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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가불불날리던날담양죽녹원

으로나들이를했다

서울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배

가가족들과함께담양으로인문학기

행을왔다고했다

봄볕짱짱한주말 죽녹원은관광객

으로 넘쳤다 이제 담양이 남도답사 1

번지임을실감했다 대숲이뿜어낸음

이온을흠뻑마셔한결머리가맑아진

나는 고등학교생인 후배 아들에게

대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지? 하고

물었다 나는 아이에게 인문학테스트

를하고싶었던것이다

예상했던대로아이는푸르고 곧고

속이빈것이라고극히상식적인대답

을 했다 나는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옆에 있던 아이 아버지

가 사군자의 하나 라고 하자 아이는

이어 오우가라고 했다 아이는 더 이

상생각나지않는다고고개를흔들었다

나는 선비정신도 있고 죽창을 든 동

학군이나 오죽헌 죽부인전 죽림칠현

죽간 죽시 묵죽 피리 대금같은대나

무로만든관악기도있다고말했다

문학역사철학미술음악 등 대

나무가갖고있는인문학소재는실로

무한하다

나는 만파식적(萬波息笛)에 대한 이

야기도해주었다 신라신문왕이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를 짓고 해룡이

된문무왕과천신이된김유신으로부터

대나무를얻어만든피리를불었다

이피리를불면적군이물러가고병

이 나으며 가뭄 때 비가 오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다 만파식적 대나무

피리소리는 천하를 화평하게 하며 모

든인간의번뇌를잠재우게한다하였

는데 이는 범종 (梵鐘)이 갖는 뜻과

같다 범종에 만파식적 형태의 음통

(音筒)을만든것도이때문이다

대나무 피리소리는 평화의 메시지

를상징한다 선비들은사군자중에서

도 대나무가 군자의 맑은 덕(淸德)을

상징한다하여특별히좋아했다

고려문인이인로(李仁老)는대나무

를 맑은 친구(淸友)라 하였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易)는 양죽기(養竹

記)라는 글에서 푸르고 곧고 마디와

비어 있음 외에 여간해서 뽑히지 않

은튼실한뿌리를강조했다

 대나무 뿌리는 견고하니 견고함

으로써 덕을 세우므로 군자는 그 뿌

리를 보면 잘 세워 뽑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고 했다 곧음은 군자다운

강직함 푸름은 불변의 절개 마디는

절제와 결단력 비어있음은 진공묘유

(眞空妙有)의 깊은 철학과 무욕을 상

징하는데 그외에도뿌리의견고함을

첨가한것이다

시인묵객들은 대나무에 대한 시를

쓰고 묵죽 치는 것을 즐겨했다 김시

습(金時習)의 시 산중죽(山中竹)과 김

삿갓의 죽시(竹詩)가 널리 알려져 있

거니와 당대선비라면누구나다투어

갖기를소원했다는양학포 (梁學圃)의

묵죽은 유명하다 나는 대나무 시 중

에서도 복효근의 어느 대나무의 고

백을좋아한다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같은선비의풍모를읽고가지만

 내몸가득칸칸이들어찬어둠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

는 기개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불라치면 허리뼈가뻐개지도

록휜다흔들린다 (중략)

죽녹원에서 내려와 담양세계대나

무박람회 홍보관에 들렀다 담양군은

145억을 들여 9월17일부터 열리는 대

나무엑스포준비로바쁘다 담양하면

대나무를 떠올릴만큼 브랜드 가치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대나무 총면적

7039ha 중 담양이 255%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에 대나무박물관을 개관

