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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경남

챕터스스쿨·Book 검색검색채널경남

 2022년 지방선거에 군수로 도전하는 

함양의 잠룡(潛龍) 진병영(전 도의원)

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로 

출전, 석패한 국민의 힘 소속 진병영 전 

경남도의원은 현재 국민의 힘 경남도

당 대변인으로 경남도의 현안에 대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

하고 중앙정부에 경남도의 현안 해결

을 촉구 하는 등 야당으로서 경남도 발

전과 도민의 안녕을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지난 논평에서 “경남도와 경남의 

지자체가 공약과 치적에만 급급해 난

개발과 무리한 SOC사업 집중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우리가 

사는 고장,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며 살

아가는 환경,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를 

감안하여 개발도 하고 건축도 실행해

야 할 것”이라며, “환경을 먼저 생각하

며 보존해야하는 개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특히, “경남도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각종 정책을 펼

치려하지 말아야한다.”며 “지금 행하고 

있는 경남도와 지자체들의 관급 사업

과 공모사업 들의 무리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부

터 시행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각종 이

권이 개입된 억지 개발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

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순수

민간단체인 ‘함양소상공인살리기 봉사

단’을 출범하고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

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을 돕기 위한 순수민간단체인 ‘함양소

상공인살리기봉사단(이하 봉사단)’이 

지난 4월 5일 출범했습니다. 제가 단장

을 맡고, 정현철 함양군의회 의원이 사

무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범군민 참

여와 실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

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자발

적인 민간 자원봉사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함양 만들기에 기여함을 

봉사단의 목적이다.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캠

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범군민 참여 운

동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모든 캠페

인은정당, 사회단체, 소상공인, 개인들

이 참여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봉사단의 활동기간은 코로나19 진정으

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완화되고 지

역경제가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

에 종료되는 한시적 운영단체이다. 어

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봉사단의 

취지에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함양청

년회의소,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함

양상림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에

서도 뜻을 함께 했다. “봉사단의 주요 

캠페인은 함양군 음식점 이용하기,함

양군 상점에서 쇼핑하기,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쇼핑 잠시 멈춤(함양에서 구

매가능하면 함양에서 구매하기)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아울러 소상공

인들도 캠페인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

록 착한가격, 착한상품, 청결하기, 친절

로 응대하기 등의 착한 가게 만들기 운

동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함양소상공인살리기봉사단의 활약상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응원

과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칭찬일

색이다. 이처럼 진병영은 도의원 시절

부터 지역민과 함께 지역민을 위하고 

함양발전을 위해서 소처럼 묵묵히 일

해 온 든든한 일꾼이며 함양의 잠룡(潛

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함양

군수에 도전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저를 

지지해주시는 함양군민이 함께하며 군

민과 함께 함양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이 있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 설계자 특유의 재능으로 함양군의 

생산적 기업유치, 환경보전, 개발계획 

등 군 전체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청사진과 열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오

려해도 기업을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

으면 담지를 못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을 함양에 맡게 

정립하여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명

확히 하여 가용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

고 기업 유치로 채우고 보존할 자연환

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미래 함양을 

계획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청렴의 시작은 약속입니다. 700여 공무

원과 함께 지혜로운 함양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수립하여 약속을 지키는 행

정을 만들고 군민을 위한 행정, 민원인

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며 

잠룡(潛龍)다운 포부를 말했다.

류지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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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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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만발 채널경남 특별 읽을거리 

12면 돌팔이 함양군 행정!!03면 김재경(전 국회의원), "홍준표후보 경남선대위원장" 맡다.

류지엽 발행인이 보는 인물  

“무야홍(무조건야권후보는 홍준표) 신드롬”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

“20대 유권자들에게 절대적 지지받는 까닭은?”

지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홍카콜라’‘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라는 유행어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홍준표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함양의 잠룡(潛龍)! 진병영(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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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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

도 및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누

리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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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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

가 지난 4일 경남을 찾아 지지세 확산

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jp희망캠

프’ 경남선대위 김재경(전 국회의원)위

원장, 조기호 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이흥범·황태수 전 경남도

의원에게 경남선대위 본부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확실한 후보, 흠결 없

는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면

서 “한 사람당 10명 이상 설득하여 2차 

예비경선에서 60% 이상 받게 해주어

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홍 후보는 

창원시의창구(위원장 박완수) 당협위

원회 사무실을 찾아 당직자들을 격려

하고,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자주 찾았

던 창원 봉곡시장 내 칼국수 집에서 경

남선대위 비서실장인 하영제 국회의원 

등과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에는 창원

시성산구 당협(위원장 강기윤)과 창원

시진해구당협(위원장 이달곤), 창원시

마산합포구당협(위원장 최형두) 사무

실을 차례로 찾았다. 

 ‘jp희망캠프’ 경남선대위 위원장을 맡

은 김재경 전 국회의원(이하 위원장)은 

누구인가? 그는 1961년 경남 진주시에

서 태어났다. 경상대학교 법학과, 서울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주요 경력으

로는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

교통일위원회 위원 2018.01~2018.06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

회 위원장 2015.06~2016.05 제19대 국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했다. 채널경남 취재팀은 김재경 ‘jp희

망캠프’ 경남선대위 위원장을 만나 근

황과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전략을 들

어보았다. 김재경 위원장은 현재 창원

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706호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통합과 공

정’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제17~20대

에 이르기까지 4선 의원 출신인 김 위

원장은 현재 서울과 진주를 오가며 내

년 경남도지사직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

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재경 위원장

은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아이고 류영

수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게 맞

아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미소

를 잃지 않으면서도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할 때에는 강렬

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문재인 정부 5

년 동안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거

대 여당을 상대할 정치인은 홍준표뿐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jp희망캠프’ 김재경 경남선대위 위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Q. 전국적으로 홍준표 바람이 거세
게 불고 있습니다. ‘jp희망캠프’ 경
남선대위 위원장 중책을 맡았다 하
길래 축하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홍준표 신드롬, 대단하더군요.
A. “최근 청년들의 홍준표 후보 지지 

비율이 40%대에 이르렀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에 서

기도 하는 등 한 주가 다르게 지지층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Q. 어떤 인연으로 홍준표 후보 경남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까?
A. “홍준표 후보와는 오랜 시간 같이 

검사를 했고 의정 생활을 함께 한 기간

도 짧지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

29회 사법고시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를 지냈다)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

가 두 번째 당 대표를 할 때, 저희 당 최

대 조직인 중앙위 의장을 맡으면서 공·

사석에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했기 때

문에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합니

다. 도와달라고 제안하지 않았지만 어

려운 상황에서 홍 후보를 돕는 것이 도

리라고 생각해서 선대위에 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Q. 홍준표 후보한테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A. “류영수 기자님도 잘 알다시피 대저, 

정치 지도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중요하잖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홍 

후보는 상대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특

히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의석이 많은 야

당을 상대하려면 강력한 지도력과 풍

부한 정치 경험이 필요한데, 5선 의원

으로 원내대표, 두 번의 당대표, 대선 

후보를 거친 홍후보 만한 정치적 자산

을 가진 후보가 우리 당에는 없잖소?”

Q. 최근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
도' 조사에서 홍준표 예비후보가 1
위에 올랐습니다. 또 20~30대에 지
지도가 높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본인의 말에 따르면 지난번 대

선 실패 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20~30대와 호남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준비를 해

왔다고 해요.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공부와 노력을 했고, 언론에 보도

된 것처럼 솔직한 표현이 젊은 층에 호

감도를 더 높인 것 같습니다.”

Q. 경남을 위한 대선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A. “지금 캠프에서 경남 대선 공약을 

수집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 본인이 경남 

지사를 역임했고 당시 함께 일하던 사

람들이 캠프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

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반영해 보

라고 전달한 것은 고부가 조선 산업의 

지원 육성, 월드 베스트 전자산업 육성, 

원전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부

권 KTX의 조기 검토, 신항과 신공항 배

후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입니다.”

