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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5~21℃  구미  14~20℃  안동  12~19℃  포항  16~20℃

가나다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윤

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야당의 ‘발목 잡

기식 주장’은 반복되고 있다. 11월 준공

을 앞둔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를 두고 

과도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데다 경주 

월성원전에 대한 왜곡된 주장도 돌출돼 

경북 지역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

리가 나온다.  3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12차례 보고

와 3차례 심의 끝에 지난해 7월 9일 원

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

가를 받았다. 

2014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

를 신청한 지 7년 만이다. 현재 시운전 

중이나 최종 준공과 본격 가동을 위해선 

원안위의 최종 검사

를 거쳐 가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한울 1호

기에 설치된 수소 제

거 장치(PAR) 성능

을 두고 일부 원안위

원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최종 검

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올해 3~9월 PAR 성능을 두고 12차

례 실험을 해 저농도(4%) 수소 조건에

서 성능을 만족했지만, 일부 원안위원은 

고농도(8%) 조건에서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PAR은 폭발 위험 방

지를 위해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다. 

10% 이상 농도로 수소가 축적되기 전에

(저농도 수소 조건) 제거한다면 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8% 조건 시험은 우선 

가동을 승인한 뒤 향후 보고받아도 된

다”고 설명했다.

경주에선 지난달 말 ‘월성원전에서 방사

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돼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지역 특성상 이런 주장이 사실이

라면, 원전 공포감이 퍼져 지역 경제에 미

칠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안위와 한수원이 ‘누수 여부 확인 후 추

가 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명

을 내놓는 등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오염

수 누출 주장은 힘이 빠진 모양새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원전에 진짜 문

제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한 적절한 비판

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도시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

시키고 주민 불안감도 조성하는 만큼 지

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 측은 신한울 1호기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논란 등 최근 이어진 발목 잡기식 주장에 

대해 7일로 예정된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작정이다. 김 의원은 “신한울 1

호기 최종 검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과

학적인 주장, 월성원전 안전성에 대한 왜

곡된 주장 등에 대해 원안위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원전 

안전에 대해선 철저히 살펴야 하지만 과

학적 근거, 전문성 없이 제기되는 행위에

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신한울 운영허가 났는데…

발목잡기 왜곡주장 판친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개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마저 단순 구

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내총생산에서 대구경북(TK)이 차

지하는 비중 역시 문 정부에서 역대 최

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계청으

로부터 받은 2002~2020년 GRDP 통계 

자료(2021년 자료 없음)에 따르면, 전체 

GRDP  중  수도권  비중은  2016년 

50.44%에서 2020년 52.73%로 2.29%

포인트(p) 늘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최고 증가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

약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 5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무관심으

로 일관했다. 

GRDP 수도권 비중은 이명박 정부 마

지막 해와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 

49.27%→2016년 50.44%로 1.17%p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49.51%→2007

년 49.57%로 0.06%p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와 이명박 정부는 2007년 

49.57%→2012년 49.27%로 0.30%p 감

소했다.

전체 GRDP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문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감소

했다. 2016년 9.21%에서 2020년 8.41%

로 지난 정부 동안 0.80%p가 떨어진 것이

다. 이명박(-0.34%)̀ 박근혜(-0.32%)̀ 노

무현(-0.16%) 등 이전 3개 정부 감소치를 

모두 합한 것 만큼 최근 5년  동안의 낙폭

이 컸다. 문 정부의 미약했던 지역균형

발전에서도 TK를 소외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대식 의원은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

전 전략은 구호에 그쳤고, 대구경북의 산

업은 더 위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찾아 제9차 비상

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농업인�농업

인단체 대표�기업인들과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 경영 안

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황근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농업 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

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대출금리 인

하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

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전국 약 400개 권역의 농촌에 아이

돌봄, 임대주택 등 생활 서비스도 확

충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는 빅데이터,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

하다”며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농업인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능형 첨단 온실과 자동 관개 시스

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

마트팜 확대 의지도 나타냈다. 또 스마

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리

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농업 정보체계 

고도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딸기�방울

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

용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은 전했다. 회의 후엔 인근의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상주 온 尹대통령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스마트팜혁신밸리=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상주와 김

제, 밀양, 고흥 등 4곳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원센터를 방문,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말로만 균형발전…GRDP 수도권 비중 최고 

강대식 의원 국감서 지적

2016년부터 4년간 2.29%P 늘어

대구경북 비중은 가장 많이 떨어져

<2016년 50.44%→2020년 52.73%>

12차례 보고`3회 심의 거쳐

야당 원안위원 지속 문제 제기 

과도한 의혹에 검사 지연 우려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주장도

스마트팜밸리서 경제민생회의

소자본으로 땅 확보할 수 있게

청년농 금융 부담 완화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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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동�임하댐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두고 대

구시와 정부가 첫 공식 협의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은 5일 수성알파시티 내 

ACT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에 대해 논의

했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정 

파기 직후인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의 비

공식 방문은 있었지만, 정부와 공식적인 

만남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맑은물 상

생협약’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으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적

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임하댐 취수

원 활용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

선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량은 하루 79

만 톤(t)이지만, 향후 K-2 및 군부대 이

전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요한 수량을 하루 100만t으로 

상정했다.

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운문댐 30

만t과 관로 추가 건설을 통해 안동�임하

댐에서 70만t을 확보하는 방안 ▷매곡

정수장 40만t, 운문댐 30만t, 관로 증설

을 통해 안동�임하댐 30만t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홍 시장이 식수원을 댐물

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고

려하면 대구시가 예산상 제약을 감수하고

라도 1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발주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

획이다. 기술 분야와 경제성 분석 등은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홍 시장은 강물 지표수를 취수하는 현

재 식수 정책을 장기적으로 식수댐을 건

설해 댐물을 취수하는 방안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용수

를 걸러 재활용하는 중수도 정책의 필요

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원

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

장은 “맑은물 상생 협정 파기에 대한 분

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기존 협정 유지

에 무게를 두고 있던 정부 입장도 바뀌

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맑은물 하이

웨이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와 

정수장 위치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 안동을 방문해 

안동�임하댐 취수원 활용에 관한 상생

협약을 안동시와 체결할 계획이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대구시 하루 필요 취수량

79만t→100만t으로 상정

K2 이전 후적지 개발 대비

“운문댐 30만t, 안동`임하댐서 70만t 확보 검토”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영 케어

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에 있는 영 케어

러 40명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됐다.

앞서 지난 5월 10년간 아버지와 단둘

이 산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

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

는 ‘영 케어러의 간병 살인’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월 영 케어러 지

원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복지부의 실태

조사 결과 대구에는 모두 40명의 영 케

어러가 도움을 호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4일

까지 중�고등�대학교, 청년센터, 행정복

지센터 등을 상대로 모바일 방식의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4만4천832명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중 

지원이 필요한 영 케어러 731명을 추려

냈다.

복지부는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조사도 벌이고 있다. 2차는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뤄지며, 복지부는 이

르면 이달 말 2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다음 달 18일까지 40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처한 상황 등은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긴급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태조사 자체가 부실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

하는 방식이어서 대상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

외 사례를 통해 국내에만 18만4천~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번 조사로 발굴한 

영 케어러 731명은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추정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 케어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영 케어러 특성상 나이가 어리기 때문

에 비교적 적은 인적 네트워크상에서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병원, 학교, 

지자체 등의 기관이 먼저 이들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

이 중요하다”며  “영 케어러들은 본인

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이는 

영 케어러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물질 및 의료적 지

원과 함께 심리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영 케어러=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장애나 정신�신체 질

병, 약물 중독 등을 겪는 가족까

지 돌보는 청년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가족 부양하는 1020 “도와주세요”

복지부 실태조사…대구 ‘영 케어러’ 40명

市 직접 방문 긴급복지 서비스 필요

자발적 참여 의존 부실조사 지적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초대 원장에 김

정길(사진) 전 TBC대구방송 대표이사

가 내정됐다.

대구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

추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김 내정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

다. 김 내정자의 임기는 오는 7일부터 2

년이다.

김 내정자는 중앙대 신문방송 석사, 

계명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문화예술회관장, 매일신문 부사장, 

제8대  대구예술대 

총장, 대구사진비엔

날레 조직위원장, 대

구문화재단  대표, 

TBC 대표이사 등 문

화예술과 언론 현장

을 두루 거쳤다.

김 내정자는 문화 인프라 재설계를 통

한 시민 문화향유권 강화, 대구미술관의 

세계화, 자율재정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원로예술인, 전업작가, 

생활문화 동호인 등 지역의 모든 문화예

술을 아끼는 분들께 방략(方略)을 자문

해 범지역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문

화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존 문화예술`관광 등 기관별 특성기

반 위에 효율적으로 직무를 융합함으로

써 조직역량을 혁신하는 작업을 일차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재

단을 비롯해 오페라재단, 관광재단, 문

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

관 등 지역의 상징적 문화�관광 기관들

을 통합 운영하면서 대구 문화예술과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5일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
도 진입부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노란색 간판 모

양의 ‘옐로카펫’이 설치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150여억원을 들여 표지판, 단속카메
라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초대 원장 내정

홍준표 대구시장, 정부와 첫 공식 만남 “해평협정 문제 공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기관별 특성기반에 직무 융합

운영 체계 혁신 일차적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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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

혹과 관련해 왜곡보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과거 

광우병 사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

는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들은 왜곡보도

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문가들은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

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달 MBC

는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

가 계속 유출돼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

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 같

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

구위원은 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

난해 12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

조 외부 슬래브 누설을 확인해 같은 달 

보수가 완료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보수 

전 경로도 알 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쓰

면서 ‘줄줄 새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지

금도 누수가 발생한다고 오해하게 만든

다”고 했다. 원전에는 누수 발생에 대비

한 차수막 하부유공관이 있어 오염수 유

출을 이중으로 막는다. 지하 영구배수시

설에 모인 오염수는 주기적으로 방사선

을 측정, 종합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염수의 동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매주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고, 한수

원의 미조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방안 수립요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감사 현장 시찰을 요구했고,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

은 오는 19일 경주를 직접 찾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이

번 월성원전을 둘러싼 아니면 말고식 의

혹 제기와 야권과의 공조는 마치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국감을 앞두

고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슈화 시킨 건 정치

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인근 경주 양남읍�감포읍�문

무대왕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

섰다.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는 등 생존

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곳곳

에 왜곡보도 비판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

상된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최종 검사를 

받고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와 관련한 수소제거기(PAR) 성능 논란

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반복됐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

도한 의혹제기로 발목잡기를 한다는 반

론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

내 원전의 PAR 불꽃 발생 문제를 지적

했다. PAR는 원전 핵연료가 녹아내리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하는 

안전설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

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됐다. 그

런데 지난해 한 언론에서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기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다

는 실험 영상이 공개되며 안전성 문제

가 제기됐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자력안전

위원회 PAR 소위원회 주관으로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실험을 진행했으

나 여전히 불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

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며 “백금도금을 한 외국 제품과 

다르게 국산 수소제거기는 세라믹 코팅

이 돼 있어 고온에서 불꽃이 날리는 현

상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한울 1호기의 경우 불량 수

소제거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운

영허가를 받았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며 수소제거기 재실험 영상의 화

재 장면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

미을) 측이 확인한 원전 전문가에 따르면 

‘세라믹 코팅과 불꽃 현상’과 관련, “국

산, 외국산 모두 세라믹 등 골격을 이루

는 구조재에 촉매제를 코팅하는 것이지 

촉매제 위에 세라믹 코팅됐다는 말은 잘

못”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불

꽃이 날리는 현상에 대해선 “PAR에 코

팅된 촉매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불꽃 자체가 수소를 제거하는 

현상으로 수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

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과도한 위험 상황

을 가정해 PAR 재검증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존재하는 

최고 제품을 검증을 거쳐 설치한 만큼 우

선 가동 후 미래 기술이 개발되면 보완하

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들

이 공사 착공 후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

면서 10여년간 3조4천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

구갑)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

전 5개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

상 증액된 공사는 388건이며, 여기서만 

2천172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들 공사의 최초 낙찰금액은 11조

276억원 가량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

번하게 발생하면서 최종 공사금액은 14

조4624억으로 3조4348억이 늘어났다.

공사 1건당 평균 5.8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늘었다. 착공 시에는 이

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

사회 승인이 불필요한 까닭에 별다른 

제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양 의원 

측은 분석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

원으로 11년간 약 1조8천574억이 늘어

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5천528억), 서부발전(4천172

억), 중부발전(3천87억), 동서발전(2천

217억), 남부발전(354억), 남동발전

(36억) 순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이 역대 최고 적

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

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

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

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재정 상황에 빨간불

이 켜진만큼 발전시설이 부실하게 건설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내 괴롭힘

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본

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3위 수준의 신

고 건수가 접수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

(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

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

개 공공기관 중 32곳에서 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

됐다.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로 각각 10건

의 신고가 접수돼 공동 1위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8건으로 3위,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7건, 공영홈쇼핑 4건 

순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전력공사 8건, 

한전KPS 7건, 한국가스공사 6건의 직

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취

하한 경우를 빼면 한전KPS의 직장 내 

괴롭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

력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더 많을 가능성

이 높다”며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

기관은 인원과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

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를 존

중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

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신한울 과도한 의혹으로 가동 발목잡아”

한수원 11년간 1조8천억원 증액

이사회 승인 불필요 제재도 못해

양금희 “발전시설 부실 건설 우려”

에너지공기업들 잦은 설계 변경

10여년간 공사비 3조4천억 낭비

가스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위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기관 조사

한전`한전KPS 각 10건 공동 1위

“월성원전 오염수 왜곡보도, 광우병 사태 떠올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매일신문 DB

국감서도 발목잡기 의혹제기

민주 “불꽃 탓 화재 가능성”

국힘 “수소 제거하는 현상”

외부 누설 확인`보수 완료된 사안

김영식 “아니면 말고식 문제 제기”

인근 주민 “생존권 위협” 집단행동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민들이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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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

을 벌였다. 포문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

원이 열었다. 그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있

는 이 대표를 겨냥,  ‘이재명 먹튀방지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

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보

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

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

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선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

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

면 선관위가 (민주당에)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교흥 의

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

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

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

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야당이 국회 통

과를 벼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

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

북 상주문경)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

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

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

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

청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

며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

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2009년부터 지난 8월

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곳) 2천

752억7천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가운데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

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

당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

을 폈고, 야당은 ‘대기업 편향’ 정책이

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며 법인세 인

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약 80개 초(超)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감세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

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공방을 지켜보던 추경호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은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면24

정치

“유죄면 434억 반환”-“아직 1심도 안끝나” 

정치권은 5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

일(I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전날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안

보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낱낱이 보

여준다”며 “완전한 작전 실패이며, 화

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갔는데 군이 자

체 대응하겠다며 막아섰다는 제보도 있

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

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떨어지는 것

은 국격만이 아니다”라며 “어처구니없

고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

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병기(兵器)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뻔했다”며  “재

난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 

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4일 오후 11시쯤 발사 직후 비

정상 비행 뒤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은 발사지점으로부터 전방이 아닌 후방

으로 약 1㎞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남쪽 약 

700m 지점에 민가가 있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군은 국방과학

연구소(ADD), 생산업체 등과 합동으

로 낙탄 원인을 분석하고 ADD와 공동 

주관으로 탄약 이상 유무를 전수조사하

기로 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민주 “尹 정부 안보 공백 심각”

국힘 “엠바고, 무책임한 처사”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일각에

서 대북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 사태는 세

계 비핵화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밖에 없고, 북한 핵전력에 대한 대한민

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할 가늠

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라고 밝혔다. 또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국 본토 공격과 일본 본

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한

다면 그때도 미�일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 안전 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

격할 수 있을까”라며 “국가 안보는 입

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다. 철저한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만이 가능

하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

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

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 공조’

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것)는 아무 소

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여야 “낙탄 사고 철저한 조사” 한목소리

홍준표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유승민 “전술핵 재배치 美와 협상”

홍준표 유승민

北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

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동맹에 대

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

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백브리

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

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행정

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또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찬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바이든은 이 친서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

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

신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양국 공동의 목

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동북아 평

화, 그리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양국

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고 부연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친

서는 양 정상이 지난달에 런던과 뉴욕

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다. 김 수

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

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또 한국기업의 긍정적

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

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을 배

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따른 북한

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한미 양국

이 외교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

하면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실은 또 “윤 대통령은 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尹에 친서 바이든 “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동맹 강화`공동목표 달성” 언급도

尹, 오늘 기시다 총리와 통화 예정

이재명 허위 사실 혐의 재판 

행안위 국감서 여야 설전 

노란봉투법`법인세 인하 

상임위 곳곳서 공방 계속

<조은희>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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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내홍 양상을 가를 결정들이 이

르면 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

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전 대표의 가

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이날 이후 진

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당의 명운이 법원에서 결정되는 참담

한 상황에 더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전 대표까지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어 

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원과 윤리위가 어떤 결정

을 내리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다시 대응

에 나설 공산이 큰 만큼 내홍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인

다면 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

구갑)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

원회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 관

계자는 “법원에서 다시 퇴짜를 맞고도 

비대위를 꾸릴 순 없다”며 “정식 지도

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

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

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을 이 전 

대표가 십분 활용하며 존재감 과시에 나

설 공산이 커 내홍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

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

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

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심

의한다. 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향해 ‘양두구육’ ‘신

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

혹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

에 추가징계 수위는 제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5일 윤리위가 

보낸 출석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부실하

게 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한 사전포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

도)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

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

된 여론조사기관은 91개로, 등록제도가 

시행된 20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

가했다. 이 가운데 53곳은 분석 전문인

력이 1명뿐이고, 51곳은 상근직원이 3

명에 불과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

사로 인한 일정 매출

액’(5천만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

족해야 하는데 두 요

건을 모두 충족한 곳

은 5개에 그쳤다. 

이 의원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신뢰

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 

경험을 갖춘 건전한 여론조사기관의 정

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이만희 관리`감독 강화 촉구

“여론조사기관 우후죽순…선관위, 등록제 검토를” 

집권당 내홍 양상 가를 2題

이준석 추가 징계 제명 유력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 예고

인용 될 경우 대혼란 불가피

비상하나, 비상이냐

국힘 운명 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

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에 대해 총공세

에 나섰다.

