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
장하기 위해 신북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
아와의 경제협력 모델을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에서의 남·북·러 3각 협
력을 통해 향후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
는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
용의 '2020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
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세안(ASEAN) 등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매진한 정부는 
올해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토대
로 신북방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해나
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경협 체계 고도화를 추
진한다.

이른바 '9개 다리'로 불리는 철도·
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
림·수산·산업단지 협력분야에 금
융·문화·혁신 등 분야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는 양국이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
성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4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FTA)은 조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
되며 정부는 혁신·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
의 현지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를 포함해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올해 양국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
립하고 경제·문화예술·지식교류 등 
270여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의 지정학
적 이점을 살려 남·북·러 3각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대북·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을 발
굴해 수출금융 등 투자를 유치하겠
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0억 달러인 대(對)
러시아 교역 규모를 한-러 경협을 통
해 50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
러 3각 협력까지 성사되면 교역 규모
는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중앙아시
아 5개국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대외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
언을 통해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
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
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
다"며 "러시아와 '9개 다리' 협력체계
를 확대·개편해 한러 경협사업의 실
행력과 결실을 제고하면서 중앙아시
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
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핫 이슈 - 전남도 주민자치 원로회 김석모 상임회장 고양시, 구인·구직 현장 연계 첫 통합일자리박람회 ‘원더풀 부산’ 올해도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 이어져 휴먼 스토리-소프라노 이주연을 만나다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교통 인프
라 구축과 해양 케이블카 설치로 
지난해 남해안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밤바다를 찾은 관광객은 요
즘 ‘겨울의 별미 굴(석화)’철을 맞
아 굴 구이집 앞에 대박을 치고 있
다. 해돋이 일출을 찾는 바닷가 주
변인 돌산도를 중심으로 남산동⋅
소호동⋅만흥동⋅안굴전⋅금천⋅국동
어항⋅화양면⋅여자만 노을갯벌해
안 등에서 채취하여 막 건저 올린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싱싱한 굴
(석화)과 갓 김치와 함께 맛을 선
보이고 있는 맛 집들이 주변에 많
이 분포되어 있다.

석화의 손질은 굴을 깐 생굴은 
살 가장자리에 검은 테가 선명하
게 나 있는 게 껍데기를 깐 지 얼
마 안 된 싱싱한 굴이다. 이 굴을 
바닷물에 여러 번 헹궈 껍질 등 이
물을 제거한 후 밀봉해 보관한다.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한 
굴은 수분 함량이 70%로 오래 가
열하면 수분이 빠져 단단해지므
로 가열조리 하여 마지막에 넣어 
살짝 익히면 비린내 없이 담백하
게 초고추장 등에 찍어 갓 김치와 
같이 먹으면 찰떡궁합으로 미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굴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웠
던 시기부터 양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정력
에 좋다고 날것에 비린내가 살아
지라고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동
양에서는 피부가 고와진다고 여
성들이 많이 찾는다. 그리고 다른 
조개류에 비해 철분과 같은 무기
질 풍부하고 멜라닌 색소 분해 성
분과 비타민A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날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육류가 굴이다”고 적혀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양도호부(현: 경
기도 화성시)에 부임하는 원님들

마다 지방 특산물인 남양 굴을 씹
지도 않고 훌훌 마셨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다. 굴(석화)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해안의 서산과 
보령 그리고 남해안 통영⋅거제⋅
남해⋅여수⋅고흥⋅강진⋅영광 등 청
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굴은 
겨울철이 되면 살이 탱탱하고 빛
깔이 밝고 우윳빛 광택이 나며 눌
렀을 때 탄력이 선명한 영양가 식
품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바다의 현미라고 부른 굴은 단백
질 함량이 10.5밀리그램(㎎)으로 
타우린 다량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장병, 피로 해소 등에 탁
월하고, 셀레늄도 풍부해 인체 세
포 기능 활성화와 중금속 해독 기
능이 우수하여 우유의 2배에 달해 
‘바다의 우유’로 불린다. 그리고 아
르 지닌, 글리코겐, 아연이 풍부하
고, 아연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
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글리코겐은 
활력을 준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
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적
합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굴(석화)
은 참굴⋅강굴⋅바윗굴⋅털굴⋅벗굴 
등이 있다. 석화는 바위에 핀 꽃이
라 하여 갯벌 바위에 두고 밀물과 
썰물에 위해 굴 포자가 바위에서 
붙어서 자라는 자연산이다. 그런
데 모든 연안에 분포하며 굴은 양
적으로 질적으로 자연산은 수확량
이 적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은 양
식 산인 참 굴이다. 그래서 남해안
지방에서는 싱싱한 참 굴을 동짓
달, 섣달 추운 겨울철이면 소금에 
절인 무, 배추 등을 고춧가루와 젓
갈 등으로 버무린 후 꼭 석화를 넣
어 김장김치를 담겨서인지, 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음식 맛을 인정받
고 있다.

‘겨울철 별미 굴(석화)’은 제철인 
겨울이 되면 영양가가 가장 풍부
해진다. 그래서인지 옛말에 “배 타
는 어부의 딸은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은 하얗다”라는 속
담이 있었다. 

동의보감에도 굴은 몸을 건강
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
빛을 좋게 하니 바다에서 나는 음
식 중에서 제일 좋다고 했다. 그래
서 동양에서는 굴을 먹으면 피부
가 고와진다고 해 여성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 결론은 간
단하다. “부부가 함께 먹으면 제일 
좋은 건강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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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문칠 전) 전남도 교육의원 (민선)

설날맞아 “황룡강 네 마리 용의 승천”

▲ 전남 장성 황룡강 개천인도교의 네 마리 용이 하늘로 솟구친다. 물결처럼 뒤덮인 구름과, 그 사이를 비집고서 세상을 비추는 정오의 태양이 신비로운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성군은 매년 봄 ‘장성황룡강 노란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장성/박태지 기자

윤문칠

시사칼럼
‘겨울철 별미’ 굴(석화)!!

남·북·러 ‘신북방 협력의 해’… 1000억 달러 교역 시대 연다
디벨로퍼 협의체 만들어 철도·도로·플랜트 사업 투자

한-러 투자 FTA 조기 타결… 중앙아 5개국 ‘9개 다리’

영등포 쪽방촌, 3천억 투입 ‘탈바꿈’ 추진한다
원주민, 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김현미 장관 “따뜻한 개발” 강조

50년된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
방촌이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1200가구가 밀집한 주거와 상업, 복
지타운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
시공사(SH)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

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
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60여 명이 거주하는 영등
포 쪽방촌 약 1만㎡를 개발해 쪽방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
을 오는 2023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은 1.65

㎡~6.6㎡(0.5~2평)의 주택에서 살며 
월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
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가구 당 16㎡
(4.84평), 임대료 월 3만2000원 수준
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
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
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

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
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
뜻한 개발'"이라며 "쪽방촌 주민들을 
존중하는 '최초의 개발'이며, 이분들
을 우리의 당당한 이웃으로 받아들
이는 우리사회 재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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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지역 내 
공장밀집지역 현장을 방문해 각종 기
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관리’를 실시한다.

기존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경우는 있었으나 진행사항에 대
해 알 수 없었다는 기업인들의 의견
이 많았다.

‘찾아가는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관
리’는 애로사항 청취부터 해결방안까
지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과 지속적으
로 소통하며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해
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에는 장항동 공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기업 운영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지선 일산동구청
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장항동 기
업인연합회 회원사, 고양시 기업애
로상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장 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증차 
등 도로·교통 분야 개선, 보안등 설
치, 늘어진 전선 정리, 공단 내 살수
차 배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 등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건의하상을 관련부서
에 전달하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권지선 일산동구청장은 “일산동구
는 기업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정을 펼치겠
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을 면
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
의실에서 무갑1지구·검천4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
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
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위
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
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
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
이 발생한 39필지(무갑1지구 : 29
필지, 검천4지구 : 10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공시지
가로 조정금을 결정했으며 토지소
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등기부등
본·지적공부 등의 정리가 끝나면 

사업은 완료된다.
시는 지난 2013년 초월읍 학동

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지
구 2천226필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는 만선2지
구, 불당2지구, 경안1지구가 있다.

또한, 2020년 사업지구인 장지
1지구와 삼합1지구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
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
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
담을 절감하고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근학 기자

경기 용인시 기업들은 지난해 165
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75억 달러
어치를 수입해 90억 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도체값 
급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용인
시 기업들은 여전히 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인시는 최근 2019년 관내 기업의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전년도 320
억 달러에서 48% 감소했으나 지자체
별 수출 규모로는 경기도 내 1위, 전
국 7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단가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으나 대조적으로 정밀기계나 
의약품 등의 수출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11월 말 기

준 용인시 기업들의 품목별 수출은 
전년보다 반도체는 52.2% 감소했으
나 정밀기계는 45.3%, 의약품은 28%, 
금속가공은 1.7%가 각각 증가했다.

또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수
출을 신고한 용인시의 기업은 2057
사였으며, 이 가운데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기업은 38사였다.

이에 반해 1843사는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으로 집
계됐다. 시는 이들 소규모 기업들을 

용인 기업들 지난해 9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값 급락 불구 도내 지자체 수출액 1위

정밀기계나 의약품 등의 수출은 크게 늘어나

면적증감 발생한 39필지 조정금 결정 
토지소유자에 개별 통보 후 사업 완료

광주시, 무갑1·검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기도가 올해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유통
판로 개척 및 내수 판매 증진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홈
쇼핑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
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
품으로, 올해 30개사를 선정해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은 라

이브홈쇼핑(공영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및 데이터홈쇼핑(더블유쇼핑, SK
스토아, 신세계TV쇼핑, GS마이샵 등)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
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해 오는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jsm@kgcbrand.com) 접수 또는 경
기도주식회사(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20 스타트업캠퍼스 2동 6
층)에 방문/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
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평가항
목은 제품경쟁력, 제품 신뢰성, 구체
적 사업화 기반, 기대효과 등이다.

장애인고용기업, 여성기업, 벤처

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선정 시 우
대한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
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우
수제품에 대한 판로개척과 홍보 효
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
공고란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
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
의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지
원 사업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라이브홈쇼핑·데이터홈쇼핑 지원
도내 우수 중소기업 30개사 선정

경기도 중소기업 ‘홈쇼핑 히트상품’ 홍보 

고양시,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관리한다

공장 밀집지역 내 주차장 확보 등
애로사항 청취부터 해결방안까지

전남 담양군이 2020년 새해를 맞
아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담양군의 
달라지는 농업정책에서 소외되는 주
민이 없도록 주요 정책과 법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새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
직불제,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월
급제 등 다양한 농업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

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에 시행에 오
던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
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등)과 기본
형(면적 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통
합·개편되어 오는 4월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5개 품목
(팥, 살구, 시금치, 볼, 호두)을 확대하
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의 보
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을 늘려 경영안정을 도
모하게 된다.              담양/김용확 기자 

공익직불제, 농업인 공익수당 등
농가 소득안정, 공익적 가치 확장

담양군, 달라진 새해 농업정책 홍보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40개 업체의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지원했고, 
베트남과 중남미 등에 해외시장개척
단 파견과 미국 라스베가스 생활용
품전·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
회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용인관 설
치 등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8억1500만원의 예산
으로 수출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용인시 기업의 수입
액은 75억 달러로 전년도 70억달러
와 비교할 때 소폭 늘었다.

용인/유기영 기자

하남·현대건설·KCC– ‘쿨루프 ’ 협약

경기 하남시는 최근 시장실에
서 민·관 협력 프로젝트‘쿨루프 
하남’사업을 위해 현대건설㈜, 
㈜KCC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고 21일 밝혔다.