⌜차기경남지사 후보 하마평!⌟“진
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Q.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
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장께서는 보도자료를 통
해, 가덕 신공항과 진해 신항의 배
후에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돼야 한
다고 주장했지요?
A. “예 그렇습니다. 신공항과 신항을 둘

러싼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새 시

대 물류의 중심이 될 공항 항만의 기능

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양 지

자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첨

단 물류 중심으로 진해와 부산을 바라

보는 세계인의 눈높이는 배후 교통망

과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문화 예술과

의 조화에까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 경남지사가 되면 반드시 이건희 미

술관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Q. 김 위원장님, 차기경남지사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A.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고 답하고자 합니다 허허허” 

Q. 요즘 근황은?
A. “지역구였던 진주시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들 몸과 마음이 힘들잖

습니까? 경제는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서로 위로하고 배려할 여력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

고 몸과 마음도 편치 못한 때에 억울하

고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이 주변에 적

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우산을 받쳐

주지 못하면, 함께 비라도 맞겠다는 각

오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김 위원장은 “매주 월,화,수요일은 

진주 시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며, “어려울 때 문을 두드려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며 ‘어려울 때 기꺼이 함께하

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제 중앙정

치를 떠나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전 국회의원 “어떤 인연으로 홍준표 후보 경남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나?”

류영수 대기자가 만난 사람

홍준표 ‘jp 희망캠프’ 경남선대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전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학력
경력 

1961. 경상남도 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2018.01~2018.06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06~2016.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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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주상면 원성기마을 이기철이장

“희랑대사 가피(加被)받아 장수마을로 우뚝!” 계수천 일대에 수십만마리 청정 다슬기 헤엄쳐... 

子曰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
(공자왈 이인위미 택불처인 언득지공

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풍속이 어

질면 아름답다. 그런 곳을 골라 살지 않

으면 어찌 슬기롭다 하겠는가.”)

 인(仁)은 공자 이전에도 기록에 나온

다. <시경>에 2번 <상서>에 1번 <좌전>

에는 33번 나타난다. 그러나 논어에는 

인(仁)이 109번 등장한다. 역시 인(仁)

은 공자 사상의 핵심이랄 수 있다. 논어

에 나오는 인(仁)은 다양한 의미를 내

포한다. 주로 개인의 품성에 있어 공손

하고 너그러우며 믿음직한 상태를 말

하지만, 공동체나 사회가 예법에 맞아 

상하관계가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즉, 이인(里仁)이란 구

성원들이 각자 질서를 지키며 서로 화

목한 마을을 말한다. 거창군 주상면 원

성기마을에 들어서면 이인(里仁)의 기

운이 꿈틀거린다. 길가에 야생화들이 

즐비하게 피어있고 초입에(시골에 무

슨 어린이가 그리 많은지) 어린이 도서

관이 자리 잡고 있다. 

원기마을 이기철 이장은 말한다. 
 “허허 주상면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

다, 고로 꼬맹이들도 버글버글 하지요, 

총 70가구가 사는데, 맛나는 것 있으면 

노나(나눠)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

는 마을이지요. 주 생산물는 딸기하고 

사과입니다.”

 원성기마을은 희랑대사 탄생지로 이

름 높다. 대사는 신라말 고려초기때 승

려로서 고려를 개국한 왕건의 스승이

었다. 이기철 이장의 말이다. “희랑대사

는 신라말기 스님으로서 당시 해인사

에 주석했었지요, 대사는 화엄학의 대

가로 커다란 명성을 떨쳤나봐요. 통일

신라가 무너지고 후삼국시대가 도래, 

한창 어지럽던 무렵, 왕건은 백제 왕

손 월광과 미숭산에서 대치하고 있었

는데, 월광의 전략에 빠져 왕건이가 완

전히 고립되어 뿌렸는데, 이때 왕건이

가 사람을 해인사로 보내 대사님, 왕건 

군사를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나봐

요. 이에 대사는 화엄삼매로 들어가 화

엄신장을 불러 궁지에 빠진 왕건을 구

출했답니다. 남무(南無). 마음으로 불원

(佛願)하면 뜻을 서원(誓願)하는 법이

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불가사이

한 대서원이 발하여 화엄신장이 우리

들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희랑대사 

같은 성(聖)스러운 분이 태어났다해서 

마을지명이 성기리이다. ”

 합천 해인사에 희랑대사 모습을 조

각한 건칠희랑대사좌상이있다. 지난 

2020년 문화재청은 해인사 건칠희랑

대사좌상이 국보로 승격했다. 건칠기

법이 적용된 ‘희랑대사좌상’은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매우 자연스러

워 조선 시대에 조성된 ‘여주 신륵사 

조사상’(1636년), ‘영주 부석사 소조의

상대사상(조선시대)’ 등 다른 조각상들

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표

현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마르고 

아담한 등신대 체구, 인자한 눈빛과 미

소가 엷게 퍼진 입술, 노쇠한 살갗 위로 

드러난 골격 등은 매우 생동감이 넘쳐 

생전(生前)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

하다고 문화재청을 평가했다. ‘희랑대

사좌상’의 또 다른 특징은 ‘흉혈국인(胸

穴國人, 가슴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

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가슴에 작은 

구멍(폭 0.5㎝, 길이 3.5㎝)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이 흉혈은 해인사 설화에 의해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

을 돕기 위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頂穴, 정

수리에 난 구멍)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

하며, 유사한 모습을 ‘서울 승가사 석조

승가대사좌상’(1024년, 보물 제1000호)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기철 이장으로부터 주상면 원성기 

마을 내력을 들어봤다. 

 “주상면은 거창군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쪽을 지상

곡면(只尙谷面)이라 하여 성기역리(星

奇驛里), 장생동리(長生洞里), 고대리

(古大里), 보광리(寶光里), 도평리(道坪

里) 등 5개 리로 나누고 면사무소는 도

평리에 두었다고 해요. 서쪽은 옛 거창

군의 큰 골짜기라 이르는 주곡면(主谷

面)이라 하고, 연제리(連梯里), 완계서

원리(浣溪書院里), 완서리(翫逝里), 오

산리(烏山里), 오리동리(梧李洞里)등 5

개 리로 나누고, 연제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가, 1913년에 두면을 합하여 주

상면이라 했습니다. 연제리에 있던 면

사무소를 1920년에 도평리에 옮겼구

요. 지금은 도평리, 연교리, 내오리, 완

대리, 성기리, 거기리, 남산리 등 7개 리

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기

리를 설명하면, 옛날에는 별 '성', 이상

할 '기' 성기(星奇)라 하였습니다. 이곳

에 성기역(星奇驛)이 있었다고 해요. 

고려 때 주씨(朱氏)가 이룬 마을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기1구에 원성기

와 홍석동, 성기2구에 신촌, 미기동, 성

기3구에 송정, 희동 6개 마을이 있는데

요. 희동에서 고려 왕사 희랑대사가 났

으므로 성스러운 분의 출신지라하여 

성인 '성', 터 '기' 자를 써서 성기(聖基)

라 고쳤다 합니다. 

 (2006년 8월 14일 성기1구를 원성기

(元聖基)으로, 성기2구를 정동(停洞), 

성기3구를 송희(松希)로 변경하였다.)

 

원성기마을 자랑거리는?
 “지난 2016년 8월 24일, 원성기 마을

회관에서 기관, 단체, 주민 등 3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산불 없는 녹

색마을’로 지정되어 현판식을 가졌

습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2014년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후, 96.2%의 

서약 이행률을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산불 예방 기반 조

성이 확산됐는데요. 우리 주상면 원성

기마을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산

림 인접지에서 일체 소각을 하지 않겠

다는 서약서를 쓰고, 자발적인 주민 참

여도를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공적 심

의를 통해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뤘지요.” 또한, 2014년 8월에는 원

성기 ‘마을 공부방’ 개소식을 가졌다.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던 (구)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작은 공부방이지만 어르신

에게는 어려운 시절 한(恨)으로 남았을 

배움의 터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을 위한 초석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성황리

에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에는 원성기마을 

계수천 일대에 약 71,000미 다슬기를 

방류했다. 이날엔 주상면장, 마을이장,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사라

져가는 토종어종보호 육성에 앞장섰

다. 청정 하천에서 물살이 세고 바위틈

에서 떼를 지어 사는 다슬기는 번식력

이 높고 자연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나 

대표적인 환경 지표종이다. 이번 다슬

기 방류로 지역 하천의 청정한 내수면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가 되었다. 당

시 신현숙 주상면장은 “다슬기 방류로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을 보호하여 지역 

청정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희랑대사의 가피를 받아서인지 

원성기마을은 장수마을로 이름 높다. 

