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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상남도 현황 ON AIR (15일 17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ON AIR (14일 24시 기준)

40,242,429명
1회차 당일 누적

 53,758명
1회차 당일 실적

40,188,671명
1회차 전일 누적

= +

32,083,888명
접종완료 당일 누적

 452,660명
접종완료 당일 실적

31,631,228명
접종완료 전일 누적

= +

합천의, 합천군민에 의한, 

합천군 발전을 위한, 문준희 군수

 오늘 류영수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현

재 경남 합천군수인 문준희 군수를 모

시고, 약 3년 5개월간의 군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군수 당선 후 상당한 어려움

에 처한 문준희 군수님의 사연과 그리

고 앞으로 합천군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문군수님의 의견을 들

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
널경남이 합천군 군수님을 만나러 
합천에 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A. 저야말로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 문군수님은 어떤 넥타이 색깔을 
즐겨 매고 다닙니까?
A. 취임 당시 태풍이 와서 재난종합상

황실에서 간부공무원들만 참석한 가

운데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취임 선

서를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19 발생

에 이어 합천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

를 겪는 바람에 정장 양복보다는 민방

위복을 입을 기회가 많다 보니 넥타이

를 맬 기회가 적었습니다. 넥타이 색깔

은 안정적인 남색 바탕에 정열적인 빨

간색이 가미되는 걸 좋아합니다.

Q. 군수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A. 저의 고향은 합천군 대병면입니다. 

여담으로 하늘에서 저를 합천군민의 

날인 10월 10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Q. 학교 공부는 어디까지 했나요? 
A. 1984년에 대구대학교 사범대 국

어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도의원 시

절 전문성을 더 갖추기 위해 경남대학

교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2012)하여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

니다.

Q. 군생활은 하였나요 
A. 1981년 7월부터 1982년 9월까지 군

청 병사계에서 복무하였습니다.

Q.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A. 부인 그리고 2남 1녀의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Q. 군수님 정치에 입문 하기 전에는 

공무원을 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어
떤 직종에 종사하셨나요? 
A.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대구 경일

여상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였습니

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제

가 모시기 위해 합천으로 들어오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 군수님 필자는 군수라는 자리는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인물를 
보고 선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A. 정당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

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자유, 특히 정치

적 결사에 관한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

에게 널리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자

유로운 정당의 설립에 의한 복수정당

제가 입헌민주정치의 필수적 요건이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

를 정당국가라고도 하는거 아니겠습니

까.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을 봐

도 그렇고, 최근 우리나라도 단순히 후

보자가 속한 정당만 보고 선출하는 경

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기본 정책 방향과 그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의 이념, 공약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선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며, 저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합

니다.

Q.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필자는 지
방 정치는 정당공천이 아닌 군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
떤가요?
A. 정당마다 내부규율과 당원들의 의

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소

속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헌

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주민들이 진

정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공

천을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당공천이냐, 군민들이 바라는 사람이

냐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동

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

각합니다.

Q. 군수님 기초의원도 필자는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하는데 군
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A.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

습니다.

Q. 기초의원은 현재 중대선거구제
를 하다 보니 대표성이 없다고  하
는 군민이 많습니다.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필자는 맞다고 생각합니
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A. 각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

재의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비교적 소

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소수대표제의 성격

을 가지며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과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

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인구구성과 행정구역의 구조 등

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장·단점이 다르

다 보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하는 수
준을 자랑한다면 거‧함‧산‧합천군
이 전국 1위라고 필자는 생각합니
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A. 도의원 시절부터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지역구가 군민들의 

의식 수준과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의

가 높고, 이를 실천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함‧산‧합 

지역의 선거 수준, 저도 전국 1위라고 

생각합니다.

Q. 거‧함‧산‧합천군은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역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말 자랑스러운 
군민이 아닌가요? 

A. 선출에 있어‘정당’이 아닌‘인물’을 보

고 선택해야 된다는 아까의 말씀에서 

파생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21대 국

회의원 총선에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입‧후보했고, 거‧함‧산‧합 지역구 주

민들이 후보들의 능력, 공약, 그간의 성

과, 정당,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김태호 국회의원님을 선택했다

고 생각합니다.현재 국정 활동과 지역

구 활동을 병행하시며 안팎으로 굵직

한 성과들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

함‧산‧합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

다고 생각합니다.

2면에서 계속...

류만사 2022년 지방선거 특집 세 번째!

“진시몬의 ‘보약같은친구’라는 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군민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구’라는 가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군수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 군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제가 열정적으로 활발한 군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보약 같은 힘을 주는 군민들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군민 여러분들께도 제가 보약 같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화제만발 채널경남 특별 읽을거리 

12면 돌팔이 함양군 행정!! 

05면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 신드롬!

 

천하(?)의 홍준표 대통령후보를 
쥐락펴락하는 이순삼 여사

 “어느 맞벌이 가정의 화장실 변기

가 막혔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직

장 일이 바빠 배관공을 불러놓고 

변기가 뚫릴 때까지 지켜볼 여유가 

없었다. 이때 부부는 각각 어떻게 

행동할까? 남편들은 대개 막힌 변

기는 아랑곳 않고 출근을 한다. 그

러나 부인들은 마술사같이 일정을 

조정하고 배관공을 불러 변기를 고

쳐놓은 뒤 출근한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아내가 쓴 “퍼스트레

이디, 미셸의 백악관 입성기”에 나

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광경은 미

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소한 일상들

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이 대통령 

부인의 경우라면 너무나 다르게 다

가온다. 평범한 서민에서 퍼스트레

이디에 오른 미셀은 남편이 대통령

이 된 이후에도 가끔 시장에서 손

수 장을 보는 등 서민의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풍경을 보여주

었다. 미셀의 내조는 평범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대통령은 그만큼 서

민 대중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다. 

“남편은 팩트에 대해, 바른 것을 
말할 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지만 홍준표 국민의힘 예

비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의 이야

기도 이와 비슷하다. 이순삼 여사

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자신의 성씨인 ‘홍(洪)’과 붉은색을 

뜻하는 ‘홍(紅)’의 발음이 같고, 정

의와 정열을 상징해 빨간색을 좋아

한다.”며, “예전엔 빨간색 남자 옷

이 별로 없어서 제가 시장으로 힘

들게 구하러 다녔다.”고 했다. 홍준

표 후보의 빨간색 사랑이 무속인

의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

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다른 당

의 후보들에게 홍준표 후보는 그

들의 아픈 곳만 콕콕 찍으며 공격

을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첨예하

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 선명하고 

강력한 발언을 하는 다소 공격적인 

행동과 발언에 대해 이순삼 여사는 

“억울하다.”며, “남편은 팩트에 대

해, 바른 것을 말할 뿐이고 정치인

은 늘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

서 아내로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홍준표 후보를 봐 왔기

에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막말 프레임’과 ‘강성

보수 이미지’를 벗으려 부단히 노

력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털어놨

다. 홍 후보는 저와 전문가의 조언

에 따라 정장과 넥타이 색상을 푸

른색 계열로 바꾸고 단어도 신중하

게 고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

다. 이 여사는 “4년간 홍트럼프, 스

트롱맨 등 막말 이미지에 많이 시

달렸다.”며, “본인도 무척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아끼

지 않았다. 이 여사는 “(홍준표) 말

을 평소 재미있게 하고 재치도 있

지만, 내가 봐도 얄밉게 말할 때가 

있다.”라며 100점 만점에 90점을 

줬다. 이어 “토론회에서 누굴 지정

해서 세게 말할 때는 ‘아이고, 저 말

은 하지 말지’ 탓할 때도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16면에서 계속...

류영수 대기자의 대통령 예비후보 부인 밀착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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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경남 종합

 이제 군수님의 민선7기가 약 3년이 지

나고 있습니다 문준희 군수님의 현재 

합천군에 얼마나 많은 성과을 이루었

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
는 군정 비전을 가지고 2018년  7월 
1일에 출범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A.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

가 경남 1위를 시작으로 2020년 매니

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

25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역대 최고점), 국민(합천) 안심서비스 

앱2년 연속 앱 어워드 코리아 대상 등 

상급기관 및 대외기관에서 주관한 평

가에서 70여개 상을 수상하였고, 2020

년 결산기준 합천군 역사상 최초로 예

산 7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전국 최초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3년 연속 선정

(1,091억원확보), 하수도 분야 전국 최

대 예산 확보(523억원), 농촌협약 공모

사업 선정(477억원) 등을 이루었습니

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국

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고 전략환경영

향평가 초안에 합천역사를 확정하였으

며,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 최종 반영, 함양~합천~울산 고

속도로 착공 및 휴게소 유치, 합천~영

동~진천 구간 도로개설 제2차 국가도

로망종합계획(2021~2030) 반영‧확정, 

국도 24호선 (합천 적중~창녕 유어) 선

형개량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합천을 중심으로 전국의 동서와 남북

을 잇는 광역교통 인프라망까지 확충

하였습니다.

Q. 군수님! 혁신적인 변화로 도약하
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A. 담당부서 신설(미래전략과), 투자

예상지구 부지확보, 기업설명회 개최 

등 민선 7기 합천군만의 특색있고 경

쟁력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거둔 그간

의 결과들이 사뭇 남 다르다고 자부합

니다. 먼저,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을 통해 율곡면 임북리와 문림리 일원

에 민간자본 1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단지, 국제복합타운, 물류단지, 주

거지, 정원 등 874만㎡를 조성, 합천군

을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최근 신도시 부지 내에「합

천 메디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으

며, 투자규모 3천억원의 메디컬밸리 산

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18만평 부

지에 각종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8개 업종의 기업들을 유치하

여 1,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린 뉴딜을 선도

하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사

업 추진을 통해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75만평 부지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하

여 668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

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며, 추진이 본격화 되었으

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

함은 물론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주민에게 성과를 공유하

고, 약 500명의 일자리 창출, 재정자립

도 증가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서

산리 일원 약 5만평 부지에 18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전기연구소 및 

직업훈련소, 기숙사, 연구단지, 시험장 

등을 설치하는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추진으로 전기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

문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각종 배

전과 고압 송전선로 등 전기 관련 전문

교육을 망라한 본 시설의 유치를 통해 

합천 군민들을 전기 전문가로 육성하

여 관련 기업의 우선 취업을 도울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

과정에 입교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나리조트, Clickvill S.P.R 조성

사업 등 대형민간투자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군수님 합천영상 테마파크 호탤
과 합천호탤을 건립 추진한다고 하
는데 사실입니까? 여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A. 민선 7기 합천군은‘관광객의 규모’

보다는‘얼마나 머물고 소비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문객

의 소비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 호텔 건립 사업을 유

치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

크 호텔은 총 40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할 계

획이며, 합천 호텔은 영상테마파크와 

1km 떨어진 인근에 총 537억원의 민

간자본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타워형 호텔242실과 지상 2층 규모의 

빌라형 호텔 8실을 조성하고 부대시설

로 연회장, 수영장, 레스토랑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머물고 가는 신규관광

객 유치를 통해 현재 연간 50만명인 영

상테마파크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으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호텔 운영

을 통해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직

원 셔틀버스 및 관광투어버스 운영, 식

자재로 지역농산물 납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Q. 군수님 잘 사는 농촌과 행복한 
합천을 만들려면 어떻게 추진할 것
인가요?
A. 합천군은 농민들이 농업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최근 새로

운 소득원 발굴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

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합천군의 시도

와 그 성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합천춘란 융복합 특화산업 육성의 일

환으로 전국규모 난 행사를 차례대로 

유치하여 합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고 있으며, 선물용 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난실조성 시범사업, 계약재배 종

묘지원사업, 한국춘란 종묘 구입비 지

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작약 관련 음료(작약미인)와 화

장품(썬크림, 핸드크림) 개발, 기후변

화 대응 신소득 작물(바나나, 귤 등) 재

배, 애플수박, 멜론과 같은 신주력 작물 

육성 등 소득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있

습니다. 그리고, 용주면 고품리 일원에 

207억원의 예산으로 과학영농종합시

설을 건립하여 첨단농업 개발 및 영농

편의를 실현시켜 농업인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

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

범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

억원의 예산으로 대양면 대목리 일원

에 합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

립,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안정적

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는 농

정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 비대면 스마

트 한우경매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합천 소를 사

고 팔수 있게 되었고, 전국 최초로 농

기계 대여은행 무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지역특화작목 중심으

로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

업환경 구축을 위해 목표액 300억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억원의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파동 

시 20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

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 확보를 

위해 농업창업단지를 운영하며 영농기

술 전파, 귀농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

고 있으며, 2020년 입교한 13세대 20명 

중 10세대 17명이 합천군으로 전입하

여 합천군 농업의 미래에 청신호를 밝

혔습니다.

Q. 군수님 합천군의 농산물 유통경
쟁력을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까?
A. 농민들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

에게는 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혁신은 반드시 추

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천

군은 조합원 30만명, 전국에 관련 매장

을 200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아이

쿱 생협협동조합의 생산클러스터와 경

남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단

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

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

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지원을 위

해 적중면에 동부권역 농산물 산지유

통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남부권역

에 건립을 위한 국비 등의 사업비를 확

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인사, 대장경테

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

요이동 거점인 해인사IC 지역에 농특

산물 판매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농산

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

령농가, 중소농가 등을 위해 농산물 산

지순회수집 판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도 대도시 대형유통라인

(백화점, 마트 등) 개척을 위한 판매행

사와 홍보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Q. 군수님 ‘가슴 뛰는 문화관광, 발로 
뛰는 채육진흥’이란 무었인가요? 
A. 합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합천군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합천호 주변의 

지역별 공간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천

호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6

개 읍·면(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회

면, 대병면, 용주면) 35개 행정리에 총 

4천 3백억원 정도(민자 3천 4백억원)

를 투입하여 생태둘레길과 합천호 주

변 관광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본 사업

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

정이며, 합천호 관광 생태계를 몇 단계 

더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멤

버 영상테마파크 8개 단위사업의 추진

을 통해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영상 촬

영과 관광이 융합된 관광 성장 거점으

로 육성 중이고, 올해 7월 실내스튜디

오 조성을 완료하면서 촬영팀 섭외 증

가와 촬영 일수 증대가 기대되며, 이

러한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합천 수려

한 영화제를 2년 연속 개최하며 명실

상부 전국 최고의 촬영 세트장으로 거

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세트장 

운영, 모노레일과 분재공원, 목재문화 

체험장, 국보테마파크 루지 등의 개장

을 통해 합천군의 관광 가치를 크게 증

대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성산토성

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 사적이 확대 지

정된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신

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문

화예술정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의 삶을 풍

요롭게 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합천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

고 있으며, 지역예술인 육성과 공연 인

프라 조성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하고자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구비한 

합천 문예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한국 고등학교 축구 연맹전 춘·

추계 대회를 3회 연속 유치하고(54~56

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 대회, 2021년 

춘·추계 전국고등 학교 대회를 개최하

며 축구 중심도시로 거듭 났습니다. 또

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2019년은 

40개팀, 1,300여명, 2020년은 55개팀, 

2,000여명, 2021년은 현재까지 35개팀, 

1,000여명이 세계무대를 꿈꾸며 합천

군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체육·문

화활동의 수요 증가로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체육·전시·기

념행사 개최로 군민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20억원 규모

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

으며, 올해 6월 율곡 국민체육센터를 

준공 및 개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

강증진 및 문화, 예술행사 등 여가문화

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였

고, 북부권과 남부권 골프 연습장 설치,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2개소 조성, 4

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

영을 통해 군민들의 체육활동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Q. 군민을 위해 안전하고 풍족한 합
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가
지고 계신가요?
A. 합천군은 군민들이 편안하게 잠자

리에 들고 행복한 기대감으로 눈뜰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

반시설 구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관

련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 지자체입니

다. 올해 6월 477억원의 사업비를 공모

로 확보한 농촌협약사업을 포함하여 

민선7기 출범 후 신청한 공모사업에서 

100%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57개소 1,787억원 규모

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핫들 국민·영구 임대주택으로 170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정착

을 돕고자 2동 100호 규모의 합천 행

복주택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

정으로 175억원 규모의 생활터전 및 

상권정비, 삼가 한우 특화거리조성 등

의 세부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합천읍 시가지 110개소에 보행자를 위

한 거리쉼터용 벤치를 설치하여 생활 

속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해소를 

하였습니다. 교통복지 증진을 통한 이

동권 보장을 위해 북부권(2개면), 동부

권(4개면), 남부권(2개면)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읍⋅면, 141개 마을에 합천행복택

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

의 오랜 숙원이던 KBS 합천 중계소 부

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

해 6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

였습니다. 안전시설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2년 재해예방사업에 472

억원 규모의 3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

되며 총 18개소, 2,687억원 규모의 재

해대비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안전체험관

을 준공 및 개관하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또한,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 시 미리 등록해 놓은 보호자에

게 구호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해 긴

급구호 조치가 가능토록 개발된 국민

(합천) 안심서비스 앱 확산을 통해 노

인 및 1인 세대의 안전을 확보하였습

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

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

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

문준희 합천 군수는 2018년 7월 취임하였다.