5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서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

용키 어렵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

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

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

대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무능은 죄악

이다. 나라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서”라며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 탄압엔 발군의 실력”이라

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

에서 “감사원이라는 검찰 전위부대를 

활용해 당위성을 먼저 만든 뒤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완전

한 협업플레이를 통한 전 정부 죽이기”

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라디오방송

에선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

령을 한때 형이라고 불렀다. 사법연수

원 때 윤 선배는 통이 컸었다”며 “(지금

은) 좀스러워지신 것 같다”고도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국방부 국감

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

다”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수사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이 서해 사건 조작 프로젝

트의 원점이며, 감사원 조사는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교생의 풍

자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

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

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악몽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문체부가 대통령 풍자만화

를, 그것도 고교생이 그린 것을 가지고 

너무 치졸하게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文 정부 감사 반발 총공세

“감사원, 검찰의 전위부대로 활용

완전한 협업 플레이 통해 죽이기”

국민의힘은 5일 검찰이 수사 중인 ‘성

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

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

당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본인

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선 불법적인 행

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

덕성이 성남 시정과 경기 도정에서 무

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전날 국회 국방

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

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

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모든 불법 리스크

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야말로 아이들한

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역대급 권력형 부정

부패 사건으로, 시민에게 위임받은 공권

력을 사리사욕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

며 “특혜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갈취하는 

짓은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고 맹폭했

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

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몸통에 

대한 구속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계

속해서 이 대표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사

후적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에 문재

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

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

갔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감사원의 요청이 왜 무례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이 ‘그

렇게 말하는 것이 무례하다’라고 절규

한 것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그냥 피의자로 

대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 아닌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주시면 좋

겠다”고 꼬집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성남FC 의혹 관련 맹공

“본인 정치 이득 위한 불법 행위

문 대통령 ‘무례 발언’이 더 무례”

국힘 “이재명 묵묵부답, 아이들에 부끄러운 일”

민주 “무능`실패 숨기려 前 정권 공격에 골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취임식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나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가 헤어졌다.  연합뉴스

악수도 않고 헤어진 여야 수장

<飛上> <非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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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警, 시청`관리업체 압수수색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 원

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포항시청

과 남구 인덕동 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포항시청 

안전 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재난안전

상황실 등에서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CC)TV, 태풍 북상에 대비해 세운 수

해 대책, 사고 전후 현장 방문 조치 내역 

등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포항시가 보유한 냉천 등 하

천 정비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

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항시에 대해 자연재해 대비 

및 조치 미흡 여부를, 아파트 관리사무

소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주민들에게   

‘이동 주차’ 안내방송을 한 점과 배수시

설을 적절히 관리했는지 등 책임 여부

를 각각 수사할 예정이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檢, 광복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김원웅 前회장 비리 의혹 수사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

를 수사하는 검찰이 5일 광복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

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

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이끌던 당시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금을 횡령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올해 초 광복회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운영하던 카페 ‘헤

리티지 815’ 운영 수익금 4천500만원을 

김 전 회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

생모임이 김 전 회장과 광복회 전 간부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카페 수익사업

을 이용해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

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다시 서울서

부지검에 이첩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운영하며 총 

8억원 규모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

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가 재질 쓰인 ‘건설현장 안전망’ 시민`근로자 위협

떨어지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 건

설현장 등에 설치되는 안전망에 강도가 

떨어지는 저가 재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

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

치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

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부합한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KS는 ▷인장 강도(인장 하중) ▷방

염성 ▷낙하 시험 등 3가지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KS를 

맞추기 위해 내구성이 견고한 PVC(폴

리염화비닐) 재질의 수직보호망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가격이 저렴한 PP 

(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재질

이 쓰이는 이른바  ‘혼합망’(멀티망)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PVC망

보다 가격이 6분의 1 수준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PVC망은 1㎡당 1

천800~2천원 사이에 거래되는 반면, 

PP나 PE가 사용된 혼합망은 300~350

원에 거래된다.

한국수직보호망협회가 최근 한국비

계기술원(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 

혼합망에 관한 성능기준 심사를 의뢰한 

결과, 혼합망의 인장 하중(양쪽으로 잡

아당겼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산업

기준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KS가 제

시한 수직보호망의 인장 하중 기준은 

1.47kN(킬로뉴턴)인데, 혼합망의 인

장 하중은 0.216kN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세로 방향은 시험 자

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장 강도가 약

했고, 망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없어 이 

부분도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혼합망이 설치된 현장은 육

안으로 봐도 찢어진 곳이 많았고, 낙하

물뿐 아니라 근로자의 추락도 방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혼합망을 설치한 건

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

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망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

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사망사

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이정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저가 재질이 햇빛에 노출

되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6개월에 한 번씩 

인장 강도를 검사하고 노후화된 망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인증되

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고발

이나 진정이 접수되면 각 지방고용노동

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고 말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

판이 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김 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확정지

은 데 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

(부장판사 최종한) 심리로 열린 파기

환송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

호인단은 “군위농협의 이익과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

아들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군수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

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과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예금의 

중도해지와 재예치가 반드시 관련 있

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

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새로운 

증거 수집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해 달라”고 요

구했다. 변호인단은 변론 종결을 요

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김영만 前군위군수 배임 혐의도 벗을까?

대구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檢 증거 수집…재판 한 차례 더”

대구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이 

이르면 6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서 지명위원회를 열고,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을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후보 

명칭들이 추려진지 4개월만이다.

후보 명칭은 모두 6개로 ▷국동네거

리 ▷범신네거리 ▷신범어네거리 ▷문

화네거리 ▷동대구벤처밸리네거리 ▷

벤처벨리네거리 등이다.

국동과 범신은 대구시가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해 선정한 명칭이다. 

국동은 해당 네거리가 국채보상로와 

동대구로의 교차 지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범신은 범어`신천의 앞글자를 

땄다.

신범어 또한 신천과 범어를 뜻하고, 

문화는 MBC가 46년간 있었다는 의미

를 상징하자는 취지다. 

이들 명칭은 수성구청이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벤처밸리가 포함된 명칭들은 동구 주

민들로 구성된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지명위원회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

부시장과 이재숙 대구시의원, 시청 공

무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6명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후보 1개에 대해 찬반 투표

를 하고,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최종 선

정된다. 다만 위원들이 적절한 명칭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주민 의견 수

렴 절차를 거쳐 후보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명위에서 명칭이 최종 

선정되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

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

명위원회에서 통과되면 MBC네거리의 

새로운 명칭이 확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결정되면 

국가지명위원회 통과 전이라도 이정표 

등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

신범어`벤처밸리…‘MBC네거리’ 새 명칭은?

市 오늘 지명위원회 열어 결정

선정 땐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통과 전이라도 이정표 등 정비”

5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투명 페트병을 
넣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렸을 때 라벨을 제

거한 깨끗한 페트병을 넣는 방식이다.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씩(10원) 적립되며 2천점 이상 되면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모
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포인트 쌓아주는 페트병 수거 로봇

낙하물`추락 방지용으로 사용

강도 좋지만 비싼 PVC 대신

저렴한 PP`PE 혼합망 증가

“중대재해법 처벌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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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가 2천800여 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

했다. 주거지역 화재가 특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한 가운데,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

간이 집중돼 피해 우려를 키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

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재 건수는 

3만6천26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재 건수는 경북이 2천849

건으로 경기(8천169건)와 서울(4천

951건), 경남(2천864건)에 이어 네 번

째를 차지했다. 대구는 1천189건으로 

전국 12위였다.

화재 장소별로 보면 경북에서는 ‘주거

공간’(689건, 24.2%)이 가장 많고 ‘산업

시설’(480건, 16.8%),  ‘자동차�철도차

량’(411건,  14.4%),  ‘임야’(126건, 

4.4%) 등 순이었다.

대구 역시 ‘주거공간’(290건, 24.4%) 

비중이 컸다. 이어 ‘생활서비스’(206건, 

17.3%), ‘산업시설’(189건, 15.8%), ‘자

동차�철도차량’(159건, 13.4%),  ‘판매�

업무시설’(66건, 5.6%) 등 순이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구역은 전국 883곳, 총거리는 

445㎞로 조사됐다.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역을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이 345곳(169㎞)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19곳, 14㎞)은 전

국 8위로 나타났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지난해 경북 화재 발생 2,800여건 ‘전국 4위’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사 퇴사 70% ‘입사 1년차’ 대구의료원 의사 결원율 21% ‘전국 2위’

소방차 진입불가 구역 피해 우려

구미 年 4천억 매출 중견기업, 화마로 ‘셧다운’

구미 4국가산업단지 내 일본투자 중

견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지

난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사실상 생

산 기능을 상실해 지역경제에도 타격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CD용 광학필름 제조공장인 이 회

사는 이번 화재로 공장 1개 동이 전소

돼 당장 생산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관계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7대 3 비율로 투자해 설립

했으나, 현재는 일본 기업이 지분을 모

두 인수한 일본 투자기업이다. 임직원 

200여명이 넘는 이 회사는 LG디스플

레이 등에 납품하며 연간 3천억~4천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로 격

상할 만큼 공장 화재가 확산되면서 전

자장비, 재고 필름 등의 재산피해가 발

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5시 

25분에 시작된 불은 14시간만인 5일 

오전 7시 16분이 돼서야 불길이 완전

히 잡혔다. 공장 안에 있던 재고 필름

이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

손 판정을 받을 시 약 320억원의 피해

가 추정된다. 생산 전자장비 등의 피해

가 추가로 집계되면 눈덩이 피해가 예

상된다.

이번 불로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 유

지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

온다.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전자장비 등

이 많이 들어간 공장이기 때문에 화재 

피해 보험금 수령, 설비 공사 등 원상 

복구까지 최소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생산 제품은 구미를 제

외하고 국내에 별도 생산 공장이 없고, 

화재 피해 복구기간 동안 중국, 일본 자

회사 등을 통해 대체 생산해 납품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임직원들의 일자

리가 불확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5일 오전 불길을 완전히 

잡은 후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매출 4천억원이 

되는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지

역경제가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된다”

며 “공장이 빠르게 원상 복구되고, 임

직원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

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79-12번지에서 해안도로가 무너져 내

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지난 태

풍 ‘힌남노’ 때 옹벽과 도로가 벌어지

는 등 지반이 약해져 차후 수리가 예정

돼 있었으나, 4일 오후 10시쯤 풍랑으

로 인해 지반이 무너지며 파손된 것으

로 추정된다. 해당 도로는 복구 완료 

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이번 사고로 도로 밑에 준설돼 있던 

상수도관이 함께 망가지며 5일 오후 6

시쯤까지 주변 17개 마을 1천 가구가

량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기존 마을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날 오전부터 마을을 

우회하는 임시 수도관을 설치해 단수 

상황을 응급 복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긴급히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병행할 것”이

라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포항 해안도로 와르르

장기면 1천가구 단수

국립대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의 상

당수가 입사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간호

사 퇴사자의 경우 다른 지역 국립대병

원에 비해 입사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들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

립대병원 간호사 퇴사자의 30% 이상

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북대병

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간호사 퇴사자 

중 입사 1년 이내인 비율은 전국 14곳 

국립대병원(2020년 개원한 세종 충남

대병원은 제외)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퇴사한 

99명의 간호사 중 69.7%(69명)는 입사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경북대병원의 퇴사 간호사 중 입사 1년 

이내는 64.5%로 칠곡경북대병원에 이

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칠곡

경북대병원은 9월까지 퇴사 간호사 중 

입사 1년 이내인 경우가 65.5%로 전년

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

담병원으로서 중증 환자가 많아 간호

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퇴사율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최근 5년(2018년부터 2022년 9월

까지) 간 전국 의료원들의 의사 결원

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기간 대구의료원의 의사 결원

율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

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2018

년 7.6%에서 올해 9월 기준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2018년 13.6% 

▷2019년 18.2% ▷2020년 25% ▷

2021년 27.3% ▷2022년 9월 20.5% 

등 5년 평균 의사 결원율이 20.9%로 

집계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올

해 9월 기준 대구의료원의 의사 정원은 

44명이지만, 9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경북 내 의료원(포항�김

천�안동�울진)의 의사 결원율은 8.4%로 

전국 평균(12.1%)보다 낮은 것으로 조

사됐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의사 정원 확

충과 처우 개선, 지역 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허현정 기자

코로나 전담…업무 고강도 원인 경북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5일 경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삑삑이의 마임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경북대는 오는 11일까지 문
화주간으로 정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에게 활력을 전하기 위해 캠퍼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공

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캠퍼스 마임공연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해안도로가 풍랑
에 무너져 통행이 금지돼 있다.  포항시 제공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생산 마비

공장 내 재고 필름 못 옮겨

전손 판정 땐 320억원 피해

원상 복구까지 최소 6개월

직원 일자리 유지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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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고향이 그리웠

을까요? 썩지 않은 군화를 영원히 기억

하겠습니다.”

6�25전쟁 당시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

투에서 산화한 한 국군 장병의 유해 사진 

한 장이 숙연함을 자아낸다.

사진 속 장병은 적의 총탄을 맞아 쓰려

져 움츠렸던 자세 그대로 백골로 산화했

지만,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군화는 형체

를 알아볼 정도로 잘 보존돼 있다.

1950년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 572고

지 전투에서 전사한 이 장병은 지난달 28

일 50사단 칠곡대대 장병들에 의해 빛을 

보게 됐고, 김재욱 칠곡군수가 4일 자신

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려 알려졌다.

김 군수는 “군화 주인의 신원이 확인돼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서 영면하길 기원

한다”고 애도했다.

2000년 시작된 국방부 유해 발굴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에서 1만3천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 가운데 10%가 칠곡

군일 정도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참전

한 다부동 전투는 치열했다. 지난 8월 16

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올해 칠곡지

역 유해 발굴에서도 8구의 유해와 1천여 

점의 탄약, 수류탄 등의 유품이 발굴됐다.

일각에서는 22년간 발굴된 유해 가운

데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유전자 채취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칠곡군 한 관계자는 “호국 영령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더 신

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유전자 시료 채취

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

부했다.  이영욱 기자 hello@imaeil.com

고향 그리워…72년간 썩지 않은 참전용사 군화‘고학력자 농업인’ 키워 첨단 혁신 주도

네덜란드의 자국 농업 경쟁력은 선

진 농업 교육에서 나온다. 

네덜란드 전체 농민 가운데 10%는 

대학원,  60%는 5년제 대학,  20%는 

전문대학을 나온 고학력이다.

훅 판(Puck Van) 세계원예센터 최

고경영자는  “네덜란드에서 농업인은 

한국으로 치면 고액 연봉을 받는 IT기

업 직원과 비견된다”며  “1인당 연간 

농가소득은 평균 8만 달러를 크게 웃

돈다”고 했다.

◆세계 1위 농업 비결은 교육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시의 와게닝겐대학교는 세계 1위 농업

대학이자, 세계 농업기술의 싱크탱크

로 통한다. 1918년에 설립된 이후 농

업, 원예, 임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특히 농업대학 가운데 세계 

최초로 마케팅 학과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찾은 와게닝겐대학교는 다양한 

피부색의 인종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 

학교의 학생 구성은 학부생,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중 각각 10%, 45%, 70%

는 외국인이다. 대학 구조 역시 건물 안 

어디에서나 회의를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개방형 설계가 접목돼 있었다.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본 이철우 경

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등 

경북도 네덜란드 연수단은 “와게닝겐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통합모델은 

경북 농업혁신에 참고서가 될 만큼 혁

신적”이라며 “앞으로 와게닝겐대학교

와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수단은 대학 측에 경북도의 스마

트농업 대전환 계획을 설명하고 농업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농업정책 등에 

대해 상호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어 귀도 랜드히어(Guido Landheer)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차관과 

만나 농업 교육 분야와 IT 농업 분야

의 협력을 당부했다. 랜드히어 차관은 

“한국의 강점인 IT 분야를 활용해 첨

단 농업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경북도, 선진 농업 교육 혼신

경북도는 지역 농업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

학 교류 행보를 보이며 양질의 농업인 

양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세계

원예센터(WHC) 한국사무소를 설립

하기로 하고, 네덜란드 정부와 스마트 

원예농업 등 첨단기술을 교류협력하기

로 약속했었다. 이후 와게닝겐대학교, 

월드호티스센터, 스마트팜 및 종자회

사 등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지속한

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WHC에서  ‘경상북

도-경북대학교-WHC-린즈교육그룹 

간 상호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하

며 농업인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WHC는 네덜란드 주요 스마트팜 단지

인 남홀란드주에서 2018년 문을 열어 

스마트 농업 관련 비즈니스�교육�연구 

등을 이끄는 곳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

서 4만3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적 

명성이 높다. 경북도는 WHC와 협업

을 맺고 시설원예기술 교육, 전문요원 

양성, 스마트 농업기술 등 인적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경북도는 동시에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5년 

간 4천395억원을 들여 디지털 청년농 

5천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업인 진입 창구 다각화 

▷창농 초기 소득불안 해소 ▷청년농

업인을 디지털 농업 핵심 인재로 육성 

▷농촌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년

과 소통�연대, 참여기회 확대 등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 본격화한 지금이 첨단농업으로의 대

전환 적기”라며 “스마트 원예와 수출, 

농식품, 종자산업 등 발전 가능성이 큰 

미래 농업 분야에서 경북도와 네덜란드

가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시에서 

임상준 기자 news@imaeil.com

뮤지컬 컴퍼니A가 최근 경북 경

주에서 빚어진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상표권 침해 논란(매일신문 

9월 26일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뮤지컬 컴퍼니A 김재철 대표

는 5일  “풍월주(風月主)는 필사

본  ‘화랑세기’에 기록된 신라시

대 화랑도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

어”라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위인들의 이름을 상표 등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 협회

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라 음식�반찬을 만

드는 농업회사법인 ‘라선재’가 ‘풍

월주의 50찬’을 상표 등록했더라

도 고유명사를 사용한데다 뮤지컬

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며 “뮤지

컬 제목으로 ‘풍월주의 50찬’을 사

용하더라도  ‘저작권과는 무관하

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을 받았

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제2의 고향인 

경주에서 지역사람들과 다투는 불

미스런 일을 피하기 위해 뮤지컬 

제목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17개 

시도 참여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

문화�탈북학생 16만2천345명 중 멘티

로 참여한 학생은  3천130명에 불과해 

참여율이 1.9%에 그쳤다.

예산 67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대

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

학생 멘토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근로기

회를 제공하고, 멘티인 다문화�탈북학생

의 기초학력을 높여 학교생활에 적응하

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멘토링 사업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0%인 세종시로, 다문화�탈북학생 816명 

중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는 다

문화�탈북학생 5천192명 중 599명이 사

업에 참여해 11.54%로 참여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의 

사업 참여율은 1.57%(1만867명 중 171

명)로 8번째로 낮았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다문화 학생의 언어

적 특성이나 탈북 학생의 신상 노출 우려 

등으로 일반 학생보다 지원이 어렵고, 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윤정훈 기자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율 1.9%”

<하> 선진교육이 선진농업 이룬다

이철우(가운데) 경북도지사, 배한철(왼쪽에서 두번째) 경북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 네덜란드 농업 연수단은 지난달 네덜란드 WHC에서 ‘경상북도-경북대학
교-WHC-린즈교육그룹 간 상호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했다.  경북도 제공

농업 마케팅 학과 최초 설립

IT기업 맞먹는 高연봉 직종

道, 교류협력 통해 인재 양성

“교육`연구 모델로 벤치마킹”

다부동전투서 전사 장병 유해 발굴

김재욱 칠곡군수 SNS 통해 알려져

신원 확인 2%…“유전자 채취 동참을”

이태규 의원 17개시도 분석 결과

대구 12% ‘전국 최고’ 경북은 1.5%

뮤지컬 컴퍼니A측 입장 밝혀

“법조계 유권해석 받아” 강조

“하루빨리 가족 품에서 영면하길”

6�25전쟁 다부동 572고지 전투서 적의 총탄을 맞고 쓰려져 움츠렸던 자세 그대로 백골로 산화
한 한 국군 장병의 유해.  김재욱 칠곡군수 SNS 캡처

‘풍월주의 50찬’ 상표권 논란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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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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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9시 40분쯤 ‘2022 상주소울푸드페스티벌’ 무대에서 열창한 뒤 관중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이찬원.  상주시 제공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북 상주 경상

감영공원에서 펼쳐진  ‘2022상주소울푸

드페스티벌’이 역대 상주시 축제 사상 가

장 많은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찾아 축

제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다.