현재 94세 장구임 할매가 살고 있다.  

한편 원성기마을에는 108년 역사를 자

랑하는 성기 교회가 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우리동네 이장열전

희랑대사의 가피를 받아서인지 원성기마을은 

장수마을로 이름높다. 현재 94세 장구임 할매가 살고 있다. 

마을 정자 경화루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기철 이장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지정되어 현판식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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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깨끗한 완계천과 절벽 그리고 숲

이 어우러지는 풍치 좋은 곳에 세운 정

자로, 영귀대(詠歸臺)라고도 부른다. 조

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웅헌(熊軒) 백침

(白沈)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후

손들이 1982년에 대를 쌓고 정자를 세

웠다. 백침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기

묘사화(己卯士禍, 1519년) 때 예산 현

감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현재 정자가 

있는 곳에 자주 들러 시를 읊고 풍욕

(風浴)을 즐겼다 한다. 영월정은 정면 3

칸·측면 2칸의 누정 형식 팔작지붕 기

와 건물로, 정자 입구에 정자를 세우게 

된 경위를 적은 비석이 있고, 정자 왼

편 암벽에 ‘웅헌 백공 장구지소(熊軒白

公杖求之所)’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완

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절벽

을 따라 설치된 구름다리를 지나면 정

자에 닿을 수 있다. 주변 풍경이 아름답

고, 물이 맑고 차가워서 여름철 피서객

들이 많이 찾는다.

 이곳 거창군 주상면 영귀대는 수십년 

동안 아무런 개발 없이 간간히 물을 보

고 찾아오는 출향인사들과 몇몇 아는 

관광객들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

러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

어 몇몇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

살을 찌뿌리게 하는일이 많았다. 그러

나, 주상면 도평리 백이수 이장이 이장

직을 맡으면서 영귀대 소공원 조성사

업으로 맑고 깨끗한 완계천과 절벽 그

리고 숲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아름다

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 백이수 이장

과 현 김진식 면장의 노력으로 주상면

은 지역민들이 풍치 좋은 곳에서 힐링

하고, 멋진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

로 기대가 된다. 주상면은 내년 봄에는 

분홍 철죽과 봄꽃, 여름에는 노란 완추

리와 주황의 범부채, 가을에는 붉은색

의 꽃무릇 꽃망울과 함께 봉황대에서 

영귀대 2km 구간의 벚꽃‧영산홍‧무공

화수국이 피는 산책길을 즐길 것을 지

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영귀대 공원 조성에 많은 공을들인 백

이수 도평 이장은 각종쓰래기, 패자재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지저분했던 공

간에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면

서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되어 보는 사

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또한, 김진식 주상 면장은 “주상면 고

향을 찾아오는 출향 인사와 방문객들

이 영귀대 소공원의 꽃 구경뿐만 아니

라 바로 옆 영월정에서 코로나19로 인

해 지친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 갈수 

있는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모두 수거해 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류영수 채널경남 회장

 최근 5년간 훈장이나 표창 등 정부 포

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

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

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과자, 선거

법 위반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

람이 대통령이나 총리 명의 포상을 받

은 사례도 많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도

읍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

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는 포상 총 15만5984건을 수여했

다. 이 가운데 5104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일반인 또는 공무원)이거

나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던 사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문 대통령 

명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4794명(94%)

으로 집계됐다. 전과가 있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 포상을 받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 지침상 

공무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으

면 상을 못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성범죄나 음주 운전 등 주요 비위가 아

닌 것으로 재직 중 딱 한 번 200만원 미

만 벌금형을 받았다면, 공적이 뛰어난 

경우 포상 대상이 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일반인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

금형 등을 선고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이 지난 경우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 김

도읍 의원은 “행안부가 규정을 지켰다

고 하지만, 음주 운전이나 선거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포상을 준 것을 보면 

검증 자체가 부실한 것”이라며 “위법한 

청탁이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일반인 A씨는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무총리 명의 

표창을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 B씨도 

201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원

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명

의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 대상에서

도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과자

는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상을 줄 

때는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이 

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2015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

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 대통령 훈장을 받았

다. 2007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행안부 공무원도 

2017년 훈장을 받았다.

 처벌받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포상

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서울시 공무

원은 지난 5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

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6월 대통령 명의 훈장을 받

았다. 교육부 공무원도 지난 1월 주거

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지만 6

개월 뒤 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해 징계를 받았지만 2018년 모범 공무

원 표창을 받은 경찰관,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지

만 작년 9월 표창을 받은 일반인도 있

었다. 행안부 공무원은 2016년 임대주

택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매각해 벌금 100만원이 선

고됐지만 지난해 모범 공무원으로 뽑

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포

상이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다 보니 검

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로를 평

가하는 본래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

며 “포상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용 정한국 기자

주상면 영귀대 소공원 조성 완료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게도 대통령賞 줬다.
└ 전과자·징계 공무원 4794명에 文대통령 포상… 부실검증 논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Pixabay로부터 입수된 Arek Socha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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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지의 시작은 동물등록입니다.

경남도, 장애인 대상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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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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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실시(10.1~10.31), 과태료 처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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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가야산 우회·고령군 터널 통과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

는 남부내륙철도가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 결과 국립공원 훼손 최소화

를 위한 우회 노선이 최적안으로 선정

됐기 때문이다.

 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고령군 지역은 

지하터널로 통과해 민원 발생을 줄이

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총 177.89km로 

5조9천540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기존

의 김천역과 진주역을 활용하고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 등 5개 정거장을 

만들어 하루 편도 25회 열차를 운행하

는 게 장래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관심은 가야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성주~고령 구간에 쏠린다.

 평가 용역사는 ▷가야산국립공원 우

회안(1안) ▷가야산국립공원 우회 및 

고령군 지역 지하터널 통과안(2안) ▷

가야산국립공원 관통안(3안) 등 3개안

을 검토했다.

 그 결과 2안이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

됐다. 2안은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해 

공원 훼손을 최소화 하고 고령군 지역

을 지하터널로 통과해 민원 발생도 가

장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28.152km인 성주~고령 구간의 

22.366km를 터널 구간으로 하는 계획

이다. 고령군 지역을 지상으로 할 경우 

다수의 자연마을을 관통해 거센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될 여객역(정거장)은 성주군 수륜

면 적송리에 들어서는 게 유력해졌다. 

성주와 고령의 경계에 위치한 적송리

는 각각의 군 소재지와 약 13~14km 떨

어져 있으며 33번, 59번 국도가 교차하

는 지역이다. 가야산 해인사와는 9km

가량 떨어져 있다.

 역사 설립 시 그간 고속열차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주·고령 등 경북 

서부 내륙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상 성주군에 역사가 위치해 불만

이 컸던 고령군에서는 지역 내 구간을 

터널로 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는 반응

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환경영

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기본계

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애초 가야산을 직선 

최단거리로 통과하는 방안도 검토됐지

만 환경 훼손 등을 고려, 우회 노선이 

최적안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면

서 “향후 계획 확정 과정에 경북이 소

외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말했다.

김현준 기자

└ 최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우회 노선이 최적안으로 선정

└ 국립공원 관통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 커…고령군 지역은 지하 터널로

 

거창군, 신원면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착공식 개최

 거창군은 14일 구인모 거창군수,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강

철우·김일수 경남도의회 의원, 홍준

표 LH경남지역본부장, 강신영 거창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신원면 LH공공임대주

택 신축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 2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신원면과 가북면에 공

공임대주택 각 12호씩을 신축하기

로 하고 신원면은 지난 8월 착공하

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착

공식을 연기하여 오다가 이날 개최

하게 됐다.

