 “어차피 갈 길은 

정해졌다.”며, “지금은 큰 변신을 위한 

허물벗기 단계”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슈에 쫓겨 현

안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다. 석 전 지검장은 “윤 총장이든 또 다

른 누구든,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

람은 미래의 삶, 일거리에 대한 기대 가

능성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감

을 안겨주는 마술사여야 한다.”며 “공

정과 상식 같은 이 시대의 가치에 충실

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미래의 국가

과제, 청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성찰

과 그 실천을 위한 내공 쌓기에 더 큰 

비중을 둠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 성찰과 연마의 시간은 길수록 좋

다.”며 “하루라도 더 본인만의 준비 시

간을 가지고 연마하는 과정을 거쳐 세

상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석 전 지검

장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한 사회, 노동문제, 반도체, 외교와 경

제문제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채널경남 취재팀은 윤 전 총장

의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현장을 뒤쫓

아 가보기로 했다. 

 윤석열은 지난 4월 정승국(64) 중앙승

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났다. 정

교수는 이른바 노동·복지 전문가다. 성

균관대에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

구소 연구위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윤 전 총장은 정 

교수가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과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

주당TV'에서 청년실업의 원인 등을 두

고 대담을 한 걸 보고 그를 알고 있었

다고 한다. 정 교수는 소수의 대기업 정

규직과 다수의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나뉜 ‘분절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

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다. 그는 노동시

장 이중구조를 청년실업과 불평등·양

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4

시간가량의 면담에서 정 교수는 연공

급제 완화와 직무급제 도입 등을 통한 

‘완만하고 점진적인 해결’(smoothed 

dualization)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동일노동이면 동일 임

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

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에 깊은 관심...

 이어 윤석열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

구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급난이 국가 기간산업에 막대한 타

격을 주는 가운데 직접 연구·개발의 최

전선 현장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소통

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윤 전 

총장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 

석좌교수와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안내로 4시간가량 시설을 견학했다. 윤 

전 총장은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학

계 권위자인 두 교수에게 수십 가지 질

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의 궁금증은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어떻게 다른

가?”, “포토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는 

무슨 뜻인가?” 등 반도체 생산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윤 전 총

장은 연구소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팹

(Fab) 투어를 먼저 요청해 방진복을 착

용하고 30분 넘게 장비를 살펴보는 열

의를 보였다. 특히, 팹에 있는 일부 장

비를 가리켜 “나노 반도체 시대에 크

게 뒤떨어진 노후 장비들 같다.”며 신

형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한다. 윤 전 총장은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

졌다. 대화 도중 교수들과 “중국은 반

도체 인력 양성이 우리보다 다섯 배 많

다는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책

에서 읽었습니다.”라는 등의 문답을 주

고받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요한 정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교수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또, 윤석열은 평소 친분이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는 전화 통

화 등을 통해 외교·안보 문제를 토론했

다고 한다. 김성한 교수가 윤 전 총장과

의 토론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의 중

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력 문제와 신기

술전쟁에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는 지적에 대체로 동의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열공 움직임은 정치

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걸까? 김형

준 명지대 인문 교양학부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다른 여권 후보들과 달리 문

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위치”라면서... “국

민들의 기대감을 계속 높이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

훈 정치평론가는 “검찰에 검사 후배들

은 많지만 다른 분야는 생소하지 않겠

나?”라면서 “선거를 준비하려면 각 분

야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알아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류지엽 편집인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노동문제, 반도체, 외교와 경제문제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ㆍ경제ㆍ외교ㆍ사회ㆍ복지 등 다방면 광폭 소통 행보...

강원도 강릉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이 강릉중앙시장의 단골 칼국수집에서 시민
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독자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골목 문화 전문가인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만났다. 윤 전 총장은 회동에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청년과 자영업, 지방 발전이 
모두 담겼다며, 청년이 주축이 돼 골목상권이 뜨면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모종린 연

세대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1

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에서 회

동했다. 윤 전 총장과 모 교수는 이

날 회동에서 골목 상권에 대한 생

각과 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

안을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모 교

수와의 대화에서 “골목상권 살리

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균형발전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있다는 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모 교

수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골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이 유일한 것 같다.”고 호

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예찬씨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과 

모 교수의 ‘연희동 회동’시 함께 한 

장예찬은 향후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서 ‘공보역할’을 맡을 것이

란 전망도 나온다. 장씨는 2017년 

무렵부터 시사평론가로 KBS, SBS, 

YTN, CBS 등에 출연해왔다. 30대 

남성으로 부산 출신이다. 페이스북

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

히트(Conservatorium Maastricht) 

국립 음대를 적어놨다. 성향 자체

는 보수에 가깝다. 유튜브 영상에

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

포스트의 정책실장, 재규어랜드로

버코리아의 홍보대행,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온라인 홍보를 보

좌한 이력 등이 있다. 이런 특기를 

살려 윤 전 총장 측에서 활동을 개

시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잠

시 유명세를 탔던 적이 있다. MBC 

‘100분 토론’에 청년 논객으로 출연

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날

선 질문을 했었다. 그는 ‘조국 사태’

를 거론하며 유 이사장이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

다. 이에 유 이사장은 “질문이 진부

하다고 느끼지 않나?”고 물었고, 장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석열 제1호 책사 유튜버 
장예찬은 누구?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헌정사 최연소 당대표 선출! 정치사 새로 썼다.
여론조사 압승으로 43.8% 득표...당원투표 이긴 나경원에 6.7%p차 “변화를 통한 승리, 모두에 공정한 기회”

새 당대표 이준석

출생

학력

경력

1985년 3월 31일(36세) / 서울출생

서울 과학고졸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과 졸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국민의힘 서울노원병 당협위원장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변화와혁신을위한행동 젊은정당비전위원장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바른정당 최고위원

바른정당 제 19대 유승민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청년 부본부장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 위원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04 채널경남 종합

“거창을 새롭게! 그 첫 번째 미션은 공공기관 유치다!”
 신(新)을 한글로 풀이하면 “새롭다, 새

롭게”이다. 신(新)은 신(辛)과 목(木)과 

근(斤)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규동 경

성대 한국한자연구소 교수의 해설에 

따르면 “목(木)은 나무를, 근(斤)은 도

끼를, 신(辛)은 형벌 칼을 그렸다. 나무

를 쪼개 다듬는 모습에서 신(新)이 만

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새롭

다’는 개념과 연결됐을까? 나무를 쪼

개 다듬으면 새로운 기물이 만들어진

다. 근(斤)이 도끼라면 신(辛)은 문신을 

새기던 정교하게 다듬는 칼이다. 도끼

와 칼로 통나무를 쪼개고 다듬어 필요

한 기물을 만들던 모습이 잘 반영됐다. 

지금도 목재는 인류에 더없이 중요한 

소재다. 옛날에는 더 그랬다. 각종 기물

은 물론 앉을 의자도, 잠을 잘 침상도, 

살 집도, 이동할 수레와 배도 모두 나무

로 만들었다. 가공하기 전의 통나무를 

박(朴, 樸)이라 한다. 질박(質朴, 質樸)

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다. 가공하

지 않고 그대로 둔 통나무는 별 소용없

는 존재다. 그러나 아무리 큰 통나무라

도 쪼개 다듬으면 유용하고 멋진 다양

한 ‘새로운’ 기물로 재탄생한다. 통나무

뿐 아니다. 사람의 사고도, 관념도, 제

도도, 역사도 모두 그렇다. 깨트리지 않

으면 새로워질 수 없고, 새로워지지 않

으면 진보도 발전도 성공도 없다. 최정

환 부의장은 정치적 모토는 “거창을 새

롭게!”이다. 

 최근 들어  최정환 부의장이 공공기관 

유치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거창

군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대표적이며, 창녕군 넥센

타이어 공장 유치, 밀양시 나노융합 국

가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

군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거
창군에 들어와야 하는가?

  “최근 거창군은 경상남도 인재개발

원, 경남교육청 교직원 힐링 센터 및 

유아 숲 체험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용

역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어떤 경제
적 효과가 있나? 

 “현재 진주시에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

발원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는 1,17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

상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유발

효과는 6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

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시‧군이 거론되는 이 시점

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

관 유치로 서부경남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

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의회 최정환 부의

장은 4월 12일 오전 제256회 거창군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

의 사활, 변화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5

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부의장은 이 발

언을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 구

축과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부동산 투

기로 인한 의혹 해소 방안”등을 설파했

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서비스가 여

러 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한 번에 방

문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합

니다, 단일 민원사무이지만, 이것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지침과 

법령은 여러 행정기관(부서)을 거쳐

야 하는 불편함과 어느 부서를 찾아가

야 하는지 호소하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

가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고성이 들리

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

직공무원과 공로 연수중인 공무원들

에게 민원상담을 거쳐 해당 부서로 안

내한다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최부의장은 “민원이들에게 보

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공로 연수

중인 공무원들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

촉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주장

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인과 주

민들께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의혹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내

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당부드립니

다.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

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

회 또는 민간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

성하여 부동산 투기 등 의원윤리심사

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

다. 최정환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

속이다, 그간 최부의장은 인적 네트워

크와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회, 중

앙부처, 경상남도 등에 현안 사업을 적

극 건의했다. 

 △2019년 거창적십자병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선정, △한들교 가설공사 예

산 20억 원 확보, △거창사건희생자 유

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역현안 민원해결과 열정적인 의

정활동이 돋보인다.

김영주 채널경남 리포트
KBS 방송구성작가  

김영주 작가의 군의회 데이트 

최정환 거창군부의장

최정환 거창군의회 부의장. 거창군등산연합
회 회장 역임, 거창군태권도협회 회장(현), 창
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찰시민위원, 경남
도립거창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현),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최정
환(사진 왼쪽) 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정환 부의장… △2019년 거창적십자병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선정, △한들교 가설공사 예산 20억 원 확보,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 등 지역현안 민원해결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지역 경제 살리기 나서... 

 우리나라 정당에서 대변인은 꽃(블루

칩)이다. 대변인이란 정부 당국이나 각 

정당의 공식 성명 혹은 비공식 의견이

나 태도를 설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청와대 대변인을 두고 있다. 청와대 대

변인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공무원 급

수로는 1급에 해당한다. 부대변인은 그 

아래인 2급에 해당한다. 대변인은 정부

는 물론 정당이나 특정 기관 또는 단체

에도 있으며, 유명인 등 개인도 대변인

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정

치사에서 화제 만발 전설적 대변인이 

있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그는 4년 

3개월 동안 대변인직에 있으면서 ‘촌

철살인의 명대변인’으로 불렸다. 그는 

비판할 일이 있으면 중국 고사(故事)

를 인용했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시조

를 읊어 표현하고 말았다. 박 전 의장은 

“20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사사생생(死

死生生·죽기 아니면 살기)했지만 그

래도 위트와 유머가 살아 있는 ‘위트의 

시대’였다.”

며 예전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냈

다. 그는 1991년 2월 수서 택지 특혜 분

양 사건에 대해 논평하며 중국의 학자 

허유(許由)가 더러운 말을 들었을 때 

물에 귀를 씻었다는 세이(洗耳) 고사를 

인용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질적인 유언비

어를 들었으면 귀를 씻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난개발  중단하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로 출전, 

석패한 국민의 힘 소속 진병영 전 경남

도의원이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맹활

약하고 있다. 진병영 국민의힘 경남도

당 대변인이 4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

와 경남의 지자체가 공약과 치적에만 

급급해 난개발과 무리한 SOC사업 집

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우리가 사는 고장, 우리가 아끼고 보

존하며 살아가는 환경, 자연스러운 사

람살이를 감안하여 개발도 하고 건축

도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을 먼

저 생각하며 보존해야하는 개발을 해

야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특히 

“경남도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각종 

정책을 펼치려하지 말아야한다.”며 “지

금 행하고 있는 경남도와 지자체들의 

관급 사업과 공모사업 들의 무리한 시

행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부터 시행까지 꼼꼼히 점검

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억지 개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이 논평 외에도 경남도에 

산재해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탁월한 

글솜씨로 칼럼도 기고한다. 최근에는 

향리 경남도 함양군 소상공인의 고통

을 해소하자는 캠페인성 시론을 각종 

지면에 기고했다. 제목은 “함양군 소상

공인,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비가 살아나

야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비자에게 

소비를 강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난

국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함양

군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제안하

고 싶다. 착한 소비란 아주 간단하다.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우리 관내

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오래전

부터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인근 지자체

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렵겠지만 우리 소상

공인들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식당을 이용해보자. 인터넷

쇼핑도 잠시 멈춰보자. 도시의 대형 마

트도 잠시만 발길을 멈춰보자. 함양군

에서 구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서 구매해보자. 

소비자가 더 싸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

니고 쇼핑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

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

인들이 잠시라도 숨을 틔울 수 있도록 

배려의 마음을 가져보자. 문밖을 나서

면 보이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나와 내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한번 쯤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한편 진병영 대변인은 함양군 소상공

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순수민

간단체인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

(이하 봉사단)’이 지난 4월 5일 출범했

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정현철 함

양군의회 의원이 사무국장을 맡게 되

었습니다. 범군민 참여와 실천으로 어

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희

망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민간 자원봉

사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함양 

만들기에 기여함을 봉사단의 목적으

로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의 권익향상

과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범군민 참여 운동으

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모든 캠페인은 

정당, 사회단체, 소상공인, 개인들이 참

여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봉사단

의 활동기간은 코로나19 진정으로 소

상공인의 경제난이 완화되고 지역경제

가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종료

되는 한시적 운영단체이다. 어려운 소

상공인을 돕는다는 봉사단의 취지에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함양청년회의

소,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함양상림

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봉사단의 주

요 캠페인은 함양군 음식점 이용하기, 

함양군 상점에서 쇼핑하기, 코로나 기

간 중 온라인쇼핑 잠시 멈춤(함양에서 

구매가능하면 함양에서 구매하기)등 3

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 착한상품, 청결하

기, 친절로 응대하기 등의 착한 가게 만

들기 운동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지요.”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은 별도의 

출범행사 없이 즉시 활동에 돌입하며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함양군민 누구

나 사무국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010-

2590-8585)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의 활약상 

때문에 함양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함양

에서 먹고, 사고, 씁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단

장 진병영)의 주도로 6차 함양물산장

려캠페인이 4월 27일 오전 함양읍 동

문사거리~지리산함양시장까지 실시됐

다. 이날 캠페인은 전반기 마지막 캠페

인인 만큼 그간 꾸준히 참여해왔던 함

양라이온스클럽, 상림로타리클럽, 함

양청년회의소,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에서 많은 인원이 동참해 보다 풍성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봉사단은 농협 함

양군지부 앞에서 집결해 피켓, 전단지

와 함께 자체 예산으로 준비한 KF94 

마스크 500매를 나눠 들고 지리산함양

시장 쌀전까지 이동하며 거리에서 만

나는 주민, 상인들에게 이를 건냈다. 또

한, 시장에서는 장보기를 하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진병영 단장은 “개인 한 사람이 해결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역 내 군민 모두

가 함께 나누며 도와준다면 충분히 잘 

이겨내리라 확신한다.”며 “함양군민 모

두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 어려

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어려운 코로나

19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소망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단장은 

“신물산장려운동은 코로나19가 사라

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펼치

겠다”며 “저와 함께해주신 봉사단 회원 

여러분과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봉사

단체, 지역기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류영수의 정치포커스

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맹활약

“진병영, 함양 소상공인 위해 팔 걷어 붙였다!”
└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 출범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단장 진병영)의 첫 캠페인 ‘전통시장 이용의 날’이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도 성황리에 열렸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
회 위원,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
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
남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한 편 이날 캠페인을 진행했던 진병영 단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
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함양 군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
을 받았고, 함양물산장려 캠페인이 함양을 넘어 타 지역에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어 나가
겠다.”고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실천을 굳음 다짐으로 표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순수민간단체인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이 

지난 4월 5일 출범했습니다.

“정현철 함양군의회 의원, 사무국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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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창군의회 의장 이홍희 그는 누구인가?
 그의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을 

살펴보자. 그는 차기대권주자 김동연

이 그렇듯 변방 출신에다 100% 흙수저 

신분이다. 

 특유의 성실∙근면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향리 거창군 웅양면 죽림마을에서 이

장, 새마을 지도자 일을 충실히 수행 지

역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일꾼으로 좀 

더 큰 일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지

난 2014년 제7대 지방선거 때, 무소속

으로 출마, 큰 표차로 당선 화제를 모았

다. 이어 제7대 거창군의원(재선)이 된 

그는, 항상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소통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무상급식문제, 

구치소 이전 문제, 농민 현안 등을 지향

점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는 

자신이 사는 웅양∙주상∙고제∙가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은 ‘저평가 되어 

있는 우량주’이다. 이의원은 그러한 지

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변화

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그는 말한다. 

 이홍희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관과 향

후 로드맵을 전해들었다. 

 -거창군의회 의장으로서 거창군민
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이홍희 의원의 정
치관은 무엇인가요? 

 “의회의 문턱을 낮춰 언제나 군민들이 

찾아와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

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

도 크게 듣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

각으로 늘 군민들 곁에 가까이 있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

들에게 당부했죠. 개개인의 능력을 향

상 시켜 의정 활동의 수준을 높이자! 