상주시가 천고마비의 계절에 추억의 

상주 소울푸드를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

도록 한 이번 첫 축제에는 상주 시민이라

면 대부분 축제장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

석이 나올 정도로 시민참여율이 매우 높

았다.

특히, 축제 주인공을 갱시기, 배추전, 

탁배기, 수제비, 칼국수 등 상주 시민들

이 공감하는 소울푸드와 청년 감성을 담

은 먹거리로 정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볼

거리와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 좋은 반응

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상감영공원 특성상 기존 조선시대 

건축물에 저잣거리를 만들고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에서 마련한 각각의 소울푸

드 부스에는 어느 부스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

서 3일치 준비한 소울푸드가 하루만에 

동이 나 비상이 걸렸을 정도다.

다문화가족이 함께 마련한 베트남, 태

국, 필리핀 등 다문화 소울푸드 체험장도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행사장 인근 도로

변 300m까지 차량으로 뒤덮였지만 안

전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아울러 상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

기가수 이찬원을 비롯한 장윤정, 박서진 

등을 초청해 전국 각지에서 합세한 팬들

은 이번 축제의 보너스였다.

그동안 상주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개발을 위해 자전거축제, 이야기축제 등

을 열어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중단되

면서 표류해왔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문화와 예술, 한국

인의 입맛이 융합된 신개념 도심축제로 

상주 축제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호

평이 잇따르고 있다.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경북 울진군은 오는 9일부터 10일

까지 이틀 동안 울진 바지게시장에

서  ‘울진바지게  포GO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군민,  관광객들

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선사하고자 4

개 주제로 진행된다. 마음껏 소리 질

러 대회에서 지르GO, 만화영화 코스

튬 입고 경품 게임에서 놀GO, 바지

게 야시장 버스킹공연 보며 맥주파티

에서 먹GO, 장바구니에 쇼핑하고 개

인 SNS에 사진 올리며 추억 담GO 등

이다.

9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전 

소리지르기  대회가  열리며  내  목소

리가 크다고 생각된다 싶으면 남녀노

소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다. 오후 3

시부터 열리는 야시장에서는 흥겨운 

음악과 19세 이상 모든 참여자에게는 

350cc맥주 한잔 무료 제공과 함께 맥

주 빨리 마시기대회, 끼발산 타임 노

래자랑이 열린다.

10일에는 개인 SNS에 인증만 하

면 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상품권으로 

음식도 사 먹고 받은 영수증으로 다

트 게임도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받

을 수 있다.

만화 주인공 의상 대여로 어린이들

의 코스프레 행사가 진행된다. 또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마켓과 울진

에서 생산된 다양한 특산품 시식도 하

고 구매도 할 수 있는 로컬푸드도 함

께 열린다.

경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

일간 봉황대 및 중심상가 일대에서 

한�중�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

는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 행사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 동아시아 문화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가 주

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한�중�일  3국의 대중가요와 전통연

희를 ▷문화공연 ▷문화체험 ▷부대

행사로 나눠 다양하게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7일 오후 8시에는 봉

황대 광장에서 뮤직스퀘어와 연계해 

국내 초특급 가수 백지영과 VOS, 리

듬파워 공연이 열린다.

8일에는 한국 가수 김범수, 일본의 

엔카 가수 야마모토 유미코, 중국 대

중가수 쥰키의 대중음악 공연이 개최

된다.

9일에는 3국의 전통연희인 한국의 

줄타기와 남사당패 놀이, 중국의 사

자춤과 변검, 일본단체 키카쿠야의 

가부키 공연으로 방문객들에게 풍성

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3국의 문화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

임’으로 알려진 한국의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일 양국의 민속놀이가 봉

황대 광장에서 3일간 오후 1시부터 

열린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한�중�일이 매년 각각 하나의 도시를 

선정해 다채로운 문화 교류를 추진하

는 사업이다.

박진홍 기자 pjhbsk@imaeil.com

상주 소울푸드축제 10만명 ‘역대급’ 인파

3일치 음식 하루만에 동난 진풍경

신개념 도심축제 성공 모델로 호평

지르고`놀고`먹고`담고 울진 4GO 페스티벌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9일~10일 바지게시장서 개최

한-중-일 대중가요`전통연희 교류의 장

‘난장! 동아시아를 즐겨라!’ 행사 포스터.

내일부터 9일까지 경주 일대서

3국 민속놀이 문화체험도 열려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예천 군민 “일방적 추진”
경북 안동시가 예천군의 의사를 전

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동�예

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예천 군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

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경북도청 

신도시 생활권 일원화를 통한 주민 불

편 해소, 지방소멸 극복,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행정구역 통합 이유로 설명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이 통과될 경우 안동시는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안동�예천 행

정구역통합 추진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

학동 예천군수는 간담회(매일신문 6월 

28일 보도)를 통해 행정 일원화 방안으

로 ‘통합행정’ 의견은 나눴지만,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

상조라 밝힌 바 있다.

예천 군민 상당수는 안동시의 일방

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

성으로 충분히 자급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동시 정계 일각에서도 일

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역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우

려를 한다.

안동 한 정계 인사는 “안동�예천 행

정구역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다”며 “안동과 예천이 함께 행정통합

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예천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

역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점점 가시화

되자 예천에서는 범군민 반대 운동 

조짐도 보인다. 예천군 한 사회단체

는  “안동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많은 예천 군민들이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다면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반대 

운동이 전개될 것이고 지역 간 갈등

의 골이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생활권 분리

에 따른 도청 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 도시경쟁력 강화

를 위한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시

민들의 의견을 묻고, 통합 당위성에 대

해 알리기 위한 조례”라며 “상생 협력

관계인 예천 주민들과 소통을 시작하

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일방적 통합

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준비는 아니

다”고 해명했다.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조례안 통과시 위원회 구성

“소통 먼저…밀어붙이기 아냐”

정계 일각선 지역 갈등 우려

“도청신도시로 자급 성장 가능”

상당수가 분노`불쾌감 느껴

예천 범군민 반대 운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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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계 피트니스 대회 준비 한창

면11

지구촌 ‘몸짱’ 월드컵…중소도시 영주 세계무대 우뚝 선다

전 세계 몸짱 선수들의 기량을 뽐내는 

IFBB  세계피트니스여자선수권 및 

IFBB 남자월드컵 대회가 대한민국 최

초로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영

주 국민체육센터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이번 대회는 송석영(55) 대한보디빌

딩협회 부회장 덕분에 개최하게 됐다. 

6년간의 끈진길 민간외교 노력 끝에 대

회를 유치했다.

세계피트니스 대회는 무엇인지, 어떻

게 유치됐는지,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

지 그 속을 들여다 봤다.

◆IFBB, 현재 199개 회원국 보유

IFBB는 지난 1946년 캐나다 몬트리

올에서 설립된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비

영리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관리기구다.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199

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회장은 스

페인 라파엘 산토야(Rafael Santonja) 

씨가 맡고 있다.

IFBB는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GAISF)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회원이며 범아메리카스포츠기구(Pana 

msports)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아프리카국가올림픽위원회연

합(ANOCA), 오세아니아국가올림픽위

원회(ONOC)의 승인을 받은 국제단체

이다.

IFBB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는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첫 개최

됐다.  세계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IFBB)은 지난 2013년 총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으로 여성의 남성화를 방지하

기 위해 여자보디빌딩 종목을 폐지하고 

기존의 세계여자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2014년도부터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

회로 변경, 개최됐다.

지난해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는 스

페인 산타수사나에서 11월 3일부터 8일

까지 열렸고, 세계 33개국에서 600여 명

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했다. 남자 월

드컵대회는 IFBB가 2018년 세계선수권

대회에 준하는 월드컵대회를 신설해 그

해 루마니아에서 첫 개최했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은 중단됐다.

◆송석영 위원장 민간외교로 유치

‘2022  IFBB 세계피트니스여자선수

권 및 남자월드컵은 ’축구의 월드컵에 

버금가는 대회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인 영주에서 국

내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여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회 유치는 경북보디빌딩 회장이며 

6년 전부터 한국선수단 단장을 맡아 온 

송석영 조직위원장의 끈질긴 민간외교 

덕분이다. 그는 세계 여러 대회를 다니

면서 “꼭 한국, 특히 고향 영주에서 세

계 대회를 한번 열어야 겠다”는 생각으

로 세계 연맹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관

계를 유지해오면서 대회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회 유치에 본격 뛰어든 것은 2019

년 8월 두바이 세계보디빌딩대회 때부

터이다. 그는 국가대표 선수 30명과 한

국대표로 참가한 자리에서 세계연맹 관

계자들에게 미리 준비해간 대한민국 대

표 특산품인 홍삼선물세트와 풍기인견 

이불을 전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고 그해 11월 슬로바키아 우

먼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장에 국가대

표 선수단 단장으로 참가한 자리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0

년 코로나19로 모든 대회가 취소되면

서 대회 유치는 물건너가는 듯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았

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선수 양성을 

독려하고 세계연맹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유지, 영주시 대회 유치의 당위성 

홍보, 1년여 간의 심사와 실사 등을 거

치면서 결국 2020년 11월 세계연맹 총

회에서 대회 승인을 받아냈다. 2021년 

스페인대회에서 열린 IFBB 총회에서 

2022년 우먼피트니스(여자) 세계대회 

한국 개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송 위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2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

는 세계연맹 라파엘 산토야 총재를 찾아

가 15일 정도 머무르면서 총재 가족들과 

산티아고 순례자 길도 걷고 함께 식사하

는 등 친분을 다졌다. 그런 노력으로 남

자 대회인 맨즈월드컵도 대한민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냈다.

송 위원장의 활동이 세계 연맹 관계자

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는 2022년 9

월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대회에 국가대

표 단장으로 참석했다가 아시아 부회장

으로 추대받는 이변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 50여 개국 700여명 선수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영주시

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50여 개

국에서 7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영주시

민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는 지난달 15일 영주시 

148아트스퀘어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

고 성공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조직위 

고문은 김진영�권영창 전 영주시장이 

맡았다. 현재 선수단 숙소와 대회장 시

설 준비, 대회 운영계획, 헬스장 이용계

획과 대회장의 꽃인 자원봉사자(전담

통역, 일반통역, 학생, 시민) 모집을 마

무리했고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IFBB로부터 경기장 및 부대시설 현지

실사 등을 받았다.

참가 종목은 피트니스선수권대회 및 

남자 월드컵 부문은 여자 비키니 피트니

스와 여자 보디피트니스, 여자 피지크, 

남�여 피트니스, 여자 웰니스피트니스 

경기다. 혼성경기 및 남자 월드컵 부문은 

남자 게임즈클래식 보디빌딩, 남자 클래

식 보디빌딩, 남자 클래식 피지크, 남자 

보디빌딩, 남자 피지크 등이 펼쳐진다.

특히 국내외 스타급 남녀 선수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는 아크로바틱 퍼포먼

스 혼성경기도 열려 행사장을 찾는 시

민들과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은 대회장인 영주국민체육센

터에서 열린다. 개막 공연은 월드스타 

가수 싸이가 준비중이다. 경기는 20일

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1일과 

22일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열리

는 인삼팜공원 주무대에서 국내외 선수

들의 몸짱을 선보이는 갈라쇼가 펼쳐진

다. 폐막식은 22일 오후 1시부터 퍼레

이드와 시상식, 환송 만찬 순으로 진행

된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송석영 대한 보디빌딩 부회장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며 식사

수년간 집념의 민간외교 성과

50개국 700여명 선수들 참가

싸이 개막공연`야외 갈라쇼도

18~23일 여자선수권`남자월드컵 공동 개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한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

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입

니다.”

송석영 조직위원장은 “IFBB세계피

트니스선수권대회와 남자월드컵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영주대회가 사상 

처음이다”며  “지난 6년간 한국선수단 

단장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최대 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 결실을 맺었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피트니스와 보디빌딩이 세

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청

소년들이 피트

니스와 보디빌

딩을 통해 건강

한 정신과 육체

를 기를 수 있

도록 청소년 보

디빌딩의 저변 확대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시

민화합대회, 자연과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관광대회,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상생평화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

다”며  “영주시 이미지 제고와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다 되도록 하겠

다. 대회 준비에 도와주신 시민들께 감

사하다”고 전했다.  마경대 기자

송석영 조직위원장

“영주시, 국제사회에 한발 더 다가설 기회”

지난해 11월 스페인 산타수사나에서 열린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 우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직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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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입 신차 등록 대수는 BMW

가 7천407대로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

르면 BMW에 이어 벤츠 5천483대, 

테슬라 3천133대, 아우디 1천812

대, 폭스바겐 1천470대, 지프 1천

25대, 볼보 882대 순이었다.

BMW는 1∼9월 누적 판매 대수

에서도 5만7천756대를 기록해 ‘만

년 1위’ 벤츠(5만6천110대)를 올해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BMW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벤츠를 누르고 수입차 1위

에 오를 수 있다.

수입 승용차 모델별로는 테슬라 

모델Y가 1천91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BMW 5시리즈 1천895대, 벤

츠 E클래스 1천348대, 테슬라 모델3 

1천223대의 순이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휘발유차와 경

유차가 각각 6만5천669대, 2만6천

854대 등록돼 15.7%, 1.6%의 증가

율을 기록했다. 전기차는 2만38대

로 작년 동월보다 81.6%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도  1만7천439대로 

9.9% 증가했다.  연합뉴스

BMW 누적판매 벤츠 제쳐

7년 만에 수입차 1위 되나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제한 족쇄 풀

릴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대구 소재 대

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어

떻게 귀결될지 유통가의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이날 대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

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 규

제 완화와 관련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 방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문

제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

한다”고 말했고, 홍 시장은 “주말 영업

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주중에 

휴무하는 걸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자리한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

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구�군 단체

장의 권한이어서 대구시가 구�군을 비롯

해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관계자와 상생 

방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시범 추진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소재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허용 

문제가 거론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

다.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홍 시장에게 정책 제안을 했고, 전임 권

영진 시장 때인 민선 7기 대구시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지난 연말 일부 상

인단체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

일인 수요일로 변경하는 ‘유통 상생 협

력’ 방안을 시에 제안하면서다.

이에 시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 실

제 의무휴업일 지정 및 제한 권한이 있

는 기초자치단체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 이를 위해 7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

업일에 주변 상권 매출 변동 관련 빅데

이터를 수집해 올 연말까지 분석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제 권한은 기초

단체에 있지만, 시민 편의 차원에서라도 

광역시 전역이 같은 의무 휴업일을 갖는 

게 좋다는 의견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서는 처음으로 대구가 종합적 검토에 들

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이 주말 영업 제한을 평

일로 바꿔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시가 올 초 소상공인들

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반대 의견이 적

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 동성로에서 음식점을 운

영하는 한 소상공인도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가 매출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걸 

평일로 돌리면 장사가 더욱 안 될까 걱

정된다”며 “소상공인의 이야기도 듣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평일에 

의무 휴업을 하는 곳은 울산 중�남�북구 

등 35곳이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자율

적으로 평일 휴무를 하는 지역도 16곳

이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전국 51곳’ 대형마트 평일 휴업, 대구도 검토<5일>

(+5.84P)2,215.22

(-11.45P)685.34

4.157 (+0.076%P)

1,410.1 (-16.4원)

77,930 (+80원)

洪 시장, 국무조정실장과 논의

연말까지 상권 영향 분석 방침

전통시장`소상공인 설득 과제

대구경북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

매장 34개 중 일반매장으로 성장한 사

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

공사가 창업매장을 단순히 청년에게 창

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그칠 게 아니

라 실효성 있는 지원 등 후속조치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

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

터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현

황’ 자료를 매일신문이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운영된 창업매

장은 36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

경북 소재 12개 휴게소에서 34개 창업

매장이 운영됐다. 중부내륙고속 문경휴

게소(양평 방향)의 ‘너티인문경’ 등 4개 

창업매장이 현재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들 기존 창업매장 중에서 일

반매장으로 전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창업매장의 

52.9%(18개)가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매장도 계약기간만 운영하고 더

는 점포를 이어가지 않았다.

창업매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창업자 간 3자 협약으로 개설

하는데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

능하다. 2014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처

음 도입됐고, 현재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만 20~65세가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

은 가점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로공사가 

창업 기회만 제공할 뿐, 성장 및 실질적 

사업화로 이끄는 역할은 소홀한 것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매

장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고 1년 이후

부터는 매출액에 따라 1~6%의 임대료

를 받는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창업매장 

조성(인테리어 포함)에 따른 비용을 부

담하고, 창업자는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한다. 그 밖의 지원책은 없다.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창업

매장을 기회 제공 플랫폼으로 생색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부와 

MOU 체결,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매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지역 고속道 휴게소 청년창업 다 폐업

34곳 중 일반매장 전환 없어

절반은 계약기간도 못 채워 지난달 대구경북 제조�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9월 대구경북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제조업�비제조업 업황BSI

는 각각 67, 68로 전월 대비 각각 3포인

트(p), 4p 하락했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경기실사지수

를 뜻한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

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BSI는 대구와 

경북이 전월 대비 각각 3p, 4p 떨어졌

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대구가 2p, 

경북이 5p 하락했다.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BSI의 경

우 대구와 경북이 전월 대비 각각 4p, 

2p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전망BSI

는 대구가 전월 대비 1p 하락한 반면, 

경북은 4p 상승했다.

제조업은 경영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33.6%)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

(13.4%), 내수 부진(13.4%) 순이었다.

지난달 대구경북 제조업의 매출BSI

는 19p 하락했고, 생산BSI와 자금사

정BSI 역시 각각 7p, 5p 떨어졌다.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18.9%)이 가장 많았고, 인

력난�인건비 상승(15.4%), 불확실한 

경제 상황(14.4%) 등으로 나타났다.

9월 지역 비제조업 매출BIS는 7p 상

승했고, 자금사정BSI는 4p 상승했다.

한은 대경본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꾸준히 많다”며 “불확

실한 경제상황과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을 애로사항으로 드는 기업도 많

은데 앞으로도 비슷한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9월 제조`비제조업 체감경기 동반 하락

다음 달 제조업 전망도 하락

추억의 7080 분위기로 꾸며진 상주-영천 
고속도로(상주 방향)의 삼국유사군위 휴게
소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신세계백화점 7층 행사장에서 오는 13일까지 ‘알레르망 스핑크스’ 팝업스토어를 진행
한다. ‘알레르망 스핑크스’는 영국 매트리스 1위 ‘해리슨 스핑크스’ 침대 기술과 알레르망의 

‘알레르기 프리’ 기술이 합쳐진 세계 최초 알레르기 프리 매트리스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세계 첫 ‘알레르기 프리’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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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름세 주춤했지만…

외식은 30년만에 최고치  

물가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하락, 석유류 상승률이 낮아

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농산물은 여전히 비싸고 외식 

물가도 높아 가계에 주름살을 지게 하

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가지수는 108.93(2020년 100 기준)

으로 작년 9월보다 5.6%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6, 7월에 각각 6.0%

와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

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았다가 

8월 5.7%, 9월 5.6%로 상승 폭이 줄

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국제 유

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

온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

나  됐지만  유가가  떨어지면서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 

중이다. 

