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의 직영·알뜰주유소에 
유류세 20% 인하분을 반영해 효과
가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
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시행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

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
겠다”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
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
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
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
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
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

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
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
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
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
원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상생소비지
원금 사업은 10월 한 달 간 1500만
명이 참여해 오는 15일부터 10월
분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 차관은 
“1500만명이 참여 중인 카드 캐시백
은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원의 캐
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사용
액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
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
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
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이
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
만원씩 두 달 간 총 20만원이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
(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
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올 초부터 3분기까지
의 벤처투자 실적은 5조 3000억원으
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 벽을 돌파
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
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
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록 노
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길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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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정부 “유류세 20% 인하, 직영·알뜰주유소 즉시 반영”
10월 캐시백 3800억 내외… 800만 명에 오늘부터 지급

유류세 인하 시행,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경기 농식품 1~3분기 수출액 전년보다 13% 증가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11억2,692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 ↑, 역대 최고치 달성

경기도 농식품 수출액이 올해 3분
기까지 11억2,692만 달러를 기록하
며 전년 같은 기간(9억9,764만 달러)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2008
년 수출실적 집계 이후 1~3분기 수
출액 가운데 최고치로, 도는 올 연말
까지 당초 수출목표인 14억4천만 달
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도 가공식품과 인삼 등
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인 수
출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자·라면·음료 등 가공식품
은 지난해 5억3,156만 달러에서 6억
4,236만 달러로 21% 성장했다. 중국
과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라
면(4,837만 달러), 베이커리(4,305만 
달러), 음료(3,521만 달러) 등 가공
식품의 수요가 늘어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은 판지, 합판 등의 수출 호
조에 힘입어 전년(8,993만 달러)보
다 38% 증가한 1억2,38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인삼류는 중국․
아세안 시장에서 명절선물로 선호

되며 9월까지 일본(693만 달러), 베
트남(612만 달러), 미국(205만 달
러), 중국(115만 달러), 홍콩(68만 
달러) 등에 1,927만 달러 수출로 전
년(1,557만 달러)보다 24% 증가했
다. 토마토는 일본, 중국, 홍콩, 대
만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 증가
로 전년(185만 달러)보다 50% 증
가한 276만 달러(915톤)를 수출했
다. 이밖에 선인장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190만 달러, 명태 156만 달
러(226%), 포도 40만 달러(6%), 복
숭아 54만 달러(7%), 돼지고기 450
만 달러(62%)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은 전년보다 늘었다. 반면에 채소종
자(2,506만 달러, -4%), 김치(436만 
달러, -4%), 배(224만 달러, -21%), 
김(7,862만 달러, -11%), 닭고기
(1,056만 달러, -17%) 등은 수출액
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2억4,075만 달
러, 미국 2억2,938만 달러, 일본 1억
313만 달러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수
출국의 수출액도 늘었다. 반면에 홍
콩(-12%), 네덜란드(-14%), 덴마크
(-53%) 등은 수출액이 줄었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국화전시가 예년보다 늦은 개화로 현재 국화꽃이 만개하고 있어 국화전시를 약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월출산 단풍과 국화가 어우러진 월출산기찬랜드와 도기박물관, 도갑사, 한마음회관, 군청 등 도심 곳곳에 전시된 27종 
24만여점의 국화와 국화조형물들을 연장기간 동안 즐길 수 있다. 영암/강원훈 기자 

월출산 국화전시 연장… 힐링 공간 제공

캐나다 유명 의류 업체, 불법 북한 노동자 고용 
중국 업체 제품 판매 ‘논란’

캐나다 유명 브랜드 의류 업체들
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본토 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2017년 북한 정
부가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
라 2020년부터 해외에서 합법적으
로 일을 할 수 없다. 북한 노동자들
이 받는 급여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
으로 들어가 핵무기, 탄도 미사일 등 
무기 제조에 사용된다고 여기기 때
문이다. 

그런데도 중국 단둥에 소재하고 
있는 화양 의류 공사라는 곳에서 북
한 주민을 불법으로 대거 고용해 자
사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 업체가 
북한 주민을 고용하는 까닭은 저임
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 업체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북
한 노동자들을 12시간, 16시간 때로
는 24시간을 쉼 없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북한 노동자 고
용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단둥 지역 업체 중 한 곳이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자사에는 불법 북한 
노동자가 없으며 북한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알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최근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보
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여름 이 
방송사 취재팀이 이 회사 인근에 
잠복하며 대화를 나눈 공장 직원들
이 당시에도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결
과적으로 이 업체 관계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외 이 방송사가 과거 선적 기록
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캐나다 전
역에 800여 개의 매장을 둔 라이트
만스(Reitmans)와 또 다른 유명 의
류 업체 와이엠(YM) 사가 이 업체

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아왔다. 보
도에 따르면 라이트만스는 100여 
차례, 와이엠은 최소 21번을 납품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
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소비자 등으
로부터 이들 업체에 비난이 쏟아졌
다. 이들 업체가 자의든 아니든 간
접적으로나마 북한 정권의 핵 프로
그램 등 무기 개발에 자금줄이 됐
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북한 노동자
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지칭하며 화
양 의류 공사 제품의 미국행 선적
을 금지 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 국
토 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 보호청 
에드워드 폭스 부국장은 북한 주민
들이 중국 공장에 억류돼 강제 노
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며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은 이를 부
인했지만 제출한 서류 불충분으로 
미국으로의 선적을 허가하지 않았
다고 했다. 

