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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 태어났지만, 이웃

과 더불어 살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산다. 인간이 움직

이고 노력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벌고 번다고 하는데 많이 벌

어들여 내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

라고 한다. 부자가 가진 것은 재화

인 돈과 인맥을 형성해 많은 사람

이 자기 사람인 것을 말한다. 신축

(辛丑)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데 

한 해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벌었으며 

많은 재화를 모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기업체에서는 연말 정산을 

하는데 인생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 정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사람은 얼마나 내 사람을 

만들었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모

았는가 하는 인생 정산서다. 

인간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지

는데 만남의 관계에서 사람이 벌

어지고 돈이 벌어진다. ‘시간을 돈

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은 누

구에게나 하느님께서 똑같이 주

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

기에서 생산된 전기처럼 자동 소

모가 되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시

간은 어떤 일을 하고 소모돼야 한

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아껴 쓰

고 일을 해 대가성 있는 것으로 바

꾸면서 소모해야 한다. 

하루란 시간에 어떤 일을 했다

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남을 것이지

만 일을 않고 보냈다면 낭비의 시

간이 된 것이다. 시간이란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일 년의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

며 하루 동안 일하려면 시간을 번

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 두 

시간에 할 일을 한 시간에 했다면 

한 시간을 번 것이다. 인간은 집 

밖에 나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

나는데 일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사람의 만남을 통해 사

람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가게를 차려놓고 오는 손님에

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장사꾼

이 있는가 하면 오는 손님을 내 사

람으로 만들기 위해 돕는 일하는 

장사꾼 있다. 몇 년이 지나면 돈을 

번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지만, 사

람을 번 가게는 단골손님이 생겨 

번창하게 된다. 사람을 번다는 것

은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의 사람

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

다.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 돈을 벌

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보람 있

는 일이다. 사람을 번다는 것은 만

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남이 없

으면 사람을 벌 수 없다. 만남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먼

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다음에 돈

을 벌어야 한다.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번다면 그 사

람은 일회용 만남의 사람으로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다. 

만나는 사람은 많지만 내 사람이 

없음을 뜻한다. 컴퍼스로 동심원

을 여러 개 그려 중심은 나라고 보

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기록해 보

면 혈연관계로 가까운 사람, 지연 

관계로 가까운 사함, 학연 관계로 

가까운 사람, 직장과 직업 관계로 

가까운 사람, 사회적 만남으로 가

까운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와 그 사람들은 서로 알고는 있

지만, 진정한 내 사람은 아니다, 

가까운 친구 만들기 원리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돼주

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다.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상대를 

만나서 도움 주는 일을 하고 있어

야 가까워지며 내 사람이 되는 것

이다. 그러기 때문에 젊어서는 돈

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노년

에는 돈보다는 사람 버는 일에 주

력해야 한다.

사람을 버는 것은 만남으로부

터 시작하므로 날마다 일과가 누

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 도움 주

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심적으

로 가까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일가친척이 많지만, 만남이 없으

면 남처럼 멀어지나 비록 남이지

만 날마다 자주 만남이 있으면 사

촌처럼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내

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

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

구며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버는 일을 꾸준

히 하는 것이 인생의 노년에 할 일

이다. 

성공한 인생의 노년은 젊어서 

시간 투자를 잘해 벌어 놓은 돈과 

재산이 많아하며 나와 만남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진정한 내 사람

이 되도록 사람을 벌기 위한 노력

을 해 인맥의 풍요 속에서 사는 노

년이 돼야 한다. 행복한 인생은 돈

과 재산보다도 진정한 내 사람을 

많이 벌어들여야 노년을 풍요롭

게 살 수 있음으로 사람을 많이 벌

어야 한다.

사람을 벌고, 돈을 벌자특별기고

정 기 연
주필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화

목보일러가 요즈음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더불어서 겨울철 농촌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

용해 화재 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계절이다. 

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화

목보일러는 화재 발생 시 이재민

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

와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우선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

일러와 주택의 경계벽에 닿는 부

분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질

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

이 설치하고 연통 끝은 T자 형태

로 만들어야 한다.

연통 내부는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한다. 그리고 

땔감 등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

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보일러실 주변에는 초기

진화를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

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러

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화목

보일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

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

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

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목재 등 지정된 연료

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화목보일러는 산소가 부족한 상

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

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

드시 연결부의 결속상태를 확인

해 사용한다. 넷째, 사용 후 남은 

재에는 열이 남아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한 상태로 

처리해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를 사

용하는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피하

는 지혜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은 대부

분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나와 우

리 주위의 안전을 위해 화목보일

러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따

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해 본다.

독자기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자

김 용 호
화순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