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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좋아하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로

시작되는 장진주사(將進酒辭) 조선 중기에 송강

(松江) 정철(鄭澈)이 지은 사설시조(辭說時調)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니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

에 술을 무진장 먹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데 이 조선시대 최고의 권주가(勸酒歌)를 학

창 시절에 처음 접했을 때 한 가지 의문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원숭이가 왜 이

노래에 등장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몸 죽고 나면) 쇼쇼리 바람 불 때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잔나비 휘파람 불 제 뉘우친들

엇더리 무덤가에 메아리치는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는 왜 좀 더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오지 않고

벌써 이렇게 와서 누웠느냐?고 묻는 듯하다

하지만 예로부터 동국무원(東國無猿)이라 해

서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살지 않았다 다만 조

선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들어온

듯하다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송강은 이 시에 절묘하게도 원숭이를

끌어들였다 두주불사(斗酒不辭)의 풍류 가객(歌

客)이었던 송강은 무덤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자

연의 소리를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에 비유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라면 송강 자신이 원숭이해

(1536년)에 태어난 것과 혹시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은 아닐까 학창 시절 품었던 의문은 아직도 완전

히 풀리진 않고 있다

이미 소개한 장진주사에도 나오는 바 원숭이

의 다른 이름은 잔나비다 여기에서 나비는 날

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의 옛말(납)이

며 잔은 잰걸음처럼 빠르다는 뜻을 가진 재

다에서 온 말이다 동작이 빠른 원숭이라는 뜻의

잰나비가 잔나비로 변한 것이다

한데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는 순우리말이 아

니라는 것이다 한자말인 원성(猿猩)에 바둑이

의 이처럼 접사가 붙었는데 원(猿) 과 성(猩)은

모두 잔나비를 뜻한다 원래 원성이에서 원숭

이로 음운이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병신년(丙申年)은 원숭이해다 엊그제 설

을 쇠고 났으니 육십 간지 중 서른세 번째인 원숭

이해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셈이다 원숭이 하

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장자(莊子)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중국 송나라의 저공(狙公)이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네개씩주겠다는 말에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네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이야기다 당장

눈앞의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흔히쓰는 말이다

미아리 눈물 고개 임이 떠난 이별 고개로 시

작되는 노래의 제목에 나오는 단장(斷腸)이란 말

도 원숭이와 관련이 있다 새끼를 잡아간 병사를

백여 리 넘게 따라간 어미 원숭이가 혼절하자 그

배를갈라 보니 창자가녹아내려토막토막끊어져

있었다는 얘기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단장지애(斷腸之哀)의 고사(故事)다

중국에서는붉은 원숭이띠해에 지혜로운 아이

가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다고 한다 인류역사상최고천재 중 한명으로

꼽히는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원숭이해(1452년)에

태어났다 원숭이를닮아못생겼던 도요토미 히데

요시의경우 태어난 해(1536년)는 물론월일시

모두가 병신(丙申)이었다고 한다

원숭이는 지혜와 장수(長壽)의 상징이기도 하

지만 한편 어리석은 동물로 자주 묘사되기도 한

다 조삼모사의 고사가 그렇고 원숭이에게옷을

입히는격이란속담또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역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의 항우(項羽)는

힘이 장사인 무장이었다 그의책사 한생(韓生)은

함양에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될 것을 항우에게 간

언했다 하지만 금의환향(錦衣還鄕)할 욕심에 항

우는 자신의 고향인 초(楚)의팽성으로천도(遷都)

를 고집했다

이에 한생은 원숭이를목욕시켜관을씌운꼴

이군이라고 중얼거렸다 원숭이는 관(冠)을쓰고

옷을 입어도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격노한 항우는 한생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졌

다 한생은 죽으면서 한왕(漢王유방)이 그대를

멸하리라고 예언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됐다

마지막으로 불교경전에 나오는 원숭이 이야기

하나 옛날 인도의 한숲속에서 연못에 빠진달을

건져내지 않으면 세상이암흑속에 묻힐것이라고

생각한 원숭이 무리의 대장이 있었다 그래서 대

장은 먼저 나뭇가지에매달린뒤나머지 500마리

가 순서대로 앞선 놈의 꼬리를 잡고 매달리면 맨

아랫 놈이 달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이 많은 원숭이의 무게를 이

기지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모두 연못속에

빠져죽고 말았다고 한다 원후취월(猿 取月) 혹

은 정중로월(井中撈月)의 우화(寓話)다

이는 물론 허상(虛像)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가

(佛家)의 가르침이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우리의

가슴에 더욱와닿는 것은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

이기 때문이다 저 원숭이들의 대장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자들이 또다시 선량입네하고행세를 하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민생은 더욱 핍진

(乏盡)해질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60일도채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조삼

모사의꾐에 빠지지 않도록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선거때만잠시머리를 조아리는 저들에게 표주

고뺨맞는 일이 없도록정신을 바짝차려야겠다

원숭이인줄도 모르고 저들에게옷을입히고 관을

씌워준뒤뒤늦게 한 잔 먹세그려 하며 술로 시

름을달래봐야 그 무슨 소용일 것인가 주필

관을씌워준들원숭이가사람될까

표주고뺨맞는일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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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와원후취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가 개성공단에서 나서는

차량등으로북적이고있다 연합뉴스

독도땅을민간단체가 처음으로빌려 기

념석을 설치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말 최종

덕기념사업회가 신청한독도첫주민인 고

최종덕씨기념석설치를위한 국유재산사

용을 허가했다 임대하는 땅은 울릉군 울

릉읍 독도리 산 20 서도<사진>의 옛 문어

건조장 일대 1로 기간은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3년이다 사용료는

공시지가 등을감안해 1년에 90원이다

최종덕씨는 1963년독도에 들어가토담

집을짓고 살며 23년간독도사랑을실천했

다 기념사업회는 최씨를 기리기위해 6월

까지 길이 60 너비 50 높이 18 기

념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념석에는 영

원한독도 주민최종덕독도거주 1963

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다 포항수산

청관계자는 독도땅을 민간단체가 임대

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도땅민간단체첫임대

서도옛문어건조장 1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전면 중단조치에

대응해북한이 11일 개성공단을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하고남측인원을 전원추방

하는 조치를취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

계선을 전면봉쇄하고북남관리구역서해선

육로를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덧

붙였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

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자산들을 전면동결한

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

위원회가 관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남측인원추방과 동시에남

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근로자들은 개

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강조했

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출근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운영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

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

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몰아가는위험천

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

리의위력한핵무기개발과위성발사에 들

어간 것처럼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

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결

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등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연합뉴스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군사통제구역선포설비물자등자산전면동결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은 북한의 장거

리 미사일발사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3국이 대북제재에 강력한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 정부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이

거의 동시에양자제재에 시동을 걸면서 대

북제재 선공(先攻)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사흘

만인 9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

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북한 노동자임금으로 연 1억달러

이상이 지급되는 돈줄을차단 우리 정부

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결의 등 국제사회의적극적인 동참

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

히 제재수위에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를향한 강한 메시지를담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완전중단

발표직후북한 국적자의입국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

본입항금지 대북송금제한확대 등을골

자로 하는 대북제재를결정했다

미상원도현지시간으로 10일 가장포괄

적이고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통

과시켰다 연합뉴스

한미일대북제재 선공中안보리압박

물품챙겨南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