‘쿨루프 하남’사업은 하남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해 에너지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
는 노후건축물 지붕에 차열페인트
를 도색해 주는 사업이다.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게 
되면 여름철 건축물 실내온도가 
4~5℃정도 감소해 30~40%의 냉
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파트너로 
현대건설㈜와 ㈜KCC가 하남시
에 참여의사를 밝혀와 금번 협
약을 추진하게 됐으며 협약의 기
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나, 쌍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내용에 따라 하남시는 대
상건축물을 발굴·선정하고 소유
자 동의절차 등 모든 행정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며 현대건설㈜는 
자원봉사를 통한 차열페인트 도
색을 ㈜KCC는 차열페인트 시공
과 관련된 자재 및 기술을 무상
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기는 사업의 효율
성을 위해 동절기 이후부터 폭염 
및 우기 전까지로 하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늘려갈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단순히 지
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것
만으로도 하절기 건축물 실내
외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며“당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
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민관 협업으로 하절
기 에너지소외계층의 쾌적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냉방
에너지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고 밝혔다.

하남/이근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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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1999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관치의 그늘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
고 있어 올해는 꼭 주민관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김석모 초대 회장의 취임일성이다.

전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 및 회장 취임식이 지난 15일 전남여수유
캐슬호텔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 시사일보 정훈식 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도자․이용주 국회의원, 
권세도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임직원 및 각 시도위
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출범식을 가졌다.

김석모 상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의 그늘 속에서 꽃
을 피우기는커녕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전남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 기쁨보다
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석모 상임회장은 “한국주민자치 중앙회에서 지난 3년 동안 300명의 석․
박사 그룹과 연구를 거듭해 온 ‘주민자치회법’이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가 되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모처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이제 우리 전남은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독려하여 20대 마지막 국
회에서는 기필코 주민자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
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모 상임회장은 특히 “주민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본이
라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근린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후림 전남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상임회장도 취임사에서 “주민자
치는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성년이 되어도 아직 걸음마 조차 제대로 못하는 
미숙아로 전전긍긍 신음하고 있는 이때 여성회의 상임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보다는 어깨의 무게감을 느낀다”며 “주민자치는 주민
자치법 입법도 없이 조례에 의한 편법으로 식물 주민자치회로 변질되고 있
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오후림 여성상임회장은 이어 “사람이 자치를 하면 인격자가 되고, 마음이 
자치를 하면 좋은 공동체가 된다”라고 강조한 뒤 “이번에 주민자치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민자의 필요 요건인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이 부여
되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법(안) 입법취지 설명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자치는 국가의 영역이 아니고 시장의 영역도 아니
며, 사회의 영역이다.

또한 관료의 행정도 기업도 영리도 아닌 주민의 생활이다. 이에 따라 주민
자치는 자치의 형식으로 성립되므로 법령으로 자치를 규정할 수 없는 특성

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주민자치회법은 주민들에게 자회를 구성하
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성격으로 입법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지 정훈식 회장은 유공자로 선정되어 그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심의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기에 김석
모 상임회장으로부터 순금으로 만든 주민자치위원 뱃지를 전달받았다.

한편, 이날 전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는 그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쌓은 
경험과 깨달은 지혜를 모아서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범식을 
가졌다. 

여수/김기모 기자

전남도 주민자치 원로회 김석모 상임회장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을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것”

“20년간 해 묵은 주민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김석모 상임회장, 여수유캐슬호텔서 전남도주민자치원로회출범식 갖고 주민자치 강조

▲ 김석모 상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오후림 여성상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최도자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본지 정훈식 회장이 김석모 상임회장으로부터 순금으로 만든 주민자치위원 뱃지를 전달받고 있다.

▲ 본지 정훈식 회장이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헤 참석, 축하를 하고 있다.

▲ 전남도 주민자치 원로회 출범 및 회장취임식에서 모든 행사가 끝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출범식에 많은 내빈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오후림 전남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상임회장

본지 정훈식 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도자·이용주 국회의원, 위원 등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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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최근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인천․
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가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
래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례
에 대해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
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
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관계 공무원, 학회, 자치
분권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명
이 참여했다.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자 
마련된 정책대회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44개 자치단체가 참여 했으

며, 14개의 우수정책을 시장․군수․구
청장들이 직접 소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우수사
례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 학교 
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 광명동초등
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광명시는 2017년 무상급식 실시, 
2018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고교 3학년 
1,630명의 수업료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
현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
한 기회 속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도
록 교육복지,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
체교육 및 혁신교육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광명/정채두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해 1월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 열린대화’라는 주제로 
개최했던 2019년도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을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14개 읍·면·동을 직접 찾
아가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을 대
상으로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현
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총 205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대상
으로 지역별, 유형별로 관리하며 연

간 7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
는 등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주민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 52건, 문화·체육·관광 
분야 34건, 도시기반 분야 25건, 행정·
복지 분야 24건, 생활·환경 분야 17건, 
상하수 분야 16건 등의 순이다.

포천시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
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주
민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들으며 최
대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5건의 건의사항 중 187
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거나 긍정적으
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포천/김승곤 기자

전남 영광군은 최근 초소형 전기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 생산업체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
케이에스티일렉트릭과 대마 전기자
동차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케이에
스티일렉트릭은 한국스마트이모빌
리티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종배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
며 지난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

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공
동 주최한‘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
스티벌 2020’에서 4차 산업혁명 대상
을 받으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기업
이다.

최근에는 ‘마카롱’이라는 브랜드로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해 모 대형마트
에 3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영광군
이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또한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대
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만6,529.3㎡
부지에 34억 원을 투자해 초소형 전
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운영해 50여 
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영광/노경태 기자

정종순 장흥군수와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최근 정남진장흥토요시
장에서 만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를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정종순 군수와 직원
들이 지역화폐인‘정남진장흥사랑상
품권’을 들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를 하는 도중, 백두현 고성군수가 정
책보좌관 등 직원 30여 명과 함께 
장흥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
어 졌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정남진장흥토
요시장, 우드랜드 및 정남진전망대 
등 장흥군의 관광·경제정책 현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장흥을 찾았다.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2층에 있
는 직거래지원센터에서 티타임을 갖
고 환담을 이어간 두 지역의 군수들
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에서 대화를 진행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준비된 청태전
차를 백두현 고성군수에게 권하면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청태전차의 우수성과 함께 8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정남진장흥물축제에 백

군수를 초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도 이에 대한 화

답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2일간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세계
엑스포에 정군수를 초청하면서 두 
지역이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하기
를 희망했다.

이에 장흥군과 고성군이 자매결연
을 맺고 양 지역의 축제 참가는 물론 
여러방면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를 해나가기로 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장흥군과 안
중근 의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2020년을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
년에 즈음한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한 배경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기도 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전라도와 경
상도 군수의 만남은 어려운 국제정
세와 경기침체의 국면 속에서도 화
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서로 화합하
고 혁신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
역을 발전시키자.”면서 “앞으로 장
흥군과 고성군이 교류협력을 강화
해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길 희망한
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가 최근 4일 
동안의 군민과의 공감대화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성군은 작년보다 1주일가량 앞
당겨 지난 13일 보성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돌며 2020년도 군민
과의 공감대화를 실시했다.

김 군수는 읍면 대화시 경자년을 맞
아 20년을 의미하는 ‘이영’과 보성녹
차를 연상하는 ‘차’를 조합한 “이영차
~” 파이팅 구호를 군민과 함께 외치며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민선7기 3
년차를 맞아 “자랑스러운 보성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실시됐으
며 ‘한발 앞선 소통행정, 두발 빠른 

현장행정’을 실천하는 민선7기 김철
우 군수의 군정철학을 공유하는 장
이 됐다.

김철우 군수는 “읍면별로 추진되
고 있는 대형 사업에 주민 의견이 적
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군민 대토론이
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
명했다.

군민들의 여러 가지 예리한 질문
에도 김 군수는 특유의 유머와 재치
를 곁들여 주민 친화적으로 이해하
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4일간의 대화 
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대화 읍면에서는 대표 경
로당장으로부터 세뱃돈까지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더불어, 김 군수는 군민과의 공감
대화 시작 전 1년 반 늦은 취임선서

를 하며 초심의 마음을 다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태풍

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취임
식을 취소하고 재난대비 업무로 민
선7기를 시작한 바 있다.

보성군은 4일 동안 12개 읍면에서 
현장 건의 126건, 의견함을 통한 서
면 건의 231건, 사전공모사업 136건 
등 총 493건의 소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김 군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군정에 최선
을 다하며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결
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지난해 사전공모를 통한 읍면숙원
사업 116건은 100% 완료됐으며 군
민과의 공감대화에서 접수한 주민건
의 262건 중 현재 193건이 추진완
료, 24건은 추진 중이다.

장기검토가 필요한 20건의 사업과 
법적규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25
건은 군민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함으
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보성군은 현장에서 답변한 질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접수한 모든 의견
을 각 부서의 현장 확인과 충분한 검
토 과정을 거쳐 건의자에게 조치계
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예정이며 단 한건의 주
민의견도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보성/김정필 기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16
일 고양시 청년지원공간인 청취다방 
허브에서 또다시 청년들과 만났다.

얼마 전 1월 9일 ‘28청춘창업소’
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
진지 1주일만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임 시작시
간은 늦은 저녁 8시로 배려했다.

이시장은 “작년 2019년을 청년정
책 원년으로 삼고 몇몇 가시적인 성
과도 냈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지 않았나 반성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청년들
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저
와 많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아

이디어들이 고양시 청년지원정책에 
담기지 않겠냐”고 인사말을 건넸다.

자리에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
로 구성된 40여명의 청년정책위원
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참여했다.

이시장은 청년들에게 일일이 위
촉장을 건넨 후 청년들과 진솔한 대
화의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온 청년
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
시장과 함께 고양시 청년정책에 대
해 몇몇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다.

28청춘창업소나 청취다방 외에 
또 다른 청년창업 지원 공간 조성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시
장은 원당혁신지구 내 위치할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내부에 폴리텍 대학과 같은 교육시

설을 건립해 청년 지원정책을 돕고 
인근의 홍대 · 상암 · 창릉3기신도시
와도 연결하는 “청년창조벨트”로 조
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
하는 질문에, 이시장은 “청년이라는 
이름을 구체화해나가는 여정”이라
고 답했다.

더불어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특
별한 상황보다는 청년문제의 기본
적인 공통분모를 고민하면서 여기
에 개인의 특별함을 묻혀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고양시 청년정
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3명을 새롭
게 위촉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18세 ~ 만39세 
청년 5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 
및 수렴하고 나아가 청년정책을 논
의하는 참여기구로 운영해나갈 계
획이라고 전했다.

얼마 전 2020년 1월 9일 청년정책 
· 위원회 · 청년정책 책임관 등의 
근거를 담은 청년 기본법이 본회의

를 통과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예
정이지만, 고양시는 이미 2017년부
터 청년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
년정책단체를 구성하고 청년지원책
들을 펼쳐왔다.