지난달에도 경유(28.4%)는 두 자

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휘발유

(5.2%) 상승률은 둔화했다.

다만 농산물 가격은 상승 폭이 커졌

다.   채소류(22 .1%)를  중심으로 

8.7% 상승했다. 

작황이 좋지 않던 배추(95.0%), 무

(91.0%)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

은 3.2%, 수산물은 4.5% 상승했다.

외식 물가도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

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9.0%로  1992

년 7월(9.0%) 이후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치킨(10.7%), 생선회(9.6%) 

등이 많이 올랐다. 

보험서비스료(14.9%)와 공동주택 

관리비(5.4%) 등 외식 외 서비스도 

4.5%, 전기�가스�수도는  14.6% 올

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구매하는 품

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지표. 이 지수는 6.5% 오르면서 8월

(6.8%)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했다. 

다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

원물가   상승률은   4 . 5%로   전월

(4.4%)보다 소폭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4.1%로  전월

(4.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08년  12월(4.5%)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5%대 

후반의 고물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

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

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 10월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환율 등 물가가 오를 요인이 있

다”고 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10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

를 수 있다는 점이다. 변수는 국제 유

가가 어떻게 변하느냐다.  지금처럼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하방 요인

으로 작용해 지금 상승률 수준에서 등

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대백프라자는 오는 8~10일 야외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와 놀이기구를 한 자리에서 즐
길 수 있는 ‘대백 미니랜드 가을놀이터’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대백프라자 제공 

국제유가 하락 상승률 둔화

배추 95%`무 91% 대폭 상승 

국민 야식 치킨 10.7% 올라

5%후반대 고물가 지속될듯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가 9

월 현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서 외국인직접

투자액이 신고 기준 215억2천만달러

로, 작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액 기준 역대 최

대치로,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올해

가 처음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투자 불확실성에도 국내로 유입되

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과 국내의 안

정된 제조 기반, 우수한 인력, 혁신적 

기술 등의 투자 매력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111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실적

(119억6천만달러)과 비교해 6.7% 감

소했다.

건수는 신고 기준 2천498건, 도착 기

준 1천7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2.7% 늘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양

질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2.0% 늘어난 78억달러를 기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2%에 달

했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직물�의류(+4천

949.1%), 식품(+572.7%), 금속�금속

가공제품(+528.8%),   전기�전자

(+232.1%),   기계장비�의료정밀

(+136.4%)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대

폭 증가했다.

반면 제지�목재(-95.5%), 비금속광

물(-81.3%), 운송용기계(-16.3%)는 

투자가 감소했다.

농�축�수산�광업 등 1차 산업과 전기�

가스�수도 건설 등이 포함된 기타업종

의  신고금액은  10억5천만달러로 

32.6%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신고금액은 126억7천만달

러로 11.5% 감소하며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58.9%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액이 71

억3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15.9% 증가했으며 일본은 42.9% 늘

어난 10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중화권(중국�

홍콩�싱가포르 등)은 각각 33억달러, 

43억3천만달러로 55.0%, 14.9% 감소

했다.

투자 대상별로는 그린필드형(공장이

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어난 139억5

천만달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

두 증가했다.

인수�합병(M&A)형 투자는 8.3% 증

가한 75억7천만달러로, 서비스업은 감

소했으나 제조업에서 대폭(+520.3%) 

늘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수급안정 대책에는 배추, 무, 고춧

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별 수급 전망

을 토대로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가을배추 생산량 전망치는 지난해보

다 12% 증가한 129만톤(t)이다.

가을배추는 이달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돼 김장철인 내달부터 본격적으

로 공급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돼 

김장철에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

으로 본다”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

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추 가격은 준고랭지 배추가 

수확되면서 물량이 증가해 지난달 하

순 하락세를 보였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

당 9천원 수준까지 올랐으나 이달 1일 

5천543원까지 떨어졌다.

소비자 가격 역시 지난달 중순 포기

당  1만원 수준으로 치솟았으나 지난

달 30일 8천155원이 됐다.

이달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수

확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으

로 배추 도매가격이 상승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작업 여건이 개선되면 다

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김장대란’ 막는다…정부 “수급대책 이달 발표”

배추값 1만원→8천원 소폭 하락 

“공급량 점차 늘어 물량 충분할것”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215억달러 ‘역대 최대’

작년 동기 대비해 18.2% 증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늘어 

국가별로는 미국 71억달러 1위 

대백 ‘가을놀이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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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힘들면 평생 편한 길” 1인 엔지니어 기업 2천배로 키워

-유년기�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영양고추 중에서도 원조로 손꼽히는 수비고

추로 유명한 영양군 수비면에서 4대 종손으로 

태어나 자랐다. 서너 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천자

문을 뗐을 정도로 나름 신동 소리를 들었다. 옛

날 농촌 생활이 어느 누구나 그렇듯 소꼴을 베고 

지게를 지며 밭일을 많이 했다. 이 시절 어려서

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

던 것 같다. 수비초�중학교를 거쳐 구미전자공고

로 진학했다. 당시 구미전자공고는 국립으로 기

숙사가 있었고, 학비가 들지 않았다. 전교에서 

상위 10% 내에 들어야 원서를 써주는 학교이기

도 했다. 구미전자공고 통신설비과는 적성에 너

무도 잘 맞았다. 그러다 보니 고교시절 전공 관

련 자격증 5개를 땄다.

-회사 설립 배경은?

▶1983년 구미전자공고 3학년 때 실습생으로 

입사한 삼성전자에서 12년간 근속하며 제조 설

비 및 장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

다. 적성에도 잘 맞았고, 최고 기술인이 되겠다

는 집념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경험하며 기술력

을 쌓았다.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를 결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

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지 않았다. 2년간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결국 몇 억원의 빚만 떠안

았다. 나중엔 출근할 곳도 없어 가족들에게 마음

의 빚까지 지며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러

던 중 ‘내가 쉬운 길을 가기 위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려다 망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좋아

하던 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

다. 그날 바로 친구들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 구

미 공구상가 8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노트북 하

나 가져다 놓고 기계화 장비 소프트웨어 제작

을 하며 1인 기업을 시작했다. 1997년 4월 영

진하이텍은 그렇게 설립됐다.

-기회는 어떻게 왔나?

▶1인 기업이지만 회사 설립 후 밤을 지새우

며 진짜 열심히 일했다. 획기적인 자동화 장비를 

잇따라 개발했다. S사 등의 인정을 받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자동화장비 관련 일은 원청업

체의 설비투자에 따라 매출 등락의 폭이 커 경영 

안정화를 위해 브랜드 구축에 노력했다. 그 결과 

2013년 세계 최소형 진동모터 개발에 성공하며 

전자부품 사업으로 확대했다. 회사는 휴대폰 시

장의 성장에 맞물려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창업 첫해 4천만원의 매출로 시작한 회사는 올

해 연매출 800억원을 예상한다. 진동모터는 모

바일 및 스마트 기기에서 진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일본 등지에서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산화 개발 성공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진

하이텍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두고 매출액 5% 이

상을 연구비로 투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동

모터 개발 등 공로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

공단으로부터 2014년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자신만의 경영철학이 있다면?

▶성공 비결을 굳이 말하라면 집념과 겸손함

이다. 엔지니어의 길은 1년이 힘들면 10년이 편

하고, 10년이 힘들면 평생이 편한 길이다. 힘들

고 어려운 여건을 견뎌내면 분명 좋은 날이 온

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엔 큰 목표가 달성된다. 또 기업은 대표 혼

자 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영진하이텍 역시 

마찬가지다. 나 혼자 잘해서 성장가도를 달려온 

것이 아니다. 병아리가 나오려면 줄탁동시( 啄

同時�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선 어미 닭

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

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 해야 하는 것

처럼 기업이 알을 깨고 성장하기 위해선 대표가 

이끌고 직원들이 밀어줘야 된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회사,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인이

었음 한다.

-구미지역을 위한 활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고교 및 대학에 

장학금 등을 전하고, 기술 협약 등으로 각종 연

구개발을 함께 한다. 또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도 한다. 만학도의 꿈을 키우며 지역대

학인 경운대에 진학해 IT에너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3월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현재 

경북도 기능경기위원회 기술부위원장, 구미상의 

상공의원, 3D프린팅산업협회 부회장, 구미 마이

스터 멘토단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을 수상했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가 6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간략히 소개하면?

▶구미중소기업협의회는 2002년 지방 최초로 

중소기업청 허가에 의해 설립된 지역 중소기업

인을 위한 단체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

원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중

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회원사 

740여 곳을 두고, 경영�기술�자금�마케

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회원사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

양한 노력들을 한다. 하지만 단체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이 거의 없어 회원들의 회비 만으로 협

의회를 운영하기가 너무 벅차다. 관심이 절대 필

요하다. 또 6일은 창립 20주년 기념일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창립 기념

식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전략 포럼을 연다. 주

영섭 한국ICT융합네트워크 회장의 ‘초변화 대전

환 시대에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업 혁신 전략’,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의 ‘도전, 열정, 그리고 

성과공유제’ 주제의 기조 강연이 각각 있다. 많

은 관심을 당부한다.

-환율�원자재가�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 어렵다. CEO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중소기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가 상승까지 겹쳐 최악의 경영

난에 직면했다. 중소기업 CEO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납품단가 연동제 조

속한 법제화,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격차 해소, 

원자재 구매금융�보증 지원 강화, 중소기업 우대

금리 적용 확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대상 확

대 등을 적극 건의한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기업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있어 ‘사람이 자산이다’

는 말은 모든 기업인들이 공감할 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주변에 사람이 생기고, 그들로

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업적으로도 가야 할 길이 보이곤 했습니다. 논어 술이편에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이 있다는 것으로 어디라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것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업을 떠나 스스로 늘 

새기고 다짐하는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자동화 설비�진동모터 등 제조 전문 강소기업 ㈜영진하이텍의 김영호(58) 대표

이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는 자수성가 기업인이다. 그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작 및 소프트웨어 전

자부품 제조에서 40여년간 외길을 걸으며 기술력을 쌓아온 1세대 전문 기술인이다. 평소 ‘돈보다 사

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뢰의 경영철학을 내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1인 기업으로 시작한 그는 

창업 25년 만에 회사 매출을 2천배 이상 규모로 키웠다. 그의 성공 비결은 겸손함과 집념이다. 구미 4

산단 내 영진하이텍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실습생 입사 삼성전자 근무 발판

공장 자동화`소프트웨어 전문가

최소형 진동모터 국산화 성공적

첫해 4천만원 매출 올 800억원

매출 5% 자체 기술연구소 투자

성공 비결은 ‘집념`겸손함’ 꼽아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활동 중

회원사 740곳 대변자 역할 톡톡

오늘 20주년 혁신성장포럼 개최

<12> 김영호 영진하이텍 대표이사

기획

김영호 ㈜영진하이텍 대표이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가 신뢰의 경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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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나무들이 풀빛을 지워간다. 이제 수피(樹皮)가 검게 두꺼워지면 한없이 

가을은 깊어갈 것이다. 가을 하늘, 하얀 뭉게구름이 먼지 낀 차창 밖으

로 선명하다. 날 좋은 런던 하늘에서 보던 웨지우드 블루(Wedgwood 

Blue)다. 아, 갑자기 지금의 런던이 어떨지 궁금하다. 여왕이 없는 궁

전은 많이 쓸쓸할까. 템스강 위로 날던 그 흰 새는 아직도 괜찮을까. 버

킹엄 궁의 로열 스탠더드 깃발은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아니라 찰스 3

세의 머묾에 따라 걸리거나 내려질 테고 근위병들은 여전히 궁전의 열

쇠를 주고받는 교대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 

지난 9월, 런던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표표히 떠났고 새로운 왕 찰

스 3세가 즉위했다.

◆웨스터민스터 시티

버킹엄 궁은 원래 1703년 버킹엄 공작이었던 존 셰필드가 지은 775

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이었다. 1762년 조지 3세가 왕비와 아이들을 위

해서 구입하면서 왕실의 건물이 되었다. 그 후 조지 4세가 개축을 시작

했지만 궁전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고, 1837년에 당시 18세였던 빅토

리아 여왕이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버킹엄 궁으로 집무실과 런던 공식 

거주지를 이전해 오면서 이후 역대 왕들의 거주지와 집무실이 되었다.

버킹엄 궁 앞엔 고풍스러움이 아름다운 신고딕 양식의 국회의사당과 런

던뿐만 아니라 영국의 랜드마크인 빅 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 

대부분의 영국 왕들과 여왕들처럼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도 웨스트민스

터 사원에 묻혔다. 11세기 참회왕 에드워드가 노르만 양식으로 착공, 헨리 

3세에 의해 개축된 성공회 성당인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정복왕 윌리엄의 

대관식을 치른 이래 천 년 넘게 에드워드 5세, 8세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왕

의 대관식과 결혼식,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곳에는 또 처칠, 글래드 스톤, 

셰익스피어, 헨델, 워즈워스, 찰스 디킨스, 뉴턴, 다윈, 스티븐 호킹 등 나라

를 빛낸 정치가들과 예술가, 과학자들도 왕들과 함께 잠들어 있다. 

◆템스강 가에서

템스강 가에서 나는 내가 떠나온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공항에서 비행

기에 짐을 실을 때까지 다퉜던 가족이 걱정되어서였다. 벨은 계속 울렸으

나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런던탑으로 갔다. 템스강 

북안의 런던탑은 영국 왕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1483년 

13세 때 즉위한 에드워드 5세 형제를 리처드 3세가 탑에 유폐시켰다가 왕

위를 찬탈하고 암살해 버린 가족 상잔의 비극적인 장소였다. 

더군다나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이며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인 앤 

불린과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참수한 곳이며, 사상가 토마스 모어, 추기경 

울지의 유폐 등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로 수없이 재해석되

고 재현되는 드라마틱한 곳이다. 현재 전쟁박물관으로, 이중 성벽 사이의 

중세 대포를 그대로 둔 채 당시의 각종 무기들을 전시해 두고, 놀랍게도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점철된 현장에 영국 왕실 보물관도 함께 두어 세

상에서 가장 큰 53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왕관과 홀, 검 등 값을 매

길 수 없는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헨리 8세와 앤 불린은 우리의 숙종과 

장희빈에 비견되는 참혹한 영국판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다시 버스를 타고 우리 현대와 삼성의 거대한 광고판이 번쩍이는 원

형 광장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옥스퍼드 서커스까지 런던 최고의 쇼핑 

거리인 리젠트 스트리트를 지나면 버버리, 햄리, 워너브러더스 숍, 디

즈니 숍, 리바이스, 로라 애슐리, 오스틴 리드, 예가 등 유명 브랜드 매

장이 휙휙 스쳐가는 광장을 지난다. 1875년 설립되었다는 영국의 가장 

오래된 리버티백화점도 일별하며 지나며 헤롯백화점은 어디쯤이지 두

리번거리다가 영국 박물관 앞에서 버스를 내린다.

한때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으로 불리던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박물관이다. 1753년 왕립 학사원장을 지낸 의학자 한스 슬

론 경이 남긴 수집품과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컬렉션이 더해져 설립되

었다. 작품이 많지 않던 초기에는 몬터규 후작 저택에 전시하다가 

1824년 신고전 양식으로 지은 현재의 건물로 소장품들을 옮겨 왔다.

◆천년 왕국, 밀레니엄 왕국

런던 아이(London Eye)는 21세기의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영국 브리

티시항공에서 세운 135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큰 관람차로, 마치 자전

거 바퀴처럼 생긴 동그란 휠에는 32개의 캡슐이 달려 있다. 1개의 캡슐에 

최대 2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데 우리 일행이 탔다. 한 바퀴 도는 데 30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런던의 모든 전경 40㎞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 

게다가 해 질 녘이어서 노을이 아름다운 런던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었다. 

런던 아이에서 내려와 우리는 타워 브리지까지 여유롭게 산책을 하며 런

더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었다. 타워 브리지는 양쪽 끝이 들리게 되어 있

는 도개교다. 1894년에 완공, 1976년까지는 증기력을 이용한 수압 펌프

로, 그 후로는 전동기로 작동하고 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옥수수 모양의 

현대식 돔으로 유명한 런던시청이 눈에 들어온다. 

◆웨스트 엔드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보다

우리는 그날 쌕쌕버거로 저녁을 때우고 졸린 눈을 비비며 웨스트 엔

드 ‘여왕 폐하의 극장’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했다. 빠바바바밤~ 

비몽사몽이랄까. 베이커가 221B의 셜록 홈스와 애비 로드를 가로지르

는 비틀스와 킹스크로스 역의 9와 3/4 승강장에서 팬텀과 크리스틴 그

리고 해리 포터와 헤르미온느가 함께 춤을 추는 환영을 보았다. 그날 

밤 늦게 떠나온 곳에서 전화가 왔다.  시인

해가 지지않는

신사의 나라에

비극도 있더라

타워 브리지는 개폐가 가능한 도개교로 양쪽에 고딕 양식의 거대한 탑이 자리한다.

런던탑은 10여 개의 탑과 성벽으로 이뤄진 건축물. 왕의 거처, 요새, 왕족과 귀족들의 처형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버킹엄 궁은 역대 왕들의 집무실이다. 현재 매일 시행되는 전통 복장의 근위병 교대는 버킹엄 궁전의 명물이다.

런던

왕의 집무실 버킹엄 궁, 왕이 잠든 웨스터민스터 사원 

앤 불린 참수한 런던탑, 왕위 찬탈`가족 상잔의 아픔

런던 전경 다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관람차 ‘런던아이’

셜록 홈스와 비틀스, 해리 포터…이제는 마법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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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키위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에 누구나 좋아하는 키위는 영양 성분도 빼

어나다. 비타민C를 비롯해 마그네슘, 칼슘, 엽산 등 영양 성분이 

많아 면역 기능을 높이고 항암, 혈당 조절은 물론 기분 전환과 정서

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빨갛고 노랗고 초록으로 고운 빛깔

은 선택의 즐거움을 더한다.

몇 년 전부터 감귤류에 이어 제주에서 제2의 소득 과수로 ‘키위’

가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9월 레드키위

를 시작으로 10월 골드키위, 11월 그린키위까지 순차적으로 10여 

종의 고품질 키위가 생산�출하된다.

제주의 온난한 기후 조건과 물 빠짐이 좋은 토양 환경으로 인해 

열매의 생육 일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시설 내에서 생리 상태

에 맞는 환경 관리, 적정 품질에 도달한 열매만을 수확하는 등 품질 

관리로 높은 당도와 품질을 갖추고 있다.

제주는 10여 종의 다양한 품종으로 소비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외국 품종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 육성 품종 도입을 서두른 결과 현재 각각의 고유한 특색을 갖

고 있는 다양한 키위를 만날 수 있다.

