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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경향신문’에 따르면 콜린스는 이
날“락다운은 올해 수십억명이 공유한 경
험을 압축하는 단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콜린스는 락다운의 의미를“여행, 사회
적 상호작용,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을 엄
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정의했다. 웹사이
트와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포
함해 락다운은 지난해 콜린스 코퍼스(단
어 데이터베이스)에 4,000회 등록됐고,
2020년에는 25만 건 이상 등록됐다. 사
용량이 무려 6,0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락다운’외에 올해 가장 사용이 많이
늘어난 단어에는‘펄로’(furlough·휴가
또는 일시해고),‘키 워커’(key worker·
필수 노동자),‘셀프-아이솔레이트(selfisolate·자가격리)’
‘
, 소셜 디스턴싱’(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등 코로나19 관련

용어가 다수 포함됐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에서 유래한‘먹
방’(mukbang)이 포하됐다는 것이다. 콜
린스 사전은‘먹방’을“시청자의 즐거움
을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나 웹캐스트”라고 정의하며 이는‘태권
도’(taekwondo)와 함께 영어의 몇 안되는
한국어 외래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콜린스 코퍼스는 45억개 이상의 단어
를 가진 영어 분석 데이터베이스다. 세계
각지에서 발행되는 웹사이트, 신문, 잡지,
서적 등의 문어는 물론 라디오와 TV, 일
상 대화에서 이뤄지는 구어 자료 등을 담
고 있다..
이밖에‘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캠페인의 축약어
인‘BLM’,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왕실에서 독립한 것을‘브렉시
트’(Brexit)에 빗댄‘메그시트’(Megxit), 소
셜미디어인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을 뜻
하는‘틱톡커’(TikToker) 등도 올해를 상
징하는‘톱10’단어에 뽑혔다.

멕시코에서 언론인 잇따라 피살

1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 살라망카의 지역매체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바스케스 랑헬(31) 기자
가 이틀 전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피
살 당시 바스케스는 살라망카에서 시신
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
취재 중이었다.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들의 강력 범죄
가 잦은 멕시코에선 범죄나 부패를 취재
하던 언론인이 살해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바스케
스를 포함해 3명의 언론인이 피살됐다고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전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 웹사이트엔 올해
멕시코에서 피살된 언론인이 5명으로 집
계돼 있다.

경찰보다도 먼저 현장에 도착한 바스
케스가 언론사 로고가 적힌 차량에서 내
려 페이스북 생중계를 위한 장비를 챙기
던 중 차에 탄 무장 괴한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났다. 이후 바스케스는 도
착한 경찰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
나 결국 숨졌고, 범인들은 잡히지 않았다.

RSF 집계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지난해
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기자
가 목숨을 잃었다. 전쟁 중인 시리아나 아
프가니스탄보다도 많은 수치다.
멕시코 언론단체‘19조’에 따르면 2000
년 이후 살해된 멕시코 언론인들이 135명
에 달한다.

멕시코에서 범죄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
인들의 피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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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가 볼 만한 곳 - Fullerton

‘먹방’, 콜린스 사전 ‘올해의 단어’
영국‘콜린스 사전(Collins Dictionary)’
이 올해의 단어로 제재를 뜻하는‘락다운
(lockdown)’을 뽑았다.

November 16, 2020

Laguna Lake -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
Juanita Cooke Greenbelt Trail이다. 좌
우로 주택들이 있으나 숲으로 가려져
있어 깊은 숲속을 걷는 느낌이다. 길 폭
이 꽤 넓으나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
리는 사람들이 많아 좌우를 살피며 걸
어야 한다. 아울러 길바닥에 자갈이 깔
려 있어 슬리퍼나 구두를 신고 걷기는
불편하다. 걷기 편한 운동화나 등산화
를 신기 바란다.
풀러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친구들과 만나 음식
을 잔뜩 먹고 헤어져 오는 길에 소화
를 위해 걸을 곳을 근처에서 물색하다
가 발견한 트레일이다. Euclid St.를 타
고 북상하던 중 Bastanchury Rd에서
우회전한 다음 Harbor Blvd 가기 전에
N Morelia Ave를 만나 좌회전, 죽 올라
가면 Laguna Rd.를 만난다. Laguna
Rd.를 건너면 트레일 헤드이다. 필자는
차를 Morelia 길에 주차하고 Laguna
Rd.를 건너서 걷기 시작했다. 차들이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기 때
문에 길 건널 때는 주의를 요한다.
트레일은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
는 하얀 가로막이 세워진 곳에서 시작
한다. 트레일 헤드임을 알려주는 표시
판이 있으며 걸을 때 유의해야 할 사
항들이 적혀있는데 상식적인 내용이
라 따로 옮기지는 않겠다. 이 트레일은

1마일 정도를 걸어가면 왼쪽 길(Lake
side Dr.) 건너에 Laguna Lake가 보인
다. 길을 건너 호수를 바라보며 왼쪽으
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호수를 한 바
퀴 돌아오면 된다. 호수에서 낚시가 가
능하며 16살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낚
시 및 게임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
만일 길가에 주차하기를 원하지 않는
다면 Laguna Lake Park(3120 Lakeview Dr., Fullerton, CA 92835) 주차장
에 세우고 걷는 편이 좋다. 물론 트레일
헤드가 다르다. 주차장에서 걷기 시작
해 호수를 만나면 위에 소개한 길과 만
나게 된다. 위의 안내대로 걸으면 약 2.5
마일, Laguna Lake Park 주차장에 세
우고 걸으면 3마일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 Open 8AM - 7PM
▶ 문의: 714-738-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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