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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27세의 호주 청년, 

그리고 그의 생전 꿈을 이뤄주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 이

식자들의 이야기가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1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의 한 대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

난 호주 청년 필립은 3명의 목숨을 구하고 2명에게는 광명을 

되찾아 주었다. 그리고, 1년 뒤 필립의 장기를 이식받은 중국

인 5명은 필립의 생전 꿈을 이뤄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필립은 10살 되던 해 '한위차오(汉语桥)'라는 중국어 대회

에서 우승하며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그 뒤로 중국에 

대한 호감을 잃지 않았던 필립은 대학 졸업 후 다시 중국

을 찾았고 충칭 시난대학(西南大学)에서 5년동안 영어강사

로 활동했다. 

그러던 2018년 5월 그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생전 유언대로 필립이 사망 후 

그의 신장, 각막, 간 등 장기를 5명에게 기증했다.  

필립은 충칭시 최초의 외국인 장기 기증자였다. 이에 지난

해 3월 충칭장기기증센터는 최초 외국인 기증자인 필립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고, 이를 위해 중국을 다시 찾은 필립의 

부모로부터 필립이 생전에 음악을 좋아했고 밴드를 결성하

는 것이 꿈이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이식자 5명에게 알렸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오로지 필립

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건축노동자, 의사,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이들

은 한 호주청년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새 삶을 살게 됐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1인의 밴드(一个人的乐队)'를 결성했다. 기타, 

베이스, 마라카스, 핸드벨 등으로 구성된 밴드는 앞으로 2개

월 뒤에 있게 되는 인체기증 기념활동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장기 기증한 
호주 청년의 꿈 이룬다 
中 이식자 5명, 밴드 결성해 연주에 도전

中 춘절 전‘애인 대행 시장’활기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돈

을 주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임시 대여해 주는 시장이 활기를 띄

고 있다. 17일 상하이열선(上海热

线)에 따르면, 올 춘절이 다가오자 

중국 SNS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

랫폼에 명절 기간 애인 대행 서비스

를 제공해 준다는 광고 글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명절에 오랜만

에 모인 어른들의 결혼 독촉을 피하

기 위해서다. 

실제로 한 대행 업체는 춘절 기

간 여자친구 대행 가격표를 제시하

기도 했다. 비용은 하루 2000위안

부터 시작해 연령대에 따라 금액이 

추가됐다. 이들은 고객이 원한다면 

임시 애인의 사진 제공, 사전 통화

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명절 기간 애인 대행 서

비스’는 2년 전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서비스는 결혼 정

보 업체가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루 

500위안가량 지불하면 성사됐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관련 시장은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 대행 가격

은 과거의 4배를 웃돌았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서비스

의 등장에 대해 안타까운 중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다수 누리꾼

들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만 명절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일도 바쁜데 애인 

만날 시간도 없고 어른들 잔소리는 

듣기 싫으니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

용할 수 밖에”, “올해 명절을 평화롭

게 지내기 위한 이들의 지혜로운 선

택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금품 관

련 범죄,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도 종종 있어 위험하니 금지해야 한

다”, “가족들에게 거짓 즐거움을 주

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부모를 일

시적으로 안심시키는 게 나중에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 텐데”라며 반

대의 입장을 표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애인 대행 사업은 사

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면서

도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남아있

고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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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국 SNS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6688元 고궁 녠예판(年夜饭, 

연야반)’이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16일 중국 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고궁 각로식당(角楼餐厅)의 

2020년 녠예판이 취소됐다. 이미 예

약자들은 식당 측의 취소 문자와 함

께 예약금 2000위안을 환불 받았

다. 임시 영업 중단 상태로 전화 연

락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궁의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목소리

가 커지자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월 12일 중국의 다수의 매체는 

2020년 춘절 기간 동안 고궁에서 

녠예판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하루 

단 3테이블만 이용할 수 있고 테이

블 당 가격은 6688위안으로 우리 

돈으로는 112만원 가량이다. 보도

가 나간 직후 반나절 만에 2월 8일

까지의 모든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

되었다. 추후 공개된 일부 음식을 보

면 서태후가 즐겼다는 국화 신선로, 

부찰 황후(富察皇后)의 복주머니 

등 궁중 요리들이 포함됐다. 

사실 고궁 식당의 논란은 이번

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춘절 기

간 동안에도 ‘짐의 훠궈(朕的火锅)’

라는 요리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

러나 대기 시간이 길고 가격이 높다

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져 출시 

한달 만에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中 고궁 6888元 ‘年夜饭’ 화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상업화 논란에 결국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