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제 4325 호 2005년 12월 30일 금요일

이창호 2005년 프로기사 랭킹 종합1위

최철한돚이세돌돚박영훈 9단 순

최철한 9단 이세돌 9단

녪돳돌부처돴 이창호(사진) 9단이 2005년도 최고기사의 자리를 지켰

다. 한국기원은 30일 올해 프로기사들의 대국성적을 토대로 종합 랭

킹을 발표한 결과 이9단이 2만3178포인트를 획득해 돳독사돴 최철한(2

만3039) 9단을따돌리고종합 1위를차지했다.

올 시즌 51승 24패를 기록한 이9단은 국제기전인 춘란배(3월)와

국내기전 전자랜드배(7월), 왕위전(7월), KBS바둑왕전(10월)에서

차례로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막판까지 이9단과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최9단은 제2회 중환배에서 생애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GS 칼텍스배,

국수전 등에서 우승해 2위

에랭크됐다.

3위는 2004년 12월 삼성

화재배 우승 이후 올 들어

국제기전 도요타 덴소배와

후지쓰배를 양 손에 거머

쥐며 일약 국제기전 3관왕

에 오른 이세돌 9단이 차지했다. 올 1월 제1회 중환배 우승으로 2005

년 우승 포문을 열었던 박영훈 9단은 4위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매월

1일 월별 프로기사 랭킹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종합랭킹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성적을바탕으로집계됐다. 심영배기자 syb77@

2005년프로기사종합랭킹

순위 기사 종합점수

1 이창호 9단 23,178

2 최철한 9단 23,039

3 이세돌 9단 21,634

4 박영훈 9단 17,517

5 조한승 8단 17,244

6 박정상 5단 14,508

7 조훈현 9단 14,362

8 원성진 6단 14,360

9 안조영 9단 14,291

10 유창혁 9단 13,818

녪돱주변에서 도와줘 정년퇴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정작 해놓은 게 없어 후배

들보기가부끄럽습니다.돲

국립박물관 큐레이터로 근무한 30년 간

의 공직생활을 정년퇴임으로 마감한 유형

식(60돚사진) 전국립전주박물관장은 30일

돱박물관 그늘을 못벗어나 전주에 아파트

를 마련했다돲며 돱당분간 쉬면서 앞으로

할일을 구상할 계획돲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퇴임식을 치른 유 관

장은 경희대 사학과를 졸

업하고 1976년 31세의 늦

은 나이에 국립박물관 공

채 1기로 학예연구사 생

활을시작했다.

유 관장은 1989년 국립전주박물관의 개

관 준비를 맡아 1990년 박물관을 개관했

으며 개관과 함께 초대 학예연구실장으로

임명돼 3년간 근무하는 등 전주와 유독 질

긴인연을가지고있다. 최영창기자ycchoi@

유형식 전주박물관장 정년퇴임

돱해놓은 일 없어 후배들 보기 부끄러워돲

녪재정경제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

정년퇴임자가나왔다.

재정경제부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

U)의 장일석(60돚사진) 기획행정실장은 3

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정년 퇴임식을 갖고 30년 간의 공직생활

을 마감했다. 장 실장은 퇴임식에서 돱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

한 것이 무엇보다 큰 영광돲이라면서 돱그

동안 사심없이 공직에 임

하려고 노력했다돲고 말했

다. 지난 75년 옛 재무부

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장 실장은 감사관실에서

금융기관 검사업무를 오

랫동안 담당하면서 강직하고 예리한 감사

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주변 동료의

평가다. 장 실장은 공직자로서는 드물게

저서를 3권이나집필했다.

송길호기자 khsong@

FIU 장일석 실장 오늘 퇴임식

재경부 출범뒤 첫 정규직 정년퇴임자

녪은행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스캔

들로 불명예 사임한 안토니오 파지오 이

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마리오

드라기(58돚사진) 골드먼삭스부회장이선

임됐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29일(현지시간)

안토니오 베를루스코니

내각 인준을 거쳐 드라기

부회장을 신임총재로 선

임했다고 발표했다. 따라

서 드라기 총재는 앞으로

6년간 중앙은행을 이끌어

가게 된다. 중앙은행 총재는 원래 종신직

이었으나전임인파지오총재가은행의M

&A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사임한 후

법개정을거쳐 6년으로축소됐다.

드라기 신임 총재는 지난 2002년 투자

회사 골드먼삭스에 합류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이탈리아 재무부에서 활동했다. 재

무부 재직 당시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분

매각 등을 주도했으며, 돳드라기법돴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금융시장 지배관련 법규

를 만들어 이탈리아 은행의 신뢰도를 높

였다는평가를받았다. 이영희기자 misquick@

드라기돳골드먼삭스돴부회장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로

녪돱선과 악, 삶과 죽음을 가르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보니 나온 작품입

니다.돲

한류열풍을 타고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활용을

목적으로 공모된 작품이 소설집으로 먼

저 출간됐다. 한국형 팬터지 소설 돳미르

신화전기돴가 그것. 지난해 SBSi 인터넷

소설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이 작품의 저

자 권순규(31돚사진)씨는 증권회사 직원

으로 생활하다가 지난 2003년 우연한 기

회에 돳뇌종양돴 판정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한늦깎이.