청년정책협의체 1기 대표로 활동
하며 이어 2기에도 참여한 한정민 
청년은 “청년정책협의체가 고양시 
청년들을 대표해, 우리들의 목소리
가 정책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
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좋
은 정책이 청년의 삶을 좋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정 치

이재준 고양시장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아내겠다” 밝혀
청년지원공간인 청취다방 허브에서 청년들과 만나 다양한 목소리 수렴

홍대·상암·창릉3기신도시 연결하는 ‘청년 창조 벨트’로 조성해 나갈 것

▲ 이재준 고양시장, 청취다방 허브서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아내겠다” 밝혀... ©

▲ 이재준 고양시장, 청취다방 허브서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아내겠다” 밝혀... ©▲ 이재준 고양시장, 청취다방 허브서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아내겠다” 밝혀... ©

2020년 보성군 ‘확 바뀐 군민과의 대화’ 마무리
대토론 방식으로 바꿔 군민의 호응 커
“자랑스러운 보성군을 만들겠다” 강조

장흥토요시장에서 만난 전라도와 경상도 군수

장흥군수와 고성군수, 교류발전 약속
두 지역이 교류 통해 서로 상생 다짐

박승원 시장,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앞장’

포천시, 시민에게 더 가까이… 현장 의견 수렴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대박’

서울·인천·경기 참 좋은 정책대회서
광명시, 3대무상교육 실현 등 소개해

지난해 연두순시 주민 건의사항 
적극적 해결로 시민 만족도 향상

㈜케이에스티일렉트릭과 협약 맺어
1만6,529.3㎡ 부지에 34억원 투자

백군기 시장, 다문화가족 격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최근 처
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예절교육관에
서 설맞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다
문화가족 26명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은 한복 
입는 법과 절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설 명절 음식인 떡국을 끓여 시식하
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도티
레씨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한해
의 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설 문화가 
참 정겹고 우리 가족에게 뜻깊은 추
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먼 나라에서 온 결혼이
주여성들이 설을 맞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가족과 화합을 다지
기 바란다”며 “시는 결혼이주여성들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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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 등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
를 보냈다가 회수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의 말씀보다, 거듭 사죄의 말씀
을 올린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은 이날 입
장문을 내고 "종교계에 드리는 선물
이기에 배송 과정까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큰 실수가 있었다"
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설 명절 고마움을 
표할 마음을 담아 당 대표의 선물을 
육포로 결정했다. 다만 불교계 지도
자 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한과로 별
도 결정해 당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
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대표 비서실과 선물 
배송 업체 측 간의 소통 과정에서 문
제가 발생해, 다른 곳으로 배송됐어
야 할 선물이 조계종으로 잘못 배송
됐다"며 "배송일 당일, 비서실은 상
황을 즉시 파악해 곧바로 회수조치

를 했다. 그날 바로 사과의 말씀을 
올렸으나, 불교계 분들께서 느끼셨
을 황망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
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육포 오배송
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
위를 철저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교안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보냈다.

설 선물은 포장된 육포였다. 대승
불교의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스님의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계종 내부에서는 
한국당의 육포 선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
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리는 '벤
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놓았다.

유니콘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지칭
하는 말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투
자를 확대해 '제2의 벤처붐'을 선도
하고, 이를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창
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제2호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
견을 가졌다.

여당은 공약에서 △K-유니콘 프
로젝트 가동 △모태펀드에 매년 1조
원 이상 예산 투입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허용 등을 
약속했다.

사회를 맡은 김병관 의원은 "경제 
신성장 동력과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 민주당의 모토"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공
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 
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
이라며 "특히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공약은 단순하게 시가총액 1조
원 규모의 기업을 늘리겠다는 의미
를 넘어 우리 벤처 생태계의 자립구
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
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20년 우리
는 다시 벤처라는 군대에 봉화불을 
피워올린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고갈 새 엔진을 만들겠다"
며 "오늘부터 민주당의 또 다른 이름
은 '벤처정당'이다. 나라의 경제를 위
해 여당은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
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인재영입 6호로 벤처스
타트업 대표인 홍정민 변호사는 "스
타트업을 2년 가까이 경영해온 저로
서는 반드시 지켜졌으면 하는 공약
들"이라며 "창업을 고민하거나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희
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최

성준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
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거듭 약속했
지만, 제대로 실천이 안됐다"며 "지
금 이 순간도 존폐의 기로에 선 스타
트업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 실
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이 그동
안 정부가 해온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2020년 들어 그동안 

성과를 내온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
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종합 패
키지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일부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 등에
서 제기된 '차등의결권' 문제에 대해 
최운열 의원은 "여러가지 제동 장치
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에 해당 
사항이 없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문 기자

정 치

홍준표 서울 출마 안한다 “PK서 마지막”

박근혜 1호 인사 윤창중, 유승민 지역구 출마

민주당 이재정, 안양서 심재철 6선 저지 나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
난 20일 자신의 고향(창녕)이 속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출
마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의 수도권 '험지 출
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
사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
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정치 
역정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구
정을 앞두고 오늘 고향 방문을 한
다.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이
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지난 25년 
정치 인생을 들꽃처럼 살았다. 누
가 돌보아 주지 않아도 비바람 헤
치고 눈보라 맞으면서 산야의 들
꽃처럼 거친 정치 인생을 살았다"
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시
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대학
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PK(부산·경남) 정서를 
뭉치기 위해 경남 밀양·창녕 지역
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 기자

윤 창 중  전  청 와 대  대 변 인 이 
4·15 총선에서 유승민 새로운보수
당 보수재건위원장의 지역구인 대
구 동구을에 출마한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제 손
으로 끝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전날(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라는 정치보복을 위해 박지원, 
문재인, 안철수와 같은 적장과 내
통해 배신의 칼을 휘두른 세력을 
제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
령 제1호 인사로서 박 전 대통령을 
살려내고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무
너진 제단을 다시 쌓겠다는 야심
과 청사진으로 대구에 내려왔다"
며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대구 
동구을에서 탄핵이 원천 무효인지 

정당한 것이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 정치
에 뛰어드는 것이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고 믿는다"며 "자유한국당
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추진력도 없
는 무기력한 야당"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차례씩 재판장에 끌
려 다니는 치욕을 겪을 때 당에서 
축출하는 배신의 무리들을 제 손
으로 응징하겠다"며 "사이비 보수
를 제거하고 진정한 애국보수우파 
세력을 모아 보수우파 정치 세력
을 대동단결 시켜 정권을 찾아오
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추동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
는 이재정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에서 제21대 총선
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된 새로움
으로 준비된 변화를 일으키겠다"
며 "든든한 대변인, 시민의 변호인
으로 안양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동안구을은 지
난 20년간 다섯 차례의 모든 총선
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유권자
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거구"라며 
"지난 20년간 낡은 권력에 갇혀 변
화와 개혁을 위한 상상력이 정체
됐던, 변화 앞에 어려움을 겪어온 
험지"라고 말했다.

이어 △안양교도소 이전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모두가 
어렵다고 말한 소방관 국가직 전
환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냈
다. 경험과 추진력으로 더 좋은 안
양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
한 이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등을 역임
했다.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안양
시동안구을은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임재훈 바른
미래당 의원 등 다수의 현역 의원
이 도전장을 내 박빙의 승부가 예
상된다.

/신수문 기자

與 2호 공약 “2022년까지 유니콘 30개”… ‘제2 벤처붐’

“민주당과 정부가 벤처의 ‘엔젤’ 되겠다 다짐”

“민주당 다른 이름 '벤처정당' 모든 것 걸겠다”

가슴졸인 한국당 “불교계에 육포 선물” 긴급회수
“당일 사과드렸지만 턱없이 부족”
황교안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

영암군의회, 설맞이 소외계층 위문

전남 영암군의회는 최근 설 명절
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
한 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사랑의 집
(서호면), 도르가의 집(학산면)을 비
롯해 관내 장애인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고 21
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따뜻한 지역사회 분
위기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조정기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우
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군민 모두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매년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 되면 관내 사회복지시
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
고 있다.

영암/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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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 발전과 대규모 집
단민원의 해소에 큰 이정표를 만들
어낼 수 있었던 한솔페이퍼텍(주)의 
이전을 위한 담양군과 주민, 회사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한솔페이퍼텍(주)은 대전면 주
민대표, 담양군과의 한솔페이퍼텍
(주) 이전을 위한 3자 협의의 과정
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막대
한 이전비용의 선보상 등을 요구하
고 SRF 사용승인 불수리에 대한 원
인무효 소송과 지난 2019년 7월 29
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
각했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전의 의지가 없음

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

이 당초 회사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주민과 행정을 우롱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고 이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
여 한솔페이퍼텍(주)의 폐쇄와 이전
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지난해 초에도 한솔페이퍼텍(주) 
이전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한솔페이퍼텍(주) 측
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접강제를 신청함으로써 결렬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간접
강제신청이 행심위에서 기각되자 회
사 측은 태도를 바꾸어 다시 협상하
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
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에서는 지난 
과정에서 보았던 회사 측의 부도덕
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을 순
회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 수렴된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에 성실히 임
해 왔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기들의 이익
만을 생각하며 상생하고자 하는 의
지를 보이지 않았다.

주민과 행정을 농락한 한솔페이퍼텍
(주)에 대해 분노하는 주민들은 향후 
모든 책임은 한솔 측에 있음을 명백히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담양/김용확 기자

올해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경기 
화성시 청년 구직활동 패키지 ‘꿈
나래’에 주목하자.

지난해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사
업을 첫 도입한 화성시가 청년들
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정
장부터 헤어 메이크업, 증명사진까
지 풀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화
성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 
39세 구직 청년으로 1인당 총 6회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이메일
(jobhwaseong@korea.kr)로 접수
하거나 2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
www.jobaba.net/)’에서 온라인으
로 신청 가능하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
에 첫발을 대딛는 청년들에게 서
포터가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
로도 실질적으로 구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
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청년 구직활동 패키지 꿈
나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화성/김용범 기자

지난해 12월 구조된 말똥가리 3마
리가 경기도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
복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평택시 진위
면 소재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
터에서 말똥가리 자연복귀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센터가 진행하

는 올해 첫 자연복귀 행사다.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말똥가리’는 

보통 우리나라의 개활지나 평지 등에
서 겨울을 보내고 중국 동북지방이나 
몽골 등으로 이동해 번식을 한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한 번식지 소
실, 먹이원 감소, 밀렵 등으로 지속
적인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조된 말똥가리 3마리 중 

1마리는 살서제로 인해 죽은 쥐를 
먹고 2차 중독에 빠져 있었으며, 나
머지 2마리는 건물 유리벽에 충돌해 
머리 부분을 다친 채 발견됐다.

센터는 2차 중독에 걸린 말똥가리
에 대해 위 내용물을 최대한 제거하
고 위세척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
치를 취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비타
민K를 투여하고 수액요법 등을 진행
하며 치료를 완료했다.

건물 유리벽 충돌로 구조된 개체는 
신속히 수액 및 산소치료를 병행하며 
뇌압을 회복한 후 재활 훈련을 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경기남부생태

교육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가
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전 학생들은 센터 내에서 보
호 중인 야생동물들을 관람하고 치
료가 완료된 말똥가리를 직접 자연
으로 돌려보내며 생태복원의 중요성
을 몸소 체험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말똥가리는 흔한 겨울철새로 여겨
지지만, 개체수가 많다고 지속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몇 십 년 뒤에
는 희귀한 새로 바뀔 수 있다”며 “올
해에도 야생동물 보호와 구조에 대
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경기도, 말똥가리 아픔 딛고 다시 힘찬 날갯짓

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새해 첫 자연복귀

살서제 중독, 건물충돌로 치료 후 한달만에

화성시, 구직 청년위해 풀패키지 지원한다

정장부터 메이크업, 증명사진까지
지난해 첫 도입해 총 312명 이용

담양군, 한솔페이퍼텍(주) 이전 위한 협상 결렬
회사측, 이전비용 선보상 등 무리한 요구
각종 소송 제기해 이전의지 없음 드러내

설 연휴 기간 화재원인 대부분 ‘부주의’

화재 236건 발생 중 부주의 63% 
경북소방서, 최근 5년 현황 분석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설 연
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바 236건
의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인명피해
와 2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
다고 21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등의 주거
시설 38.1%(89건), 공장‧창고‧축사 
등의 산업시설 15.7%(37건), 자동차‧
농업기계 7.2%(17건) 순이며,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주거시설은 연간 일
일평균 2건보다 2.5배나 많은 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요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
재 63.1%(149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15.7%(37건), 원인미상 

11.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화재의 세부요인은 불씨

방치 35 .6%(53건) ,  쓰레기소각 
22.1%(33건), 담배꽁초 14.1%(21
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농어촌지역
의 특성상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자
리를 비우거나 청소를 위해 주택 주
변에서 쓰레기소각 후 남은 불씨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부주의한 행
위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도
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화재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기 하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
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
부터 27일까지 6일간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과 
신장시장 주변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
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
차, 이중 주차 등의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남/이근학 기자