◆골드키위 중심 재배 확대…품종도 다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020년산 기준으로 제주

의 키위 재배면적은 327.8㏊로 전국에서 24.8%를 점유하고 있다. 

생산량은 전국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생산량은 육지부

의 170% 수준으로 같은 면적이어도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는 적합한 환경과 뛰어난 재배 기술력에 기인한다.

전국적으로 전라남도(536㏊)와 경상남도(399㏊)가 제주보다 재

배면적에서는 앞서지만 생산량은 제주가 더 앞서고 있다. 키위는 

중국 양자강 유역이 원산지인 참다래를 뉴질랜드에서 도입하고 재

배 품종으로 육성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 과일이다. 세계적으로 

6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일부 삽수와 극소량의 묘목이 도입되고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묘목이 도입됐다. 이후 1981년부터 결실

을 보기 시작해 지금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

에 있다.

키위는 과육 색에 따라 그린, 골드, 레드 계열로 나뉘는데 비율은 

각각 22.9%, 61.6%, 15.5%다. 최근 당도가 높고 색감이 좋은 골

드 계열의 선호가 늘면서 골드키위를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품종도 다양화되고 있다.

골드키위는 뉴질랜드 품종(과거 ‘Hort16A’, 현재 ‘G3’)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품질 좋은 국산 품종이 속속 개발 도입되고 있다. 특

히 16~20브릭스(Brix)에 달하는 고당도 품종인 ‘스위트골드’ 면

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 2020년에는 새롭게 ‘감황’ 품종

을 도입해 내년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제주에서 ‘제스프리골드’ 상표명으로 출하되는 뉴질랜드의 ‘G3’ 

품종은 제스프리사와의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유통�판매 확보라는 

장점으로 면적이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소비시장에서 인

지도가 높고 달콤한 풍미와 부드러운 과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로열티 부담, 생산�출하�유통 등 과정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생산자에게는 애로 사항이다.

제주 지역에서 재배 중인 국내 육성 키위는 ‘스위트골드’ 등 5품

종이 있다. ‘스위트골드’는 감미가 높고 녹황색의 과육 색을 띠는 

품종으로 완전히 후숙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제주 전체 재배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한라스위트’ 상표로 유

통되고 있다.

◆제주산 키위 해외로도 수출

2015년 10월 제주산 레드키위는 국내산으로는 첫 선적에 나섰

다.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만 해도 존폐가 거론되던 키위

가 수입 품목에서 수출 품목 반열에 오른 것이다.

5개국 171t 수출을 시작으로 2021년산은 일본�홍콩�싱가포르�

말레이시아�몽골�러시아 등 6개국에 레드 29.5t, 골드 42.5t, 그린 

80t 등 152t이 수출됐다. 올해는 200t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은 크기의 고당도 과일을 선호하는 동남아 지역에서 소비가 많

은 레드키위는 중국산보다 품질이 우수해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

다. 골드키위는 일본에서 물량이 늘고 있고 러시아에 시범 수출하

기도 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 핵심 정책사업으로 국내 육성 골드키

위를 제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스위트골드’ 등 골

드키위 특산화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으

며, 오는 2025년까지 현재 1개의 유통단지를 3개소로 늘리고, 수

출 물량은 3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신품종 도입�안정 생산 기술 개발 주력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시장 개방화, 소비 다양화 등 과

수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신품종 키위 도입 및 안정 생산 기술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감귤류에 이어 키위를 제2 소득 과수로 집중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돕고 있다.

우선 최근 3년 동안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각종 농기계 보

급에 나서고 있고, 재배 시설 환경 개선 등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와 공동

으로 ‘소비자 선호형 키위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

고, 신품종인 ‘감황’ 접목묘 분양과 현장 컨설팅으로 신품종 안정 

재배 기반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또 국내 육성 키위 확대와 함께 국내산 꽃가루 자급률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키위 수정용으로 사용되는 꽃가루는 대부분 중국

산으로 2015년 10%에 불과하던 꽃가루 자급률을 지난해 32.4%

까지 끌어올리며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키위 수나무 조성, 수꽃가

루 조제 시설, 수분 생력화 장비 지원 등 ‘수꽃가루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매년 봄철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꽃가루 생산

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생산량 및 품질 향상 

기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제주 지역 고품질 키위 생산을 지원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공

때깔 좋고 맛깔나는 키위, 혼저 왕 먹읍서~
<어서 와서 먹으세요>

비타민`칼슘 등 영양소 가득

면역 높이고 기분 전환 도와

레드`골드`그린키위 10여 종

9월~11월 순차적 생산`출하

당도 높은 ‘골드’ 재배량 증가

올해 전 품종 200t 수출 목표

제주농기원 신품종 개발 박차

감귤 이어 제2 소득과수 육성

농민들이 스위트골드 키위를 수확하고 
있다. 키위는 과육 색에 따라 그린, 골드, 
레드 계열로 나누어진다. 16~20브릭스
에 달하는 고당도 품종인 ‘스위트골드’ 면적
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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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대구FC

가 연장까지 이어지는 

혈투 끝에 FA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대구는 5일 DGB대

구은행파크에서 열린 

FC서울과의 ‘2022 하

나원큐 FA컵’  4강전

에서 0대 1로 졌다.

이날 양 팀은 팀의 핵심 선수 중 일부

를 선발 명단에 빼면서 남은 파이널라

운드를 위한 체력 안배를 도모했다. 대

구는 세징야와 고재현이, 서울은 일류

첸코, 나상호가 벤치에서 출발했다.

킥오프 후 20분여간은 소강상태가 이

어졌다. 중원 싸움은 치열했지만, 두 팀 

모두 수비 진형을 두텁게 유지하면서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대구는 밀집 수비로 공을 탈취한 뒤 

최전방에 대기하고 있는 제카를 향해 

롱패스를 보내는 플레이를 자주 시도했

지만, 정확도가 아쉬웠다.

전반전 막판부터 서울이 분위기를 타

며 유효슈팅을 만들어냈지만, 대구의 

수호신 오승훈이 위기의 순간마다 ‘신

들린 선방’을 계속 보여주면서 0의 균

형을 지켰다.

대구는 53분 세징야와 고재현을 함께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교

체 카드의 효과는 확실했다. 기동력을 

장착한 대구는 빠른 공격 전환을 바탕

으로 상대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이후 서울도 나상호와 일류첸코를 차

례로 투입하면서, 양 팀은 전력을 다해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었다.

72분 페널티박스에서 다소 떨어진 거

리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은 세징야가 

오른발로 직접 슈팅을 시도했다. 공의 

궤적은 수비벽을 넘어 골문 안으로 떨

어지는 궤적을 그렸지만, 아쉽게 골대

를 맞고 말았다.

세징야는 80분 앞선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프리킥을 찼다. 이번 선

택은 크로스였다. 공을 받은 제카가 곧

바로 문전으로 패스를 찔렀고, 쇄도하

던 고재현이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주심은 그 과정에서 제카의 오프사이드

가 있었다고 판단, ‘노 골’을 선언했다.

결국 후반전 끝까지 득점은 터지지 않

았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경기 분위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연장 

전반 종료 직전, 양 팀 선수들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거친 태클을 당한 고재현이 상대 선

수에게 항의하면서 선수들 간의 감정싸

움으로 번진 것. 갈등은 몇 분간 이어졌

고, 고재현과 세징야가 옐로카드를 받

았다.

모두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것을 예

상하던 순간, 서울이 갑작스러운 득점

을 터트렸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 나상호가 드리

블로 대구 수비진을 농락한 뒤 페널티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공

이 수비진에 맞고 굴절되면서 오승훈 

골키퍼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실

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나상호의 결승

골 이후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연장 접전 끝 기습골에…대구FC FA컵 결승 좌절
후반 제카 골 오프사이드 처리

막판 상대 슛 수비 맞고 실점

FC서울과 혈투 끝 0대1 석패
에런 저지(30�뉴

욕 양키스`사진)가 

아메리칸리그(AL) 

단일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저지는  5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

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작렬했다.

저지는 텍사스 선발 제주스 티노코의 

시속 142㎞ 슬라이더를 공략해 왼쪽 담

을 넘어가는 시즌 62호 홈런을 쳤다.

9월 2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

기 뒤 6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다.

저지는 올 시즌 홈런을 62개로 늘리

며 팀 선배인 로저 매리스가 1961년에 

세운 양키스 소속 최다 홈런이자, AL 

기록이었던 61홈런을 넘어섰다.

저지보다 더 많은 홈런을 단일 시즌

에 친 선수는 배리 본즈(73개), 마크 맥

과이어(70개�65개), 새미 소사(66개

�64개�63개) 등 3명뿐이다. 이들은 모

두 내셔널리그(NL) 소속이었다.

또한 이들 3명은 금지 약물이 MLB

를 지배한 1998∼2001년에 홈런을 몰

아쳤다.

현지 팬들은 저지를 ‘클린 홈런왕’이

라고 부른다.  연합뉴스

저지, 6경기 만에 텍사스전서 홈런

단일 시즌`양키스 최다 62호 기록

AL ‘클린 홈런왕’

대구시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이 15일 

청소년 e스포츠(리그 오브 레전드)대회

인 ‘el번엔 el긴다’를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이

날 대회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대구권 

내 e스포츠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12세~24세 청소년 아마추어라면 누구

나 신청이 가능하며 달서구청소년수련

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

드 받아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신청 할 

수 있다.

대회는 15일 비대면 16강 토너먼트 

예선을 통해 결승전 및 3�4위전 무대에 

오를 팀을 선발한다.

결승전은 23일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

는 관객을 위한 TFT(전략적 팀 전투) 

이벤트 경기도 준비된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15일부터 예선…참가자 모집

프로축구 대구FC의 주장 세징야가 

지난 주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서울월드

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의 ‘하

나원큐 K리그1  2022’  34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트린 세징야를 MVP로 선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세징야는 전반 37분 하프라인 아래에

서 공을 잡아 페널티아크 부근까지 돌

파한 뒤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 중거

리 슈팅을 날려 득점했다.

이어 후반 15분 장성원이 오른쪽에서 

찔러준 패스를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날 시즌 9, 10호 골을 몰아 넣으며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채운 세징야는 

바로우(전북), 이청용, 최기윤(이상 울

산)과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도 이

름을 올렸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멀티골로 서울 잡은 세징야

K리그1 34라운드 MVP 뽑혀

5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FC서울과의 ‘2022 하나원큐 FA컵’ 4강전에서 대구 황재원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있다.  대구FC 제공

‘플레이오프 2년 연속 진출’에 실패

한 삼성라이온즈, 이젠 미래를 준비해

야할 때다.

삼성은 4일 수원 kt위즈전에서 3대7

로 패하면서 포스트시즌 탈락이 확정됐

다. 4일 기준 63승 2무 75패로 공동 7

위인 삼성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더

라도 5위 기아타이거즈(68승 1무 71

패)를 넘어설 수 없다.

PS 진출에 고배를 마셨지만 멈춰서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다가올 스토브리그에서 삼

성의 명실상부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

과 KBO리그 데뷔 첫 해 좋은 투구를 

보여준 수아레즈, 장타와 주루, 수비에

서까지 맹활약을 펼친 피렐라까지 외인 

선수 3인방과 재계약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따지자면 삼성은 

외인 3인방을 모두 잡아야 한다. 각각 3

년차, 2년차인 뷰캐넌과 피렐라는 충분

히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보였다. 뷰캐

넌은 팀 최초 3년 연속 두자리 수 승리를 

올린 외인 투수로 부동의 1선발로서 활

약했다. 피렐라는 올시즌 한때 타격 4개 

부문(안타, 타율, 득점, 타점)에서 리그 

1위를 달릴 정도로 MVP급 활약을 펼쳤

다. 수아레즈 역시 올 시즌 29경기 등판

해 5승 8패 평균자책점 2.58을 기록했

다.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퀄리티스

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피칭만 

총 18회다. 평균자책점은 리그 6위로 정

상급 선발 투수의 면모를 보였다.

이미 검증된 외인 선수인 만큼 삼성으

로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들 3명

과 내년에도 동행을 원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선수(최대 3명) 샐러리

캡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외인 선수에 대한 지출 

총액이 400만 달러로 제한된다.

올 시즌을 앞두고 뷰캐넌은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110만 달러, 인센티브 

50만 달러 등 최대 170만 달러에 재계

약했고 피렐라는 계약금 20만달러, 연

봉 60만달러, 인센티브 40만 달러 등 

최대 120만 달러에 사인했다. 여기에 

수아레즈가 신입 외인 한도를 꽉 채운 

최대 1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세 선수 

몸값 총액 합만 390만 달러로 이미 상

한선인 400만 달러에 육박했다.

피렐라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뷰캐넌과 수아레즈 

역시 몸값 인상 여지가 있다.

삼성은 여러 방면으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년차 이상의 외인 선

수와는 다년 계약도 가능하다. 400만 

달러 총액을 명목 금액이 아닌 인센티

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기준을 

삼는  ‘실 수령액 기준안’ 채택에 대한 

구단들의 요구도 있다.  김우정 기자

외인 3인방 잡아야 하는데…

PS 좌절, 미래 대비해야 할 삼성 

샐러리캡 400만$ 제한 탓 고심 

삼성라이온즈의 

‘끝판대장’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KBO

리그에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고지에 올랐다.

5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과 kt의 올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오

승환은 9회말 7대4, 3점차 승리를 지

켜내며 올 시즌 31세이브째를 기록, 

KBO리그 역대 최초 통산 37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

이날 삼성은 에이스 뷰캐넌이 선발 

출격한 가운데 투타의 조화로 kt에 

승리를 거머쥐면서 전날 패배에 대한 

설욕을 할 수 있었다. 이미 올 시즌 포

스트시즌 진출은 무산된 삼성이지만 

kt에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렸다.

kt는 이날 패배로 6연승이 저지되

며 78승 2무 60패로 이날 경기가 없

었던 4위 키움 히어로즈(79승 2무 61

패)와 경기 차가 사라져 불안한 3위 

자리에 남아있게됐다.

선취점은 kt가 가져갔다. 2회말 1

사 후 오윤석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로 앞서갔다.

삼성은 5회초 선두타자 강민호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와 이원석이 1

루수 글러브를 치고 지나가는 적시 2

루타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6회초에 삼성은 빅이닝을 만들며 

역전까지 일궈냈다. 김현준�구자욱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주자 1, 2

루에서 피렐라가 좌익수 왼쪽에 떨어

지는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이어

진 무사 주자 2, 3루에서는 오재일과 

강민호, 이원석까지 연달아 적시타를 

때려내며 점수차를 더 벌렸다.

kt는 6회말 1사 후 배정대가 솔로 

홈런을 쳐내 한 점 따라붙었지만 기세

를 탄 삼성은 7회와 8회 연달아 점수

를 내며 7대2로 더 멀리 달아났다.

큰 점수차로 쉽게 이길 것 같던 경

기가 9회초 이상민이 무사 상황에 kt 

알포드와 장성우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며 3점차로 좁혀졌고 세이브 

상황이 만들어졌다. 오승환이 마운드

에 올라 실점없이 틀어막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날 뷰캐넌은 6이닝 4피안타(2피

홈런) 6탈삼진 2실점 호투로 시즌 11

승(8패)을 수확했고 피렐라는 5타수 

4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 올 시즌 

108타점, 100득점을 달리며 KBO리

그 역대  40번째로 한 시즌  100타

점-100득점을 기록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끝판왕’ 오승환, 역대 첫 370세이브

kt전 7대4 3점차 승리 지켜

올 시즌 31세이브 기록 달성

5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
온즈와 kt위즈의 경기, 9회말 7대4로 앞
선 상황에 삼성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 
역투를 하고 있다.  삼성라이온즈 제공

삼성라이온즈 외인 선수 3인방. 왼쪽부터 투수 뷰캐넌, 투수 수아레즈, 타자 피렐라.  삼성라이온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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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파른 금리 인상, 세계 경기 침체 위험”

美 경찰 5명이 정신질환자에 38발 쏴 논란

남북연락사무소 채널 정상 가동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 침체를 부

를 수 있다는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3

일(현지시간) 발간한  ‘2022 무역개발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 개발도상

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UNCTAD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기

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이후 3년간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5%, 

개도국의 GDP를 0.8% 각각 감소시킨

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연준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

상한 만큼, 앞으로  3년간 개도국의 

GDP는 3천600억달러(약 514조원) 감

소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

행(BOE)도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빠

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있

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197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중앙은

행이 지난 7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레베카 그린스판 UNCTAD 사무총

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에서 “경기 침체의 벼랑 끝에서 물러설 

시간이 아직 있다”며 “(중앙은행들의) 

현재 정책 방향은 특히 개도국들의 가

장 취약한 계층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UNCTA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해당 기관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6%에서 2.5%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

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UNCTAD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에

너지와 식료품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금리 인상보다 가격상한제 

등 직접적인 물가 대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큰 이익을 챙긴 

에너지 기업 등에 대한 일회성 ‘초과이

익세’ 부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

에 전 세계는 우려하고 나섰다.

미국 부동산 거물 배리 스턴리히트 

스타우드 캐피털 최고경영자는  “연준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믿을 수 없는 재앙이 발생

할 것”이라며 “연준이 경제 데이터를 

더 면밀히 살펴보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

날 논평에서 “미국의 과격한 금리 인상

은 국제사회 전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국제 경제�금

융 시스템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은 책

임 있는 경제�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

며 “정책의 대외 파급효과를 잘 통제함

으로써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위험을 수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 suhyeon3032@imaeil.com

필리핀에서 최근 433명의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와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외신들에 따

르면 지난 1일 이뤄진 필리핀 그랜드 

로또 추첨에서 이같은 대규모 1등 당첨

자가 배출됐다.

필리핀 그랜드 로또는 1~55 숫자 가

운데 6개 번호를 고르는 것으로, 6개 당

첨 번호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이는 우리나라 로또 6/45와 비슷하

다. 오히려 1~45 숫자 가운데 6개 번호

를 골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되는 

우리나라 로또에 비해 대상 숫자가 10

개 더 많은 필리핀 로또가 1등 당첨 확

률이 더 낮은 셈이다.

이번 433명 로또 1등 당첨 ‘사태’에 

대해 BBC는 한 전문가 분석을 인용, 

로또 참가자가 1천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처럼 많은 당첨자가 나올 확률

은 0.1의 1224제곱 수준이라고 설명

했다.

다만 이번 필리핀 로또 대규모 1등 

당첨을 두고는 추첨된 번호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9, 18, 27, 36, 45, 54인데, 우연하게

도 모두 9의 배수인 것. 구구단을 알고 

있다면 나란히 9X1, 9X2, 9X3, 9X4, 

9X5, 9X6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필리핀  로또를  운용하는 

PCSO(Ph i l i p p i n e   Ch a r i t y 

Sweepstakes Office)의 멜키아데스 

로블레스 총책임자는 “자신이 정한 숫

자를 매회 로또에 적어 베팅하는 경향

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상 없

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 동안 각 수의 배

수를 로또에 적어온 사례도 소개됐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0대 정신질환

자가 경찰이 쏜 총알 약 30발에 맞아 사

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쯤 디트로이

트 서부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

고 있는 아들이 칼을 들고 있다”는 여

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조현병 환자 포터 벅스(22)는 당시 

2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

다니고 있었다.