사실 대북 제재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 거리는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
에 집행이나 단속 자체가 쉽지 않
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
해 기존 남아 있던 북한 노동자들
을 2019년 12월 말까지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지만, 지난해 1
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 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해외에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지연됐으며, 그로 인해 중국에 체
류 중이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 국내 다수 업체에 투입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경우 북
한 제재에 관해 애초 찬성표를 던졌
으나 최근 북한의 경제 위기를 빌미
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업체 등이 북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이 두 국가는 찬성도 

할 수 있지만, 거부권도 가지
고 있다. 

한편, 중국 업체로부터 제
품을 수입해 판매했다가 각
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업체 중 한 곳인 라이트만스 
사는 자사 매장에 진열된 해
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고 판
매도 중단했다며 앞으로는 
중국 화양 의류 공사와 거래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송명호 특파원

[특파원 소식] 

2017년 북한 정부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 노동자 해외 근무 불법임에도 중국 업체에서 이들 고용 제품 생산
캐나다 의류 업체, 자의든 타의든 북한 무기개발 자금줄 되어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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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가 
‘2021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안산 다문화마
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
시한 2020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장려상을 받
아 기관표창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95개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전반
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심도 있게 진
행,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9개 특구
를 최종 선정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내실 있는 
특구 운영으로 관리역량, 사업성과,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다문화마을 특구는 현재 104

개국 8만1천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
하고 있으며, 외국 현지 그대로의 맛
을 자랑하는 이색적인 음식과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안산시 대표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이
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문화
도시에 지정된바 있으며,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추진
하고 있다.

상호문화도시는 1949년 설립돼 
현재 47개국이 가입한 유럽 내 최
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CoE) 주관으로 
2008년부터 유럽연합(EU)과 함께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산하
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시는 
상호문화 우수정책을 개발하는데 전
문적인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상호문화 및 다문화 
분야 회원도시와 국제교류·국제회
의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산/정영래·최호철 기자 

                                종합

구미시, 제42회 전국육상경기대회 무관중 개최

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월 16일
까지 구미시민운동장에서 5일간 
일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2회 전국육상경기대회 겸 제
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육상)’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3,200여명의 선수 및 관
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
적 일상회복 1
차 개편에 따
른 수칙을 철
저 히  준 수 하
여 무관중, 출
입자 전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개회식 및 
시상식 없이 대회가 개최된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경북
도육상연맹 및 구미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마지
막 육상 경기로 고등부(398명) 43
종목, 초‧중등부(1,630명) 49종
목에 전국의 유망주들이 대거 출
전하여 치열한 기록 경쟁이 기대
되며, 주요 경기는 대한육상연맹 
공식 유튜브 채널, 네이버스포츠, 

STN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구미시는 800여명이 참가한 제
40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
항 볼링대회 및 이번 전국 육상대
회와 같은 대규모 체육대회를 잇
달아 개최하고 있어, 말끔하게 정
비된 구미시민운동장 및 전국 최
고의 첨단시설로 건립‧운영되고 

있는 구미시복
합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스
포츠 인프라를 
갖 춘  성 과 를 

톡톡히 나타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한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한 구
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코
로나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
겠으며, 비록 무관중이지만 대규
모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구미/서주달 기자 

16일까지 5일간 3,200여명 선수단 참가 
경기장 출입자 전원 PCR검사 음성 확인 

용인시, ICLEI 한국사무소 찾아 가입 의사 전달

경기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
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ICLEI(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을 천명했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
시에 위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이클레
이, ICLEI)’ 한
국사무소를 찾
아 가입 의사
를 전달, 가입 절차와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클레이는 유엔(UN)의 환경자
문기구이자 지방정부의 국제 네트
워크로 기후,생물다양성, 교통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회원간 교
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본부는 독일 본에, 한국본부

는 경기 수원시에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25개국 25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회원 
도시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의회
에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제출
했으며, 9월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민선 7기 핵심 시정목
표를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
시 조성’으로 정한 후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용인어울림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클레
이 가입을 계
기로 ‘친환경 
생태도시’ 위
상을 국내·외

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 지방정부
와 연대한 캠페인, 정책교류가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 곳곳의 지방
정부와 협력해 기후변화, 탄소중
립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최승곤 기자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국제적 위상 확보 
전 세계 125개국 2500개 지방정부 참여

시흥시, 배곧지구 내 해양 무인 이동체 생태계 조성

경기 시흥시는 최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경기경제자
유구역청,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 
대우조선해양(주)과 ‘시흥 배곧지구 