설 명절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이용객들 편의 위해 6일간 유예

하남시,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경기 안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
격 인상이 예상되는 설 성수품의 물
가안정을 위해 관리에 나선다고 21
일 밝혔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명절 물가안
정을 위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
산물 등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시 농업정책과·해양수산과·위생
정책과·구청 환경위생과는 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방지 등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
위 방지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조체계
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 상록
수역 광장에서 소비자단체 회원, 물
가모니터요원, 상인회, 공무원 등 40
여명이 참여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물가안정에 다 같이 동참해요’를 슬
로건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도 전개
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홍보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목표
로 진행되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
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
으로 홍보물 배부·피켓·어깨띠 등을 
활용한 거리행진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안산화폐 다온 
사용하기, 합리적인 소비생활하기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물가안
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안산/길대성 기자

안산, 설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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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작년 한 해 경
남지역 119 신고건수가 63만 1천
476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평균 1,730건 꼴로 약 50초에 
1건씩 접수된 셈이며, 전년도 119 
신고건수(60만3,813건)와 비교하면 

약 4.6%(2만7,663건) 증가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관련 출

동신고는 전체의 47.1%(29만7천
225건)로 구급 11만2,128건, 구조 4
만2,599건, 화재 2만3,219건 등으로 
구급은 5분, 구조는 12분, 화재는 23

분에 한 번 꼴로 119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화재와 구
급 신고건수는 각각 5%(1,234건), 
2.7%(3,135건) 감소했으나 구조 신
고건수는 7.7%(3,038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조 신고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여
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와 많은 야외활
동으로 벌집제거 신고가 22.5%(2,726
건), 동물구조 신고가 10.8%(647건) 늘

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약국 안내·민원 상담 등 비 긴

급신고는 52.9%(33만4,251건)를 차
지했으며 이중 우연히 긴급 전화번
호가 눌리거나(오접속) 응답이 없는 
경우는 12만4,79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5%(14,917건)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 초기화면의 긴급 
통화서비스 오작동이나 터치잘못 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올바른 119신
고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오접속 등 비긴급신고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월별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수치
를 보이나 7~9월은 평균 약 17.8% 증
가한 걸로 보아 3분기 태풍 ‘링링’을 
포함해 한반도를 7차례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안전조치 관련 119출동건수
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어
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119
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119다매체서비스를 홍보 할 예
정”이며 “안전한 경남실현을 위해 앞
으로도 119신고접수 데이터 분석 등
을 통해 사고예방정보 제공과 현장대
응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전남 영암군은 마을 생활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
하기 위하여 새해 초부터 모든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에 대해 그동안 소외되거나 불편한 
농촌생활 기반시설 위주로 정주여건
에 맞게 개선하고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도 기계화영농이 가능토록 정비
하여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맞도록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사업은 총 584건으로
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축대, 광장, 진입로 확포장 
등 취약시설 270건, 그리고 농로포
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이 314건으
로 영농철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고 사업비 또한 정부 방침에 
따른 신속집행을 위하여 금년 상반
기내에 179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
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미해결된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수시 청취
하여 군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소
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영암군 시설직(토목) 공무원
과 전문기술자가 참여한 18여 명의 
합동설계단(2개팀)을 안전건설과장
(김광호)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영암군 자체설계로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읍·면 신규 
직원들 간의 협동심 고취시키면서 

현장경험을 통해 건설기술 노하우를 
향상시켜 행정업무 제고 및 자기 계
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주
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취약
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을 실현,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내 고장! 살기 
좋은 영암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
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대한한돈협회 전남 여수시지
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에 
3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후원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현관에서 권
오봉 여수시장과 김윤곤 ㈜대한한
돈협회 여수시지부장이 참석한 가
운데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후원받은 300만 원 상
당 한돈(2㎏) 176박스를 아동복지
시설, 한센인시설 등 복지시설 28
곳에 전달했다.

㈜대한한돈협회 여수시지부는 
지난 설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후원했다.
김윤곤 한돈협회 여수시지회장

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에 따른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
려운 상황이지만, 새해를 맞아 어
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자 한돈 사육농가들이 조성한 기
금으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
로도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
들과 화합하는 한돈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돈협회와 
한돈농가의 한결같은 이웃사랑 실
천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
린다”며 “여수의 양돈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기모 기자

경남소방, 지난해 119신고 전화벨 50초에 한번 꼴

119신고 건수 63만1,476건, 2018년比 약 4.6%↑

데이터 분석 통해 사고예방과 현장대응 적극 활용

한돈협회 여수시지부 “설 명절, 힘내세요”

여수시에 한돈 300만 원 상당 후원
한센인시설 등 복지시설 28곳 전달

영암군, 소규모 지역기반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상반기내 취약시설 584건 179억 투입 
자체설계로 5억 획기적 예산절감 기염

광명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7개소 운영

범죄예방, 시민불안 해소 등 개선
안심벨, 조명 및 안심표지판 설치 

경기 광명시가 ‘국민안심 공중화장
실 선도사업’을 통해 7개소 공중화장
실 안전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게 개방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주
최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
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
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사업은 공중화장실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안심화장실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고 안심화장실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중화장실 7개소를 선정해 화

장실 시설개선, 안심비상벨 설치, 조명 
및 안심표지판 설치 등 안심화장실 공
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시민이 안심하
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은 철산중앙
시장, 시민회관, 보영운수, 한성운수, 
효도빌딩, 철산12단지 상가, 광명동
굴 화장실 7개소이다. 자세한 위치
는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
gm.go.kr)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2-2680-2324)으로 문
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시
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정채두 기자

전남 영광군은 다가오는 설을 맞
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
민들의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
치물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집
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에서는 노점상의 인도 불법점용
으로 통행로가 좁아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터
미널 주변과 영광읍 도심지역을 중
점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

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도로 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안내문 배부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위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
해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
우에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
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스스로 안전한 
보행은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발휘해 쾌적
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우
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적극 협
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
혔다.

영광/노경태 기자

인도 불법점용으로 보행 문제 제기
터미널 주변, 계도활동과 단속 펼쳐

영광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시

영암군,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는 최근 
영암읍 전통시장에서 영암군, 소비자
단체, 상인회와 합동으로 설 대비 농
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캠페
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전
통시장의 자율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농식품 유
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
됐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등 민간단
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인들과 소
통하며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상인회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들은 원산지 표시푯말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부 잘못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정하여 주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 상인들
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농관원은 영암군 관내 모든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
획이다.

영암/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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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최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용행사장에서 ‘고양시통합일자리박
람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면접현장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100여 명
의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월드피에이디, 코빌드코리아 등의 
관내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영업관
리,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20
여 명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펼쳤다.

이날 사무관리직 면접에 참여한 
최 모씨는 “한 번에 여러 기업과 면
접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통
합일자리박람회는 경자년 새해 구
인·구직 간 현장매칭 행사의 첫 출
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올해에
도 청년·중장년·장애인 일자리박람
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현장매
칭의 장을 마련해 기업과 구직시민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 찾아가는 일자리버
스, 구인발굴단을 가동해 직접일자
리 연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일자리박람회는 ‘지역중심의 
구인기업과 구직시민의 연결’이라는 
기본가치를 실천하는 고용복지플러

스센터 내 입주기관 간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지난 2017년부터 꾸준
히 운영해오고 있다.

오는 2월 통합일자리박람회는 19
일 개최될 예정이다.

고양/김성태 기자

광명시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
와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꿈꾸는 자작나무’와 ‘목공
예&DIY가구 나눔 사업’ 추진을 위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하2동 주민들에
게 필요한 맞춤형 목공예품이나 
DIY가구를 제작·지원하고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긴밀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박경은 ㈜꿈꾸는 자작나무 대표
는 인사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구성된 동아리 「꿈소아」에서 취약
계층에 필요한 DIY수납가구를 지
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꿈소아」는 소하2동 거주 학부
모 10여명으로 구성된 목공동아리
로 나눔 실천에 대한 열의가 높다”
고 소개했다.

김운주 소하2동장은 “묵묵히 지
역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꿈꾸
는 자작나무와의 협약은 우리 마
을이 복지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인적·물적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
정된 ‘㈜꿈꾸는 자작나무’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이 뜻을 같이하여 목
공예품을 생산·판매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규모 경제창조를 목표
로 하는 기업으로 광명시 9개의 마
을기업 가운데 유일한 공방 마을
기업이며, 경기도 스타기업으로 선
정된 바 있다.

광명/정채두 기자

의정부시는 최근 2019년 상반기 
명예퇴직자 및 하반기 정년 퇴직
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
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은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재직 중 공·사생활
에 흠결이 없고, 공직자로서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부시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에
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이날 참석자는 임문환 전 교육문

화국장(녹조근정훈장), 김태완 전 
징수과장(녹조근정훈장), 박봉식 
전 하수자원팀장(녹조근정훈장)이
며, 훈격별 녹조근정훈장 4명, 옥
조근정훈장 3명, 장관표창 3명 총 
10명이 수상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반평생을 
오로지 공직에 몸담고 대한민국과 
의정부시를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며, “비록 공직을 떠나시게 되
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사
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하남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최
근 덕풍시장 작은도서관을 제1호 치
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
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은 접근성이 
높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
관에 독립된 치매도서 코너를 설치
해 지역주민에게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이해에 도움을 주
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
사회 치매정보 허브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
해 지정된다.

독립된 치매도서 코너에는 관련 
도서들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
는 간행물, 홍보물 등이 비치됨으로
써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은 

치매예방 및 치매극복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하남시 보건소장은 “인구의 고령
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가까운 곳
에서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해 접근
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치
매극복 및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근학 기자

안성시 금광면에는 매년 익명의 
기부천사가 설 명절 이웃돕기 나눔
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5년째 이
웃사랑을 실천했다.

익명의 기부자는 본인 이름, 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매년 설 명절 때마
다 쌀 10kg 100포, 라면 100박스, 떡
국떡 3kg 100봉을 기부하고 있다.

금광면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는 
소외계층 주민을 위해 뜻깊게 전달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분들이 추
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
요롭게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말만 
전할 뿐이다.

임길선 금광면장은 “매년 소외계
층을 위해 익명으로 물품을 기부하
고 불우이웃돕기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독지가의 뜻에 따라 어려
운 이웃에게 잘 전달할 것”이라며 고
마움을 전했다.

안성/유기영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체육시
설 사용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
고 고객들에게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통합예약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 15일부
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통합예약서비스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한 시설은 안성맞춤야구
장, 안성맞춤축구장이며 추후 안성
시체육관, 종합운동장, 국제정구장, 
전용정구장도 예약 가능하도록 서비

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예약서비스 이용방법은 안성

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
관현황 확인 및 예약, 결제업무를 쉽
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설 사
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최갑선 이사장은 “이번 온라인 통
합예약서비스 운영으로 공공체육시
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객 
누구나 체육시설을 균등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안성/유기영 기자

고양시, 구인·구직 현장 연계 첫 통합일자리박람회
10개사 참가… 100여 명 구직자 발길 이어져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 가교 역할↑

광명시 ‘(주)꿈꾸는 자작나무’와 나눔 협약

목공예&DIY가구 제작·지원,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도모

의정부시,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수여식

국가발전에 기여한 명예로운 표창
임문환·김태완·박봉식 등 10명 수상

포천시 영북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시대 ‘활짝’
대상자 상황 변화 모니터링 실시

사후관리·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포천시 영북면행정복지센터는 
‘2020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기존 복지대
상자의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과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지원하
고 있다.

고령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해 더욱 촘촘하게 지역 내 저소득 취
약계층 발굴을 위해 기관, 사회단체,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민간
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
한 복지사각지대 우려대상자와 기초
생활수급탈락자 및 기타저소득 등의 
복지위기가구, 기존 생활수급자 249
가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위험군 가구이다.

영북면은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
기 위해 이동취약계층 등에 대한 찾
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지원하
고 복지사각·위기가구로 발굴된 대
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공공 

복지자원 탐색하고 서비스를 지원
한다.