류만사 2022 년 지방선거 특집 합천의, 합천군민에 의한, 합천군 발전을 위한, 문준희 군수 1면 이어서...

제25회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합춘군이 전국 군부 1위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합천에서 재배중인  바나나 농가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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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매년 120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억원을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

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

남도 군단위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센

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카드 단말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하수도·환경

분야 시설의 예산과 인력의 절감을 통

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

보하여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

고자 합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이 설립

되면 개별 운영되던 3개 분야(관광, 하

수도, 환경관리) 11개 시설이 통합 관

리되어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이 기

대됩니다.

Q. 합천군민의 행복지수를 극대화
하기 위한 군수님만의 노하우가 있
으신가요? 
A. 지역의 특색과 수요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사각지

대를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부 최초로 아

동복지기금을 신설하여 6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생 학원 귀가 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버스 운행이 조기에 종

료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

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까지 지원하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활

동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합천

읍에는 34억원의 예산으로 다함께 우

리아이행복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모

자행복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가 동참

하는 공동육아 돌봄체계 구축을 도모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1

억원의 사업비로 야로면에 국‧공립 어

린이집을 신축, 올해 3월에 개원하여 

총 27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과 자활참

여자의 능력 배양 및 탈수급 지원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천지역자활센

터 신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훈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과 국가보훈대상자 생일 축하금 지급

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증액

하고(첫째 50만원▸100만원, 둘째 70

만원▸300만원, 셋째 500만원▸1000

만원), 혼인부부 정착지원금, 영유아 물

품지원, 1인 전입가구 이사비 지원, 만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군민의 복지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군민의 의료복지 향

상을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산부인

과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여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강화로 임신 관련 장애를 제거하고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를 대

상으로 기초검진비와 시술비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진료

비 지원, 각종 영양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

다.

Q. 평생학습권 보장과 합천지역의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계
획도 들려주세요. 
A. 배움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는 제도 

마련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올해 7월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미래

형, 사람 중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은 물론, 27개소의 성

인문해 교실과 14개소의 한문대학을 

운영하며 배움과 어울림이 넘치는 평

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초⋅중학생 영

어캠프 운영, 고교 해외배낭여행을 지

원하고 있으며 남명학습관 운영을 통

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숙사 및 급식소를 제공하여 지역 학

생들의 학습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수

평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35개교 

2,7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

등학교 무상교육과 중⋅고등학교 신입

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군수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가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어떤 
시책 추진을 모색 하고 계신가요? 
A. 합천군은 선제적인 대처와 정부 지

원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의 피해 구

제를 위해 다양한 합천형 코로나 9 극

복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가계

경제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올해 2월 44억원의 예산으로 전 군

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합천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풀뿌리 경

제의 근본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운

수사업자 2,000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자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무등록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를 발굴⋅지원한 성과입니다. 또

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여행업

종 841개소를 대상으로 5억원을 지급

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폈으

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강

화하여 2020년에는 214개 업체, 88억

원, 2021년에는 245개 업체, 15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

축시장이 휴장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축산 농가를 위해 미출장우 1,233두

를 대상으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였

고,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를 감면했

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된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을 지원하였으며, 골목소상공

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 촉진

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공공시

설물 임대료와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를 감액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휴업수당 지급, 문화관광 

해설사 평균 활동 일수 확대 및 활동비 

보전 지급 등을 통해 군민들의 지속적

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

다. 이 외에도 2차에 걸친 전 군민대상 

마스크 배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대

상 방역물품 우선 지원 등 군민의 건강

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 합천군 피해 특성을 반영한 맞춤

형 지원 시책으로 군민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Q. 합천의, 합천군민에 의한, 합천
발전을 위한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
를 표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군수님의 포부를 듣
고 싶습니다. 
A. 3년 동안의 성과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의 소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책

임감과 비상한 각오만을 가슴 속 깊이 

남기고 성취감과 만족감은 묻어 둘 것

입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군민들 

성원과 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합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대형민간투자사업들은 유치 성

공이 끝이 아니라 사업착공을 위한 각

종 지원과 운영 이후 협의⋅협력 해야 

할 사항들이 과제로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합천군에서 진

행되는 모든 사업과 시책들의 성과와 

이익을 우리 군민들이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합천군수로서 맡은 바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Q.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
으로 군수님의 개인사에 대해 몇가
지 여쭤보겠습니다. 취미나 특기 어
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
요. 
A. 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

람이라 특별한 재주나 자랑할 만한 기

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취미라면 시간 

날 때마다 동네 구석구석, 골목골목마

다 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나누

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주민분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사항도 들

어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

하는 취미생활입니다.

Q. 군수님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
가 있다면 몆 곡 말씀해 보시지요. 
합천군민도 같이 즐겨 부르게요~
A. 앙코르 신청은 못받아봤지만, 진시

몬의 ‘보약같은친구’라는 곡을 가장 좋

아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군민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인데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네와 난 보약같은 친

구’라는 가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군

수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 군민들이 가

장 먼저 생각이 나고, 제가 열정적으로 

활발한 군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보약 같은 힘을 주는 군민들의 

성원과 격려 때문이라 그런 것 같습니

다. 더 열심히 해서 군민 여러분들께도 

제가 보약같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

니다.

Q. 문준희 군수님의 좌우명은 무엇
입니까?
A.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미래가 없다.’

이 문장을 저의 좌우명이자 막중한 책

임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수 전국 5위(2047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7명(‘20년 기준),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 40.7%(‘21년 9월

말 기준), 재정자립도 8% 등 미래 예

측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합천군의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에

서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를 위한 초석

을 다지기 위해서는 과감히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

서 말씀드린 소중한 성과들도 이러한 

도전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

다.‘자생하고 발전하는 도시 합천’을 이

룩할 때까지저의 좌우명대로 끝없이 

도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합천군민에게 인사
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

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성

과들이 군민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

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특히 1조 

5천억원이라는 자본이 투입되는 합

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사업

이 작년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최종 반영되어 본격적인 추진의 발

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여타의 대형사업들이 그러

하듯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

이 존재하며, 최근 큰 충돌이 있었던 것

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의 존립

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찬‧반 여론의 융화는 물론 환경피해 최

소화 방안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기금 조성 등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

여 미래세대와 현재의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저

와 800여 공직자들을 믿고 지켜봐 주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합천군 합천군청에서 문준희 

군수님과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합천의 희망, 합천이 낳은 걸출한 정치

인, 문준희 군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군정 활동으로 합천의 

큰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류영수가 만

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만사 2022 년 지방선거 특집 합천의, 합천군민에 의한, 합천군 발전을 위한, 문준희 군수 2면 이어서...

청정 합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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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 예산낭비신고 집중 신

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낭비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재

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2021년 예

산바로쓰기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경남도는 시민단체(마산YMCA),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시·군 

협력체계, 각종 광고매체 등을 통

해 집중 홍보하여 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분야의 예산낭비 등에 대

한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 예산절

약·수입증대 관련 의견이 있으면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 경상남도 

및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누리

집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우편접수, 신고전용전화

(1577-1242)로도 가능하다.

 예산낭비 신고가 되면 예산낭비신

고센터에서 접수, 소관부서에서 조

사하고 최종  예산낭비 여부를 판

단한다.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예산 낭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은 

시정·개선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뉴딜추진단에서는 “지

방재정 예산낭비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민참여

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실시
└ 10월 1일~29일,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 등 중점 단속

└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및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노력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

경’)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

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

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건

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

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

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

지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무단으

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

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

속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

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

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동‧식물 관

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제조업

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하고 행위자에 대하

여 형사입건한 바 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경남도, 예산낭비신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0 년 단속사진

└ 10월 1일~11월 30일,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으로 신고 가능

└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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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

다. 여야를 비롯해 수많은 대선 후보들

의 공약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

찰총장은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

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승민 예비후보는, 혁신중소기업과 혁

신 창업 통해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

출,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을 정부예산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에서 담당, 재원 

마련: 평균조세부담률 GDP의 22%까

지 인상, 일자리 예산 효과적 집행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

한민국 케치프레이어를 선언하며, 엄

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

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

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

핵화 노력 강화 등의 국방공약을 내놓

았다. 한편,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번 경

선 시즌 동안 이른바 1일 망언의 주인

공이 되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월 13일 

자신을 겨냥한 당내 경선 주자들의 공

세와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가

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

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신머리 운운 발언을 접한 유승민, 홍준

표, 원희룡 후보가 맹비난했다. 홍준표 

후보는 “참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던졌다. “아니 국민의 힘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를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그간 온

갖 설화도 넘어갔지만 이건 넘어가기 어

렵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승민 후

보는 “정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원희룡 후보는 “이 말은 당원을 모욕하

는 것, 분명한 실언”이라고 발끈했다. 

 홍준표 후보가 20∼30대 국민의 힘 당

원과 젊은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정가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지지율

이 많이 올라간 것은 역선택도 많지만 

20대 등 젊은 층의 지지가 늘어난 때문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

다.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홍카콜

라’,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

표)’ 이라는 유행어가 폭발적으로 유행

하고 있다. 이 말은 홍준표 후보를 지칭

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상에서 인기

를 얻고 있다. ‘홍카콜라’는 코카콜라처

럼 시원한 발언을 하는 그의 특성을 뜻

하고, ‘무야홍’은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20·30세대가 만든 ‘인터넷 

밈’이다. 젊은이들의 홍준표 지지 신드

롬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여

야를 통틀어 한 KSOI 조사에서 홍 의

원은 20대에서 26.3%를 얻어 지지율 1

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

재명 경기지사는 18.7%에 그쳤다. 알

앤써치의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도 홍 의원은 20대 38.5%, 30대 36.7%

를 얻어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한편 지난 10월초, 대구·경

북의 전·현직 대학교 총학생회장 40여 

명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지

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필자는 홍준

표 신드롬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20

대 유권자를 만나, 홍준표, 지지하는 까

닭이 무언지 물어봤다. 

 “홍준표는 화끈하다, 사나이답게 거짓

말을 하지 않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정치적 프로파갠더가 박력 있다.”

 “선진국 형태의 경제 청책을 펼칠 가능

성이 크다, 수도, 전기, 도로 등을 민영화 

할 수도 있고 의료민영화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부채 많은 공기업들은 싸그리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관리할 

것 같다. 민간 자율 경제 정책을 실시하

면 많은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자본을 

투자할 것이다.”

 “경쟁체제도 생겨서 서비스 질도 좋아

지고, 그 분야 취업할 자리도 많이 생겨

서 좋을 거 같다. 국내 노조는 너무 거대

하고 힘이 세서 기업들이 힘들어 하니 

노조 힘을 줄일 필요가 있을 거 같다.”

 “홍준표는 그걸 해낼 것이다.”

류영수 채널경남 회장

“무야홍(무조건야권후보는 홍준표) 신드롬”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 “20대 유권자들에게 절대적 지지받는 까닭은?”

 

2021년 10월 15일 홍준표 후보와 인터

뷰를 갖기 위해 필자가 준비해온 질문

지를 꺼냈다. 

필자= 최근 자유의 여전사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홍준표 후보지지 선언을 

했더군요. 엄청난 원군(援軍)을 영입해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아이구 고맙심니더. 황금소

가 우리 집에 쑥 들어와 저로선 심(힘)

이 절로 쏟습니다. 하하하. 그래 류영수 

대기자님, 그동안 잘 계셨닝교? 세월이 

흘러가도 류회장의 튼실한 어깨, 참 부

럽심니더. 이언주 전 국회의원 요새 나

를 위해 전국을 돌며 고생 많심니더.”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13일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공동선

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로써 홍준

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경태 의원, 안

상수 전 인천시장, 그리고, 이언주 전 

의원까지 합류하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홍준표 양강 

중 누가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노련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왔다."며 "윤 후보는 준비

가 너무 안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20

대 남성의 지지로 시작된 홍준표 지지

층이 토론회를 거치며 40대까지 확대

되고 있어 (홍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

혀야)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민

주당의 강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며 "이재명 후보의 약점인 도덕성 측

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우월한 반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가난을 딛고 일

어선 입지전적 스토리나 행정 경험, 추

진력 등에서 홍 후보가 윤 후보보다 이

재명에 앞선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쿼터아파트 도입”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10일 ‘보

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대

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필자= 홍준표 예비후보께서는 지난 

19대 대선뿐 아니라, 20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토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유권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데... 한 20대 지지자는 “타 후

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가 아니라, 자료와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솔직하고 확실한 발언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홍

준표 후보가 20·30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더군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 후보님

의 대표공약을 소개하신다면?

홍준표= “예, 제 주요공약을 말씀드리

면, ‘법·정치·경제 등 자율 기반의 선진

국형 개혁’입니더.  ▲개헌 ▲핵균형 ▲

공무원 대폭 감축 ▲기업 규제 대폭 완

화 ▲강성 귀족노조 척결 등을 공약으

로 내세우고 있지요.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

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정

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

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

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

겠습니다. 그리고 AI와 블록체인, 빅데

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

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필자= 현 정부가 실패한 ‘벼락거지 부

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계획이

신지?

홍준표= “예,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

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

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세

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를 놓겠습니다. 잘 사는 국민에게는 자

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

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홍 후보가 제시한 쿼터아파트란, 예

를들면,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

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 가

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의 모티브를 

따왔다. 이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

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

동산 사정을 고려해 쿼터 아파트는 기

부채납을 받은 토지, 혹은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홍 후보는 밝혔다.

