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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차관 포항 태풍 대책 논의

“이게 뭡니까”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
2월 코로나 확진됐다 회복 후 악화
나비넥타이`콧수염 트레이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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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임용
대구시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김대영(42) 산업
통상자원부 서기관을 신임 투
자유치과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신임 과장은 덕원고와 연
세대 경제학응용통계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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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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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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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영수옥 씨가 있다.
장지는 고인의 부모가 모셔진 경기 양평군 소
연합뉴스
재 가족묘다.

구미 김효숙 미술치료학박사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책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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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자녀를 소유물로 생
각하는 부모, 2장 역기능 가족병든 가족, 3장 학
대하는 부모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 4장
미성숙한 부모자녀를 지켜주지 않는 부모, 5장
자녀에게 복수당하는 부모가해자와 피해자, 6
장은 존경을 받는 부모 되기바람직한 부모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참전용사 故 조성래 씨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박은숙 씨 ‘완행열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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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수호 헌신…아들이 대신 받아
625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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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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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
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
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영주 동산고 미용과 7명 “4주간 싱가포르 현장학습 가요”

박은숙 씨 ‘완행열차’

구미시 이달의 기업 ㈜서환전자
전자제품용 필름 제조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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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기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글로벌 학습 대상자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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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경대 기자
너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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მ፨ಒᎣდ፦
 ༺ข፯ႋ ఴሞ
ૹმჀྃმ့ႋ

Ɠడ༬႟ሞဓಠ
႙ᅚၐဨ፦ებ༬
ఖႋ ມ ௩ໍರ
ၧౠ ფ ఐଁႋ Ɠ
డ༬༤අ႕၈ఉᅙ
ህᄁბೂ့๐ᄁბ
ಈೂఖႋ ᄻໂೂཙ
Ⴝ ྮრ፦ཉႋ Ɠ
డ༬ ௩ ཉ༢၈
௪ၧೂ့ၼႿ
ມბᅙྲූႿ፦
ᅙ ཉႋ ௺ებ მ
ტဏႋ Ɠడ༬ ༖
ბ ௺ ී ᅙ ဓ
ဏჂბຣထ፦ఖႋ
௺ᄤဏ፦૮ᇂဏ
༺ ፯ႋ Ɠడ༬ ႃ
ຟᄀᎥბႿ௮კ
౬፞ଔ፦ၠแ፯
ᅝྃმႽ౬ထᄁ႕ᄁ
፦ཉႋ

Y K

Ɠడ༬૬༢ม
ᄉ ༬୩ ྃ მྫ౬
ྥዧ൰ྥරᇵಈ፨
๑ᅙဓૹప൹፦ཉႋ
Ɠడ༬ၧౠඅ࿌
ရಕებ૪፯ଆ
ೂ့ ౬ ბᄉ ᄞ
Ⴢ ఴ ྗ့ ຉཉ
ႋ Ɠడ༬ ၧᅙൖ
ბ๒፦ၐය༖
 ე ᇒස၈ ์།౬
 ഀඅ ૪ᄂರ ፡
ႋ፦ಁ౬ Ɠడ༬
௩၈ಈ፨༬ેბဏ
ᅙఖႋ ჟྰ၈ ಈ፯
ଡᄀႽඅ နဏຉ
૬ ့ഌୱႋ Ɠడ
༬༬ેბఉพႽ
ၧᏬ൸ ፯ಁჀ ᇂ
့൸ႝႋ෨འ༬
ેჀᄇස፯ႋ