의원들이 평소에 공부하고 노력해 역

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래야 집행부에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의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실효성 

있는 연수, 깊이 있는 연구, 전문지식 

함양 등으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군의원에 입‧후
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허, 두 번에 걸쳐 군의원에 매진했

습니다, 군의회 의원은 두 번으로 충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진들에게도 

자리를 양보해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

해 활동할 수 있게 어시스트해주고 싶

습니다.”

-그렇다면 큰 꿈을?

“하하, 우리 거창은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자체입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경남 내륙의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창군이 살아남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 데에는 거창의 

과거∙현재∙미래를 가장 잘 아는, 거창

에 관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

는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앞으로 

더욱 공부해 거창에 관한 한 최고의 전

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목해야 할 차기 대선 주자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의 첫 경제부총리인 그는 2018년 12월 

사직한 뒤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세

우고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

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

로 아는데,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

하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에 따라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

선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김 전 부총리는 ‘흙

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

가 있는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이 코

로나와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대한

민국의 미래 혁신 방향에 대한 설계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종인에게 김동연이 있다면 거창군

에는 이홍희(李洪熙)가 있다. 이홍희 

거창군 의원은 김동연이 그렇듯 빈농

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

신이다. 그는 현재 거창군의회 재선의

원으로서 제8대 상반기 거창군의회 의

장을 역임했다. 

 거창 정계 일각에서는 이홍희 의원을 

가리켜 “차기 거창군을 리드 할 인물”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 

차기 군수 후보군에 속하는 이홍희의 

인생 역정 그리고 의회에서의 활동상

을 알아본다.  

 경남도 최초 거창군 관내 천원 버스 

도입,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북부권역 농기계임대

사업소 설치, 태풍피해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 추진, 폐교를 활용한 공립연

극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등 정책 제안

과 행정 효율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다. 특히, 6년간 군민 갈등

을 유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대

해 민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거

창군, 거창군의회, 원안 및 이전 측 대

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주민

투표를 통해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홍희 의원은 무소속 초선 의원 시

절 거창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5분 자

유발언’에 나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

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맞서 ‘전국 최초 

무상급식실시’ 명성을 훼손하지 말고 

무상급식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거창군의

회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 개정

안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군민

을 대변해서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

쳤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농민회 활

동을 하면서 농민들의 고충을 직접 체

험해 온 이 당선인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적

극적으로 나서 전국 최초로 농기계임

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실행하고 농기

계 임대범위와 운영 등을 농민들 입장

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

다. 그리고, 거창군, 버스요금 단일화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에 옯겨 화제를 모

았다. 제223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홍희 군의원은 

“버스요금 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농

∙어촌지역 등 선진사례를 보고 거창군

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

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며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처럼 복지와 긴밀한 문제

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

은 “거창군은 함양과 합천을 포함해 10

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

부 훈령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적용해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철원, 홍천, 태안, 부여 등 많은 지방자

치단체가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행 중

인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 

차원으로 뒤집어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승객의 요금 부담 감소로 지

역경제 활성화’, ‘요금 시비 등 민원 감

소’, ‘대중교통 수요 증가’ 등 유발효과

를 강조하며 “단일요금제로 주차난 등 

교통문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추진한

다면, 다소 늦지만 내실 있는 단일요금

제 시행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통해 

104건의 정책시정과 대안 제시로 감사

위원 중 가장 많은 시정 및 지적사항을 

통해 행정의 변화와 적극성을 주문하

여 군정 발전의 밑거름을 다졌으며, 군

민의 삶과 행복지수로 직결되는 34건

의 조례 발의, 300여회의 100%출석과 

5분자유발언 13회 등 집행부와 조화와 

견제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에 충실했다. 이와 같은 이의원의 혁혁

한 활동으로 제6,7대 지방선거에서 2회 

연속 거창군의회 의원 당선인 중 최다

득표 당선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홍희 의원에 대한 평가

 거창지역 내 많은 정치인들이 이홍희 

후보의 정치적 자질을 높이 평가한다. 

조선제 산림조합장은 “내가 아는 이홍

희 의원은 특유의 뚝심과 세심함이 조

화를 이루어 추진력이 필요할 때는 황

소 같고 신중함이 필요한 행정의 문제

점을 파악할 때는 여성과 같은 섬세한 

면을 갖춘 보기 드문 사람”이라며 극찬

을 아끼지 않았다. 

 최광열 전 군의원은 “샘이 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해온 저보다 행정을 더 많이 알

고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다.”며 “자신의 지역구 민원뿐만 아니

라 거창군 전체의 민원을 속속들이 꿰

뚫어 보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서 민

원을 해결하고 그 공은 해당 지역구 의

원에게 돌려주는 포용과 양보의 의정 

활동을 펼쳐 덕망 높은 정치인으로 평

가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향리 친구 이진욱 거창북부농협조합

장은 “말 그대로 이홍희는 흙수저 출신

입니다만, 군의회 의원 활동을 아주 잘 

펼쳐, 일거에 자신의 몸값을 상승시킨 

물건 중에 물건이지요.”

류지엽 편집인

재창간 특집 취재 차기 거창군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당시)은 지난 2월 14
일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정
부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
았다.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이 상은 의
정 활동의 창의성 및 적극성, 행정효율화 기여
도, 정책제안 등의 의정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 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의정 대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특유의 뚝심과 세심함이 조화를 이루어 

추진력이 필요할 때는 황소와도 같고 

신중함이 필요한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여성과 같은 섬세한 면을 갖춘 보기 드문 사람.

제8대 거창군의원(상반기 거창군의회 의장) / 제7대 거창군의원(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웅
양면 이장자율협의회 회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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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널경남 부동산정보

(주)채널경남 구인구직정보

제보 및 문의

chgn486@naver.com

제보 및 문의

chgn486@naver.com

부동산 정보 모집

채널경남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민들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무료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땅(논,밭,임양,전원주택부지 등),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외 모든 부동산에 대

해서 매매, 임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역광고는 물론 타 지역의 광고와 전문

부동산을 통해 지역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문의 바랍니다. 

E-mail : chgn486@naver.com

푸르지오 매매 정남향 30평

  매매가 : 협의

  유형 : 아파트

  면적 : 30평

  위치 : 거창 푸르지오

  기타 : 거창 푸르지오 정남향

            매매가 협의 가능

010-8923-2631

상가임대

  매매가 : 보증금 1000/ 월세 50

  유형 : 상가

  면적 : 상담

  위치 : 강변로195

  기타 : 건물주인 직접 거래

            강변로에 인접

010-6305-7977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매매

매매가 : 3억원

유형 : 가정집 1,2층

면적 : 상담

위치 : 꽃두레 식당 근처

기타 : 읍에서 가까운 거리

          

010-7486-2017

삼아그린타운 1층 매매

  매매가 : 1억 2천

  유형 : 아파트

  면적 : 95㎡(83.286㎡)/구32평형

  위치 : 거창읍 김천 1길 14

  기타 : 맞바람이 잘 통하고

            채광 조망권 좋습니다.

010-6839-0994

[거창-부산]배송직원구함

회사명 : 농업회사법인(주)올빛

업종 : 떡류 제조업

모집분야 : 배송직원

모집인원 : 1명

근무시간 : 협의 가능

급여 : 월 280만원

마감일 : 채용시

055-943-7580

물류팀 기사를 모집

회사명 : 아그리젠토(주)

업종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집분야 : 창고 관리원

모집인원 : 1명

근무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급여 : 연봉 2500이상

마감일 : 2021.06.30

055-943-9176

사회복지사 채용

회사명 : 기쁨주간보호센터

업종 :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

모집분야 : 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업무

모집인원 : 1명

근무시간 : 오전9시 ~ 오후 6시

급여 : 195만원

마감일 : 채용시까지

055-943-1326

원무과 직원 채용

회사명 : 서경병원

업종 : 공중 보건 의료업

모집분야 : 환자접수,수납,당직근무

모집인원 : 1명

근무시간 : 문의

급여 : 1,822,480원 이상

마감일 : 2021.06.30

055-940-5193

간호조무사(수술실) 채용

회사명 : 중앙메디컬병원

업종 : 일반병원

모집분야 : 간호조무 업무(수술보조 )

모집인원 : 1명

근무시간 : 문의

급여 : 210만원 이상

마감일 : 채용시까지

055-942-7575 (내선 : 6)

판넬제조 생산 및 배송직원

회사명 : 명성판넬

업종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모집분야 : 제조 단순 종사원

모집인원 : 2명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급여 : 213만원 이상

마감일 : 2021.06.24

055-94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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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숨겨둔 비밀병기 빅3 축제 아이템으로 
거창 관광사업 승부수 날리자! 

노인의 지혜와 경험은 사회적 자산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거창사회를 만듭시다.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당산마을에 이

색적인 미니 축제가 있다. 

 이름하여 ‘여왕의 날’ 

 이 축제는 힘든 농사일, 집안일 등으

로 고생하는 아내들이 이 날 하루 마음

껏 쉴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위하

여 배려하고 봉사하는 날로, 당산마을

의 40여 년 전통적인 행사로 매년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6월에 열린다. 이

날 부인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남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며 고

된 일상 중 하루 휴식을 만끽한다. 행

사를 주관한 당산마을 이장 허용도씨

는 “농촌으로 시집와 힘든 농사일로 고

생하는 아내들을 하루만이라도 위로하

고 배려함으로써 부부 금실은 물론 이

웃 간의 친목도 더 좋아지고 있다.”며 

여왕의 날 행사를 자랑했다. 행사에 참

석한 심재수(沈載洙) 거창군의원은 “북

상면 여왕의 날 행사는 그 연조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북상면 만의 독특한 

여름행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집

안 살림을 한다고 고생하는 아내들을 

위해 남편들이 천렵을 해 아내들에게 

공양을 했지요. 이 행사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여 화목한 가정

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산마을의 오랜 

전통인 여왕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계

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심재수 군의원이 말하는 천렵이란?

 

천렵이란 말 그대로 냇가에서 사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즐

길 수 있으나 여름철에 더 많이 놀이 

되며 주로 남자들이 즐긴다. 여름철 피

서법의 하나로 산수 좋은 곳을 찾아 찬

물에 발을 담그고 노는 탁족(濯足)과 

함께 행하기도 한다. 냇물이나 강가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며 헤엄도 치

고, 잡은 고기는 솥을 걸어 놓고 매운

탕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데 때

로 농악이 따르기도 한다. 천렵할 때는 

바람이 조금씩 불어야 고기가 잘 잡힌

다고 한다. 정학유(丁學游)의 「농가월

령가(農家月令歌)」4월령에 그 내용이 

소상히 나타나 있다.

 

“앞내에 물이 주니/천렵을 하여보세/

해 길고 잔풍(殘風)하니/오늘 놀이 잘 

되겠다/벽계수 백사장을/굽이굽이 찾

아가니/수단화(水丹花) 늦은 꽃은/봄

빛이 남았구나/촉고를 둘러치고/은린

옥척(銀鱗玉尺) 후려내어/반석(磐石)

에 노구 걸고/솟구쳐 끓여내니/팔진미

(八珍味) 오후청(五候鯖)을/이 맛과 바

꿀소냐.”

 심재수 의원에게 덕담을 했다. “그 참 

말입니다, 북상면 여왕의 날 축제 말이

죠, 잘 기획하면 거창 지역 축제로서 전

국적 화제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왕의 날 제목부터 끝내줍니다.”

 “허허 과찬의 말씀, 그러고 보니, 우리 

거창군에 말이죠, 숨어 있는 보물같은 

아이템들이 천지삐까리입니다, 혹시? 

김홍복 선수 압니까? 모르시죠? 김홍

복선수가 누군고 하몬 과거 60년대 함

흥철 김정남 선수 등과 함께 축구 국가

대표로서 날렸던 스타입니다. 거창군 

출신이지요. 저는 목포시에서 가수 이

난영을 스토리텔링 관광사업을 펼쳐 

대박을 터트렸듯이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축구선수 김홍복을 테마로 관광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를 주제로 

축구 훈련장을 세우자 이겁니다, 또 탁

구선수 출신이었던 그의 아내 황숙향

씨와 농구 국가대표선수로서 ‘세계가 

놀란 포워드’, ‘득점기계’,‘여자 허재’로 

불린 딸 김화순씨 등 스포츠 가족의 이

야기를 실내체육관과 축구 구장 등에 

덧씌워 스토리텔링화 하는 등으로 거

창군만의 특별한 이야기 꺼리를 만들

어 냈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심재수 의원의 말. 

 “지금 이 시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

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국민

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BTS'로 불리는‘방탄소년단’입니

다. 이 일곱명의 청년들 중에는 우리 거

창 김천동에서 자라고 창남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를 다닌 ‘뷔’라는 예명을 가

진 김태형군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광

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근거해 이루어

졌으나 현재는 스토리텔링화된 관광이 

대세이자 트렌드입니다. 연예인을 추

종하는 전 세계의 팬들은 자기가 좋아

하는 연예인의 흔적을 찾아 다니면서 

아낌없이 돈을 쓰고 즐기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음악을 처음 배우고 

색소폰을 익힌 창남초등학교와 거창중

학교, 위천천 징검다리를 건너다니던 

등‧하교길을 스토리텔링화하는 관광 

촉진 전략을 전개해 볼 것을 집행부에 

제언해 봅니다.”

조광환 기자

노마지지(老馬之智)의 지혜

 관중(춘추시대 제(齊)나라 정치가 

BC.716년 ~ BC.645년 추정)이 제환공

(제나라 15대 제후)과 고족국(중국의 

상과 주 시대에 요서 지역에 위치 했던 

제후국으로, 기원전 664년 제환공에게 

멸망되었다.)을 정벌하러 가던 중 산속

에서 길을 잃자 관중은 제환공에게 “신

이 듣건대, 늙은 말은 길을 안다고 합니

다. 이 말들은 여러 전투를 경험해서 길

을 잘 안다고 합니다. 이 늙은 말 몇 필

을 골라 말들이 가는 곳으로 뒤따라 가

십시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환공이 늙은 말을 풀어 마음대로 가

게하고 군사들이 이를 따랐다. 마침내 

제나라 군사들은 산속을 빠져 나올수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바로 노마지지(老馬之智)다. 이 이야기

는 <한비자>의 ‘설림(設林)’편에 나오

는데, 유능한 현자들도 알지 못하는 일

이나 사건이 생기면 늙은 말과 개미에

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는 제나라 관중의 가르침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농

촌의 경우도 심각하며, 특히 농촌의 저

소득층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

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

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

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

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 한 명이 숨지는 것은 도

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나이 많고 힘이 없어

도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반드시 살려

야 한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여 비록 말도 많지만 지혜

도 많다. 추잡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

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가 된

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

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집에 노인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

 오래전 미국의 인디언들은 넓은 평원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평원에서 불이 나더니 마을을 

향해 사방에서 덮쳐오는 거센 불길에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

다. 그때 어느 노인 한 명이 “큰 원을 긋

고 그 안에 불을 붙여라.”, 마을 사람들

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노인

이 시키는 대로 했다. 불에 타버린 공간

이 어느 정도 나타나자... 노인이 다시 외

쳤다. “모두 그 불탄 자리 위에 올라서시

오!” 노인은 한번 불에 탄 자리는 다시 

불이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마

을 사람들을 지혜로 무사히 구해내었다.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

다. 요즘은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지시 

수준이 높다 하나, 인생을 살면서 몸소 

배운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는 따라잡을 수 없다. ‘늙어가는 시간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한 늙음이 아

니라 쌓아 올린 교양처럼 고귀하고 원

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집에 노인

이 안 계시면 빌려서라도 모셔라’라는 

그리스 속담도 있다. 그러나, 노인이 우

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려면 노인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비참할 때 행복

한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은 없다” 이 말은 단테의 《신곡》에 나

오는 한 구절이다. 일본의 여류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는 자신의 저서 《남자

들에게》에서 오늘을 사는 노인들에게 

이런 충고를 건넨다. “자기 나이를 잊지 

말 것, 억지로 젊은 척하지 말 것, 사랑

을 하되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방법의 사

랑을 할 것” 그리고 괴테는 “더 이상 사

랑하지도 헤매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

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

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노인의 탐욕이

란 나그네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

잣돈을 더 마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말로 자기 인생을 변호해야 하는 노

년은 불쌍하다.”, “백발이나 주름살로

도 갑자기 권위를 만들 수는 없다. 권위

란 명예롭게 보낸 지난 세월의 마지막 

결산이다.” 이런 정신으로 노인 스스로

들이 자신을 잘 추수르고 다듬으면 분

명 우리 사회는 매우 맑아지고 부유해

질 것이다. 

