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한인밀집거주

지역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

찰이 흑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에 대해

서도 편중된 공권력과 물리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물리력 행사란 용의자나 피의

자, 경찰명령 불응자 등을 제압하고 수

갑을 채우기 위해 신체 완력과 테이저

건, 수갑, 총기 등 물리적인 도구와 힘

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보고된 텍사스대학과 연구 용역 보고

서에 의하면 흑인은 물론 아시아계 주

민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이 편중돼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

월 사이 경찰물리력이 사용된 1360건

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흑인에 대한 물리력 사용 빈

도는 백인에 비해 1.8배 더 높았다. 대

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경찰물리력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페어팩

스 카운티 내 8개 디스트릭 경찰서 관

할권에서의 소수계 인종에 대한 물리

력 사용 빈도가 백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일부 경찰서 관할권

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물리력 사용이 

백인보다 훨씬 빈번했다는 점이다. 보

고서에 의하면 페어 옥스 디스트릭과 

레스톤 디스트릭에서 아시아계에 대

한 물리력 사용이 백인보다 훨씬 높았

으며, 마운트 버논 디스트릭과 맥클린 

디스트릭에서는 아시아계와 흑인에 대

한 물리력 사용 빈도가 백인을 크게 앞

질렀다.

아시아계에 대한 물리력 사용빈도

가 높은 4개 디스트릭 경찰서 관할권 

내의 아시안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이 두드러지지만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김옥채 기자

잠정주택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며 부

동산 시장이 조기 회복될 수 있다는 긍

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 레드핀에 따르

면 지난해 12월 잠정주택판매가 3% 증

가했으며, 이는 2021년 12월 이래 월간 

거래에서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

이다.  

 이외에도 부동한 업체를 통한 오프

하우스 건수와 주택 구매 문의가 증가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회복에 대한 긍

정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사이트 레드핀의 에이

전트인 안젤라 랭곤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아무도 찾지 않던 리스팅 매물

에 갑자기 두 개의 오퍼가 들어왔다”며 

“지난 4분기 전체보다도 이번 달에 더 

많은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7.08%에 이르렀던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택 판매 회복세의 주요 원인으

로 꼽히고 있다.  

 전국모기지은행협회(MBA)는 1월 

2번째 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

비 28%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자율 하락으로 월평균 페이먼트가 약 

10% 또는 180달러 정도 감소했기 때문

이라는게 MBA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첫 주택구매자에겐 2023

년이 주택 구매의 최적의 시기라는 주

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수

석 이코노미스트인 제시카 라우츠는 

“지난해 투자자 또는 현금 구매자들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첫 

주택구매자에게 올해는 내 집 마련의 

좋은 시기”라며 “월 페이먼트 부담이 

덜하고 투자자와의 경쟁이 없어 원하

는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주택구매자 비율은 26%

로 통계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이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

동산 경기 한파에 투자자들이 사라진 

지금 첫 주택구매자가 5~10% 정도 낮

게 제시하는 등 첫 주택구매자의 매입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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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

통령의 엄포에도 하원을 장악한 공화

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하원은 27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임의

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

성 221명, 반대 205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에너지부가 석유 시추 등을 

위해 연방 정부 소유의 토지와 해역을 

추가로 임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

을 경우 전략비축유의 방출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비축유 방출을 석유 시추 확대 

등과 연계한 이 법안

은 바이든 정부가 지

난해 유가 안정을 위

해 모두 1억8천만 배

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키로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캐시 맥모

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워싱턴·사진)은 

“선거가 있는 해에 눈속임으로 전략비

축유를 어떻게 남용했는지에 대해 바

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

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

수당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법률

로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평가가 지

배적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가 바

이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

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 

처리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

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다음 달에 위원

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디스크

아시아계도 경찰 공권력 편중 피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연구 용역 결과

>> 3면훈풍으로 이어집니다>> 3면 아시안으로 계속

“아시안이 백인보다 더 당했다” 주택판매 3% 깜짝 증가, 훈풍 부나

바이든 엄포에도 공화, 입법 드라이브 강공

북극이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 앞바다입니다  ‘북극 한파’에 갯벌마저 얼어붙어 북극 같은 풍

경이 연출됐다. 27일(한국시간) 오후 경기도 화성 매향2리 포구에 정박한 어선들이 얼음에 갇혀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

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조

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검

찰 출석이다.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조사실 한 곳에서 반부

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의 부부장급 검사를 차례로 마

주하게 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흐

름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들이 실시간

으로 조사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

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1부는 위례신

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주로 수사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를 지원했고 3부

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주로 

맡아왔지만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1·3

부가 같은 팀처럼 움직였다고 한다.

 통상 거물 정치인 예우 차원의 티타

임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이 크다. 앞서 성남지청도 티타임을 제

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이 대표의 일방적인 토요일 출석 통보

로 허를 찔린 검찰은 방대한 조사 분량

을 고려해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소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측이 동의한다면 밤샘 조

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의혹 수사는 1

번에 매듭짓더라도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별건의 의

혹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

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는 최근 경찰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

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

납 의혹과 불법 대북지원 의혹에 이 대

표가 연루돼 있는지 추적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 등 아직 수사에 착수

조차 못한 의혹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소환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에

는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추가

로 밝혀내 추가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며 “이 대표는 한동안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을 맞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 여

사가 27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한

남동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정

치인과 공식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초대해 2

시간 가량 식사를 대접했다. 김영선·김

정재·임이자·김미애·배현진·양금희·이

인선·조은희·황보승희 의원 등 9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

원이 참석했다. 메뉴는 짜장면 등 중식

이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

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도운 것에 감

사함을 전하고 해외순방 성과, 사회적 

약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제가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

다. 편하게 말씀해달라”며 운을 띄웠

다. 화제가 사회적 약자 문제로 자연스

럽게 흘러가자 김 여사는 “제가 평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을 만나

는 것을 많이 하고 싶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을 만나겠다”

며 “낮은 곳에 가서 위로하는 자리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은) 소록도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동안 코로나 방역수

칙 때문에 못 갔다.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여성들이 사회생활도 하

고 가정도 살펴야 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게 얼마

나 중요한 것인지 최근 많이 느끼고 있

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

트(UAE), 스위스 해외순방에 동행했

을 때의 일화도 소개했다. 김 여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알베르토 자코메

티 재단을 방문했을 때 과거 관련 작품

을 전시 기획을 했던 경험이 떠올라 무

척 즐거웠다”며 웃었다고 한다. 김 여사

는 코바나콘텐츠 대표로 2017∼2018년 

서울에서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

별전’을 기획했다.

김 여사는 해외순방에서 자신이 들

었던 국내 디자이너 제작 가방이 화제

를 끌며 품절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

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에게 활동비

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제

품은 사지도 못한다”며 “국내 디자이

너들이 만든 중저가 의류나 장신구, 가

방을 쓰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제품이 

해외에 알려지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

했다.

오찬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연애담도 화제였다. 김 여사는 “저는 은

연중에 ‘결혼을 못 할 것이다. 안 할 것

이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윤 대통

령)를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며 “저보다 눈물도 많

고, 저와 정반대로 요리도 잘하고 마음

도 여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어 “제가 아니면 남편을 구제해줄 사람

이 없었지 않겠냐”고 해 좌중에 웃음

이 터졌다고 한다.

김 여사는 외부 일정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보수의 

심장’이자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적

지 않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운집

한 시민들에게 머리 위로 손 하트를 만

들어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쪽방촌 방문 등 공식일정만 18개를 소

화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야권이 제기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다는 신호여서 김 여사가 더 자신 있게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전민구 기자

정치A2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1일(수) 41~30

2일(목) 37~23

3일(금) 38~22

29일(일) 49~42

30일(월) 54~38

31일(화) 42~32

워싱턴 날씨 (℉)

1월 28일(토) 55~38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당시 한국하우징

기술 전 대표 김인섭씨와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이 최근 경찰 조사

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씨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50m 옹벽 아파

트’ 신축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2005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그가 2015년 1

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지 한 달 만에 성남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사업이 급진

전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아

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사업 지분 5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김씨

는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법

률자문위원장실을 통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

의 김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아시

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씨는 경찰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인

섭씨가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소개

를 받았다”며 “사업지분 50%를 주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했다. 정씨 주변의 다

른 인물들도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성남시 사업

을 따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김씨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 115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다. 정 전 실장은 구속되기 전인 지

난해 10월 소환, 이달 초 구치소 접견 등 두 차례 

조사에서 “김씨와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연락을 받

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나 경찰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사람이 115차례에 걸쳐 통화

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통지서에 적시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성남시 도

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백현동 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

난 1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경찰이 송치한 김씨

의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았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다른 백현동 사건도 서

울중앙지검에 이송한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김인섭과 통화 안 했다”던 정진상, 1년간 115차례 통화

이재명, 올해만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저 아니면 누가 尹 구제했겠냐”
김건희 여사 연애담 빵터졌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식당 어니스트 그릴(대표 이완

복)이 워싱턴 지역 유력 매체 워싱

토니안이 꼽은 ‘워싱턴 지역 100대 

레스토랑’에 선정됐다.  

워싱토니안은 어니스트 그릴에 

대해 “고기 숙성룸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설계된 고급 한국 바비큐 

식당”이라며 “숙성 정도에 따라 표

시를 달리하는 등 최고급 프리미엄 

소고기를 사용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갓과 백김치 등 가정식 반찬

이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프라이빗을 강조한 

테이블 배치가 눈에 띄고 실용적인 

와인이 구비돼 있으며 독특한 소고

기 타르타르(육회) 등 이색적이고 

풍미 높은 요리를 자랑한다고 덧붙

였다. 

어니스트 그릴 이완복 대표는 “양

으로 승부하는 한국식 바비큐에서 

조금 벗어나 독특한 방식으로 숙성

시킨 질 좋은 고기를 선보이고 있어 

코리안 바비큐를 처음 접하는 외국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일반 고깃집과는 차별화된 프

라이빗 공간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서비스를 좋게 평가해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을 이곳으로 초대 해야겠

다’고들 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토니안은 2020년부터 

100대 최고 레스토랑 명단을 발표

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식당업계의 커다란 변화에 발

맞춰 기존의 전통적인 식당 외에도 

캐리아웃과 팝업 식당, 푸드트럭까

지 총망라했다. 

올해에는 어니스트 그릴 외에도 

‘안주’(Anju, 1805 18th St., NW 

DC), ‘치코’(Chiko, 423 Eighth St., 

SE DC)등 워싱턴DC의 퓨전 한식

당도 명단에 올랐다. 김윤미 기자 

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회장 

손경준)가 27일 애난데일 한강 식당에

서 이사회를 열고2022년도 감사 및 운

영 결산보고, 2023년 운영 계획 발표 

및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사회에서 손경준 회장은 “참전 유

공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미국 수

도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인단체”라

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나라 지킨 유공자들보다 

소위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을 더

욱 중요시하는 과거 정부의 행태가 개

탄스럽다”며 “나라 위해 진짜로 피 흘

린 우리들이 모두 세상 떠나기만 바라

는 것 같다”고 쓴소리 하기도 했다. 

손경준 회장은 이어서 “노령화로 회

원들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단체도 

와해되겠지만 마지막까지 한미동맹의 

핵심적 동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

혔다.  

한편 김지호 감사가 발표한 감사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1만50

달러, 지출 1만 818달러였으며 잔액은 

4,962달러였다. 수입은 이사 및 회원들

이 약 5천 달러를 모았고, 5천 달러 기

부로 이뤄졌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창립31주년 기념행사에 4천 달러가 소

비됐고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및 각종 

단체에 대한 기부 등으로 회비가 사용

됐다. 

지회가 마련한 2023년도 운영계획

은 다음과 같다. 창립기념총회, 제73

회 6.25행사, 재향군인의 날 추모행사 

개최 및 메모리얼 데이 행사, 7.27행사, 

국군의 날 행사 참가 등이 예정됐으

며, 유공자 회원 관련으로 상부회 운

영, 회원 방문, 시민권 유공자 국립묘

지 안장 안내 등이 계획됐다. 지역사회 

참여확대 부문으로 노숙자 돕기, 한미

단체 유대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박세용 기자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종합 A3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 이사회 

감사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돼 

“우리가 바로 한미동맹 핵심 단체” 한식당 ‘어니스트 그릴’ 

워싱턴 100대 레스토랑 선정 

 UV불빛으로 미세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일

정한 온도로 고기의 질감과 신선도를 유지하

는 어니스트 그릴의 ‘숙성룸’

6.25 참전유공자회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1면훈풍에서 이어집니다

주택 가격 하락세라는 점도 첫 주택구

매자에겐 호재다. 지난해 12월 가주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이 최대 5%까지 

내렸다. 올해도 이러한 내림세가 이어

져 최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

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신규 주택 리스팅 수는 

감소했지만, 기존 주택 판매가 부진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

에 전체 매물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

배 가까이 많아서 첫 주택구매자의 선

택 옵션도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가주에서는 조만간 집값의 

20%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정부와 양

도 차익을 나누는 가주 정부의 ‘드림포

올 프로그램을 시행 준비 중이며 3%

대의 모기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CRA 프로그램이나 LA시와 LA카운

티의 재정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내 집 장단의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

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택 시장에 대

한 조기 회복을 진단하는 것은 시기상

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국 통

계로만 보면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분절화

(Fragmentation)가 심해서 지역별 체

감이 다를 수 있다”며 “주택 시장이 활

기를 찾는 3월까지 더 지켜봐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백악관서 설 축하 사자춤 공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처음으로 백악

관에서 열린 음력 설 축하 행사에 참석해 

사자춤 공연을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를 언급하며 아시아계 혐오 범죄 

종식을 강조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센터빌 관할권

의 셜리 디스트릭과 애난데일 관할권

의 메이슨 디스트릭 경찰서 관할권에

서는 히스패닉이 백인보다 물리력 사

용빈도가 높았다. 

흑인은 주로 마운트 버논 디스트릭 

경찰서 관할권에서 백인에 비해 물리

력 빈도가 훨씬 높았다.

이런가운데 워싱턴DC경찰국도 최

근 경찰 물리력 행사가 2년 연속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했다. 

DC경찰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21년 경찰 총기 물리력 행사 건수는 

24% 이상 증가했다.  작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85% 이상은 흑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김옥채 기자 

>> 1면아시안에서 이어집니다



뉴욕·뉴저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음

악가들로 구성된 벨칸토 인터내셔

널 소사이어티(이하 벨칸토·회장 주

성배)가 유엔으로부터 ‘특별 협의 지

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주성배(사진) 회장은 27일 “유엔 경

제사회이사회는 23일 뉴욕 유엔본

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비정부 기구

(NGO) 110개 조직에 이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며 “재미동포 단체로는 

유일하게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

티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벨칸토는 공익서비스와 공연예술로 

전쟁,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다는 취지

로 2009년 창립된 비영리 단체다.

오페라 가수와 연주자 등 60여 명으

로 구성된 벨칸토는 그동안 유엔과 지

역사회, 연방 의회, 연방정부 기관들, 

주 사법단체, 한인사회 등에서 230여 

차례 문화공연을 했으며 청소년과 대

학생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유엔은 NGO에 ‘일반 협의 지

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 

협의 지위’, ‘명부상 협의 지위’(Roster 

Consultative Status)를 준다.

이들 유형에 따라 단체의 권한과 의

무가 달라지는데, 벨칸토가 획득한 특

별 협의 지위는 일반 협의 지위보다 권

위가 있어 대외활동에 공신력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는 지난 

19일 이번에 첫 임기를 시작한 홍수정

(Soo Hong공화103지구사진) 하원

의원을 당 플로어 리더(floor leader)로 

임명했다

 플로어 리더란 당을 대표하는 대변

인으로 홍수정 의원은 임기 동안 정당

의 입법 안건을 주

도하게 된다 이번

에 임명된 공화당 

플로어 리더는 총 

네 명으로 홍 의원

을 제외하고 다 재

선된 의원이다 홍 의원은 로렌 맥도날

드(26지구) 윌 웨이드(9지구) 매튜갬

빌(15지구) 의원과 플로어 리더 역할을 

나누게 된다

 플로어 리더는 주로 주지사를 대신

해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 과정 전반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지아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

(이병현)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

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

처는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황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전쟁이 끝

난 뒤 19년 6월 프랑스 파리의 파리강

화회의 한국대표부에 활동했다.