 

필자= 조금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

다. 부인 이순삼 여사께서 홍 후보님 후

원회장으로 맹 활약중입니다. 왜 사모님

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까?

홍준표= “하하, 다들 아시면서 뭘 물

어보고 그라요. 하하 아내 사랑이 지극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마누라 전

국으로 돌며 신랑지지 운동한다고 발

가락이 부러텄습니다.” 최근 이순삼 여

사가 신랑 고향 경남 창녕군을 찾아 홍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이순삼 여사는 

인사말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 후

보가 최종 주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면

서 “지사 바뀌고 취소된 경남산업단지 

등 무수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

해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고향 

분들이 똘똘 뭉쳐 지지를 해주셔야 한

다.”고 읍소했다. 이 여사는 “요즘 우리 

신랑 TV 토론회보면 많이 부드러워 졌

다.”며 “전에는 막말로 말들이 많았는

데, 드루킹이 잡혀 들어가니까 홍준표 

막말 비난도 많이 사라졌다.”고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조용헌(단국대 석좌교수)는 홍준표에 

대해 이런 인물평을 했다.

 “홍준표의 첫 인상과 몸에서 풍기는 

체취는 칼을 든 검객(劍客)의 느낌이

다. 키는 169㎝. 몸매도 호리호리하다. 

뚱뚱하면 검객이 아니다. 키가 너무 커

도 검객 노릇 하는데 지장이 있다. 왜냐

하면 검객은 순간적으로 칼을 찔러 베

어야 한다. 뚱뚱하면 스피드가 떨어진

다. 키가 크면 동작이 커지기 마련이어

서 상대가 이를 눈치 채고 방어 자세에 

들어간다. 키가 작고 민첩해야만 순식

간에 칼을 쓴다. 그래서 검객 몸매는 따

로 있는 것이다.”

 그렇다, 홍준표 하면 쾌도난마, 민첩성

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TV토

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코너에 내몰았다.

홍후보 : “작계(作計) 5015 아시죠?” 

윤후보 : “네”

홍후보 :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

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윤후보 : “글쎄요, 한 번 설명해주시죠” 

홍후보 : “작계 5015 아신다고 했잖아요?”

 

 작계 5015를 잘 숙지 못한 윤석열 후

보가 쩔쩔매는 모습을 내보이자 시청

자들로부터, “야~ 대단하다 홍준표, 순

식간에 칼을 빼, 상대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평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말한다. “급작스럽게 대

선 후보가 된 윤석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대에 올라섰다는 건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 알고 있을 거다. 단

순히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든 거란 말이 나돌 정도니까. 자신

의 분야,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 있어서

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일지 모른

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외교국방과 경제는 

꼭 필요한 소양이다. 경제는 일반인이

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기본은 갈 수 있다. 그러나 국

방은 이야기가 다르다.” 

 “벼락치기로 메울 수 없다.” 

 홍준표는 이걸 노렸고, 노림수는 정확

히 맞아 떨어 졌다. 윤석열은 얼버무렸

고, 나중에 가서야,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는 우답(愚答)을 내

놓아 시청자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음호에 계속...

류영수기자의 단독인터뷰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윤석열 후보, 국방허점 간파, 집중공격하다”
└ ‘자유의 여전사 이언주 전 국회의원,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

 

 채널경남은 국민의힘 후보 토론에서 

시원한 발언으로 20·30 젊은 층의 지

지를 얻고 있는 홍준표(국민의힘) 예

비후보를 만나. “그의 공약과 그의 매

력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기로 했다.

 취재에 들어가기 전, 홍준표 예비후

보와 채널경남의 인연을 소개한다. 

지난 2014년 5월 16일 홍준표 경남지

사후보(당시)가 채널경남과의 방송 

인터뷰를 갖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

다. 그는 2시간여 촬영에 응하면서 필

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필자= 홍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TV토론 논객이며 독특하고 아이디

어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보수 진보

를 가리지 않고 출연하며 명쾌하고 

강단 있는 논객이며 대본을 한번 보

고 외울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소유

한 사람으로 이름 높습니다. 공사다

망한 가운데 저희 채널경남을 친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수 대기자가 오라고 하면 내
가 와야지?”
홍준표= 과찬의 말씀입니다. “류영수 

기자가 오라고 하면 내가 와야지?” 노

익장이면서도 취재 현장을 뛰는 류영

수 기자의 박력 있는 취재! “저, 참 좋

아합니다 하하” 

“홍준표야말로, ‘지용겸비(智勇兼
備)’를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정
치인이다.”
 

 당시 필자는 홍준표의 정치적 인물 

품평을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의 4

천 년 역사 속에서 수 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는데 그들도 모두 다 경영

의 귀재였다. 그들은 ‘지용겸비(智勇

兼備)’ 즉 ‘지’와 ‘용’을 함께 갖추었다. 

그래서, ‘지’와 ‘용’을 가지는 것이 명

장의 조건이라고 했다. ‘지’란 선견지

명과 통찰력을 말한다. 다른 사람보

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서 알아차리

는 능력, 또는 보다 깊이 있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손자

의 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

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는

데 남을 알고 자기를 알기 위해 필요

한 것이 바로 ‘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용’은 결단력이다. 확실히 결단을 내

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한다면 난세를 

헤쳐 나아갈 수 없다. 또 정확하고 틀

림없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도 지

도자로서의 조건이다. 그런데, ‘용’이

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무턱대고 앞

으로 돌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

향이 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

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종류의 ‘용’을 

‘필부지용(匹夫之勇)’이나 ‘만용(蠻勇)’

이라고 하여 경멸했다. 그들의 말에 의

하면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용’은 

물러나야 할 때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다. 승산도 없이 무턱대고 돌진하다가 

부딪친다면 이익은 고사하고 모든 것

을 잃고 만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승

산이 없고 더이상 밀어붙여 봤자 쓸데

없이 손해만 더 크게 될 뿐이라고 판단

되면 주저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야 훌

륭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언주 홍준표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이순삼 홍준표후보 후원회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10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국숫집에서 점심을 
먹는 등 민심 행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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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경남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민들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무료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땅(논,밭,임양,전원주택부지 등),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외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임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문의 바랍니다. 

알뜰살뜰
채널경남
게 시 판
제보 및 문의 chgn486@naver.com

대구 최초의 흥신소 경력 25년!

최선을 다하여 깔끔한 일처리

하나만은 자부함!

어려운 일 믿고 맡겨만 주시면 해결!

흥신소[심부름]

0 5 3 ) 767 - 17 70
010-6767-2254

( 허가등록업체 ) 소장 김철호

정리정돈은 고객이 OK 할 때까지

일반이사ㆍ포장이사

피아노ㆍ에어컨이전설치

무료견적ㆍ인부대기

이사 KOREA

053)384-0024
010-9932-0024

이홍우

음향 / 무대 / 조명 / 코러스 / 
특수효과 / 행사기획/ 연철 / 

TOTAL EVENT

솔 기 획   
엔 터 테 이 먼 트 ㆍ 이 벤 트

TEL  055) 744-0004
H ㆍ P   011-583-6666
FAX  055) 747-0042

대표 : 김평오
경남 진주시 평거동 185-10(진양호로 247)

E-mail : flower4948@naver.com

아로마네일
&

스킨케어

AromaNail&SkinCare

TEL  055) 767-1154
HㆍP   010-8990-2352

대표 : 주소영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23-8번지
E-mail : purpledreams@hanmail.net

www.hy.cadillac.co.kr
한영오토모빌

캐디락 공식딜러

TEL  053) 765-7070
HㆍP   010-5444-9207
FAX 053) 784-0600

주임/영업팀 : 정 광 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2(지산동)
E-mail : kwangjaejung@nate.com

world No.1 글로벌 보안전문기업
파란팔각형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안전해집시다.

출동경비/CCTV/출입관리/근태관리/식수관리/정보보안

A D T  캡 스     

TEL  055) 1588-6400
H ㆍ P   010-3841-9745
FAX  055) 945-2171

영남본부 거창영업소 소장 : 장 종 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 144-1
E-mail : jhjang@adt.co.kr

채널경남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다가가는 채널경남 

언론사가 되고자  '사람과 사람!', '오늘과 내일!' 
채널경남의 지면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채널경남은 각종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각종 행사 게재 합니다.

이메일 chgn486@naver.com부동산 정
보

합천 금오아파트 24평

- 4층 방3. 욕실1
- 꼭 하실분만 문자주세요. 

★아파트 매매★

H.P  010-8325-1921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거창 송정리1층상가임대

- 거창읍 송정4길 57
- 15평
-  화장실과 싱크대가 구비

★ 상 가 임 대 ★

H.P  010-2811-8218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거창 남북야식 옆 대로변

- 거창읍 거열로 176
- 구 대신음향자리

★ 상 가 임 대 ★

H.P  010-8616-0909

거래가격  500/35

거창 깨끗한신축 상가

- 거창읍 거열로235
- 현재 뷰티샵이 계약
- 주차용이함

★ 상 가 임 대 ★

H.P  010-8513-0419

거래가격  1000/35

거창 갠지스앞 상가

- 거창읍 공수들1길24-17
- 30평
- 권리금없음

★ 상 가 임 대 ★

H.P  010-2070-1391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거창 정우원룸 임대(미투)

- 거창읍 김천2길16  13평형
- 지문인식출입,CCTV설치
- 월세, 반전세 가능

★ 원 룸 임 대 ★

H.P  010-2600-0598

거래가격  500/40

함양 시온빌 원룸임대

- 함양읍 대실곰실로 33
- 풀옵션 / 월관리비 1만원
- 넓은 주차장

★ 원 룸 임 대 ★

H.P  010-2688-4822

거래가격  100/23

함양 신축원룸 임대

- 함중사거리 신축건물 3층
- 엘리베이터있음
- 깨끗함

★ 원 룸 임 대 ★

H.P  010-8594-7735

거래가격  500/43

합천 톨토이즈 원룸 임대

- 합천고등학교 후문
- 풀옵션, 공용건조기 설치
- 깨끗함

★ 원 룸 임 대 ★

H.P  010-4521-4555

거래가격  500/40

산청 투룸 임대

- 산청군청 바로 옆
- 큰방,작은방,거실,부엌,베란다
- 관리비 없음

★ 투 룸 임 대 ★

H.P  010-4521-4555

거래가격  1000/15

거창군 사과밭 매매

-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356-1, 355-3번지

★ 밭 매 매 ★

H.P  010-4089-1618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함양 휴먼시아 상가

- 아파트 상가 105호 
- 10평
- 권리금, 시설비 없음

★ 상 가 임 대 ★

H.P  010-7100-8256

거래가격  1000/50

함양 운림리 군청인근

- 운림리 군청인근  상가 임대  2층
- 45평 사무실, 학원  추천  
- 즉시 입주 가능

★ 상 가 임 대 ★

H.P  055-963-1813

거래가격  2000/40

합천 군청회전교차로 근처

- 30평대 1층
- 벽지 및 가벽 공새해서 깔끔
-  다용도실 또는 쉴공간 있음

★ 상 가 임 대 ★

H.P  010-3141-6655

거래가격  5000/100
(조율가능)

합천 성우아파트 1층 상가

- 성우아파트 1층 상가

★ 상 가 임 대 ★

H.P  010-7177-1212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함양 웰가센트뷰 상가

- 상가1층(15.3평) 
- 상가2층(10 8평~16.4평)

★ 상 가 임 대 ★

H.P  055-963-1813

1층  3000/60
2층  2000~2500/30~40

합천  무지개아파트 다동

- 무지개 아파트 다동 4층
- 빙2개 화장실1개 주방
-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H.P  010-9996-2455

거래가격  6천만원

합천 대야 아파트 2차  31평

- 방3개 화장실2개 
-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H.P  010-8565-1690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합천 무지개아파트 가동

- 5층 33평
- 방3개, 화장실 2개, 
   넓직한 앞뒤 베란다, 정남향

★아파트 매매★

H.P  010-3747-28O7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합천 선우H2차아파트

- 3층 34평
- 직장 관계로 급하게 매매

★아파트 매매★

H.P  010-9680-7733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거창 김천리 주공2차 1층

- 10월말 11월초 이사 가능합니다
- 14평 방2 화장실1
- 1층 입니다 연락주세요

★아파트 임대★

H.P  010-2168-5689

거래가격  1200/28

함양 소라아파트 4층 임대

- 전용58.91㎡ 
-  방2 욕실1  남향
- 즉시 입주 가능

★아파트 임대★

H.P  055-963-1813

거래가격  500/35 

함양 한마음 아파트 임대

- 101동 정남향
-  풀옵션 큰방1 거실  주방
- 6월 중순 입주가능

★아파트 임대★

H.P  010-9665-4925

거래가격  올전세 6000만

산청 서전골든뷰 34평 매매

-  2019년 2월 리모델링 완료
- 주방,욕실,바닥,중문,보일러
   리모델링

★아파트 매매★

H.P  010-6684-8696

거래가격  협의 후 결정

함양 경일아파트 매매

- 승강기있음
- 25평형(방2-미닫이방1개)
- 기본상태/이사협의

★아파트 매매★

H.P  010-5653-8553

거래가격  9천만원

함양 사랑채아파트 27평 

- 전망굿!!!!
- 방3, 화2, 거실, 양베
- 2022년 3월 말 가능

★아파트 매매★

H.P  010-6675-9193

거래가격  1억8천7백천만원

함양 위성아파트 탑층27평

- 방2, 화1, 넓은거실, 양베~~~
- 전망굿!!!!
- 하시 ̂  ̂/  매우깨끗*^^*

★아파트 매매★

H.P  010-6675-9193

거래가격  8천7백만원

함양 한솔아파트 32평

- 위성초등학교앞
 - 9층. 

★아파트 매매★

H.P  055-962-3445

거래가격  2억3천만원

함천 무지개아파트 다동 4층

- 전체적 리모델링
- 베란다 샷시 & 타일 교체
- 주방 싱크대 & 타일교체

★아파트 매매★

H.P  010-9996-2455

거래가격  6천만원

함양 한마음아파트 저층 26평

- 올수리
- 매우 깨끗,  빠를 수록 ok!!!
- 방2, 거실, 화1, 넓은 앞베란다

★아파트 매매★

H.P  010-6675-9193

거래가격  8천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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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황매산 경사났네! 경사났어!
└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공모 선정

└ 숲속야영장 공모 선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녹색 자금 

공모 사업’에 황매산군립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선정됐으며, 산림

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녹색자금 5억 8천 

8백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억 9천 2백

만원을 더해 9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황매산군립공원 1.2km 구간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며 국비 9억 5천만원 

도비 2억 8천 5백만원 군비 6억 6천 5

백만원으로 19억원의 사업비로 텐트사

이트 30동 카라반 사이트 17동 관리사

무소 1동 등 조성하게 된다.