내 해양 무인 이동체 혁신 생태계 조
성을 위한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고도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우조선해양과 서울
대 미래해양기술클러스터연구센터
가 공동 개발 중인 ‘자율 운항선박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시설 지원, 기업 간 생산기술 협력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
주기업을 포함해 산·학·연·관이 공
동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 눈길
을 끌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 오헌석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
장,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
원장,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와 경
기경제청은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에 대한 규제 혁신과 무인 이동체 혁
신 생태계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
서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는 자
율운항기반기술 개발과 기술·지식
정보 교류를, 대우조선해양은 자율
운항기술 탑재선박 운용과 성능실
험, 관련 기술 기획·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4개 기
관은 자율운항 기술 개발·실증·확산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함
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성공적
인 배곧지구의 해양무인이동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의 인력양성, 국내의 수요 창출, 기
술 표준화 등 기관 간에 소통·협업
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만
큼, 시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서울대학교, 대우해양조선과 함께 
자율운항기술 규제혁신 및 실증사업 
지원에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 배곧지구는 오는 2027
년까지 시흥시 연구시설용지와 서울
대 시흥캠퍼스에 육해공 무인 이동
체 핵심 기반 시설과 의료바이오 클
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육상 
무인 이동체 연구시설인 ‘미래모빌
리티연구동’, 해양 무인 이동체 연구
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수조’, 공중 무
인이동체 연구시설인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동’이 운영 중이며, 현재 
자율주행·바이오 관련 스타트업기
업 등 관련 기업, 기관 35곳이 입주
해 있다.

시흥/정영래·최호철 기자 

경기경제청-서울대-대우조선해양와 생산기술 협력

해양 무인이동체 자율운항선 실증시험·고도화 MOU

하남시, 기업유치 활동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

기업들의 하남시 이전에 대한 면
담과 업무협약 등이 이어지면서 시
의 기업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고 있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하남시로 기
업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한국애
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원사 대표들
과 면담을 갖고, 시의 기업유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애니메이션제작
자협회 120여 개 회원사 가운데 20
여 개 회원사가 교산지구로의 이전
을 희망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협회
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전문 제작기
술력 구축을 통한 한국애니메이션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 1994
년 창립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호 시장과 기
업유치 담당공무원,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신창환 회장과 정길훈 
부회장, 신희석 임원 등 8명이 참석
했다.

김 시장은 “하남은 서울과 접하고 
전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망과 철도

망을 갖춘 열린 도시이자 천혜의 자
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간직한 도시
로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창
의성을 북돋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또 “과거와 달리 애니메
이션이나 웹툰의 위상은 이제 영화
에 버금가고, 국내 애니메이션도 높
아진 위상만큼 K컬쳐의 대표주자 가
운데 하나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
다”며 “더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콘
텐츠들이 넘치는 문화도시 하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한국애니메이
션제작자협회와의 만남이 그 출발점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남시의 H3프로젝트
와 교산지구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
고 많은 회원사들이 기업이전을 통
해 하남시에 애니메이션타운 조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이와 더불
어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성을 활용
한 도시디자인과 하남에 맞는 스토
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김 시장이 “하남에 
있는 전국 최고의 하남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협회는 흔쾌히 강연을 수락하는 등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
리가 됐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에도 코로나
19 진단시약과 장비로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자진단 전문
기업 ㈜씨젠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
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벤처
펀드 조성·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남/최승곤 기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 기업유치 면담 
문화콘텐츠 넘치는 하남 만드는 계기 마련

파주시 인구정책 핵심 추진 동력 마련한다

경기 파주시는 최근 파주시청 대
회의실에서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4
일 밝혔다.

올해 5월에 제정된 ‘파주시 저출
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인구정
책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
함해 시의원, 인구정책 전문가, 관련 
단체장 및 부서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파주시 인구정책의 핵심 추진 동
력이 될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는 

매년 파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며 다양한 인구정책 관
련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인
구정책을 보다 개선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된 출산축하
금 지급 정책이나 지역불균형 해소
를 위해 17개 읍·면·동에서 지역주
민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파주형 마
을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파주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발굴돼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합계출산율
도 0.92명으로 전국 평균 0.84명
보다 높지만, 면적이 넓어 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은 누구나 공감하
고 호응할만한 현실적인 인구정책
을 펼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준/최영주 기자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정기회의 개최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발굴 역할

안산시 다문화마을특구, 전국 우수특구 선정 영예

현재 104개국 8만1천여명 외국인 거주
외국 현지 음식·문화의 거리 명소 ‘각광’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개발계획 중간보고회 

경기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국제
여객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現국제여
객터미널부지 및 新터미널배후부지
에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평택항 국
제여객터미널 주변개발계획 수립용
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간보고회는 예창섭 평택시 부
시장, 이종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보
고회에서 항만수산과장은 現국제
터미널 부지 105,600㎡, 新국제여
객터미널 배후부지 71,500㎡ 및 
新터미널~現터미널 간 보행연결
로 L=1.0㎞(약 10,590㎡)에 해양
교육, 예술,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항만친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現터미널부지에는 
전시, 체험·홍보관을 조성하고 新터

미널 배후부지에는 테마정원, 
행사광장 등을 설치해 두 공
간 연결을 통해 친수시설 간 
연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제여
객터미널의 이전이 확정됨
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現국
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새롭
게 조성되는 新국제여객터
미널 배후부지를 활용해 시
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을 조

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2018년 제4차 항만기본

계획 수립 시부터 現터미널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
수산부에 요청했고, 이는 2020년 12
월 고시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
영되었다.

예창섭 부시장은 “본 사업이 서부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
로 생각한다”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평택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통해 과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항 국제여객터
미널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혔다.