 임대주택 신축사업은 민선 7기 구

인모 군수가 취임한 후 2019년 인

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해 인구교육과를 신설했

으며 면 지역의 작은 학교 폐교로 

지역의 청년층 감소와 면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폐교 위기탈출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현재 공사진행 중인 신원면은 

내년 초에 입주가 가능하며 가북면

은 지난 9월 신축부지 선정을 완료

하여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우리 군이 LH임

대주택 신축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으로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지면 

신원면은 물론 군 전체 인구가 증

가도시가 될 것이다”며,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내년에 국토교통부의 

작은학교 전입세대와 귀농‧귀촌인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

업에 응모하여 4개 지역에 추가로 

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한편, 군은 경남도 인구정책 공모

사업에 지난 해와 올해 2년 연속 

선정되어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

보하고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

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지난 해 면 지역의 빈집 10호를 

리모델링하여 작은학교 전ㆍ입학 

전입세대에게 무상 임대하여 총 48

명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 임대주택 등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거창군 건설!



8 자치시대

 거창·창녕·함안·고성군은 13일 경상

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역의원 선거

구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구인모 거창군

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

두현 고성군수와 도의원 8명이 참석했으

며, 특히,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

하여 장규석·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의회

운영위원장도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은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농어

민도 국민이다, 농어민의 주권 보장하

라!’,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 는 구호를 다함께 

제창했다.

 이어서, 한정우 창녕군수는 배경과 목

적을, 조근제 함안군수는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백두현 고성군수는 향후 예

견되는 현상을,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

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의문을 낭

독했다.

 4개 군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

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

차 허용한계를 60%에서 50%로 강화

하는 판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

서 도내 4개군, 전국 17개 시군이 종전 

도의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

는 배경에서 다함께 뜻을 모았다.

 헌법재판소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

라는 농어촌의 현 상황을 지방의회 의

원이 지역 대표성을 겸하고 있고 지역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을 인

정하면서도, 2007년 인구편차 60%에서 

2018년과 2019년 인구편차를 50%로 강

화한 것은 분권화된 지방자치와 지역균

형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르게 발전

하는 지역’이라는 5대 국정목표에 정면

으로 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표의 등가

성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인구감소

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특정 지역이 의석수를 잠식하

여 결국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

우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농어촌

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광역권 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에

서 “우리 4개 군은 도의원 지역 선거구

를 유지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 수호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존

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

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4개 군은 9월 28일 창녕군청에

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단일

행동 방안 모색을 위한 군수 및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광역

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0

월 중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

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역의

원(道의원) 선거구 획정 등 조정(안)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획정된다.

정용욱 기자

거창군, 산림청 방문 산림휴양분야 사업 재정지원 건의
└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국산목재 활용 숲속의 집 조성사업  건의

 거창군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7

일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당면 현안사

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최영호 부군수와 김종두 군의회 의장은 

남태헌 산림청 차장을 만나 감악산 꽃&

별 무장애 나눔길 조성 32억6천8백 만원

과 국산목재 활용촉진을 통한 숲속의집 

조성사업 5억원의 2개 사업 총 사업비 

37억6천8백 만원을 건의했다.

 감악산 꽃&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

업은 최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

고 있는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에 무장애 나눔길을 순환형으로 조성

해 비대면 및 보행 약자에게 야외 휴식 

공간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총 4km정도로 바람 

마중길, 바람 향기길, 바람다솜길, 국화

나들길, 문화산책길, 마루다님길로 구

성되며, 거창읍 야경을 볼 수 있는 하늘

전망대, 나눔길 손잡이, 의자 등 편의시

설, 새와 바람의 소리를 듣는 명상 공

간, 스토리가 있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

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활용촉진을 통한 숲속

의집 조성사업은 현재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일원에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내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 조성된 숙박시설이 산림휴양관이 1

동(10실) 밖에 없어 이번 사업공모를 

통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2

년말 까지 숲속의집 6동을 건립할 계

획이다. 

 군은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을 통해 감악산이 체류형 관광지로 자

리매김하여  거창군이 항노화 힐링특

구지역에 걸맞는 산림휴양도시로 도약

할 수 있고, 거창 감악산이 보라빛 아스

타 등 화초와 풍력기, 숲 체험, 노을, 별, 

거창읍 야경 관람과 숲속 하늘을 걷는 

체험, 명상 등 새로운 재미와 힐링의 명

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내 숲속의 

집을 준공하면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

나 현재 추진 중인 마운틴코스터, 복합

모험시설 등 체험시설의 이용에 시너

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은 민선7기 구인모 군수 공약사업으로

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43억원을 투

자하여 인근 백두대간 및 덕유산과 연계

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에 대형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준공되었으며 

스피드익스트림타운, 항노화 휴양체험

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거창군, 54년 염원 남부우회도로(송정∼대평간) 건설사업 확정

거창·창녕·함안·고성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 총사업비 439억 원, 제5차 국도건설5개년계획 본격 착수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거창군 포함,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 농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 반대!

└ 지역균형발전 헌법정신 수호하는 획정기준 마련하라!

 거창군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

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5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남부우회도로(송정∼대

평간) 건설사업이 반영됐다고 29일 밝

혔다.

 남부우회도로(송정∼대평간) 건설사

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시행 

사업이며 국도24호선 우회도로로서 거

창읍 송정리 서경병원∼도립거창대학 

인근∼대평리 거창IC를 잇는 순환 도

로 교통망 확충으로 3.0km(4차로) 구

간에 사업비 439억 원에 달한다.

 남부우회도로는 1967년 국토부 고시 

이후 시가지 교통량 증가로 교통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개설 필

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국도의 교통량 

기준보다 일일 교통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4차 국도건설5개년계획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다.

 구인모 군수 취임이후 민선7기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

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 거창출신 출향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균형발전 차원에

서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는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54년의 염

원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서부경남의 열악한 교통망으

로 인한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거창

군민들은 지난번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으로 거창역

사 유치와 같이 거창에 철도가 들어오

는 역사적인 순간의 마음에 이어 ‘거창 

남부우회도로’가 제5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이구

동성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만남의광장 및 거

창IC관문 개선사업, 남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거열산성 진입도로도 추진하

여 거창읍의 외곽순환도로를 확충함으

로써 그동안 도심에 집중되어 있던 교

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며, “강·남북 교

통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더 

큰 거창도약을 위한 고품격 건설인프

라 확충하고 살고 싶은 도시 거창을 만

드는데 혼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6일 국토부 제2차 국가도

로망 종합계획(‘21∼’30) 발표에 따라 

충북 진천∼ 합천간 고속도로 구간의 

남북축에 거창군이 포함되어 광주∼대

구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사통팔달

의 교통망이 구축될 계획으로 향후, 교

통 수요 증가, 물류 수송 용이 및 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지엽 발행인

 

LG베스트샵 거창점 김준영 대표, 
장학금·아림1004운동 성금 기탁

 거창군은 29일 LG베스트샵 거창

점 김준영 대표가 (재)거창군장학

회(이사장 구인모)에 지역인재 육

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

하고, 아림1004운동 100만4천 원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준영 대표는 장학금 300만 원과 

아림1004운동 기탁금 100만4천 원

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

만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해 학

업에 전념하여 장차 거창을 빛내주

길 바란다”며 장학금과 성금 기부 

소감을 밝혔다. 

 구인모 이사장은 “여름철 잦은 비

와 태풍으로 농작물 작황이 어렵

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

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창군 장학사

업 및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릴레

이에 동참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며, “내실 있는 장학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

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베스트샵 거창점 김준영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현금 및 

현물을 (재)거창군장학회 및 아림

1004운동에 기탁하고 있다. 