돱각종 스포츠는 물론 무술도 익힌 저

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해 깊게 천착하

다보니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진정 하

고 싶었던 일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돲 돳미르신화전기돴는 신의

계시를 받은 3명의 주인공이 대우주를

보존하기 위해 절대악에 대항한다는 팬

터지 소설이다. 수백종류의 캐릭터 등

팬터지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구성이 살

아있는데다 작가의 독특한 세계관이 돋

보인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상한

뒤 1년여가 지났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

으로의이전작업은지체되고있다.

아쉬움이 남을만도 하지만 그는 태평

하다. 총분량 10권으로 예상되는 돳미르

신화전기돴의 이야깃거리가 무궁무진하

고 상상력을 담아내기에는 돳문학돴이 최

고라는 자신감 때문. 이 때문에 그는 의

사의 권유에도 불구, 아직도 뇌종양 수

술을받지않은채버티고있다.

돱등장하는캐릭터가너무다양해영상

작업으로 옮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

리라 생각합니다. 이왕 소설집으로 펴내

기 시작했으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보다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담아내고 싶습니

다.돲 이인표기자 lip@

돱뇌종양 절망 속에서 글쓰기 시작돲
SBSi 인터넷 소설공모 대상

돳미르신화전기돴의 권순규씨

녪돱히말라야 험산을 오르거나, 소설을

쓰는 일은 제게 영화 속의 포레스트 검

프처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결

코 절망하거나, 중간에 주저앉지 않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좌

절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

다.돲

1985년부터 18차례나 히말라야 원정

을 했던 산악인 신영철(54)씨. 그가 제

55회 돳문학사상돴 장편 공모상에 당선됐

다. 당선작은 고산 등반을 하는 알피니

스트의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묻는

등반소설 돳에델바이스돴. 세계 고봉을

오른 바 있는 유명산악인이 권위있는

문학상에 당선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이다.

돱취재에 20년, 집필에 1년 8개월 걸렸

습니다.돲 그의 말처럼 이 작품엔 산악인

으로서의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울산 현대조선소(현재 현대중공

업)에 재직했던 1985년 당시 회사 동료

들로구성된히말라야히말출리북봉(73

80m)원정대에참여했다.

돱경남지역 첫 히말라야 원정대였습니

다. 에베레스트처럼 정보가 많은 봉우리

가 아니어서 크게 고생을 했지만, 그만

큼 등반에 성공한 보람은 컸습니다.돲 세

계 최초로 히말출리 북봉을 올랐다는 자

부심을 밑거름으로 88년엔 울산 원정대

장으로서 구르자히말(7200m)과 다울라

기리 6봉(7380m)을 올랐다. 한 원정대

가한꺼번에두개봉을오른쾌거였다.

돱아무리이름난봉우리라고해도남들

이 오른 것이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남

들이오르지않는길로, 좀더어렵게, 좀

더 다양하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산악

인의근본정신입니다.돲

그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높게 평가하

지 않는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

이 몰려 일종의 집단 산행이 되기 때문

이라고.

이번 소설 돳에델바이스돴의 주인공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등정을 경멸한다.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

음에도그기회를후배에게양보하고, 과

거의 등반에서 사고를 당했던 동료의 시

신과함께홀로산속에서비박을한다.

돱제 소설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이 따

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는 연

민에 가슴이 뭉클해지시기를 바랍니

다.돲

신씨는 히말라야 원정을 다녔던 경험

중 가장 보람있는 일로 첫 원정때 네팔

사람들의 순박한 표정을 만난 것을 꼽

았다.

돱당시만 해도 네팔 사람들이 모두 맨

발로 다닐 때였는데요, 자연에 순응하며

불심(佛心) 속에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

름다울수가없었습니다.돲

그에게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신앙

인 듯했다. 기자가 돳등정돴이라는 말을

쓰자, 조용한 목소리로 돳등반돴이라고 수

정했다.

그는 현재 생업으로 무역회사를 운영

하며, 산악 전문지 돳사람과 산돴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0년 미주 한

국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이 당선됐

고, 자전적 산악 에세이 돳히말라야 이야

기돴를펴낸바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돱등반돚집필은 쉼 없는 달리기돲
산악인 신영철씨돳문학사상돴장편 공모상 당선

이색 이력의 작가 2題

18차례나 히말라야 원정을 한 신영철씨는

돱높은 산을 등반했다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돲고말했다.