 

노래오친(老萊娛親)

 거창군 신재화(申載華) 군의원의 노인

공경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지난 여름 

신재화 의원은 폭염이 이어지자 지역

구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 

안부 살피기에 적극 나섰다. 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이 더위에 불편을 느끼

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찾아 어르신들

의 건강을 살피겠다며 남은 올 여름 폭

염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신 의원의 노인에 대한 지극한 정성

을 보자니 중국 고사 노래오친(老萊娛

親)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 고

사는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명사 노래

자(老萊子)의 효성 어린 삶에서 비롯되

었다. 노래자는 벼슬이 싫어 산속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

다. 그는 노부모를 모셨는데 하늘처럼 

받들었다. 부모가 기쁜 일이라면 부끄

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칠십이 넘은 

어느 날 부모가 백발의 노래자를 보고

는 “아들이 이렇게 늙은 걸 보니 우리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며 탄식했

다. 그 말을 들은 노래자는 색동옷을 지

어 입고 작은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었

다. 부모를 웃음 짓게 하려고 칠십 넘은 

몸으로 재롱을 떤 것이다. 신재화 의원

이 지역구에서 실천한 노인에 대한 공

경은 노래자의 행위와 다름이 없다. 한 

지역주민이 신재화 의원에게 칭찬을 

하자 신 의원은 손사래를 하며 “사람으

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답했다. 

 내친김에 신 의원에게 효사상에 대해 

물었다. “위로 부모(노인)를 받들어 모

시면서 아래로 자식에 이르기까지 가

족 전체를 이끌고 화평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인간 생활의 근본 아닌가

요? 출발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이 

되겠지만. 그 범위를 확대 시켜 나가면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연결

됩니다. 효사상 속에는 인본주의, 이타

주의, 인내주의, 절충주의, 평화공존주

의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

들은 모두 그대로 오늘날의 세계가 절

실히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들이

지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거

창군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깊이 연구

하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전하준 보도국장

심재수 거창군의원 전격제안

거창군의회 신재화 의원을 칭찬합니다 

└ 거창군 북상면 당산마을 ‘여왕의 날’ 

└ 왕년의 스포츠 톱스타 김홍복

└ 방탄소년단 멤버 ‘뷔’ 김태형 

방탄소년단 뷔 (김태형) 불멸의 축구스타 김홍복 빛바랜 가족사진. 

‘여왕의 날’ 은 당산마을의 전통적인 행사로 매년 모내기와 바쁜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6월 초 집안일, 
농사일로 지친 부인들이 하루 동안이지만 농사와 가사에서 벗어나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남편
들이 배려하고 봉사하는 날이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함과 
애틋함을 마음껏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다. 

거창군 신재화(申載華) 군의원의 노인공경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지난 여름 신재화 의원은 

폭염이 이어지자 지역구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 안부 살피기에 적극 나섰다.

신재화 의원.제8대 거창 다선거구 (주상ㆍ웅양ㆍ고제ㆍ가북면)

 

 거창 북부농협(조합장 이진욱)은 

거창읍내 사진관과 안경점에서 고

령 농업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기

원하는 장수사진 촬영(300명)과 일

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안 및 돋보기 안경 무상지원(300

명)을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사업

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지난 5월 3

일~28일 까지 참여인원을 분산하

여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7일 농협 

거창군지부(지부장 조윤환)과 북부

농협(조합장 이진욱)은 완성된 장

수사진을 농업인에게 전달했다.

 “농업인 행복버스”사업은 도서, 오

지 등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지역으로 찾아가 장수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

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실익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

년부터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

품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

을 북부농협에서 하게 됐다.

이진욱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장기

화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기를 살

리고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하

여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에게 도움

이 될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 북부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전개
농업인들에게 장수사진, 돋보기 안경 지원

 

거창군 주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위원장 김성목, 이성호)는 지난 

5월 6일 주상면 출신의 건축 및 설

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수

리사업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재화 군의원

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재능기

부에 참여했으며, 집수리사업단 구

성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

후 집수리 일정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성목 공공위원장은 “좋은 취지

와 마음으로 봉사단에 참여해 주

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갑작

스러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주

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

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사업

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수리 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지

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

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마을이장, 반

장에게 추천받아 선정하며, 집

수리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

고 최소경비로 최대 효율을 창출

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해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주

거환경개선사업’을 선정했으며, 주

상면 출신 집수리 전문가를 구성

하여 지역 내 취약가구를 대상으

로 소규모 주거 보수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주상면 취약가구 집수리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주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수리사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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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8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중소

기업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근무환

경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

집한다고 밝혔다.

 ‘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기업은 

오늘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

며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

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2020.1.1.부터 

2020.12.31.기간 중 만18이상 34세 이

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gnchn@gntp.or.kr / 문의전화 055-

259-3363)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양질

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동환경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

크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

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레산업(대표 김경식)은 통합계측 

시스템 및 다이나모미터 제조업체로 

청년 3명을 신규채용하고 9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했다. 김두식 대표는 “커피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직원휴

게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직원들이 기

뻐하는 모습을 보고 진작에 이런 공간

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

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성기어(대표 이병원)은 ‘기어

(gear)’ 전문 기업으로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고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했

다. 소속 직원(김영은 대리)은 "화장실 

갈 때면 냄새나고 지저분하여 얼굴 찌

푸리게 되었는데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계기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된 것에 다른 직원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씨티엔에스(대표자 권기정)'

는 4년차 스타트업으로 '리튬이온 배터

리팩 제조 전문 기업'으로 1,500만원의 

개선비를 지원받아 탕비실과 휴게실 

환경을 개선했다.

 권기정 대표는 "빠른 성장에 발맞춰 

직원채용도 늘자 근무환경에 대한 요

구가 많았었는데 다행히 환경개선비

를 지원받아 직원 복지 향상에 많은 도

움이 되었다. 고용된 청년들이 계속해

서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근무환

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직원 김은영 주임도 "

훌륭한 커피 머신과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가 회사에 있어 마치 카페에서 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전보다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일수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는 특히 지원금의 5%(15만원)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여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노동의 기쁨을 제고해 나가

고 있다면서 신규 청년을 고용한 기업

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

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균 기자

변경 전 변경 후

>

통영 나폴리농원 ‘피톤치드베이비오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선정

경남도, 시설장비비  지원대상에 25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경남도, 투자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

└ 항노화, 아토피 개선 효능 ‘피톤치드베이비오일’ 14번째 공식 인정상품 선정

└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선정 계기로 항노화산업의 중심기업으로 도약

15개 시·군에 25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총 1억 6천만 원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 기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 6개월

상환유예로 기업활력 기대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기업 대상, 17일까지 신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

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 통

영의 농업회사법인 나폴리농원에서 생

산하는 ‘피톤치드베이비오일’ 제품이 

14번째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나폴리농원의 피톤치드베이비오일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안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란 편백나무 잎으로 만

든 100% 식물성 오일로 스트레스를 완

화하고, 쾌적한 수면과 아토피 치료 성

분으로 알려진 피톤치드(식물이 병원

균·해충·곰팡이에 저항하려고 분비하

는 물질)를 함유하고 있다.

 나폴리 농원은 통영 미륵도 편백 숲속

에 터를 잡고 편백을 이용한 항노화 및 

아토피, 비염, 새집증후군 등 환경 관련 

피톤치드제품을 연구개발, 제조, 체험

교육 등 농촌형 6차 바이오벤처기업이

다.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으로 지

정이 되었으며, 농림부 6차산업 인증업

체로 선정되어 있다.

 길덕한 대표는 “1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함양산삼항노화엑

스포 공식 인정상품에 항노화 및 치유 

물질이 많이 함유된 ‘피톤치드베이비

오일’이 선정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

다. 아울러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에

게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우리나라 항

노화 치유산업에 앞장서는 한편 엑스

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엑

스포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겠다.”라

고 말했다.

 김종순 엑스포 사무처장은 “통영의 숨

은 보물인 편백숲의 피톤치드를 통해 

만들어진 ‘피톤치드베이비오일’이 엑스

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 간의 협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나폴리농원을 통

해 경남에도 항노화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

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도내 우수 제품을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하여, 엑스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함양산삼항노화엑

스포 인정상품 선정 공모사업 접수기

간은 6월 30일까지다.

 현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

정상품은 14개 제품으로 ‘피톤치드베

이비오일’ 외 용추유기농쌀(지리산함

양쌀(함양농협라이스센터, 대표 강선

욱), 하미앙 와인(㈜하미앙, 대표 이상

인), 함양산양산삼 골드스틱(㈜케이앤

바이오, 대표 백승한), 산양삼 데일리

(함양농협가공사업소, 대표 강선욱), 삼

양산삼 진생흑도라지 및 산양삼(㈜진

생바이오, 대표 정재각), 산양산삼 한뿌

리그대로 외 2제품(㈜함양산양삼, 대표 

이종상), 지리산산양삼오죽달팽이(산

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 대표 서

미순), 산양삼을 품을 도라지 진액조청

(재머리농원, 대표 김영호), 함양 산양

삼정 진액(함양지리산약초개발원, 대

표 정준석) 등이다.

하동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7일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

비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결과

를 발표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

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

여 시설·장비 신규 설치, 구입 및 교

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일 개최된 경남사회적기업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은 총 25개로, △신청기업의 지

속적 사업수행 여부 △생산성 향상 

및 신규제품 생산 연계 여부 △보조

금의 용도 적합성 및 사업비의 편성 

적절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

는 논의 끝에 최종 선정되었다.

 도내 17개 시·군 56개 기업이 참여

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사

업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은 밀

양시, 함양군 등 15개 시·군이며, 지

원하는 시설 및 장비로는 컨베이어, 

플로터, 냉장고 등이 있다. 이번 사업

을 통하여 지원되는 예산은 총 1억 6

천만원이다. (도비 50%, 시군비 50%)

 경남도는 이번 시설장비비 지원이 

도내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시설장비비 지원이 코로나19

로 어려워진 도내 사회적기업이 지

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안전한 환

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

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준 보도국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

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투자기업

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금을 6개월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고 밝혔다.

 도는 도내투자기업에 대하여 사업

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대

규모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로 이전 지원, 도내 신

설·증설기업 지원,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

원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을 운용 중이다.

 이번 상환유예는 도내 투자기업 중 

사업장 부지 매입비(5년 거치‧3년 균

분 상환, 최대 50억 한도) 무이자 융자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상환

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 

융자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했으며, 이번 해에도 사

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해당 사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금 상환유

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힌다.

 이번 조치로 기금 융자지원 대상

기업 10개 업체가 총 41억 원의 혜

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예 및 연장을 받으려면 오는 17

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기

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도내 투자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다소나마 기업의 활력 회복에 도움

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도내 투

자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

류지엽 편집인

2022하동세계茶엑스포 상징이미지 드디어 공개!
└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최우선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 대중성과 창의성 갖춘 엑스포 얼굴 확정해 엑스포 준비 탄력!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엑스포의 시그니처, 

마스코트 등 공식 상징이미지[ei(expo 

identity)]를 확정했다.

 공식 상징 이미지는 지난 3월 디자인 

개발에 착수해 9일 엑스포조직위 사무

처에서 열린 보고회를 거쳐 최종 확정

됐다.

 엑스포조직위는 대중성을 갖춘 상징 

이미지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대국

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차 엑스포라는 독창성을 

갖추기 위해 시각디자인 전문가의 자

문을 수차례 받아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엑스포조직위 관계자는 “심벌마크는 

차밭을 모티프로 차의 발효에 따른 다

양한 컬러를 활용하고, 층층이 쌓여있는 

차밭의 ‘연결’된 표현은 차를 통해 세계

인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장인 하동세계

차엑스포의 지향 가치를 표현했다”면서 

“경남 야생 차밭의 굴곡과, 손가락 하트

를 연상하는 찻 잎 형상을 강조해 국제

행사로서의 보편성을 갖추면서도 특수

성을 조화한 형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코트는 이름을 하동에서 

이름을 딴 ‘하니’와 ‘동이’로 명명했

고, 찻잎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요정들

로 대한민국 차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

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차를 나눠주고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는 캐릭터다”며 

“차를 지키는 ‘요정’과 ‘히어로’의 컨셉

트로 재미나고 친근한 모습을 나타냈

다”고 설명했다.

 공식 상징이미지는 엑스포 홍보물을 

비롯해 내년에는 도내 행사장 곳곳에

서 볼 수 있고,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는 

다양한 엑스포 상품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엑스포조직위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

동세계차엑스포의 얼굴인 공식 상징 

이미지를 확정해 엑스포 홍보, 입장권 

도안, 행사장 조성 등 본격 준비에 돌입

한다”며“대한민국이 차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고,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진화된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남

은 기간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엑스포 공식 상징이미지 사용을 원하

는 기업체나 개인은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처 홍보부에 전화(☎

055-880-7033)나 이메일(visualcrom@

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가 승인한 공

식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

래, 차(茶)!’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3일

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스포츠

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하준 보도국장

코로나19 어려움 속 ‘거창사과주스’ 20톤  

중국 상하이 첫 정식 수출
경상남도 상해사무소, 제품 홍보 및 설명회 개최로 계약 성사

샘스클럽 등 주요 마트 입점 추진으로 연간 100톤 이상 수출 예상

  경상남도 상해사무소는 코로나19

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남중소

기업 수출판로 개척지원으로 경남 

거창군 소재 ‘가지리사과영농조합법

인’의 거창사과주스 20톤을 중국 상

하이에 첫 정식 수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가지리사과영농조합

법인(대표 이복덕)과 청도j&f무역유

한공사(대표 쏭짜이푸)는 온라인을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번 계약으로 1차 물량 20톤을 6월 11

일 수출(6월 9일 선적)할 예정이다.

  쑝짜이푸 대표는 ”이번 첫 선적 

물량은 30포 선물용과 3리터 대용

량 주스 등 2가지 종류로 상하이 뿐

만아니라 우씨(무석시)와 샤면(하

문시) 등 도매상에서 높은 관심을 

가져 이미 수입물량 절반 이상이 

사전 계약 완료되었으며, 3리터 대

용량 사과주스는 샘스클럽 등 대형

유통체인점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

어, 연간 100톤 이상은 수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상해사무소는 코로나19

로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매칭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국 수입바이어를 대상

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시식 및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이

번 계약 성사를 이뤄냈다.

  또한 거제유자효차(거제농산물영

농조합) 등 2건도 이미 중국 수입 

바이어 매칭을 완료하였고, 해당 상

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현재 상표 

등록 중에 있어 9월 이전에 계약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상해사무소 유정실 소장

은 ”식품유통전문가와 수입바이어

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상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

한 유통망을 가진 바이어를 대상으

로 1:1 맞춤 설명 및 연계를 추진하

고 있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면서 ”상

해사무소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민관협업을 통

한 지원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

도록 계속해서 적극 지원할 것이

다“라고 밝혔다.

김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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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구현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경상남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중앙-지방간 상생 협력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청렴정책 공동 추진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익신고 활성화,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 등 협력

└ 김경수 지사 “공공갈등 적극 중재한 권익위에 감사...공직사회 기준과 국민 눈높이 일치시켜나가야”

 경상남도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

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와 ‘공직사

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

지방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은 경남도와 권익위의 상생 협력

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

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

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부동산 취

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

도 마련･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

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

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

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

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

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 서명에 앞서 가진 인

사말을 통해 “권익위가 통영 여객터미

널과 거제 지심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주

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 이것

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

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

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

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

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

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

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

로 한 전 위원장의 청렴특강이 이어졌

다. 지난 5월 18일 공포됐고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

로 강의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부패방지시책과 맞춤형 청렴

대책에 대한 청렴 정책 컨설팅도 지원

한 바 있다.

전하준 보도국장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판매 실시

경남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지원으로 지역상생 도모한다

└ 6.14.(월) ~ 6.20.(일) 7일간 미할인된 경남사랑상품권 20억 원 판매

└ 공무원 연가보상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매기회 제공 필요

└ 동행세일 개최에 맞추어 6.24.(목) 개시되는 2차 할인 판매와 혼동 주의

└ 도내 12개소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으로 공동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4일 오전 

9시부터 20일 자정까지 7일간 2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 미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촉진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

품권 구매를 전제로 공무원 연가보상

비를 선지급한 것이 이번 미할인 판매

의 배경이다.

 연이은 경남사랑상품권의 조기 완판

으로 할인 발행 규모가 다 소진되고 나

면 상품권 구매 자체가 어렵고 도내 여

러 시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

고 있어, 연가보상비를 선지급 받은 군

인이나 공무원들이 경남사랑상품권의 

추가 구매 기회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에 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구매수요인 점과 상품권 결제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결

제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미

할인 추가 발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가정

의 달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추가 미할

인 판매’에서도 총 8억 원 이상 판매되

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에 기여한 바 있다.

 미할인으로 구매하더라도 ▲할인 구

매한 경남사랑상품권의 사용 후 잔액

이 환불받거나 사용하기에 애매한 금

액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

용 가능한 비대면 결제의 편리성을 선

호하는 경우 등 할인혜택 이외의 효용

이 존재한다.

 할인구매가 아니기에 별도 구매한도

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익

숙해진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

매단계에서 ‘미할인 구매로 진행됨’을 

알리는 안내창을 띄우고 경남사랑상품

권 구매 앱의 공지사항에도 계속해서 

게시하는 등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다

각도의 홍보 및 안내에 힘쓸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을 할인하지 않고 판

매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일조하고 추

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

의 경남사랑상품권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발표한 대로 동행세일 개최 

지원을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6월 2차 

할인판매가 6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

행되므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먼저 진행되는 미할인 판매와 2차 할인 

판매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현준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먹거리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공동

체 상생 발전을 위한 ‘농촌 마을공동체

식당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12개소에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마을공동체식당운영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를 겪는 농촌 소규

모 마을 주민들이 공동 취사를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 10명 이상, 

연 60일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은 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시설ㆍ개

보수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농촌 마을 부녀회 등 인력으로 직접 

식사를 준비해 공동 급식 실시로 식생

활 개선 및 농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 

등에 일조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함

께 밥을 먹어 가정에 홀로 남은 어르신

들도 외롭지 않게 이곳에서 식사를 하

며 주민 간 유대감도 높일 수 있어 호

응도가 높다.