 한편, (재)거창군장학회는 올해 56명

이 장학금 기탁 릴레이에 참여하여 6

천6백만 원의장학금을 모금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 (재)거창군 장학회 장학금 300만 원, 아림1004운동 100만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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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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모 군수, 경남도청 방문 도비 확보에 총력 기울여 

가조온천 관광지 ‘지산천’, 친수공간 조성

거창군, 전입정착금 대폭 인상

└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면담, 재정·정책사업 건의

└ 2021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선정

└ 경남도 군부 인구수 1위 달성을 위해 인구증가시책 강화

 구인모 거창군수는 13일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

인요양시설 신축 사업 재정건의와 미

래형 스마트 애플팜 조성사업의 경남 

국·도비 신사업 반영을 위한 정책건의

를 했다.

 이날 구인모 군수는 하병필 도지사권

한대행과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을 직접 

만나 건의했으며, 이번 방문은 거창군

을 비롯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

회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경남도와 

긴급하게 협조를 통해 성사됐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면적 증가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

지 건축 의무화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예산 832백만 원을 특조금 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재정 건의했다. 

 또한, 정책 건의사항은 농가의 고령화, 

인력난, 낮은 수익성 등에 직면한 사과

산업을 ICT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애플팜 조성 사업이 2023년이후 국·도

비 신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그 외에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 등 

균특 도 전환사업인 19개 사업에 217

억원에 대해서도 도비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거창군의 건의사항을 들은 하병필 도

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

운 사항에 지역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거창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최대한 도

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거창군은 가조온천 관광지 중심을 관

통하는 ‘지산천’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

하는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했

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

모에 ‘가조온천 관광지 지산천 정비사

업’이 최종 선정되어 수계기금 3억5천

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6월 실시설계 

완료, 9월 착수했으며, 올해 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군은 지산천 1.44㎞ 구

간에 수변 산책로와 산책로를 잇는 징

검다리 4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과 여가

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

는 샤스타데이지, 금계국, 붓꽃 등 계절

꽃을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지산천 상류로 계절꽃 

식재를 확대하여 가조온천 꽃단지와 

함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

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람과 자연이 함

께할 수 있는 친수하천 조성으로 관광

객과 지역민들에게 힐링과 휴식공간을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로 가조온천 관광지가 거창군 대표 관

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거창군은 살기 좋은 인구증가 도시 조

성을 위해 전입정착금과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

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인구증가시책

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전입자부

터 전입정착금은 1인 세대 10만 원에

서 20만 원, 2인 세대 20만 원에서 50만 

원, 3인 세대 30만 원에서 7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

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

취득에 드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

함으로써 국적 취득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자 지원보

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

액하였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지

원 대상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

해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정착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군

내에서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정착 효

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

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양육지원금(첫째․둘째 매월 10만 

원 20개월, 셋째 이후 매월 30만 원 60

개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6개월, 최

대 180만 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욱 기자

대표메일  chgn486@naver.com
홈페이지  www.chgn.co.kr
대표전화  010-2439-3876

등록번호:경남, 다01486 / 일반주간신문 / <週刊> / 등록일:2013년 09월 27일 / 창간:201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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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산림조합, (재)거창군장학회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주상면,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단지 견학

거창군산림조합 조선제 조합장은 

29일 (재)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

인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

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재)거창군장학회는 추석 연휴 이

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

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거창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릴레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가을 향

기와 함께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이날 장학금 기탁한 거창군산림조

합 조선제 조합장은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거창군 임

업 대표기관으로서 산림사업 관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거창

군 청소년의 면학 여건을 개선하고 

거창군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산림조합은 2019년부터 올

해까지 3년째 매년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거창군 셋째아이 출산가정에 

거창시장사랑상품권 배부, 산림경

영지도, 상호금융 및 나무시장, 벌

초대행서비스, 송이공판 서비스 제

공 등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 실천

에 앞장서고 있다. 

 구인모 이사장은 “2019년부터 매

년 1,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장학

금을 우리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기

탁해 주신 거창군산림조합 조선제 

대표와 임직원 그리고 임업인분들

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

학금으로 거창군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이 꿈을 실천할 수 있

는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다

양하고 알찬 장학사업을 펼치겠

다”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거창군 주상면(면장 김진식)은 지

난 7일 주상면장과 벼 예찰방제단

장, 쌀전업농, 공무원 등 8명이 국

내에서 재배 중인 외래 벼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쌀 생산·공급 시스템

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천면 서덕들 단지를 견학했다.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은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단지로서 국비지원사

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총 400백만 원의 사업비로 약 

110ha에 규모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쌀을 생산·공급하는 단지이다. 

 이규석 벼 예찰방제단장은 서덕들 

단지의 삼광벼 경작지 외에도 연접한 

남찬, 영진, 새청무 및 새일미 등 경작

지를 안내하면서 벼 품종들의 특성들

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현장 실증 과제로 영농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저탄소 농업실천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벼 드론 직파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드론을 이용한 벼 파종 이

후 제초방법 등 궁금점에 대해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식 서덕들단지 대표는 “외래 

대체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

발한 삼광벼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중이다”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동작업을 통한 적량파종·적기 

모내기 실천, 질소비료 감축과 생

산비 절감, 품종 혼입방지와 적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식 주상면장은 “최고품

질 쌀 생산․공급단지 견학으로 알

게 된 사례들을 주상면 지역 여건

에 맞게 접목 시켜 농가소득을 증

대 시킬 수 있도록 농가교육 등 홍

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 2019년부터 3년째 매년 1,000만 원 장학금 기탁

└ 위천면 서덕들 삼광벼 110ha단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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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회ㆍ문화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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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이르면 이달 중 시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

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

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

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

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

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정부가 제시

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 통

과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이르면 이달 

중 새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

다.

 개편안에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주

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전·월

세의 경우 3억 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

된다. 또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

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

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

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 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

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

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

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

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

시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별도

로 입법예고했다.

 한편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부동산 중

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9월 공인중

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대

규모 집회를 열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

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

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도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댓글이 1

천건 넘게 달렸다.

김현준 기자

‘쉬운 우리말 사전’ 공개, 공공기관 탑재도 가능해져
└ 3579개 외국어 대신 쓸 쉬운 우리말, 온라인 사전으로 제공

└ 용어마다 3개 이상의 다양한 예문 제시

└ 공공기관 누리집에 무료 탑재 가능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10월 14

일 -- 공공 분야 쉬운 우리말 쓰기 운

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과 언론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 3579개

에 대해 쉬운 우리말 대체어와 다양한 

용례, 용어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의 정보

를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

했다.

 이 사전은 한글문화연대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2021년 10월 8일부

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

전은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내

려받아 각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탑재

하거나 대화 로봇 기능을 설치할 수 있

어서 일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사전’이 만들어진 배경은 

우리나라 공공언어에서 무분별한 외국

어 사용이 많아 국민의 알 권

리 보장에 문제가 된다는 사

정이다. 한글문화연대의 조

사에 따르자면, 2021년 1월

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 47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낸 보도

자료 1만4956건 가운데 어려

운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은 전체의 51.2%인 

7662건이었다. 17개 광역지

방자치단체에서 낸 보도자료 

2만3206건에서도 어려운 외

국어와 로마자 표기가 들어간 것이 전

체의 57.4%인 1만3693건이었다. 정부 

보도자료 절반이 “공공기관 등은 공문

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

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

본법 14조 1항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

이다.

 절반 넘는 정부 보도자료에서 국어기

본법을 어기고 있는 사태에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하

기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검색 장치를 

꼽을 수 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에서

는 국어 전문가와 일반 시민, 시인 등이 

합동으로 1년에 걸쳐 ‘쉬운 우리말 사

전’을 구축해, 이를 온라인 사전으로 공

개했다. 또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

리집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기 일

터의 누리집에서 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화 로봇 기능과 공개 에이피

아이 탑재를 지원한다.