평택/최승곤 기자

예술·문화·휴식 어우러진 항만친수시설 배치
서부지역 관광산업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파주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확정
경기 파주시는 최근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억 원 규모, 17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방범 CCTV 설
치 △인도 설치 등 시 단위 추진사
업 51건에 64억 원, △율곡습지 경관 
조성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지역단
위 특색사업 13건에 3억 원, △마을
안길 재포장 △가드레일 설치 등 소
규모 읍면동 사업 110건에 32억 원, 
△청소년 미디어 실습 공간 조성 지
원 등 청소년 제안사업 2건에 6천만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읍·면·동 방문 접수 등을 통
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
했다.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중복, 불가 사업 제외, 사
업 구체화, 타당성 검증 등 관련 부
서 검토를 거쳐 272개 사업을 1차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9월부터 10월
까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분과
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
으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최종 심
의를 거쳐 반영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파주시는 코로나19로 단체 
현장실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지 영상자료를 제작해 위
원들에게 심의자료로 제공하는 등 
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지역단위 특색사업으로 금릉역 중앙
광장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마을 주
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단위 특
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
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파주/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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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신문고

경북 김천시는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미래 100년 건설의 초석을 다
지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어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따뜻한 복지가 있는 도시,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깨끗하고 아
름다운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
시를 만들기 위한 김천시의 활약상
을 들여다본다.

□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
자와 보훈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예우
와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보훈수
당 32억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
비 7천 2백만 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에게 월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김천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여 7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에게 월5만 
원의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어 보
훈가족과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과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참여자를 
축소했지만 추모하는 마음은 어느 때 
보다 더 큰 행사로 추진했다.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
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저소득
층 추가 국민지원금」사업을 한시적

으로 시행하여 지난 8월 10,252명에 
10억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
나19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
자 1,160가구에 생활
지원비 12억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
후에도 자가격리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
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 김천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김천복지재단 설립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능동적 대처하
고, 민·관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서
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
월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오는 11월 대망의 김천복지재단 출
범식을 앞두고 있다.

복지재단의 주요업무는 복지사각
지대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접
수와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
한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자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복지자원을 지원 
것으로, 향후 김천복지재단은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모금과 분배를 
통해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비 장애인 ‧ 노인복지 

지원확대와 복지공백 최소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지원사업의 예산을 작년
보다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차
상위 초과자의 기초급여액을 인상 

지원한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40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
로 추가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
화했다.

노인복지분야에도 작년보다 25%
정도 증가한 1,3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층 더 향상된 노인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
초연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소득하
위 40%에서 70%로 확대하여, 작년
보다 93억 원이 증가 된 842억 원을 
편성, 25,000여 명에게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한다.

□ 2022년은 장애인과 노인복지 인프라 

대폭 강화 기대

지역 내 장애인 단체 간 연대를 강
화하고 장애인의 편익 향상을 위해 
김천시 응명동에 총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2,48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7월에 조달청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
역 중이다. 

2022년에 완공예정으로 장애인 단
체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산동 중앙공원에 66억 원
을 투자하여 연면적 2,997㎡(지하1
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립중인 노
인건강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1월에 
착공했으며 2022년에 건립이 완료
되면 지역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활
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도시 ‘여성친화도시 김천’

김천시는 2019년 12월 여성가족
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김
천시 여건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여성뿐만 아니
라 장애인ㆍ노약자ㆍ영유아 등 사회
적 약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육아사진공모전 실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커뮤니
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
중화장실 안심거울 및 배려주차장 

설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
전·배려사업 및 성폭력·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중심 공간 

‘청소년문화의 집’건립

2022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청소
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 제공과 다
양한 참여기회 증대를 위하여 구)폴
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에 ‘청소년 문
화의 집’이전 및 개원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개원하게 될 ‘청소년 문화
의 집’총사업비는 85억으로 연면적 
2,438.3㎡(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
년들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될 것으
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안정된 보육 환경조성

2021년에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 보육 환경 개선을 위
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료 등 공
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인당 급·
간식비를 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하고 있다. 

또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을 위해 2021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인 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운영 중
에 있으며, 공공보육의 책임을 다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ㆍ가정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
환에 노력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시설개선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loT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동식 대기오염물질 측
정 차량 운영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
한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간 악취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배출원 추적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배출시설 적극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
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질환경 개선

2020년 5월에 완료된 백두대간 추
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의 생태축 연
결에 따른 주변 훼손지 복원사업을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
생 동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생태연못을 설치했다.

또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적법화
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형도면 현행화 사업,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질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 직지천 둔치에 
약 3,000㎡약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
는 직지천의 맑은 수질과 어우러져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즐
기는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 다양한 소비문화, 변하는 음식문화

새로운 음식문화로 변화하는 소비
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음식
점 위생등급제 확대 지정 운영, 외
식업 영업주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을 추진하고, 민간 참
여 확대를 통한 음식
문화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맛·깔·친 우
수음식점을 지정하여 
경쟁력을 갖춘 음식
점으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음식
점을 지정하여 지역의 대표음식점으
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연화지 맛·쉼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화지의 자연 경
관과 어우러지는 조명거리를 조성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친환경 전기소형노면청소차 최초 