 황매산군립공원은 해마다 70만명 이

상의 군민과 관광객이 찾는 합천 대표 

관광지이지만, 높은 고도로 공원 내 일

부 등산로 구간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높

은 인기에 야영장을 예약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합천군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

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등

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

도록 데크길 조성하여 전동 카트 체험

을 실시할 계획이다. 21만㎡ 드넓은 부

지를 편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매산군립공원만의 장점이다. 숲속야영

장 사업을 통해 총 47 동의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여 더 많은 이용객들이 황

매산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합천군 정대근 산림과장은 “접근하기 

어려워 황매산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

지 못하는 것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매산의 대자연을 교통약

자들과 함께 누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용욱 기자

코로나 이후 성인 10명 중 4명 수면 질 저하, 10%는 개선 눈길
└ 브레인 매거진, ‘코로나 팬데믹, 나의 수면패턴 변화는?’ 설문 결과 발표

천안--(뉴스와이어) 2021년 10월 13

일 -- 브레인 매거진이 20대 이상 성

인 5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나의 수면패턴 변화는?’이란 주제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레인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20대부터 60대 이상 516

명이 참여했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연구소가 데이터 분석을 담

당했다.

 이번 브레인 설문은 코로나19로 이동

이 멈춰지고, 사람과 접촉 제한, 원격 

환경의 증가 등 전례 없는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가 생겨나는 가운데 수면 문

제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취지로 실시

됐다. ‘코로나 팬데믹, 수면패턴 변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브레인이 실시한 ‘코로나 팬데믹, 수면

패턴 변화’ 설문 응답자 중 45%가 코

로나19 이후 수면 패턴에 변화를 느

낀다고 답했다. ‘일부 영향을 받고 있

다(32.7%)’,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2.6%)’, ‘비슷하다(53.8%)’ 순으로 나

타났다.

 코로나 이후 수면의 질적 변화에 대해

서는 10명 중 4명이 수면의 질이 낮아

졌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낮아졌

다(37.9%)’, ‘높아졌다(8.9%)’, ‘비슷하다

(52%)’로 답변했다.

 수면 시간 자체에서도 10명 중 4명

이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면 시

간 증감에 대해서는 ‘수면시간이 줄었

다(25%)’, ‘수면시간이 늘었다(15.3%)’, 

‘비슷하다(58.6%)’로 나타나 수면 시간 

감소가 더 많았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

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수면 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표인 셈이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취침 시간에 변

화가 있다고 답했다. ‘취침시간이 늦어

졌다(30.9%)’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취침시간이 빨라졌다(18.2%)’, ‘비슷하

다(49.7%)’ 순으로 응답하며 코로나19 

이후로 취침 시간이 불규칙해진 것으

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증대(21.7%)’, ‘운동량 감소

(13.3%)’, ‘불규칙한 식사(3.7%)’라고 응

답했고, 2명 중 1명은 명확한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스트레스는 2명 중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

대(51.8%)’, ‘스트레스 감소(8.5%)’, ‘비

슷하다(37.9%)’고 응답했다.

 코로나 이후 운동 시간은 10명 중 4명

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운동시간 감소

(42.6%)’, ‘운동시간 증대(27.7%)’, ‘비슷

하다(28.6%)’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식사 관리 변화는 10명 

중 3명이 불규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적으로 변화(28%)’, ‘규칙적으

로 변화(20.1%)’, ‘비슷하다(50.9%)’고 

응답했다.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는 운동, 스트레스, 식사 3

가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0명 

중 4명이 운동 시간이 감소하고, 10명 

중 3명은 불규칙한 식사, 2명 중 1명은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응답한 셈이다.

 눈여겨볼 것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수면의 질이 개선된 그룹이다. 코로나

19 이후 수면 패턴 변화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수면의 질적 변화에 대해서 높

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8.9%였다.

 응답자 중 10명 중 4명은 감소하고, 5

명은 변화가 없었지만, 1명꼴로 수면의 

질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답했다.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

로 꼽히는 운동, 스트레스, 식사 3가지

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분명히 개선

된 그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운동 시간 변화에 대

한 설문에서 ‘운동시간 감소(42.6%)’, 

‘운동시간 증대(27.7%)’, ‘비슷하다

(28.6%)’로 나타나 응답자 중 10명 중 3

명은 운동 시간이 오히려 증대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후 식사 관리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불규칙적으로 변화(28%)’, 

‘규칙적으로 변화(20.1%)’, ‘비슷하다

(50.9%)’고 응답해 10명 중 2명은 식사 

관리에 긍정적 개선이 일어났다.

 코로나 이후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증

대(51.8%)’, ‘스트레스 감소(8.5%)’, ‘비

슷하다(37.9%)’고 응답하며 8.5%는 스

트레스가 오히려 줄었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한 장래혁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연구소 교수

는 “이번 수면 패턴 변화에 대한 설문 

데이터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

활의 핵심 지표인 수면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

난해 미국수면학회에서 발표된 해외 

수면장애 결과와도 비슷해 전 세계적

으로 동일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것은 동일한 팬데

믹 조건 하에서도 이전보다 오히려 수

면의 질을 개선한 10% 그룹이라며 응

답자 중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대

표적인 요소로 꼽히는 스트레스, 운동, 

식사 관리 3가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

서도 운동시간 증대 27.7%, 식사규칙

적 변화 20.1%, 스트레스 감소 8.5%로 

개선된 그룹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본질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유도하는 기능성 침

구류, 숙면 기능 IT 제품, 수면 유도 생

활용품 등 제품 보다는 보다 스스로가 

심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좋은 행동 습

관을 개선하는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2010년 개교

한 4년제 고등교육법 인가 사이버대

학교로, 케이팝(K-POP)을 세계 정점

에 우뚝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모교

이자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가 다니

는 한류 선도대학겸 뇌 교육 특성화 대

학이다. 세계 유일 뇌 교육 학문화 경

쟁력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뇌 활용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

나19로 온·오프라인 교육 경계가 사라

진 시점에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 인

도 힌두스탄공과대학 등과 학점 교류

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K-교육 선도대

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사이

버대학교는 21세기 미래 키워드인 ‘뇌’

와 ‘문화’를 중점으로 현재 사회복지학

과·상담심리학과·뇌교육융합학과·스

포츠건강학과·뇌기반감정코칭학과·실

용영어학과·융합콘텐츠학과·방송연예

학과·융합경영학과·동양학과·AI융합

학과 등 1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브레인미디어: h t tps : / /www.

brainmedia .co .kr/Customer/

NoticeEvent_...

웹사이트: http://www.global.ac.kr

하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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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살때 기존 전화기 반납하면 

할인해 준다 해놓고 ‘삭제한 사진’ 복원해 

유출한 대리점!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신형 

스마트폰을 살 때 기존 전화기를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고 고객을 유인한 뒤 사생활이 담

긴 사진을 복원해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

르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서울 홍대 근

처에 있는 KT 대리점에 방문해 신

형 스마트폰을 구매 후 기존에 쓰

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할인 조

건이 바로 기존 휴대전화 반납이었

던 것.

 A씨는 휴대전화 속 민감한 사진들

을 직접 삭제한 뒤 대리점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A씨는 “암호 적어주고 가면 초기

화를 해 준다고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인 조건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다음날 곧바

로 다시 대리점을 찾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되찾아 왔는데 

하루도 채 안 된 그 사이에 A씨의 

사적인 사진이 모두 유출됐다. 대

리점 직원들이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본 것이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했던 전직 관

계자는 “창고에 들어가 보니 3~4

명 몰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길래 

‘이게 뭐냐’하고 봤다. 나체 사진 같

은 걸 돌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사적인 사진은 대리점 직원 

외 제3자에게도 무차별 유포된 것으

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모르는 한 남

성이 A씨에게 연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진 9장을 보내왔다.

 그는 “모두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

던 사진들이다. 그중에는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하려고 찍은 나체 사

진 같은 것도 있다. 정신적으로 되

게 아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KT 본사 측은 "본사가 아니

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

위"라는 입장이다.

MBC ‘뉴스데스크’

10월 5일 20시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10.12.(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시행

└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65세 어르신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경상남도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에 따라 10. 5.(화) 20시부터 누리집을 

통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

엔자 접종 사전예약이 시행됨을 알렸

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이 집중되는 시기(10~11월)에 분

산 접종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

자 접종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75세 이

상 어르신은 10. 5.(화), 70~74세 어르

신은 10. 12.(화), 65~59세 어르신은 10. 

14.(목)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

go.kr)과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진행한다.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대리 예약도 가능

하다. 콜센터(1339, 지자체 콜센터)의 

경우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까

지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

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

을 권장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

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별 분

산 접종계획에 따라 사전 예약없이 보

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접종

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접종

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1일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전예약을 통

해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전예약

을 못하고 방문 시에는 접종이 불가할 

수 있어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마스크 쓰

기, 대기 시 일정한 거리두기, 손 위생 

등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대상자, 보호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

상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접종일을 연기하도록 한다.

 경상남도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호

흡기질환예방을 위해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

다.

김현준 기자

사전예약

10.5. 20시 ∼ 11.30. 18시

10.12. 20시 ∼ 11.30. 18시

10.14. 20시 ∼ 11.30. 18시

접종대상자

75세 이상 (1946.12.31. 이전 출생)

70∼74세 (1947.1.1.∼1951.12.31. 출생)

65∼69세 (1952.1.1.∼1956.12.31. 출생)

접종기간

10.12. ∼ ‘22.2.28.

10.18. ∼ ‘22.2.28.

10.21. ∼ ‘22.2.2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경남도, 장애인 대상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 실시

 경상남도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만 원 이상의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6~12개월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정보통

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보

완한 것으로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한

다.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

조를 받아 임대 보조기기 50대를 확보하

였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2013년 

시작, 매년 5월 신청받아 200여 명에게 

보조기기 보급

 사업대상자는 경남에 주소를 둔 장애인

으로, 10월부터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체 상담과 평

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

의 3%를 보증료로 내고 6~12개월 동안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후 

반납하면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의 제품목

록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장

애인종합복지관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055-237-8242)에 문의하면 된다. 

 김맹숙 경남도 정보담당관은 “이번 사

업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경남도에서 무료

로 추진하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 정

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적

극 참여하여 디지털 역량을 높이길 바란

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도내 교육 장

소는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창

원) ▲경남점자정보도서관(창원) ▲진주

시장애인종합복지관(진주) ▲통영시장

애인종합복지관(통영) ▲사천시장애인

종합복지관(사천) ▲창녕군장애인종합

복지관(창녕)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남해) 등 7곳이다.

김현욱 기자

└ 100만 원 이상의 정보통신보조기기, 6~12개월간 무상 임대 

└ 오는 10월부터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대상 기기목록

구 분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시각

분 야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

기 기 명

디지털 XL FHD 12

크로버 10 HD

엑스프로 8 HD

Compact 10 HD

센스뷰비전 프로

아이러뷰7

아이러뷰13

한소네6

한소네5

한소네U2 

대 수

5대

5대

4대

5대

1대

4대

1대

4대

4대

4대

납품업체

헨디인터내셔날

헨디인터내셔날

헨디인터내셔날

헨디인터내셔날

셀바스헬스케어

씨앤피

씨앤피

셀바스헬스케어

셀바스헬스케어

셀바스헬스케어

구 분

언어

언어

지체

지체

지체

분 야

언 어 훈 련
S/W

의사소통보
조기기

특수마우스

특수마우스

특수마우스

기 기 명

스피치미러탭

메시지스톤

친 플러스 마우스

안 구 마 우 스
(TM5mini)세트

안경마우스2-호흡
스위치

대 수

4대

4대

2대

2대

1대

납품업체

클루소프트

터치스톤

케 어 라 이 프 
코리아㈜

윌비

파 라 다 이 스 
복지재단

반려견 복지의 시작은 동물등록입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동물등록제도 확대·강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유실·유기 동

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

터 10월 31일까지(1개월) 시군과 합동으

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기

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하여 자진신고기간 동안 위반사항(미등

록, 등록사항 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인 개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사유(생후 2

개월령 이상) 또는 등록사항에 변경사유

(등록사항 및 소유권 변경 등)가 발생되

었을 경우 30일 이내(단, 분실 시 10일 이

내)에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

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경남도 동물등록대행기관 : 254개소

(창원 80, 진주 24, 통영 6, 사천 8, 김해 

60, 밀양 7, 거제 13, 양산 20, 의령 2, 함안 

5, 창녕 5, 고성 8, 남해 1, 하동 4, 산청 3, 

함양 2, 거창 2, 합천 4)

 경남도에서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자체가 운영

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에 미등록 반려

견 이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

으로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

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신고기간 운영

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양

육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내 도

서지역 및 면단위 등 171개소의 동물등

록 제외지역이 존재한다.

 미등록 반려견이 유실·유기되었을 경

우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동

물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포획되지 않은 개체는 야생화되

어 주민생활에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여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

을 수 있으며, 유실·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

정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라도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남도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경남도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동물보

호센터 운영 지원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지원 등 11종의 

사업에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

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동균 기자

└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실시(10.1~10.31), 과태료 처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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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페이스,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실용성 가득한 
‘아웃도어 후디 재킷’ 출시
└ 레드페이스, 등산·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 시즌 겨냥한 기능성 우먼 재킷 선보여

└ 자체 개발 소재인 콘트라텍스 윈드 프로 소재 적용해 뛰어난 방풍·투습 기능 갖춰 
     가을철 야외활동에 제격

└ 가을과 어울리는 톤 다운된 색상과 함께 유니크한 패턴의 조화로움으로 기능뿐만 아니라 
     스타일까지 더해 ‘눈길’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09월 30

일 --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요즘, 야

외활동을 하기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

며 등산·캠핑 등 야외활동을 나서는 이

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기온 변

화가 큰 가을에 필수품으로 꼽히는 건 

단연 재킷이다.

 대한민국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

페이스가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

는 것은 물론, 가을 느낌 물씬 풍기는 

여성용 재킷을 선보였다.

 ‘콘트라 스트레치 프린트 우먼 재킷’은 

레드페이스 자체 개발 소재인 콘트라

텍스 윈드 프로 소재를 사용해 우수한 

방풍 기능으로 가을 칼바람을 완벽하

게 막아준다. 이와 함께 땀을 배출시키

는 투습력 또한 뛰어나 장시간 야외활

동에도 쾌적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일체형 후드 형식으로 목과 머리를 감

싸줘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완

벽히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체온 유지

를 위해 땀과 열기 배출이 쉽도록 통풍

구가 있어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걸쳐 

입기 좋다.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매력을 갖춘 해

당 상품은 허리 부분에 스트링이 있어 

체형과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

할 수 있으며, 유니크한 패턴으로 디자

인을 구성해 개성을 살렸다. 색상은 가

을 날씨와 어울리는 톤 다운된 버건디

와 네이비로 데일리 아우터로도 착용

하기 좋다.

 레드페이스는 최근 선선해진 날씨로 

야외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야외활동을 돕기 위해 기능성 

재킷을 선보였으며, 기능은 기본이고, 

차분한 색상에 유니크한 패턴을 더한 

프린트 재킷으로 스타일리시한 아웃도

어룩을 연출해보는 것을 권한다고 밝

혔다.

웹사이트: http://www.theredface.

com/           

김현욱 기자

기독교 선물 십자가 전문공방 영롱상점, 원목 말씀액자 출시
└ 나무 십자가로 시작해 출시

부천--(뉴스와이어) 2021년 09월 28

일 -- 기독교 선물 전문공방 영롱상점

(대표 이영롱)이 리뉴얼된 영롱상점표 

‘나무 말씀액자’를 출시했다고 28일 밝

혔다.