이후 3·1 운동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

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다 23년 

심장마비로 생을 마쳤다. 정부는 95년 

그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했다.

그의 생애는 유진 초이의 캐릭터에 

영감을 줬다고 한다. 보훈처는 황 지사

의 유해를 올해 미국 뉴욕의 마운트 올

리벳 공동묘지에서 봉환할 계획이다.

또 6ㆍ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로 낙동

강 전선의 붕괴를 막은 백선엽 장군 동

상을 세우기로 했다.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올라간다. 참전유

공자 사후에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

련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

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등

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몰ㆍ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

서적으로 돕는 ‘히어로즈 패밀리’를 적

극 추진한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 대한민국 역

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만들고, 용산공

원 임시 개방 공간에 31억원을 들여 보

훈 상징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

 이철재 기자

마흔 다섯 적지 않은 나이에 경찰

의 꿈을 이뤄낸 한인 남성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한인 15세 안태

용(영어명 루크 안)씨

 안씨는 지난해 7월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뒤 24주간의 아카데미 교육을 마

치고 26일 랜초쿠카몽가 어번던트 

리빙 패밀리 교회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안씨는 오랜 꿈이 이뤄져 

너무 기쁘다며 곁에서 많은 격려

와 기도로 아낌없는 지지를 보여

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고 말했다 

 중학교 시절 이민 온 안씨는 강

인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미국 경찰

을 보며 선망했고 경찰이 되는 꿈

을 꿨다

 안씨는 항상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경찰의 모

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고 꿈을 키

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분 문제와 언어에 대한 

부담감 또 첫째가 태어나면서 가

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경찰의 꿈을 접어야 했

다 이후 안씨는 카페테리아 음식 

도매 등 개인 사업을 했고 치과의

사인 아내를 도와 병원에서 근무하

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 지

난 2020년 뉴스에서 흘러나온 조

지 플로이드 사건은 잊고 있던 그

의 꿈을 깨웠다 안씨는 TV를 함

께 보던 아내가 아직도 경찰이 하

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문득 마음

에 미련이 여전한 게 느껴졌다며 

살면서 경찰 유니폼이라도 한번 입

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도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전은 쉽지 않았다 늦은 나이

에 머리와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체력 시험에 15마일을 13분 

안에 완주해야 하는 데 17분이나 

걸렸다며 LA경찰국(LAPD)과 

LASD 공항 경찰 가디나와 토렌

스 경찰국 등 26곳이나 지원했는데 

모두 낙방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

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고 전했다 자녀가 셋인 안씨는 육

아에 직장까지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아이들이 모두 자는 새벽마다 

나가 동네를 뛰며 체력을 단련시켰

다 비가 와도 훈련을 게을리한 적

이 없다 

 그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안씨

는 지금 살고 있는 이스트베일 지역 

인근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에 합격했다 안씨는 치노힐이나 

랜초쿠카몽가 등에도 한인들이 많

이 사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며 또 

팬데믹을 거치며 경찰 이미지가 많

이 실추돼 안타깝다 본이 되는 경

찰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남기

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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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낙방  45세에 경찰됐다

26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아카데미를 졸업한 안태용씨가 졸업식이 거행된 랜초쿠카

몽가 어번던트 리빙 패밀리 교회에서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태용씨 제공] 

‘미스터 선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

한인 안태용 SB셰리프 탄생

중학교 때 이민와 경찰 선망

신분ㆍ결혼 등으로 접은 꿈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자극

지난 14일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시

애틀 ‘레이니어 데리야키’ 식당의 업주 

김한수씨(58)가 한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샘김(23·사진)의 아버지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샘김의 소속사인 ‘안테나’는 26일(한

국시간) “샘김의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음 깊이 전

해질 수 있도록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

주면 감사하겠다”

고 밝혔다.

 주변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이 

식당을 인수해 어

렵게 운영해 오던 

중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함께 일

을 돕는 딸이 보는 앞에서 괴한들에

게 허망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24일 시애틀에서 열린 장례 예배에

는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유영숙 시애

틀한인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샘

김이 어머니를 위해 작곡한 노래 ‘돈 

워리(Don’t Worry)’를 아버지를 위한 

노래로 바꿔 헌정해 참석자들이 눈물

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샘김은 지난 

2014년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3’

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2016년 데뷔

했다.

총격 사망 한인업주 가수 샘김 부친

동포 음악단체 벨칸토, 유엔 ‘특별협의지위’ 획득

조지아하원 공화 원내대표, 초선 한인 홍수정 의원 임명

황기환 지사의 초상화.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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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공립학교 학생들의 표준학력

이 팬데믹 이후에 매우 느리게 회복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랜드 교육부의 최근 발표에 의

하면 3-8학년의 영어 실력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학

은 해당 학년 적정 학력에 이른 비율이 

22%에 불과했다. 학력이 가장 높은 몽

고메리 카운티도 31%였다. 보고서는 

2022년 봄에 치뤄진 표준학력시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모든 학

생 성공법(ESSA)’에 의해 3-8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의 학력을 측정해야 한다. 메릴랜

드 학생들은 2017년에 비해 영어 적정 

학력 통과 비율은 4% 정도 높아졌다. 

하지만 수학은 3학년의 경우 44.7%에

서 24%로, 8학년은 42%에서 18.2%로 

떨어졌다. 

아시안은 53%로 가장 높았으나 팬데

믹 이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흑

인은 10%, 히스패닉은 11%에 불과했

다. 백인은 36%였다.

 김윤미 기자

3-8학년 수학 통과 비율 22% 불과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A5DMV 로컬

6세 초등학생의 교사 총격사건이 발

생하기 전에 이미 세차례에 걸쳐 신

고가 있었으나 학교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을 키운 것으로 드

러났다.

가슴에 총격을 당했던 애비게일 

즈웨르너 교사(25사진)의 변호인 측

은 “학교 당국이 접수된 신고만 제대

로 처리했다면 젊은 교사가 가슴에 

흉탄을 맞고 중상을 입는 사건을 예

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뉴폿뉴스 

시티 교육위원회와 리치넥 초등학교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11

시15분 한 학생이 교사에게 권총을 

꺼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 학생이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

은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범인

을 격리시키고 몸수색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또다른 학생이 11시30분 또

다시 동일한 신고를 했으나 학교 당

국은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았다. 오전 12시30분경 또다른 신고

가 접수되자 한 교사가 학교에 이를 

알리고 범인과 동료 학생들이 휴식

시간 운동장에 나갔던 리세스 시간

을 이용해 범인의 가방을 수색했으

나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범인이 

총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운동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한 학생은 범인이 총기를 

꺼내 보여주며 “누군가에게 신고하

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전

했다. 학교당국은 범인의 가방 뿐만 

아니라 몸수색을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후 1시경 한 학교 직원은 범행이 

임박한 시간 범인의 몸수색을 허용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당국은 

“하교 시간이 다가오니 조금만 기다

리자”는 답변을 들었다. 범행은 오후 

2시 즈웨르너 교사의 수업시간에 발

생했다. 

범인은 즈웨르너 교사의 가슴을 

정확히 겨누고 총격을 가했으며, 즈

웨르너 교사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손으로 가려 손과 가슴 모두 관통상

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학교 총격범 중 상당

수는 총기를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

며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론 애스터 UCLA 교수는 “학교 내 

총기 사건 중 상당수는 범인이 스스

로 다른 학생에게 총기를 보여주면

서 발각된다”면서 “특히 어린 학생일

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한데, 학교 당

국이 이를 등한시함으로써 대형 사

고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애스터 교

수는 “사건을 인지한 순간 경찰에 신

고하고 범인을 격리한채 심문을 벌여

야 하며 동시에 부모에게 연락해 주

택 내 총기 소유와 안전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전했다.

드웨이 코넬 버지니아 대학(UVA) 

교수는 “총기 관련 신고를 접수한 학

교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만, 상당수의 학교는 경찰 신고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

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

년 미시간주 옥스포드 고교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범인의 총기 휴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으나 학교 

당국이 경찰 신고를 늦추면서 모두 

네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김옥채 기자

6세 총격사건, 3차례 사전경고 외면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에서 마약 해독

제를 사용하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이번 학기(2022년8월-2023년6월) 공립

학교 내  마약 과용 해독제 낼낙손 사용

횟수가 11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7

번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 집중됐다. 

마크 얼릭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는 

특별 성명을 통해 “지금은 위기 상황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카운티 교육청은 “학교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하교 후 중독 사고는 훨씬 더 많

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메릴랜드의 각 

지역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방문해 마

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

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심지어 락빌 고교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해독에 필수적

인 낼낙손 투약 방법을 시연하는 행사

를 개최하기도 했다. 낼낙손은 오피오

이드 계열 마약 과용으로 호흡곤란 증

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투약해 일시적

으로 호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물로

서 주사제와 비강 스프레이가 있다.

이 약을 투약하면 3-5 분 이내에 느

려진 호흡을 회복시킬 수 있다. 낼낙손

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

야 구입할 수 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

랜드 등 50개주와 워싱턴D.C.는 특별법

을 적용해 처방전 없이 시중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 세명의 

고교생이 학교 안에서 펜타닐 복용으

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가 낼낙손 투약

으로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세명은 시

기를 놓쳐 사망했다.  

페트릭 카푸난 교육청 의료국장은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모든 커

뮤니티 일원이 펜타닐 중독 문제를 더

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메릴랜드의 펜타닐 중독 사망자는 

2012년 29명에서 작년 2313명으로 증

가했다. 김옥채 기자

학교 내 마약해독제 사용 크게 늘어

“하교시간 기다리자”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낼낙손 투약 방법 설명회도 가져

MD 팬데믹 후유증 심각

아시안도 크게 떨어져

Specia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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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독

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난을 이

어갔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

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은 원하면 우크라이나에 지

시해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열쇠

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그 열쇠

를 쓰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무기를 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전차 지원 결정을 비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

언이 “진실에서 멀지 않다”라고도 했

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

어에서 “전차가 오고 나서 그다음은 핵

탄두가 될 것”이라며 “이 미친 전쟁을 

지금 끝내자. 그렇게 하기엔 너무 쉽다”

라고 적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이 주력 전

차를 대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발표한 이튿날인 지난 26일에도 “미국

과 유럽의 모든 행동을 이번 분쟁에 대

한 직접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미국이 우크라이

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

전을 벌이고 있으며,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자

국의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을 중요 국

제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확

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지난 수

년간 와그너 그룹을 아무 근거 없이 악

마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러시아군 간부 및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 등의 자

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것

을 두고는 “우리는 갈수록 제재 하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

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소말리아에서 극단주

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글로벌 

자금책인 빌랄 알 수다니를 비롯한 조

직원 11명을 제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사진) 국방부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5일 소말

리아 북부 산악 동굴 지역에서 특수작

전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빌랄 알 수다니 등 소말

리아 IS 수뇌부를 겨냥해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알 수다니는 아프

리카 내 IS의 세력을 키워왔으며 아

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전 세계 IS 작전

을 위한 자금 조달도 맡아 왔다”고 설

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알 수다니는 소말리아에 있는 근거지

에서 아프리카뿐 아니라 IS의 아프간 

지부 격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

을 포함, IS 지역 조직들을 위한 자금

을 제공하거나 조정했다.

그는 IS 합류 전에는 소말리아의 극

단주의 단체 알샤바브에서 대원 모집

과 훈련을 맡았던 것

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몇 달간 준비

한 이번 작전을 지난 

주 보고받았고, 이

번 주에 작전 실행을 

최종 승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과 동맹국들을 더 안전하게 해줬다”며 

“국내외 테러 위협에서 미국인들을 보

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반

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수다니를 사살한 과정 

등을 포함해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내

용은 밝히지 않았다.

AP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당초 알 수다니를 생포

하려 했으나, 작전 실행 과정에서 불가

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에서 이번 작전에 관련된 

미국인 1명이 군견에 물린 것 외에 미

군의 다른 피해는 없었고 민간인 사상

자도 없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

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도 급등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소비

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

다 5.0%,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

고 27일 밝혔다.

11월(5.5%)보다 오름폭이 눈에 띄

게 줄어들어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

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7%에 육박하며 40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던 PCE 가격지

수는 최근 6개월간 꾸준히 둔화하

는 추세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

년 동월보다 4.4%, 전월보다 0.3% 

각각 올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집계

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다. 연준

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

는 근원 PCE 가격지수 역시 14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의 상승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

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등한 에너

지 가격이 안정된 데다 연준의 공격

적인 금리인상으로 소비 지출과 기

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특

히 상품 소비지출은 0.9% 급감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음주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서 금리인상 속도를 더 늦출 것이 확

실시된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 후 작년 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연

준은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로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언제 금리인상을 중단할

지에 관한 연준 내 논의도 더욱 활발

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통화긴

축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연준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원 물가상승률

이 연준 목표치인 2%의 두 배를 훌

쩍 넘는 수준이고 노동시장 과열도 

아직 식지 않고 있어 2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

다는 관측도 나온다.

15개월만에 최소폭 상승

러, 서방에 연일 비난 공세…“바이든, 종전 열쇠 갖고도 안써”

미, 소말리아 IS 상대 특수작전

“글로벌 자금책 등 11명 제거”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에

‘코로나 조정관’제프 자이언츠 임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프 자이언츠(56·

사진)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성명을 내고 

“나는 제프 자이언츠가 정부 내에서 가

장 힘든 일 중 일부에 대응하는 것을 지

켜봤다”면서 그의 비서실장 발탁을 공

식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인 자이언츠 신임 비서실

장은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

동의장 출신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해 4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

하는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 겸 대통

령 자문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내 

2억2천만 도스의 백신을 접종하는 정

부 노력을 주도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전시 수준에

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

진 감염병)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물밑에서 

바이든 정부 후반기 인사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차기 비서

실장으로 이름이 계속 거론돼 왔다.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며 주로 민간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바이든 대

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오바마 

정부 때 공직에 진출했다.

자이언츠 신임 비서실장은 오바마 정

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

국장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

법, 반도체지원법 등의 입법을 집행하

는 역할을 맡게 됐다.

하원 주도권이 야당인 공화당에 넘

어간 것과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의 임

기 후반기 국정 초점은 새로운 입법보

다는 기처리된 법안의 온전한 시행으

로 이동하고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것이 제프가 할 일이다”면서 “향후 큰 

과제는 우리가 통과시킨 법안을 효과

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전

문가인 자이언츠 비서실장을 낙점한 

이유도 각종 입법의 성공적인 시행 차

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이언츠 비서실장은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정무 문제는 애

니타 던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계속 담

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

다는 전망도 일부 있다.

자이언츠 신임 비서실장은 또 바이

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을 앞두

고 불거진 기밀 문서 유출 문제를 대응

하는 역할도 하게될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사저 등에서 바

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기밀문서가 수차 발견되면서 특

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을 강도높게 비판하던 차에 바이

든 대통령도 같은 문제에 연루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태다.

하원을 무대로한 공화당의 정치 공

세 대응도 신임 비서실장의 임무가 될 

전망이다. 앞서 론 클레인 초대 비서실

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0여 년간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

에서 보좌했던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

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전

의 9명의 비서실장 중 8명보다 더 길게 

근무했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

다”면서 “첫 번째 임기의 절반인 지금

이 새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적기”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의 사직은 바이든 

정부 백악관 및 내각에서 사실상 첫 주

요 인사 교체다. 이에 따라 백악관 내에

서 주요 참모들이 재선 캠페인으로 이

동하거나 사직하는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인 비서실장도 물밑에서 재선 

캠페인 등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각의 경우에는 아직은 교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비

서실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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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꾸며진 게 없을까 하고 또 왔다.”