도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
존의 대형 노면청소차 이외에 좁은 
골목 구석구석 청소에 용이한 전기
소형노면청소차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도입한 전기소형노면청소
차는 차체 폭이 1.2m 정도로 작고 기
동성이 좋아 주택가 골목길과 상가밀
집지역에 투입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고, 인력에만 의존하던 
기존 골목길 청소 방식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재활용 의식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견학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고 쓰레기 감량의 자
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김천시
에서는 학생, 주부, 이통장,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현장체
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1,260명이 
재활용선별장, 환경사업소(음식물
처리시설, 김천시 소각장)를 다녀갔
으며,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의 일
련의 처리과정을 견학하게 함으로
써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의 중요
성 제고 등 재활용 의식개선을 통해 

「Happy together 김천」 청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강좌로 시민 

평생교육·문화·취미 활동 지원

평생교육원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
업인「50+학교」를 운영하여 50세 이
상 시민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
하여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인생 2막 프로그램, 50+힐
링캠프, 50+노후설계 특강의 3개 분
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배움과 사회활동 영위로 건강
한 100세 시대를 열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기강좌는 제1기, 제2기
로 나누어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
능력교육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
육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3개월 과정의 제
37기 김천시여성대학을 60명이 수
료했으며, 11월 중에는 김천시민대
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직에서 사후관리까지 여성들을 

위한 ONE-STOP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 등으
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을 위해 전문 취업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사
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14일 기
준 64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올 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뛰
어온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도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김
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김천/전희정·최현우 기자 

people inside

▶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도시 김천시를 가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 유가족에게 적극적 예우와 지원

생계 곤란한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

민·관협력 통해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능동적 대처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위해 장애인연금지원사업 예산 4억 원 추가 확보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지역 내 장애인 단체 간 연대 강화, 장애인의 편익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 실시 여성친화도시로 성장

청소년 건전한 문화 활동 제공과 다양한 참여기회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개원 

김충섭 시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만들겠다”

▲ 김충섭 김천시장.

▲ 외식업 영업주 경영컨설팅.

▲ 재활용수거. ▲ 노인건강센터 조감도.

▲ 캔, 페트병 자동수거장비-네프론.

따뜻한 복지와 깨끗한 환경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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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

조선의 제21대 왕으로서 숙종(肅
宗) 20년인 1694년 출생하여 1776
년 8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영조(英祖)는 무려 52년을 통치하면
서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재위 기
간(52년, 1725∼1776)이 가장 긴 왕
이 되었다.  

영조는 1699년(숙종 25년) 6세 때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지고, 1721년
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왕의 동생
을 세자로 책봉하는 경우, 그 동생을 
‘왕세제’(王世弟)라 부른다. 

조선에서는 두 번의 왕세제가 있
었는데, 정종 때 세제로 책봉된 태종 
이방원과 경종(景宗) 때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던 영조이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과열된 당
파 경쟁을 제어하였으며, 조선의 그 
어느 왕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쳐 조선 시대 소수의 성군 중 하나
로 오늘날까지도 평가받는다. 

영조와 그의 세손인 정조 두 임금
의 시대를 보통 조선후기 중흥기라 
부른다. 

 

● 탕평책 펼쳐 ‘왕권안정 민생정치’ 

영조의 탕평책은 오늘날 현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지역성이 배제된 
불편부당한 인사정책이다. 

영조는 노론의 도움에 힘입어 즉
위하지만 살육전이 난무하는 정쟁의 
폐해를 몸소 겪은 터라, 왕권을 강
화하고 정국 안정 도모를 위해 붕당
의 갈등을 완화, 해소해 가는 방편을 
거듭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산물이 탕평책(蕩平策)이다.

영조는 즉위 초기에는 자신의 후
원인 격인 노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경종 재임 시의 ‘신축
(辛丑) 임인(壬寅)’ 옥사(獄事)에서 
치명타를 입은 노론들을 등용하고 
옥사를 일으킨 소론들을 관직에서 
내쫓았다. 

또한 노론 중에서 소론에 대해 강
경한 입장을 보이는 과격론자들을 
제거하고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정
국을 주도하여야 요 ·순의 시대처럼 
구현될 수 있다는 왕정관을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에 순응하는 자들 위
주의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라 할 수 
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핵심을 불
러 화목을 권하고 호응하지 않는 신
하들은 축출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혹은 
李麟佐의 亂)을 겪고 나서이다. 

영조의 탕평책이 안정 추세에 접
어들자 당색을 초월해 재능이 있는 
자들을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
用)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숙종, 경종, 영조 자신에게로 
연결되는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
은 물론 소론과 민초로부터 공인 받
은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탈피하여 노·소론은 물론 
남·북인(北人)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하고,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
운·채제공 등의 남인과 남태제·임개 
등의 북인까지 포용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 힘
입어 중앙정계에는 사색당파가 고르
게 등용되어 정국을 꾸려나간다. 

영조는 자신의 확고한 뜻을 대내
외에 엄중 천명하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다. 

탕평비에는 “남과 두루 친하되 편
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
이요,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
음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 

● 부국강병 ‘경제와 국방’에서 대업 

영조는 52년이라는 장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범한 정치력을 소유한
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
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의 제도개편
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괄목할 치적을 쌓았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각종 정
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1750년 7월 ‘균역법’(均役法) 실시이
다. 이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의 불
균형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군역부
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양역(良役)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국가가 백
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 징발과 재정확보를 위
해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60세까
지의 양인(良人) 또는 양민(良民)
의 남자 즉, 양정(良丁)에게 부과하
던 각종 신역(身役,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의 
통칭이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균역법의 시
행은 물론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
(公私賤法)을 마련하였다. 