 이번 출시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친한 교인들의 선물로 벽걸이십자가나 

그 밖에 십자가가 세겨진 물품을 제외

하고는 달리 선물의 폭이 좁은 것에서 

감안해 ‘기도하는 마음이 담긴 원목 성

경말씀액자’를 선물로 전달하면, 주는 

본인도 받는 친한 교인도 의미 있는 선

물이 될 것이라는 지인인 여러 교인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기독교 시장은 탁상 십자가를 

비롯한 말씀액자를 선물한다고 해도 

공장에서 제작한 상품이 대다수였다. 

또한 이영롱 대표는 만든이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독교 선물은 의미가 없

다고 보고 있다.

 이영롱 영롱상점 대표는 “친한 교인

들에게 직접 만든 기독교 선물을 주다

가 기독교인도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

이 담긴, 제대로 된 기독교선물을 했으

면 좋겠다’는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처

음에는 탁상용십자가와 벽걸이십자가

를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

해 마침내 나무 성경말씀액자를 출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문

구를 영롱상점 말씀액자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문구를 작성하거나 선

택 후에 결제하면, 집에서 성경말씀액

자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주변 이들에게 

선물하거나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개발 부서가 원하는 글귀

를 찾기 때문에 여러 쇼핑몰을 방문해

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으며, 그저 원하

는 말씀을 선택하거나 혹 원하는 말씀

이 없으면 원하는 말씀을 작성해 제출

만 하면 되니 서치 과정이나 소요 시간

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선물 전문공방 영롱상점은 말

씀액자 상품을 한시적으로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료로 반품이 

가능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영롱 영롱상점 대표는 “영롱상점이 

대한민국 내 기독교 선물 시장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개발 부

서가 앞으로 세계에도 통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담긴 기독교 선물’을 만들어 개

발 및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나무 말씀액자 출시는 친한 

교인들에게 진심이 담긴 기독교 선물

을 하고 싶어서 직접 선물을 만들어 전

달하다가 소문이 퍼지면서 이뤄졌다.

웹사이트: http://youngrong.kr

백이수 취재본부장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교육

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도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도

내 소재 대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 학

자금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대

출을 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

는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 해당하

는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경상남도 누리집의 알

림창을 클릭하거나 도민소통광장

에 개설된 학자금대출신청지원 페

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자격 조회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

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

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

재단 학자금대출 상환계좌로 2021

년 발생 이자가 상환 처리된다.

 지원내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누

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들이 학비 부

담을 덜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

록 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해오고 있

으며, 지난해까지 39,769명에게 31

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

법」 개정과 경상남도 청년정책네

트워크 제안에 따라 대학원생도 지

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상

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

한 조례」를 개정 중이며, 조례개정

이 완료되면 2022년부터 대학원생

도 이자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학생들의 학업활동

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학

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

업에 전념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용욱 기자

└ 2021년도에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 재ㆍ휴학생 대상, 29일까지 신청

└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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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영어 신조어 10가지
 최근 영어 뉴스를 읽다가 낯선 단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신조어가 생겨

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신조어가 많

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조어를 알면 영어 기사나 보도자료

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을 영어 신조어 10가지
를 소개하겠습니다.

1. 코비디엇(Covidiot)
 코비디엇(Covidiot)은 코로나19와 바

보, 멍청이를 뜻하는 ‘Idiot’의 합성어입

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

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나 지침

을 무시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주먹질한 승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국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부터 승

객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자가 무더기로 생겨 코비디

엇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ask less Covidiot goes on rampage 
at Miami International Airport

2. 캐런(Karen)
 중산층 백인 여성 중에서 잘난 체하고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식당이나 매장에서 매니저를 나오라

고 하며 이유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쓰이기 시

작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미국 언

론 매체에는 코로나19 팬더믹과 흑인 

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며 캐런이라

는 단어가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흑인 인권 시위대를 향해 권총을 겨눴

던 백인 여성, 호주에서는 코로나19 검

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웃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배포한 여성이 

캐런으로 불렸습니다.

That lady just asked to see the 
manager, she’s such a Karen

3. 노 캡(No Cap)
 캡(Cap)은 거짓말을 뜻하고 노캡(No 

Cap)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문장 끝에 붙여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 언어로 표현하면 ‘레알’, ‘찐

이야’와 같습니다.

A: I can’t believe it, seriously?
B: No cap.

4. 둠스크롤링(Doomscrolling)
 Doom은 암울하고 불행한 상황을 뜻

하는 영어 단어로 Doomscrolling은 뉴

스나 SNS에 나온 부정적인 글을 스크

롤해서 찾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로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

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신조어입

니다. Doomscrolling을 하는 사람을 

Doomscroller라고 합니다. 반대로 즐거

운 기사만 찾아보는 사람은 Joyscroller

라고 표현합니다.

Meg is a self-professed doomscroller 
and bought a ‘dumb phone’ to help 
her disconnect from social media

5. 부머(Boomer)
 부머(Boomer)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젊은 

세대들이 충고나 조언을 하는 기성세

대를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단어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꼰대’와 비슷한 표현입

니다.

 ‘OK Boomer’라는 표현은 SNS에서 짧

은 동영상 등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미는 ‘고지식한 소리는 그만하세

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

는 말로 ‘OK Zoomer’라는 표현이 있습

니다. 이것은 ‘알았어. 어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6. 티(Tea)
 ‘차’를 의미하는 Tea는 ‘가십’을 뜻하는 

신조어로 사용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오후에 

모여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며 가십

거리가 흘러나온 것에서 비롯되었습니

다.

 Spill the tea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차

를 쏟는다’가 되지만 실제 뜻은 ‘가십거

리 좀 얘기해봐’가 됩니다.

What’s the tea today?
I got some tea to spill, anybody want 
to listen?

7. 인핏(Infit)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서 ‘아웃핏’과 반대되는 개념인 ‘인핏

(Infit)’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퍼웨어(Upperwear)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집에서 화상회의로 일

하는 사람들은 허리부터 위(Upper)만 

신경 써서 갖춰 입으면 되기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Daily average orders in the Upperwear 
category especially T-shirts, polos, 
shirts, and innerwear went up by 
100%

8. 하이퍼로컬(Hyperlocal)
 ‘극도의’라는 뜻의 Hyper와 ‘좁은 지

역’을 뜻하는 ‘Local’이 합쳐져 만들어

진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지역)’과 비

슷한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먹

고, 일하고, 노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하

이퍼로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를 중계하는 ‘당근마켓’

도 대표적인 하이퍼로컬 서비스입니

다.

Hyperlocal Services Market is 
conventional to show a substantial 
growth in the near future

9. 페르소나(Persona)
 최근 ‘부캐 마케팅’이 인기입니다. ‘부

캐’는 ‘부(副)캐릭터’의 줄임말로, 게임

에서 원래 캐릭터인 본(本)캐 외에 새

롭게 만든 캐릭터를 지칭하였는데, 이

제는 연예계, 유통업계 및 사회 전반에

서 쓰이고 있습니다.

 부캐는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 

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페르소나

(persona)란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

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인격(Stage Persona),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인격(Social 

Media Persona) 등 개인이 상황에 맞

게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다양한 정체

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비

슷한 의미로 Alter-ego라는 표현이 있

습니다.

Gen Z knows Warwick based on her 
social media persona

10. 팟(Pod), 버블(Bubble)
 콩이 들어있는 꼬투리를 의미하는 

Pod과 거품을 뜻하는 Bubble이 최근 

소규모 그룹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

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가까운 친구 등 서

로 교류가 허용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격리팟(Quarantine Pod), 격리 버블

(Quarantine Bubble)로 쓰입니다. 비슷

한 의미로 Qurateam(Qurantine+team)

이 있습니다.

Medical expert urges families to keep 
Thanksgiving dinner to ‘quarantine 
bubble’

김현준 기자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전거 사고도 보장하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022년 ‘장애예술인 수첩’ 개정판 등록 참여자 공모
└ 장애예술인 등록 발판 마련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10월 08

일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

기환)의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 다

이렉트는 8일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자전거 전용 플랜’을 새롭게 

탑재한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상품 ‘KB

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그간 자전거 관련 보험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이 많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이번 

‘KB스마트운전자보험’ 개정 출시를 통

해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 

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 등 3가

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손쉬운 가입

은 물론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

를 확대했다.

 자전거 전용 플랜의 경우 자전거 사고

로 인한 △벌금 비용 △변호사 선임 비

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에 더

해 △사망 후유장해 △골절위로금 △

깁스 치료비 △탈구 신경 손상압착손

상위로금 △상해 흉터 복원수술비 등 

자전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뿐만 아

니라 (자동차) 운전자보험 보장에도 자

동차 사고 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하는 ‘자동차 사고부상위로금’ 

보장과 보복 운전에 따른 피해를 보장

하는 ‘자동차 사고보복 운전피해 보상’ 

및 ‘상해 흉터 복원수술비’ 보장 등을 

추가해 보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타인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거나 공

유 차량(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단기

(1일~7일)로 가입할 수 있는 ‘하루운전

자플랜’에도 동일한 보장을 추가해 제

공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본부장 김성범 

상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레

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

객들이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

거를 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했

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변화

하는 환경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

품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binsure.co.kr

김현욱 기자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10월 01

일 --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방귀희)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인 수첩 참여자

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

법)’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18년에 한국장애예술인협

회에서 발간한 ‘장애예술인 수첩’ 덕분

이었다.

 당시 정부와 국회에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하면 장애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

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

다며 장애예술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

으려고 했지만 장애예술인 수첩에 실

린 343명의 경력을 보고 장애예술인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한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2010년에 

199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한국장

애예술인총람’을 발간한 바 있고, 8년

이 지나 선보인 장애예술인 수첩을 바

탕으로 2018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

재단과 함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증명 현장 접수를 3일 동안 

실시했으며 200여 명 장애예술인이 예

술활동 증명을 승인받는 등의 노력이 

결국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장애예술인 수첩 발간 3년이 지나 업

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장애예술인지원

법’ 제정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문화재단

에서 지역 거주 장애예술인 명단을 요구

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도 3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등 장애예술인 수

첩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됐다.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 수첩이 정

말 시급한 이유는 장애예술인 고용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 

장애예술인 인증제도이기에 장애예술

인 활동의 목록화가 절실하다”고 설명

했다. 이어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 현재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400

여 명의 장애예술인이 등록돼 예술인 관

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장애예술인 

수첩 개정판을 만들어 예술활동 증명에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예술인 수첩 등록 선정 조건은 각 

활동 장르에서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

품 발표 5회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이다. 개

인 작품 출간이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

인 콘서트는 1회 이상이며, 활동 장르

는 △문학 △미술(사진/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예술활동 증명 세부 기준)이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홈페이지 내 ‘E

곳 - 알림방’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

편으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emiji.net

백이수 취재본부장

 

송도해상케이블카, ‘바스樂~바스樂~

가을 나들이’ 이벤트 진행

 부산--(뉴스와이어) 2021년 10월 

12일 --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이어

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잠시

나마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 ‘즐거운 가을 소

풍’을 주제로 ‘바스樂~바스樂~ 가

을 나들이’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바스樂~바스樂~ 가을 나들이’의 

10월 소풍은 핼러윈을 주제로 한 

‘렛츠 해피 할로윈’이다.

 송도 베이스테이션에서 케이블카

를 탑승해 송도 스카이파크 광장에 

도착하면 ‘사랑의 자물쇠’ 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귀여

운 핼러윈 포토존이 10월 8일에 오

픈해 이번 달 말까지 가을 나들이

객을 맞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포

토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핼러윈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

한 뒤 ‘#부산여행#송도해상케이블

카#할로윈’의 필수 해시태그와 함

께 게시물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증정하며, 

포토 후기 이벤트도 이번 달 말까

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busanaircruise.

co.kr

정용욱 기자

└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귀여운 할로윈 포토존, 
     ‘렛츠 해피 할로윈’으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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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도 과거에 지방의원을 하면서 군수

와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요즘, 함양군 공무원의 일처리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이 맞

는 것인지 정말 말이 안 나온다. 함양군이

나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역민들은 자신

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과 기초의원들

을 선거로 선출하고, 공무원들을 잘 관리·

감독하여 지역민들의 민원과 모든 불편함

을 해결하는 것이 본분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함양군청은 정식 공무원 시험에 합격

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이 많다는 

말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함

양군 여기저기 군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

다.

마천면 오도재 전망대 시설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마천면에 위치한 오도재는 함양군의 명물 

중 명물이다. 여기는 오도재라는 큰 고개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멀리 보면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사

람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을 느

끼게 하는 순간의 감동을 받는곳이다.” 말

로는 모두 표현 할 수 없는 풍치가 아름다

운 장소이다. 그리고 팔각정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커피 한잔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

은 휴게소가 있다. 예전에는 많은 관광객들

이 이곳을 방문했지만, 요즘 코로나의 여파

로 인해 예전과 달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줄었다고들 한다. 그런데,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이곳에 신축 중인 시설물을 필자는 발

견하였다. 이미 지리산 천왕봉의 경치를 한 

껏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팔각정과 편의 

시설이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불필요

한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취재를 위해 

몇몇 지역민들을 탐문해보았다. 함양읍의 

임모씨는 “이곳에 현재 있는 휴게소 화장

실과 휴게소만으로도 충분히 손님 맞이를 

할 수 있는곳인데 또, 화장실과 건축물을 

준공하여 커피 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 예산 낭비라고 했다.” 다른 지역민은 “코

로나와 경기 침체로 안 그래도 유동량이 줄

어 현재 휴게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

가로 휴게소를 만드는건 도무지 알수가 없

는 행정이라고 했으며, 이 건축물로 인하여 

오히려 경관를 해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

푸리게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을 보고 탹상

머리에 않아서 하는 ‘돌팔이 행정’이 아닌

가 싶다. 그래서, 필자는 2021년 9월28일 오

전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석모 공무원을 만

나서 현재 오도재에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

여 인터뷰를 한 결과 이곳에는 일반음식점

이나 휴게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건축과와 위생계를 방문하여 정

상적인 음식점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지 확

인하였으나 음식점 허가를 발견할 수 없었

다. 도무지 어떤 얼빠진 사람의 아이디어로 

어떤 목적으로 군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

하는 이런 돌팔이 같은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의 통행

이 적지만 먼 장래에 함양군의 관광 명소로 

잘 보존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

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빠른시일안에 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

여 오히려 식물을 이용한 가드닝으로 꾸미

는 것이 함양군으로서는 이득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리고, 조망공원 휴게음식점

과 현재 신축 건물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허

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궁금

하다. 군민을 대변해서 함양군을 관리‧감

독하는 군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

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

치하기를 바란다.

오도재 조망공원 도로법면 꽃 단지 조
성의 문재점! 