 코로나19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됨에 따라 각 가

정으로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 있으

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급식이 가

능하도록 연내 시설정비를 완료할 계

획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농촌 마을공동체

급식 시설 지원을 통해 소규모 마을의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돕고 주민과 유

대감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진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대책이 필

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급식 시

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김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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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추가 모집

 거제시가 일운농협 창고를 활용한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의 

입점자를 지역 제한 없이 추가 모

집한다.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은 

일운면 지세포로 130-3에 위치한 

일운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

베이팅 공간이다.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창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청년창업공간이 조성되는 일운면 

지세포리에는 소노캄 거제(오션베

이, 마리나베이), 거제 씨월드 아쿠

아리움, 거제요트학교, 거제조선해

양문화관, 유람선 선착장, 와현·구

조라 해수욕장 등이 주변에 형성돼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동·남부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

해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입점자 모집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템

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지

역 제한은 없다. 모집인원은 음식

(식사류) 6명/공예(창작) 공간 3명

으로, 2개 분야 9명이다.

 접수는 6월 20일까지며, 참가신청

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증빙 서

류와 함께 전자메일이나 거제시청 

조선산업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

면 된다.

 입점자 선발은 서류심사, 면접·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1차 선발자(선발

인원의 150%)를 확정하고, 이후 전

문 컨설팅 과정과 오디션 심사를 통

해 10명의 입점자를 최종 선발한다.

 이형운 조선산업일자리과장은 “참

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예비 

청년창업자들이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거제시에서 창업의 꿈을 

성공적으로 펼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별 창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

록 레시피 개발, 창업 컨설팅과 교

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을 참조하면 된다.

거제시청 홈페이지

http://www.geoje.go.kr

웹사이트: http://pinlab.co.kr/

전하준 보도국장

거제시청이 진행하는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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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확대된 개인 유전자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세라체크 DNA’ 출시

위그힐 “반려동물 건강 제일 큰 고민은 관절, 
두 번째는 치아 건강”

취업정보사이트 캐치, 방학 앞둔 대학생 눈길 사로잡는 인턴 공고 발표

└ 개인 유전자 검사로 유전적 특성 확인 및 맞춤형 건강 솔루션 제공

└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운동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 원형 탈모 등 45가지 항목(52가지 세부 항목) 검사

└ 위그힐, 올 4월 ‘펫 페스티벌-멍냥 슈퍼마켓’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영양제를 먹이기 어렵다면 영양 성분이 있는 간식으로 관리

└ 6월 둘째 주 주요 기업 채용 속보

└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한화손해보험, 강원랜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외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 기업 세라

젬(CERAGEM)이 개인 유전자 검사 및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라체

크 DNA’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한 세라체크 DNA는 기존 

유전자 검사 및 분석 서비스를 리뉴얼

했다. 뉴트리션, 헬스, 피트니스, 뷰티 

등 45가지 항목(52가지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유전자 검사와 30가지 이상

의 라이프스타일 설문을 통해 1:1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세라젬 

공식 직영 몰에서 세라체크 DNA 서비

스를 신청하면 유전자 검사 키트가 택

배로 배송된다. 이후 검사 방법에 맞게 

고객이 직접 유전자를 채취한 뒤(타액 

검사) 수집 용기를 택배로 회송한다. 

이후 검사 기관이 분석을 마치면, 고객

의 유전자 분석과 건강 솔루션 등의 내

용이 담긴 결과지를 택배로 보내준다.

 유전자 검사는 45가지 항목(52가지 세

부 항목)과 12가지 항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12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45가지 항목(52가지 세부 항목)을 통

해 10가지 체내 영양소의 농도와 식욕

(배고픔·정서적 식욕), 포만감 등과 관

련된 유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체 상태 및 근육 발달 능력, 유산소 

운동 적합성 등의 운동 능력, 체중 감량 

후 체중 회복 가능성(운동·식단 관리), 

운동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 등의 신체 

능력, 피부 노화와 원형 탈모 등 미용 

부분까지도 점검해볼 수 있다.

 12가지 검사 항목을 선택하면 비타

민C 농도,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LDL·HDL), 혈당, 혈압, 카페인 대사, 

중성지방, 피부 노화, 모발 굵기, 원형 

탈모, 색소 침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라체크 DNA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세

라체크’ 서비스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

다. 현재 △세라체크 DNA △세라체크 

멘탈 헬스 △세라체크 바디 헬스 3가

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라젬은 세라체크 DNA로 나만의 유

전적 정보를 집에서 쉽게 확인하고, 신

뢰도 높은 유전자 분석 전문 기관과 전

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실질

적인 건강 솔루션을 얻을 수 있길 바란

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eragem.co.kr

김현준 기자

 한의사, 수의사 형제가 만든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위그힐’이 올 4월 공간 와

디즈에서 주최한 ‘펫 페스티벌-멍냥 

슈퍼마켓’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멍냥 슈퍼마켓은 와디즈에서 성공적

으로 펀딩을 마치고, 평점이 우수한 반

려동물 메이커 위그힐을 포함한 15팀

과 예비 메이커 1팀이 참가한 행사로 

제품 판매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도 함

께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관절 고민이 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

치아 16.7% △소화 9.9% △피부와 눈

물 자국은 각각 9.3% △알레르기 8.6% 

등으로 집계됐다.

 슬개골 탈구, 관절 관련 질환은 흔하게 

나타나나,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

고 강아지들의 숨기려는 본능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걷거나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배변, 산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절 질환과 부상을 미리 인식하고 조

기에 관리 또는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

다. 체중 관리, 운동, 산책, 보조제 등으

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호성 때

문에 영양제를 먹이기 어려울 때는 영

양 성분이 있는 간식으로 미리 관리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위그힐에서는 이런 반려인의 고민을 

반영해 한의사 형과 수의사 동생이 함

께 관절 고민을 위한 ‘관절튼튼 위시츄’, 

치아 집중 관리를 위한 ‘덴탈집중케어 

위시츄’, ‘눈물 자국&눈 건강 위시츄’ 등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덴탈 껌 3종을 개

발했다. 현재 위그힐 공식 홈페이지에서

는 부담 없이 먹여볼 수 있도록 ‘첫 구매 

100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위그힐 대표이자 한의사 최주영 대표는 

“식빵이가 딱딱한 간식을 먹다 이빨이 빠

져 어떤 강아지든 부담 없이 없을 수 있

는 부드러운 개껌을 만들었다”며 “특히 

장이 민감한 식빵이와 같은 친구들을 위

해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 편안한 소화

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그힐은 ‘닥터수 위시솔루션 샴푸 

앤 컨디셔너 3종(제너럴·퍼피·화이트)’를 

출시, 위그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주문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아시아 각지에 수출하고 

있는 기존 펫 닥터수 샴푸를 리뉴얼한 

것으로, 동의보감에 나온 특허 성분 ‘육

미지황’을 비롯해 각 제품 특성에 맞

춘 특허 성분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또 

반려동물의 연약한 피부를 고려해 pH 

7.5 약알칼리성, EWG 그린 등급 성분, 

샴푸와 컨디셔너를 하나로 해 세정 시

간을 짧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키베이직 개요
키베이직은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반

려동물과의 즐거운 동행’을 돕는 위그

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위그힐은 

10년 이상 집사 경험이 있는 한의사 형

과 수의사 동생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을 위한 브랜드다.

웹사이트: https://www.wigheal.co.kr/

류지엽 편집인

 9일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의 채용 공

고에 따르면 강원랜드, 코오롱글로벌,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아우디폭스바

겐코리아, 한화손해보험, 경농이 인턴-

신입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2021년 하계 체험형 인턴

(워터월드 분야)’ 채용을 시작했다. 모

집 분야는 수상안전 분야가 120명, 발

권 분야가 35명이다. 채용 절차는 모집 

공고, 서류 접수, AI서류전형, AI면접전

형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접수는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지원만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

력, 성별 등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소개

서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 관련 내용 

기재를 일체 금지한다.

 코오롱글로벌이 ‘2021년 채용연계형 

인턴’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건설 

△상사 △유통 △경영지원 분야이다. 

전형 일정은 서류전형, AI역량검사, 면

접, 인턴십, 최종평가, 입사순으로 이뤄

진다. 접수 기간은 6월 14일 월요일 오

후 5시까지다. 코오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지

원 자격으로는 국내/외 4년제 정규대

학교 기졸업자 또는 2021년 8월, 2022

년 2월 졸업 예정자이다.

 한화솔루션이 ‘2021년 채용연계형 인

턴’ 채용을 시작한다. 모집 부문은 △영

업/마케팅 △경영지원 △엔지니어 △

R&D 부문이다. 서류접수는 6월 21일 월

요일 오후 3시까지 한화그룹 채용 사이

트 한화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

다. 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재학생으로 

인턴 근무 종료 후 6개월 내 입사 가능자

다.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6개월 인턴 근

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가 이뤄진다.

 한화토탈이 ‘2021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시작한다. 모집 요강은 생산기

술직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2

차면접, 인턴십/최종면접 순으로 이뤄

진다. 서류 지원기간은 6월 21일 월요

일 오후 3시까지 한화인 채용 사이트

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정규 4년제 화학공학 전공자와, 

기졸업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

인 자, 전 학년 평점 평균 3.0/4.5 이상

인 자, 영어 회화 자격 보유한 자(OPIc 

IM1 또는 TOEIC Speaking LV.6 이상)

등이 있다. 전공 및 직무 관련 기술자격 

보유자를 우대한다. 인턴십 수료 및 평

가 후 정규직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21 

SUMMER INTERSHIP’ 채용을 시

작한다. 모집 부문은 Audi는 △

After Sales △Network △Sales 부

문, VW는 △Network △Sales △

Marketing&Communications 부

문, Group AS는 △Warranty △

Parts Sales&Logistics 부문, Group

은 △Comm.& CSR △Government 

Affairs △HR 부문이다. 전형 절차

는 Application, Application Review, 

Selection Process, Final Result Release 

& Job Offer, On-Boarding 순으로 이

뤄진다. 지원서 접수는 6월 13일 일요

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2021년 하반기 채용

전제형 인턴’ 채용을 시작한다. 모집 요

강은 △영업관리 △보험업무 △자산운

용 △디지털/IT △경영일반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PT/실무진), 

인턴 프로그램 최종면접(임원), 입사순

으로 이뤄진다. 접수 기간은 6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인터넷 한화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응

시 자격은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자

이다. 기졸업자를 포함하고, 학과 및 전

공은 무관하다.

 경농이 ‘2021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

턴’ 채용을 시작한다. 모집 부문은 경

농에서 영업(작물보호제), 관리(회계/

총무), 생산(원가회계/설비관리/생산), 

연구(합성연구) 부문을, 조비에서 영업

(비료) 부문을, 동오시드에서 영업(종

자) 부문을, 글로벌아그로에서 영업(친

환경 작물보호제) 부문을, 탑프레쉬에

서 영업(수확 후 관리제품) 부문이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 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인턴근무, 최종면접, 

정규직 채용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는 6월 20일 일요일 24시까지 당

사 채용 홈페이지 링크 접속 후 해당 

공고에 접수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국

내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2021년 8

월 졸업 예정자이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지금 올

라오고 있는 채용 공고들은 여름에 채

용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인턴십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며 “다양

한 산업군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으

니 정규직 전환을 노리거나 직무 경험

이 필요한 구직자들은 꾸준히 채용공

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학사 개요
진학사는 수험생, 취준생 등 고객이 인

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점에 꼭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최고의 수

준으로 제공해 최선의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Lifetime Career 

Management 회사이다. 주요 서비스로

는 입시 정보, 합격 예측, 인터넷 원서 

접수, 취업 포털, 교재 출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catch.co.kr

류지엽 편집인

세라젬이 선보이는 확대된 개인 유전자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세라체크 DNA

한의사, 수의사 형제가 만든 부드러운 덴탈 껌 ‘위시츄’

 

번개장터 “직거래보다 편한 포장 택배  

무료로 이용하세요” 배송료 0원 이벤트 시작

 취향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

장터(대표 이재후)가 거래 물품을 

픽업해 포장 및 배송하는 포장 택

배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

혔다.

 번개장터가 지난해 12월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베타로 선

보인 ‘포장 택배 서비스’는 물품 픽

업부터 포장 배송까지 책임지는 토

탈 솔루션 서비스이다.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벤트 

기간 신규 사용자는 물품 크기와 

관계없이 포장 택배 서비스를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

는 50% 할인된 2500원에 무제한으

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번개장터 포장 택배는 배송 기사

가 제품을 픽업해 포장 후 전국 배

송까지 담당하는 서비스로, 중고거

래 시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포장

하고 발송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제품 판매

자가 포장 단계 없이 제품 픽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만 선택하면 배

송 기사가 물건을 확인한 뒤 제품

을 직접 안전하게 포장 및 배송한

다. 비대면 거래가 망설여지는 고가

의 의류나 파손 위험이 있는 전자

제품, 부피가 있는 가전 등 운반이

나 포장이 까다로운 물품을 거래할 

때 더욱더 유용하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앱 내 메신저인 번개톡 

기능을 통해서 배송 현황을 실시간

으로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한편 포장 택배 서비스는 6개월간 

월평균 이용 건수가 5배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서비스 

재이용 비율은 전체 서비스 사용자

의 약 70%를 달성했고, 정시 픽업

률(고객이 선택한 시간에 물품을 

픽업하는 비율) 88%, 당일 출고율 

99%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서비스 품

질을 유지하고 있다.

 한승훈 플랫폼 사업본부장은 “포

장과 발송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포장 택배 서비스가 이미 사용해본 

이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

을 얻고 있다. 부피가 큰 주방용품

을 거래하기 위해 포장 택배 서비

스를 8번이나 사용한 사용자도 있

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많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개

인 간 거래를 경험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https://m.bunjang.co.kr

하동균 기자

번개장터가 배송료 0원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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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포유, 한국시큐리티연구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병해충 예방 방역봉사활동 전개

김수미의 엄마손맛 대구수성점 11일 개업 “탤런트 
김수미가 쌀을 보낸 이유는”

5060 스마트 신중년, 책·잡지 콘텐츠 구독 앱에 끌리다

└ 가드포유 박민원 대표, 이달 중 약 300곳 회원사, 대구 달서구에 방역봉사 의지 전달 예정

└ 탤런트 김수미, 대구수성 반찬가게 임직원들과 쌀로 이웃돕기

└ 임팩트피플스, 전국 50세 이상 남녀 대상 앱 구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삶의 궤적이 누적된 만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어...

 가드포유(대표 박민원)가 코로나19 유

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방역장비와 장

구, 재료 등을 준비해 봉사에 나설 준비

를 마쳤다.

 가드포유는 김문곤 부사장을 중심으

로 총 5명의 방역 봉사팀을 구성했고, 

이를 위해 서울에서 먼저 활동하고 있

는 룩인터네셔널(대표이사 송기훈)과 

한국시큐리티연구소 지원으로 기술 전

수 및 준비 절차 등을 마친 상황이다.

 가드포유는 대구 지역에 한해 사전 예

약을 통해 연막과 연무소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가드포유는 기존 협력 관계가 있

는 300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봉사 의

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나아가 본사 소

재지인 대구 달서구와 협의해 지역 전

역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을 목표로 두

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과 활동에 있어 각종 어려움이 지

속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온정의 움직

임은 반가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가드포유 박민원 대표는 “지금

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사도 도

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시행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지금 코로

나19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 하절기에 접어들면

서 병해충 예방 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

황이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적극 나서 지원해 보려 한다”고 

봉사의 의지를 보였다.

 가드포유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재건

축 및 재개발의 이주 관리와 범죄 예방 

용역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다. 2006년 설립됐으며 세계육상선수

권대회와 세계에너지총회, 국제 마라

톤대회, 섬유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행

사를 도급받아 주도한 경험이 있다. 이 

외에도 경호 안전관리 분야에 다양한 

실적과 활동은 지역 업계에 최고 수준

이라고 알려져 있다.

가드포유

http://www.koreaguard.co.kr

김현욱 기자

 탤런트 김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반찬가게 브랜드 ‘김수미의 엄마손맛’ 

대구수성1가점 개업 축하 의미로 쌀을 

보낼 뜻을 10일 밝혔다. 김수미의 엄마

손맛 대구수성1가점은 11일(금요일)에 

개업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슬픈 현실이 쌀 소

비의 양극화를 만든다. 코로나19로 경

제가 위축된 2020년 양곡 연도(2019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연간 1

인당 쌀 소비량은 57.7㎏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식

생활 서구화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각종 행사와 집단 급식이 준 게 

큰 이유다.