 각 기관 누리집 관리자는 쉬운 우리말 

누리집에서 공개 에이피아이 ‘쉬운 우

리말 검색’을 내려받아 해당 기관 누리

집의 게시판 글 작성기, 검색엔진 등에 

통합할 수 있다. 작업 설명서도 함께 제

공된다. 만약 간단한 쉬운말 검색 기능

만 필요하다면 쉬운 우리말 누리집에

서 제공하는 ‘대화 로봇’의 바로가기를 

누리집에 표시해 해당 기관 사용자들

의 검색을 도울 수 있다.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할 새말 정보자

료는 달마다 추가된다. ‘쉬운 우리말 검

색’ 에이피아이와 대화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작

업 없이 최신의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의 사용은 무료이

며,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등으로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쉬운 우리말을 쓰기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9월부터 라디오 광고도 전

파를 타고 있다. 개그맨이자 한글문화연

대 운영위원인 이동우가 성우로 나섰으

며, 광고 속 노랫말을 맞히는 행사도 진

행 중이다. 행사 소식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문화연대 개요

 2000년에 창립한 국어운동 시민단체

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섰으며, ‘언어는 인권’이라는 믿음

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

기관과 언론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정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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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조어 10가지
 코로나19로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언어정보연구센터가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

난해 300여 개의 신조어가 출현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낯설게만 느껴졌던 용어들도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그 시대와 사회의 거울입니다. 

신조어를 통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코로나 
관련 신조어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집관
 집관(집+관람)은 경기장에서 직접 관

람하는 직관(직접 관람)이 아닌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방구석 콘서트’가 있

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콘서트

를 뜻하며, 가수들이 콘서트를 개최하

지 못하는 대신 방구석 콘서트를 열어 

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

니다.

 집관이 인기를 끌면서 홈 엔터테인먼

트 산업도 호황 중입니다. 영화관 매출

은 하락했지만 온라인 기반 영상 제공 

서비스(OTT)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

니다.

 

방구석 1열에서 홈 개막전 집관하자!

2. 온택트
 온택트는 온라인(Online)과 언택트

(Untact)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 두

기로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온

라인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전시회 

등이 해당합니다.

우리 회사는 2021년 신입사원 온택
트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산스장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로, 사

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산에 있는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공원과 헬스장을 

합한 ‘공스장’도 있습니다.

헬스장 대신 산스장 다녀왔습니다.

4. 상상 코로나
 상상 코로나는 잔기침, 피로,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의

심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두통 등의 

증상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 코로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코로난가’도 있습니다. 

열이 나면 코로나인가? 기침하면 코로

나인가? 모든 증상이 코로나19에 걸렸

는지 의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

어입니다.

 

동네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저까
지 상상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5.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19와 경제적 충격(Economy 

shock)의 합성어로, 코로나로 인한 소

비 위축과 생활고를 일컫는 신조어입

니다.

포항시는 코로노미 쇼크 조기 극복
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돌밥돌밥
 돌밥돌밥은 ‘돌아서다’와 ‘밥’의 합성

어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삼

시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야 하는 상황

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삼시 세끼 돌밥돌밥에 지친 이들이 
늘어나면서 반찬가게 매출이 증가
했습니다.

7. 마기꾼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

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쓴 상태에서 

상상한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눈, 눈썹, 속

눈썹 관련 미용 제품 광고 시에도 ‘마

기꾼이 되자’ 등의 문구가 종종 등장하

고 있습니다.

‘마기꾼’ 울리는 턱살…어떻게 해도 
안 빠지는 얼굴살 고민이라면

8. 결송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입니

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코로나19로 인

해 결혼식에 지인을 제대로 초대하지 

못하거나 하객의 부담에 대한 미안함 

등을 푸념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결혼해서 결송합니다

9. 코로니얼
 코로니얼(Coronials)은 코로나19와 밀

레니얼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시대

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생 이후가 

실제 해당하지만 현재 유년기를 보내

는 세대까지 포괄합니다. 요즘 아이들

은 외출 시 마스크 쓰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활용한 비

대면 생활을 보면서 자랍니다. 이를 보

고 ‘밀레니얼 세대 이후 코로니얼 세대

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니얼 세대는 어려서부터 비대
면 문화에 익숙합니다.

10. 스펜데믹
 스펜데믹(Spendemic)은 ‘소비하다’는 

뜻의 Spend와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뜻

의 Pendemic의 합성어로, 코로나 시대

에 식비나 인테리어 등에 돈을 쓰는 과

소비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이를 보상받
기 위한 소비가 늘어난 현상이 스팬
데믹의 단면이다.

김현준 기자

알라딘, 대면·배송 거래 모두 가능한 중고 플랫폼 ‘알라딘마켓’ 오픈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09월 29

일 --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대면은 

기본, 지정 택배사를 통한 전국 배송 

거래가 가능한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 

‘알라딘마켓’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

다.

 알라딘은 1999년 오픈한 22년 차 온

라인 서점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 및 

Non-ActiveX 결제 등 현재는 표준이 

된 전자상거래의 핵심 서비스들을 국

내 최초로 도입하며 성장해왔다.

 또한 2008년에는 온라인에서 중고 도

서 매입 판매 및 회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 샵 서비스를, 2011년에는 오

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중고 도서 전

용 매장을 열었으며,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46

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알라딘마켓은 13년간 중고 도서 서비

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운영해온 

알라딘의 노하우가 집약된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이다. 도서 이외에도 다양

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활성화돼 있는 대면 거래는 

물론, 사기 거래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

송 거래에 알라딘 13년의 중고 안전 거

래(에스크로) 노하우를 담아 우리 동

네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

래를, 사기당할 염려 없이 간편하게 거

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택배나 

퀵·화물 운송의 경우 지정된 택배 업체

나 운송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크기와 무게만 선택하면 비용 

확인 및 운송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제는 100% 에스크로 기

반의 안전 결제로 진행돼 사기 위험을 

낮췄다. 김성동 알라딘 기획본부장은 

“13년간 중고 도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사기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

다”며 “이런 노하우를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면 알라딘마켓이 믿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오픈하

게 됐다”고 말했다.

 알라딘마켓은 그 외 타 중고 거래 플

랫폼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격 비교, 

간편 결제, 사기 방지 기능을 꼽았다. 

알라딘마켓은 서비스 오픈 전 국내 모

든 카테고리에 1000만 개가량의 상품 

DB를 구축했으며, 중고 상품 등록 시 

원 상품 DB와 매칭해 등록하면 같은 

상품에 등록된 중고 상품들의 가격 비

교가 가능하다. 택배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전국에 등록된 동일

한 상품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대면 거래 시 현금을 준비해 가져갈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해둘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신용카드는 

물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메이저 간편 결제사들과도 제휴

가 돼 있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

한 모든 거래에 안전 거래 에스크로 시

스템을 도입해 구매 확정 후 판매자에

게 결제 대금을 전달, 구매자들이 상품 

수령 후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볼 수 있

도록 해 사기를 100% 예방한다.

 알라딘마켓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을 도입,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의 로직

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구매자에게 알

려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여기에 비대

면 거래 시 상품 발송 직전 영상으로 

최종 상태를 증명하는 ‘굿바이 동영상’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해 고객 간의 분

쟁 소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알라딘마켓은 28일 오픈 이벤트를 시

작하고, 앱 다운로드 적립금, 상품 등록 

적립금, 지정 택배 배송비 할인 등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급한다. 자

세한 내용은 알라딘마켓 앱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알라딘마켓 공식 홈페이지: https://

market.aladin.co.kr/m/mevent.

aspx?EventId=...

웹사이트: http://www.aladin.co.kr

김현욱 기자

2021년 10월에 보내는 사랑샘편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덧 나무들이 각각 

빨간 단풍잎으로,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기 시

작하였습니다.