　여의도 더현대서울을 재방문했다는 

김나연(19)씨는 놀이기구를 찾듯 남자

친구와 인증샷 장소를 물색하느라 걸

음이 바빴다. 옆의 강다예(19)씨는 친구

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트리 전경 찍기

에 실패했다. 강씨는 애써 웃음을 참으

며 “부산 용호동에서 왔는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전시 보러 왔다 들

렀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더현대서울 5

층 ‘사운즈 포레스트’는 눈 내리는 크리

스마스의 마을을 그대로 갖다놓은 듯

했다. 포토존엔 엄마와 아이, 커플 등 대

여섯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줄을 섰다. 

정모씨(16)는 “첫 방문인데, 5층에 이쁜 

데가 있다 해서 학교 마치고 바로 왔다”

고 말했다. 과연 ‘MZ(1980~2000년대 출

생)성지’, ‘MZ놀이터’였다.

‘에루샤’ 3대 명품 없는 유일한 백화점

2주 뒤 다시 찾은 더현대서울엔 여전히 

2030세대가 붐볐다.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너나할 것 없이 핸드폰을 

들고 인증샷 찍기에 한창였다. 5층은 그

새 봄이 찾아온 듯 녹음으로 변해 있었

다. 김영은(29)씨는 ‘인생네컷’ 포토프

린터가 설치된 작은 식물원 안에서 ‘나

만의 공간’인마냥 포즈를 취했다. 김씨

는 “지방에서 올라 왔는데 기념사진도 

남기고 뿌듯하다”며 미소 지었다. 이날

(17일)은 되레 지하 2층에 인파가 더 몰

렸다. 아이돌 ‘몬스타엑스’ 팝업스토어

가 열려 입장 대기줄이 늘어섰다. 3년째 

팬이라는 김우령(23)씨는 “춘천에서 이

거 보려고 올라 왔다. 첫날에 오픈런을 

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었다”며 친구와 양손 한아름 MD

상품(굿즈)을 들고 앞을 떠날 줄 몰랐

다. 각 층마다 가지각색을 연출하고 있

는 더현대서울엔 기존 백화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21년 2월 문을 연 더현대서울은 

‘여의도’라는 서울 중심지와 다소 떨

어진 입지와 3대 명품 브랜드 ‘에루

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없

는 유일한 백화점으로 시작해 지난

해 매출 신장률 43.3%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매

출 신장률 1~3위는 대전 신세계아트

앤사이언스가 159.4%(8646억7600

만원)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동탄

이 90%(4475억원), 더현대서울이 

43.3%(9509억300만원)를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더현대서울은 다

른 두 지점이 개점한 2021년 8월보다 앞

선 2월에 개점한 것을 감안했을 때 2022

년 매출 신장률 1위라고 봐도 손색이 없

다는 평가다. 더현대서울 관계자는 “아

예 ‘MZ세대 공략’을 결과값으로 정해

놓고 추진했던 게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더현대서울이 새로 쓴 백화점 공식은 

뭘까.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새로웠고, 선명했다”라고 표현했다. 구

매력이 약해 타겟으로 삼지 않던 2030

세대를 선명한 타겟으로 설정했다는 점

이다. 이수진 서울대 소비자트렌

드분석센터 연구위원도 이에 주

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 공식

은 ‘타겟을 좁히고 커버리지는 넓

히기’다”라고 평했다. MZ세

대로 타겟층을 한정하되 영

향 범위를 전국, 글로벌 상

권으로 확장했다는 것이

다. 그는 “이로 인한 커뮤니케이

션, 공간, 광고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폭발적 성공을 이뤄 유통 트렌드를 뒤

흔들어 놨다”고 말했다. 기존 ‘압구정의 

VIP 4050세대 타겟’이라는 백화점 공식

을 깨고, MZ세대를 주축으로 유통 트

렌드는 180도 바뀌고 있다.

2030세대 구매보다 즐기는데 더 관심

유통업계에서는 4명의 가족 단위로 대

량의 상품을 쌓아놓고 파는 ‘창고형 매

장’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넓은 주차

장을 갖춘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생필품

과 일주일치 식료품을 카트에 담는 형태

의 쇼핑문화에 MZ세대는 큰 관심을 보

이지 않는다. 물건은 온라인으로 주문

해 다음날 새벽에 받으면 그만이다. 이

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온라인에

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새로운 제

품을 경험하는 공간을 원한다. 이마트, 

코스트코 대신 이케아, 스타필드 같은 

복합문화시설을 찾는 이유다. 김민정 숙

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 타겟층이 MZ세대가 되면서 1인 가

구가 많은 2030세대와는 거리가 먼 대량 

물품 판매점의 형태보다 시각적으로 즐

기는, 놀이를 위한 공간 조성이 유통 트

렌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

화점 역시 이같은 추세에 맞춰 탈바꿈 

중이다.

　대표적 예가 더현대서울이다. 눈에 띄

게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간 혁

신’이다. 김난도 교수는 “MZ세대는 정

체성 욕구가 유난히 강해 이들의 페르

소나에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혁

신이 핵심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17

일 더현대서울 1층엔 기존 백화점의 명

품 브랜드로 가득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프랑스 명품구두 브랜드 ‘크리스

찬 루부탱’ 대형 팝업전시관이 한가운

데서 진행 중이었다. 아시아 최초로 진

행된 이 팝업은 인스타그램에 ‘#크리스

찬루부탱’으로 3만8000건이 올라와 있

다. 업체 관계자는 “토요일에만 1만1000

명 정도 왔다”며 “3040세대가 주 고객층

인데 1020세대도 사진 찍으러 많이 방문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팝업을 연다고 알

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들 알고 찾아

온다”며 “MZ세대에게 팝업스토어는 

다채로움과 한정시행이라는 점이 매력 

요인이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

리는 게 그들이 소통하는 법”이라고 짚

었다. 더현대서울은 지난해 상반기만 

150개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 특히 

지하 2층 ‘크레이티브 그라운드’를 아

예 팝업 전문관으로 대형 공간을 비워

놓는 과감한 전략을 취했다. 백화점 업

계 관계자는 “요새는 브랜드 입김이 강

해 우리가 ‘을’일 정도”라며 “그만큼 트

렌드 강자들이 들어오는거라 ‘윈-윈’ 전

략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MZ세대가 

더현대서울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지하 1층(23.1%), 지하 2층(15.4%), 6층

(10.5%)으로, 주고객층은 30대(37.6%)

다. 백화점 신흥강자들 역시 ‘MZ놀이

터’ 조성에 뛰어드는 이유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선 지하 1층 ‘스

모어마켓’의 인생네컷 부스나 포토존

을 살린 팝업스토어 ‘노.닷.프라이즈(노

점상)’가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동

탄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족이 많은 신

도시 특성을 살린 게 특징으로, 구매고

객 평균 나이는 30대”라고 말했다. 1년 

새 매출 8000억원 달성, 지난해 충청권 

백화점 1위를 하며 지각변동을 일으킨 

대전 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역시 체험

시설이 매출의 45%를 차지한다. 과학관 

‘넥스페리움’, 지하 1층 4200t의 ‘대전 엑

스포 아쿠아리움’, 6층 ‘스포츠몬스터’

가 대표 시설이다. 지난 주말 스포츠몬

스터를 방문한 오혜린(24)씨는 “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예약

하고 갔다. 시간 제한이 2시간이라 아쉬

웠다”며 “볼거리, 먹을거리도 많아 반려

견과 자주 놀러 간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현대서울의 새 공식은 ‘공

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게 반전이

다. 시간까지 디자인했다. 김난도 교수

는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한 리테

일테크로 시간을 번 전략”이라며 “확보

된 시간으로 자신만의 공간 활용이 가

능하도록 디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무인매장인 더현대서울 언커

먼스토어(6층)가 그 예다. 현대백화점 

앱페이를 통해 퇴장 시 들고나온 물건이 

자동결제돼 시간을 단축시켰다. 대구에

서 방문한 전성모(36)씨는 “내부 직원이 

없어 부담 없이 살펴볼 수 있고, 계산한

다고 줄 설 필요도 없어 좋았다”며 “재

밌는 콘텐트가 있으면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동탄의 하고(Hago) 디자

이너 편집샵인 ‘#16’도 비슷하다. 쇼핑 

전용 앱으로 의류 태그를 스캔한 뒤 매

장에서 결제하면 자동 배송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새 공식이 백화점 

매출로 이어지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

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에루샤

처럼 다 아는 브랜드보다 숨어 있는 괜

찮은 브랜드를 찾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의 마음을 공략했다”며 “메타버스 등 온

라인에서 채울 수 없는 오프라인의 ‘경

험 가치’를 MZ세대를 포함 모든 소비자

가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

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MZ세대의 SNS 

소통을 통한 홍보효과, 확장성은 1명, 한 

지역의 구매력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렇

기에 유통업계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주

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경기

침체’, ‘오프라인+온라인 채널’ 변수를 

타고 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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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선명하게” MZ세대 공략해 대성공  한국 백화점 공식 바뀐다

, ,  ‘MZ놀이터’ 더현대서울 내부의 팝업스토어, 포토존엔 셀카 사진을 찍는 2030세대로 붐빈다.  포토프린터에서 뽑은 ‘인생네컷’ 사진. 더현대서울 1층의 크리스찬루부탱 팝업스토어 전경.  최영재 기자

유통 판도 바꾸는 백화점 신흥 강자들

매장보다 ‘MZ놀이터’ 더 만들어

사진 찍어 SNS 올리는 팝업 북적

자동 결제·배송으로 줄 설 필요없어

절약한 시간 콘텐트 즐기는데 사용

포토존 살린 롯데동탄도 급성장

대전 신세계, 과학 체험시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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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풀립(Full-lip)으로 가득 채워 

발랐죠, 보세요.”

　지난 26일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에서 진행된 프랑스 화장품업체 ‘입생로

랑 뷰티’ 메이크업쇼엔 10대부터 60대까

지 다양한 연령대로 붐볐다. 끝까지 경

청하던 경진아(28)씨는 “마스크를 벗는

다고 해서 오게 됐다”며 “특히 립제품은 

트렌드가 변한 게 있을까 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시

행되는 ‘실내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백

화점 업계에선 메이크업쇼와 팝업 등 화

장품 프로모션에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

는 “최근 고객들이 립, 쿠션 제품을 많이 

찾는다”며 “이젠 직접 입술에 테스트 할 

수 있고 지난달부터 메이크업 시연도 시

작해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20일까지 화장품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신세계백화점 18.9%, 현

대백화점 20.7% 늘었고, 롯데백화점은 

30%까지 증가했다. 특히 색조 화장품이 

인기다. 롯데, 현대백화점의 경우 색조화

장품만 25%가량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 업계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본

격화되는 다음달에 더 다양한 행사를 벌

일 예정이다. 당장 롯데백화점은 본점에

서 ‘입생로랑 뷰티’가 이달 29일까지 메

이크업쇼와 체험부스 등 팝업 스토어를 

열고, 현대백화점의 경우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다음달 1~4일 일본 시세이도

의 색조 브랜드 ‘나스’ 메이크업쇼를 진

행한다. 신세계는 코스메틱 마일리지 행

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다음달 

10~19일엔 전 점포에서 에스티로더, 설

화수 등 약 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신세계 코스메틱 페어’를 연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간 억눌려 

있던 메이크업 수요를 이끌어내는 게 관

건”이라며 “메이크업쇼, 체험부스를 통

한 ‘체험소비’가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브랜드가 밀집한 백화점에선 뷰티쇼 등

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1위 탈환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1위 자리는 매출액 2조8398억원을 기록

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017년 이후 

6년째 지키고 있다. 전년 대비 매출 신

장률 13.9%를 기록했다. 2019년 업계 최

초로 2조 클럽을 달성한 이후 연달아 상

승세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특

히 2021년 일본 이세탄 신주쿠,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 등을 앞질렀던 신세계

강남은 지난해에도 글로벌 1위를 지킨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뒤쳐질세라 롯데백화점 잠실점

은 지난해 매출 2조5982억원을 기록하

며 전국 백화점 2위를 달성했다. 롯데 

전국 점포 중 처음으로 2조 클럽에 들었

다. 매출 신장률도 21%로 신세계강남보

다 높다. 뒤이어 롯데본점이 3위를 기록

하며 1조9343억원의 매출로 2조 클럽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이들이 실적을 앞세워 왕좌

의 탈환을 노렸던 건 ‘리뉴얼’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MD의 경쟁력이 실질적 추진 

동력이 됐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

구원은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체질 개

선 효과와 매장 리뉴얼, 우호적 영업환

경 덕에 판관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롯데잠실은 지난해 자산개

발에서 운영하던 월드몰 사업권을 백

화점이 가져왔다. 그러면서 월드몰 MD

를 굉장히 강화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의 설명이다. 

 최근 그룹 차원에선 MD강화를 위해 

둘로 나뉘어졌던 MD본부를 하나로 합

치고, 지난해 기준 매출 상위 1~4위 점

포에 마케팅, 상품 기획 업무를 집중 담

당하는 ‘부점장 제도’를 도입했다. 롯데

잠실점 관계자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메가 MD로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

라(ZARA)도 리뉴얼에 들어갔고, 애플 

매장을 도입하거나 테니스 테마의 ‘더

코트’, ‘크리스마스 마켓’, ‘잔망루피’ 등

의 팝업도 전략적으로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된 ‘레

고 팝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줄 서서 

입장할 만큼 인기다. 김모(35)씨는 “원

래 레고 마니아인데 레고 유튜버가 올

려 놓은 걸 보고 왔다. 이벤트도 있고 유

익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강남도 지난해 13년만에 리뉴

얼을 단행했다. 5층에 영패션 전문관을 

‘뉴 컨템포러리’로 바꾸고 1000평(3300

㎡) 정도 되는 매장을 MZ세대 선호 온

라인 편집샵 5위 안에 드는 ‘W컨셉’을 

주축으로 렉토, 르비에르 등으로 새단

장했다. 이전 대비 매출이 확실히 30%

가 늘었다는 평가다. ‘팝업 성지’로 불

리는 1층의 ‘더 스테이지’도 MZ 사이에

선 유명하다. 여기엔 MZ세대 선호 ‘신

명품’ 브랜드를 발굴해 수시로 바꾸는 

MD의 경쟁력이 발휘됐다. 신세계강남 

관계자는 “‘뉴 컨템포러리’ 팝업은 2~3

주 단위로, ‘더 스테이지’는 한 달 단위

로 바뀌는데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브

랜드가 거쳐 갔고 지난해 말엔 디올 팝

업이 인기였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신

세계강남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2030

세대가 33.5%를 차지했다.