 또한, 본지에서 취재해 본 바 오도재 조망

공원 지방도로 절개지법면 녹생토 보호 부

분 꽃식재가 되어 있어나 꽃도 피우지 못하

고 있다. 녹생토 공법은 도로의 절개지법면 

부분의 암반이나 토질이 불량하여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여건일 때 법면부분의 토사

유출, 낙석방지. 법면침하방지 및 법면 황

경개선을 하기 위해 부착망을 피고 앙카핀 

등으로 고정시키고 복합유기물로 구성된 

녹생토를 양잔디와 초목 분류를 혼합하여 

살포 조기 정착으로 녹화를 유도하는 시설

이다. 하지만, 녹생토에 성장한 잔디 및 초

목 분류를 제거하면서 녹생토 일부까지 제

거하고 꽃모종을 식재하므로 법면보호 조

치도 미흡하고 녹생토 깊이가 낮아져서 영

양소 및 보습이 불량하여 꽃 성장도 불가한 

상황이다. 함양군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

이 있으면, 시정하고 바로잡기를 바란다.

 오도재 [悟道-, Odojae]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2011. 12.)

경상남도 함양군의 마천면 구양리와 함양

읍 구룡리 사이를 넘는 고개이다. 예부터 

남해와 하동의 물산들이 벽소령과 장터목

을 거쳐 타 지방으로 운송되던 육상 교역로

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함양)과 『천령

지』에, "오도재[悟道峙]는 군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라고 하였다. 1716년에 승려 

탄천(坦天)이 쓴 『등구사적기(登龜寺蹟

記)』에도 지리산에 들어와 머물 곳을 찾

으려고 오도치(悟道峙)에 올라가서 남쪽

을 바라보았다는 내용이있다. 1807년에 지

리산을 유람하였던 남주헌(1769~1821)의 

『지리산산행기(智異山山行記)』에도 벽

송정(碧松亭)을 거쳐 오도치(悟道峙)에 이

르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함양군지』에

는 "지금의 휴천과 마천의 경계에 있다. 삼

봉산이 동쪽으로 내달은 것이 이 고개이

다. 높이는 733m이다. 유호인(俞好仁)의 시

가 있다."라고 하였다. 『영남지도』(함양), 

『광여도』(함양), 『1872년지방지도』(함

양)에서 오도치가 표기되었다. 『대동여지

도』에는 오도재의 길목에 오도봉(悟道峯)

을 표시하였다. 이 길을 오르게 되면 깨달

음을 얻는다는 전설이 있으며, 김종직, 정

여창, 유호인, 서산대사, 인오대사 등 많은 

유학자들과 수행자들이 넘었던 고개라고 

한다.

류영수 채널경남 회장

마천 오도재 탐사취재 ! 

돌팔이 함양군 행정! 
“진정한 국민의 공복(公僕)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영혼 없는 공무원! ‘국민의 공복인가? 공공의 적인가?’
“관행으로 여겨지는 순간 합법과 불법
의 경계는 사라지고 만다.”

 관행처럼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공무원들의 부정수급사건이 

최근 보도된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초

과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의 부정 수급 사건

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

원 사회가 다시 한번 파렴치한 ‘공공의 적’

으로 낙인찍혀 버렸다. 기사에 달린 수천 

건의 댓글은 차마 읽기조차 민망할 지경이

다. 해당 공무원들 십중팔구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곳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늘 해오

던 것이라 죄의식을 느낄 리도 만무하다. 

관행으로 여겨지는 순간 합법과 불법의 경

계는 사라지고 만다. 오십보백보일 거라며 

억울해 하는 그들을 향해 정부가 칼을 빼들

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앙

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

수 조사를 지시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밝

혀지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해당 기관

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후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

익위원회 등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 수

급을 적발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엄포에도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

한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듯하다. 지방 공

무원의 복무 점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

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지방 정부

별 점검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정도

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설령 중앙 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한들 제도 개선의 묘수가 있

을 리 없다.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

다.’고들 하지만, ‘하드웨어’의 개선에 매몰

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이 싹

트게 된다. 우리는 이미 숱하게 겪어왔다. 

사건이 날 때마다 제도 개선을 앞세웠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온갖 편법이 등장하

며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공무원들의 수

당 부정 수급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은 제도 개

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변명도 핑계도 아닌 궤변’

 단언컨대, 제도라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며 윤리의식의 문제인 것 

같다. 제도를 만드는 이도 적용받는 이도 

모두 기관만 다를 뿐 공무원들이다. 서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가재와 게’들이

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파격적인 제도라도 

이내 적응하게 되고 결국 또 하나의 관행으

로 정착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

이를 흐린다.’며 손가락질할 법도 한데, 과

문한 탓인지 그들을 꾸짖는 공무원이 있다

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되레 일부에서는 

그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수

당 지급 문제를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것

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는 공

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수당 구

조 등 전반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이어서 불가피

한 자구책이라는 투다. 정부가 편법을 조장

했다는 뜻이다. 나아가 송파구가 다른 자치

구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받는 것도 “송파

구 노조가 교섭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말

했다. 참고로 다른 자치구가 월평균 1인당 

12만 원을 받은 반면 송파구는 그 두 배가 

넘는 월평균 26만 원에 이른다. 편법의 ‘유

능함’을 뽐내고 있는 셈이다.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게 변명도 핑계도 아닌 궤변이라는 

생각에서다. 임금 체계가 잘못되었으니, 불

법도 용인된다는 발상 아닌가. 초과근무와 

출장 시간을 조작해 늘리는 등의 불법이 버

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

밀이다. 납작 엎드려 사과해도 시원찮을 마

당에, 언론과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건 누

가 봐도 뻔뻔한 짓이다. 송파구청만 조리돌

리는 건 지나치다는 해명 역시 전형적인 물

타기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해당 공무원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해야 옳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도 본분

에 충실하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

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부정 수급에 연

루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

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다들 하는데 나

만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이었는지도 모

른다. 혼자만 정의로운 척한다고 조롱당하

지 않으면 다행이다. 불법조차 관행이라며 

두둔하는 조직 문화를 통째로 손보지 않고

선,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온다 해도 백

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다. 고작 수당 십수만 

원에 개인의 양심을 맞바꾸지 말라. 그것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허

무는 일이다. 업무량에 견줘 임금이 낮다고 

여긴다면, ‘정공법’으로 맞서는 게 옳다. 관

행에 찌들어 불법 행위에 편승한 이들을 일

컬어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부른

다. 거칠게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조직 속 

톱니바퀴가 되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기

계다.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하고, 튀는 언

행은 철저히 삼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

면 비난받을 일 없다.’며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자.’는 주의다. 그들에게 자긍심을 기대

하는 건 연목구어일 뿐이다. 부디 불의 앞

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외

칠 수 있는’ 당당한 공무원이 되어 달라. 국

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

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적어도 조직 내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라’고 말

하는 동료들의 처세술에 맞서 기꺼이 ‘모난 

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곧 그 사

회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공무원의 집단적 부정부패는 사회가 

붕괴하는 과정의 핵심 징후다.

류지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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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05일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

지입니다. (중략)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에 관

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한번쯤

은 들어봤을 이 대사. 영화 ‘내부자들’

에서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백윤

식 분)가 읊은 말이다. 벌써 개봉한 지 

6년이 다 돼 가는 이 영화가 문득 떠

오른 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노골

적으로 탐욕을 채우는 이강희가 누군

가를 연상시켜서다. 지나친 과장, 영

화적 상상력에 불과한 캐릭터라고 생

각했던 이강희는 오히려 영화보다 더 

극적으로 현실에 나타났다.

 최근 언론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

업 관련 특혜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 항상 따라

다니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김만배 <

사진>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다. 지

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김 전 부국장

은 이 사업에 조력한 수준이 아니라 

한 몸통이 되어 움직인 것으로 보인

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를 실소

유하면서 대장동 사업 설계 관련자들

에 각종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

비를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도 조만간 김 전 부국장을 소환

해 각종 청탁 여부와 용처가 소명되

지 않은 자금 흐름 등을 캐물을 것으

로 보인다.

 언론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그와 알고 지냈든 알고 지내지 않았

든 직전까지 현직 기자였던 인물이, 

대선 주자까지 거론되는 굵직한 의

혹에 연루된 데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지

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기자

로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본인이 아무리 부인

할지라도 20년 가까이 법조기자로 일

하며 알게 된 인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

서다. ‘취재원과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중략)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언론윤리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

도 하다.

 가장 고통 받는 건 그와 같은 회사에

서 일했던 후배 기자들이다. 머니투데

이에서 김 전 부국장과 함께 일했던 

배모 전 법조팀장까지 천화동인 7호 

주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뉴

스가 나오며 머니투데이 기자들은 타

사 기자들의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대장동 의혹이 터진 후, 보름 가

까이 김 전 부국장의 이름을 거론하

지 않았던 머니투데이의 보도 행태에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던 것도 

일선 기자들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

티 ‘블라인드’의 머니투데이 게시판엔 

“회사이름 계속 오르는데 일선 기자

들은 참담합니다.” “이 정도면 오너리

스크” “제대로 보도하고 1년 동안 씹

히기, 얼굴에 철판 깔고 10년 동안 씹

히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와 같

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들은 문제가 불

거지니 쉽게 기자직을 버렸고, 머니투

데이는 회사의 명예가 심대하게 실추

됐건만 별도의 진상 조사나 징계 없

이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개인의 일

탈이라면서, 이들의 행위에 침묵하며 

머니투데이 경영진이 연관된 것은 아

닌지 의심을 쌓게 만들었다. “우린 끝

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이강희의 대사가 이 대목에서 다시 

떠오르는 건 그저 우연일까. 내부 규

정 점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당연

하거니와 대표가 직접 나서 구성원들

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길 바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

journalist.or.kr/news/article.

html?no=50223)

(사진=뉴시스 )

‘화천대유’ 전직 언론인의 일그러진 모습

부패가 없는 나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언제나 집권세력이 연루된 대

형 부패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

썩해지고는 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현철씨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김대

중 대통령 역시 아들 사건 때문에 대

국민 사과를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와 관련

된 사건에 연루됐다. 이명박 정부 막

바지에는 대통령의 친형과 멘토가 구

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됐

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부패 

스캔들에서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것

처럼 보인다. 임기 초에 청와대 정무

수석이 뇌물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

죄를 선고 받았고, 임기 중반에 기소

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재판

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올해 들어서 대통령 

주변 인물이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이고 청와대 관계자와 

180명에 육박하는 범여권 국회의원 

중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부패 스캔들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집권세

력의 도덕성이 예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부패를 적발할 수 있

는 부패 대응 능력이 예외적으로 무

너졌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진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면 오히려 사회가 퇴보하고 

혼탁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집권세력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

회의 부패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후

퇴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 대표적 사례다.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여야가 특

검 도입까지 합의했지만, 선거가 끝

나자 특검 논의는 조용히 사라졌고, 

경찰 역시 주목받을 만한 수사 결과

를 내놓지 못했다. 라임이나 옵티머

스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사

건들 역시 실무자 선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은 과거

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수사 

결과는 번번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함은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이

다. 상대가 누구든지 공평하게 수사

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가 누구든지 공평하게 수사를 제대

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

패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수록 이득

을 보는 것은 경제권력이나 정치권력

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패 대응 능력 약화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지난 4

년 동안 혁명적으로 개혁한 문재인 

정부가 상대가 누구든 철저하게 수사

하고 기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인지 아니면 상대가 여당이든 야당이

든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것인지,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

처가 또 한 번 시험대 앞에 섰다.

출 처 :  한 국 기 자 협 회 ( h t t p : / /

m.journalist.or.kr/m/m_article.

html?no=50170)

Pixabay로부터 입수된 Big_Heart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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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3개군이 연계협력사업으로 팔만

대장경 이운순례길을 만들었다. 팔만

대장경은 국보 제32호이다. 1011년에 

새긴 초조대장경이 1232년 몽골의 침

입으로 불타버렸다. 1236년 몽골이 침

입하자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호

국불교적인 의미에서 대장도감을 설치

하여 1251년에 다시 완성하였는데, 이

를 재조대장경이라고 한다.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보관하다가 

1398년 5월에 해인사로 옮겨졌다. 현

재 남아 있는 경판은 1,516종 8만 1,258

판인데 고려 시대에 간행되었다고 해

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고, 판수가 

8만여 개에 달하고 8만 4천 법문을 실

었다고 하여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한

다. 현존하는 세계의 대장경 가운데 가

장 오래되었고 체재와 내용도 가장 완

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불교 자료로

서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고려 시대 

목판 인쇄술의 발달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팔만대장경 이운순

례길이란,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팔

만대장경 해인사에 옮겼던 길을 말한

다. 이 순례길은 강화도에서 한양 지천

사를 거쳐 낙동강 개경포에 도착, 합천 

해인사까지의 구간 중 고령 낙동강 개

경포에서 해인사 까지 41km의 순례길

과 23km의 성찰의 길을 설정 기념하여 

조각상과 기념비를 설치하여 놓았다. 

2013년 국가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팔

만대장경 이운 순례길은 세 가지 길로 

구성되어 있다.  

 

 *순례길-고령개경포기념공원-9km-

생활체육공원-14km-미숭산-9km-

가야천-6km-홍류동계곡 -3km- 해

인사 (총구간 41km). 

*성찰의길-회천교-17km-덕곡저수

지-6km-대장경테마파크 (총구간23kn).

*성주구간: 백운리-심원사-솔티재.

 

 순례의 길 마지막 코스

 독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길 중에 순

례의 길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미숭산

은 가야산에서 남동쪽으로 경남 합천

과 경북 고령을 가르며 뻗어 내린 산줄

기가 가산, 북두산, 문수봉을 지나 미

숭산을 일으켜 세운다. 미숭산(美崇

山.757m)은 합천군 야로면과 고령읍

과 경계 지점에 위치한 고령군의 최고

봉으로 옛날의 상원산(上元山)이다. 미

숭산은 비운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산이

다.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미숭이 조선

을 건국한 이성계에 대항해 군사를 모

으고 이 산에 성을 쌓아 고려를 회복하

는 싸움을 벌였던 곳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조선과 이씨 왕조 쪽으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에 장군은 결국 고려 회

복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절했다고 

전해진다. 산에 장군과 관련된 유적이 

아직 남아 있어 대세와 명분 사이의 긴

장감 넘치는 대결을 떠올리게 한다. 정

상 주변에 미숭산성의 성터와 성문의 

잔해가 있고, 성문터 옆에 샘물도 있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후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

러한 이유로 원래 이름은 상원산이었

으나 후세 사람들이 이미숭 장군의 이

름을 따서 미숭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옛날, 팔만대장경 이운 행렬들은 미

숭산 정상을 넘어 합천군 야로면 월광

마을로 내려왔다. 바로 이곳이 순례의 

길 마지막 코스, 합천군 야로면에서 해

인사 소리길까지 구간이다. 이 길은 천

년을 이어오면서 팔만대장경의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길이다. 홍류동계곡

을 따라 올라가면 천년고찰 해인사가 

있다. 미숭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중나

대와 관모봉을 거쳐 2.4㎞ 내려오면 합

천군 야로면 월광마을이다. 이 마을에 

천년고찰 월광사(月光寺)가 있다. 대가

야 마지막 왕 월광태자(月光太子)가 세

웠다는 전설이 있다. 월광사 초입에 삼

층석탑 2개가 천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보물 제129호. 높이 각각 5.5m. 