 그러나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으

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안의 쌀 소비는 느는 추세다. 맘카

페 등 여성들의 대화 공간에서는 코로

나19와 함께 느는 쌀 소비에 대한 글이 

많다. 예전에 서너 달 먹던 양이 한두 

달 만에 사라진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보인다. 특히 식비나 간식비 마련이 쉽

지 않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는 쌀 소

비가 더 많아 독이 빌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수미는 “중·노년은 어릴 때 대

부분 보릿고개를 겪었다. 배고픔의 슬

픔은 아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더

욱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하

고 싶다”며 대구수성점 개업 축하 의미

로 화환이 아닌 쌀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리하는 탤런트로 큰 반향을 일으키

고 있는 김수미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

한 김치 담그기, 김치 100톤 기부, 일일 

포장마차, 영화 재능기부 등의 선행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사투

를 벌인 대구·경북 의료종사자, 봉사자 

등에게 1억원 상당의 오리 백숙을 제

공했다.

 김수미의 뜻을 들은 대구수성1가점 

직원들도 개업 축하 화환을 정중히 사

양하는 대신 쌀로 성의를 받아 이웃들

과 의미 있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직원

들은 1000여 명에게 보낸 개업 안내장

에 ‘화환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신 쌀

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김수미의 엄마손맛 대구수성1가점에

서는 개업식 전후에 들어온 쌀을 대구 

수성구청에 14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웃돕기 쌀은 수성구 관내의 복지기관

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김수미가 평생의 음식 노하우를 매뉴

얼화한 김수미의 엄마손맛은 반찬과 

국, 찌개, 밀키트 등 250여 가지의 다양

한 메뉴를 구비한 반찬 전문점이다. 당

일 생산, 당일 판매, 국산 식자재 사용

으로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을 추구하고 있다.

씨와이비 개요
케어 푸드의 비전을 제시하는 CYB는 

2020년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식치(食

治) 전문 한의사, 왕실 음식 전문가, 영

양사 등이 연구 개발진에 포진했다. 기

업 목표는 풍부한 영양, 감미로운 맛, 

면역력 고양 반찬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바른 먹거리, 몸에 좋은 음식찬, 

맛있는 반찬으로 시민의 풍요로운 삶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현재 ‘요리하는 

탤런트’ 김수미의 250여 가지 음식 레

시피를 활용한 ‘김수미의 엄마손맛’ 반

찬 직영점을 운영하고, 가맹점을 확장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kimsoomifood.com

하동균 기자

 5060 신중년은 메신저 앱, 포탈 앱, 동

영상 스트리밍 앱 등 기존에 사용하던 

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 

책·잡지 등 다양한 콘텐츠 구독을 희망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앱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

는재단이 공동 출연한 공유가치창출

(CSV)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

(대표 신철호)가 전국 50세 이상 남녀

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

많이 사용하는 앱 △써보고 싶은 앱 △

앱 이용 불편 요인 △앱 만족 요인 등

으로 구성됐다.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온라인 설

문으로 실시됐으며, 총 461명(전체 응

답자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 82.7%)이 

설문에 응했다.

◇책 구독, 쇼핑, 게임, 금융까지… 
신중년은 앱에 목마르다

 응답자들이 앞으로 쓰고 싶은 앱에서

는 ‘책, 잡지 등 콘텐츠 구독(31.7%)’, 

‘쇼핑(29.7%), ’게임(29.3%)‘, ’금융

(24.1%)‘ 등이 상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동영상, 음악, 스트

리밍 앱(18.7%)‘, ’리워드앱(0.9%)‘ 등에 

관심을 보였다.(복수 응답)

 앱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회

원 가입, 로그인 절차의 번거로움’이 

51.2%로 높게 응답돼 눈길을 끌었다. 

그 외에 ‘어디서 앱을 찾는지 모르겠

다(33.6%)’, ‘앱 인터페이스의 어려움

(27.1%)’, ‘앱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됨(22.8%)’, ‘앱 다운로드 방법이 어렵

다(9.5%)’ 등의 답변이 나왔다(복수 응

답). 신중년 대상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련 앱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앱 이용 가

이드 서비스를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45%가 ‘그렇다’고 응답했

으며, 35%는 ‘의향 없다’, 20%는 ‘잘 모

르겠다’고 응답했다.

 임팩트피플스 신철호 대표는 “5060 신

중년은 자녀를 독립시킨 후 이제부터 무

엇을 할까라는 고민과 그 동안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동시에 있는 

시기”라며 "삶의 궤적이 누적된 만큼 다

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이것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련 비즈니

스를 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중년은 메신저와 포탈, OTT 앱
을 좋아해

 응답자의 하루 평균 사용 앱 개수는 

‘3~5’개가 52%로 가장 높았으며, ‘6~9

개(24%)’가 뒤를 이었고, ‘1~2개(20%)’, 

‘10개 이상(4%)’로 신중년은 하루에도 

여러 개 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가장 많이 접속하는 앱 종류는 ‘카카오 

등 메신저 앱’이 35.8%로 가장 높았으

며, ‘네이버, 다음 등 포탈 앱’이 25.4%,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 

앱’이 23.6% 순이었고, 이외에 은행 및 

증권 앱(3.5%), SNS 앱(3.0%), 교통 앱

(2.8%), 게임 앱(2.6%), 쇼핑 앱(1.5%), 

리워드 앱(1.1%) 등이 뒤따랐다.

 본인이 직접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하

는 경우가 74%, 가족에게 요청해서 다

운로드하는 경우가 24%로 나타나, 신

중년 대부분은 필요한 앱을 직접 다운

로드받고 있음이 돋보였다.

◇ 만족스러운 앱은 ‘카카오톡’, ‘네
이버’, ‘유튜브’

 가장 만족스러운 앱을 자유롭게 응답

하게 한 결과 카카오톡이 23.9%로 가

장 높게 응답됐으며 네이버(19.7%), 유

튜브(18.2%), 넷플릭스(2.8%), 은행 및 

증권 앱(각 은행 및 증권사 앱 통합, 

2.2%)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경우 편리한 소

통과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만족 이유로 꼽았으며, 유

튜브와 넷플릭스는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팩트피플스 개요
임팩트피플스는 유한킴벌리가 함께

일하는재단과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

출과 비즈니스 기회 확장의 연계를 통

해 초고령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CSV) 개

념으로 추진한 시니어 일자리·비즈니

스 플랫폼 기업이다. 기업, 단체 및 공

공 영역 협력을 바탕으로 시니어 비

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

는 게 목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

공 기관 및 대기업 협력 시니어 일자

리 창출 사업 △시니어 이커머스 사

업 △시니어 패널과 연계된 시니어 전

문 리서치 사업 등이 있으며 앞으로 5

년간 시니어 일자리 1만개 창출, 회

원 3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mpactpeoples.co.kr

전하준 보도국장

가드포유 담당자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미의 엄마손맛 하남 미사점

5060 신중년은 메신저 앱, 포탈 앱, 동영상 스트리밍 앱 등 기
존에 사용하던 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 책·잡지 
등 다양한 콘텐츠 구독을 희망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앱을 사
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회 팜터지고 펀한 농업·농촌 

영상 공모전 개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

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우리 농

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와 인식 전환을 위해 ‘팜(Farm)터지

고 펀(Fun)한 농업·농촌 영상 공모

전’을 개최한다.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농업·농촌 영상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Z세대도 

참여하기 쉬운 스낵영상 부문과 일

반 부분으로, 1차(6.7.~7.26, 인포그

래픽, 애니메이션, VR 콘텐츠, 스낵

영상)와 2차(8.2.~9.30, 미니다큐, 단

편영화, 뮤직비디오, 스낵영상)로 

나눠 진행한다(*스낵영상 : 이동 

시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짧은 

러닝타임의 영상).

 시상은 접수 완료 후 회차 별로 심

사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

상식(찾아가는 시상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한 일

반 분야 18개 작품과 네티즌 투표

를 통한 스낵영상 분야 6개 작품 및 

참가상 등을 선정해 총 27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일반 분야 수상자 일부는 추

후 농정원의 농업·농촌 전문 유튜

브 채널인 ‘스마트팜TV’의 영상 제

작에 참여할 기회도 부여한다.

 영상 등의 수상작은 ‘스마트팜TV’

와 농정원 SNS 채널 등을 통해 송

출해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본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농업·농촌

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상황에

서 많은 국민이 이번 공모전에 참

여해 우리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

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공모전 홈

페이지와 운영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약

칭: 농정원)은 농식품 분야의 인재

를 키워내는 교육, 농촌 가치 및 우

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 

스마트팜 등 ICT 기술을 농업 현장

에 반영하는 정보화 사업, 귀농·귀

촌과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

spectory.net/epis/farmfilm

웹사이트: http://www.epis.or.kr

류지엽 편집인

팜터지고 펀한 농업·농촌 영상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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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

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

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보수는 현상 유지

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

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보수는 진보와 함께해야 

 보수와 진보의 예를 한 번 들어보자 

미국의 남북전쟁은 사실상 보수와 진

보의 전쟁이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은 미국의 산업화가 발전하던 북

부 공업지역 자본가들이 노동력의 부

족을 느끼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요

구하자 노예로 독식하던 남부의 면화 

농장주들이 반대로 전쟁이 일어난 것

이다. 같은 자본가들의 노동력을 얻

기 위한 전쟁에서 기존의 노예시장의 

활성화로 부를 차지하던 남부의 농장

주들은 북부의 흑인 노예 해방의 반

대한 것은 보수의 입장에서 새로운 

개혁을 반대한 것이 되고, 북부의 산

업화 자본주에겐 새로운 노동력의 시

장을 만드는 진보가 된것이다. 지금 

와서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이라고 부

르지만,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 북

부에서는 흑인마저 군대에 입대를 시

켜서 전쟁에 이기면 노예제도를 없애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으니. 따

지고 보면 노예 해방이라고 부르지

만,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

회는 보수와 진보는 서로 무슨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결코 바

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은 보수, 진보 

두 진영은 모두 상대방의 비판을 겸

허히 받아들이면서 밝은 미래를 향하

여 함께하는 ‘사상체계’ 정립이 필요

하다. 보수는 진보의 걸림돌이 아니

다. 또한 진보는 보수의 장애물이 아

니다. 서로 호환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진보는 새롭고 참신하

게 미래를 보며 나아가고 보수는 옛 

가치관 중 옳은 것을 지키며 새것을 

배우고, 옳은 것을 동조하며 옳지 못

할 때는 충고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

는 옛 것에서 배울 것은 배우며 버릴 

것은 버리고 동조해야 할 것은 동조

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로 슬기롭게 넘어가야...

 온고지신(溫故知新) 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

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

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

득되어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

는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

치일 것이다. 이 말처럼 보수가 '온고' 

뿐만이 아니라 '지신' 또한 겸비해야 

한다.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조상들의 지혜나 기존에 있

었던 가치들, 정신들을 계승하고 지

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 과학

이 초고속으로 발달하는 시대에는 매

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신기

술들로 인하여 옛 것이 소홀히 여겨

질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보

수의 가치로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가 잘못된 것

은 결코 아니다. “20대에 사회주의(진

보)자가 아니면 바보고 또한 50이 넘

어 아직도 사회주의자면 그 또한 바

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는 사회주의는 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보

수에 가깝다.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상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

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달

라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가 2019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행사장으로 
들어서자 '망언 의원' 징계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조화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는 서로 무슨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밤에 읽는 한 편의 詩

별
밤의 입천장에 박힌 잔 이빨들, 뾰족하다

저 아귀에 물리면 모든 罪(죄)가 아름답겠다

독사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는, 별의 갈퀴

하얀 독으로 스미는 罪가 나를 씻어주겠다.

신용목

1974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2000년 작가세
계 신인상에 「성내동 옷수선집 유리문 안

쪽」 외 4편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
로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와 『바람의 

백만번째 어금니』가 있다. 시작문학상과 육사시
문학상 젊은시인상을 받았다.

깨 진 
유리창
이 론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라는 범죄학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즉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

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

로 범죄가 확산 되기 시작한다는 이

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

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지나치는 

일상생활의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를 빨리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큰 범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

는 이론으로 지금은 범죄 뿐 만 아니

라 사회 경제 정치 여러 분야에서 응

용되고 있다. 당시 미국의 범죄학자

들은 뉴욕의 구석진 골목에 2대의 차

량 모두 본넷을 열어둔 채 주차시켜

두고, 차량 한 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

고 일주일을 관찰한 결과, 본넷만 열

어둔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 전과 동

일한 모습이었지만, 앞 유리창이 깨

져있던 차량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하게 파손되고 훼손되었다는 결과

를 발표했었다. 또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사회정책에 응용하기도 했는

데 그 대표적 사례가 1980년대 뉴욕

시의 지하철이다. 당시 뉴욕시는 시

민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

지 말라는 경고를 할 정도로 치안 상

태가 형편없었다. 뉴욕시 당국은 ‘깨

진 유리창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

록 이런 경고를 하다가 결국은 깨진 

유리창을 치우기로 했는데 바로 지하

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는 것이었

다. 그런데, 낙서를 지우고 지하철 내

를 깨끗하게 정리하자 지하철에서의 

사건‧사고가 급감하였다고 한다. 우

리나라도 지난 2012년 10월, 노숙자

들이 많아 무척이나 지저분했던 서울

역 부근에 국화꽃 화분으로 꽃 거리

를 조성한 후부터 깨끗한 거리가 만

들어졌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

다. 범죄학자들은 ‘깨진 유리창 이론’

은 범죄학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조

직 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즉, 직

원의 미숙한 응대가 기업의 앞날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한 명의 직원 서

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고객센

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기

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명의 직원이 가진 

‘깨진 유리창’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요

즘 더더욱 이런 ‘깨진 유리창’은 인터

넷을 통해 전달되고 확산 되어 고객

들이 불매 운동을 벌일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어디 기업에만 이런 이론이 

먹힐까? 우리나라 정치에도 ‘깨진 유

리창’들이 많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

고 별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깨진 유

리창’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문제, 자식의 대학 

부정 입학, 직장 청탁, 아파트 투기 등

등. 이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

두가 ‘깨진 유리창’을 치우는 작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즉, 총체적 위기

는 사소한 위기관리의 부재에서 올 

수 있기에 ‘깨진 유리창’은 바로 수선

해야 한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한성주 칼럼 리스트

“노트북을 열며”

“이제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진 유리창’을 치우는 

작업에 앞장서야

”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은 뷰티웰니스과 재학

생 10명이 제17회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에 대학부에 

참가하여 최상위권상인 대회장상 및 대상을 비롯한 다

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는 IBSC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

K미용연협회, (사)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사)반영구화

장미용사중앙회, (사)아시아 페이스 페인팅 협회에서 

공동주관한 국제 미용대회로 아시아권의 미용문화를 

교류하고 참가선수들의 기술과 재능을 겨루는 기술경

연대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공모전으로 실

시하였으며 1,300대 1의 높은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

 수상자는 ▲대회장상-윤세림(헤어_혼합퍼머와인딩) 

▲대상-박미현, 김배화(헤어커트) ▲국회의원상-임소

현(패션메이크업) ▲금상-김수정, 박지은(헤어커트) 

▲은상-강다윤(헤어_퍼머와인딩) ▲우수상-이혜인 

변수연, 한서인(헤어커트)를 각각 수상했다.

 뷰티웰니스과 손애량 학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1년도 국제미용대회에 참가해 현장경험과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생

들에게 출전비 및 재료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미용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기자

경남도립거창대학 
제17회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수상

경남도립거창대학은 뷰티웰니스과 재학생 10명이 제17회 국
제미용기능경기대회에 대학부에 참가하여 최상위권상인 대
회장상 및 대상을 비롯한 다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
상했다. 

박통 ( 취재본부장 )

“가조민물장어, 요놈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
 거창군 가조면, 이 마을 풍수형국은 

백두산 천지와 닮은꼴이다, 해서 땅

의 생김새”에서 서기가 흐른다. 조용

헌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단국대석

좌교수)는 가조면을 가리켜 지친 사

람의 성정 을 맑게 해주는 반야와 같

은 고장이라고 말한다. 여행작가 김

상범은 “화하반일객, 가조면의 풍광

과 인심이 너무 좋아 가조에 오면 망

아의 경지가 되고 만다.”고 극찬한

다. 그는 가조면 백두산온천에서 미

역을 감고 가조 특산 미나리에 삼겹

살, 민물장어로 포식하는 게 삶의 즐

거움이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가조면

은 미나리 외에도 미부인쌀, 양파, 딸

기 등 청정지역 농산물로 명성이 자

자하다. 이 좋은 땅에서 둥지를 틀기 

위해 많은 도시인들이 귀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여름 가조면 우둔산 자

락은 꽃으로 만개하다. 필자는 정력

보강차 가조면 맛의 지존 민물장어

집을 찾았다. 민물장어는 지구상 각

종 동물 가운데 가장 미스터리한 것

으로 이름 높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장어 뱃속에서 알이 보이지 않는 것

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대부분의 어류는 알을 낳아 번

식하지만 장어는 예외다. 장어는 수

컷도 암컷도 아니다. 장어는 물이 고

인 진흙 속에서 그냥 생겨난다.”고 했

다. 맛 평론가 허만갑(낚시칼럼니스

트·유튜브 낚시강의 허기자 TV 제

작)에 따르면, “장어의 몸속에 알이

나 정소가 없는 이유는 20세기에 들

어서야 밝혀졌다. 1921년 덴마크 어

류학자 요하네스 슈미트는 유럽에서 

6000㎞ 떨어진 대서양 사르가소해에

서 유럽 뱀장어의 유생을 발견했다. 