　올해 실적 전망 역시 승부를 가늠하

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다. 특히 신세

계강남의 경우 올해와 내년 사이 옛 면

세점 공간을 강남점으로 리뉴얼할 예정

으로 ‘기존 점포 대형화와 우량화’가 전

략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소연 교보

증권 연구원은 “신세계는 강남점과 본

점 증축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

상되고, 백화점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

비 4.3%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롯

데잠실도 이에 못지 않다. 2021년 말 취

임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잠실,

강남점을 리뉴얼해 고급화 이상으로 다

양한 콘텐트를 선보여 국내 1등 백화점

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올해 

‘왕좌의 탈환’이 더 주목된다. 이진협 한

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방

한 효과 수요가 백화점 매출 성장을 견

조하게 이끌텐데, 롯데잠실은 특히 외

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상권에 메

인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 수혜가 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롯데 백화점 세계 1위 쟁탈전

“마스크 벗고 립스틱 짙게  ” 백화점들 뷰티 총력전

‘신세계 VS 롯데’비교 현황

자료:교보증권(2021년 기준, *관리매출 기준

점포 수
(개)

점포당
매출액(원)

시장 
점유율(%)*

13

32

신세계 롯데

7709억
28.4

3738억

34.7

1

54

3

2

메이크업쇼·팝업 프로모션 경쟁

올들어 화장품 매출 18~30% 늘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자신

을 ‘적극적 친윤’으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설

득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데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

라가기만 하는 건 ‘친윤(親尹)’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망치는 ‘망윤(亡尹)’일 뿐”이라고 꼬집

었다. 대통령의 언행이 논란을 빚을 때 침묵하며 

맹종만 하기보다는 설득하고 쓴소리하며 민심과 

보조를 맞추도록 돕는 게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

공을 위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부산·경남(PK) 출신의 3선 의원으

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국

회 정보위 간사 등 주요 보직을 잇따라 맡으며 여

당 내 중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평소 당 

안팎의 정치 현안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아 당내 대표적인 ‘쓴소리 의원’으로 꼽히고 있

다. 그가 이번 설 연휴 때 직접 접한 지역 민심은 

어떠했는지,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최근 행

보를 ‘맹목적 친윤=망윤’이라고 비판하고 본인처

럼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의원들을 ‘적극적 친윤=

진짜 친윤’으로 부르는 근거는 뭔지 들어봤다.

　-지역에 가보니 설 민심이 어떻던가.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큰데, 예년과는 또 다른 

게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찮았다. 자영업자들을 

만나니 대출이 없는 분이 거의 없더라. 젊은 층도 

집 구한다고 영끌 대출했는데 이자가 두세 배나 

올랐으니…. 정부도 이자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더 나아가 지금 힘들어도 고통이 길지 않을 것이

란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이란 신호와 함께 터널의 끝이 

곧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터널의 끝이 올 거라

는 메시지에 민심이 쉽게 동의할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도 아랫목이 뜨뜻해

져야 윗목도 뜨뜻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았나. 레

고랜드 사태 등으로 기업들 돈이 막혔던 게 최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자

영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좀 더 강력하고 일

관된 조치를 취하면 조만간 희망의 시기가 올 거

라고 본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두 가지 목소리를 같이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

령 잘 좀 도와주라는 얘기와 바른 소리도 많이 하

라는 주문이 서로 다른데, 이걸 잘 소화해 실천하

는 건 결국 정치인의 몫일 거다. 나도 과거엔 돌직

구 쓴소리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섬세하게, 쓴소

리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정제된 발언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쓴소리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어

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나. 예전엔 수용성까진 

생각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당권 경쟁 등 당내 현안에 대한 반응은.

　“우리 당에 대한 민심도 둘로 쫙 갈리는 것 같

다. 적극 지지층이 있고 관망형 지지층이 있는데, 

후자는 대통령이 좀 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불편한 사람들 말 

중에도 새겨들을 게 있는 것 아니냐, 메신저가 싫

다고 메시지까지 다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려고 노

력하는 게 대통령 리더십 아니냐는 조언이었는데 

타당한 얘기도 있다 싶었다. 대통령이 너무 속 좁

게 보이는 건 여당에도 좋지 않다. 몰아내는 방식

의 정치를 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 속에서 고

립될 수 있다.”

　-‘윤심’ 논란도 뜨겁다.

　“당대표 후보들이 윤심 마케팅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럴수록 대통령실 차원에선 ‘대통령

은 누가 당대표가 돼도 협력 가능하다. 우리 당 사

람이라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경상도 말로 다구리 친다고 하는

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너무 몰매가 심하

지 않았나. 심지어 감별사 논란까지 벌어지니 국

민도 ‘이질적인 건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구

나’라고 넘겨짚게 되는 것 아니겠나. 전대가 불공

정 게임으로 인식되면 누가 관심을 갖고 보겠는

가.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

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

게 지금이라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당내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

았다. “지금처럼 제2의 진윤 감별사 정당 논란만 

커지면 당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내년 총선도 폭

망할 우려가 크다. 그러면 바로 레임덕이고, 이는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제1당이 되

려면 당내 비주류와의 협치는 필수다. 당내 다른 

목소리와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려는 모

습을 보여야 국민도 우리를 인정하고 찍어주지 않

겠나. 정당 내에서도 다원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당내 협치가 뒷받침돼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

할 수 있다.”

　-본인을 ‘적극적 친윤’으로 규정했는데.

　“맞다.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면 대통령을 설득

하고, 설득 못 시키면 내가 따르겠다는 점에서 적

극적 친윤이다. 국민도 이런 게 진정 대통령을 위

하는 길이자 진짜 친윤으로 평가하지 않겠나. 맹

목적 친윤은 망윤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때를 반

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때도 진박 논란으

로 망친 것 아니냐. 그나마 다행인 건 진윤 감별사 

논란이 총선 1년 전에 나왔다는 점이다. 총선 직

전에 불거졌으면 다 망할 뻔했다. 예방주사를 잘 

맞은 셈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았지만 대통령과 당 지지율은 여

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다.

　“딱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리

더십 중 가장 보완해야 할 게 ‘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이 막중한 만큼 발언의 파급력 또

한 커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특히 외

교안보 분야에선 절제되고 준비된 메시지가 필수

다. 최근 핵무장이나 이란 관련 발언도 오해 소지

가 많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도어스테핑을 중단

한 건 매우 잘한 결정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A4 용

지에 정리한 걸 읽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이젠 즉흥적 발언 대신 준비된 말씀만 하셔야 할 

때다.”

　하 의원은 이어 “법치를 확고히 뿌리내리는 것

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적을 내는 게 둘째·셋

째 필수조건”이라며 “이 세 가지 기조만 끝까지 

유지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제된 메시지는 더 이상 실점하지 않

는 것, 확고한 법치는 윤석열다움을 통해 지지층

을 공고히 하는 것, 경제 실적은 민생 현안 해결

로 중도층 민심까지 회복하는 것이란 진단으로 

읽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집권 2년차 

원활한 국정 운영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협치에 대한 여론의 주문도 적잖다.

　“영역을 나눠 접근했으면 싶다. 국내 정책 분야

는 투쟁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만 외교안보 분야는 반드시 협치를 해야 한다. 대

한민국의 목소리가 외국에 ‘투 보이스’로 나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여야 원로들

과 자주 만나 외교안보 현안에서 공통분모를 마련

하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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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길 바로잡지 않고 맹종하는 건 친
<親尹>

윤 아니라 망
<亡尹>

윤”

금리 올라 대출 부담에 민생 고통

곧 끝날 거라는 희망 메시지 줘야

관망 지지층, 대통령 포용력 요구

불편한 사람 말도 새겨들을 필요

당내 제2 진윤 감별사 갈등 커지면

내년 총선 폭망, 레임덕 당길 우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설득해 민심과 보조를 맞추도록 돕는 게 진짜 친윤”이라고 강

조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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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이 2040년 1755조원으로 늘어나고 그 

이듬해부터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

면서 2055년 고갈된다. 기금 고갈시점

인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소득

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

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확정했다. 이번 추계에선 국민연금 재

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인 

인구구조·경제전망 모두 2018년 4차 추

계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은 지출

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수

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아서다. 하지만 

2041년엔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기

금운용수익)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수

지적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2040년 최

고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

소해 15년 만인 2055년 완전히 소진된

다. 기금 고갈 시기는 4차 재정계산 때

(2057년)보다 2년 당겨졌다.

　2055년 기금이 고갈 된 뒤의 부과방

식 비용률(쌓아둔 기금 없이 매년 보험

료를 거둬 수급자에 노령연금을 지출

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6.1%에 달

한다. 32년 뒤 근로자는 월 소득의 4분

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한다는 얘기

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29.8%, 

2080년 34.9%까지 올랐다가 2093년엔 

29.7%로 떨어진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재정안정

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가정하

고 각각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

요보험료율을 분석했다. 추계기간 말

인 2093년을 기준으로 적립배율(해

당연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1

배, 2배, 5배 유지하는 경우와 수지적

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 20년간

(2074~2093년)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

지하는 경우 등이다.

　분석 결과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

시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소 2

배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

사회보장연금(OASDI), 일본 후생연

금처럼 ‘7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유지

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올려야 한다. 2035년 올릴 경

우 20.73%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

석됐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추계 대비 필요

보험료율이 약 1.66~1.84%포인트 증가

했다”며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밝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이번 

잠정치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을 미룬 

결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연기 비

용’이 5년 전보다 늘어났고, 이는 갈수

록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 준

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연금 제

도는 세대 간 부양 제도인데, 현 세대는 

자기가 받을 연금 50%만 자기가 준비

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에 동의도 받

지 않고 ‘네가 내라’고 떠넘기는 것이라 

이대로는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황수연·이우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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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에 바닥, 개혁 미루면 더 빨라진다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그땐 월

급의 30%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 할

지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의 당사자인 청년층은 

기금 고갈 시점에 보험료를 붓고 있거나 

연금을 타게 될 사람이다. 이들은 27일 

공개된 재정추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0~40대 8명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우선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율)이 

26.1%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에 거부감

이 컸다. 이는 기금 소진 후 적립금 없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을 지급

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40) 최고위원

은 “임금의 9%를 내다가 4분의 1을 내

라는 건데 청년들이 감당 가능할까”라

고 반문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

했다. “소득세가 25%여도 저항이 큰데 

연금만 25% 납부하란 것이니, 낼 수 있

겠느냐”는 것이다. 인턴으로 일하는 강

소연(24·여)씨도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년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예찬(35)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청년재단 이사장)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수치”라며 “조세 저항 이상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정순열(36)씨는 “돈 벌어야 할 사람이 

돈 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삶의 질이 떨어

지는 게 문제”라며 “크게 보면 저출산 

문제도 맞물려 있는데 한창 열심히 일

하는 사람에게 30년 뒤 받을 거니까 더 

내라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시급한 개

혁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소연씨는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

조에 맞춰 나가야 하며 안정적으로 운

용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을 해야 

하고 이번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

했다. 

 직장인 김소현(24·여)씨는 “주변 친

구들만 해도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건

호(34)씨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최

대한 고갈시점을 뒤로 늦추는 걸 우선

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시간

을 벌어 정말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

료로 내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안을 찾

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가연

(40·여·사업준비 중)씨는 “이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못 본 

척 해선 안 되고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

하다”고 말했다.

　세부 개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

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평균수명과 

일하는 나이가 높아진 점을 근거로 “수

급 개시 연령부터 늦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조금씩 부담을 늘리자는 게 그

의 주장이다.  강소연씨도 “고갈 우려

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은 데

서 기인한다”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먼저 올려

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송시영(31)씨

는 “요새 60대와 예전 60대가 다르다”

며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하지 않

나. 그 나이대 분들이 반발하겠지만 상

호 양해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

가연씨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건 

노인 빈곤율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

며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라 보험료 

인상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했다. 보

험료를 인상한다면 “상응하는 세금 감

면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당근으로 

제시해야 한다”(정순열), “인상 시 청

년 세대가 향후 받게 될 구체적인 연금 

액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

다”(강소연)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30년 뒤의 일에 과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청년들은 

이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순열씨

는 “많은 가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예정

된 미래”라며 “다가오는 해일이 있는데 

쳐다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책임한 발언”이

라고 지적하면서 “(개혁 논의는) 환경

을 지금부터 보존하자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말했다.

　개혁 논의 과정에서 귀담아 들을 만

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예찬 후보는 

“정부 산하 공식 논의 기구에 청년, 미

래 세대를 선별해 위원으로 넣을 것”을 

제안했다. 정순열씨는 “취업을 안 한 분

들은 체감이 잘 안 될 것이고, 50대는 

곧 연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라 입장이 

다르다”며 “20~30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40~60대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호씨는 “나는 

근로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 있는 특정 계층만의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며 사각지

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등 청년 세대 트

렌드에 걸맞은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강소연씨는 “연금 문제

는 맞닥뜨려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싫

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라며 “인기 

유튜버 등과 콘텐트를 협업해 청년들

이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 갈 수 있게 신

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송가연씨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대

로 보여 줘야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황수연·이우림 기자

“수급 개시 연령부터 늦춰야” “감세 등 당근도 제시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청년재단 이사장)

장예찬

자료: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재정 고갈 2년 당겨져 단위:원

2018년 2040 2055 2057

1778조(2041년)

2018년(4차 재정추계)

2023년(5차 재정추계)

최대 적립 기금

1755조

연금, 임금의 25% 납부 불가능

개혁 논의는 환경 보존과 같아

정부 산하 공식 논의 기구에 

청년 등 선별, 위원으로 넣어야



중국 군용기가 지난 26일 한국방공식

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 공식 발표 하

루 전 이뤄진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26일) 중국 군용기 두 대가 이어도 남

서쪽 차디즈(CADIZ)와 카디즈가 겹

치는 중첩 구역에 진입해 비행한 뒤 이

탈했다.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께 다시 

KADIZ로 진입해 약 30분간 머물렀

다. 모두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해당 공

역은 K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

(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군은 정

상적 전술 조치에 나섰으며 F-15K 전

투기 등이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고 우

발 상황에 대비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카디즈 진

입 이전부터 F-15K 등 전투기를 투입

해 전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

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

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그간 

논의되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이날 공식 발표되

기 하루 전 이뤄졌다.

이에 미중 글로벌 전략 경쟁 구도 속

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러시아

와 규합한 중국이 미국 국방 수장의 역

내 방문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면

서 대미 견제 노선을 명확히 한 것 아니

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전용기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방

한할 예정이다. 이어 31일 이종섭 국방

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서 한미 국방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정

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내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

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

하던 과거 DSC TTX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

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한미 양

국의 목표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

하겠다는 맥락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회담 

의제로 꼽힌다.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

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방안

도 논의될 수 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

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방한 시 

의제를 묻는 말에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방한 계

기를 시작으로 올해 국방장관회담을 

세 차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

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에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2021년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한 이후 1년여만이다. 그는 당시 핵

전쟁 지휘시설을 갖춘 미 국방장관 전

용기 겸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

트워치를 타고 왔다.

미국 국방 방한 앞두고…중국 군용기 2대, KADIZ 진입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

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팍팍하

게 돌아가는 책임을 이전 정부에게 미

루고 있다며 그렇게 책임을 묻는 거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잘못일 것”이

라며 “왜 대통령을 했는가, 차라리 문

재인 대통령을 그대로 위임시키지”라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YTN라디오 ‘뉴

스킹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설날 밥상에 ‘윤핵관’, ‘나경원’ 

등 다 정치 문제가 올랐는데 정치 외 

딱 하나 오른 게 난방비였다”며 “고

시촌도 난방을 제한하니까 난리가 나

고 곰탕집도 사골을 내려면 하루 종일 

(가스를) 때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고 지적했다.

이어 “이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모든 

문재인 정부, 폼페이어 자서전도 문재

인 정부 (탓)하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

령실 경제수석, 오세훈 서울 시장 등이 

‘문제인 정부 문제다’는 식으로 말을 하

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책

임을 따지는 거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

터 잘못일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

령은) 왜 대통령 했는가.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위임시키지”라고 비난

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선 “(방법이) 안 될 것”이

라며 “현재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올

렸다가는 딱 코로나 때하고 똑같은 그

런 때가 온다. 지금 이 추위는 또 다음 

달에 나오잖느냐”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난방비 급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의 입장’을 묻자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해서 국민들한테 도와줘야 한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추경 편성이 급선무

라고 했다.

이어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

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

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언급하며 “막

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들은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서는 그런 기업인이 우리나라

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업들이 

에너지 난민을 돕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27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사진)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에는 저들의 주

력땅크(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

식 발표함으로써 반로씨야(러시아) 대

결 립장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

용전투장비들을밀어 넣음으로써 전쟁

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

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

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어 

“미국과 서방이 자랑

하는 그 어떤 무장장

비도 영웅적인 로씨

야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

가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

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

라고 부연했다.