두 석탑은 월광사터에 동‧서로 자리하

고 있는데, 서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최

근에 복원하였다. 월광사터는 해인사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가야천과 그 지

류가 합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

증동국여지승람』권30 합천군 불우조

(佛宇條)에는 “월광사는 야로현 북쪽 5

리에 있는데, 대가야의 태자 월광이 창

건하였다고 전한다.”고 하였다. 이 밖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두 석탑은 2층 

받침돌 위에 3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린 모습으로, 전형적인 신라 석탑을 

따라 크기나 양식은 대체로 같다. 다만, 

조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함께 건립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받침 부분인 기단부(基壇部)는 

규모에 비해 많은 돌을 사용하여 조립

하였다. 특히 두 석탑 모두 위아래층 받

침돌의 덮개돌을 8장의 널돌로 구성한 

것은 보기 드문 수법이다. 위아래층 받

침돌의 면석에는 모두 모서리 기둥과 

가운데 기둥이 새겨져 있는데, 동탑은 

가운데 기둥이 하나이지만, 서탑의 가

운데 기둥은 2개이다. 두 석탑의 아래

층 받침돌 덮개돌의 윗면은 경사가 비

교적 큰 편으로, 가운데 부분에는 2단

의 굄이 있는데, 아랫단은 두꺼우면서 

둥글고, 윗단은 얇으면서 각진 모습이

다. 두 석탑의 윗층 받침돌 덮개돌의 처

마 밑면에는 모두 쇠시리인 부연(副椽)

이 새겨져 있는데, 동탑의 부연은 서탑

의 그것보다 빈약한 편이다. 탑신부(塔

身部)는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다. 몸돌에는 모서리 기

둥이 얕게 새겨져 있다. 지붕돌은 비교

적 얇은 편으로, 밑면에는 5단 받침이 

있고 윗면에는 2단의 모난 굄이 조각

되어 있다. 처마는 대체로 수평이고 낙

수면의 경사도 완만하며, 네 귀퉁이가 

살짝 반전(反轉)하여 경쾌한 곡선을 이

루었다. 머리장식인 상륜부(相輪部)는 

동탑에만 노반(露盤)이 남아 있을 뿐, 

서탑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다. 이 석

탑은 몸돌에 비해 아래층 받침돌이 지

나치게 크다는 느낌을 주지만, 전체의 

균형은 잃지 않아 보인다. 각 세부의 결

구(結構)가 명확하고 돌을 가지런히 잘 

다듬어 쌓은 수작(秀作)의 석탑으로 평

가되고 있다.

천상의 화원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월광사를 찾

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렸다. 월광사

는 평범한 시골집을 연상케 한다. 아담

한 뜨락, 천상의 화원 분위기를 자아내

는 온갖 화초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

다. 마당 한켠에 돌에 새겨진 글이 있다.

 “아득한 풍경소리 어느 시절 무너
지고 태자가 놀던 달빛 쌍탑 위에 
물이 들어 모듬내 맑은 물줄기 새 
아침을 열었네.”

 월광사는 대가야의 월광태자가 망국

의 한을 달랬던 곳이다. 절은 푸근한 가

야산을 뒤에 두고, 가야산 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야천(안림천)과 남북으로 흐

르는 이천천이 모로 만나는 지점에 자

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태자는 나라 잃

은 설움과 아픔을 삭였다. 신증동국여

지승람에 따르면 대가야의 월광태자는 

가야산 여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의 

10세손이며, 아버지는 이뇌왕(異腦王). 

이뇌왕은 신라에 청혼, 이찬 비지배(比

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다. 두 

나라가 혼인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었

으나, 후에 동맹을 깨뜨린 신라에 의해 

562년(진흥왕 23년) 대가야가 멸망했

다. 이 책에는 월광태자가 월광사를 창

건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522∼529

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월

광태자는 562년 대가야가 멸망하는 것

을 전후로 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다. 또, 동국여지승람 합천 월광사 조

에 의하면 '진흥왕 23년(562) 신라가 공

격하자 대가야의 월광태자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사한 곳이며, 최후의 싸

움터였던 곳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절이

다'라고 표기돼 있다.

月光寺
나라 잃은, 대가야 마지막 왕 월광 태자가 주석한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월 광 사

월광사 대웅전

삼층석탑. 

 

 대가야…지금의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락국기(駕洛國記)』

에는 금관가야(金官加耶)를 대가야

(大加耶)라고 하였다. 이는 가야연

맹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맹주국이

었기 때문이며, 금관가야를 본가야

(本加耶)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

서이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

記)』 지리지에는, 고령군은 본디 

대가야국으로 존속 기간이 시조 이

진아시왕(伊珍阿豉王)부터 도설지

왕(道說智王)까지 16세(世) 520년

인데, 신라진흥왕(眞興王)이 쳐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大加

耶郡)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

다. 이것은 아마 금관가야의 세력

이 약해진 뒤, 또는 금관가야가 멸

망한 뒤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

국이 대신 맹주국이 되어 대가야라

고 불렸기 때문인 듯하다. 『삼국

사기』 신라본기에는 562년(진흥

왕 23) 가야가 배반했기 때문에 이

사부(異斯夫)에게 명해 사다함(斯

多含)과 함께 쳐서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야는 

고령의 대가야임에 틀림없다. 왜

냐하면 이 때 금관가야는 이미 멸

망하고 없었기 때문이다. 『삼국

사기』에는 이 밖에도 가야에 대

한 기사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어느 가야를 말하는 것인

지 분명하지 않다. 또 대가야도 위

와 같이 금관가야를 가리키는 경우

와 고령가야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

어 혼란이 있고, 맹주국을 뜻하는 

‘임나(任那)’라는 용어도 금관가야

를 말하는 것인지 고령가야를 말하

는 것인지 혼란이 있다. 『일본서

기(日本書紀)』에도 금관가야와 고

령가야를 모두 ‘가라(加羅)’라고 불

렀는데, 때로는 금관가야를 ‘남가라

(南加羅)’라고 하여 고령가야와 구

별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

기 진흥왕 23년조의 기사에 해당되

는 『일본서기』긴메이(欽明紀) 23

년(562)조에 “신라가 임나관가(任

那官家)를 쳐서 멸망시켰다.”라 하

고, 그 주(注)에 가라 10국의 이름

을 열거했는데 그 중에 가라국(加

羅國)이 있다.

大 加 耶(대가야)

고령군 지산동 73호분에서 출토된 봉황문 환
두대도 손잡이. <대가야박물관 제공>

알아둡시다강호진 운영위원회 회장의

서부경남의 천년고찰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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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주연기자의  색다른 인터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많이 받은 삶, 이제 주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서울--(경향신문 박주연 선임기자) 

2021년 10월 15일 -- 배우 오영수씨

(77)는 진녹색 체크무늬 셔츠에 검정바

지를 입고 그 위에 주황색 재킷을 걸치

고 나타났다. 다가서자 바람을 타고 옅

은 향수 냄새가 났다. 멋쟁이였다.

오씨는 요즘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

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다. 

이 드라마에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

임의 1번 참가자 ‘오일남’으로 분한 그

는 ‘대체 불가능한 농익은 연기’로 시청

자들을 사로잡았다. 침묵의 순간조차 

그에게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팬들

은 그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밈(meme·

특정 장면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인터

넷에 유행할 만한 콘텐츠로 재가공하

는 것)을 만들어 퍼날랐다. 팬이 개설한 

SNS 계정을 오씨의 공식 계정인 줄 알

고 순식간에 팔로워 수가 6만명이 되

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연극계의 ‘살아있는 역사’다. 1968

년 극단 광장에서 데뷔한 후 거의 쉬지 

않고 54년째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드라마 <선덕여왕>, <무신> 등에

도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그의 자택이 위

치한 경기도 위례신도시에서 이뤄졌

다. 그는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

에 대해 “국위선양도 하고, 아주 뜻깊

게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 얼굴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2㎏이나 빠졌어요. 유

명해지는 것도 피곤하다는 것 아닙니

까? 하하하….”

- <오징어 게임> 출연 제안을 받은 
것은 언제였나요.

“2019년 11월경이었어요. 넷플릭스에 

나가는 작품인데 출연할 수 있겠느냐

고 어느날 조감독이 전화를 걸어왔어

요. 그래서 ‘대본 좀 봅시다’ 했죠.”

- 대본을 본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작품의 언어도 살아있고 이야기하고

자 하는 메시지도 강하고 형식도 새롭

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의 어린이 놀이

를 상징화해서 현실을 비판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온 조감독에

게 ‘내가 고민중이니까 감독이 시간이 

되면 나를 한번 와서 보라’고 했어요.”

- 오일남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소유욕이 강한 지배자이자 약자들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악’

만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장기매매를 위

해 게임의 공정을 해친 요원을 처형하

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 오일남도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한 것일까요. 줄다리기 같은 단체 
게임에선 같이 죽을 수 있는데….

“드라마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것은 드

라마니까 상징적으로 보자, 그것은 용

서해주자, 그렇게 봐야 해요(웃음).”

- 팔색조 연기가 놀랍습니다. 얼굴 
표정과 눈빛의 변화는 물론, 구부정
한 허리와 팔랑팔랑 팔을 휘젓는 동
작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
더군요.

“배우에게 연륜과 경륜이 쌓이면 내

공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과장도 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어떤 경지에 도달하

면 연기가 자연스럽게 되죠. 내 안에 오

일남을 집어넣어 연기할 때도 많았지

만, 내 의식의 흐름대로 표현해도 오일

남과 맞아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인생

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하고 욕심 부리

고 하다가 나이 70, 80 되면 다 놓고 싶

어져요. 소유욕이 없어지면서 자연스

러운 ‘나’만 남죠. 만약 내가 60대였으

면 오일남을 지금처럼 연기하지 못했

을 거예요.”

그는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To have or to be)에 나오는 이

야기에 나이를 더해 설명을 이어갔다. 

산길을 걷는 나그네가 꽃을 만났을 때 

젊은이는 소유의 갈망으로 그 꽃을 꺾

고, 40~50대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 

뿌리채 꽃을 캐어 자신의 정원이나 뜰

에 심고, 70~80대가 되면 그 자리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오씨는 “인생이 그런 것 같다”며 “크든 

작든 많이 받은 삶,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주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했다.

- 그러고보면 최근 ‘깐부치킨’ 광
고 모델 제안을 거절한 게 알려지면
서 큰 화제가 됐어요.

“‘깐부’(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할 때 

한 팀이나 동지를 뜻하는 속어)는 <오

징어 게임>의 주제에 가까운 단어예요. 

극중 오일남이 기훈(이정재 분)에게 

‘우리는 깐부잖아’ 하는 말에는 인간관

계에서의 신뢰와 배신 등등이 함축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광고에서 이 

깐부를 직접 언급하면 작품에서 연기

한 장면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

려됐어요. 그래서 정중히 고사한 거예

요.”

- 다른 광고 모델 제안은 없었습
니까.

“많이 들어와요. 그게 다 돈 아닙니까. 

거절하니까 돈 주는데 자꾸 왜 안 하냐

고 해요. ‘할까?’ 하고 잠시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게 다 욕심이에요.”

- 가족은 내심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와이프가 나름 힘들게 살았지만, 그

래도 손 안 벌리고 살면 되는 거죠. 가

족들도 제 뜻과 다르지 않아요.”

- 그러면 광고는 일체 안 할 생각
인가요.

“아닙니다. 기회되면 해야죠. 다만 하

더라도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

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광고, 또는 공

익성이 있는 광고에 출연하면 좋겠다

고 생각해요.”

- 촬영하면서 체력이 달리지는 않
았습니까.

“연출자가 배우들 고생을 그렇게 안 

시켰어요. 볶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있

었다는 이야기이고 배우들도 열심히 

했어요. 촬영은 대전과 경기도 안성의 

고정 스튜디오 두 곳을 오가며 했는데, 

나는 작년 4월에 촬영에 들어가 작년 

11월에 끝났어요. 더빙은 금년 1월에 

마쳤고요. 황 감독이 이 드라마 만들면

서 너무 힘들어 이가 6개나 빠졌다는 

것은 인터뷰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는 ‘평행봉 사나이’다. 스스로 “내 

인생의 반려운동”이라고 말할 만큼 10

대 때부터 60년 넘게 평행봉으로 체력

을 단련해왔다. 지금도 매일 아침 6시

20분이면 집에서 나와 20분을 걸어 남

한산성 초입에 도착한 다음 평행봉을 

50개 한다. 하루에 1만보 걷기도 게을

리하지 않는다. 평행봉과 관련한 일화

도 있다. 연극 <장판>(2016)을 할 때 그

가 매일 평행봉을 한다는 사실을 술자

리에서 우연히 들은 연출자가 무대 위

에 평행봉을 설치했다. 극중 도둑이 매

일 아침 찬서리 맞으며 체조하는 장면

을 평행봉을 하는 장면으로 바꾼 것이

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 매일 평행봉을 한다니, 건강은 
좋겠습니다.

“10년 전, 협심증으로 스텐트 하나를 

삽입했고, 3년 전 급성 폐렴을 앓아 죽

을 고비도 넘겼지만, 덕분에 건강이 좋

아졌어요. 사는 게 기쁨이고 환희예요.”

- 바둑실력도 꽤 좋다던데요.

“시간이 나면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

는 게 취미예요. 두뇌를 쉬지 않게 하려

는 거예요. 지금 아마추어 6단이에요. 

프로로 치면 1, 2급 될 거예요.”

- 고향은 어디인가요.

“태어난 곳은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낙하리예요. 4남1녀 중 세째죠. 아버지

는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

해 돌아가셨어요. 내가 여섯 살 때였어

요. 형들도 젊어서 병으로 다 세상을 떠

났고요. 6·25 전쟁 후에는 흙수저로 살

았지만, 전쟁 전에는 우리 집안이 꽤 괜

찮았어요. 황해도 해주가 훈장을 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이에요. 증

조할아버지는 고을의 원이셨고요. 해

주에 땅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 땅문서

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젊어서는 
삶이 고달펐겠습니다.

“그랬죠. 학교도 들락날락하고 막노

동을 하며 생계를 잇기도 했어요.”

오씨의 뿌리는 연극이다. 1966년 극

단 광장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1968년 

전옥주 작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했

다. 이후 극단 성좌와 극단 여인을 거

쳐 1970년부터 16년간 극단 자유에서 

활동했다. <대머리 여가수>, <따라지의 

향연>, <파우스트> 등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백양섬의 욕망>의 앙젤

로 역으로 동아연극상(1979년)을 받았

다. 이 시기 교육방송에서 성우를 하기

도 했다. 1987년에는 국립극단으로 옮

겨 그곳에서 23년간 활동하며 정년을 

마쳤다. <피고지고 피고지고>의 국전 

역으로 백상예술대상 연기상(1994년)

을 받았다. 2011년 <그대를 사랑합니다

>를 필두로 민간 극단과 <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 <이수일과 심순애> 등을 

공연하기도 했다. 54년간 출연한 작품

이 200편이 넘는다.

- 배우는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연기를 꼭 해야겠다는 절

실함 같은 것은 없었어요. 스물다섯 살

에 군에서 제대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됐

어요. 마침 극단 광장 단원인 친구가 저

도 한번 와보라 해서 처음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청소 같은 궂은 일 하면서 

기회를 엿봤고 1년여가 지난 후 데뷔

한 거예요. 주인공도 빨리 맡아 스물여

덟 살 때 극단 여인의 <욕망이라는 이

름의 전차>에서 스탠리를 연기했어요. 