 거리두기로 잠잠하고 적막한 거리, 그럼에도 

때가 되자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을 따라 제 위

치를 찾아 나타난 풍경들... 여느 해처럼 아름

다운 강산이 펼쳐진 가을이지만, 마음놓고 다

닐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색찬란한 자연과 파랗고 높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는 것도 나름 

괜찮으면서도 작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난 9월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사랑샘사역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소

외계층인(알코올 및 각종 의존자, 노숙자, 교

도소출소자, 정신장애인, 조현병 환우, 가정폭

력피해자 등)의 정서함양, 영혼구원과 자립자

활을 위해 설립된 사랑샘사역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 중보기도, 자원봉

사, 재능기부 등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9월에도 부산, 거제, 거창, 함양, 의령, 함안 등

을 방문하여 사역을 감당했으며,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의 방문과 내담자들의 요청에 의한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SNS 등을 통해서 하나

님 말씀을 전하면서 알코올 및 위기가정문제, 

자녀문제, 신앙문제,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힘껏 도왔습니다.

 9월에 참여했거나 진행되어진 주요행사
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확대 이사회(장

소:창원 상남동 모모)>, <학교바로세우기운동 

경남하동군지부(장소:하림공원), 경남거창군

지부(장소:거창군청 앞), 경남함안군 지부(장

소:함주공원), 경남의령군지부(장소:서동생활

공원)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창

원극동포럼(강사: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주

제: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에 참석했

고, 권 모씨(66세, 김해출신)의 사랑의샘터 입

소상담, 진 모 님(74세, 마산 월영동 거주), 성 

모 님(57세, 마산 중앙동 거주)을 구원상담했

습니다.

 또한 마산성은교회에서 열린 <경남목양회>

에 참석했고, 윤영근 님이 후원해 주신 <사랑

샘봉사자들에게 추석선물 전달하는 일>을 감

당했습니다.

 아울러 오랜기간동안 목회자가 공석 중이던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이현철 담임목사 취

임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사랑샘사역 현장에 

방문한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 이현철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늘푸른성서침례교회에 

방문하여 우치열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이현

철 목사님 사택에 방문했습니다.

 뜻깊은 일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

장 윤성미 의원님께서 사랑샘사역 현장을 방

문하여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침구,마스

크,생활용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정기적인 행사로 가져왔던 

<추석명절 미귀향자들을 위한 위로잔치>를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 관련으로 

갖지 않는 관계로 모처럼 추석연휴를 가족들

과 함께 보냈습니다.

 10월에도 사랑샘사역은 계속됩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외에 매 주일마다 이현봉 목사님(3일, 

24일), 나종석 목사님(10일), 강완석 목사님(17

일), 강성기 목사님(31일)께서 말씀 강사로 섬겨

주시겠고, 10월2일(토) 오후3시, 오후7시에는 성

산아트홀대극장에서 <주기철 목사 일대기 창작

오페라 - 일사각오>, 10월3일(주일) 오후3시에

는 경남선교120주년기념관 광장에서는 <2021 

경남선교의날 감사예배>, 10월16일(토) 오후2

시에는 <사단법인 사랑샘공동체 이사회 및 부

부동반 봉암동수원지 둘레길, 팔룡산 산행>을 

갖게 됩니다.

 소외계층인의 영혼구원, 자립과 자활을 목표

로 시작한 사랑샘선교회(1993년 10월1일), 사

랑샘침례교회(1997년 10월27일 설립), 사단법

인 사랑샘공동체(2000년 11월11일 설립), 사

랑이샘솟는집(2002년 12월13일 설립)의 설립

일을 취합해서 하루를 기념일로 정했는데, 매

년 11월 첫 주일로 정하고 <사랑샘사역 설립

기념 축하예배 및 감사축제>를 갖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 11월 7일에는 <사랑샘사역 28주

년기념 축하예배(오전11시) 및 감사축제(오후

2시)>를 사랑샘침례교회당에서 남기탁 목사

님(부천복된교회 원로)과 노동환 교수님(클레

식기타 연주자, 가음정교회 집사)을 모시고 갖

게 됩니다.

 그동안 사랑샘사역의 수혜자님들, 오랜기간

을 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함

께 하신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갖는 <축하예배 

및 감사축제>에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아무쪼록 결실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샘사역

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후원자님의 가

정과 일터(기관, 교회, 사업장)와 생애 위에 하

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샘가족 대표섬김이 강성기 목사와 사랑

샘가족 일동

♡ 사랑샘홈피 www.agapesem.com

♡ 상담 및 후원안내 010-7141-8291

♡ 사랑샘선교회 후원

경남은행 569-07-0007431 (예금주:사랑샘선교회)

♡사단법인 사랑샘공동체 후원

경남은행 501-07-0084419 (예금주:사랑샘공동체) 

백이수 취재본부장

2021년 열번째 달, 결실의 달에

사랑샘사역 28 주년기념 축하예배
감사축제에 초대합니다 .

주제 : 사랑샘사역 28 주년기념 축하예배 / 감사축제

일시 : 2021 년 11 월 7 일 ( 주일 ) 오전 11 시 ( 축하예배 ), 

오후 2 시 ( 감사축제 )

강사 : 남기탁 목사 ( 부천 복된교회 원로 ), 

노동환 교수 ( 가음정교회 집사 ) 외

장소 : 사랑샘침례교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92)

문의 : (055) 224-5591( 사랑샘교회 ), 

224-5598( 사랑샘공동체 ),

 010-7141-8291( 강성기 목사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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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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도 과거에 지방의원을 하면서 군수와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요즘, 

함양군 공무원의 일처리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이 맞는 것인지 

정말 말이 안 나온다. 함양군이나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

고, 공무원들을 잘 관리·감독하여 지역민들

의 민원과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본

분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함양군청은 정식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

직 공무원이 많다는 말이 많다. 그래서 그런

지 몰라도 현재 함양군 여기저기 군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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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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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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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흙탕 먼지 속을 싸질러 다니고도 

한달 씩 감지 않아 이가 기어다녀도 머

리는 잘도 길었다. 부스스한 까치머리

를 참빗으로 훑어내면 서캐가 하얗게 

쏟아졌다. 궁벽한 농촌 마을에는 간판

을 내건 이발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집 마당에 통걸 상 하나만 달랑 내놓고 

머리를 깎아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의

자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졸고 

있으면, 이발사 아저씨는 의자 주위를 

맴돌면서 빠른 손놀림으로 바리깡을 

놀렸다. 그러나, 바리깡은 대부분 날이 

제대로 서지 않았거나 양날의 이가 잘 

맞지 않아 머리털을 통째로 집어내는 

통에 눈물이 핑돌기도한다. 깎은 머리

에도 층이 지거나 바리깡 자국이 그대

로 남아있기 일쑤였다. 기계 하나로 여

러 사람의 머리를 깎고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기계충에 걸

리는 일도 많았다. 인기 만화의 주인공

인 '꺼벙이'의 까치집 헤어스타일은 기

계충 땜통 자국이 흔했던 그 시절 아이

들의 머리 모습이었다. 그래도, 아이들

은 의자 한쪽에 매달린 가죽혁대에 면

도칼을 쓱싹쓱싹 갈아 파랗게 날을 세

우는 이발사의 솜씨에 매료되곤 했다. 

동네 이발사 아저씨는 아이들을 참 잘 

어르고 달랬다. 머리를 깎지 않으려고 

떼를 쓰던 아이도 의자에 앉기만 하면 

얌전하고 착한 아이가 됐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구내 이발소나 읍내 이

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다. 면소재지 삼

거리 명동라사 행복사진관 제일전파사 

우정마크사를 지나서 희망다방 옆 골

목으로 꺾어들면 파랑, 빨강, 하양의 3

색 이발소 표지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돌아가고 있었다. 붉은 페인트로 '이발

소'나 '이용원'이라고 적힌 미닫이문을 

밀고 들어서면 연탄난로 연통을 고정

시킨 철사줄에는 빨간 체크무늬 수건들

이 허연 김을 뿜으며 내걸려 있었다. 난

로 한 편에서는 면도용 비누 거품이 끓

었다. 이발소에는 푹신한 이발 의자가 

세 개쯤 있었다. 제대로 닦지 않아 뿌연 

대형 유리거울 옆에는 이용사 면허증을 

넣은 액자, 위쪽에는 밀레의 '만종'이나 '

이삭줍기', 물레방아 도는 풍경화 같은 '

이발소 그림'과 푸슈킨의 시를 수놓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바리깡, 가위, 면도

기 등 이발 기구와 염색약 포마드 크림

들도 가지런히 제자리를 지켰다.