민물에 사는 뱀장어가 바다에서 태

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일

본의 어류학자들은 극동아시아 뱀장

어의 산란장을 30년간 추적한 끝에 

2009년 필리핀해 마리아나해구에서 

뱀장어 알 31개를 세계 최초로 발견

했다. 알은 200~260m 수심, 18~22도 

수온에서 산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장어의 일생! 녀석들

이 왜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바다에 알

을 낳는 것인지, 왜 산란장에서 그토

록 먼 하천을 찾아가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물 장어는 인체에 필요

한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덩어

리이면서  최상의 스테미너 정력강장 

식품이다.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활을 하

며 EDA‧ DHA는 혈소판의 응고를 방

해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칼

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뛰어

난 효과가 있다. 거창군 가조면 가조

민물장어 주인은 말한다. “장어에는 

비타민 B1, B2 * 비타민 A, D, E의 보

고입니다. 따라서 항암효과, 피부미

용, 노화 방지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

다.” 고서에도 동의보감, 본초강목, 조

벽공잡록에 피부미용, 원기회복, 정

력증강에 좋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많

이 있다. 또한, 가을이면 수만리 바다

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달 동안 헤

엄친다는 것만으로도 영양적인 요소 

외에 심리적인 요소에서도 훌륭한 강

장식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허

허~~

 그렇다, 민물 장어는 내부에 강한 양

기(陽氣)를 가지고 있으며 폐(肺)와 

대장(大腸)의 허약(虛弱)을 돋우는 

고단백 식품 중의 하나이다. 

조광환 기자

정력보강 책임지는

가조면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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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

박통 전 거창군 고엽제 전우회장 전격인터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베

트남 전쟁 성격을 이렇게 말한다. “베

트남 전쟁은 냉전이 낳은 금세기 최고,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

아(구 소련)와 동유럽의 사례에서 공산

주의 사상이 이웃 나라로 전파되는 속

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저

지시킬 전략을 세웁니다. 호치민이 이

끄는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하게 

되면, 결국엔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는 것을 극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

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미국은 

수십만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시켰

다. 치열한 전장에서 미군 병사들이 많

이 희생되었으며, 이에 미국은 유엔을 

움직여 한국전쟁처럼 전 세계의 병사

를 모으고자 했지만, 국제적 지지를 받

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박정희 쪽에 선

을 대, 비밀협상을 통해, 한국군을 참전

시키게 된다. 미군은 한국군을 상대적

으로 군사적 요충지 및 위험한 전장에 

투입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

쟁으로 엄청난 경제적 호재를 얻게 된

다. 월남전 특수(?)로 나라 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

로를 세웠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고엽제 후유증...

 한국은 1964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 모든 한국군이 철수할 때까지 약 

32만 명을 파병했다. 이 기간에 약 5천

여 명이 전사하고 1만 1000여 명이 부

상을 당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

전 용사들의 후유증은 컸다. 미국은 베

트남 전쟁 때 적군을 몰살시키기 위

해 고엽제를 살포했다. 정글에서 기습

적으로 치고 빠지는 베트콩('베트남 민

족해방전선' 군인)에 놀란 미국은 정글

의 나무와 잎사귀, 풀포기까지 씨를 말

라 죽이는 고엽 작전을 펼쳤다. 여기에 

B-52 중폭격기 편대가 단 한번 출격에 

200t의 폭탄을 쏟아 붓는 '융단폭격'도 

실시, 베트남 전역을 거의 초토화시켰

다. 박통 전 거창군 고엽제 전우회장에 

따르면, “미군은 공중살포를 통해 무차

별 고엽제 뿌렸다.” 미군이 베트남전에

서 사용한 고엽제는 제초제 2, 4, 5-T

와 2, 4-D를 혼합한 물질인데 말이야, 

미 공군은 지상군으로부터 베트콩 은

신 지역의 좌표를 받으면 즉각 C123 수

송기나 무장 헬기에 고엽제를 가득 담

고 출격해 공중에서 밑도 끝도 없이 정

글에 쏟아부었지~ 이 기간 동안 현지

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우리 한국 군인

들에게서도 고엽제의 후유증이 발생했

는데, 전립선암, 폐암, 간암, 림프종 등

의 암,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장애, 피

부 질환, 신경정신과적 장애 등이 발생

했다오.”  전쟁이 끝난 후 고엽제 후유

증은 대단히 컸다. “1978년경부터는 미

국 정부를 상대하여 소송이 이루어졌

고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전에 참

전한 한국군인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속출했는데, 이는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 살포 지역의 약 

80%가 한국군 작전지역이었기 때문이

었다오.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엽

제에 노출되었던 많은 한국 군인들이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고생했지

요.” 박통 회장은 말한다. “국가는 고엽

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 전쟁 참

전용사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하는데 현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1년 2월, 국

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고엽제 피

해 참전용사와 참전용사의 보훈 가족

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 후유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이하 고엽제법)』개정안 및『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엄 의원은 말한다.  “고

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는 건

강 및 신체기능 약화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대다수

다. 현행법은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2세 환자에게 수당

을 지급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수당 지급 대상

자가 사망 시 직계가족들의 생계가 어

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

예 수당과 고엽제 피해로 인한 수당의 

지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고엽

제 피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

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 의원

은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이들의 보

훈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

안을 발의했다,” 고엽제법 개정안은 고

엽제 피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당 지급 자

격을 승계받고 사망일시금을 지급 받

도록 했다. 또한, 신체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고궁, 공원 이용료 및 수송시

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참

전용사와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

화했다.

문제의 브라운 각서! 

 지난 2018년 8월 14일 박통 거창군 고

엽제 전우회장이 채널 경남 방송 프로그

램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에 출연, 월남

전 비화를 들려줬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 전투수당을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기자는 박통 회장을 만났다. 

-월남 참전용사 전투수당을 국가가 
가로챘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자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의 전‧후 
사정, 앞과 뒤를 설명해주시죠.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파월

참전용사들은 구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1975년 미 

육군성 논문 <미 육군성 베트남 유엔

군 참전 연구 교서> 125페이지 월남참

전 유엔군에 대한 연구라는 문서를 보

면요,  1965년 6월 23일 김성은 당시 국

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 동의를 앞

두고 주한 유엔 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문서 10개 항목 중, 8항에 의하면 “월남

에 파병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

에 지불 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하기로 한다!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

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미군은 1인당 전투유지비 년간 

$13,000로 월 $1083로서 전투부대 필

리핀 $7.000, 비전투부대 태국 $6.000, 

비전투부대 $5000 지불했는데, 우리 

한국군은 $5000 달러 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투부대 실제 $116.99지

급 대비10.80 %로 가장 적게 지불한겁

니다. 89.20%($ 966.01)를 국가에 귀속, 

비자금으로 박정희 권력이 유용한 게 

아닌가? 우리 참전용사들은 의심하고 

있지요. 속설(유비통신)에 따르면 박정

희 전 대통령은 파월용사들에게 줄 전

투수당 등을 유용, 경부고속도로와 정

치 비자금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박

정희 시절 한국측과 미국측은 이른바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한

다. 브라운 각서에 한국군 처우 문제

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포함한 봉

급 일체를 지불했다.” 그러나 박통 회

장 등 참전용사들은 “당시 정부는 일부

만을 장병에게 지급하고 90% 가량은 

경제발전 비용으로 전용(轉用)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1970년 미국 상원은 <

주월 한국군 추가수당지급 중지안 통

안〉를 가결한다. 이 중지안 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1970년 8월 20일 미 

상원은 FY 군사조달법안 심의 중 ‘풀

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안한 

‘주월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支辨)하여

온 해외 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

는 것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박

통 회장은 이를 두고 “‘해외 근무 및 전

투수당’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미

국은 당시 주월 한국군에 해외수당만

이 아니라 전투수당도 지급했다.”고 주

장한다. 이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당시 주월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주월 미군보다 많은 금

액을 받았거나 적어도 주월 미군 수준

에 이르는 봉급을 제공 받았다고 추정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정부 입장을 들어보니 “당시 '전투
근무수당'이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
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파병수
당'으로 전투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했다던데요. 국방부 입장은 당
시 유효한 법규에 의해 적절한 수당
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했다던데요?”

 (법원 역시 2014년 "월남전 파병 군인

들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기해 전투수

당을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별

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1997년 7

월,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

투수당 등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패

소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

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

다는 이유다.) 

 “이 무슨 귀신 씨니락 까먹는 소리인

가요? 참으로 기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투도 국내에서 비상사태

가 발생해야 전투이고 , 외국에서 하는 

행위는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동안 '월남전 참전전투수당'을 되돌

려 받기 위해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

원회는 100만명 서명운동, 대토론회 및 

공청회, 개인적 혹은 파월전우의 여러 

단체에서 요로에 진정서 제출 , 전투수

당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촉구 전국 

별동대 구성 및 활동 등 다각도로 광범

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지만 아

직 별다른 정부쪽 반응이 없다. 

-현재 참전용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 ▲참

전명예수당 인상 ▲고엽제 피해 배상 

요구 ▲고엽제 피해 사망자 유족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이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이역만리 적지에 뛰어든 베트남 참
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기
회가 되면 채널경남 지면에 박통 회
장님의 베트남 전투 모습 군 복무 
생활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좋
습니다, 언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채널경남 특별취재팀 

파병 맹호부대 장병을 격려하는 박정희 대통령. 

현재 참전용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미지급 전투수당 환급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엽제 피해 배상 요구 

▲고엽제 피해 사망자 유족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이랍니다.

베트남 전쟁 현장.  

“찜요리의 명가 큰손 도깨비에서 보신하고, 금원산에서 기공수련합니다”
 찜! 원래는 시루에 쪄서 만들었으나, 

조리 용구의 다양화·간편화에 따라 음

식명은 그대로 남고, 조리법은 대부분 

끓여 익혀 국물 없이 만드는 것으로 변

하였다. 찜 요리를 할 때는 주재료에 갖

은 양념을 하여 물을 약간 넣고 푹 익

혀 재료의 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만

든다. 주로 어패류나 닭·갈비·사태육·

우둔육 등 동물성 식품을 주재료로 하

고, 채소·버섯·달걀 등을 부재료로 한

다. 우리 음식에서 찜이라 불리는 음식

은 매우 많고 그 기법도 다양하다.

 ≪증보산림경제≫ 우육증방(牛肉蒸

方)에서는 “자기(磁器)내에다 고기와 

술·초·장 등 조미액을 알맞게 넣고 주

둥이를 봉하여 약한 불로 중탕하여 자

(煮)함으로써 연란(軟爛)하기를 기다

려 먹는다.”고 하였으니 자(煮)한다는 

것은 증(蒸)으로, 중탕식자숙(重湯式煮

熟)찜을 말한다.

 ≪임원경제지≫에서는 “증이란 갱(羹)

의 소즙자(小汁者)이다.”라고 하여 조

미액이 고기에 베어 들어가서 조금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합

총서 閨閤叢書≫의 메추라기찜은 “국

물이 바특하여 제 몸이 다 익은 뒤에는 

젖을만하여야 좋다.”라고 되어 있다. 이

와 같이, 찜은 조리기법에서 온 명칭이

라기보다, 마무리가 된 상태가 수증기

로 쪄냈을 정도의 즙기를 가진 상태가 

됨을 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솥에 

넣은 물이나 재료 자체의 수분이 증기

가 되고 이것이 증발하지 못하니 결국 

수증기에 의한 가열 방법이라 볼 수 있

어서 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찜은 반상·교자상·주안상 등 여

러 상차림에 놓인다.

 거창군 거창읍에 찜 요리전문점이 있

다. 위치는 화성주유소 옆 골목, 상호는 

큰손 도깨비. 

 “안녕하세요? 저희 큰손도깨비 거창

점은 인기 별미인 뼈찜. 찜닭. 갈비찜 

전문 배달업체입니다. 물론 고기의 질

도 중요하지만 고기의 맛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찜 

모든 메뉴는 딱 두가지 소스가 있는데 

간장. 고추장 베이스입니다. 달콤하게 

드시려면 간장, 매콤하게 드시면 고추

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계도 1.2.3

단계가 있답니다. 이 맛 보시면 중독이 

돼서 책임 못 집니다.“ 뼈 찜 주재료는 

돼지등뼈이다. 돼지등뼈는 골다공증에 

아주 좋다. 돼지등뼈에는 풍부한 칼슘

과 비타민 E, 비타민 B가 들어있다. 연

골 부위까지 먹으면 사람의 연골에도 

좋다고 한다. 김영삼 한의사에 따르면, 

돼지등뼈는 원기 회복에 넘버원이란

다. “체질이 허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

나 체력이 필요하신 분이 먹으면 훌륭

한 스태미너 음식이 되겠습니다. 성장

기 어린이들에게 좋겠으며 빈혈을 개

선하고 간장을 보호하지요.” 큰손 도깨

비의 또 다른 별미는 닭찜이다. 닭찜 속

에 메추리알 당면, 미니 만두가 들어있

다. 당면은 우리들 뇌리 속에 추억의 음

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릿고개시절 

잔칫날에만 등장하는 브아이피(VIP) 

스페셜 음식이 아니던가~! 

 당면은 녹말로 만든 국수를 말한다. 주

로 고구마 전분이 많이 쓰인다. 조리 

전 상태에는 조금 불투명하고 바싹 말

라 있는 모양이며, 탄성이 있어 구부려

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 조리를 통해 

열과 수분을 가하면 더 투명해지며 쫄

깃함을 가진다. 예전에는 녹두를 주성

분으로 만든 당면도 꽤 나왔다는 듯하

다. 한반도에는 청나라 때 최초로 들어

왔다고 알려졌다. 청나라에서 전래 되

었으므로 오랑캐 면이라는 뜻의 호면

(胡麵),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뜻의 당

면 등으로 불리면서 당면으로 불리게 

된다. 돼지등뼈찜에는 시래기가 가득

하다. 시래기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친

다. 시래기 속에는 엄청난 약성이 스며

들어있다. 대하사극 대장금 요리 이론 

제공자 이원섭 옹에 따르면, “시래기는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 카로틴과 엽록

소, 비타민 B, C가 많이 함유돼있고, 식

이섬유와 칼슘, 철분도 풍부하며 다이

어트에도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

어뜨려 동맥경화 억제 효과도 있다.” 

밑반찬으로 또 하나의 추억 음식 뻔데

기대기뻔!이 나온다. 번데기의 단백질

은 100g당 22.30g으로 풍부하여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 근육과 호르몬 등에 

효능이 있어 원기 회복, 활력 증진으로 

스테미너 강화에 효과적이다. 아연도 

풍부하여 임산부의 태아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큰손도깨비 식당 주문배

달은 고고씽~ 055-943-7010. 

조광환 기자 

“갈 때 까지 가보자” 출연, 장안의 화제를 모은 식객 조광환의 거창 맛집 발견!

우리동네 맛집순례

"돼지등뼈는 원기 회복에 넘버원이란다. “체질이 허하고 힘이 없는 분들이나 체력이 필요하신 
분이 먹으면 훌륭한 스태미너 음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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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거창창포원 드디어 ‘문 활짝’

 이홍기 전 군수는 군수 역점사업으로 

합천댐 상류 지역에 거창의 랜드마크

가 될 30여만평 규모의 창포원과 북부

권에는 산림레포츠파크, 가조권에는 

항노화 힐링타운, 온천 마을 등 새로운 

기반 조성과 금원산, 수승대 등 기존 관

광지를 잘 조화시켜 스토리텔링을 통

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거창을 서부

경남 최고의 관광레저산업 명소로 만

들기 위해 추진했다. 당시 거창군에서

는 국가하천인 황강의 수변 경관과 어

울리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영농오염

원을 줄여 하천 수질도 보호하고,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거창창포원을 조성하게 되었

던 것이다.