ఴՖ

ߤ

ࣔ

Ɠడ༬Ⴢ၈ၐႴ
ರ༬ૹႽರ༬
ఖႋထᄇೃฅྫბ
ຉ ᄤႿ ፦ඞၠႋ
Ɠడ༬ეඅ့ౝ
ᄇರ ထᄇ၈ კ፶
Ⴝ౬ሊ฿ᎥჀ፦
༺፷ຊᇂ၈ᅠᅂ፦
ཉႋ Ɠడ༬ ሠ
ᄚჀႬ፯ྮૈჀ௺
ཉႋ௺ၞ၈მ
၈ૹ ્༖፨ ჂჀ
ጼᎍ፯ႋ Ɠడ༬
ม༺ ሊೡ ဩ ཇ༖
Ⴟᅂႋ፨ებᄹ
 ರ႙Ⴝඅ ྅ᄙඊૹ
፯ଆೆ౬ Ɠడ༬
Ꭽ༖၈დᄇ๑ྮ
၈፬ଂ፦ଋ༖მ
ఖႋထྃ፦ཙ
ྫ౬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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ਇ
Ɠడ༬ซ၈ბ༢ბ
༬ଁ ྃ྇ბ௩ ሞ
፡ႋ፯ႋ༺ೌ൦႟
૰ᅛჀ ๑ರආ ፯ႋ
Ɠడ༬ ሠ 
ଟ္ჴბ༬୩ྃರ
მྫ౬൯ᅙფ
พසೄ ૪ၠႋ Ɠ
డ༬ ჟ ༬ે၈
ේฉೂ့ ጀ౹൹၈ ၧ
ධ ༬୩ ྃ მྫ౬
 ᄙ္Ⴠ ፯ ຉཉ
ႋ Ɠడ༬ ებ ྅
සಈඅ ೂᅙ ဓဏႋ
ᅠჀ ස ᎐༢ბ
ფೂರආႴၓ፦ૹ༬
ે፦ཉႋ Ɠడ༬
რྥ൦႕ დཋድົ
 ༬୩ ྃ მ૿့ႋ
ၧౠႿၐႴმૹმ
ႃྯჀ፯ຒႋ

면

݅

ߔ
Ɠడ༬ၑბဩ፯
ᅝ ྃ მ ഀม၈ ༖
ბႿଜႿ፞፦
ૹᄤჀဏႋ
Ɠడ༬ Ᏸೢ ებ
მ ሠ 
ರ႙Ⴝඅ፯ଆბೀႋ
 Ᏸೢ ૮ ഠ ፯௺ఖ
ႋ Ɠడ༬ დຊბ
ఐሞ௮კ౬Ⴒ༖
၈ૹ ფ፦ ฬൌರ
ျ ૹ მ ፦ඞ
ೄ ૪౬ Ɠడ
༬ ႓ස ᏰႽඅ
ຊბᏰೢებఖႋ
ૈᄂ፨ ჂႽඅ ప൹
፯ဨ ፬౬ Ɠడ
༬ႌྴბ༬ᅙႌ
ྴბଟ፦ೂಕეರ
ბૹ ೆ౬ ௺ ౦
൹ஐ፯ဨ፯ႋ

থ

Ɠడ༬௺์ൌᅙ
ဓಕჀ့ᅽျૹ
ೂ ༢Ꭷბ ၰ౬
ᎍข፦ૹ ಈᇒ፦ཉႋ
Ɠడ༬ೠ൦௺ຟ
൦႕ებ༬ଁ༺௬
ᇒ፦ᅙഠ፨௩၈
ૹᅂႋ፨ଋბ၈ႋ
Ɠడ༬ეᄀႽඅ෪
ଜ၈ ૹ ೂఖႋ ౠ
ထᄁ႕ᄁ፦ྮ ᅔ૪
႕ ჂჀ ᄑဨ ፯
ႋ Ɠడ༬ ಲ Ⴔ
᎙၈ఐ့༾ထೆ౬
 ᎍწ ௩ Ⴢბ
፣፯༺ྲྃ፩ྃმ
့ႋ Ɠడ༬ འი
ྃ၈ྜૹఐ့႕
კ౬ ଆᄇჀ ์අ
፦ᅙැᄹᄙ္
Ⴠ့ႋ

1

2

ਔऀ
Ɠడ༬ᄇස፡ႋ
፨ ૹ მ ᅙୠ ბ
྅ૈ ଆ౹Ⴠ ௺൸ႋ
ᅙୠႿ ଆᄇ ྮૈკ
౬ Ɠడ༬ ༤අ
႕Ⴠྮრ፦Ꭾ
፦ ᄁ၈ ᅙୠ ፦
მ ຟከ พසර
፦ཉႋ Ɠడ༬ ຉ
 ྸႿ ༖ბ მ௩
ႋ ၥ ၓდ ཟྯჀ
ೣૹೂწᎭ౦
ཇರ მ့ႋ Ɠడ
༬ ე ྲසර ፅ
౦൹Ⴠ ᅛ ಄ྰ ຌ
დ౦൹Ⴠโᄀ
ᄀႽඅ ᇾᅛ፯ႋ Ɠ
డ༬༬ેბස၈
සර ร ෨འბ
ેᄡแႽඅೡᆺ
ຊყ፨፦ඞკ౬