김 부부장은 다만 담화에서 최근 미

국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

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인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은 밝히

지 않았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증거가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박지원 “난방비 급등이 문정부 탓? ”

“그렇게 따지면 단군 때부터 잘못일 것”

김여정, 미국의 우크라 탱크 지원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 방식과 관련

해 “만약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

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

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

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

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

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

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게도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

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

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인권 실

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아시

도록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과 주변국

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서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모두 투명하

게 공개하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단 10원이라

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공개해야 한

다. 그게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자체 조

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늘어 한 해 5

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고 발표한 

뒤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실

태를 점검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금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

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온 유

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 유

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황 지사는 1904년 미국

으로 건너간 뒤 3·1 운동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다 1923년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1995년 그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했다. 보훈처는 또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의 붕괴를 막은 백

선엽 장군의 동상도 세우기로 했다.

 권호 기자

“남쪽이 잘살면 남쪽 중심 통일이 상식”

지난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 기념 특별 강

연회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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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막 지난 너를 흔들의자에 앉혀놓고 밀어주

던 때가 어제 같다. 그런데 벌써 대학에 간다고. 네

가 집을 떠나서 독립생활을 해야 하다니, 할아버

지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혼자 살려면 음식도 만들고 세탁도 해야 한다. 

너는 라면 끓이고 계란 프라이는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반찬 만드는 법도 배워야 한다. 내가 가장 염

려되는 것은 자동차 운전이다. 너를 전쟁터로 내

보는 심정이다.

 북한에서 할아버지가 열일곱 살 때였다. 두 바

퀴 달린 달구지를 끌고 산으로 나무하러 다녔다. 

가파르고 좁은 언덕에서 나무를 잔뜩 실은 달구

지를 끌고 내려오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다. 소와 

나는 죽을힘을 다해 천천히 내려오려고 애쓴다. 

만약 내가 고삐를 놓치면 나는 바퀴에 깔려 죽거

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달구지를 가지고 산으로 나

무하러 갈 때는 ‘사지(死地)밥을 싸가지고 가라’

라는 말이 있다. 사지 밥이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 넣어 주는 쌀이다. 할아

버지는 요즘도 사지 밥을 싸 들고 가는 각오로 자

동차를 운전한다.

 운전은 심각하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작업

이다 (driving is a serious and full-time job). 고

속도로는 전쟁터와 흡사하다. 요즘 제한 속도 이

하로 다니는 차는 거의 없다. 특히 대형 트럭과 트

레일러 사이에서 운전하면 겁이 난다. 

 무사고 운전을 하려면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방어 운전이란 다른 운전사나 보행자의 위험한 

행동을 예견하고 방어 태세로 운전하는 방법이

다.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나보다 늦게 도

착한 운전사가 먼저 출발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어린아이가 공

을 잡기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등의 위

험 상황을 예상해 양보하고 대처해야 한다. 예측

하면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지난달 교회에 가려고 고속도로에서 내려 시

내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내 앞에 맥도날드 

매장으로 진입하려는 차 여섯 대가 기다리고 있

었다. 이 차들이 전부 들어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

리겠다 싶어 차선을 바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뒤

를 돌아보니 차가 계속 오고 있다. 조바심이 났다.  

약간 틈이 났을 때 차선을 바꿨다. 그런데 밴 한 

대가 휙 지나갔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 밴이 내 

차를 긁는 줄 알았다. 내 잘못이었다. 뒤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차선을 바꿔

야 했다. 운전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너의 아빠나 고모는 고등학교에서 실기 운전을 

배웠다. 요즘도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다. 너

는 전문 강사에게 제대로 운전을 배우기 바란다. 

운전 교육에 투자한 비용은 값진 투자다. 평생 무

사고 운전이란 이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직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주목을 받으며 2023년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거의 득표율 20%p 차이

로 경쟁자를 따돌리고 주지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

것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사상 40년 만의 최대 격

차다.  

 이 결과로 그는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순위

에서 트럼프를 앞섰다. 지난 1월3일 주지사 취임식

에서의 “약속의 보장된 땅(A Promised Land of 

Sanity)”이란 그의 목소리는 주지사가 아니고 백악

관을 향한 의지와 열망이다. 플로리다 주 청사 계

단에서의 15분짜리 취임 연설은 플로리다주에 대

한 드산티스의 계획에 대한 청사진만큼이나 포괄

적이고 전국적인 연설이라고 모든 미디어가 논평

했다. 드산티스는 연설을 통해 2024년 대선 출마를 

포함 그의 큰 야망을 드러냈다. 

 큰 득표율 차이로 연임에 성공한 드산티스의 정

치력은 전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2024년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취임

식 전날에는 칵테일 파티와 만찬 그리고 무도회가 

열렸다. 플로리다 공화당에 5만 달러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에겐 VIP로 대접받는 특별한 기회가 주

어졌다. 이들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드산티스의 가

장 믿음직한 후원자들로 규정된 것을 기뻐했다. 부

인인 케이시 드산티스는 캠페인에 참여한 여성 자

원봉사자들을 별도로 초청해 만찬을 갖기도 했다.  

 CNN에 출연한 드산티스의 수석 보좌관은 주지

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취임식의 전반적인 모습은 2024

년 캠페인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해 보였다.  

 2018년 트럼프의 도움으로 주지사가 된 드산티

스 입장에서 트럼프와의 경쟁은 결코 쉽지 않아 보

인다.  트럼프가 배신을 외치면서 물불 안 가릴 것

이 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드산티스의 충성을 

기대하고 플로리다에 2024년 캠페인 본부를 만들

었기에 두 사람의 경쟁은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몇 달 동안 2024년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대립하는 모

습이다. 

 지난해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트럼프는 드산티

스를 ‘보통 주지사’라고 비웃고 그를 위선적인 인물

이라며 ‘론드샌시모니어스’라는 별명으로 조롱했

다. 드산티스는 이런 트럼프의 비아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선거 직전의 공화당 지지자 대

상 2024년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드산티스는 

트럼프를 10%p 이상 앞섰고 그 이후 격차는 더 벌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드산티스는 올해 44세로 공화당의 최연소 백악

관 유망주 중 한명이다. 그는 이탈리안 이민자의 아

들로 예일대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 예일대에선 야구팀 주장도 맡았었다. 돋

보이는 것은 그의 군 경력이다. 그는 해군 특수부대 

법무관으로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했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이후 2012년 플로리다 제6 지구 연방하원으로 당

선되었고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에 도전하려

다가 주지사직으로 선회해 2018년 선거에서 제46

대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됐다. 연방하원에 입성

하면서 당내 우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결

성했다. 그는 정부지출 축소와 감세를 주장한다. 또 

총기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총기규제

에 반대한다. 불법 이민자들을 타주로 이동시키는 

등 반 이민정책을 추구한다. 생명권 보호를 외치며 

낙태에 반대한다. 그는 2018년 주지사 경선 당시 자

녀들에게 국경 장벽 쌓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색 점퍼를 입힌 캠페인 광고로 트럼프의 신임

을 얻었다. 

 그는 인종차별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인종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미

화하려 한다며 드산티스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

한 적극적인 정책엔 반대한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반대했다. 티파티 성향이 뚜렷한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주지사 초기에는 트럼피스

트로평가되었지만 현재는 트럼프와 다른 길을 모

색하고 있다.    

 드산티스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에서 1860

년대의 에이브러햄 링컨과 1980년대의 로널드 레

이건, 두 공화당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선

언했다. 그가 말하는 유산이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레이건 당시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국가들로 인해 지구촌이 몸

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바야흐로 미국 정치권도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Tel. 703-281-9660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우리말 바루기

“선생님은 학생들을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

었다(갈랐다)” “여자와 남자로 편을 갈라(나

눠) 시합했다”에서와 같이 ‘나누다’와 ‘가르

다’는 서로 바꾸어 써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나누다’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해 분류하다’ 등

의 의미로 쓰일 땐 ‘가르다’로 바꿔 쓸 수 있

다. ‘가르다’에도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누다’가 “이웃끼리 인사 나누고 

지냅시다”에서와 같이 ‘말이나 이야기, 인사 

등을 주고받다’, “고통은 주위 사람과 나누면 

작아지고, 즐거움은 나누면 커진다고 한다”

에서처럼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등을 함께

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가르다’와 바꿔 쓸 

수 없다.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눈 사람

들이다”에서와 같이 ‘같은 핏줄을 타고나다’

를 뜻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르다’ 역시 “화살이 과녁을 향해 바람

을 가르고 날아갔다”에서처럼 ‘물체가 공기

나 물을 양옆으로 열며 움직이다’, “결투로 

잘잘못을 가르던 때도 있었다”에서와 같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분하다’는 의미로 쓰

일 경우 ‘나누다’로 바꿔 쓰면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시작 무렵에 터진 골

이 이날의 승부를 갈랐다”에서처럼 ‘승부나 

등수 등을 서로 겨루어 정하다’는 뜻일 때도 

그렇다.

나누기와 가르기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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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도형(31)씨는 최근 다양

한 지역의 전통주를 맛 보는 것에 

푹 빠졌다. 김씨는 “지역 특색이 있는 

막걸리부터 전통 소주들까지 하나하나 

마셔보면서 맛을 비교하는게 재밌다”

며 “과거에는 취하려고, 기분을 올리려

고 술을 먹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전통

주와 안주를 페어링해서 즐기는 셈”이

라고 말했다. 김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우

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리술

품평회’에 나온 술을 모두 마셔 보는 것

이 올해 목표라고 한다. 그는 “맛있는 

전통주를 찾아 부모님께 선물하는 재

미도 쏠쏠하다”고 덧붙였다.

# 대학생 박준현(27)씨는 최근 와

인·위스키 동호회에 가입했다. 주 

1회씩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위스키를 

서로 가져온 뒤, 준비한 안주와 함께 페

어링해서 음미한다. 위스키나 와인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용량도 크다보니 

혼자 먹기엔 부담이 크다. 하지만 동호

회를 통하면 큰 부담없이 다양한 종류

를 접할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세대에게 인기다. 박씨는 “또래들과 함

께 모여 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즐

기다보면 삶이 좀더 풍부해지는 기분”

이라며 “역사 깊고 유명한 와이너리나 

제조장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술을 만든 나라의 문화, 지역 특

색, 전통 등을 알게 되고,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전통주 시장 6년 새 2배 넘게 성장

‘부어라 마셔라’를 넘어 술을 음미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주와 맥

주가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자리를 전통

주 등의 다양한 주류가 대신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에 따

르면 2017년 월평균 주

종별 음주 비중은 소주 31%, 

전통주 16.2%였지만 2021년에는 소주 

비중은 25.4%로 감소한 반면 전통주는 

20%로 늘었다. 소주의 절반 수준이던 

전통주 비중이 4년만에 80% 수준까지 

격차 좁힌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주종

의 경우에도 2017년 26.2%였던 소주는 

2021년 20.8%로 하락했고, 그사이 전통

주는 11.6%에서 16.2%까지 상승했다.

　각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비자층

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

서는 나에게 맞는 술, 즐길 수 있는 술 

등 자신의 취향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술을 찾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

화가 자리잡았다. 온라인 몰 11번가에 

따르면 2021년 20·30대의 전통주 구매

량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각각 63%, 

78% 증가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

든 ‘폭탄주’를 단번에 들이키는 회식 문

화도 갈수록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직

장인 이민정(35)씨는 “콜키지 프리(개

인이 가져온 주류를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식당

을 찾아 각자 마시고 싶은 

전통주나 와인을 가져와 안주와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회사 

회식에서도 소맥을 취할때까지 먹기보

다는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 술을 즐기

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취하기보다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

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 요즘 MZ

세대의 주류 문화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

고서’에 따르면 선호하는 음주 트렌드

(복수응답) 상위 5가지는 편의점 구입

(67.4%), 홈(Home) 술(48.0%), 즐기는 

술(33.7%), 혼술(30.8%) 이다. 회사원 

김서형(29)씨는 “술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주는 효과적인 매개체이자 

새로운 취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좋

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

누다보면 자연스레 취향을 알 수 있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

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원동욱 기자

Saturday, January 28, 2023  C

>> 3면 ‘MZ세대 전통주’로 이어집니다

“술 취하기보다 음미한다” 전통주·와인 즐기는 MZ세대

전통주 시장 규모 단위:원

월평균 주종별 음주 비중 단위:%

408억
8200만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96억
5600만

400억
2900만

455억
7300만

541억
9800만

635억
100만

954억
6900만

25.4

42.2

20

12.4

20212017년

31

40.2

16.2

12.6소주

맥주

전통주

기타

67.4
편의점 구입

48.0
홈(Home)술

33.7
다양한 맥주

33.7
즐기는 술

30.8
혼술

선호하는 음주 트렌드
단위:%(복수응답)

  ‘부어라 마셔라’ 이제 그만 

  각 지역 막걸리 맛 비교하며 마셔

“생산공장 와 사가는 2030도 많아”

‘하이볼’ 열풍에 유명 위스키 품귀

“취향에 맞게 제조해 마시는 매력”

   와인도 다양한 와이너리 품종 즐겨

“건전한 음주문화, 사회에 고무적”

  

대표전화 : (703)281-9660

김웅용 변호사



현대 미국의 한 가족이 겪는 일상의 갈

등을 통해 사랑, 죽음, 행복의 보편적 

가치들을 들여다보는 블랙 코미디. 미

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정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씨름하는 이야

기로 유머러스하면서도 섬뜩하고, 서

정적이면서도 황당하다. 예기치 못한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

의 가정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세밀히 

관찰한다.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자주 거론

되는 미국의 포스트모던 작가 돈 디릴

로의 소설을 노아바움백 감독이 연출

했다. 바움백의 11번째 영화이며 그가 

시나리오를 쓰지 않은 첫 번째 영화이

다. 그의 아내이며 파트너인 그레타거

윅이 모처럼 스크린에 등장하고 이 시

대 최고의 캐릭터 배우들인 애덤 드라

이버와 돈 치들이 출연한다.  바움백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올해 베니스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

되었다.  

 팝 아트의 전성기이던 70년대, 미국 

중서부의 조용한 칼리지 타운. 대학에

서 히틀러를 연구하는 교수 잭(애덤 드

라이버)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가

득하다. 그의 아내(그레타거윅)는 약에 

의존하고 있고 4명의 자녀들은 신경증 

증세를 보인다.  

 어느 날, 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열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독

성 화학 물질이 마을 전체를 덮어 버

린다.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평화로웠

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다. 잭과 가족들과 탈출 행렬에 

합류한다.  

 화이트 노이즈(백색 소음)는 흰빛과 

같은 형태의 주파수를 띤 일정한 패턴

의 소음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치익’하는 잡음은 고주파

가 섞여 있어 듣기에 쾌적하지 않다. 영

화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는 현

대사회의 불편한 문화적 상황을 소음

으로 표현한다. 

임박해 오는 거대한 공허함, 눈에 띄

지 않지만 어느덧 우리의 관습이 되어 

버린 ‘소음들’이 인간 사회 곳곳에 늘 

맴돌고 있다. 소음은 폭력과 음모, 대중

매체와 광고, 죽음과 테러에 대한 집착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영화는 지

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블랙 유머와 

아이러니가 가득하다. 소외감을 표현

하는 바움백의 통찰력이 불편할 정도

로 예리하다.

 ‘화이트 노이즈’는 미디어로 포화하

고 초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포스트모

던 미국의 일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영화이다. 불가피한 질문들과 불길한 

암시들이 소음으로 뇌리에 쌓여가고 

어느덧 지울 수 없는 모습으로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다. 그래서 웃어야 할지 훌쩍여야 할

지 모르게 만드는 영화!     