진압에 나선 경찰 5명은 벅스를 향해 

총을 38발 쐈다. 벅스는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12개 이상의 총상이 발

견됐다고 한다.

총격으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버스도 

창문이 깨지는 등 파손됐다.

버스 주인이자 이웃인 에이런 몽고메

리는 “총성이 마을 여기저기 울려 퍼져 

범죄집단 간 총격전이 벌어진 줄 알았

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족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벅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벅스가 흉기를 

들고 있었으나 가족을 공격하진 않았다

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벅스가 가족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면서 “벅스의 부모

는 흉기를 들고 있는 아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는데, 경찰은 왜 그에게 30발 넘게 

총을 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제임스 화이트 디트로이트 경찰청장

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진압 논

란을 해명했다. 화이트 청장은 “벅스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일종의 저항을 한 것으로 파악

됐다”고 했다.

처음엔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테이

저건에 맞은 벅스가 경찰관들에게 덤비

려 해 총을 발사했다효과가 없어 실탄

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5명에게 행정 휴가 처분을 내렸으

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채널이 5일 정상적으로 가

동됐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금일(5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

락사무소간 업무개시 통화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

사일(IRBM)을 발사한 뒤 남북공동연

락사무소 채널은 오전 한때 불통했다가 

오후에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측이 고의로 

통화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

으나 통일부 당국자는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

서는 남북 통신선의 정상적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답한 바 있다. 정상 운영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뤄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은 평시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오후 

5시 마감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 지적

연준, 기준금리 1%P 상승 땐

3년간 개도국 GDP 0.8% 

올 성장률 0.1%P 내린 2.5%

유족 “20대 환자 과잉진압 사망” 

필리핀 로또 조작일까 우연일까…1등 번호 9의 배수, 당첨자 433명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객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유턴’을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강해지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어제 北 미사일 발사 후 한때 불통

제임스 화이트(왼쪽) 디트로이트 경찰청장
이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뉴스

통화정책 ‘유턴’ 기대에 뉴욕 증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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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산에 산다. 사는 집은 시내에

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간 자인면이지만 

매일 아침 경산의 구도심에 있는 나의 

직장처럼 되어버린 ‘미술중심공간 보

물섬’으로 나온다. 이른 시간 버스를 

타고 경산 시내로 향하는 20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가을로 접어든 이즈

음이면 새벽 물안개가 자주 낀다.

경산은 미술계의 시각으로 보면 매력 없는 도시이다. 그

래서 경산은 미술계의 ‘어떤 곳’에 불과하다.  ‘어떤 곳’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은 그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지도 않으

며 관심도 없다.

‘어떤 곳’ 또는 ‘어떤 지역’에서 미술 활동을 하는 건 불리

한 일이다. 대도시 중심, 수도권 지역 중심에서 벗어난 다

른 지역은 미술계의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외면당

한다. 대구경북에 있는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많은 숫자가 

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될 만큼 청년 작가들의 지역 유출은 심각하다. 심지어 

지역에 남은 청년들은 뒤처졌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

런 상황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는 

건 어렵다.

나는 미술계의 ‘어떤 곳’은 없다는 생각으로 경산의 ‘미술

중심공간 보물섬’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

는 대구경북에서는 흔치 않은 ‘보수’를 주제로 20대 후반 나

동석 작가의 개인전이다. 이 전시의 외부 기획자로 선정된 

황지원은 경산이 고향이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을 서울에서 마쳤지만, 보물섬의 기획공모전을 인연으로 그

녀의 고향 경산에서 나동석 작가와 함께 전시를 만들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수많은 화살표가 그려진 ‘또 다른 행

렬들’이라는 제목의 드로잉을 볼 수 있다. 많은 화살표가 무

엇인가 궁금해지는데, 그 모양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

역과 대도시인 대구를 향하는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월영야행-숨어있는 자들’은 끝없이 눈치보는 눈동자의 움

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뛰어도 뛰어도 그냥 제자리인 

‘산 아래 청년들’은 서글픈 이 지역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비록 아름다운 이름이 없을지라도 그대의 영혼은 테두

리면 테두리, 지점이면 지점, 모두가 아담이나 카이사르의 

영토 못지않게 위대하다! 그러므로 그대 자기 세계를 건설

하라!”고 에머슨은 그의 책 ‘자연’에서 말한다. 미술계에선 

오랫동안 ‘어떤 곳’이었던 경산에서 20대 중후반의 작가와 

기획자가 만났으며, 미술 기획과 비평을 꿈꾸는 두 명의 청

년이 보물섬의 이 전시를 대상으로 평론을 준비 중이다. 어

떤 곳의 어떤 전시가 되지 않기 위한 보물섬과 그에 동의하

는 여러 작가, 기획자들의 공동활동이다.

경산이라서 가능한 것, 경산이기에 필요한 것을 생각한

다. 대안공간이라는 거창한 간판이나 대안적 미술 활동이

라는 무거운 말에 짓눌리지 않고 ‘이곳’이기에 해야 할 일

을 찾아본다. 경산만이 아니라 대구경북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나의 눈과 생각을 이곳에 맞추려고 노력한

다. 우리는 모두 ‘이곳’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

천한다. 역부족이면 모자라는 대로 자신으로 향하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보편적 문제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곳은 혼자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동료가 될 수 있다.            미술중심공간 보물섬 대표

어떤 곳

최성규

“이게 제 작업 과정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먼저 내밀

었다. 낮인데도 어두컴컴한 작업장에는 방

열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과 쇳물의 시뻘건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작업 과정은 이렇다. 직접 배합한 청동, 

황동 등 금속을 용광로에 넣고 용융점인 1

천250℃까지 3~4시간 끓여낸다. 조청처럼 

뻑뻑하게 끓은 쇳물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

한다.

용광로를 기울여 시뻘건 쇳물을 두 개의 

작은 도가니에 나눠 담고, 미리 만들어둔 

틀의 양쪽 구멍으로 동시에 쇳물을 붓는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못쓰는 틀. 쇳물을 붓

는 작업 과정은 불과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면 안된다.

김천 출신의 이대희 작가는 전국에서 독

보적인 주조방법을 보유한 조각가다. 대부

분의 작가들은 공장에 작품 제작을 맡기지

만, 작가 개인이 용광로를 보유한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용광로 작업에 

도전했던 이들도 고난도 작업 탓에 결국 포

기했단다.

그는 “30여 년간 작업하면서 쪼그리고 앉

거나 오리걸음을 해야할 때가 많았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더

라.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쇳물은 물기, 습기가 조

금만 닿아도 사방으로 튀어버린다. 물기 때

문에 용광로가 터져서 작업장이 불바다가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보여준 영상에는 쇳물을 붓는 

작업 과정만 나와있지만, 쇳물을 붓는 틀의 

형태를 만드는 사전 작업이 핵심이다. 규사

로 만든 거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 쇳물의 팽

창과 수축을 견딜 수 있는 철근을 두른 뒤 

전체적인 두께를 고려해 탕도(湯道�쇳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데, 이 과정

에만 한 달이 걸린다.

그는 “김세중, 김영중 등 1세대 조각 대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가 작품을 의뢰하

기도 한다. 국내에서 청동 주조작업을 혼자 

하고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

했다.

이 작가는 영남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일

본으로 유학을 떠나 정밀주조법을 익혔다. 

합금을 위해 금속공학, 화학공학 이론을 학

습한 것은 물론, 북성로에서 직접 전기�산

소�아르곤 용접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주물은 구리와 주석, 아연 등의 배

합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며 “일반 주조 공

장에서는 세가지 정도의 색을 낼 수 있는 반

면, 나는 30가지 색을 표현해낼 수 있다. 산

화 등으로 착색 작업까지 마무리하면 다양

한 색의 작품이 완성된다”고 했다.

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9일까지 갤러

리 인 슈바빙(대구 중구 동덕로 32-1)에서 

펼쳐진다. 전시 제목은 ‘연(蓮)에게 길을 묻

다’. 연꽃과 연밥, 연잎을 섬세하게 재현해

낸 청동조각들 20여 점이 전시된다.

“작업장이 있는 경산 자인 주변 못에서 

연꽃을 많이 보다보니, 남다른 애정이 있습

니다. 또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周

敦 )의 애련설(愛蓮說)에는 ‘향원익청’(香

遠益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욱 맑아진다’는 의미인데, 그

와 같은 미덕을 닮고자 하는 제 마음을 작품

에 담았습니다.”

무겁고 딱딱해보이는 것이 금속 특유의 

성질이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유달리 자연

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바람 부는 날 흔들

리는 연잎, 보름달 속 피어난 연꽃 등의 작

품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053-257-1728.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1,250℃ 용광로에 핀 연꽃

개인 용광로에 독보적 주조방법

연잎 등 섬세하게 재현 20여 점 

9일까지 갤러리 인 슈바빙 전시

 이대희 ‘연(蓮)에게 길을 묻다’ 전

대구한글서예협회가 한글날을 맞아 9일

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1전시실에서 ‘제

13회 대구한글서예대축제’를 열고 있다.

2009년 창립한 대구한글서예협회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한글서예 작가 25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아름다운 한글 서예로 새 희망을 쓰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들의 다양

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정인

지 서문을 한글로 번역한 8폭 대작이 전시

된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탁본 체험과 가훈 쓰

기,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뜻을 배울 수 있

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최민경 대구한글서예협회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불안함 속에서 

위축된 생활을 해왔으나 이제는 그 어려움

들을 떨쳐내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올해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새로

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소재로 삼아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에게 희망을 안겨주려고 한 세종대왕의 애

민 의식이 글속에 절절히 배어 있어, 시민

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일깨

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연정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서예로 감상

‘대구한글서예대축제’ 9일까지

250여 명 작가 희망 담은 작품

이대희 작가가 ‘봄의 율동’, ‘가을의 율동’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연정 기자

김정숙 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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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펫 연주자이지만 보컬은 물론 플루겔 

혼, 플루트 등을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다재

다능한 뮤지션이다. 세계적인 음악 명문인 

버클리 음대에서 4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재즈계의 거장 칙 코리

아, 게리 버튼 등을 비롯해 아래타 플랭클

린, 알 마티노와 같은 팝 스타와도 협연을 

펼쳐왔다. 한국전쟁 휴전 직후 동두천에 주

둔한 미 제7보병사단에서 1년여 간 군 생활

을 한 인연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

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내 재즈계의  ‘간판스타’

다. 웅산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불린다. 객석을 압도하

는 중저음의 농염한 보이스에 예술성과 대

중성의 조화가 더해져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배장

은은 지난 2009년 재즈 명예의 전당으로 불

리는 블루노트의 간판 연주자 그렉 오스비

의 요청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화제를 모

았다. 멧 팬먼, 이딧 쉬너 등 세계적인 뮤지

션과 협연했다.  김도훈 기자

뉴욕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

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다. 정통 재즈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드

러내는 뮤지션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연주

는  ‘조화로운 상상력에 기반한 섬세한 음

색’이 특징이다. 클래식과 재즈를 두루 섭

렵한 것을 바탕으로 낭만적 색채의 발라드

부터 하드밥 스타일에 이르는 폭넓은 연주

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작곡과 

음반 프로듀서로도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클럽 헤비(남구 현충로244)

▷클럽헤비 라이브(신도시/팁시/이내꿈)/ 8일

(토) 오후 7시/  1만5천원/ 문의 010-2338-

1340.

▷쓰리 펑크 매니악스(극동아시아타이거즈/

라이엇키즈/스모킹구스)/ 15일(토) 오후 7시/ 3

만원/ 문의 010-2338-1340.

◆락클럽 바 레드제플린(남구 명덕로 102)

▷테이와즈 & 선글라스빌런 & E.O.F./ 8일

(토) 오후 8시/ 1만원/ 문의 010-3531-3348.

▷전두희  1집 발매기념 대구공연(전앤버디

스/ T.Y.O.)/ 15일(토) 오후 8시/ 2만원(예매 

1만5천원)/ 문의 010-3531-3348.

◆꼬뮨(중구 동성로5길 85)

▷모임 별/ 7일(금) 오후 7시/ 7만원(예매만 

가능)/ 문의 인스타그램 jamesrecord.

◆제임스레코드(중구 동성로3길 104-8)

▷하세가와 요헤이/ 8일(금) 오후 8시/ 무료/ 

문의 인스타그램 jamesrecord.

대구에서 태어나 한 시절을 풍미했던 가수 김

광석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김광석길’에서 그의 

이름을 딴 축제가 열린다. 8일과 9일 이틀간 김

광석길과 방천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2 김광

석길 페스티벌’이다.

9일 오후 6시 김광석길 특설무대에선 ‘방천골

목오페라-사랑의 묘약’이 펼쳐진다. 권재희 경

북대 교수가 제작감독을 맡았다. 김동녘, 최득

규, 홍제만, 김조아 등 지역 성악가가 무대에 오

르고, 동네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출연해 특별함

을 더한다. 행사 기간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선 해

피콘서트가 열린다. 트롬본 앙상블 세븐 포지션, 

청춘명가 합창단,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코나

우쿨렐레 앙상블 등 10개 연주단체 200여명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방천시장 일원에

선 총 26편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피아노 

연주와 포크&팝, 탱고, 플라멩코 등 다양한 공연

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기간 열리는 대구레코드

페어도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전국 20여 

음반 판매 업체와 동호회, 개인 셀러가 클래식`

가요`팝 등 다양한 장르의 LP 음반 2만여 장을 

판매한다. 취향에 맞는 음반을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김도훈 기자

제15회 대구국제재즈축제가 6일부터 8일까

지 매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온라인 형태로 열렸던 축제가 올해는 국내외 

정상급 재즈 뮤지션이 함께 하는 대형 야외공연

으로 사흘간 펼쳐진다.

첫날인 6일에는 1900년대 모던 콘셉트를 추

구하는 복고풍 스윙재즈밴드인 ‘롱아일랜드재

즈밴드’가 무대에 오른다. 드럼,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기타, 보컬의 기본 구성에 멜로디카를 

포함한 밴드다.

세계적인 테너 색소포니스트 에릭 알렉산더

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그는 이날 토니 휴이트

(보컬), 데이비드 키코시(피아노), 요이치 코바

야시(드럼), 알렉산더 클래피(베이스) 등과 함

께 정통 재즈를 선보인다.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자 폭넓은 스펙트

럼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로 평가 받는 김혜미

가 주축이 된 프로젝트 밴드 ‘김혜미 소셜 노스

탤지어’, 대구 팀으로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인 

백진우가 이끄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도 함께 

무대에 올라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린다.

7일엔 지난 2015년 제1회 대구국제재즈축제 

실용음악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정은주가 보컬

로 활동하는 ‘정은주 재즈 퀸텟’이 무대에 오른다. 

실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젊은 뮤지션의 파워풀

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다.

버클리 음대 교수로 40년간 재직한 교육자이

자 트럼펫 연주자인 세계적 재즈 뮤지션 제리 

시코의 연주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8일엔 대한민국 재즈 디바의 계보

를 잇는 보컬리스트 유사랑과 미국 차세대 정통 

색소포니스트로 평가받는 가렛 배콰르가 함께 무

대에 오른다. 대중에게 친숙한 재즈 넘버와 함께, 

한국 전통음악을 재해석한 동서양 재즈 화합을 

경험할 수 있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대중음악상에 빛나는 재즈피아니스트이

자 보컬리스트 마리아킴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

다. 쿠바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매 알폰소

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아프로큐반(스페인의 

정열적 멜로디에 아프리카 리듬이 혼합된 라틴

아메리카 혼혈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에 재즈, 

팝, 록, 일레트로닉 요소를 자유자재로 가미해 

쿠바 음악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다.

끝으로 재즈 피아니스트 배장은을 중심으로 

결성된 ‘리버레이션 재즈 앙상블’과 재즈 보컬

리스트 웅산이 함께 무대에 올라 축제의 마지막

을 장식한다. 관람은 무료. 1544-1850.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깊어가는 가을, 역시 재즈가 제맛

눈여겨볼 뮤지션

골목오페라 즐기러 오세요

8~9일 김광석길 페스티벌

7일 제리 시코6일 에릭 알렉산더 8일 웅산&배장은

2017년 열린 제10회 대구국제재즈축제 공연 모습.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수성못 상화동산 야외 특설무대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 대면공연 

대구국제재즈축제 6~8일 
김광석길 페스티벌 공연 모습.  방천문화예술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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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폐성 장애인 선수들과 유명 인

사(셀럽)들이 통합 파트너로 참가해 골

프 라운딩을 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제16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

계대회 골프 종목 경기 둘째 날인 5일 

낮 경북 경산시 대구컨트리클럽 서코스

에서는 이벤트 경기(레벨2)가 열렸다.

(사)한국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최�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지적�자폐성 장애

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경기대회를 통해 생산

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지적 발달장

애인들의 스포츠 대회다.

이벤트 경기(레벨2)는 발달장애인 선

수 1명과 비장애인 1명 등 2명이 페어링

이 돼 하나의 공을 번갈아 치며 9홀을 

도는 경기다. 이 경기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참가 선수들에게 용기와 희망

을 심어주기 위해 열렸다.

이벤트 경기에는 전 삼성라이온즈 프

로야구 선수였던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

재단 이사장과 영화배우 한상진, 개그맨 

홍인규, 프로골퍼 김대현, 슈퍼모델 전수

민 등 사회 저명 인사와 전�현직 운동선

수 30명의 파트너들이 참여해 발달장애

인 1명씩과 조를 이뤄 경기를 펼쳤다.

한국 야구의 전설 이승엽은 “이 대회

가 좋은 취지로 열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장애

인 친구와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조금이

나마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뿌듯

하다”고 말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한상진은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푸른 

잔디 위에서 야외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서 장애인 선수들

이 자신의 역량을 더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좋은 추억으

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사회 유명 인사들과 

한 조가 돼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꿈

만 같았다.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셀럽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한국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

는 “정상인과 장애인이 한 팀이 돼 골프 

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서 “이 경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

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이승엽`김대현…스타들과 라운딩 꿈만 같아”

스페셜올림픽 골프 이벤트

장애인-셀럽 한 팀 9홀 경기

개그맨 등 30명 파트너 참가

“아름다운 추억 오래 남을 것”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이사장이 장애
인 선수로 참가한 강성곤 선수와 함께 한 팀
을 이뤄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덕인초, 달서구 첫 IB 월드스쿨 탄생

한국 서예와 미국 현대미술 ‘이색 컬래버’ 전시회

대구 덕인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

아(IB) 초등 프로그램(PYP)을 운영하

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

뤘다. 이로써 달서구 내 첫 IB 월드스쿨

이 탄생했다.

덕인초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

기 위해 4일 인증 기념식과 수업 공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이동욱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과 교육위원, 덕인초 학생과 학부모, 교

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덕인초는 2020년  IB 관심학교를 시

작으로 IB PYP를 도입한 이후, 협력적

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배움 중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평가

를 받았다.

덕인초는 ‘미래의 시작은 우리, 더 나

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배운다’는 비전 

아래, 학생 중심 수업에 주력해 왔다.