신영철씨 제공

등반소설돳에델바이스돴… 취재에만 20년 걸려

돳톱 10돴중 8개 상품 휩쓸어

한류스타들 日 달력 시장돳싹쓸이돴
배용준 1위돚이병헌 2, 3위돚권상우 4위돚최지우 5위…

이병헌 권상우 최지우 이영애

배용준

녪일본에서 돳욘사마돴 배용준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29일 포털사이트 돳빅 글로브돴의

내년도 연예인 달력 판매 순위에서 배용

준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병헌 권상우

최지우 이영애 등 한국 스타들이 톱10을

싹쓸이하다시피했다고보도했다.

구체적인 판매 액수와 수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돳빅글로브돴는 달력판매순위

에서배용준이 1위, 이병헌이 2위를차지

했다고밝혔다.

3위는 이병헌 탁상 달력, 4위는 권상

우, 5위는 최지우, 6위는 일본의 신인 배

우이토미사키(伊東美嘯)였다.

7위는권상우탁상달력, 8위는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돳대장금 열풍돴

을 불러온 이영애, 9위는 러시아의 테니

스스타마리아샤라포바였다. 10위는지

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팬들의 성원

을받고있는드라마 돳겨울연가돴달력이

었다.

앞서 지난 24일일본내각부가 20세이

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

표한 외교 분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5.6%포인트

낮아진 51.1%로 기록됐었다. 한국 호감

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4년만의 일이

어서, 일본에서 돳혐(嫌)한류돴정서가퍼

지고있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왔었다.

그러나 달력 판매 순위에서 보이듯 정치

돚외교 분야가 아닌 문화 분야에서 한국

스타들의 인기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구정은기자 koje@

아름다운 정년퇴임

낛鄭榮照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돚相照인선

전열사장돚昌照미국세리토스신경재활병원원장

부친상, 朴在純신경정신병원원장돚咸榮子부천고

강초교교사돚林峯實마틴루터킹호스피탈근무 시

부상=29일 9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10시30

분 02-3410-6914

낛杜瑗洙하나로텔레콤상무돚潤洙한국바스프㈜

기술연구소과장 부친상, 서문훈대신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돚柳學用삼성SDI헝가리법인인사팀차

장돚宋哲宇한국산업교육센터책임전문위원 장인

상=29일 일산병원. 발인 1월1일 7시 031돥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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낛金炯培현대자동차이사대우돚垠培하나은행차

장 모친상, 林承義한소통상대표 장모상=30일 4

시47분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월1일 8시 02돥921

돥9499

낛梁永鎭동국대사회학과교수 부친상, 姜明喜한

세대교양학부교수 시부상, 宋東桓전고려증권상

무돚鄭在昆번역작가돚金映基삼성전자전무 장인

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10시 02돥3410

돥6916

낛丁宜榮전정화여고교장 별세, 愚丁한국존슨다

이버시이사 부친상=29일 8시 한양대병원. 발인

31일 5시 02-2290-9460

낛韓兌根기아자동차대리점지원실장 별세=29일

1시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31일 6시 031돥384

돥4634

낛張辰豪GS칼텍스오일주유소소장 부친상, 申

昌烈㈜LG애드국장 장인상=2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1일 9시 02돥2650돥2746

낛이창근강서공업고교사 모친상, 윤백헌보건신

문사전무이사 장모상=29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31일 8시 02돥2650돥2743

낛박고지전오리온관광돚동규전국세청돚동국㈜한

컴기획본부장돚순자대구가톨릭대학 모친상=29

일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1일 7시 031돥787돥1523

녪가수 김종국(사진)이 29

일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

서 열린 돳2005 SBS 가요대

전돴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종국은 돱10년만에 이런

상을 수상했다돲면서 돱나는

운이 좋은 놈이다. 이렇게

많이사랑해주셔서너무감

사하다돲고 수상소감을 전했

다. 이날시상식에서본상은

김종국을 비롯해 MC몽, M(이민우), SG워너비,

버즈, 테이, 보아, 동방신기, god 등 모두 13개팀

이 받았다. 최고 인기상은 동방신기, SBS 프로

듀서상은 SG워너비에게각각돌아갔다.

김고금평기자 danny@

해수부돥연합뉴스 협력 협정 오거돈(왼쪽)

해양수산부 장

관과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계동

해수부 회의실에서 돳뉴스 교환 상호 협력 협정돴을 맺

은 뒤 악수하고 있다. 궵녚

김종국, 2005 SBS가요대전 大賞

녪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카를

로스 테베스(21돚코린티안스돚사

진)가 3년 연속 남미 최우수선수

로선정됐다. AP통신은 30일(한

국시간) 우루과이 일간지 돳엘 파

이스돴를 통해 남미 대륙의 스포

츠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에 77표를 얻

은 테베스가 뽑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과 20

04년에도 이 상을 탔던 테베스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테베스는 자국

클럽 보카 주니어스에서 올 초 브라질 코린티안

스로 이적한 뒤 20골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안기

는등맹활약을펼쳤다. 궵녚

아르헨티나돳축구 영웅돴테베스

3년째돳AP 선정 남미 최고선수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