특히 고령과 장애로 신청에 누락
된 복지서비스를 점검해 수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존 사
회복지업무를 급여 관리 등 행정처
리 위주가 아닌 지역복지 중심기관
으로 재정립해 복지체감 향상에 기

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숭재 영북면장은 “질병, 빈곤 등 

각종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
을 발견하면 영북면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시
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린다”고 전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친환경도시 조성위해 태양광에너지 확대

고양시, 이산화탄소 468t 저감 노력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51억으로 늘려

고양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
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산화탄소 
468t을 저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총 51억으로 작년 예산대비 150% 
늘렸다.

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미
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민간지원뿐만 아니
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한 대
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4곳에 설치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추진해 청정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
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일산동구청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등 

공유지 주차장을 활용해 대규모 태
양광발전설비를 확충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
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
한 의존도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친환경도
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으로 설치
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고양
시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연
간 6,092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절감효과와 1,087,000여 그루의 나무
심기효과가 있어 환경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
년까지 에너지자립율 20% 달성을 목
표로 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고양시 ‘에너지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최근 
지역사회 기관과 십시일반 프로젝트 
‘설날을 부탁해’, ‘흥겨운 잔치 한마
당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홀로 명절을 보내는 
지역 내 어르신에게 설날 명절의 흥
겨움과 이웃 간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열 사람이 한 술 씩 보태면 한 사
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오산시 내 후원업체·자

원봉사 단체·본 복지관 직원이 함께 
참여해 만두빚기, 한복입고 사진찍
기, 재미로 보는 신년운세, 윷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권태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명절을 홀로 보내시는 지역 
내 어르신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대접하고자 십시일반 프로젝트를 진
행하게 됐다.

십시일반으로 후원과 봉사로 참여
해 주신 여러 기관 및 단체, 개인참여
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과 따뜻함으로 어르신들이 이웃과 
하나가 되는 오산시를 위해 지역사회
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유기영 기자

지역사회 기관과 ‘잔치 한마당’ 
흥겨움과 이웃 간 따뜻함 전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설날을 부탁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본격 운영
고객들에게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

안성시, 익명의 기부천사 5년째 설 명절 나눔

쌀 10kg 100포 및 라면 100박스
떡국떡 3kg 100봉 등 기부 ‘화제’

최근 포천라이온스클럽과 경기북
부 사랑의열매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각각 300만 원과 4,300만 
원을 포천시에 전달했다고 21일 밝
혔다.

포천라이온스클럽은 평소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
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한부모 가정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월

동난방비와 설명절 지원금 및 겨울
이불 106채를 지원해 어려운 이웃
과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정을 더
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어려운 이웃
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해 준 포천라
이온스클럽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
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협력
4,300만 포천시에 전달 ‘훈훈’

포천라이온스클럽,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역주민에게 치매관련 정보 제공
허브 구축으로 접근성·편의성 향상

하남시, 제1호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현판식

파주시는 연풍2교를 1월부터 2월
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교
량 총 101곳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있다.

교량상태·구조안전 및 위험요소를 
정밀 점검해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적
절한 보수와 보강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교량 총 101곳 대
해 ‘정기안전점검 연2회 실시’, ‘정밀
안전점검은 2~3년에 1회 실시’, ‘정
밀안전진단은 5~6년에 1회’ 이상 실
시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연풍2교는 연장 120m, 폭 19m로 
2017년 준공돼 이번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첫 번째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
은 “연풍2교 준공 후 최초로 실시하
는 정밀안전점검인 만큼 시설물 안
전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결
과에 따라 통행 안전에 문제가 없도
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파주, 연풍2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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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범죄 취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은현
면 봉암리 안전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경기도 주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
드 CPTED)공모사업 선정돼 진행한 이번 사업은 안전
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4억 5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안전마을로 거듭난 은현면 봉암리 일대는 사업 전 주
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불안감 형성의 1순위가 ‘방치된 
빈집’으로 나타날 정도로 마을 곳곳에 버려진 폐가와 
노후된 건물 등으로 인해 범죄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
을 이루고 있었다.

또, 인근 공장지대 밀집과 많은 외국인 근로자 등으
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커뮤니티 공간 부재와 노령화
로 인한 낮은 활동량, 낙후된 환경으로 침체된 분위기 
형성과 우범지대 발생 등이 지역 내 문제점으로 나타
났다.

양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 공유, 주민 합동 현장 검
토, 외국인 근로자와의 만남의 시간 진행, 자율방범대 
외국인 근로자 합동 순찰 등을 진행,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

이를 통해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성화 유도와 
셉테드 원리에 입각한 안전성 강화, △보행영역의 시각
적 구분과 밝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각 활동 영역 연

결, △주민들의 직접 참여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모두가 공동체를 형성한 안심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불안감 형성의 1순위 원인으로 나타난 방치되
어 있던 10여채의 폐가 소유자를 찾아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의 쉼터(모둠)를 
조성했다.

쉼터(모둠)는 주민들의 요구와 폐가 위치의 공간 특
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야외활동을 증진하는 안심
모둠, △마을축제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모둠, △
상가이용자와 군장병을 위한 봉암모둠, △치매예방을 
위해 인지력을 자극하는 건강모둠 등으로 구성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신규설치와 기존 CCTV
의 인지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개선, △MMA 미끄럼방
지 포장을 활용한 안심길 조성, △어두운 골목길을 밝
혀 주는 태양광 벽부 안심조명 설치, △중심 상가거리
와 쉼터 주변 건축물 외관 개선을 통한 마을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도모, △어린이 통학로 환경개선을 통한 안
심통학로 등을 구축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은현면 봉암
리 일대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범죄예방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시민
이 우선인 안전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양주/김승곤 기자

양주시, 범죄 취약 주거환경 개선 통해 대표 안전도시로의 변화

은현면 봉암리 셉테드(CPTED) 등 환경갯선사업 완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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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스포츠특구로 지정된 경주는 전국 최고
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축구, 태권도, 야구 3개 종
목의 동계훈련을 유치해 겨울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계절 스포츠 레저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경주에서는 
관광 비수기인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굵직한 스포츠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시는 먼저 1월부터 2월말까지 전국에서 129팀 2,840
여명이 동계훈련지로 경주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는 알천구장에서 42개교(팀) 1,140여명이, 태권도
는 진현동의 태권도 훈련장에서 70개교(팀) 1,200여명
이, 야구는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17개교(팀) 500여명
이 동계훈련에 참가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축구 25개교(팀) 750명, 
태권도 70개교(팀) 1,505명, 야구 14개교(팀) 458명 등 
총 2,713명)으로 올 해도 겨울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손
님맞이에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시는 동계 훈련에 참가한 선수단에 훈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경기장별 천막 설치 및 학교 지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참가한 선수단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온화한 기후와 맑은 공기, 최상의 훈련장과 풍부한 숙
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이 곳
곳에 산재해 있는 종합관광휴양지로 지도자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많
은 선수들이 찾아와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주시는 동계훈련과 연계해 ‘경주컵 2020 유소년
축구 대제전’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총 98
개 팀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성
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관광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

끄는데 시너지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는 이처럼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스포

츠 행사에 첫 발을 내디뎠다.
3월에는 아름다운 천년고도 경주의 전구간이 KBS생

중계되는 제36회 코오롱 구간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선덕여왕배 여자야구대회와 1만 4,000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벚꽃마라톤 대회는 풀코스와 더불어 하프코스, 
10㎞와 5㎞ 단축코스 등 전문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가
족과 함께 출전하거나 동료와 친구 등 기량이 다른 참가
자들이 벚나무 아래를 달리며 천년고도 경주의 봄을 만
끽한다.

5월에는 전국동호인족구대회와 6월에는 전국 중학야
구 선수권대회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8월에는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는 축구 꿈나무
의 산실, 경주 전역을 축구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
는 전국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및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한 달 정도 
열린다.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및 국제유소년 축구대
회는 매년 참가팀이 증가되고 최대 경기 수도 증가하는 
등 대회의 위상이 격상되고 있으며, 한여름의 뜨거운 열
기만큼 경주시 경제 활성화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10월에는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가을의 정
취로 물들어 가는 천년고도의 숨결을 만끽하며 힘찬 레
이스를 펼친다. 11월에는 전국 궁도대회 및 영호남 태권
도대회에 이어 세계최강 한국여자골프선수들이 총 출동
하는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를 
끝으로 2020년 스포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스포츠 행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보

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민운동장 잔디 보수와 알천 축구
장 야간조명 정비, 안강 산대운동장 폭
염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제2파크골프
장 조성, 불국스포츠센터 건립,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설치
와 겨울철에도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관
한 검토도 진행해 사계절 스포츠 도시
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더욱이 경주시와 지역 교육기관이 
연계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모
량초)과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보수를 

지원(위덕대)해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스포츠는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가
진 산업으로 또 하나의 국력을 상징하며, 스포츠발전에 
경주시가 밑거름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
계훈련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 할 수 있는 대규
모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더욱 잘 사는 경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한반식 기자

영남권Ⅰ

경주시, 스포츠특구로 지정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

축구, 태권도, 야구 3개 종목 동계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사계절 스포츠 도시로 주목… 역동적 마케팅으로 스포츠 명품도시 비상

국내 최고의 사계절 스포츠 메카 도시로 거듭… 미래 경주 발전 이끌어

세계문화유산 곳곳에 산재해 종합관광휴양지로 풍부한 숙박 갖추고 있어

▲ 2019년 제28회 벚꽃마라톤 ©

▲ 경주시 외동생활체육공원 준공식 ©

▲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

▲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

▲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컵 2020 유소년축구대젠이 열리는 
축구공원을 찾아 선수단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있다. ©▲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컵 2020 유소년축구대젠이 열리는 축구공원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

▲ 동계훈련 참가팀 지도자 간담회서 경주를 찾아준데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애로사항 청취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

▲ 동아일보 2019 경주국제마라톤대회 ©

▲ 지난해 8월 13일 열린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개최도시 협약식 사진 
이다. (사진 좌측부터 브라노앤뉴 장상진대표, 이영석 부시장, 박인비 
프로) ©

▲ 제3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 챔프리그 우승 서울 후라팀이 
시상식후 모자를 던지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 화랑대기 경기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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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
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제
근린공원 유휴공간에 1만㎡ 규모의 
‘소나무동산 유아숲체험원’을 총 사
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조성·
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원된 유아숲체험원에는 식물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와 다
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외나무줄
타기, 통나무징검다리, 물놀이터, 모
래놀이터, 색상놀이대, 소리놀이대 
등 13종의 시설이 설치됐다.

유아의 숲 활동은 창의성 발달과 
환경 감수성 증진과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
움을 준다.

또한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켜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염증 반
응이 감소되고 심리안정과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긍
정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공기와 함께 걷기와 자연을 만
끽하는 생태체험, 즐겁고 다양한 숲속 
놀이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유아는 누
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다.

2020년 4월부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 숲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아숲체험원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
이지와 산림녹지과에서 안내한다.

김형호 산림녹지과장은 “유아를 
위한 생태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유아숲체험
원을 조성했다”며 “유아부터 성인까
지, 누구나 쉽게 자연과 교감하며 여
가를 즐기는 공원 관리·운영에 주력
하겠다”고 전했다.