1730년에 양처소생은 모두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여 양
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하였다. 

1774년 노비신공(奴婢身貢, 노비
가 국가나 주인에게 신역을 바치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는 물품)을 전면 
혁파한 것도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
었다. 

1729년에는 궁전 및 둔전(屯田, 군
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이나 군
사 요지에 설치한 토지)에도 정액 초
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였다. 

한편 오가작통법(다섯 집을 하나

의 통으로 묶어 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
방지에 힘썼다.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
립을 목적으로 ‘탁지정례(度支定例)’
를 편찬하기 이른다. 

영조는 자주국방 강화 차원에서 
구축과 무기개량에도 그 힘을 쏟았
다. 1730년 수어청(守禦廳)에 명하
여 조총(鳥銃)을 만들게 하여 군기
(軍器)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
는가 하면, 1742년에 ‘병장도설(兵將
圖說)’을 편찬한 이래, 5군영의 병권
을 병조판서 아래로 일원화하여 왕
권수호의 첨병이 되도록 하는 체제
를  꾀 하
였다. 

1 7 4 3
년 에 는 
강화도의 
외 성 을 
개축, 이
듬 해  완
성 하 였
다. 

이인좌
의  난 을 
계기로 변란이 발발하면 도성을 포
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도성민과 함께 수성한다는 신전략을 
세워 1745년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수성윤음(守城
綸音)을 내려 도성의 5부 방민(坊民, 
행정구역 단위인 방 안에서 사는 백
성을 이르던 말)이 유사시를 대비하
여 삼군문 지휘 아래 실전 훈련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 대대적 수리사업! ‘법치주의 근간’ 확립

영조의 치적으로 대대적 수리사업
(水利事業)을 들 수 있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
역 외에 준천(濬川), 즉 청계천(淸溪
川)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

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
동안 방치하여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설립하
여 준설의 대사역을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
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홍수에 만전을 기하였다. 

영조는 농업정책의 개선에도 업적
을 남겼다. 1734년에 농정의 기본골
격을 잡기 위해 ‘농가집성’(農家集
成)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
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입수함
으로써 기근 시에 구황식량을 수급
하는 데 획기적 일익을 담당하였다.

영조 22년인 1746년, 시대적 변
화상을 반영하여 ‘경국대전’(經國大
典)의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

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이 바로 
‘속대전’(續大典)이다.  또한 잔인한 
형벌제도를 고치고, 양반들이 사적
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금하
였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 꿇
어앉은 죄인의 무릎 위에 무거운 물
건을 올려놓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형벌)을 폐지하고,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 사형수에 
초심, 재심, 삼심을 거치게 함)을 엄
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신중에 신중
을 기하게 하였다. 

부관참시(剖棺斬屍)를 1732년에
는 낙형(烙刑, 화형의 일종으로 단근

질하는 형벌)을 각각 폐지하였다.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

해 재위 25년 이후 50여 회나 궁성
을 나와 거리 행차를 하였으며, 1773
년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고하도록 하는 신문고제도(申聞
鼓制度)를 부활시켜 경희궁 건명문
(建明門)에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얼차대(庶孼差待,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배려하던 일)로 

사회참여 불균등의 불만 해소 방편
으로 서자도 관리로 등용시키는 기
반을 마련하였다.

● 학문과 문화의 ‘최대 부흥기’

영조 시대 들어 학문과 문화의 부
흥기를 맞이한다. 왕이 중심이 되는 
탕평의 왕도정치를 펼치려면 임금이 
신하들보다 월등해야 한다고 생각한 
영조는 공부와 강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 필요한 것은 널리 반포시켜 일
반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영 조 는 
조선왕조 
임 금  중 
경 연 ( 經
筵 ,  임 금
이 신하들
과 유교의 
경서와 역
사를 공부
하 는  자
리)을 가
장  부 지

런히 한 임금이다. 재위 52년간 무려 
3,458회를 열었다. 

1732년에는 이황(李滉)의 학문세
계인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을, 
여성을 위한 ‘여사서’(女四書)를 언
역(諺譯)하여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
다. 1749년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필독서로 ‘무원록’(無寃錄)
을 각 도에 반포하였다.

영조는 학문적으로 특히 ‘소학’(小

學)과 ‘대학(大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1758년에 성균관을 방문한 것
을 기념해 ‘대학’에 ‘어제서’(御製序)
를 붙였다. 또한 ‘경세문답’(警世問
答,  1762), ‘경세편’(警世編, 1764), 
‘백행록’(百行錄, 1765) 등 후세 왕들
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저술들을 다
수 남겼다. 

1740년에는 개성부 행차 때 정
몽주의 충절을 기려 선죽교에 비석
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역사의 충
신들에 대한 추존사업을 크게 벌였
으며 1771년 10월에는 왕조의 시
조묘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전주 
경기전에 조경묘(肇慶廟)를 건립
하게 했다. 

영조 본인이 학문을 숭상하였기
에,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켜 실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실학(實學)이 확대되면서 실학자
들의 서적 역시 편찬·간행하도록 
했는데, 1765년 북학파 홍대용(洪
大容)의 ‘연행록’(燕行錄)이 편찬되
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
록’(磻溪隨錄)이 간행되었다.