했고대나무관련무형문화재도많다

채상장참빗장죽렴장낙죽장부채장

문화재와악기장명인준명인등 19명

이대나무문화의전통을이어간다또

한 300년의역사를갖고있는전국유

일의청죽시장이열리고있다

이런 연유로 담양에서 세계대나무

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

다 이번박람회에서는대나무의약리

적가치 산업적가치 환경적가치보다

는 인문학적가치를 다양하고도 집중

적으로드러냈으면어떨까싶다

담양은 소쇄원 면앙정을 비롯 정자

문화와 가사문학으로 유명하다 이제

산업시대는가고인문학시대가왔다

대나무의 인문학적가치와 선비문

화를 접목시킨다면 보다 새로운 인문

주의적박람회가되지않을까 이제는

산업적가치보다 인문학적가치가 우

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

이다 소설가

인문학과대나무엑스포

�����

총공사비 3036억원으로 전남에서 최근

발주된 새 공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해

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진입

도로가격입찰이다음주로예정되면서수

주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삼호읍(국

도 2호선)에서 해남 산이면(지방도 806호

선) 1083를 연결하는 솔라시도 진입도

로 개설 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업

체들은오는 21일조달청이실시하는가격

입찰에응할예정이다

12공구로 분할해 발주되는 턴키방식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 1공구(54

교량 22 포함)에는 한양건설 포스코

건설 대림산업이 2공구(54)는 금호건

설과 금광기업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했다

1공구(공사비 1675억원)는 설계평가

65% 가격 35%가 2공구(공사비 1022억

원)는설계평가 55% 가격 45%가각각반

영된다

이에 따라 가격을 어느 업체가 적게 적

어내느냐에따라최종업체선정에영향을

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 2공구가 1공구보다 가격 변수가

클것으로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가격입찰에앞서 20일전

남도에기본설계서를납품할예정이다

전남도는 다음달 초 16명(공무원 8명

외부인사 8명)이 참여하는 설계평가심의

위원회를구성해설계평가를하고설계평

가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해 6월초께최

종업체를선정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3036억짜리기업도시진입도로누가잡을까

광주시산하기관장에대한시의회인사

청문회가주목을끄는가운데광주여성재

단장혜숙대표이사내정자가청문회문턱

을넘을수있을지관심이다

인사청문회첫대상이었던김대중컨벤션

센터사장내정자가결국 낙마하는등혹

독한검증관문을통과해야하기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

일장내정자를대상으로인사청문회를연

다고14일밝혔다지난9일낙마한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청문회다

서미정위원장을비롯한 9명의위원으로

구성된인사특위는이날장내정자의직무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과 비

전 경력 도덕성등을꼼꼼하게따질계획

이다 특위위원들은 재산 학력 경력 등

20여개의 각종 자료 등을 이미 제출받아

사전조사를진행하는등재단을이끌대표

로서적합한지를살펴볼계획이다

특히장내정자의업무능력과함께도덕

성검증이집중적으로이뤄질전망이다

장 내정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윤장현 시장의 TV

토론회찬조발언을하는등사실상선거를

도왔던 것으로알려지면서 보은 인사 논

란이일기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부 특위 위원과 장

내정자가친분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져청

문회가제대로될지의구심을제기하고있다

반면장내정자가지역여성계중진이라

는점때문에무난하게청문회를통과하지

않겠냐는의견도지배적이다앞서윤재만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내정자는지난9일

인사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결

과보고서를사장임면권자인윤장현시장

에게전달하면서자진사퇴한바있다

한편광주시와시의회간청문협약서에

적격과 부적격이라는 용어를 청문보고

서에사용하지않기로합의한만큼이번에

는 시의회가 이 규정을 지킬지도 주목된

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장혜숙광주여성재단대표내정자오늘인사청문회

내주턴키방식입찰

건설업체들 수주경쟁

전남도 6월초 업체 선정

<영암삼호읍해남산이면 1083>

광주시와전남도가중국에서각각 1000

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14일 중국 광저우 충칭 베

이징등 3개도시를대상으로해외시장개

척활동을벌여자동차부품 의료미용 소

비재등에서 1000만달러의수출협약을체

결했다고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한 중국 시장

개척활동에서 1017만달러 규모의 수출협

약을 맺고 4729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을벌였다

주요수출협약으로자동차부품을공급

하는㈜케엠사와특장차량을공급하는㈜

화인특장은중국베이징과충칭등 5개업

체에자동차부품품질 기술적인제안 관

리체제 등을 수출하기로 하고 120만달러

의수출협약을맺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끈 전남 투자유치

단은중국방문사흘째인 14일베이징에서

중국농수산식품유통업체들과1000만달

러의수출계약(MOU포함)을체결했다

이날 전남에서참석한고흥의참살이영

농조합법인은 유자차 등 5개 품목에 대해

중국 항립상무유한공사와 300만 달러 청

도 삼정화 국제무역유한공사와 200만 달

러의수출계약을체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中서각각 1000만달러수출계약

광주시의회 업무능력등검증

윤장현광주시장과실국장 조영표의장을비롯한광주시의원등이 14일오전광주YMCA 무진관에마련된세월호 1주기시

민추모분향소를찾아분향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자동차부품농수산물등

윤장현시장세월호 1주기추모분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