거제/김영찬 기자

경남도는 출ㆍ퇴근 및 통학 등 대
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
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도내 8개 시ㆍ군에
서 1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8개 시ㆍ군으로 확대 도입되
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2019년 경
남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한 양
산시를 포함하여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창녕, 산청에서 시행한
다.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3,500명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신청을 통해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
통비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
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
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여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할인혜택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원으로 교통비 10% 할인혜택은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
립에 대한 지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와 경남도 및 시군이 공동 부
담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으로 얻게 
되는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
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1일 최대 800m까
지 250원이 적립되며,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
하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되고, 지
자체의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
제 참여 등의 환경친화정책과 연계
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자동차 보험사와 협업하여 일정 수
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시행예정) 등 추가적 혜
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을 위해서
는 홈페이지(http//alcard.kr)에서 
알뜰교통 전용 후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기존의 
교통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용
하면 되고, 마일리지는 스마트폰에
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
치하면 적립가능하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
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을 정기
적으로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 서비스를 마련
하고, 대상 지역과 참여인원을 확대
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부산에서는 올해 3월 ‘국내 최초’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기다리고 있
다. 약 130개국이 참가할 이번 대회
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
스코에서 열린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계탁구선수권대회는 회원국이 총 
229개국으로 올림픽을 제외한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
하는 메가 이벤트다. 전 종목을 통틀

어 최다 회원국을 보유했다. 부산시
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치르겠다는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LPGA 정규투어가 개
최됐던 LPGA 인터내셔널 부산(구 
아시아드CC)은 미국 외 최초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 공인 골
프장으로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켰
으며, 명문 코스를 경험해 보고 싶은 
많은 골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
고 있다. 사계절 골프를 즐기기 좋은 

온화한 기후, 풍부한 관광명소와 먹
거리를 가진 부산은 LPGA 인터내셔
널 부산을 중심으로 골프 관광도시
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는 여러 굵직
한 국제스포츠 경기들이 펼쳐졌다.

신호탄은 축구가 쏘아 올렸다. 
2004년 독일전 이후 15년 만의 축구 
국가대표 A매치가 6월 7일에 개최
되면서 5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아
시아드경기장으로 몰려들어 월드컵
을 방불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축구의 열기는 7월 사직실내체육
관에서 진행된 코리아오픈국제탁구 
대회로 이어졌다. 이 대회는 국제탁
구연맹 월드투어오픈대회로, 한국을 
비롯해 홍콩, 불가리아, 헝가리, 스
웨덴, 체코 등 30개국이 참가했으며, 
연일 800~1000여 명에 달하는 탁구 
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10월에는 대형 스포츠 경기로 미
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정규투
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개
최됐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펼쳐진 대회는 국내 유일의 LPGA 
정규투어로, 16개국 84명의 LPGA 
및 KLPGA의 탑 랭커 선수들이 출전
해 뜨거운 경기를 펼쳤고 총 7만여 

명에 달하는 관중이 방문해 LPGA 
국내 대회 최다 갤러리 기록을 세우
며 흥행에 성공했다.

국제 스포츠 대회는 12월에도 이
어졌다. 동아시아 10개국 축구 최강
국을 가리는 동아시안컵이 10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됐고,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으며 개최국 최
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국내 개최가 드문 UFC 대회(「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가 서울에 이
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리며 11개
국 26명의 선수가 참가해 국내외 팬
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세계적
인 인프라와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
유한 다이내믹하고 매력적인 도시”
라며, “이러한 훌륭한 조건을 기반
으로 지속적인 국제 대회 개최를 통
해 국제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높이
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국내외 관
광객들의 유입을 확대, 글로벌 관광
도시의 발전과 부산 도시브랜드를 
꾸준히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지훈련
지로 부산을 홍보하고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영찬 기자

김해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줄여 결
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
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
로 첫 해인 올해는 4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자녀수, 장애인 여
부, 김해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등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
를 선정한다.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

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된 결
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
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
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
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시
행할 것”이라며 “결혼해서 살기 좋
은 행복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영도 기자

영남권Ⅱ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올해 첫 4억 투입
주거부담 줄여 결혼장려… 출산율↑

‘원더풀 부산’ 올해도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 이어져

국제대회로 들썩이는 국제 스포츠 도시 거듭

도시브랜드 홍보와 글로벌 관광도시로 본격화

경남도, 광역알뜰교통카드로 30%+α 혜택 준다
본 사업에 창원 등 8개 시·군 참여

할인과 마일리지 월 11,000원 적립
거제시, 소나무동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이들, 자연이 최고 놀이터로 급부상
거제근린공원 유휴공간에 1만㎡ 조성

통영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지난해 통영시는 환경오염물질 배
출시설 등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
라 폐수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배
출업소 등 8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을 실시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
과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했다.

통영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
업장의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면
서 사업장의 규모, 과거 위반사항 등
에 따라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3회
까지 구분해 진행했고 오염물질 배
출 시기 등 업소별 특성을 반영해 점
검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폐수, 대
기, 폐기물 등 점검분야가 다수인 사
업장의 경우 분야별로 재차 방문하
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의 부담은 경감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단속업무 수행 시 민간단체 
등의 참여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점
검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
출사업장을 통해 중대하고 심각한 위
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환경오염방지 
및 사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
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쾌적한 통영
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통영/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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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을 맞이하여 소외되기 쉬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어 ‘동네가 행복한 복지군’
을 실현하고자, 최근까지 관내 사회
복지시설 13개소를 위문했다고 21
일 밝혔다.

이틀간 관내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와 아동복지시설인 영애원, 장애인
복지시설 소정원 등 사회복지시설
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포함한 위
문품을 전달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 내 종사자와 생활인
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며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위로·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설과 같은 큰 

명절에는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욱 크게 소외
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위문이 
우리의 관심과 온정, 나눔문화를 확
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이웃
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
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웃사랑 실천
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암군은 1월을 설명절 특
별 위문기간으로 하여 실·과별로 관
내 사회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위
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 산하 전체 공직자들은 결
연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
께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매년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영암/이영석 기자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은 최근 통합사례관리대
상 30세대에 동절기 식료품 키트
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고 21
일 밝혔다.

김, 밑반찬 등 12종의 식료품이 
담긴 키트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몸이 아프고 날이 추워서 집 앞 
마트에 가기도 힘들었는데, 식료품
을 전달받아서 당분간 반찬걱정을 
안 해도 되게 ebl다”며 환한 웃음
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
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관내 취
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
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
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
고, 위기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
스 전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겨울철 복지사각
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별 복지사
각지대 발굴 추진반을 구성하고 
방문상담을 강화하여 복지소외계
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무안/김판국 기자

여수 공화번영회가 설 명절을 앞
두고 한려동 주민들을 위해 따뜻
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려동주민센터에 따르면 공화
번영회가 지난 16일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공화번영회 장학금 
및 온정나눔 성품 전달식’을 통
해 1000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쌀, 난방비를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장학금은 저소득 가정 고등
학생 5명에 50만 원씩, 중학생 4명
에게 30만 원씩 총 370만 원이 지
급됐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

대 계층 44세대에는 쌀(20㎏) 2포
씩, 경로당 54곳에는 175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됐다.

윤국한 한려동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공화번영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한려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길양 공화번영회장은 “지역주
민과 함께 나누는 정(情)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공화번영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화번영회는 1999년부터 
매년 초 한려동에 장학금 및 온정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금
까지 총 2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장성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
플랜’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푸드플랜 관련 세부실
행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
다. 보고회 진행을 맡은 ㈜지역파트
너플러스 담당자는 용역 결과를 토
대로 △맞춤형 생산을 위한 농가조
직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조직 구성 △민‧관 거버넌스의 효율
적 운영 △먹거리 연계부서의 정책
통합 △지역 먹거리 주체의 협력을 
장성군에 제안했다.

이후 관계 공무원과 농협,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된 장성군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의 의
견 개진이 이어졌다.

군은 이날 발표된 용역 결과와 위
원회의 의견을 사업 분야별로 면밀
히 검토하고, ‘장성군 푸드플랜 종합
계획’의 단계적 실행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추후 ‘2020년 푸
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준비

와 전문가를 채용한 먹거리사업단 구
성 등 ‘장성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성군은 작년 4월 농식품부
로부터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를 통해 군은 6월부터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이날 최
종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푸드플랜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주체 간의 연계는 물론 군민들
의 적극적인 동참도 수반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며 ‘민 ‧ 관 거버넌스’의 
유기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푸드플랜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
축하는 종합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장
성군은 푸드플랜의 본격 추진을 위
해 지난 2019년 전담조직(농식품유
통과)을 신설했으며, 농식품부 및 농

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에 잇따
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상무대 군급식’이 농식품부
의 ‘비접경지역 지역농산물 확대공
급 시범지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
재 장성군과 상무대, 농협중앙회 장
성군지부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해 로컬푸드의 공급 비중을 높여가
고 있다.

아울러 장성군은 농협과 ‘푸드플랜 
협의체’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직
매장 △식품소재 반가공 △저온유통
체계 구축의 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3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 장성군은 지역 농산물의 관
내 소비시장 납품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농가 조직화’와 ‘작부체계 구축’
에 집중할 방침이다.

장성/박태지 기자 

장성군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본격 실행

세부실행계획 용역최종보고회 개최

군, 올해 농가조직화 등 집중 계획

여수공화번영회, 한려동에 1천만 원 후원

한려동주민센터서 성품전달식 열려
장학금 370만 원·쌀 20kg 88포 등

무안군 “어려운 이웃에 힘 되어 드리겠다”

김, 밑반찬 등 12종 담긴 키트
통합사례관리가정 식료품 전달

장흥군, 드림스타트 업무협약 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최근 국민체육센터 4층
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대교 눈높이 등 8
곳과 업무협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8개 수행기관 대표 및 
관계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15명이 참석하여 올 한 해 드림스타
트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 건의사
항과 애로사항 청취로 좀더 심도 있
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수행기
관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학습지
원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장흥군의 지원 및 학습기관의 할인 
후원, 양육자 자부담으로 1인 1개 과
정을 제공하게 된다.

아동들은 전문 학원의 연계를 통
해 영어, 수학 등 기초학습뿐 아니라 

피아노, 기타, 드럼 등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도 함께 지원받는다.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
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보건,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영역별 균형 있는 성장발
달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프
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
침이다.

장흥/김종현 기자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제고
사업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간담회 

담양군 ‘1인 1운동 실천 건강증진’ 나서

담양군은 최근 군 보건소에서 2020
년 신규 시책으로 담양군민 1인 1운
동 실천 건강증진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운영 중인 체조프로그램 강사 간
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공
고를 통해 생활체조, 우리춤, 요가, 에
어로빅,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등 분
야별로 선발했던 체조강사 19명을 대
상으로 전문강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해 읍ㆍ면 주민체조교실 및 보건소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계
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군 보건소장은 “2020년 신규 시책
으로 군민 대상 1인 1운동 실천 프
로젝트를 추진해 군민 개개인의 건
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걷기동
호회도 기존 46개팀에서 70개 팀으
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
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담양군은 올해 6개팀을 증
설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읍ㆍ면별 27개팀, 군민 694명이 참
여하고 있다.

담양/김용확 기자

체조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방향 논의

전북은행,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

전북은행이 소외된 이웃들의 풍요
로운 설 명절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북은행은 최근 전주시에 설 명
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
는데 사용해 달라며 500만 원 상당
의 이웃사랑 선물 꾸러미를 기탁했
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물꾸러미 전달은 전북은행
이 ‘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금
융’이라는 모토에 따라 은행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소외계층 지
원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성실히 수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라면, 치약, 비

누 등 9종의 물품이 담겨 있는 200
여 개의 선물꾸러미로, 시는 저소득
층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
록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
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
천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은행으
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어려
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선물꾸러미를 기탁해주신 전북은행
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전주시에 소외계층지원 등을 위한 
500만원 상당 이웃사랑 선물 기탁

영암군,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정 나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노인요양·아동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영광군은 최근 홍농읍사무소에서 
홍농읍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영광 테마식물원 및 승마장 발전방
안 보고회를 개최해 원활한 사업 추
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고 21일 밝혔다.