 김정 영화평론가

영화C2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포스트모던 일상을 비꼰 바움백표 블랙코미디

‘화이트 노이즈’는 일상의 소음을 현대 미국사회의 불편한 진실들과 연결해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를 표현한 영화. 베니스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Netflix]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인간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많

은 변화가 들어선 곳은 바로 우리의 일

상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가

정이다. 많은 경우 가정은 우리에게 평

온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

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유발하는 곳

이다. 영화 ‘웬 유 피니시~(When you 

finish saving the world)’는 그중에서

도 엄마와 아들 사이의 불화와 불통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너드(Nerd)의 이미지, 그러나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배우 제시 아이

젠버그의 연출 데뷔작이다. 그가 배우

로서 보여줬던 특유의 재치와 입담은 

이 영화에도 그대로 살아 있다. 에마 스

톤이 제작에 참여했고 관록의 연기파 

배우 줄리앤 무어(헝거 게임)와 넷플릭

스 인기드라마 ‘스트레인저 씽’의 핀 울

프하드의 캐스팅으로 제작 단계에서부

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지난해 1월 

선댄스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영화는 엄마 에블린과 아들 지기

(Ziggy)의 너무도 다른 가치관의 충돌

로 빚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에블

린은 가정 폭력의 불우 자녀들을 위한 

사회봉사 기관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

다. 늘 조용한 주변 분위기를 유지하며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는 그녀의 세

계는 타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하이스쿨 학생 지기는 재능

이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로 자신의 음

악을 라이브 스트리밍하면서 세계와 

소통한다. 전형적인 10대 반항아 지기

는 소셜미디어의 팔로워들이 그의 음

악에 보내는 찬사에 늘 들떠 있다.  

 아내와 아들의 신경전 사이에 가장 

로저가 있다. 세 사람은 매일 식탁에 모

여 앉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는 

일조차 없다. 가족 내 균열은 좀처럼 해

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

데 에블린은 폭력 가정의 피해 소년 카

일에게 시선을 준다. 아들에게서 찾지 

못했던 묘한 감정이 일면서 그에게 필

요 이상의 친절과 다정함으로 그에게 

다가간다.  

 지기는 학교에서 글로벌 이슈에 남

다른 관심을 보이는 릴라에게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된다. 그녀의 지적 수준에 

압도되면서 엄마에게 조언을 구한다. 

아들보다 카일에게 연민을 보여온 에

블린은 지기의 접근에 당황해한다. 아

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하

다. 두 사람은 서로가 먼 거리에 있는 나

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자괴

감을 느낀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온

라인 시대의 아이러니에 비추어 표현

한 아이젠버그의 연출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젊은 감

독의 데뷔작으로서는 오히려 아쉬움

이 있다.    김정 영화평론가

가족은 피곤해 엄마와 아들의 불통

웬 유 피니시 세이빙 더 월드 

(When you finish saving the 

world) 

‘웬 유 피니시 세이빙 더 월드’는 온라인 시대, 소통이 단절된 아들과 엄마의 불화를 그린 드라마. 제

시 아이젠버그의 연출 데뷔작이다.  [A25]

화이트 노이즈 

(White Noise)



이런 문화는 전통주 시장의 확대로 이

어졌다. 2015년 408억8200만원이었

던 전통주 시장의 규모는 2021년 954

억69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또

한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 더본코

리아의 전통주 커뮤니티 ‘백술닷컴’이 

2021년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전통주 소비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전

통주를 구매하는 회원 중 20~30대 비

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40대가 32%, 

50대가 3%였다. 전통주 업계에서도 

MZ세대를 주목하고 있다. ‘고흥 유자

주’로 이름을 알린 ‘어떤하루’의 김다

은 이사는 “과거보다 젊은 세대들이 

전통주를 많이 찾는 것이 판매를 하다

보면 체감된다”며 “직접 생산공장까지 

와서 유자주를 사가는 2030 손님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소주+맥주 ‘폭탄주’ 회식 드물어

고흥 유자주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로 

빚는다. 명욱 주류칼럼리스트(세종사

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교

수)는 “전통주 같은 경우 지역의 농산

물이나 특산물과 연계해 발전하는 경

우가 많다”며 “하나의 전통주가 인기

를 얻으면 해당 지역 농민들과 산업 전

반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고 말했다. 김 이사 역시 “유자주가 인

기를 얻으면서 꾸준히 지역 농장과 협

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젊은 세대

들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전통주를 빚

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위스키나 와인도 MZ세대들의 ‘즐

기는 술’ 취향의 대상이다. 최근 유명 

위스키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

지 못해 품귀 현상이 발생할 정도다. 

지난 6일, 7일 진행한 이마트의 ‘신년 

맞이 위스키 런데이’는 일명 ‘위스키 

지도’로 2030 세대 사이에 퍼지며 몇몇 

이마트 지점에는 오전 4시부터 문을 

열 때까지 줄을 서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위스키 

오픈런에 참여한 최유호(31)씨는 “인

기가 많은 스코틀랜드산 발베니·맥켈

란, 평이 좋은 일본산 히비키·야마자키 

같은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셔보고 싶

었는데 구하기가 어려워 일찌감치 줄

을 섰다”며 “몇몇 친구끼리 각기 다른 

지점에서 오픈런을 한 뒤 나눠먹자는 

계획을 세우는 지인들도 있었다”고 전

했다.

　2030세대가 위스키를 찾는 이유

는 무엇일까. 대학내일연구소가 발표

한 ‘2022 MZ세 데이터 총결산’ 보고

서에 따르면 MZ세대는 위스키에 대

해 ‘성공한’ ‘어른들이 마시는’ ‘럭셔리

한’ ‘전문적인’ 등의 키워드를 떠올렸

다. 소셜미디어(SNS)를 즐겨하는 MZ

세대는 위스키나 와인 등의 사진을 올

리며 자신만의 이미지와 취향을 나타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2030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이볼 열풍

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위스키에 탄산

을 섞어 만드는 칵테일 하이볼이 유행

하며 주 재료가 되는 가쿠빈 등 특정 

위스키가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다. 

　한국내 위스키 매출은 2020년부

터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마트 트레이더스에 따르면 위스키 연

매출 신장률은 2020년 91.5%, 2021년 

140.9%를 기록했다. 홈플러스에서도 

2022년 위스키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위스키의 수입량도 증가했

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1

년 상반기 682만9177L던 위스키 수입

량이 2022년 상반기에는 1118만9000L

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오픈런의 주 

타켓중 하나였던 싱글몰트 위스키 발

베니의 김미정 브랜드 앰버서더는 “최

근 위스키, 특히 싱글몰트 위스키에 대

한 관심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하

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단순히 

술을 마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증류

소의 역사와 자연 환경, 제조 방식 등

에 따라 달라지는 향과 맛을 비교해 음

미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는 것 같

다”고 말했다.

>> 1면 ‘MZ세대 전통주’에서 이어집니다

“영화는 인생이다” 아흔까지 현역 꿈꾼‘은막 큰별’지다
“한 번도 영화를 떠난 적 없다. 영화

는 인생이다.” 16년 만의 영화 복귀작 

‘시’(2010)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

청된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현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소감이다. 생애 

첫 칸 레드카펫에 선 그는 고운 한복차

림으로 외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

다. 데뷔작 ‘청춘극장’(1967) 이래 43년

간 약 300편에 출연한 은막의 대스타

는 “아흔까지 활동할 것”이라며 마지

막까지 현역 배우를 꿈꿨다.

　1960~80년대 한국영화를 이끈 1세

대 여배우 윤정희가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79세로 별세했다. 남

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씨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진희씨는 2019년 윤

정희가 10년간 알츠하이머로 투병하

며 파리 근교에서 요양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1월 21일 자 A-3면>

　1944년 부산에서 육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윤정희는 66년 조선대 영문과 1

학년 재학 중 합동영화사 신인배우 공

모에서 1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청춘

극장’ 주역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첫 

작품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그는 

황금기 충무로에서 문희, 고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

다. 문희가 조선 여인의 슬픔과 한을, 

남정임이 깜찍한 이미지로 인기를 모

았다면, 윤정희는 지적이고 세련되면

서도 관능적이고 토속적인 역을 넘나

들었다. 

대표작은 멜로 ‘강명화’ ‘물망초’, 문

예물 ‘안개’ ‘장군의 수염’ ‘석화촌’ ‘독

짓는 늙은이’, 액션 ‘그 여자를 쫓아라’ 

‘황금70 홍콩작전’, 사극 ‘내시’ ‘궁녀’ 

‘이조 여인잔혹사’ 등이다. 신상옥 감

독은 “파격적 캐릭터의 여주인공은 윤

정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만무방’(1994) 이후 오랜 공백을 깨

고 복귀한 이창동 감독의 ‘시’가 그의 

마지막 출연작. 생활보조금을 받아 사

는 늦깎이 시인 지망생이자 알츠하이

머로 기억이 흐릿해져가는 주인공 ‘미

자’를 윤정희는 원숙한 연기로 스크린

에 세공해냈다. 당시 환갑을 넘겨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마음은 소녀다. 

꽃만 봐도 좋아하는 주인공 감성이 저

랑 비슷하다”고 했다. 극중 이름은 이

창동 감독이 그의 본명을 알고 쓴 것. 

이 감독은 “참 소녀같은 분”이라며 

“감정이 풍부한 분이라 나중엔 너무 

이입하셔서 거리를 두게 할 정도였다”

고 했다.

　투병 전까지 윤정희·백건우 부부는 

남편의 연주 여행에 늘 동행할 만큼 잉

꼬부부였다. 윤정희는 “카메라 앞에

선 철저한 배우지만, 그 앞을 벗어나면 

평범한 사람이요 한 남자의 아내”라고 

말하곤 했다. 

말년에는 10여년 간 알츠하이머 병

을 앓으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2021년에는 윤정희의 동생이 남편 백

씨가 윤정희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

해 논란이 일었지만, 백씨는 이를 부정

했다.

　남편 백씨는 20일 한국내 영화계 인

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제 아내이

자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

우 윤정희가 19일 오후 5시 딸 진희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꿈꾸듯 편안

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나원정 기자

윤정희 알츠하이머 투병 끝 별세 

67년‘청춘극장’데뷔 스타덤에 

43년간 약 300편 출연한 전설

1 김수용 감독의 1978년작 ‘화려한 외출’에서 열연중인 윤정희. 2 1967년작 ‘청춘극장’의 주연배우 윤정희와 신성일. 이 영화는 윤정희의 데뷔작이다. 3 

2008년 4월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배우들. 왼쪽부터 신성일, 윤정희, 신영균, 문희.  [사진 영상자료원]

삶과 추억

MZ세대의 취향 맞춰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판매

되고 있다.  [뉴스1], [사진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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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짜리 BTS(방탄소년단) 안무 동영

상을 여러 번 보여주고 따라 할 수 있

겠냐고 물어보니 학생 10명이 강단에 

올라오더군요. ‘그래 봤자 6초인데 얼

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한 거죠.”

　안우경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석좌

교수가 쓴 씽킹 101: 더 나은 삶을 위

한 생각하기 연습(흐름출판)은 BTS 

춤을 엉망으로 따라 하는 예일대 학생

들 사례로 시작된다. 이들이 과신한 건 

‘유창성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

창성 착각은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보면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지 오류 현상이다.

　안 교수는 유창성 착각이 메타

인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

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예컨대 몸으로 수

영을 익힌 사람의 뇌는 스스로 수영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눈으로만 봤을 뿐 실제로는 시도해보

지 않은 걸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BTS 안무를 반복 시청한 학

생들처럼, 어떤 대상이 익숙하면 우리

는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착

각에 빠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안 교수는 유창

성 착각 외에도, 

사건의 발생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도 최근 사건을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최신성 착각), 99개의 

좋은 리뷰보다 3개의 나쁜 리뷰에 영

향을 받는 심리(부정성 편향) 등을 일

상의 예시로 풀어냈다. 주요 실험과 예

시는 안 교수의 예일대 학부생 대상 ‘생

각하기’ 수업 내용에서 가져왔다. 안 

교수는 이 강의로 지난해 예일대 학생

이 뽑은 최고 강의상을 받았다.

　인지 오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

람은 방관에 의한 비극보다 악행에 의

한 비극에 더 크게 반응한다. 굶어 죽

은 사람보다, 살인 피해자를 더 연민하

는 식이다. 안 교수는 “사람들은 방관

보다 악행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둘은 비슷한 해악을 끼치기도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지 않는 것, 

투표를 포기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했다.

　안 교수는 인지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도 제시한다. 특히 정치·사

회적 현안과 관련한 유창성 착각을 피

하기 위해서는 글을 써보라고 조언했

다. 그는 “낙태·복지·기후변화 등 사회

문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각

각의 사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

와 특정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글

로 써보라는 요구를 받으면 놀랍도록 

겸손해진다”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선 지식의 부족

함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자

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줄면 정치적 

극단주의가 완화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다.

　‘자책감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 감정

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냐’는 질문에 

안 교수는 “불행의 이유를 찾는데 몰

두하지 말라”고 했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거나 큰 거래를 성공적으로 체

결했을 때는 ‘왜 일이 잘 풀렸을까’ 고

민하지 않지만, 무언가 실패하면 ‘왜’

에 집착한다. 하지만 불행의 인과관계

가 늘 무 자르듯 뚜렷한 건 아니다”라

면서다.

　안 교수는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

혀 무력감을 느낄 때는 통제 가능한 

일을 생각하며 생각을 환기해야 한다”

고 부연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

을까’ ‘빨래는 몇 시에 할까’ 등 사소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정적 감

정을 산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전략을 “아주 작은 시작의 힘”이

라고 했다. 

� 홍지유�기자�

씽킹 101 펴낸 안우경 예일대 교수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착각’

부정 정보에 더 신경쓰는 ‘인지 오류’

글 써보면 스스로 부족함 깨닫게 돼

 BTS 춤, 출 수 있다? 당신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BTS(방탄소년단) 춤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창성 착각’이다.  

독일에서 온 K팝 팬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한 

댄스학원에서 BTS 댄스를 배우는 모습.  방탄

소년단 공연 장면. [중앙포토]

씽킹 101을 쓴 안우경 예일

대 심리학과 석좌교수.

한국에서 ‘양자경’이라는 한자어 이름

으로 친숙한 미셸 여(61)가 24일 발표

된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

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

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

상을 받은 지 꼭 2주 만이다. 세계 대중

영화계를 대표하는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두 곳의 트로피를 모두 미셸 

여가 거머쥘 수 있을까. 이번 출연작 제

목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의미대로 모든 걸 모든 곳에서 한꺼번

에, 받는 게 가능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소식이 

전해진 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과 가진 줌 인터뷰에서 “후보가 

됐다니 물론 행복하지만 이전의 수많

은 아시아계 여성 선배 배우들을 생각

하면 눈물도 난다”고 말했다. 올해로 

95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

시아인 배우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

른 것 자체가 처음이다. 여우조연상은 

한국의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로 2021

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수상해 새 역

사를 썼다.

　미셸 여는 줌 인터뷰에서 “아시아

인 선배 여성 배우들의 어깨를 딛고 내

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마음으로, 만감

이 교차한다”며 “빌어먹을(frigging) 

유리천장을 어서 깨버렸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대해 “(팬데

믹이라는) 괴상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

온 우리에겐 지금 희망이 필요하다”며 

“서로에게 친절함과 공감을 주자는 메

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미셸 여는 할리우드 진출 이전부터 

조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에선 스타덤에 오른 배우였다. 어린 

시절 영국에서 로열 발레 아카데미를 

다녔기에 영어 소통도 어려움이 없다. 

그런 그에게도 할리우드의 문턱은 높

았다.

　인종과 성별뿐 아니라 나이 역시 그

에겐 장벽이 됐다. 그는 골든글로브 시

상식에서 “나와 같은 수많은 중장년 

여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회가 점점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커

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수

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24일 줌 인터뷰는 “내게 제발 그 오

스카를 줬으면 좋겠다”는 미셸 여의 

바람으로 마무리됐다.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말자. 내게도 할리우드의 꿈

을 이루는데는 40년이 걸렸다. 하지만 

봐라, 꿈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뤘다”

면서다.