1757년∼1765년에 전국 각 읍에
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은 ‘여지
도서’(輿地圖書)를 발간하였다. 

1770년에는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
류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
전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를 만들어 상고(上古)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증보문헌
비고’(增補文獻備考)의 골간을 마련
하였다.

                                 종 합

20대 大選! “조선 후기 르네상스 꽃피운 영조”

 ▲ 가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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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론 전폭지지 집권하나 ‘탕평책 실시’ 

 제도개편 문물정비 민생대책 업적탁월

 한필로 일원화 ‘균역법’ 부담 크게줄여 

 新學사조 통찰 ‘실학확산’ 전환점 마련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5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
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
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관
리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승진 불
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견극
복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
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시설관
리직 공무원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 외부 용역 작업 현장 관리 등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

고 채용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5
개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는 문서수
발, 신문배부, 교육장 관사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
는 업무들도 분장되어 있다”고 지적
하며, “더욱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
로 전환된 지도 10여 년이나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5급으로 승진한 경
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편견에 
기인해 인사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정수 총무과장이 “지적된 문제
들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생긴 업무 불일치 때문”이
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언
제까지 기능직공무원의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10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렬 간 차별이 시설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원인이며,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소통하여 업
무분장, 승진, 인력 증원 문제 등을 총
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
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
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
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
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
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

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
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
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
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
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
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
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
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
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
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
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
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
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
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
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
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
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
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
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
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
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
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
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
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
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
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
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
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
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
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
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
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
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
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
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
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
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
(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
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
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
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
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
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
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
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
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
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
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정 치

수원시의회 조미옥,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
입북동)은 지난 12일 시의회 세미
나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
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미옥 의원을 
비롯해 신용일 한경대학교 교수, 
노석원 장애인평생교육학회 이사, 
자립생활지원시민연대 이종희 회
장·이영이 총무, 우윤정 JL한꿈예
술단 이사, 김영식 드림온학교 교
장 등 전문가들과 수원시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은 △발
달장애인 조기발견체계 및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
스 바우처 제공, △장애인 재활·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
봄 사업들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을 가족에게 떠넘기기보다 국가
가 책임지고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교
육·돌봄·복지’가 어우러진 평생교
육시설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가족
의 해체를 막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미옥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무
장애 도시 조성, 장애인 가족 및 발
달장애인 지원, 열린 관광 환경 조
성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개
정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
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
다”고 말했다.

수원/최승곤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아이밍코리아 후원물품 전달

경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
회는 최근 ‘고양난다(복지나눔 1촌
맺기)’사업의 일환으로 동시통역
어플 제작회사인 ‘아이밍 코리아’
로부터 동시통역어플용 태블릿PC
를 후원받아 관내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외국인 근로자 담당부서에 후원물
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외국인 민원상
담이 많은 이민자통합센터, 고양경
찰서 외사과, 농업기술센터 내 비
치되어 외국인 방문자 상담 및 외

국인 민원처리 시 유용하게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은 “경기
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
며, 고양시 내 등록외국인은 약 1
만 명이 넘어 관공서 외국인 민원
처리 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번 
후원을 통하여 외국인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
인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는 고
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
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양/최영주 기자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경기 용인시의회는 지난 10일부
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
상남도 사천시, 고성군에서 2021
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
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김창범
(前 수원시 팔달구청장) 교수의 '
예산 심사 기법', 박노수(서울시립
대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부센터
장)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4

대 폭력 예방, 부패방지 교육' 동영
상 강의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
해 의원들의 기본 역량과 의정 실
무 능력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
고 등 기본 소양을 넓혀 시민을 위
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
히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
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
히 준수하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용인/최승곤 기자 

 광주시의회, 제13회 의회대상 수상자 선정

경기 광주시의회는 최근 임일혁 
의장 등 시의원과 외부 위원 등 12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대상 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13회 광주시 의회대상’ 수상자
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심사결과, 문화예술부문 황
일영(<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
지부장), 교육부문 김세원(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주무관), 체
육부문 김도선(경안중학교 육상부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
희(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

자문위원), 지역안정부문 정인섭
(광주시자율방재단 사무국장), 행
정부문 박석중(도로관리과 시설정
비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지영(광
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환경보
전부문 최숙향(광주시지속가능발
전협의회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 
등 8개 분야에 1명씩 8명이 선정
되었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
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지역경제, 환경보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
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
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
작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한편, 2021년도 광주시 의회대
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9일 제
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 번째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최승곤 기자 

군포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대책 개선 요구 나서

경기 군포시의회가 최근 진행된 
제255회 임시회 업무보고 특별위
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공동주택 
관리 대책 개선 및 강화를 요구했
다고 14일 밝혔다.

이희재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이 많아 시가 새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
입 예정 예산 대비 실제 수행할 과
업의 범위와 규모가 적어 보인다”
며 “재건축을 고려하는 주택도 많
아질 것으로 생각되니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주택정책과는 먼저 
14개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2개 단지가 재건축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
했다. 이어 내년에 신설될 리모델
링 지원센터가 추후 지역 여건과 
변화에 맞춰 재건축 업무 지원도 
담당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밝
혔다.