교원들끼리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통

해 수업 자료를 공유하며, 자발적 협의

회를 구성해 IB 프로그램과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협

력적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여환주 덕인초 교장은 “첫발을 잘 내

디딘 만큼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IB 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한국의 정신과 혼을 담은 서예와 미국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이색 컬래버레이

션 작품 전시회가 경북 영천에서 열려 

주목받고 있다.

영천 출신 서예가 초람(艸嵐) 박세호

(사진 오른쪽 첫 번째 작품) 작가의 초

람서예연구소와 미국 하와이 한인미술

협회 소속 작가들은 5일부터 8일까지 

영천시민회관에서 미국 하와이 영천 국

제 미술전을 진행한다.

‘꿈의 항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

는 최미희 전 하와이 한인미협 회장과 

호놀룰루시 국제자문관을 맡고 있는 고

서숙 고송문화재단 하와이 이사장 등 

미국 현대미술 작가 9명과 초람 박세호 

작가 등 국내 작가 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서예계의 필묵에 품격을 

더한 신고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초람 

박세호 작가의 필법을 감상하고 미국 

현지에 전파하기 위해 직접 영천을 방

문, 지역 예술인 등과 교류 활동을 해 의

미를 더했다.

초람 박세호 작가는 “2020년 하와이 

한인미협 작가들을 대상으로 예술 인문

학 강의를 한 인연이 계기가 돼 이번 전

시를 열게 됐다”며 “미국 현지 작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수준

이 한층 높아지고 국내 서예 작품 세계

를 미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더욱 뜻깊다”고 했다.

초람 박세호 작가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과 올해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등에서 25㎏에 달하는 붓으로 수십m의 

한지와 광목천 위를 누비는 감동적 퍼포

먼스를 펼쳐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2020년 한중일 미술 채널의 한국 서

예 차세대 미래 작가 1인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서예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협력 바탕 학생 중심 수업 인증

서예가 박세호 씨 등 3명

하와이 한인미협 9명 참여

우크라이나 전후 보건의료 시설 복구 논의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 준비 박차

우크라이나 국민의 공복당 소속 미하

일로 라바(사진 가운데), 예브겐 피보바

로프(사진 왼쪽 첫 번째) 의원은 4일 영

남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김종연)을 방

문해, 보건의료 부문 전후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21일 대통령 

산하 국가재건회의가 설립되면서, 전후 

복구 및 개발 계획 수립, 개혁 과제 발굴

과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

건 사업에서 보건의료 부문 중 의료시설 

복구와 신규 시설 설립 사업 추진을 영

남대의료원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남대의료원에서는 김종연 의료원

장, 김용대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 황

태윤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표단은 심혈관 촬영실, 건강증진센

터,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호흡기 체험관, 재활의학센터

와 국내 최초 일체형 암진단기(PET-

MR), 지능형 방사선 암치료기 노발리

스-TX 등 최첨단 의료 장비 등을 둘러

보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연 의료원장은 “우크라이나 정부

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있어 의료원은 도

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은 오는 20일 경북 안동 구름에 리조트

에서 열리는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

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구

경북 언론사 문화부장 세미나 등 사전 

행사를 잇따라 마련하며 페스티벌 준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구경북 언

론사 문화부장 및 취재부장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경북의 스토리 산업 발전

을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

택환 페스티벌추진위원장의 발제에 이

어 참석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경북이 

스토리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글로벌 K-스토리 페스

티벌의 발전 가능성에 분야별 의견을 제

시하고 함께 협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달 23일 한국 프

레스센터에서 K-스토리산업 전문가 7

명으로 구성한 페스티벌 자문위원회를 

개최, 행사 추진 방향과 체계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자문위원장인 김인규 전 KBS 사장

은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적 주목을 받

고 있는 K-드라마와 영화의 열풍에 주

목하며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

했다.

이종수 진흥원장은  “스토리가 가진 

힘으로 경북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한

민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창작자

뿐만 아니라 스토리 산업의 여러 관계자

와 언론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 경북이 

K-스토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의원 대표단 영남대의료원 방문

경북콘텐츠진흥원 사전 행사

대경 언론사 문화부장 세미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

장 이정철)는 4일 장학금 1천만

원을 경북도에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

북인재평생교육원에 전달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비롯한 지역 인재 양성

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인다.

경북전문건설협회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청송경찰서 청송파출소가 5일 청송

읍 금곡리에서 신축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김진성 서장과 윤경희 청송군수 등 지역 단체장들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청송경찰서 청송파출소 신축 개소

(사)한국판촉선물제조협회

(회장 김진영 ㈜팔공엠앤씨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에서 관련 업계 1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판촉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판촉선물제조협회 ‘판촉인의 날’ 행사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봉기)는 다은차회봉사단(회장 

현영숙) 등 5개 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를 찾아 코로

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

다고 5일 전했다.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농촌일손돕기

경북 김천의료원(원장 정

용구)은 지난달 30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국내 저명 의학 전문가들을 초빙해 ‘뇌혈관센터 개소 기

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용구 김천의료원장, 김덕곤 전국 지방의료원연

합회 사무총장, 이상원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천의료원 ‘뇌혈관센터 개소 기념 학술대회’ 

대구 동구 불로봉무동집수

리봉사단(불봉봉사단�단장 

권기훈 대구시의원)과 조경 전문업 시티그린(대표 손희준)은 불로동 한 서민

아파트를 찾아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 보완 공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불봉봉사단-시티그린 ‘경로당 시설 보완 공사’

㈜군월드(대표이사 이동군)는 최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유벤티움 사

업 설명회를 열었다. 유벤티움은 대구 남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시니어 

특화 호텔식 서비스를 표방하는 곳이다.

(주)군월드 ‘유벤티움 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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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

과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

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

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

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

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

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

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

맹(민청학련) 사건

으로 구속기소돼 징

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김

대중 내란 음모 사

건에도 연루되며 대

학에서 두 차례 해

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

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

대 치사 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

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

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

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그러

나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비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

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 

진영 원로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

현 전 대통령 생전에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

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도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다.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

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서대

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

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

당에 건립한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여동생 옥영�수옥 씨가 있다. 

장지는 고인의 부모가 모셔진 경기 양평군 소

재 가족묘다.  연합뉴스

2월 코로나 확진됐다 회복 후 악화

나비넥타이`콧수염 트레이드 마크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조성래 

씨에게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경산시는 4일 조현일 시장과 박성선 무공수훈

자회 경산시지회 회장, 7516부대 정현섭 대대장

이 참석한 가운데 고 조성래 씨의 자녀 조현섭 씨

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기

념패를 전수했다.

고 조성래 씨는 6�25전쟁 당시 7사단 소속으

로 참전해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

호하기 위해 헌신했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무공

훈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현섭 씨는 “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아

버지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애쓴 분들께 감사

드리고, 오늘의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2019년부터 6�25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

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

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제9회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에서 박은숙 

씨의 ‘완행열차(한글)’가 최고상인 대상을 차

지했다. 이일권 심사위원장은 “고법에 준한 

창의성이 돋보이고, 필획의 단아함이 시의 

내용과 적절히 어울린다”고 평했다. 최우수

상에 염은주(행초서) 씨, 우수상에 권옥영(해

서)�김현정(해서)�최창호(예서)�김석권(문인

화) 씨 등이 뽑혔다.

기로 부문에는 최우수상 신승추(한글) 씨, 

우수상 양중규(문인화) 씨가 선정됐다. 특선 

106점, 입선 259점 등을 포함해 총 373점이 

입상으로 결정됐다.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은 경상북도와 경

주시가 주최하고,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운

영위원회(위원장 이병환)가 주관한다. 시상

식은 오는 29일 양동마을에서 열리고, 입상

작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양동마을 고

택, 정자, 서당 등지에서 전시한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박은숙 씨 ‘완행열차’ 대상

대구시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김대영(42) 산업

통상자원부 서기관을 신임 투

자유치과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덕원고와 연

세대 경제학�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경제

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통상현안대응

단,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수소산업과 등을 거

쳤다.

김 과장은 경제통상 및 에너지 신산업, 산업 디

지털화, 산업기술 R&D 등 산업 육성과 기술 개

발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사람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4일 태풍 ‘힌남

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피해 지역을 찾

았다.

이날 방문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과 이영

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 백운만 대구경북지

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민수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경북동부지부장, 이광열 기술보증기금 대

구경북지역본부장, 이건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

북영업본부장이 동행했다.

먼저 포항철강관리공단을 찾은 조 차관은 태

풍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

고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죽도시장 공영

주차장 증축 ▷소상공인 평생교육 연수원 건립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인 ▷기업 위기 극

복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철강 리바운

드 펀드 조성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소재부품 다변화 지원 ▷성장주도형 R&D 스

케일-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피해를 입은 철강산업 관련 중

소기업들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과 포항시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조주현 차관 포항 태풍 대책 논의

김대영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임용

김효숙 미술치료학 박사(중

앙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

지학과 겸임교수)가 서울과 경

북 구미에서 미술치료를 한 사

례들을 모은 ‘가족 간의 소통

과 이해를 위한 그림 읽기’란 

책을 발간했다.

326쪽의 책은 1~6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술치

료 현장에서 내담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중심으

로 가감 없이 기술해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 그

리고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부모의 양육법이 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 상처받은 내담자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 

등을 다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책은 1장 독선적인 부모�자녀를 소유물로 생

각하는 부모, 2장 역기능 가족�병든 가족, 3장 학

대하는 부모�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 4장 

미성숙한 부모�자녀를 지켜주지 않는 부모, 5장 

자녀에게 복수당하는 부모�가해자와 피해자, 6

장은 존경을 받는 부모 되기�바람직한 부모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구미 김효숙 미술치료학박사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책 펴내

박은숙 씨 ‘완행열차’ 

참전용사 故 조성래 씨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조국수호 헌신…아들이 대신 받아

경북 영주의 동산고 미용과 학생 7명이 2022

년도 경북교육청사업단 ㈜뷰티끄레아 이가자헤

어비스 글로벌 현장 학습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3일 싱가포르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났다.

이들 학생들은 4주간 싱가포르에서 어학 교육

과 직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항공료와 숙박료, 보험료, 교육비 등은 전액 지

원받는다. 현장 학습 후에는 이미 채용이 확정된 

국내 매장에 취업하게 된다.

김소영 동산고 교장은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뷰티디자이

너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경대 기자

영주 동산고 미용과 7명 “4주간 싱가포르 현장학습 가요”

경북교육청 글로벌 학습 대상자로 뽑혀

구미시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구미국가

산업단지 내 ㈜서환전자를 선정하고 4일 시

청 게양대에서 회사기 게양식을 했다.

이날 회사기 게양식에는 박재완 서환전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이 참석했다.

서환전자는 2005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

했으며, 2012년 구미 본사를 설립해 전자제

품용 필름, 라벨 필름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하는 강소기업이다.

ISO 인증, 전문특허등록, 기술역량 우수

기업 인증 등을 받았으며 차량용 보호필름, 

제품 포장재, 코로나 진단키트 등 다양한 분

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박재완 대표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기

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서환전자 

전자제품용 필름 제조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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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법칙 컵 ESG 피싱 챔피언십 열려…

(6일)이상화  (7일)이상환

6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SBS TV 

‘공생의 법칙 2’에서는 ESG 특공대 김

병만, 배정남, 박군이 국내에서  ‘공생 

ESG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습이 그

려진다. 

ESG(EcoSystem Guardians) 특공

대는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실천하는 

방법을 알린다.

‘공생 ESG 페스티벌’은 배스 낚시 

대회와 시식회 및 축하 무대로 구성된

다. 특히, 공생의 법칙 컵 ESG 피싱 

챔피언십은 지난 8월,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열린 레드넥 피싱 토너먼트에 

참가한 ESG 특공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새벽 4시, 안동호는 배스를 낚기 위한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ESG 특공대는 

이른 아침에도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함께 팀이 될 프로 선수들을 만났다. 절

경의 안동호에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기합을 외치며 출발했다. 

ESG 특공대는 그늘 하나 없는 안동호

에서 6시간가량 낚시에 집중했다.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SBS ‘공생의 법칙 2’ 오후 9시

TV와 생활

뉴스

낮 12시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오후 4시 5분

FM 100.5 MHz

김천가톨릭평화방송

6�25전쟁 통에도 피난은 가지 않고 박물관

의 나비 표본을 지켰던 나비학자 석주명이 어

이없게도 술 취한 우익 청년들에게 인민군으

로 오인받아 총에 맞아 숨졌다. 이때 그의 나

이 불과 42세. 

그는 1940년 영국 대영박물관의 지원으로 

‘조선산 나비 총목록’을 출간하여 당시 전 세

계를 놀라게 하며 나비학 관련 분야에서 최고

라 일컬어졌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1950년 10월 6일 

나비학자 석주명 사망

KBS1 KBS2 MBC TBC/SBS EBS1

 •KBS 053)757-7321         •MBC 053)740-9500 

 •TBC 053)760-2000         •EBS1 1 5 8 8 - 1 5 8 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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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 I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한국인의 밥상(재)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2:00 KBS 뉴스 12

 1: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00 브레드 이발소 3
 15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귀도 퇴마사 
 45 다이노 파워즈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 30 라이브 오늘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대구경북
 40 한국인의 밥상 
 8:3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 9 
 10:00 다큐 인사이트 
 50 더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12:10 예썰의 전당(재)
 1:00 서울 재즈콰르텟 콘서트 
 2: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M&W
 9: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뉴스
 11:00 일일드라마<황금가면>스페셜
 12:4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영상앨범 산(재)

 1:25 리슨 업(재)
 3: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뾰족뾰족 포크가족 
 15 니니 뭐하니?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ET

 6:30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황금가면>
 8:30 홍김동전 외전 

 9:50 수목드라마
  <진검승부>
 11:05 연중 플러스 
 12: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통합뉴스룸ET(재)
 1:05 사랑의 가족(재)
 2:0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재)
 6:00 MBC 뉴스투데이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일일드라마<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 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재)
 11:15 반짝이는 프리채널3
 45 쉬운 우리말 극장 
 12:00 12 MBC 뉴스 
 20 금토드라마<금수저>(재)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55 5 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금복권
 10 일일드라마<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9:00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0:00 심야괴담회 
 11:20 금토드라마
  <금수저>(재)
 12: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0 싱싱 고향별곡(재)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7:10 TBC 굿모닝 뉴스 / 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15 TBC뉴스 / 30 열린TV 시청자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NEWS
 40 금토드라마<천원짜리 변호사>(재)

 2:00 뉴스브리핑 
 4:00 TBC클리닉 건강 365(재)
 5:00 SBS 오뉴스
 30 TBC 대경뉴스광장
 50 생방송 굿데이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뉴스
 8:30 TBC 8뉴스  

 9:00 공생의 법칙2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2:00 굿데이 스페셜
 1:00 화첩기행 

 5:00 왕초보 영어
 30 클래스 e (2) / 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꼬마버스 타요
 15 하프와 친구들 (종합)
 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8:00 딩동댕 유치원
 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35 한글용사 아이야
 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20 EBS 친구들 씽씽
 30 어떻게 만들까 / 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재)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 10 EBS 교육진단
 1:00 당신의 활력충전소 / 50 명의(재)
 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3:35 꾸러기 천사들
 4:05 영어 스토리 타임 / 15 페파 피그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5:00 EBS 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 30 시몽
 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재)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7:00 비스트 오브 아시아 2
 30 한국의 둘레길
 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50 이것이 야생이다3
 10: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5 클래스 e (1)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30 지식채널e(1) / 35 지식채널e(2)
 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10 무엇이든 물어보살 
 12:50 삼남매가 용감하게 
 15:40 비밀남녀 
 18:50 이십세기힛-트쏭 
 21:00 옥탑방의 문제아들 
 23:30 진검승부 

 10:30 안싸우면 다행이야 
 12:10 라디오스타 
 15:20 전지적 참견 시점 
 18:00 금수저 
 20:4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4:00 나누는 라이오쇼 온에어 

 10: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4:30 나는 솔로 
 17:3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0:30 미운 우리 새끼
 22:30 나는 솔로,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24:30 희망 TV

 10:00 백패커 
 12:40 벌거벗은 한국사 
 15:40 월수금화목토 
 19:20 현지인 브리핑, 지금 우리 나라는 
 20:40 백패커 
 22:30 월수금화목토 

 11:40 다시 갈 지도 
 14:50 스트레인저 
 17:30 다시 갈 지도 
 18:55 고생 끝에 밥이 온다 
 21:50 헬로! 플레이트 
 23:10 스트레인저 

 11:00 닌자고 어둠의 크리스털 
 14:00 파파독:개 수상한 이웃  
 16:00 흔한남매의 안흔한일기3 
 19:00 신비아파트:고스트무서워3  
 21:00 브레드이발소3 
 24:00 꿈빛파티시엘 

 11:00 쫑알쫑알 똘똘이 시즌4 
 13:00 흔한남매 
 16:30 티티체리 
 19:00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21:00 급식게임즈  
 23:00 아이돌타임 프리파라 

 11:00 안녕 자두야
 13:00 검정 고무신
 16:00 버섯도리 
 18:00 신 도라에몽 
 22:00 게게게의 키타로 
 24:00 이누야샤 

 10:00 황금나침반 
 13:30 사이언스 투데이 
 15:00 생존의 법칙 와일드 라이프 
 18:00 글로벌 사이언스 
 21:00 다큐S프라임
 24:00 과학으로 풀어보는 신박한 토크 

 10:45 Chasing the Sun 2 
 13:30 Machine Impossible
 15:20 Science of Stupid 6
 18:05 Live Free or Die 
 20:00 Eating Inn
 23:00 Live Free or Die

 12:00 낮기도와 전례 
 14:00 전삼용 신부의 교리를 위한 교리 
 16:00 곽승룡 신부의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 
 19:30 바티칸 리포트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23:30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11:30 생활 속 염불수행
 14: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16:00 용성진종조사 오도 136주년 봉찬대재 
 19:00 BTN뉴스 
 21:30 BTN인문학 고승전 
 23:15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11:00 바이블킹 
 13:00 생명의 삶 
 15:40 터너라운드 텐트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1: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23:00 R. T. 켄달의 말씀과 성령 

 12:00 BBC World News
 14:30 World Business Report 
 16:30 Talking Business 
 19:45 Sport Today
 22:00 Impact with Yalda Hakim 
 23:30 HARDtalk

 11:00 Don Lemon Tonight
 13:45 World Sport
 15:00 CNN Newsroom
 18:00 Early Start
 21:00 New Day
 23:00 Connect the World

 5:00 [2023 수능완성] 한문Ⅰ
 50 [2023 수능완성] 아랍어Ⅰ
 6:40 [2023 수능완성] 일본어Ⅰ
 7:30 [2023 수능완성] 프랑스어Ⅰ
 8:20 [2023 수능완성] 스페인어Ⅰ
 9:10 [2023 수능완성] 영어실전모의고사 