　한편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

심’은 예비후보에 올랐던 국제장편영

화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헤어질 결심’은 앞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선 

최종 후보에 올랐다. 다만 수상하지는 

못했다. 골든글로브에선 ‘아르헨티나, 

1985’가, 크리틱스초이스에선 ‘RRR’

이 상을 받았다. 전수진�기자

미셸�여�“유리천장�깨버리고�싶다,�제발�내게�오스카를�달라”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출연

아시아계 첫 여우주연상 최종 후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미셸 여.‘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한 장면. [사진 더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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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겨

울스포츠에 어울리는 적절한 자연환

경, 그리고 동계 종목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국가는 인구가 540만 명에 불과한 

노르웨이다.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1924년 1회 대회부터 2018 평창 대회

까지 노르웨이는 368개의 올림픽 메달

(금 132, 은 125, 동 111)을 획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기록한 나라가 노

르웨이보다 인구가 60배나 많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305개)이다. 

서울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노르웨이

는 어떻게 동계스포츠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동계스포츠에 강하지는 않

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여기에 속

한다. 덴마크는 1998 나가노 대회에서 

획득한 컬링 은메달이 전부다. 동화작

가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는 적은 강

설량에 평지로 구성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동계스포츠에 대한 낮은 

관심과 부족한 시설이 걸림돌로 작용

했다.

　인구가 35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

드는 동계올림픽에서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했다. 국명(Iceland)과 달리 이 

섬나라는 멕시코만류의 영향으로 같

은 위도상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온화

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겨울 평균 온도

가 0°C에 불과하고 기후 변화가 심해

서, 얼마 안 되는 이 나라 유망주들은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하계스포츠에 

집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노르웨이가 가진 천혜

의 자연환경이 그들을 동계스포츠 최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분명 그

들이 가진 풍부한 눈과 얼음 등은 많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

문점이 든다. 그렇다면 왜 그들과 비슷

한 자연환경을 가진 이웃 부자 나라 스

웨덴은 노르웨이만큼 동계올림픽에

서 성공하지 못했나. 1000만 명 넘는 인

구를 가진 스웨덴은 158개의 메달을 

획득, 노르웨이의 메달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핀란드가 획득한 메달 수도 

167개에 그친다.

　인구 3800만 명을 가진 G7국가이

자 동계스포츠에 최적화된 자연환경

을 품은 캐나다는 어떨까? 캐나다가 

평창올림픽까지 획득한 메달 수는 199

개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149개가 

1994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나왔다. 다

시 말해 캐나다가 동계스포츠 강국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만으로는 노르웨이

의 동계올림픽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절한 기후는 동계스포츠

에 필요조건인 관계로, 오늘은 노르웨

이가 가진 환경을 알아보자.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한

다. 그들은 여름에는 하이킹을, 겨울에

는 스키를 타는 등 일 년 내내 자연에

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나라에는 

많은 캠핑용 오두막집이 있고, 이곳에

서 사람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

을 즐긴다. 대부분의 도시도 자연과 가

까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좋다.

　이 나라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그

냥 눈이 아니다. 노르웨이에는 솜털같

이 부드럽고 스키 타기에 좋은 최상급 

품질의 눈이 내린다. “노르웨이인은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Norwegians 

are born with skis on their feet)”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과 스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태어나서 걸음마

를 배울 때 사람들은 스키도 같이 배운

다. 스키는 노르웨이에서 단순히 스포

츠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자 문화다. 

그들은 스키를 타고 어디든지 간다. 스

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스키로 통

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노르

웨이인들은 수도 오슬로를 포함해 전

국 곳곳에서 스키를 타고 학교와 직장

을 가고,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스키를 

지니고 다닌다.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스키는 

산악지형의 경사면을 내려가는 알파

인 스키다. 그에 반해 노르웨이에서 최

고의 인기를 누리는 크로스컨트리 스

키는 지형이 비교적 평탄한 곳에서 교

통수단으로 발달했다. 다른 나라 사람

들이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보며 ‘힘들

고 지루하며 이상함’을 느낄 때, 노르

웨이 사람들은 이를 ‘삶의 일부이자 자

연과의 교감’으로 생각한다.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언급된 흥미

로운 역사도 있다. 12세기 노르웨이의 

내전 당시 농부 집단인 비르케바이너

는 숨진 왕의 두 살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혹독한 산악지역 450㎞를 스키로 

행군한 끝에 어린 왕자를 안전하게 피

신시켰다. 이 왕자가 바로 노르웨이 왕

국의 위대한 군주로 불리는 호콘 4세

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노르웨이에는 

90년 전통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

가 있다. 참가자들은 당시 어린 왕자의 

몸무게를 상징하는 3.5㎏짜리 배낭을 

멘다고 한다.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에서 획득

한 메달의 33%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에서 나왔다. 이 종목에서 파생된 바이

애슬론(크로스컨트리 스키+사격), 노

르딕 복합(크로스컨트리 스키+스키점

프)과 스키점프에서도 노르웨이는 세

계 최강이다. 성공한 스키선수들은 엄

청난 인기를 누린다. 이들은 축구로 따

지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존재이다. 따

라서 유망주들은 다들 스키선수가 되

고 싶어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바탕

으로 노르웨이 스키는 최고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스케이팅도 노르웨이에서 이동수단

으로 사용되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

은 강이나 호수가 얼면 신발에 동물 뼈

를 달고 미끄러지듯이 그 위를 지나 목

적지에 갔다. 이 나라는 스피드 스케이

팅에서 별로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

으나, 노르웨이(85개)는 이 종목에서 

네덜란드(129개) 다음으로 많은 메달

을 획득했다. 1998 나가노대회부터 20

여년 동안 이어진 부진으로 이러한 선

입견을 준 것뿐이다. 부진 속에 스케이

팅팀은 스폰서가 없어지고 예산도 대

대적으로 깎였다. 하지만 2018 평창올

림픽에서 노르웨이는 4개(금2)의 메달

을 획득하며 부활의 서곡을 알렸다. 이

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스케

이팅은 자국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같은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되기를 희

망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자연환경은 

노르웨이를 하계대회보다 동계올림픽

에서 훨씬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조

금은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다. 

� 이화여대�국제사무학과�초빙교수

이정우의

스포츠�랩소디

‘스키 신고 태어나는’그들, 겨울 스포츠는 삶의 일부

스포츠C6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1  컬링이 돈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종목처럼 보인다면 오산이다. 한 경기에는 16개의 스톤이 필요한데, 스톤 한 개의 가격이 180만원이다. 2 2018 평창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노르웨이의 마리트 비에르옌. 그녀는 총 15개의 메달을 기록해 남녀 선수 통틀어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

득한 선수다. 연합뉴스 

스키 타기 최상급 많은 눈 내려

어릴 때부터 학교까지 타고 다녀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관심 높아

1회 대회~평창 메달 368개 획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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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세일즈>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영어/한국어/MS Office

H1B VISA Sponsoring 가능

 Simple IRA

resume to

topcpainfo@gmail.com

맥클린 한국학교 교사 모집

초,중등부   맡아 주실 분

▶571-235-8997

▶703-505-5760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 703-973-5900

공인회계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소통 가능하신 분

업무교육제공, 연봉 4.5만 이상

현지이주필요

DC에서 4시간 거리로 

배우자 취업기회도  풍부

201-316-6754(Don) 문자요청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택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send to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Annandale 

-Full /part time 

-컴퓨터/영어필수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 237-878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주중/주말 근무 가능한 분

문의: 571-222-5358 , 301-200-2211

탑 여행사

함께 할  OP (여행운영매니져) 와 가이드를  

찾습니다.

1. 자격 요건 

   - 15인승 VAN 운전 가능자

           (CDL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

- 20-40대  여행  관련  근무자  우대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채용 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joyce@toptravelusa.com

   - 문의 : 703-543-2322  조이스리 실장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CSC Home Care 에서

사무직  Full Time, Part time   직원  구합니다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H Mart Ellicott City 직원모집

C/S, 반찬부 및 계산부 FULL/PART TIME

  - 베네핏: 401K, 휴가, 회사 리조트, 포인트

카드, 건강보험 등

- 이미란 차장: 443-574-345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Dental,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ENI DIST, INC 신입 및 경력 사원 모집

영업직 0명

사무직 0명- ERP / Excel 유경험자 우대

CDL Driver 0명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301-477-4010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버지니아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직원 구함

CPA 또는 EA 자격 우대

유경험자 우대,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yicompany.com

Financial services 

▶문의: (703)345-9594

패어팩스 지역,

풀타임 오피스 직원 구함, 보너스/401(k),

 건강보험 지원가능. 

이중언어 Bilingual 가능한분

연락처: 703 622 4345

NEST Energy

LED Sales(영업)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하실 뿐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 855 - 3565

Ph. (703) 712-7162

KS Corporations, Inc. 구인

- Drafter/Architect/Interior Designer/

Engineer (Mechanical/Electrical)

 이력서: hr@kscorps.com

www.kscorps.com

▶문의: (703) 508-6794

Project Manager & Asst. VP

Must have General Construction and all 

Trade Experience.

 accounting@tkservicesinc.com 

 James Kim at 703-675-7401

센터빌 회계사무소 ,경력직 직원구함

회계사무실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

이메일  info@yoofg.com

▶703-961-1088

H Mart Annandale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및

 CASHIER FULL TIME

  - 베네핏: 401K, 휴가, 회사 리조트, 포인트

카드, 건강보험 등

 - 담당자:권대욱 매장책임자

   (P: 703-914-4222)

H Mart Falls Church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및

 CASHIER FULL TIME

 - 베네핏: 401K, 휴가, 회사 리조트, 포인트

카드, 건강보험 등

문의:박성태 703-853-6949

보험회사 직원 -Annandale 

-Full /part time 

-컴퓨터/영어필수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문의 : gpark@withcornerstone.com

저희 HBS Energy 와 Mr.Electric  에서 

경험있는 세일즈맨 (기본급 지원)과 Office 

직원(영어와 컴퓨터 필수)을 모십니다.

회사 T. 443- 864 -5193

Brian Kim  T. 646- 831 -2450

email:hbs.briank@gmail.com

회계사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무경험자도 가능

영주권 스폰서 가능

Benefit-건강보험, 보너스, 유급휴가

▶Email: luvacct1986@gmail.com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모집분야 :Technical Support

                             Customer Service,Processing

-자격조건 :이중언어,

POS/Computer 유 경험자 우대

성실한 업무자세,취업결격 사유 없으신 분

-대우 :

모집직종에 따른 업계 최고의 급여

경력에 따라 42K - 60K/Year Starting 

Salary,유급휴가,건강보험

Fax: 703-225-5507

▶Email: HR@worldbankcard.net

특허사무소 직원 구함

Chantilly에 위치, 풀타임, 이중언어,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 분.

Resume: email@lexipgroup.com

한미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구함 (파/풀타임)

www.hanmicenter.com 

▶이력서: hanmi4justice@gmail.com

K- market (애난데일),전 부서 직원 구함

풀타임/ 파트타임,전산부직원 파트타임

▶문의 : 703-712-7089

특허사무소 직원모집

Vienna, VA에 위치, 풀타임, 이중언어,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 분.

-Job Description

-IP & T GROUP LLP is a growing patent 

prosecution firm in Vienna, VA.

We are currently seeking a secretary/

receptionist/paralegal to support 

patent attorneys.

-Job Requirements:College degree

 Preferably Korean/English bilingual or

 Preferably Chinese/English bilingual

Resume: ipntlaw@ipntlaw.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회계업무 직원 및 RECEPTIONIST 구함

유경험자 우대,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이력서: hr@yicompany.com

▶703-345-9594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 지역 덴탈랩

모델워크 파트타임 하실분 구합니다. 

571-229-038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기술자/초보자 구함.

703-946-8557

락빌 내과/스파에서 함께 일하실 분 

(301) 417-4975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토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MD 덴탈랩 함께 성장할 기술자 모집

CAD/CAM | 덴처기사 | 배송기사 / 

오피스보조(파트타임), 쾌적한근무환경

경력자 우대 ,초보자 가능

240-477-5683

페어팩스지역 receptionist구함

Cosmetic surgery office에서

-이중언어자

-유경험자 우대/초보자 교육가능 

-월~금,$20~$24/hr

-건강보험,치과보험,401K,PTO제공

▶Resume to anyosupa@yahoo.com

치과병원에서 직원구함

-Front Desk

풀,파트타임,무경험자,이중언어

-Dental Assistant

레스톤 타이슨스

Resume send to

tysondentalcenter@gmail.com

▶703-798-4270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셔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곽지훈 물리치료실 구인

직무: Front desk 업무+minimum field help

근무일: 월/수/금 오전 9시 - 오후 6시 (8시

간/일). 점진적으로 화/목 오후에 추가 근무

시간 드릴 수 있음. 점심시간: 12:30-1:30 

한국어 및 영어 가능하신분

병원근무경험자 우대

pro.spine.care@gmail.com

▶구인 문의사항 : 571-524-1155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MD 엘리콧시티 병원

파트타임 / 풀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 carefreeland@gmail.com

<식당/제과/델리 >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웃브리지 글로벌마켓 푸드코트 캐셔구함.

캐쉬페이. 15/1h

703-785-5453

DC  일식당, 중간 Cook

풀타임,파트타임,차량 교통 제공가능

703-618-7949

센터빌 Honest Grill, Server

점심 11:30AM-3:30PM

저녁 5:00AM-10:00PM

703-543-2320

베이커리,버블티 일하실 분..

파타임,풀타임.

703-717-2596

에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캐쉬어/ 쿡 구함.

703-989-9828

한국제빵 기술자. 구함. 특히 한국 도넛스

기술자. (숙소제공) 동업도 가함

703-209-1613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 385-5000

떡 포장하면서, 배달하실분

강원떡집 Gaithersburg

240-477-2748

엘리코시티 롯데마켓안 푸트 코트

 서울순대에서 캐쉬어와 주방보조 하실분

 301-256-7866 

일본식당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 -340-5223

엘리콧시티 롯데 만나식당에서 캐쉬어/쿡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443-875 -6169

에난데일 토속촌

 풀타임 웨츄레스 웨이터 구함

703-333-3400

(구직)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문자요망)

텍사스  도넛 센터빌 ,

  M~F 7am-3;30pm

Cashier/Customer Service

703-462-4349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쉐프,,스시핼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 A County)

베트남 식당 2-3일 일하실 서버 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C9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실/네일/마사지>

Shady Grove Barber &Beauty

남,여 머리 하시는분 연락주세요

Gaithersbury MD

301-926-3638

301-538-4246

에난데일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 분과

리셉션리스트(파타임 가능)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Fredericksburg. 에서 바버 구합니다.

 540-845 -1765

<정비/바디샵>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이 매우 좋읍니다.)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합니다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 애난데일 지역

571-376-7878

 정비 메케닉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627-5936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 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301-977-4484 

 240-246-4477(cell)

   <건축/목수/플러밍/냉난방>

인테리어 카펜터 헬퍼모집

초보자, 시니어 가능, 센터빌인근 거주자

아르바이트 원하는분 환영

703-955-2442 (메세지 부탁함)

HD Millwork 회사에서

* 가구제작 & 현장인스톨

* 서브 컨츄렉터

성실한 경험자를 모십니다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덱)

20년 경력의 핸디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헬퍼 구합니다!

▶ 문의 : 540-351-7118(상담 환영)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무경험도 가능

DC  License 우대.

문의: (엘렌)973-997-5805

Sterling, VA 건축회사에서 

필드 메니져와 싸이딩 리페어맨 구함 

간단한 컴퓨터 사용과 영어 필수.   

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제출: recruit@capitalcoa.com

L & B Universal, Inc.구인

-냉난방 기술자 및 헬퍼(이중언어 우대)

-수습기간 종료 후 의료보험 제공,

  영주권 스폰 가능

이력서:info@lbuniversal.com

▶문의:703-618-4822

                    <기타 구인/구직>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 2/11 to 2/15) 동안  일하실 

Part time을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주세요.