 자신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을 자랑

으로 여기며 흥이 나면 '월남에서 돌아

온 김상사'를 반복해서 부르던 김씨, 술

독이 오른 딸기코와 떨리는 손으로 머

리를 깎다가 늦배 부른 아내에게 이발

소를 맡기고 술집으로 도망치던 주정

뱅이 최씨, 짝사랑하던 태양다방 미스

리를 중앙목재소 박사장에게 빼앗기고 

면도칼을 접었다 폈다 하며 씩씩대던 

박씨 같은 이들이 이발소를 지켰다.

이발기계가 머리털을 한 움큼 아프
게 쥐어뜯는 통에...

 이발소에 가면 대기하는 사람이 많

아 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차례

가 왔다. 아이들이 '주간경향'이나 '선데

이서울' 같은 묵은 주간지를 뒤적여 연

예인들의 야한 포즈를 보는 곳도 이발

소였다. 어른들은 느긋하게 가운데 자

리를 차지하고 앉아 머리에 포마드 기

름을 바르고 염색을 했다. 꼬마들은 이

발 의자의 팔걸이에 걸쳐놓은 빨래판

에 앉혀져 머리를 깎았다. 이발사는 보

드랍지만 때가 타서 누런 나일론천에 

집게를 물려 씌워놓고 바리깡질을 시

작했다. 바리깡의 사각대는 장단과 의

자의 편안함 때문인지 금세 졸음에 빠

져들었다. 그러나 이런 아늑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발 기계가 머리털을 한 

움큼 아프게 쥐어뜯는 통에 '아얏'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생활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시 

구절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상고머

리를 깎을 때는 머리 아랫부분을 밤톨

처럼 까칠까칠 밀어낸 뒤 한손에는 가

위를, 또 한손에는 커트용 쇠빗을 들고 

째깍대며 모양을 만들어나갔다. 머리

를 감기는 일은 이발사의 아내나 이발 

기술을 배우는 '시다'의 몫이었다. 세면

대에 머리를 처박으면 물뿌리개(조로)

로 물을 부으면서 누런 빨랫비누로 까

까머리를 박박 씻어줬다. 머리를 헹군 

뒤 머리카락 층이 잘 보이게 분칠을 해 

가위로 다듬고 면도를 하면 이발은 끝

났다. 조그맣게 오려낸 신문지를 어깨

에 올려놓고 면도칼을 닦아내며 면도

를 했다. 솔로 비누 거품을 내 면도를 

하다가 베어서 피가 나는 일도 허다했

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발소에 여

자 면도사를 두어야 장사가 됐던 것 같

다. 이발소에 가면 어른들이 귀밑머리 

뽀송한 계집애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춘기 아이들에

게 안마를 해주는 집도 있었다. 면도사 

아가씨의 달콤한 분 냄새와 아슬아슬

하게 스치는 가슴 때문에 얼굴이 벌개

지고 숨이 막혔다. 학교에서는 두발 검

사가 엄격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

독사' 학생주임 선생님의 무자비한 바

리깡에 머리 위에 고속도로가 나거나 

열십자가 새겨졌다. 깎인 머리를 면도

칼로 싹싹 밀어 배코를 치고 다니는 아

이도 있었다. 길에서는 경찰이 가위를 

들고 장발을 단속하던 시절이었다. 논

산훈련소 앞의 허름한 이발소에서 머

리를 빡빡 밀던 추억은 남자들이 안주 

삼아 떠드는 '군대 이야기'의 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아늑한 공

간이면서 고역의 자리이기도 했던 이

발소. 바리깡에 밀려 한 움큼씩 잘려나

가던 머리카락. 염색약과 포마드 냄새 

가득했던 옛날의 이발소는 이제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 추억의 한 토막이 되

었다.

백이수 취재본부장

대동이용원 주인이 애지중지 하는 이발면도기.

대동이용원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77지번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8-5에 위치해있다. 055-944-8344

시간여행

거창 대동이용원에서 추억속의 이발소 풍경을 회상한다! 

 

*바리깡 프랑스 제조회사 이름인 

‘바리캉 에 마르’에서 유래한 클립

퍼. 처음에는 나무 손잡이가 달린 

양손 바리깡이었다가 한손 바리깡

을 거쳐 전기 바리깡이 나왔다.

*기계충 두부백선. 전염성이 매우 

강한 곰팡이균 질환. 둥그런 각질

이 두피에 생겨 진물이 흐르면서 

점점 넓어졌다. 이발기계로 전염되

기 때문에 기계충으로 불렸다. 기

계충자국이 많은 아이들을 ‘땜통’

이라고 놀렸다.

*면도칼 자루가 달려 접었다 폈

다 하는 이발소 전용 면도기. 개인

용 면도기가 보급되기 전에는 이발

소에 가야 면도를 할 수 있었다. 쓸 

때마다 가죽에 갈아서 날을 세웠지

만 수염을 깎다가 얼굴을 베기 일

쑤였다.

*마크사 복장(服裝)가게. 군인들의 

계급장, 학생들의 명찰, 교표, 휘장, 

상패 등을 만들어 팔았다.

*이발소 표지 빨강 파랑 하얀색으

로 된 3색 표시등. 영업중에는 전기

를 꽂아 회전하도록 되어있다.

*포마드 70년대 멋쟁이 신사들이 

발랐던  머리 기름. 상품명인 태평

양화장품의 ‘ABC포마드’를 그렇게 

불렀다. 남성 화장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시절 이런말 저런말

합천 해인사 소장 문화재 5건 도 유형문화재 지정
└ 조선후기 불감의 정수 합천 해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 저승세계를 완전하게 표현한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합천 해인사 금동여래입상

└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기록한 명문이 남아 있는 합천 해인사 백련암 환적당 의천 진영

└ 세필을 사용한 정교한 묘사가 특징인 합천 해인사 백련암 환적당 의천 진영

 경상남도는 합천 해인사에서 소장하

고 있는 ‘합천 해인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불감’ 등 5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합천 해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

감’은 반구형(半球形)의 형태로 문을 

열면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 대세지보살상이 나타나는 형식

으로 조선 후기(18세기)에 활동한 조각

승인 상정(尙淨) 계열의 특징이 잘 나

타나 있는 작품이며, 현존하는 조선후

기 불감 가운데에서도 장식적이고 섬

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합천 해인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

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673년 조각승 

자수(自修)에 의해 제작된 조각상으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귀왕, 

판관, 사자, 인왕, 동자, 업경대(業鏡臺)

와 업칭대(業秤臺)를 포함 33구의 명

부(冥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그 가치가 돋보인다.

 ‘합천 해인사 금동여래입상’은 통일신

라시대인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되는 소형불상 2구로 해인사 대적광전 

중수공사 때 발견된 것이며 이 중 1구

는 수정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회화 작품인 ‘합천 해인사 백련암 환

적당 의천 진영’은 1749년 화승 혜식

(慧式)이 그린 것으로 현존하는 고승 

진영 중에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기록

한 명문이 남아 있는 희귀한 사례로 가

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합천 해인

사 길상암 치성광여래도’는 해인사 출

신 수화승(首畵僧)인 수룡대전(水龍大

電)의 1874년 작품이며 세필(細筆)을 

사용한 매우 정교한 묘사가 특징이다.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김석환 주

무관은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합천

군과 소장자인 합천 해인사와 적극적

으로 협조해 이번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합천해인사금동여래입상

합천해인사백련암환적당의천진영합천해인사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합천해인사길상암치성광여래도

합천해인사명부전목조지장보살삼존상및시왕상일괄(삼존상및시왕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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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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수= 홍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

적 TV토론 논객이며 독특하고 아이

디어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보수 진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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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