지금은 이래도 젊은 시절엔 제 조건(외

모)이 꽤 괜찮았거든요. 하하하….”

- 연기가 쉽던가요.

“자만해 욕심 부리다 실패한 작품이 

서른네 살에 한 <파우스트>예요. 극단 

자유의 대표인 김정옥씨가 ‘오영수씨

는 파우스트보다 메피스토가 맞다’고 

했는데, 파우스트를 하겠다고 고집 부

렸어요. 제목과 달리 <파우스트>의 실

제 주인공은 메피스토여서, 내가 ‘파우

스트 연극’을 만들어보겠다고 도전한 거

죠. 당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미도파

백화점까지 줄을 설 만큼 관객이 미어터

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어요.”

- 어땠길래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한 마디로 죽을 

쒔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 울고 싶

더라고요. 급기야 지구본을 잡고 독백

하는 장면에서 20초가량 의식을 잃었

어요.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다시 하고 싶은 역할이 파우스트예요. 

지금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아요.”

- 연기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연극배우, 고 장민호 선생이

에요. 국립극단에서 만났는데, 나의 스

승이자 표상이죠. 나는 나이 60이 넘자 

자만심을 가지고 ‘나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술 

한 잔 드신 후 ‘오영수, 아직 멀었어. 네 

연기 가짜야’ 하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나를 위하는 말씀이셨어요. 나

는 자만심이 있었지만 무대에서 늘 그 

양반에 비해 작아보여서 왜 그럴까, 했

거든요. 죽기 전에 장민호상을 만들고 

싶어요.”

오씨가 국립극단에 입단한 것은 아내 

강모씨(64)와 결혼하기 위해서였다. 은

행원이었던 강씨는 연극을 자주 보러

온 팬이었다. 2년 열애 끝에 결혼하려 

했지만 처가의 반대가 심했다. 배곯는 

연극쟁이인 데다 나이 차도 열세 살이

나 나기 때문이다. 오씨는 “아내를 놓

칠 수 없어 고민 끝에 매달 월급이 나

오는 국립극단으로 옮기기로 한 후에

야 장인·장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1987년 

만 43세 때 그는 늦깎이 신랑이 됐고 

슬하에 외동딸을 뒀다.

- TV 드라마와 영화 출연은 몇 편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극단 단원으로서 자존심과 자긍

심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안

받은 배역의 상당수가 성에 차지 않았

거든요.”

- 2003년 개봉한 영화 <동승>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잇따라 

노승으로 출연했지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기술상)과 춘사영화상

(기획제작상, 미술상), 산세바스티안국

제영화제(관객상)에서 잇따라 수상하

면 작품성을 인정받았어요.

“2000년대 중반에 국립극단의 <떼도

적>을 독일 만하임 쉴러 페스티벌에서 

공연했어요. 그때 독일의 한 신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나오

는 주인공이 출연한다고 해서 나를 보

러 베를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감동 

받았어요.”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에서 노승이 고양이 꼬리로 반야심
경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직접 
쓴 것으로 압니다. 노승이 마지막에 
창호지에 붓으로 써 눈 코 입에 붙
인 閉(폐)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대필하는 사람을 불렀어

요. 그 사람이 반야심경을 쓸 때 쉬는 

시간이라 나도 옆에서 썼더니 김기덕 

감독이 본 거예요. ‘어, 선생님. 붓글씨 

쓰시냐’고 묻더군요. 서당 훈장인 할아

버지께서 내가 어렸을 때 지방도 암기

해 쓰게 했다고 말했더니, 직접 붓글씨

를 쓰라고 주문하더라고요. 고양이 꼬

리에 먹물을 묻혀 마루바닥에 ‘摩訶(마

하)’를 쓰는데 먹물이 엄청 조여드니까 

고양이가 못 견디고 몸을 비틀며 똥을 

싸면서 나를 집어삼킬 듯이 노려봤어

요. 그 눈이 참 무서웠어요.”

- 좋은 연기란 어떤 걸까요.

“연기에 기력이 있어야 해요. 또 말과 

말 사이에는 침묵의 언어가 있어요. 그

것을 내공으로 살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호흡이에요. 연기의 기본은 기력

과 호흡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은 연기

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관객에게 잘 전

달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요.”

- 배우의 역할에 대해선 평소 어
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정한 배우는 인생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대개의 연

극과 영화는 사건만 있고 인생은 없어

요. 아쉬워요.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통

해 500년간 살아있는 것은 사건만 다

룬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을 노래하

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이야기

하려면 노(老)가 있어야 해요. 유럽이

나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인생을 말하는 

작품이 없다 보니 나이든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노부부의 말년을 그린 

후시하라 켄시 감독의 <인생 후르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 배우로서 바람이 있습니까.

“언젠가 러시아 극단이 내한해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을 공연했어요. 

나이 90이 넘은 노배우가 독백하면서 

막이 내렸어요. 영혼이 울리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평행봉을 하면

서 미수(88세)까지 무대에 서고 싶어

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됩니까, 희망사

항이죠(웃음).”

-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우리말 중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

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사람…. 내가 언젠가는 무대를 떠날 것 

아닙니까. 그때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

다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셰익스피

어는 희곡 <템페스트> 마지막에서 주

인공의 입을 통해 ‘이제 족쇄를 풀어주

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펜을 꺾

고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다 

삶을 마감하죠. 나도 통일이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던 해주 땅에서 전원

생활을 하다 삶을 마치고 싶었어요. 아

마 이루지 못할 테지만요.”

최근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 2 계획과 관련해 “잠입한 경찰 준

호(위하준)와 프론트맨(이병헌)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다. 프론트맨의 사연 예고는 곧 

오일남의 재등장을 말한다.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면서도 깊디깊은 연기를 

보여주는 노장 배우의 시즌2에서의 활

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인터뷰는 https://www.khan.

co.kr/culture/culture-general/

article/202110150002001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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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

“천하(?)의 홍준표 대통령후보를 쥐락펴락하는 이순삼 여사” 

 “어느 맞벌이 가정의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직장 일이 

바빠 배관공을 불러놓고 변기가 뚫릴 

때까지 지켜볼 여유가 없었다. 이때 부

부는 각각 어떻게 행동할까? 남편들은 

대개 막힌 변기는 아랑곳 않고 출근을 

한다. 그러나 부인들은 마술사같이 일

정을 조정하고 배관공을 불러 변기를 

고쳐놓은 뒤 출근한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아내가 쓴 “퍼스트레이디, 

미셸의 백악관 입성기”에 나오는 내용

이다. 이 같은 광경은 미국이나 우리나

라나 사소한 일상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상이 대통령 부인의 경우라면 너무

나 다르게 다가온다. 평범한 서민에서 

퍼스트레이디에 오른 미셀은 남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가끔 시장에서 

손수 장을 보는 등 서민의 모습으로 국

민들과 함께하는 풍경을 보여주었다. 

미셀의 내조는 평범한 일상 같아 보이

지만 대통령은 그만큼 서민 대중의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다. 

“남편은 팩트에 대해, 바른 것을 말
할 뿐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지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의 이야기도 이와 비

슷하다. 이순삼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

뷰에서 “남편은 자신의 성씨인 ‘홍(洪)’

과 붉은색을 뜻하는 ‘홍(紅)’의 발음이 

같고, 정의와 정열을 상징해 빨간색을 

좋아한다.”며, “예전엔 빨간색 남자 옷

이 별로 없어서 제가 시장으로 힘들

게 구하러 다녔다.”고 했다. 홍준표 후

보의 빨간색 사랑이 무속인의 조언 때

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

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게 홍준

표 후보는 그들의 아픈 곳만 콕콕 찍으

며 공격을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첨예

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 선명하고 

강력한 발언을 하는 다소 공격적인 행

동과 발언에 대해 이순삼 여사는 “억울

하다.”며, “남편은 팩트에 대해, 바른 것

을 말할 뿐이고 정치인은 늘 그래야 한

다.”고 이야기 하면서 아내로 가장 가

까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홍준표 후보

를 봐 왔기에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막말 프레임’ 과 ‘강성보수 

이미지’ 를 벗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비

하인드 스토리도 털어놨다. 홍 후보는 

저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정장과 넥

타이 색상을 푸른색 계열로 바꾸고 단

어도 신중하게 고르는 연습을 하고 있

다고 한다. 이 여사는 “4년간 홍트럼프, 

스트롱맨 등 막말 이미지에 많이 시달

렸다.”며, “본인도 무척 노력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

다. 이 여사는 "(홍준표) 말을 평소 재미

있게 하고 재치도 있지만, 내가 봐도 얄

밉게 말할 때가 있다.”라며 100점 만점

에 90점을 줬다. 이어 “토론회에서 누

굴 지정해서 세게 말할 때는 ‘아이고, 

저 말은 하지 말지’  탓할 때도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4선(選) 의원으로, 그리고 재선 경남지

사 선거, 지난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 대

선에 대해 어느 인터뷰에서 이순삼 여

사는 “어렵고 힘들지 않은 선거가 없

더군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시대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지만 우리 남편

처럼 잘 견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

다. 국회의원 4선에 상임위 두루 거쳤

고, 도지사로서 작은 정부도 운영했습

니다. 경남도 빚도 다 갚고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남편이 승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이순삼 여

사는 “남편이 머리가 좋습니다. 과격하

게 비치지만 다 미리 생각해놓고 합니

다. 싸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조

건 트집을 잡아 싸우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경우도 세금 먹는 하마를 정당하

게 없앤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홍트

럼프’ 라는 별명은 과단성 있고 자국민

을 우선시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라며 남편 홍준표 후

보에 대한 무한 신뢰와 애정을 밝히기

도 했다.

“남편의 더 큰 뜻을 돕기 위해 자신
의 역할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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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었던 홍준표 후보는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동 국민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창구에서 근무하던 아내 이순

삼 여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날 이

후 매일 점심을 먹고 학교에 올라가는 

길에 국민은행에 들러 2~3천 원씩을 

찾았다. 당시 등록금이 십만원 정도였

고 한꺼번에 찾으면 될 일인데도 아가

씨 이순삼을 보려고 2~3천 원씩을 찾

은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자 고대 법대

생 중 한 명이 그 은행에 근무하는 고

대 선배에게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전

했고 그 선배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

작했으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순삼 여사는 “아들이 

둘 있어요. 항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하게 

키운 건 맞습니다. 바르게 키우려고요. 

그런데, 군에 갔다 온 후 아버지를 많

이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

들 모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

경하는 인물로 홍준표를 뽑습니다. 그

래서, 저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 큰놈은 모든 것을 챙깁니다. 

퇴근할 때 뉴스를 검색해서 오늘 아버

지 기분이 별로겠다 싶으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두 

아들이 많이 의지가 됩니다.”라며 정치

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더 큰 

뜻을 돕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과거로 돌아가도 홍준표

를 다시 만나겠느냐?’는 말에 “홍준표

가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나?고 반

문했다. 그는 “40년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 본인 입

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며 “어려

운 환경에도 반듯하게 잘 자라준 사람”

이라고 평가했다. ‘봉사하는 영부인’ 의 

꿈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이 여사는 

‘차기 영부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

고 싶은지’ 에 대한 질문에 “0세부터 7

세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 기관이 너무 

부족하다.”며,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

는 제도가 갖춰지면 그곳에서 봉사하

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순삼 여사

의 장애인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다. 포

항시 북구 양덕동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 포항시지회에서 만난 이 여

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

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

상이 되도록 홍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순삼 여사의 홍준표 대통령 후
보 지지연설문

 ‘본인이 스트롱맨이라고 하지요? 제 

앞에서는 소프트맨입니다!’ 

 잔소리하면 얌전히 말 듣는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아들들한테 싫은 소리 

해놓고 못내 미안해서 뒤돌아서서 마

음 아파하는 그런 착한 아빠입니다.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

서는 뭐든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우리 시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가장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홍준표 안사람 이순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해 드

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살림살이하시기 팍팍하시죠? 장

을 보러 시장에 가보면 어찌나 물가

가 쑥쑥 오르는지. 별로 산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어느새 10만원을 훌쩍 넘

기곤 합니다. 자식들 키우기도 참 힘

드시죠. 평생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공부시켜서 다 키워놨

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면 

부모 마음이 참 아프죠. 어디 가서 제

가 일자리 구해다 줄 수만 있으면 뭐

든 하겠다는 그 부모 마음, 두 아들 키

우는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횡행, 어린아이들 키우시

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

으실지 짐작이 갑니다. 왠지 건강은 

나빠질 것 같은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지요. 

남편이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남편이 하는 걱정을 같

이 하곤합니다.  TV보다가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나오면 “아유 어떻게 하

면 좀 저분들 잘 살게 해볼까?” 생각

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신랑

과 같이 살았더니 저까지 그렇게 돼

버렸네요. 비록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

지만, 대통령 예비후보의 부인으로서, 

3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의 부인으

로서 여러분께 괜스레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 홍준

표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은행원이었고, 남편은 고대 법대 3학

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았는

데,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은행에 올 핑계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남편이 참 순수하고 해맑은 사

람 같아 보였습니다. 주변 지인을 통

해서 남편이랑 정식으로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저한테 대뜸 “나는 돈도 없

고 군대도 안갔다 왔지만 당신이 좋

다. 내가 마음에 들거든 수요일에 도

서관 4층으로 나와라.”라고 하더라구

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런

데, 저는 그 당시 남편의 용기가 참 마

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때 

저의 선택을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

다. 저희는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 생

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요? 그

런 건 꿈도 못 꿨죠. 가난한 고시생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반

찬거리 마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

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때 저는 남편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

진 건 없어도, 늘 꿈을 품고 사는 그런 

남자였기에 저는 믿고 의지할 수 있

었습니다. 그렇게 신혼 생활을 한지 3

년이 흐르고 드디어 남편이 사법고시

에 합격했습니다. 못 올렸던 결혼식도 

올리고, 남편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홍준표의 아내로서의 삶이 시

작됐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됐

네요.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평생 편

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검사로 발령받은 

우리 남편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때부

터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희 남편은 잘못된 게 눈에 보이면 반

드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

니다. 그런 저희 남편이 권위주의 정

부 시절 검찰 내에서는 눈엣가시였나 

봅니다. (중략)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

을 강한 사람, 거친 사람으로 알고 계

십니다.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늘 본인이 옳다고 생

각하는 바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꼿

꼿이 마이웨이를 가기 때문에 강하다

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이 왜 그렇게 강한 이미지

를 갖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

다.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오

직 실력과 깡으로만 버텨야 했던 사

람입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빵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 틈바

구니 속에서 무시 받지 않고 버티기 

위해 저희 남편에게는 고집과 신념이 

유일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은 검사 시절, 정치인 시절, 도지

사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대부분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

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집에서

는 한없이 부드럽고 착한 남자입니다. 

‘본인이 스트롱맨이라고 하지요? 제 

앞에서는 소프트맨입니다!’ 잔소리하

면 얌전히 말 듣는 중년의 아저씨입

니다. 아들들한테 싫은 소리 해놓고 

못내 미안해서 뒤돌아서서 마음 아파

하는 그런 착한 아빠입니다. 오직 가

족만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뭐

든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우

리 시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가장이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