 10:0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수학+미적분+기하

 50 [2023 수능완성] 정치와 법

 11:4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영어

 12:3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화학Ⅰ

 13:20 [2023 수능완성] 화학Ⅱ

 14:10 [2023 수능완성] 지구과학Ⅱ

 15:00 [2023 FINAL 실전모의고사] 지구과학Ⅰ

 15:50 기본[2023 수능특강] 세계사

 16:4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기출] 수학II

 17:3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기출] 확률과 통계

 18:20 [2023 수능완성] 인간발달

 19:10 [2023 수능완성] 농업기초기술

 20:00 [2023 수능완성] 수산해운산업기초 

 50 [2023 수능완성] 동아시아사 

 21:40 클래스 e (1) 

 22:00 [2023 만점마무리] 화학Ⅰ

 23:20 [개념완성] 정치와 법

 24:10 [2023 약점공략] 화학Ⅰ

 1:00 [2023 약점공략] 지구과학Ⅰ

 50 지식채널e(1)

 2:00 EBS 비즈니스 리뷰 / 15 클래스 e (1)

 9:00 미디어비평 
 11:00 우리아이 SOS
 13:00 일본어 기초 2 
 16:00 중국어 실용문 
 18:00 영어회화 1 
 22:00 표본조사론

 11:00 옛날TV 그땐 그랬지
 14:00 KBO리그 삼성:KT
 17:20 I♥베이스볼 
 18:20 KBO리그 키움:한화
 22:00 I♥베이스볼 미니
 23:30 I♥베이스볼 미니

 11:00 베이스볼 투나잇 
 14:00 2022 전국 어린이 씨름왕대회 하이라이트
 16:30 2022 영월동강배 전국 족구대회
 18:30 KBO리그 +SSG : NC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3:00 베이스볼 투나잇

 10:00 2022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R
 14:00 2022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R
 17:00 2022 KLPGA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R
 20:30 2022 SG골프 더 매치 챔피언십
 21:30 레슨 팩토리 5
 22:30 2022 현대차증권`서산수 맞수한판

 10:30 21-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하이라이트
 12:30 2022 KBO리그 주간 명승부 BEST
 16:00 2022 KBO리그 LG:KIA
 18:20 2022 KBO리그 LG:KIA
 22:00 베이스볼S
 23:00 베이스볼S

 10:00 편강배 2022 시니어바둑리그 
 12:30 제4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
 15:00 제4회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
 17:00 한중일대만 여자 바둑 쟁탈전 결승전
 19:00 제23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4:00 한국바둑의 전설 10국 조치훈:이창호

 10:00 생생 정보마당 
 13:50 고딩엄빠2 
 15:20 MBN 프레스룸 
 17:50 MBN 뉴스와이드 
 20:10 알약방 
 22:20 무작정투어 원하는 대로 

 10:30 더 위대한 유산 
 13:00 보도본부 핫라인 
 16:00 화요일은 밤이 좋아 베스트 
 19:00 알콩달콩 
 21:00 TV CHOSUN 뉴스9
 22:00 국가가 부른다 

 10:00 한블리 
 14:10 세계 다크투어 
 17:00 정치부 회의 
 19:50 JTBC 뉴스룸 
 20:50 한블리 
 22:30 히든싱어7 스페셜 

 10:30 신랑수업 스페셜 
 13:20 새집은 처음이라 
 15:50 뉴스특보 법사위 국정감사 
 19:00 뉴스 A
 21:30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스페셜 
 22:40 도시어부 4 

 11:50 뉴스N이슈 
 13:50 더뉴스 
 15:50 뉴스Q
 19:00 뉴스가 있는 저녁 
 21:40 뉴스나이트 
 23:50 자정뉴스 

 6:00 EBSe 생활영어(재)

 30 EBSe 생활영어

 7:00 왕초보 영어(재)

 30 왕초보 영어

 8:00 Seasame street

 30 매일 10분 영어

 9:00 초등1 - 통합
 30 초등2 - 통합
 10:00 초등1 - 국어(1)
 30 초등2 - 국어(1)
 11:00 초등1 - 수학
 30 초등2 - 수학
 12:00 형사 가제트
 13:00 로보카 폴리

 13: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00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30 뭐든지 뮤직박스
 15:00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45 픽시
 16:00 스쿨랜드 - 과학
 17:2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그린조끼 구조대

 18:30 수퍼 와이
 19:05 형사 가제트 
 30 하트가 빛나는 순간
 20:00 한국의 둘레길
 20 지식채널e(1)
 21:00 극한직업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3:20 EBS 비즈니스 리뷰 

 45 내:일을 여는 인문학 (1)

EBS플러스1

EBS2

방송대학 OUN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한국경제 TV

 10:20 더이퀄라이저2
 13:00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5:40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18:30 모가디슈
 21:00 특송
 23:20 신의한수 

 11:55 올마이라이프
 13:45 송오브러브
 15:35 앰뷸런스
 18:55 빅뱅이론5
 19:55 CSI:NY7
 22:55 디엠파이어:법의제국 

 11:00 빅뱅이론5
 13:40 이공삼칠
 16:10 락아웃:익스트림미션
 18:05 방구석1열 
 19:25 빅뱅이론5
 20:45 CSI:NY7

 11:25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14:00 Biz 포커스
 17:05 경제현장 오늘 
 19:30 강소기업 내일은 챔피언 
 21:30 만렙 박주식 
 23:00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10:00 증시투데이 
 13:00 K-스탁 라이브  
 16:00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18:00 뉴스플러스 
 20:00 대박천국 
 22:30 한경 글로벌마켓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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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개천절

은 우리 민족의 사명을 생각하는 날이

다. 언론에서는 개천절을 기려 의인들

을 보도하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살

신성인한 우리 이웃의 영웅들을 봄으로

써 우리 민족은 권력과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

한 사람들을 존경하여 왔다는 사실을 

다시 실감한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권력과 돈을 추

구한 관군들은 어려운 때에 주로 도망

을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이나, 가까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 대통령을 보

면 알 수가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의병과 민초들이 

극난 극복의 주인공이었다. 올해 개천절에는 유독 명성황후

가 생각이 난다.

2023년 내년은 1923년 일어난 일본 관동 대학살 100주년

이고 올 개천절이 끝나고 곧바로 맞는 10월 8일은 조선의 명

성황후 시해일이다. 

즉 1895년 일제가 저지른 을미참변 127년이 되어 가고 있

다. 당시 조선의 국모를 지키지 못하여 이후 벌어진 우리 역

사의 참극들은 현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시위

로 이어지고 있다.

명성황후 시해의 진실도, 관동 대학살의 진실도 우리는 아

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한

마디 사죄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아직 우리 관군들은 아무

런 움직임조차 없다. 여전히 관군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들 

관군을 위한 그들의 갈 길을 가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도 의

병이 나설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즈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사용된 일본의 칼, 히젠도

(肥前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일제의 ‘여우 사냥’이란 작

전 이름 아래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말해 주는 증거물인 히

젠도는 독립국 대한제국 국모의 심장을 찌른 칼이다. 그리

고 그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는 뜻의 ‘일순

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런 히젠도가 아직도 일본의 신사(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

에 봉납되어 떠받들어지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 개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의병들이 나

서길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를 척살할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책임

이니 안중근 의사가 살아 계시면 저 히젠도를 어떻게 생각하

실까.

최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받은 

바가 있다. 할머니는 일본 왕이 사는 곳에 가서 명성황후 장

례 의식을 그린 의궤를 친견하고 절을 올리며 그 한을 풀어 

드리려 맹세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조선왕실 의궤를 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 명성황후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

의 일제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받은 그 여세를 

몰아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를 환수하려 하고 있

다. 이 히젠도를 환수하여 현재 대구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

진되고 있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에 전시를 하면 홍익인간

의 이념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대구가 열리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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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나는 

BTS 노래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거나 말

거나 BTS가 이룬 성과는 대단하다. 이들은 

‘빌보드 200’ 1위, ‘MTV 비디오 뮤직 어워

드’ 3관왕,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BTS도 병역(兵役)을 피

할 수 없다. 이들의 병역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부산시장이 BTS의 대체복무를 요청했

다. 정부 입장이 애매하다. 국무총리가 종

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장

은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

다. 대체복무는 특혜다. BTS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

BTS에게 병역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

장의 근거는 국위 선양에 대한 보상이다. 

국위 선양을 했으니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BTS가 이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특혜

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BTS는 

연예 활동이라는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것에 대

한 보상은 없었다. 하나의 보상으로서 병역 

특혜를 주면 병역은 시간 낭비가 된다. 이

는 병역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反)한다. 개병제(皆兵

制)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BTS가 병역 대신 연예 활동을 하면 국가

에 득(得)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자못 미래 

지향적인 생각이다. 이 주장을 일반화시켜 

보자.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재능은 다르다. 

국민은 자신의 재능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에 기여한다. 필즈 메달을 받은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공을 잘 차는 사람은 

축구 경기를 통해, 쇼팽 콩쿠르 대상을 받

은 사람은 피아노를 쳐서 국위를 선양한다. 

이들도 병역 대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때 국가에 득이 된다. 그렇다면 누가 군대

에 가야 하는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 

국가에 별다른 기여를 못 하는 사람이 군대

에 가야 하나. 어둠의 자식들이 몸으로 때

우는 것이 병역인가. 푸틴(Putin)의 러시

아 예비군 동원령이 이 문제를 잘 보여 준

다. 금융, 정보기술, 통신, 국영 언론 근로

자들은 징집(徵集)에서 제외됐다.

다른 일반화도 가능하다. 각자 잘하는 일

에 전념해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면, 병역

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가야 

한다. 병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 군대

가 체질인 사람이 군대에 가야 한다. BTS

가 병역 대신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면 요

리사는 요리를, 용접공은 용접을 해야 한

다. BTS가 군대에 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면 요리사와 용접공이 병역을 수행하는 것

도 비효율적이다. 타고난 군인이 병역을 수

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모병제

로 연결된다. BTS에게 병역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귀결(歸結)은 모병제

이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BTS의 성과가 일

반 국민에 비해 훨씬 크니, 예외적으로 병

역 특혜를 주어도 되지 않는가. 이와 비슷

한 생각이 있다. 대기업 회장이 경제에 기

여하는 바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크니 

예외적으로 사면(赦免)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감옥에 갔던 대기업 회장들이 

만기(滿期) 전에 풀려났다.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국민을 가치 또는 효용에 따라 다

르게 취급한다는 데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

나 소중하다. 모든 국민의 시간의 가치는 

같다. BTS의 1년이 일반 국민의 1년보다 

가치가 클 수 없다. 대기업 회장의 1년과 일

용노동자의 1년은 가치가 같다. 아니, 같아

야 한다.

유명 인사에 대한 병역 특혜는 늘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여론을 무마하면서 넘어갔

다.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에 따른 병역 

면제가 시작이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에 대해서도 병역 면제가 있었다.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동메달을 따서 병역을 피했다. 병역 면제를 

받을 때까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

한 선수도 있다. 앞으로도 국위를 선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병역 특혜는 징병제와 양립(兩立)할 수 없

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지만, 예외가 많아

지면 원칙이 무너진다. 실질적으로 개병제

는 이미 무너졌다. 진지하게 모병제를 고려

할 때가 됐다.

BTS가 쏘아 올린 ‘모병제’

개천절에 명성황후를 생각하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쏜 4일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

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4 남북 정상선언 발표한 

날. “평화가 선언으로 이뤄지는 것 보셨나요?”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 발사한 현무-2C 미사일, 동

해로 쏜 게 서쪽으로 날아가 군 기지 골프장에 낙탄하며 강릉 시민 밤새 

불안. 당나라 군대 오명은 무기 탓인가, 실력 탓인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셀

프 초청에 의한 ‘세계 일주 버킷리스트 외교’라 비판하며 설전. 어쩐지 

‘타지마할 단독 샷’만 기억나더라니.

최 봉 태

백산우재룡기념
사업회장(변호사)

표현의 자유에 아쉬운 디테일

<募兵制>

 국위 선양하면 병역 면제 특혜 논란

 예외가 많아지면 원칙이 없어진다

 실질적으로 개병제는 이미 무너져

 진지하게 모병제 고려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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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속수무책(束手無策)

파5에서 투온에 성공한 골퍼들이라

면 ‘버디’ 이상의 결과를 당연히 기대

한다. 이후 퍼터를 4개 이상해 파 세이

브마저 놓치게 된다면 실망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최근 골프를 함께 친 의사는  ‘파5 

투온’ 성공 이후 퍼터 미스로 보기를 

기록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

리들(의사) 사회에서 그런 상황은 ‘수

술은 잘 됐으나 환자는 사망한 케이

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게 생겼다’고. 대선

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으나 여권의 상

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

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상황

은 풍전등화 같아 보인다. 물가는 치솟

고 경제는 안팎으로 나아질 소식은 없

는데, 역병과 재해로 시름하는 국민들

의 눈총은 오롯이 여권을 향하고 있다.

경제 회생을 위한 드라이브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걸어야 하지만 0.73% 

표 차이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은 거대 

야당에 막혀 주관대로 국정을 진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를, 퇴역

한 인사를 다시 차출하거나 원내에서 끄

집어 낼 정도로 인재풀이 넉넉지 않지

만 거대 야당에선 이마저도 공격 대상이

다. 장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한편 힘들게 들여 논 장관마저도 해임 

시키려 안간힘이다. 이런 식이라면 현 

정권은 일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이 ‘1차 수술’이라면 다음 

총선을 ‘2차 수술’로 보는 여권의 시각

이 지배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뒷심을 받혀줘야 윤 

정부의 성공 초석이 마련된다는 계산

에서다.

총선의 핵심은 공천이다. 공천은 ‘공

천권’이라는 일종의 권력에서 나온다. 

권력은 그 속성상 집중되게 마련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한계이자 

현실이다. 수술실에 집도의가 한 명이

고, 두 명의 판사가 동시에 판결을 내

리지 않는 이치와 같다.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정 

세력이 공천권을 독점했을 때 총선에

서 성공했다. 실제로 친이-친박이 상

대편 ‘학살’까지 감행하면서 공천 작업

의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이명박-박근

혜 정부 때 총선의 성적표는 ‘원내 제1

당’ 이었다. 반대로 여당 소속이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내부 권력에 

반기를 든 세력이 등장했을 때는 큰 패

배에 빠졌다.

이를 간파한 여권 입장에선 ‘이준석 

파동’으로 비쳐지는 당 내홍은 하루 빨

리 수습해야 할 대상이다. 더 이상 입

바른 소리로 내부 갈등만 부채질한다

면 지금의 의석수보다 더 쪼그라들 것

은 불 보듯 뻔하다.

권력에 맞선 일부 여권 인사들로서

는 자신들의 행보가 ‘시대적 소명’이나 

‘개혁’의 일부라고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런 행보를 하기에는 정

부�여당이 갖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비천해 보인다. 당장의 끼니 때울 쌀도 

없는데, 언제 먹을지 모르는 고기반찬 

걱정하는 격이다.

지난 5년 동안 30%까지 상승한 조세

부담률이 말해주듯 국민들의 고혈 짜

내기 현상은 심화됐으나 국가 경제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

황이 안타깝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

에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과감한 경

제 정책 시도는 불가능하다. 다음 총선

에서 국회 권력을 회복하는 숙제는, 윤

석열 정부가 이대로 속수무책 정권으

로 마치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정치 구호’

5년간 수도권 3% 성장할 때 대구경북은 마이너스 성장

경제성 없고 국내 산업 기반까지 흔든 文 ‘태양광 속도전’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한 태양

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 평균 44년이 걸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립현

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태

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고려한다면 설치

비를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폐기해야 하는 곳이 태반이다.

문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일환으로 2020년 9월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

지 상향시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했다. 하지만 건물 구

조나 해당 지역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 안 

그래도 낮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태양광 관련 

설비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친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

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

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무리한 ‘태

양광 속도전’이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기반을 약화

시켰다는 지적도 많다.

태양광 발전 관련 부실�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21~2022년 조사에서 불법�부당 사례가 2천267건, 부

당 자금 지원은 2천61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교한 전략 

없이, 오직 이념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

진하는 바람에 경제성은 물론이고 사업의 투명성, 국내 산

업 기반까지 흔들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밀어붙이기의 무모함과 그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감사해 국가 정책

에 유착이나 비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인하

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내용

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

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내리면 국내총생산(GDP)이 단

기적(1~2년 이내)으로 0.21% 늘고 장기적(3년 이상)으로 

1.13%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면 GDP는 장�단기적으로 0.6~3.39%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

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1%p 낮추면 투자는 단기적으로 

0.46%, 취업자 수는 0.13% 증가하며 장기적으로는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반면 법인세를 올리면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한계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면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피해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운송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더 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법인세 인하가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반박한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는 세수가 줄지만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세수 감소분 최대치 

4조5천억 원의 3배인 13조 원이 매년 더 걷힌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한때 

47%에 달했던 법인세 평균 세율을 21.2%로 인하한 이유

가 무엇이겠나. 법인세 인하가 국가적으로 더 이익임을 체

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재벌 등 대기업만 좋은 일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통념을 이

용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부자 감세’라고 비

난한다. 경제 문제를 순수한 경제 논리로 풀려 하지 않고 정

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수도권이 연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구경

북 경제는 역성장해 우려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

면 지난 2016~2020년 대경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률은 -0.04%로 3.02%를 기록한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났

다. 충청권(2.88%), 강원`제주권(1.69%), 호남권(1.58%)

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 건수의 

경우 대경권이 63건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수도권은 1천

874건을 기록했다. 동남권(141건), 강원제주권(107건), 

충청권(95건), 호남권(72건) 등 지방과 비교해서도 대경권

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대구경북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

데믹으로 가속화된 산업 대전환은 자동차�기계�전자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

는 대구경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산

업을 세계적인 흐름인 친환경�자율주행 산업으로 전환해

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점은 뼈아프

다.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찌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축 등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분

석이 선행돼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렵다면 국내 기

업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는 규제, 인프라 등 여러 요인과 얽혀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을 포함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최하위권이라는 사

실은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외부 환경 탓을 하며 

유치와 육성 의지 없이 자포자기하면 투자 유치는 요원하

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감한 규제 개

선과 지역만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봐

야 한다. 양질의 외국인 투자와 기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노후한 산업 환경의 스마트화도 앞당겨야 한다.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앞 글자

를 따면 ‘정�비�공’이

다. 정답이 없고, 비

밀이 없고, 공짜가 없

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세상

엔 공짜가 없다’인 것 같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

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끄집어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포퓰리

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사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기본사회로 나

아가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

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

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

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 가야 한

다”고 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연설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간 

5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 재원도 마

련하지 못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

본을 보장하기 위한 천문학적 규모

의 예산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했

다.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

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

도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내년 상

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

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

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 원으로, 지

금보다 12조 원 늘어난다. 여기에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

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 비용으

로 납세자 부담은 가중할 수밖에 없

다. 텅 빈 나라 곳간은 외면한 채 표

만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란 지

적이 안 나올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

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 확대는 필연

적으로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

이를 낳기 마련이다.

어느 개그맨 유행어 중 ‘소는 누가 

키우나’가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선 

소를 키울 사람은 없고 소를 잡아 나

눠 주겠다는 정치인들과 포크를 들

고 소고기를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

는 사람들만 있다. 공짜 소고기는 

이 세상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대현 논설실장 sky@imaeil.com

공짜 소고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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