 거창군은 5월 15일 구인모 거창군수

와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 및 의원, 

경남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1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창포원 개

장식을 가졌다. 거창창포원은 2011년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39억 원을 투

입해 조성한 42만4,823㎡(약 13만평), 

축구장 66배 규모의 수변생태공원으로 

2017년 12월 준공 후 ‘사계절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창포원 활성화를 위

한 기반 마련 후, 지난해 개장식을 계획

했으나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고 5

월 15일 정식으로 개장하게 됐다. 개장

식은 경과보고, 내빈축사, 기념퍼포먼

스 순으로 진행됐고, 방문자센터 옥상

정원에 전시된 아리미아 꽃과 열대식

물원의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관

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창포원

에는 백만 송이 꽃창포가 장관을 이루

고 있고, 여름에는 수련과 수국이, 가을

에는 국화와 코스모스, 갈대의 물결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며, 추운 겨울에

도 4계절 운영되는 열대식물원에서 아

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민속

그네 타기, 여름철 가족물놀이, 자전거 

대여, 자연에너지학습관 등 다양한 체

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거창군은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수변생태 

자원화사업에 선정돼 3년간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연보전시설’의 낙우송

과 왕버들숲, 모래톱과 ‘관찰시설’의 부

유데크, 생태탐방로, 산책로, 전망광장, 

체험학습장과 함께 ‘이용편의시설’로 

조류관찰대, 어도, 쉼터 광장 등을 조성 

중에 있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전액 국비로 46만7,170㎡(14만평) 

규모의 제2창포원 조성사업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제2창포

원 조성이 완공되면 순천만에 버금가

는 국가 정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로 간소

하게 거창창포원의 문을 열었지만 앞

으로 꽃창포의 우수 품종 개발과 다양

화, 규모화를 통해 거창창포원을 국내 

최대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국

가 정원 지정에서 나아가 세계적 정원

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창포는 수질을 정화시키는 식물로 단

옷날 머리를 감는 전통적인 풍속과 실

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꽃창포는 세

계 4대 아름다운 꽃에 해당 될 정도

로 자태가 곱고 매우 아름다운 꽃이

다. 거창창포원은 공원면적이 424,823

㎡ 규모로서 축구장의 66배 크기로 대

규모 수변생태공원으로 이루어져 있

다. 봄에는 100만본 이상 식재된 꽃창

포가 아름답게 군락을 이루고, 여름철

은 연꽃, 수련, 수국을 테마로, 가을은 

국화, 단풍을, 겨울에는 열대식물원과 

145,200㎡의 유수지와 습지 주변에 억

새, 갈대를 테마로 4계절 색다른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대식물원은 

1,542㎡의 면적에 아열대원, 지중해원, 

선인장원, 난초원, 유실수원, 온대식물

원으로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거창군 관계자의 말이다. “아열대식

물이 190종 4,500본이 식재되어 있으

며 겨울철에도 푸르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창

창포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힐링체험테

마시설들이 있습니다. 자연에너지학습

관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는 어린

이도서관, 에너지 재활용 홍보관, 4D영

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지엽 편집인

 

피부가 고와지고 액운을 쫓고...

김영주 KBS-TV 방송작가는 거창군 창

포원을 사랑한다. “이곳은 꽃들의 천

국, 창포원 수변생태공원에 피어 있는 

물양귀비, 연꽃, 물칸나를 보노라면 

무릉도원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습니

다.” 거창창포원은 빼어난 수변 생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생태공원

으로 4계절 관광 테마로 구성·연출하

여 연중관람이 가능한 곳이다. 이곳은 

경상남도 지방정원 1호로 등록이 되

어 거창 군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하다. 

거창창포원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1988년도 

합천댐을 조성할 때 수몰 지역에 해당 

된 곳으로, 그동안 농민들이 벼를 재

배해왔던 곳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이홍기 군수(당시)가 거창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포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군수(가운데)가 창포원조성사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땅의 대머리들! 탈모환자들에게 수호천사가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생김새가 비슷한 

박용식(탤런트)을 아십니까? 제5공화

국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정치적 

탄압을 받아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5

공 초기 KBS 간부가 박용식을 불러 이

런 말을했다. “박형 우짜면 좋소, 상부

에서 당신을 말이야, TV에 출연시키지 

말래. 왜냐? 당신이 허허 글쎄 각하하

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대머리에다 

얼굴 모양도 비슷하다는 기라”

 이 말을 들은 박용식, (기차발통 삶아

먹은 소리를 내며), “내가 어째서, 전두

환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요? 설령 

똑같이 생겼으면 어때? 내가 연기를 안 

하면 뭘 하고 먹고 살라는 거요!” 그러

나, 박용식의 항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

었다. 계속 대들었다간 쥐도 새도 모르

게 보안사 조폭들에게 잡혀가 초 죽음

이 될 판이었다. 후일 박용식은 회고한

다. “방송국에서 짤린 후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 마누라와 참기름을 짜 팔며 

살았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울화

통이 터집니다. 대머리가 왜 죄가 됩니

까? 똑같은 대머리인데, 전두환이는 괜

찮고 나는 안 되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소?” 

 대머리는 유죄인가? 대머리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대머리는 남성호르몬과 유

전적 소인, 그리고 나이가 상호 작용해 

발생시키는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

다. 대머리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다. 

예를들어, A는 대머리 유전자이고 a는 

대머리를 유발하지 않는 유전자인 경

우 유전형이 AA이면 남자, 여자 모두 

대머리가 되며, Aa이면 남자는 대머리

가 되지만 여자는 대머리가 되지 않는

다. 물론 aa면 모두 대머리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대머리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대머리가 되지는 않는

다. 대머리의 유전적 발현에는 일반적

으로 남성호르몬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모 때문에 자살 충동’

 두피 모낭(모발의 씨앗 주머니)의 

‘5-a-환원효소’가 고환에서 만든 테스

토스테론을 DHT(Dihydrotestosterone)

라는 호르몬으로 전환하는데, DHT의 

체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모낭

의 축소가 촉진돼 탈모가 빠르게 진행

되는 것. 따라서 여자라 하더라도 혈중 

남성 호르몬 농도가 높으면 대머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남

성호르몬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남성

형 대머리가 발현되려면 친가, 외가 모

두가 유전적 소인이 있어야 한다. 여성

에서의 대머리는 남성과 달라 머리숱

이 전반적으로 적어진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탈모 때문에 자

살 충동을 일어날 지경이다.”고 호소

하는 이가 늘고 있다. 탈모인에게 탈모

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

생의 벽이자 덫이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며 절

망에 빠진다. 탈모인에 대한 사회적 차

별과 멸시는 내면적 스트레스를 일으

키고, 이는 다시 탈모를 심화하고 가속

화 하는 악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탈모인은 정신질환

의 경계선에 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

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너저 간다.  대

한피부과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탈모

인들이 탈모 때문에 얼마나 자존감이 

훼손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

르면 탈모 남성 284명 중 85%가 “탈모

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신

경 쓰인다.”고 응답했으며, 82%가 “탈

모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이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떨

어진다.”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서 탈모에 대해 지적이나 놀림을 받아 

신경 쓰인다.”는 응답도 37%나 돼 탈모

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의 대머리(탈모)들에게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모발이식(hair 

transplant, 毛髮移植)이라는 수호천사

가 나타나 이 땅의 대머리들의 고뇌를 

치유해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모

발이식이란 머리 뒤통수나 관자놀이 

부위의 모발을 채취하여 탈모 부위로 

옮겨 심는 시술법을 말한다. 오늘 소개 

할 인물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로 모

발이식수술 권위자 경대연합 모발이식

센터 이창우 원장이다.

 이창우 원장과 함께 모발이식의 A부

터 Z까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탈모는 처음에는 이마 위의 앞머리 

선이 점점 뒤로 밀려나거나 두정부 머

리가 점점 벗겨지다가 심한 경우에는 

머리 옆과 뒤쪽에 얇은 띠 모양의 머리

만 남게 됩니다. 모발이식은 주로 탈모

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시술이

지요. 모발이식은 대개 본인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자가모발이식술로 

이루어집니다. 모발이식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생착률인데요. 자가모발이

식술은 부작용이 적고 일단 생착된 모

발은 영구적입니다. 모발이식의 종류

로는 크게 절개식과 비절개식이 있습

니다. 모발이식은 탈모를 완치하는 방

법은 아니기 때문에 모발을 이식한 후

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을 병행하고 탈모를 관리해야 합니다.” 

모발이식의 경우 사람마다 고유한 모

발의 상태와 밀도 등이 모두 달라 이러

한 조건을 고려해 채취한 모발이 최대

한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재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의 경험과 기술이 

중요하고 스텝들의 숙련도가 풍성하고 

균일한 모발이식의 결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창우 원장은 “모발이식

은 탈모치료의 시작일 뿐이다. 이식 후

에 이식한 모발이 건강하고 오래 생착

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

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대연합M플랜의원 

대구 중구 중앙대로 359, 반월메디칼타워 7층 

053)253-5824,5827

└ 경대연합 모발이식센터 이창우 원장

왼쪽에서 두 번째, (가수 신해철을 닮는) 이창우 교수, 그 옆 인물이 국내 최고 탈모이식수술권
위자 경북대 김정철 교수, 

모발이식의 경우 사람마다 고유한 모발의 

상태와 밀도 등이 모두 달라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 채취한

모발이 최대한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재배치되어야 한다.

└ 이홍기 전 군수 시절 거창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마침내 결실, 국가정원으로 발돋움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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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에 설치된 거창

Y자형 출렁다리가 전국적 힐링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거창Y자형 출렁다리는 

세 봉우리의 산을 연결하는 전국 최초

의 모델로서, 높이 60m에 교각없는 삼

각형 길이 109m의 다리이다. 세 봉우

리에서 중앙에 만나는 지점까지 길이

는 각각 45ｍ, 40ｍ, 24ｍ다. 일반적인 

출렁다리와 달리 Y자형 출렁다리가 들

어선 것은 국내 최초다. 등반가 김상범

(전남 목포)은 “다양한 각도에서 협곡

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마치 계

곡 위를 걷는듯한 아찔한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시공사 설명

에 따르면 우두산 출렁다리 설계하중

은 48t. 60㎏의 성인 800명이 올라가도 

된다. 안전하중은 설계하중보다 2배로 

더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출렁다

리에 1600명 이상이 올라서야 다리가 

끊어진다는 얘기다. 산림치유센터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상공 45m 높

이에 매달린 Y자형 출렁다리를 만난

다. 그림 같은 절벽에 붉은 철제 다리가 

세 갈래로 발을 뻗치고 있다. 초여름 비

에 흠뻑 젖고 안개가 드리운 출렁다리 

일대 풍경은 이 세상 풍치가 아닌 듯하

다.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다. 이 출렁

다리는 거창군이 우두산 아래에 조성

하고 있는 ‘항노화힐링랜드’ 시설 중 하

나다. 항노화힐링랜드에는 출렁다리를 

비롯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치

유센터, 자생식물원 등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산림관광자원이 들

어서게 된다. 

 우두산은 별유산, 의상봉이라고도 부

른다. 우두산은 일본 개국 신화와 관련

된 전설의 산이며 의상봉은 신라 문무

왕 때 의상대사가 과거세와 현세에서 

참선(參禪)한 곳이라는 뜻에서 의상대

사 이름을 빌려 산 이름으로 삼았으며, 

속세를 떠나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

地非人間)이라 할 만큼 경치가 빼어난 

돌부리 산이다. 정상에서 맨 먼저 눈에 

띄는 봉우리는 가야산이다. 그 맥에 닿

아 있는 의상봉은 별유산의 한 봉우리

에 불과하지만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점하며, 정면의 암릉과 암봉 모양

이 이 산의 마루턱이라 부를 만하니 이 

산을 의상봉 아닌 별유산(실제 별유산

은 의상봉에서 동으로 400여미터 떨어

진 곳에 솟아있다.)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다. 비계산(동남쪽), 북쪽으로 수

덕산, 서북서쪽으로 덕유산-남덕유능

선, 기백-금원산능선, 황석-거망산 능

선이 보인다. 우두산은 지도상에 별유

산으로 되었으나 최근의 개념도에 우

두산이라 나와 있고 거창군청 홈페이

지 안내와 우두산 정상표지석과 의상

봉 표지석에 우두산이라 최근에 바뀌

었다. 우두산은 산세의 수려하기가 덕

유산, 기백산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봉

우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의상대사

가 참선하던 곳으로 알려진 의상봉, 처

녀봉, 장군봉(953m), 바리봉, 비계산 등 

빼어난 산세를 자랑한다. 우두산(별유

산) 아래에는 고견사와 고견사폭포, 쌀

굴 등이 있어 볼거리가 많다. 고견사의 

세가지 구경거리로 높이 80m 되는 가

정산 폭포, 최치원 선생이 심었다는 은

행나무, 의상대사가 쌀을 얻었다는 쌀

굴 등이 있다.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

생이 심었다 하는 은행나무와 석불 의

상대사가 수도할 때 두 사람분의 쌀이 

나왔다 하는 쌀굴과 십이지신상석이 

있다. 산행과 더불어 역사와 경관을 맛

볼 수 있다. 별유산 정상 남쪽 턱밑 억

새밭께에서 만나는 별유샘도 꼭 들러

가야 할 코스중에 하나이고 가조천의 

첫 물길이 된다. 우두산(별유산) 산행 

후 가조 온천에서 온천으로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주말이면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해발 600m, 협곡 지형에 설치 

 우두산 출렁다리가 특별한 건 국내 최

초로 교각 없이 세 갈래로 연결한 Y자

형 출렁다리라는 점 때문이다. 우두산

은 바위가 힘줄처럼 툭툭 불거진 암산. 

온갖 군상의 바위들이 각기 미적감각

을 뽐낸다. 출렁다리를 놓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조건이다. 우두산 출

렁다리는 다른 출렁다리와 차별화를 

위해 V자형으로 설계했으나, 아예 더 

극적인 형태로 만들기로 하고 Y자형으

로 다시 설계했다는 후문이다. 출렁다

리는 해발 600m, 협곡 지형에 설치되

어 있다. 마주 보고 있는 세 곳의 암봉

과 암반에 출렁다리를 놓아 Y자형으로 

연결했다. 출렁다리의 길이는 총연장 

109m. 삼각지점에 각기 매어놓은 45m

와 40m, 25m 길이의 다리가 허공의 중

심에서 만난다. 공중에 띄워놓은 듯한 

입체적인 출렁다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구경거리’다. 박경일 문화일보 여행기

자는 거창 Y자 출렁다리를 이렇게 예

찬한다. “출렁다리야 전국의 곳곳에 있

지만 유독 여기가 더 아찔하고 스릴감 

있게 느껴지는 건 개방감 때문입니다. 

다리 바닥이나 난간이 모두 성근 철망 

형태여서 발아래와 주위가 훤하게 눈

에 다 들어옵니다. 아찔한 공포심은 세 

개의 다리가 만나는 Y자의 중심 공간

에 섰을 때 극대화되는데요. 서 있는 자

리에서 360도의 경관이 펼쳐지니 마치 

허공에서 공중 부양을 하고 있는 듯합

니다.“ 한편, 출렁다리가 있는, 우두산 

아래에는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덱 로

드가 설치되어 있다. 키 큰 소나무와 참

나무 사이로 이어지는 나무 덱이 운치 

있다. 유병호 거창지체장애인지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해

준 거창군에 감사함을 전한다.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힐링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1.3㎞ 구간

의 무장애 덱 로드를 소개하면, 산자락

의 숲길을 접어 경사도 8% 이하로 낮

춰서 넓은 폭의 나무 덱을 깔아놓았다. 

무장애 덱 맞은편에는 우두산의 천년

고찰 고견사를 거쳐 우두산 서쪽 지맥

의 제2봉인 의상봉으로 이어지는 등산

로가 있다. 

 한편, 거창군은 거창항노화힐링랜드 

내 위치한 Y자형 출렁다리의 유명세

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 자칫 코로나

19 확산의 도화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임시휴장에 들

어감에 따라 출렁다리를 방문하지 못

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관람 기회

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민 우선 관람 

기간은 6월~7월 까지 매주 월·화 오전 

9∼11시로, 1일 거창읍을 시작으로 가

북면까지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하루 

100명 이내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

동 코스는 자생식물원에서 Y자형 출렁

다리, 무장애데크로드이며 기타 자세

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군민들

에게 쉼과 힐링을 드리고자 거창항노

화힐링랜드를 군민들에게 우선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며, “방문을 희망하는 

군민들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병호 | 거창군 고제면 주민 

류영수 발행인 현지취재 

채널경남 재창간 기념 영험도량 답사기 

거창의 진산(鎭山)

 최창조(崔昌祚)(전 서울대 교수 지리

학과)는 풍수학자이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자생 풍수의 기

원, 도선』, 『사람의 지리학』, 『한국 

풍수 인물사 도선과 무학의 계보』 등

이 있다. 최창조 교수는 풍수술을 풍수

학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듣는 

한국 풍수지리학의 대가이다. 미신으

로 치부되던 전통 풍수에 현대 지리학

을 접목 시켜 풍수의 현대화와 새로운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 분야에

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혀왔다. 최창조 

교수 학설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은 남으로 흘러흘러 남

쪽 끝 무주 덕유산에서 그 기운이 잠시 

멈춘다. 덕유에서 큰 지기(地氣) 저장

고를 만든 뒤 더욱 힘찬 슈퍼에너지를 

발산, 거창 고제 삼봉산을 향한다. 백두

산에서 흘러 내려온 좋은 기가 이곳에 

응집된다.” 풍수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고제 삼봉산은 ‘과협처(過峽處)’ 형국

이다. 기가 최대로 분출하는 곳을 가리

켜 과협처라고 한다. 보강하는 현상을 

‘용의 박환’이라고 한다. 환골탈퇴(換骨

脫退)! 이곳에서 용의 험한 기운을 털

어 내고, 유연하게 순화된 생기를 만드

는 것이다. (누추한 용은 고운 용으로, 

늙은 용은 젊은 용으로 변화시킨다.)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에 위치한 삼봉

산(三峰山 1,254m)은 거창의 진산(鎭

山)이다. 삼봉산은 덕유산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있는 덕유 원봉(元峰)이라 하

는데 이는 곧 덕유의 맏형 되는 봉우리

라는 뜻이다. 무주 읍내에서 동남쪽으

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삼봉산은 

해발 1,254m의 거봉으로 봉우리가 셋

이라서 삼봉(三峰)이란 이름을 붙인 명

산이다. 