영광테마식물원과 승마장은 기존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어려움이 있어 올해 1월 1
일자로 산림공원과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영광
군 홍농읍 진덕리 일원 25ha에 사업
비 156억 원을 투입해 유리온실, 테
마정원, 오토캠핑장, 산책로 그리고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외승로 등을 

조성했다.
올해 1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테

마식물원에 산림레포츠 시설 보완과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및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
을 토대로 군은 영광 테마식물원과 
승마장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
도할 수 있는 집객력 있는 시설 도입
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식물원과 승마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어
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이
색적인 체험놀이시설을 도입해 영광
군 대표 관광형 정원으로 조성하겠
다”고 말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의견 논의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수립해

영광군, 테마식물원·승마장 발전방안 보고회 

영광군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주택지붕슬레이트 철거 180동, 취약
계층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지붕슬
레이트 철거 33동을 지원하는 슬레
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까지 주택 1,379동의 지붕 슬레이트

를 철거 완료했으며 올해는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8일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
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슬레이
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전면철거한 주택에 한해 지
원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창고 등 
비주택의 지붕슬레이트도 33동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광/노경태 기자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 등 추진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범위 내

영광군,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사업

보성밀알회는 최근 보성군을 방문
해 전기히터 120개를 기탁했다.

김석 회장은 “겨울철을 맞이해 따
뜻한 겨울을 함께 보내고자 회원들
의 뜻을 모아 준비했으며 작은 정성
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으
면 한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밀알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하며 보성군에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전기히터는 전라남도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독거노
인 및 저소득층 1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콩콩이청국장 정구
자 대표는 보성차밭 빛축제 직거래 
장터 운영 수익금 일부인 100만 원
을 보성군장학재단에 기부해 지역에 
귀감이 됐다.

보성/김정필 기자

보성, 설 명절 맞아 따뜻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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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장성장학회에 첫 기
부를 실천한 ‘제1호 장학금 기탁자’
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탑인프라 정회걸 회장은 ‘재
광장성군향우회 신년 인사회’에
서 고향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전달했다.

장성군 삼서면 출신인 정회걸 회
장은 2001년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
공사, 전기공사, 토목, 건축 등 다양
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탑인
프라를 설립, 연매출 1,000억 원인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태양광 발전 관련 특허가 15개
에 이르는 탑인프라는 2018년을 기
준 253개의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
으며, 태양광발전 시공업계 최초
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의 날 
2,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우
수기업이다.

재광장성군향우회 신임회장이기
도 한 그는, 같은 날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장성 프리미엄 쌀’ 100
포(500만 원 상당)도 함께 기부해 향
우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자신이 세운 
기업을 성장시키듯 고향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회장님의 애
향심과 후배사랑 실천은 모두가 본
받을 만하다.”며 “오늘 회장님이 기
부하신 장학금과 쌀은 어려움을 겪

는 주민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용하겠
다.”고 감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장성군
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
회로서 장성군의 출연금과 민간으
로부터 받은 기탁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성/박태지 기자

여수시는 최근 여수 대표 특산품
인 거문도 해풍쑥을 전국 e마트와 
메가마트,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 홈
페이지를 통해 출하한다고 21일 밝
혔다.

가격은 2kg 한 상자에 2만4,000원
이며, 생쑥은 물론 쑥개떡, 쑥송편, 
쑥분말, 쑥차, 쑥우유 등 다양한 가
공품도 판매한다.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거문도해풍
쑥은 육지로부터 114km 떨어진 거
문도 청정지역에서 자라 소금기 머
금은 해풍과 해무가 스며들어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 쑥 향이 진하고 

부드러워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생쑥은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출

하가 되고, 냉동쑥은 4월 중순부터 6
월까지, 가공제품은 연중 판매되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는 거문도해풍쑥영
농조합 홈페이지(http://www.
gmdssuk.com)에서 가능하며, 궁금
한 사항은 ☎ 061-644-6968로 문
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문도 해풍쑥
의 친환경 생산과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생쑥 적기출
하 물류비, 드론 이용 친환경방제 지
원 등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
입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기모 기자

영암군은 경자년 새해 성장과 복
지라는 선순환 정책기조의 틀을 바
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총력을 다하
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에
서 관공서 위주 일방적 복지패러다
임과 대비되는 민관협력 양방향 복

지패러다임으로 대전환,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
지기동대원, 복지이장 등 민관협력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
가는 협업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동
절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이 절실함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아동, 한부모, 장애
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위기
가구를 다음달 2월말까지 일제 발굴 
조사하고 있다.

군(주민복지과)은 지난 11월『겨울
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관련 모든 부서와 11
개 읍면에서 일정에 따라 겨울철 사
회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총력을 기
울여 군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희
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

를 보였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신고의

무 규정인“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
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가 및 자치
단체에 알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날씨가 한층 추워지고 
있는 요즈음 사회적 가치실현 구성
원의 한 주체로서의 군민 모두가 주
변 어려운 이웃을 관할읍면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알리면 군에서는 관련법
령에 근거하여 최대한 지원방안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
의 경우 수많은 복지제도에도 불구
하고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
차단 또는 행정관료 문턱 앞에 결국 
도움이 필요함에도 소외받는 경향도 
있다.

따뜻한 복지마인드와 무한돌봄의 
자세로 상담 안내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대민친절교육도 강화하겠다.”
라며 의지를 보였으며 복지콜센터 
129와 인터넷 웹사이트 「복지로」에
서는 지역별·생애주기별 다양한 복
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팁도 함
께 알려 주었다.

영암/이영석 기자

영암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세요”

성장·복지 정책 속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력

민관협력 양방향 복지패러다임으로 대전환

순천시는 최근 삼양식품 순천지
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150박스와 스
낵 50박스(600만 원 상당)를 기부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일종 시민복
지국장, 유재민 삼양식품 순천지점
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기부된 라면
과 스낵은 관내 장천지역아동센터 
외 46개소에 전달됐다.

유재민 삼양식품 순천지점지점
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
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일종 시민복지국장은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라
면, 스낵은 좋은 간식거리로 취약
계층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삼양
식품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삼양식품은 창업 초기부터 사회공
헌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고(故) 
전중윤 창업주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추석 명절에도 라면 
150박스를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취약계층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기탁한 바 있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600만 원, 생활 어려운 이웃에 전달
나눔과 봉사 지속적으로 펼쳐 ‘화제’

삼양식품 순천지점, 순천시에 라면 150박스

㈜탑인프라 정회걸 회장, 장성장학회 ‘제1호 기탁’
재광장성군향우회 신년 인사회서 
고향 장성위한 통 큰 기부 ‘훈훈’

남도의 봄 향기 품은 ‘거문도 해풍쑥’ 쑥쑥

전국 e마트·메가마트 등 출하 시작 
2kg에 2만4,000원, 가공품도 판매

담양군 담양읍은 최근 담양 소재 
댓잎홍팥죽에서 어르신들에게 전달
해 달라며 호박죽 15인분을 기탁했
다고 21일 전했다.

 담양읍 메타길에서 댓잎홍팥죽을 
운영하고 있는 안 대표는 이른 아침
부터 사업장에 출근해 직접 호박죽
을 끓여 따뜻한 호박죽을 담양읍사
무소에 전달했다.

안 대표는 “지역내 가족의 돌봄이 
없이 홀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죽을 드시고 
조금이나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
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과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확 기자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15인분 기탁

담양읍 댓잎홍팥죽, 호박죽 나눔 사랑

담양군은 최근 사업 참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일자
리사업 직무,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 참여자들의 업
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지원하고
자 마련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
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
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
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과 복지일자
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으
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전년도에 비해 10명을 추
가로 선발해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
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
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본
청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보조업무, 환경정리, 프로
그램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확 기자 

담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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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이주연(33․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은 이탈리
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부한 음색을 가졌기에 더
욱 아름답다.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박자, 가락, 음성, 화성으로 갖가지 형식을 조화
시키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사상 또는 감정
을 나타내는 음악은 노래하는 사람과 그 노래를 듣는 사
람과의 공감이 형성되며 그것은 고스란히 감동으로 전
해진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음악 하나로 소통되는 무대는 그
래서 더욱 감동적일 때가 많다. 

“조금 더 온유하고 때로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악

을 청중들에게 선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주연 소프
라노의 목소리가 그렇다. 

다음은 이주연 소프라노와 일문일답이다. 

△ 성악가의 꿈은 언제부터 꿨나.

성악을 시작한 계기는 경복초등학교 시절에 교내 동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심사위원이었던 성악가 선생
님에게 권유를 받아 시작했다. 선화예술중학교에 합격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꿈을 어렸을 적부터 갖게 
되었고 선화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유학 
후 지금까지 쉼 없이 노래와 함께 살았던 것 같다.

△ 유학 전 입상한 부분에 대해 알려 달라.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실기 우수상을 수상했었고, 
유학 전 세종예술문화 국제 음악콩쿠르 1위, 코리아 모
차르트 국제 음악콩쿠르 1위 및 전체 대상, 음악교육신
문사 콩쿠르 3위를 하고 구리시향 오케스트라 협연연주
를 했었다.

콩쿠르는 이탈리아 유학 후에 꾸준히 참가하여 
‘BENVENUTO FRANCI’(벤베누토 프란치) 콩쿠
르 입상 및 연주를 시작으로 콩쿠르 ‘TROFEO LA 
FENICE(트로페오 라 페니체)’, ‘O.M.E.G.A(오메가)’, 
‘G.SIMIONATO(시미오나토)’, ’GIACCOMOTTI(자
코 모티)’, ‘RINALDO PELIZZONI(리날도 펠리 쪼
니)’, ‘TOSCA AWARD’(토스카 어워드), ‘TERRE 
DEI FIESCHI’(테레데이피에스키), ‘PRINCIPESSA 
DI BELGIOJOSO’(프린치페싸디벨조요조), ‘MARIA 
M A L I B R A N ’ ( 마 리 아  말 리 브 란 ) ,  ‘ A N T O N I O 
BERTOLINI(안토니오 베르톨리니)’, ’BELLANO(벨라
노)’등 12개의 국제 콩쿠르 수상 및 입상, 세계 주요 콩
쿠르 중 하나인 ‘부세토 베르디 콩쿠르’에 입상하며 이
탈리아와 스위스에서 각종 협연연주와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중 하나인 토레 델라고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
벌 PUCCINI FESTIVAL(TORRE DE LAGO)에서 푸치
니 탄생 10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에 출연도 했었다.

△ 이탈리아로 유학은 언제 갔으며 귀국은 언제 했는가?

유학은 대학 졸업 직후 유학길에 올라 브레시아 국립
음악원과 밀라노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베르첼리 시
립음악원, adads아카데미, 영국 로열 아카데미를 거쳐 
파르마 왕립극장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실
력을 인정받은 후 작년 여름 부세토 극장 초청 독창회를 
끝으로 2019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귀국하며 8년 반의 
유학생활을 마쳤다.

△ 최초의 데뷔작은 무엇인가?

최초의 오페라 데뷔작은 지휘자 마르코 베레타와 
Soragna(소라냐) 극장에서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역 초
초산으로 데뷔하였으며, 데뷔 무대를 본 관계자에 의해
서 두 번의 초초산을 Sissa(씨싸), Colorno(콜로 르노) 
야외극장에서 지휘자로 렌 초비짜리와 페라라 극장 오
케스트라와 연기했다. 그 후 부세토 극장에서 오페라‘카
르멘’의 미카엘라 역으로 데뷔하여 이탈리아 관객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이탈리아에서 음악회와 핀란드 및 스위스 NEUES 극장에서 

‘VERDISSIMO’ 초청 협연 음악회에 출연했는데.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 크고 작은 음악회
들을 해왔다.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한 전공이기에 저명
한 선생님들의 마스터클래스를 참여하고 음악회에도 출
연했고, 앞서 말했던 콩쿠르에 참여하며 얻었던 기회들
과 밀라노시 초청으로 했던 음악회도 있었다. 그것 외
에도 파르마극장 소속해 있으며 2017년도 오페라 페스
티벌 어워즈 1등을 했던 베르디 오페라 페스티벌에 메
인 프로그램 협연연주와 조금 더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
는 베르디 오프 음악회들, SINAPSI 후원의 장기 프로그
램‘VERDI NEL MONDO’라는 협연 음악회 시리즈에 참
여했었다. 오페라 페스티벌 기간 중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에 극장 소프라노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 외 에토레 
델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토스카나 오페라 페스티벌 등
에 초청받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 오페라 공연 등으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데.