꽃집 프런트(Receptionist)  

디자이너 도  구합니다.

영어 ,컴퓨터 필수.Part Time (9-1 ,1-5)

Gaithersburg Area

문자요망:

240-447-3121/301-948-6667

아가  돌보실  분  찾습니다

훼어옥스 거주

703-981-4632

남자 어르신  돌보실 분

캐쉬 지급 가능

571-278-8811

703-999-3557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뷰티 서플라이 스토아 

파/풀타임 구함, 무경험자도 환영

숙소제공

443 -510 -1101

카운터 파타임

바느질 파타임

엘리콧시티 

240-723- 5798

픽업스토어에서 배깅하실 분

(애난대일에서 10분 거리, 알렉산드리아)

703-608-5183 문자요망

뷰티 서플라이. 

유급휴가. 보너스. 

엘리콧 시티에서 20분거리. I695 Exit 20.

443-765-7177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 -300-4959.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를 찾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한 메

시야장로교회(Messiah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A. 모집 영역

 1. 유년주일학교(Elementary) 사역자

      Part time or Half time

 2. 중고등부(Youth) 사역자

        Part time or Half time

B. 자격 요건

   1. 정규 신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

   2.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가능한 분

         (영어    설교 필수)

   3.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C. 제출 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성장배경/신앙  고백/사역경험/최근사진)

    2. 사역비전

    3. 신학교 졸업 혹은 재학 증명서

    4. 추천서 1통 - 목사님

D. 서류제출 및 문의

   1. 한세영 목사 (syhan91@hotmail.com)

    2. 사역은 1월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접수

엘리콧시티 

카운터 풀타임 ,파트타임

410-926-3200

Ft Belvior 버지니아 군부대내 픽업 

F/T or P/T 캐시어 하실분

Andrew 메릴랜드 공군기지 픽업

 F/T or P/T 케시어 와 옷 수선 하실분

703-608-0133. 703-608-0149.

바쁜 세탁소에서 재봉하실 분

경험있으신 분 

Quantico (해병대부대 안)

571-365-8303

챈틀리 WHOSEEK 

 캐쉬어 풀타임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376-8090

애난데밀 몰 안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하실 분 

시간당 15불, 35시간, 주5일 근무

443-374-7446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애난데일 새단지 새집 (2023년)$3,700

최고급 빌더,최고급 부엌, 2Car Garage

3 Beds, 3 Baths , End Unit, Brick Front

▶703-477-3114

센터빌 $3.000

방5, 화장실 31/2, 2 Car Garage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

잘 꾸며진  Walk Basement

▶703-477-3114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Bath 2.5  

쇼핑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

스프링필드 단독 주택 렌트. 

애난데일에서 가까우며 495, 3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위치. 완전히 리모델링 수리한 

집. 전체 마루. 방 5 화장실 3.5 . 

방들이 서로 멀리 있는 편안한 구조의 단층.

 즉시 입주 가능. 월 3,999.

 703-244-3453

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4 Rooms,3 Bath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11월중 입주 환영

571-245-1495

센터빌 타운홈 방 3개 화장실 2+2, 즉시입주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우드브리지 타운홈, $2300

전체 마루 새 페인트 ,차고1방3, 화장실 3

703-909-0988

노바대학근처 돌집 단독주택(월 $3200); 방

3/화2/지하실/주차장널널/초대형마당) 대

가족 환영, 3개월후 이사가능. 

571-781-2938

29번/Stone Rd 근처에 있는 타운홈

방 4개, 화장실 3개,

 walkout basement

집 전체 마루, 화장실 2개 업그레이드 

$2,400

703-300-1048

Fairfax 지역

타운하우스  3 bedrooms,3 1/2 bath , 

2 parking spaces ,

즉시 입주 가능함

571-989-1746(문자요망)

볼티모어 다운타운 

 Fells Point 안전한지역

방4개, 화장실 2.5, 넓은 Deck,차고 2개 

2600 sqft, Sublease 가능, 월 $2500

917-254-7136 (Mr 안)

Townhouse rent, 방 4 욕실 2 1/2 

WOODBRIDGE, VS

좋은 가격, 강가 subdivision. 

DC Commuter VRE 근처

문의 703-909-8412 

센터빌 3층,엔드유닛 타운홈,$2,700

방3,화3.5,차고1개,덱,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집

▶703-489-6926

알디 싱글홈, $3,800

방4+2 덴,화3.5,차고2,덱

▶703-489-69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

(알링톤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없는 분도 가능 ,월 $6,995

▶문의 :703-244-3453

<콘도 렌트>

콘도 (애난데일) $1,450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편리한 콘도

, 업데이트 키친, 업데이트 화장실, 

넓은 리빙룸, 나무마루, 숲 보이는 DECK

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깨끗한 집 저먼타운

1087sf , $2000

방2,화장실2,새부엌, 새화장실

301-318-9660,301-318-424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3개 화장실2개반 

$1800 또는 방1개 렌트 여자분 환영

646-419-0022

페어레이크 벽돌 타운홈 

방 4개 화장실 3.5개. 2 car garage. 3 level

2000 sqft 햇빛 잘 들어옴

첸틀리 방 2개 화장실 2개. 좋은 학군 8/10. 

싱글홈. 리모델링, 유틸리티 포함.

703 -762 -6759

어퍼말보로에 있는 4 베드룸 단독주택 

(2000 sq ft이상) 월 2000불 렌트 

240-426-9682

방2개 화장실1,작은 부엌

넓은 실내 , 다 포함 $1200

센터빌 3분거리, clifton-VA

301-628-6626

애난데일 H-mart 입구. 방1. 화1.파킹2.

전체마루.11월초 입주가능.

703-268-8669 메세지요망

<방렌트>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301-648-2522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작은방 여자분 구함  잠만 주무실분 

 취사가능

571-581-951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인터넷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Fairfax 조용한 주택가 , 방 1개  염가제공

웃슨하이스쿨, 죠지메이슨 대학근처

페어펙스하이스쿨가까움, 금연자 환영

703-352-3966/571-377-9022

메릴랜드 29번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넓은 방

욕실 냉장고 세탁기 가구 취사가능

출입문 따로

301-275-6533

애난델  , H-Mart 옆

방1, 화1, 세 놓음

싱글 남자  직장인, 금연자 환영

인터넷, 가구일체  $700

2월5일부터  입주가능

703-350-1986

Geogemason University 2분거리

방 2 개

347-421-7894

애난데일 H 마트 뒤

 콘도 매스터 배드룸 ,화장실 하나 

런트하실 여자분 , 즉시 입주 가능

제니 지 ( 문자 요망)

571-277-7758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방1, 유포 가구완비, 인터넷

301-655-3248

스프링필드  작은방  쓰실  여자분 

571-581-9515

Springfield  VA.

Single home, around  1,200 SQFT

Walk out Basement 2 Rooms

1Full bath,Utilities  & Internet 포함

Rent  fee $1450/month

출입문 별도

703-919-5588

센터빌 싱글홈 지하실 전체

출입문 별도, 부엌, 세탁기, 교통편리

571-344-292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C1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신디 리  부동산
703-338-0008

cindyleecre@gmail.com
(문자로 연락주세요)

구독 신청 703-281-9660



페어펙스  조용한 싱글홈,

편리한교통,방,거실,부엌,출입문별도

학생,직장인환영.

703-314-2744.

Annandale 한인타운, 깨끗하고 조용한 방

가구완비, 파킹, 유틸리티 포함

잠만 주무실 분

(문자)703-919-8785

타운하우스 방렌트,게이더스버그 MD

434-532-5548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도보 5분거리

방1개. 직장인환영. 

703- 419 -0337

그린밸트 MD     

싱글홈 지하와 2 층방세 놓음 

240 -687- 7718

버지니아, 프론로얄, 전원생활 좋아하는분

방1$700, 

방2, 천이백불.(거실,욕실, 미니주방 독채)

703-209-1613

애넨데일 방 렌트. 원룸 스타일

주방, 목욕탕. 침대, 책상 구비,혼자쓰기편리

571-232-6052

Annandale 싱글홈 방 렌트

236 도로인근 바로 입주 가능

571-565-0683

Annandale 노바근처, 학생환영

방1,욕실 ,화장실, 넓은 리빙룸,

조용한 럭셔리하우스

703-336-3283

단독주택  2층방  $600 

유포,인터넷, 저먼타운,조용하고 깨끗함

240-393-3615 (문자요망)

12월말경 혹은 1월 말경, 

전문직 남성과 같이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1~2명. 

 아파트 입주 날짜 가능한 분  문자로 연락

571-781-2938.

센터빌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5분거리,취사가능

703-395-0050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화장실 딸린방 $650 ,작은방 $550 

잠만 주무실 분

703-300-8669

단독주택 방 2개즉시 입주 가능, 

직장인, 금연자   ,실버스프링 MD

240-423-9968

MD 저먼타운 싱글홈,롯데 근처,반지하 ,방1

개,인터넷,침대,가구완비,출입문별도

301-538-1438

Springfield  지역 

단독 주택  room rent 합니다

금연자. 

571-296-7727

애난데일 중심가 고급 아파트, 전문직 남자가 

남자 룸에이트 구함. Non-Smoker. 

571-781-2938

<사무실/ 점포 렌트>

일식주방 장사하실분 장소 빌려드립니다 

 테리야끼,라면,우동,야끼소바등 

키친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703-340-5223

애난데일 중심지  콘도 오피스

같이 쓰실분  $ 600 ,주차 여건 좋음

703-483-0505

DC에 위치한 서브웨이(SUBWAY) 스토어

점포만 렌트

917-670-7386

센터빌에서 차로 5분거리 메인도로

정비소와 중고차딜러 건물리스

Email: kingisback911911@gmail.com

페어팩스 사무실 및 치료 실 임대 

좋은 위치 교통 편리

구 H 마트 부근 / 룸 1-2개 렌트

오피스 내 화장실 인터넷 무료 제공

▶571-765-0545

애난데일 근처 오피스 공유하실 분. 

전체 1300sf. 중 300~500sf. 방 1+로비. 

가격 월 $500~800. 

sleeracha17@gmail.com

            <싱글/타운/콘도  매매>

센터빌 2층 타운홈,$434,900

방3,화2.5, 센터빌하이,리버티미들학군

▶703-489-6926

프린스 조지 카운티,싱글홈매매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35만불

방3.화2, 차고

703-864-4299

<부동산/상업용 매매>

교통+위치 매우 좋은 애난데일 미용실 매매

301-852-9298  (문자 메세지 요망)

캐리아웃 NW,DC 

싼 값에 급매 주 6일 비어 라이센스 있음 

703-220-3382

코인런드리 매매, 장비 60대, 

시간 07:30 -21:00

월수입 8천불 이상,가격 25만불

애난데일 70마일 거리 리치몬드 버지니아 

지역에 안전한 샤핑몰 내은퇴 이유로 매매

804 -335 -5108 

DC 에 위치한 성업중인 캐리 아웃 델리

성업 중,오너 은퇴 예정

주 매상 $5,000 (5천불)

가격: $140,000 (14만불)

First Decision Real Estate LLC

▶Ryan Kim:703-268-6859

Commercial  2.78 에이커   $ 1,850,000

Route # 17  상가 3개 동으로 구성

주요 간선도로변 넓고 ,긴 Front line 으로 

대형차량 접근 및 출입이 매우 용이함 

▶703-483-0505

Restaurant , Newport  News, VA  

$130,000,시내 중심상권 퓨전식당  2700 

스퀘어 다이닝,Casual Korean Food & 

Chicken ,Extra Income (게임기. Lottery)

넉넉한주차공간 

▶703-483-0505

1.델리:센터빌지역,주매상 만이천,렌트3천

2.델리:8만,레스톤지역

3.베이커리 장사 잘되는집

cindyleecre@gmail.com

▶703-338-0008

ㅈ

<기    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Dental Implant : $1,000

Implant  crown, extra :  $750

40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703-569-8000

빛깔찬 유기농 태양초 청양고추가루

-올가닉(Organic) 농사

- 물량 제한적

443-631-3125

워싱턴  한인 마라톤클럽 에서 매주  토.일 7시 

함께 운동할 회원을 환영합니다

장소:  버크렉 파크

 703-380-1916

시니어 아파트 신청 원하시는 분.

1년 정도 걸리고 바다가 옆에 있음 

뉴폿뉴스 ,VA

757-877-0961

오미크론이나  다른 코비드  변이바이러스

로 위험하고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수있는 

bivalent covid 19 백신 접종  가능

이종명 가정의학

7501 Little River Tpke #304

Annandale, VA 22003

703-965-3103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VA 도 올해부터 발행)

필기도구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갱신,REAL ID 신청

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골동품 매매

202-669-8273

<건축/페인트>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맥건축,

인테리어의 솔루션,자재부터 견적까지 투명

하게시공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설계,허가,시공,주택신축,증축,리모델링,

커머셜 인테리어,카운터,각종 캐비넷

703-362-0073/240-344-3766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

사/건축, 시공 및 건물/물 및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

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

공사,주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문의:571-331-6811

<융자>

제인최  융자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융자 전문인이 최저 

이자율 보장으로 부동산 매매 융자 또는 재융

자를 도와 드립니다. 

janec.loan@gmail.com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문의 :703-204-0022 / 703-727-9730

<중고품/기타 매매>

액자 20개를 100불에 매매합니다.

사이즈20X17(10) 16X14(5) 14X11(5)

703-340-9630

집의소장했던 다수의 그림들(동양화,서양화)

과 큰거울(68X56, 69X45) 

아주싸게 팝니다.

703-340-9630

운동기구 실내 자전거    $ 200

하이엔드 스피커 La-Sacala  $ 2 ,500 외

703-483-0505

Kawai piano $800.00 (배달 안됨)

HVAC tool등 각종 공구 세일 

703-220-3382(문자요망)

For sale:Samsung 61"DLPtv($75.00)

Sketure 32"tv($50.00) Computer 용 스

피커 세트(Altec Lansing with Subwoofer 

&remote $$70.00) 

703-898-5970

<중고차 매매>

2000년  포드  익스프러

상태 좋음 ,2천불

새타이어,새배러리,브레이크교체

571-699-9707

Hyundai Tucson  78K Mile   $  7,800

Mitsubishi Galant  140K  Mile  $ 3,800

Infinit G37x    145 K     $ 11,000

703-483-0505

2013 Honda Civic 2 door, 1 Owner, 

95000 miles.

 문의 703-909-8412

한국자동차

www.hankookmotors.com

20여년 경력의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중고차 고가 매입.

▶ 문의: 703-225-9151(김태원)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18-4822 

703-678-1749

한인 장비 수리센터 및 전시장

사업용 냉동,냉장고 사고 팝니다.

에어컨,보일러,상업용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ICE MAKER,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255-2926, 

   410-979-4242

중앙냉난방

모든 식당 장비 수리/설치. 식당 장비 사고 팝

니다. 에어컨디션, 힛펌프, 개스 난로, 

냉동고, 냉장고

703-944-2266

JD냉난방(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보 석>

골든벨라보석  

K24 ,K18 ,K14, K10 ,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카펫/에어덕트 크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소독,냄새및얼룩제거

최상의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범양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문의:(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문의:(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문의:(703)550-2424

조양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 문의:(703)550-5550
 

<핸디맨>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스톤

플러밍,페인트,목수,전기,수도

직접시공-타일,창문,화장실,지하실,

                 마루,부엌

571-338-097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C11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유리 이삿짐 / 재테크

전기 공사

광고 문의 : 703-281-9660

건축 / 페인트

냉  난방

2023년 1월 28일 토요일C12



에어컨&히팅 / 건축 / 장비수리 / 플러밍 / 카펫&크리닝

핸디맨 / 리모델링 EV 충전기 설치

블라인드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C13



전면광고C14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전면광고 C15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전면광고C16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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