모든 번뇌를 끊고...

 삼봉산 정상에 금봉암이라는 영험도

량이 있다. 나한도량이다. 나한은 아라

한(阿羅漢)의 준말로 의역하여 살적(殺

賊)·응공(應供)·응진(應眞)이라고 한

다. 살적은 수행의 적인 모든 번뇌를 항

복 받아 죽였다는 뜻이고, 응공은 모든 

번뇌를 끊고 도덕을 갖추었으므로 인

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

이며, 응진은 ‘진리에 상응하는 이’라

는 뜻이다.  이 아라한은 천안명(天眼

明)·숙명명(宿命明)·누진명(漏盡明)의 

삼명(三明)과 천안통(天眼通)·천이통

(天耳通)·타심통(他心通)·신족통(神足

通)·숙명통(宿命通)·누진통(漏盡通)의 

육신통(六神通), 8해탈법(解脫法) 등을 

모두 갖추어서 인간과 천인들의 소원

을 속히 성취 시켜 주는 복전(福田)이

라고 하여 일찍이 신앙대상으로 존중

되었다. 금봉암은 언제 세워졌을까? 신

라 때부터 절이 있었다, 그러다 오랜 시

간 폐사지로 있다가 1905년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에 살던, 불심 깊

은 청송 심보살에 의해 중창됐다. 전하

는 말에 따르면, 당시 심보살은 꿈속에

서 약사여래불로부터 이 절 위치를 점

지받았다고 한다. 이어 보살은 현재의 

금봉암자리에 토굴을 짓고 서원을 세

웠다. 토굴 옆 용바위 용굴샘 물을 마시

며 백일 동안 단식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던 날 어느 곳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황금빛 새가 나타나 산봉우리에

서 기도처를 세 번이나 왕복한 뒤 어디

론가 날아갔는데, 그 뒤 심보살은 영험

을 느껴 그 자리에 절을 짓고 ‘금봉암

(金鳳庵)’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채널경남 취재팀은 재창간 기념으로 

금봉암에 올라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

렸다. 대웅전 우측에 약사불이 있다. 약

사불은 동방의 정유리세계(淨瑠璃世

界)에 교주로 머물고 있는 부처를 말하

며, 약사여래라고도 한다. 경전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려주며 재

난을 없애주는 부처라는 뜻으로 대의

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지칭한다. 부

처는 중생을 모든 병고에서 구하고, 무

명(無明)의 고질까지도 치유하여 깨

달음으로 인도한다고 전해진다. 대웅

전을 빠져나오니 대웅전 우측에 나한

전이 있다. 나한전 주련에 言詮消息遍

三千(언전소식편삼천)이 새겨져 있다. 

 

 世尊當入雪山中 세존당입설산중

 一坐不知經六年 일좌부지경육년

 因見明星云悟道 인견명성운오도

 言詮消息遍三千 언전소식편삼천

 “세존이 설산 가운데 들어가셔서 한 

번 앉아 여섯 해 지남을 느끼지 못했네. 

샛별 보고 도를 깨치셨으니 말씀하신 

소식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도다.”

 심우 會主(회주)스님의 당부

 금봉암(대웅전 용왕전 나한전)을 둘러

본 발행인은 금봉암 심우 會主(회주)님

을 친견했다. “(합장하고) 채널경남 재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이다.  사

바 대중들에게 양식이 될 좋고 선한 기

사들을 많이 실어 사회의 등불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 중생의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

와 사회의 덕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활

이 존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좋은 내용의 신문 

기사를 많이 보도해주십시오, 그러면 

중생들은 그걸로 인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회주 스님과의 친견을 마치

고 하산하는 길에 금봉암 신도 김석규

옹(78)을 만났다. 신도님이 금봉암과 

관련된 비화를 들려준다. 

 “지가 어렸을 말이죠. 금봉암 주변에 

부처인지 나한인지 천여개의 돌조각

들이 산재해 있었소이다. 어떤 돌은 지

장보살같이 생겼고 어떤 것은 나한처

럼… 그렇게 많고 많았던 돌부처들이 

세월이 흘러흘러 도굴놈들이 가져갔는

지 하늘로 날라갔는지 모두 없어져 사

라지고, 겨우 단 두 개 돌부처(나한)만

이 금봉암에 존재하고 있소이다. 그 돌

부처들이 지금까지 존재했었더라면, 

참말로 좋았을 텐테... 신도로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게 참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면서 김 거사가 단 

두 개 남은 돌부처가 있는 곳으로 인도

한다)”

 신도님은 이어 또 한 곳으로 영험 장

소로 데려간다. “백신종 전 도의원이 

그래요, 아이고 우짜노, 기우제 지내던 

바위가 없어져 버렸네? 그래요, 그기 

무신 말인교 물었더니 옛날 거창에 비

가 안 와 속탈 때 고을 부사님 이하 모

든 거창 백성들이 금봉암에 와 기우제

를 지냈었다. 그래요. 그것이 지금 안 

보인다 그래요, 허허, 큰일일세~ 싶어 

제가 발품을 팔아 그 옛날 기우제 지냈

던 바위를 찾아냈소이다, (요사채 뒤에 

용바위가 있다. 용굴에서 내려와 얼굴을 

쑥 내민 듯한 세 개의 용머리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용머리가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바로 저 바위가 기우제 지냈던 

제단 이올씨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반드

시 저 제단을 복원, 거창사람들의 소망

터로 환원시켰으면 하외다.”

 또, 하나 금봉암 비경을 소개한다. “저 

산봉우리 큰 바위를 보소, 노을이 지면 

저 큰 바우가 부처님으로 변합니다. 그 

옆에 바우를 등산객들은 칼바위라 명

명했는데, 아니올씨다, 자세히 보소, 합

장 하는 형태아닙니까? 저 바위를 칼바

위라 부르지 말고 합장바위라고 불렀

다 하오.”

 신도님의 말을 듣고 자세히 칼바위를 

보니, 맞다. 영락없는 합장하는 모습이

다. 금봉암에는 이름난 세 개의 바위, 

세 개의 용머리, 세 개의 바위샘이 있

다. 금강을 이루는 뾰족 뾰족한 바위 봉

우리들은 저마다 각기 사연을 간직하

고 있다. 금봉암 뒤에 보이는 석불 바위

는 스님이 장삼 입고 고깔 쓴 모습이며, 

그 위에 장군바위와 높이 80m에 달하

는 칼바위(합장바위)가 있다. 또 그 주

위로는 투구봉․용바위․노적봉․신선봉․ 

부부봉들이 병풍을 친 듯 둘려 있다. 

 금봉암은 영험한 나한도량 기도처로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 세 개의 샘이 

자랑거리로 이름나 있다. 석불 바위 뒤

에 숨어 있는 샘은 피부병에 좋다 하며, 

칼바위 위 바위굴 샘은 기도샘이고, 용

바위 용굴샘은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 

한다. 금봉암은 기돗빨 쎄기로 도꾼들

에게 소문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최근

들어 교회 목사님들도 금봉암 지척에 

토굴을 만들어 용맹정진(?)한다고 김 

거사는 말한다. 

金鳳庵
심우 會主(회주)스님  

“사바대중들에게 양식이 될 좋고 선한 

기사들을 많이 실어 사회의 등불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거창 고제면 삼봉산

금 봉 암

나한전에 안치된 나한님들. 

칼바위와 부처님 형상을 한 큰바위.

대웅전 기와지붕 위에 부처님이 주석하고 있다. 

심우 會主(회주)스님 

금봉암은 영험한 나한도량 기도처로 알려져 있으며 

무엇보다 세 개의 샘이 자랑거리로 이름나 있다.

거창 Y자형 출렁다리
└ 다양한 각도에서 협곡의 비경을 감상

└ 계곡 위를 걷는 듯한 신선(神仙)놀음의 무릉도원

해발 620m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등산로가 상봉
과 마장재로 갈리는 지점에 있다. 깎아지른 협곡
을 세 방향으로 연결한 국내 유일의 산악 보도
교다. 지상 높이 60m, 총 길이 109m다. 최대 하중 
60t, 75kg 어른 800명,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은 230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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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농(後農) 김상현, 그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현

대 정치사에서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1935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김

상현은 1965년 31세에 민중당 소속으

로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7대와 8대 3선을 기록했으

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피선거

권을 박탈당했던 비운의 정치인이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수차

례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정계 

입문 전부터 이미 김대중(DJ) 전 대통

령과 친분이 있었던 김상현은, 그의 정

치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활발한 활동

을 했다. DJ의 1970년 ‘40대 기수론’ 참

여를 이끌면서 결국 DJ를 1971년 대통

령 후보로 만들어낸 정치적 거목이다. 

학력은 변변치 않아 고졸이다. 논객 남

재희(전 노동부장관· 4선국회의원)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말이오, 우리나라 최고 정치 풍

운아가 누구냐 물으면 김상현이라 대

답하겠소, 나는 이 양반을 아주아주 좋

아합니다. 정치인 가운데서 내가 갖추

지 못한, 모자란 부분을 가장 풍성하게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지. 내가 좀 건조

하고 격정적이지 못하다면 그는 발랄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대의를 위해 불

철주야 뛰어다닐 수 있는 열정을 가졌

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고, 고생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유머

러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를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접근하는 것

이죠. 그런지가 벌써 40년, <후농 같은 

사람 다섯 명쯤 있으면 정권을 도모하

겠다>고 일찍부터 말해왔었습니다. 나

는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고, 그는 지금

도 유쾌하고 활발합니다. 김상현은 모

르는 사람하고 첫인사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양아치올시다. 저는 천민이

고, 상민이고, 서민이올시다> 허허 상대

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화법이지요.“ 

 남재희가 정치 풍운아 김상현을 흠모

했다면 필자는 이홍기 전 거창군수(이

하 경칭생략)를 존경하고 아주아주 좋

아한다. 필자는 이홍기라는 인물을 왜 

좋아하느냐? 

 그는 앞서 소개한 김상현처럼 발랄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대의(지역발전· 

행정)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열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지>의 유방처럼...

  이제부터 행정가로서의 이홍기가 아

닌 정치적 인물 이홍기를 조명해보기

로 한다. 

  『중국유맹사(中國流氓史)』. 

  필자가 최근 들어 탐독하고 있는 책 

이름이다. 저자는 진보량(陳保諒). 

  그는 북경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

공하고 현재 중국명사학회(中國明史

學會)의 이사로 있으면서 주로 명청

(明淸) 사상 문화사와 중국 사회사 연

구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이다. 저서로

는 『조용히 열어젖힌 커튼―명대 문

화의 발자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1988), 『동요하는 전통―명대 도시생

활(飄搖的傳統―明代城市生活長卷)』

(1996), 논문으로는 「명대의 사(社)와 

회(會)」, 「만명의 상무정신(晩明的尙

武精神)」, 「명대 무뢰배 계층의 사회

활동과 그 영향」, 「명대 황제와 명대

문화」 등이 있다. 

 이 책을 읽다가, 책 속 이 대목에서 그

만, (필자는) 무릎을 탁 치고 말았다.

 “우리가 잘 아는 <초한지>의 유방은 

본래 패현 저잣거리의 무지랭이(중국

에서는 유맹, 협객, 강호 등 여러 표현

이 있다)에서 출발, 한(漢)나라의 황제

에까지 이른다. 또 명(明)나라를 이룩

한 주원장도 역시 떠돌이 건달에서 황

제가 되었다. 청나라 때 사서에 "대개 

명 태조는 한 몸에 성현과 호걸과 도적

의 본성을 사실상 겸하여 가진 사람이

다.", "주원장은 유비에 비해 실로 한 수 

더 높았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시대의 영

웅은 변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

만히 생각해보니 이 말이 그럴듯하다. 

중국공산당을 일으킨 모택동은 중국

의 최고변방 호남성 출신이다. 한국의 

김대중은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영삼

은 경남 거제 섬 출신이다. 노무현은 

어떻고! 김해의 변방 진영 출신이 아니

던가?

 이홍기 역시 한반도의 변방 거창

군에서 농고를 나와 면학에 

힘쓴 끝에 지방공무원이 

되어 발군의 실력을 발

휘, 탁월한 행정가로 

입신하게 된다.  

 언젠가 사석에서 이

홍기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보소 이홍기 군수, 이재명 성남

시장이나 이홍기 군수나 내가 보기론 

말입니다. 행정가로서 능력 엇비슷한 

것 같은데, 

 이 군수님도 야망을 한번 꿈꿔 보세

요. 우리 국민 들은 어떤 정치인들을 

선호하느냐? 하면 이재명이나 이홍기 

같은 철저한 변방 출신, 흙수저 이런 

정치인들을 좋아해요, 왜냐? 흙수저 출

신들은 (유년 시절부터 경제적 결핍 등

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으므로) 약자

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렬하다는 

거죠,”

 필자가 이런 당부(대권 혹은 경남지사 

도전)를 건네자, 이홍기는 파안대소하

며, “아이고 제가 아직…많이 모지랍니

다”라고 겸손해 했다. 

 필자는 평소 그의 인물 됨됨이를 지

켜본 바, 그는 소통의 달인이었다. 상

생주의자라는 것이다. 상생(相生)은 음

양오행설에서, 금(金)은 수(水)와, 수

는 목(木)과, 목은 화(火)와, 화는 토(土)

와, 토(土)는 금(金)과 조화를 이룸을 

이르는 말로써,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

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갖

춘 사람만이 그 조화로움으로 이 세상

에 상생의 덕을 베풀 수 있읊 것이다. 

누구나 세상을 혼자서만 살 수는 없

다. 하지만 누군가와 신뢰를 가지고 함

께 한다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일로 무한경쟁 그리고 불신

이 사회 전반에 뻗어 있

는 현대사회에서 경쟁

이 아닌 함께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

은 아니다. 이홍기는 

거창군수 시절, 조화로

운 거창군을 건설하기 위해 저자거리

에 나서 군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필

자는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홍기의 군정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고사성어 ‘추기급인(推己及人)’을 떠올

렸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제(齊)나라에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큰 눈이 내렸다. 제

나라의 왕 경공은 따뜻한 방 안에서 여

우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설경의 아름다

움에 빠져 있었다. 왕은 눈이 계속 내리

면 온 세상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 생각하고 눈이 많이 내리기

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한 재상이 왕의 

곁으로 다가와 창문 밖 가득 쌓인 눈

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왕은 재상에게 

그 역시 설경에 도취된 것이라고 생각

하며 “올해 날씨는 이상하군. 사흘 동

안이나 눈이 내려 땅을 뒤덮었건만 마

치 봄날처럼 따뜻한 게 조금도 춥지 않

군.”이라고 말했다. 이때 재상은 왕의 

여우털 옷을 바라보며 “정말로 날씨가 

춥지 않으십니까?” 왕은 재상이 왜 이

런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생각도 않고 그저 웃기만 하였다. 그러

자 재상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의 현명한 군주들은 자기가 배불

리 먹으면 누군가가 굶주리지 않을까

를 생각하고, 자기가 따뜻한 옷을 입으

면 누군가가 얼어 죽지 않을까를 걱정

했으며, 자기의 몸이 편안하면 또 누군

가가 피로해 하지 않을까를 늘 염려했

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공(景公)께서는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

하지 않으시는군요.” 

 폐부를 찌르는 재상의 말에 왕은 부끄

러워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

했다. 왕은 군주로서 백성의 처지를 먼

저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일상에 묻혀 눈 오는 경치에만 정신을 

빼앗긴 채 추위에 떨고 있을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평천하는 치국에 있다 함은 윗

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모시면 백성

들 사이에 효가 흥성하고, 윗사람이 어

른을 어른으로 모시면 백성들 사이에 

공손함이 흥성하고, 윗사람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면 백성들은 배반하지 않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추기급

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는 것이다. 

 필자는 이홍기의 군정 활동을 지켜보

면서 ‘추기급인(推己及人)’ 속의 주인

공 재상이 생각났다.  재상이 백성의 고

통을 헤아렸듯이 이홍기는 거창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것

이다. 

다음호에 계속...

└ 시대의 영웅은 변방에서 비롯된다

└ 서부경남 변방출신 이홍기의 야망은?

└ 그는 소통의 달인, 상생주의자

이홍기 전 거창군수 ‘비하인드스토리’ 제1편 
차기 경남도지사 출마설 속의 

연재 1 탄

 채널경남 류영수 회장의 인문학으로 고쳐쓴 ' 인물야사 '

필자는 이홍기의 군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추기급인(推己及人)’ 속의 주인공 재상이 생각났다.  
재상이 백성의 고통을 헤아렸듯이 이홍기는 거창군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것이다.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2010), 제40, 41대 거창군 군수, 전국평생학습도시 시ㆍ군ㆍ구청장 협
의회 부회장(2013),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2014)

이홍기의 군정활동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고사성어  ‘추기급인(推己及人)’을 떠올렸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