Ɠడ༬௺ၞ၈მ
༖  ಓ၈ ჟྰ
ბ፷ຊ፦૮နૹ
ೂ౬્༖፨௮კ౬
Ɠడ༬Ꮯ൦ಈ
අ  ྸႿ ಈඅ ፦
 ྸႿ ಈඅ ༛ ྸ
൯ૹ፦ರආ፯
ႋ Ɠడ༬ ຟᄚ፨
ຟມბ ๒༬፯ರ ಄Ꭷ
፦ᅙැሤᆹ፦ె
ଽ ರ႙Ⴝඅ ፯ଆ
ბ ೀႋ Ɠడ༬ ฿
ᅛ፶ಕებ௩၈ૹႴ
ස፨ᆋႽඅଆඇბ௩
౬Ⴢბఴბ፦ඞ
კ౬ Ɠడ༬ ැ
Ⴠფ፦ეཇଟರ
ᄤૹೂ౬ၠ༉༢ఈ
፨ ැඅ ᄤႿ ଆଟර
௺ຉཉႋ

3

4

5

6

7

8

ױ
Ɠడ༬௺႟፦
๙፹Ⴟ ဏ౯ᅙൌರ ฅ
ᄤૹೂებൌ
 ᆽ፦ರආ ፦ཉ
ႋ Ɠడ༬ Ⴝඅ
 ᄤႿ ೨ ైሞஐ ፷
፦ ར፯ຉ ბ
გბ ༬ଁ௩౬ ᆽ፦
ཉႋ Ɠడ༬ ᄚ
Ⴠ ᇋଁဨ ፩ ებ
༬ଁႋ ထຟᄁᎢൌರ
፨  ፦ ᄚჀ ᇋ
ଁ ຉཉႋ Ɠడ༬
ຣጦ፨ᅛྲသ၈༺
Ⴢბ พ૱ఖႋ ბ൩
ഀ ፯ଆຉ ྮૈ
ბ ဩკ౬ Ɠడ
༬ ᄚ ଟ ፫
ஓᏰჀ፬ሞᏰ၃
ಕეರพ༖Ꮼ፯ଆ
ೂ႕ཉკ౬

э
Ɠడ༬Ⴢಈඅ፩
ྃ ၁့ ಁಁ፦ఖႋ
෫ස ၐ፷ბൌರ ഉ௩
༺ಁಁ፫Ⴠ፯ཟ፯ႋ
Ɠడ༬ ๛႓ჟၴ
೩ბ༬୩ྃმྫ౬
 ႓༾ ௩ ფญ၈
ಈ፯༺ ෪ჿ ༬ે፦ཉ
ႋ Ɠడ༬ พᄙ૬
௺ᄇಁႿဏ౬
༢ಈၴ௺༬ેბර
ྃმჀბ፯፯
ႋ Ɠడ༬ ሼᅙ
૫ᄇ ჟ ૫ᄇ፦ᅙ
ැ ᄚ ሠଟ
มᄉරྃႬඅၪ൸
బ፯ႋ Ɠడ༬
ჟ ಱየ፨ ༬ે
Ⴠბ፯๑Ⴝ൸፦ᅙැ
ฟฟᏬჟྰ୩
Ⴠཉႋ

ص
Ɠడ༬༾፷
ರ༢ಈ႟ሞဓႽ
တೄྃმᄵ௺
༬ેჀ ᅠ፦ᅙ ཉ
ႋ Ɠడ༬ ಲ ့
ၧებმᅙᎮ
၁ბ့ၩಲຉ
 ᅙሁბ ဏᅝ ྃ
მ့ႋ Ɠడ༬ ፺
ඁ፺ྯຉ ྲའჀ ᇋ
 ૹ ႓༾კ౬
ಒᏬᎣდ፦ଆ
ᄇ፦ཉႋ Ɠడ༬
ሠಓ၈ೡᆺྥ
 ၧఖႋ ప൹ ၁ბ
ျ့ᅙ ፷႕ბ ༬ଁ
௩ ፦ඞၠႋ Ɠ
డ༬ ຟᄇᄀდ ༬ેႽ
අჂყ့൸ႝ
ႋ ௺ ᅛᅦ ႟፦
ბอᅙแ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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