성악을 배울 때에 기본적으로 6~7개의 언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작곡가마다의 느낌
과 원하는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악보에 쓰여 있는 모
든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한 장르이지만 소화
시키는데 필요한 테크닉은 굉장히 다양하다. 한 장르로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 해석해야 할 것은 끝이 없다. 성
악가로서 예전의 음악을 위주로 오랫동안 공부하는 만
큼 클래식의 타협점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걸 느
끼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성악가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도 클래식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많
은 관객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 가곡과 아리아 중에서 정말 가슴을 울리
는 좋은 곡들이 너무나 많다. 좋은 곡들을 잘 표현하여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생겨서 음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라노가 되고 싶다.

△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탈리아에서 레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것
이‘TIPO’(목소리 타입)에 대한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곡 

인터뷰Ⅰ

휴먼 스토리-소프라노 이주연을 만나다

“조금 더 온유하고 때로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악을 
청중들에게 선사하고 싶다”

이탈리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풍부한 음색과 뛰어난 감성 소유자

이탈리아로 유학길 올라 최고연주자 과정 실기시험에서 만점 졸업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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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토리를 쌓아 간다.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뉘는 
것은 아실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에 체급에 따라 나누듯 
소프라노도 크게 ‘레제로 소프라노’와 ‘리릭 소프라노’로 
나뉜다.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차이는‘소리의 무
게감’ 이 다른 것인데 더 무겁고 낮은 목소리일수록 메
조일 가능성이 높듯이 ‘레제로’ 소프라노와‘리릭’ 소프라
노도 가볍고 밝은 소리 와서 정적이고 무거운 소리를 구
분하는 말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소프라노 안에서도 
7-8개로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진 밝은 소녀와 비극 이야기의 주인공인 
귀족부인같이 소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들으실 때 
저 성악가는 ‘TIPO’(목소리 타입)가 무엇일까 어떤 목
소리 타입이 내 취향 일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이다.

△ 파르마 왕립극장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계적인 극장마다 차세
대 신인 성악가들을 키우
는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이 있다. 감사하게도 이탈리
아에서 중요 극장 중 하나인 
파르마 왕립극장에 차석으
로 발탁되어 장학금과 함께 1,000시간이 넘는 마스터클
래스와 음악회를 거쳤다. 파르마 왕립극장 반주자, 연출
가, 시카고대학원 악보 연구자, 극장 전문 변호사, 소프
라노 바르바라 프리 똘리, 메조소프라노 소니 아가나 씨, 
지휘자 파브리찌오 카르미 나띠, 베로나 극장 아티스트 
디렉터, 나폴리 극장 아티스트 디렉터, 베르디 음악 연구
자, 심리학자, 영양사 등 최고의 음악가들과 발성과 테
크닉, 심리학, 경영학, 연기, 영양, 음악분석 등 다방면의 
마스터클래스를 받으며 오페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 역
의 개인 오디션을 얻는 등 베르디 페스티벌 중 비올레타 
역으로 다수의 플래시몹과 이탈리아 대표 공영방송 RAI
에 파르마 왕립극장 소프라노로 출연하였다.

△ 오랜 시간 무대에 서며 관객들과 소통해 왔는데 이주연 

소프라노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에
게 기도하며 달려올 수 있었다. 무대에서 바라보는 관객
들의 얼굴들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들의 얼굴들을 보
고 박수로 화답받을 때 정말 행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얻는 힘이 크다고 느
끼고 있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이제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힘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과 가족, 저를 사
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으면 더
할 나위 없겠다.

△ 이주연 소프라노에게 성악이란? 그리고 인생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성악이란 제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고는 이
야기가 풀어지지 않을 만큼 희로애락을 같이한 너무 당
연한 인생 동반자이며, 저에게 극적 인행복과 극한의 외
로움과 희생 끝이 없는 인내심을 알게 해 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다. 지금까지 인생의 큰 
선택들을 할 때 항상 우선순위였다. 짝사랑이라는 느낌
이 들 때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짝사랑이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

△ 지난 한 해 다양한 무대에서 섰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은.

지난 한 해 정말 감사하게도 이탈리아에서 
많은 음악회을 갖고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
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끝내고 온 만큼 이 
인터뷰를 포함해 한국에서의 모든 시작이 설
레고 기대된다. 올해에는 선화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성악 가로서도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
고 있다. 우선 5월 30일 3시에 영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귀국 독창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나.

클래식을 사랑하는 모든 기존 팬들과 처음 
접하는 사람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탈리아에서 같이 연주하게 된 클라리넷 
연주자가 물었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잘하느냐”라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
으로 음악을 사랑한다. 흥과 한을 아는 민족이라 성악을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다면 더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대중들이 성악과 오페라라는 장
르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다면 정말 행복한 소프라노일 것이다.

△ 독자들에게 한 마디.

이주연이라는 소프라노의 이야기
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무대에서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성악과 소프라노 이주
연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예정되
어있는 5월 30일 토요일 3시 서울 여
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귀국 독
창회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 중이다. 
직접 오셔서 같이 즐기고 축하해주시
면 좋겠다.

/정채두 기자

인터뷰Ⅱ

파르마 왕립극장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발탁 

이탈리아 유명 오페라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기도

5월 30일 여의도 영산 아트홀서 귀국 독창회 준비

SOPRANO LEE JO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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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 이주연은 이탈리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풍부한 음색을 가진 리릭소프라노로 11살에 성악
을 시작하여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재학중 실기우수상 수상하며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에서 실기우수자
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음악회를 참여하며 졸업하였다. 이탈리아로 유학 전 한국에서 세종 예술 문화 국제음악콩쿨 
1위, 코리아 모차르트 국제음악콩쿨 1위 및 전체대상, 음악교육신문사 콩쿨 3위,구리시향오케스트라 협연 연주를 
하며 성악가의 꿈을 안고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라 이탈리아 브레시아 루카 마렌지오 국립음악원 PRIVATISTA 과
정(PAOLA ROMANO사사)을 졸업한 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CANTO BIENNIO 최고 연주자과
정 졸업 실기시험에서 만점으로 졸업(EUGENIA ANVELT 사사)하였다. 

 이후 ‘JACOMO ARAGALL’ 마스터클래스 및 영국 아카데미 ‘ROYAL SCHOOL’ 오페라과정, 이탈리아 
VERCELLI ‘F.A.VALLOTTI’ 시립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이탈리아 ADADS아카데미( Accademia Dell’Arte 
Dello Spettacolo ) 오페라과정을 수료하며 쉼없이 배움을 이어오다 파르마 왕립극장 ‘ACCADEMIA 
VERDIANA’에 차석입학하며 여러음악회와 극장 아카데미소속 성악가 중 유일하게 VERDI FESTIVAL(2017년 
전 세계 오페라 페스티벌 중 1위) 메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졸업하였다. 

  극장에서 투란도트,토스카역의 소프라노 GIOVANNA CASOLA, 파르마 왕립극장 반주자 SIMONE SAVINA,
테너 및 반주자 GIANNI FABBRINI, 연출가 LEO MUSCATO, 시카고대학 EDIZIONE CRITICA 연구자 
FRANCESCO IZZO, 연출가 SILVIA PAOLI, 파르마 국립음악원 교수 LUCETTA BIZZI, 테너 WILLIAM 
MATTEUCCI, 소프라노 BARBARA FRITTOLI, 파르마극장 객원반주자 RAFAELLE CORTESI, 메조 소프라
노 SONIA GANASSI, 지휘자 FABRIZIO CARMINATI, 파르마극장 객원반주자 ANDREA SEVERI, 베로나 
극장 아티스트 디렉터 CECILIA GASDIA, 파르마극장 객원반주자 CLAUDIO CIRELLI, 성악가 FIORENZA 
CEDOLINS, 나폴리 극장 아티스트 디렉터 CARLO DE VIVO 등의 최고의 음악가들과 발성과 테크닉, 심리학, 
경영학, 연기, 영양, 음악분석 등 다방면의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며 오페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역의 개인 오디션
을 얻는 등 성공적으로 끝내며 베르디 페스티벌 중 비올레타역으로 다수의 플래시몹과 이탈리아 대표 공영방송 
RAI에 장수 프로그램 <SERENO VARIABILE>에 파르마 및 베르디 페스티벌 소개 중 극장 소프라노로  출연하
였다. 

  이탈리아에서 ‘BENVENUTO FRANCI’ 콩쿨 입상 및 연주를 시작으로 콩쿨 ‘TROFEO LA FENICE’, 
‘O.M.E.G.A’, ‘G.SIMIONATO’,’GIACCOMOTTI’, ‘RINALDO PELIZZONI’, ‘TOSCA AWARD’, ‘TERRE 
DEI FIESCHI’, ‘PRINCIPESSA DI BELGIOJOSO’, ‘MARIA MALIBRAN’, ‘ANTONIO BERTOLINI’, 
’BELLANO’등 12개의 국제콩쿨 수상 및 입상과 연주 및 세계 주요 콩쿨 중 하나인 부세토 베르디 콩쿨 입상 및 
협연연주를 마쳤다.

    세계적 오페라 페스티벌 중 하나인 PUCCINI FESTIVAL(TORRE DE LAGO)에서 푸치니 탄생 100주년 기
념 초청 음악회 출연 및 VERDI FESTIVAL(BUSSETO)에서 ‘OGVE’ (Orchestra Giovanile della Via Emilia)
오케스트라와 협연 음악회에 초청 소프라노로 출연, VERDI OFF(PARMA)에서 ‘VERDI RECITAL’ 2회 출연 및 
‘VERDI IN PALAZZO BOSSI BOCCHI’ 출연, TOF(Tuscany Opera Festival)에 초청받아 ‘OPEN OPERA 
GRAN GALA’에 출연하였다. 그 외 밀라노시 초청 두엣 음악회 ‘OPERA PREFERIA’ , 밀라노시 초청 음악회 
‘LA VOCE VERDIANA’ 협연 연주, 로카테시 ‘국가의 날’기념 초청 협연음악회 연주, KOART 초청 연말 두엣 
음악회, ‘VERDI NEL MONDO’ 투어 SINAPSI 후원  초청 협연 음악회, ASSOCIAZIONE LINGUAGGIO 
DEL CUORE의 멤버로 ‘CONCERTO VERDIANO’ 음악회 출연, 밀라노 엑스포 기념 밀라노시 초청 협연 음악
회 등 이탈리아 전국 각지에서의 다수 음악회와 핀란드 및 스위스 NEUES 극장에서 ‘VERDISSIMO’ 초청 협연 
음악회에 출연하였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역 초초산으로 처음 이탈리아 SORAGNA극장에서 데뷔한 뒤 PARMA ART의 초청
으로 지휘자 MARCO BERETTA와 초초산으로 출연 후 지휘자 LORENZO BIZZARI, 페라라 극장 오케스트라
와 또 다시 초초산을 성공적으로 연기하였으며 이후, 오페라 <카르멘>에서 미카엘라 역을 맡아 부세토 극장에서 
150오케스트라, 지휘자 MARCO BERETTA와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오페라 <마술피
리>에 파파게나, OASI극장에서 오페라 <트라비아타> 주역 비올레따로 이탈리아에서 데뷔하였다.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에서 합창지휘 코스를 수료하며 오라토리오 <GLORIA> A.VIVALDI 음악회에 지휘자
로도 출연하였다. 현재 여자성악 앙상블 ‘쎄떼 레지네’(SETTE REGINE) 멤버 중 하나이며 2019년 베르디의 고
향 부세토 극장 초청으로 독창회(RECITAL)을 마치고 유럽과 한국 전역에서 전문연주가로 활동 및 선화예고와 인
천예고 출강하며 후학양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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