앞서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
한 노력을 시에 주문한 신금자 의
원은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면 설치․확대, 아
파트 단지 내 휠체어 이동 저해 환
경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시가 각 공
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
행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확산을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시는 여러 
방면으로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시의회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 집
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15일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는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이 예정돼 
있다.

군포/최승곤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타격 우려 중대성 감안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 당부

경기도의회 황대호, 시설관리직 공무원 주업무 지적

도교육청 ‘현대판 계급제’ 문화 질타
편견극복, 인식개선 시급하다고 촉구

경기도의회 오진택, “경기교통공사, 복리후생 재검토”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
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
은 지난 12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오진택 의원은 “공사가 출범한지 
1년 남짓 되었는데 퇴사자가 많은 
것 같다”며, “연봉이 낮은 건 아닌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최초 연봉은 경기
도 교통국에서 정한 대로 지급 하였

지만 문제가 있다는 내부지적에 따
라 일부 조정하였고, 연봉 이외에도 
공사의 입지 문제로 인한 통근문제
로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등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신경써야 하고, 인재가 성장해야 회
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도 파견공
무원이 조직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는 의견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며 경기교통공
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경기도의회 성준모, 무상급식 예산 '기본조례 제정'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

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
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
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
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
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
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
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
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경
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
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
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
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
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며,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
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
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
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
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
은 “지방의회가 예산안 의결,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이 정한 고
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
며, “신규 교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등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알려주
는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의회가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직자들이 반
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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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농산물가공사업 창
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심화반[4
기] 및 창업코칭반[3기] 교육을 실
시한다.

이천시에서는 농산물가공을 희망
하지만 초기자본, 가공기술의 부족 
및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가공창업
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게 
제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체계적
인 육성으로 창업실패부담을 완화시
키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
하여,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해왔으
나, 이번 교육은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방역지
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교
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심화반
[4기]교육은 오는 12월 22일까지 매

주 월·수요일에 총 10회(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농산물가공 창업 예
비자들을 위한 농산물가공에 대한 
전반적인 심화이론 및 실무 교육으
로, 교육내용은 농산물 가공과 관련
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세무관리 
등을 익힌다.

창업코칭반[3기] 교육은 기초이
론교육(기초반, 심화반)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
한 가공장비를 활용하여 잼, 라이스
칩, 펄프음료, 떡, 차, 말랭이 등 10
종의 가공품을 직접 제조하여 단계
별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장비사용
법을 익힌다.

이천시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 
창업보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 1년
(기초반, 심화반), 가공장비활용교육 
1년(창업코칭반),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교육 2년의 총 4년 과정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가공장비 활용교육을 
80% 이상 수료할 시, 무상으로 농산
물종합가공센터 내 시설·장비를 활
용하여 농산가공제품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이천/유기영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2일 상
황실에서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에
서 “시의회는 합동여론조사에 대해 
더 이상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합동여론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입
장을 밝혔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난 9일 제
215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본청사 
별관증축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하자고 제안했다.

권 시장은 “공론화는 새로운 정책
이나 제도를 도입할 초창기에 시민
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
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가 2019
년에 별관증축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음에는 여서청사를 여수시청으로 
복원하자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더니, 
2년이 지나서 난데없이 공론화를 주
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통합 청사는 이미 23년 
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23년 동안 다

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사항”이라고 선
을 그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논란만 반복되고 결
국은 또 시민의견을 물어보자고 원
위치가 될 것이며 시간낭비일 뿐”라
면서,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한대로 합동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의결한 사항을 상임위원회가 
뒤집는 것이 의사결정에 맞는 것인
지 의문”이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여
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할꺼냐 말꺼냐를 판단
하는 것은 이미 상임위 결정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동여론조사에서 시민 다
수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
다”면서 “더이상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시민들의 의
견을 물어 하루 빨리 논쟁을 종식하
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
합청사 건립 찬성은 40.5%, 반대는 
28.5%였다. 지난해 4월 여수시가 실
시한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33%로 
나타났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
도 58.7%가 찬성했다.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

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시민
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과반이 넘는 55%의 시민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
기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청사는 건립된 지 40여 
년으로 3여 통합 이후 23년이 지
났지만 지역갈등과 정치적 이해관
계로 여전히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8개로 분산된 
청사는 시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
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
목되어 왔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15명
의 찬성으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통과
되면서, 여수시는 5월 28일 ‘합동 여
론조사 협의(안)’을 여수시의회에 제
출했다.

시의회는 6개월이 지난 10월 8일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본
회의 개회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
성하자고 제안했다.

청사통합추진범시민대책회의(상
임의장 허영문)는 지난달 22일 ‘본
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촉구 성명
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주민자치협
의회와 함께 여수시의회에 시민 2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수/정채두 기자 

사 회Ⅰ

시흥시민축구단, 2022년 ‘K3리그 승격’ 기쁨 누려

경기 시흥시민축구단(감독 박승
수, 이하 축구단)이 이번시즌 K4
리그 2위를 기록하며 K3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지난 6일 
정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2021 K4리그’ 최종전에서 서울
노원유나이티드를 4대 1로 격파
해  리
그 11
연 승
의  대
기 록
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축구단이 값진 성과를 얻기까지 
그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반 
상위권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
이던 축구단은 지난 초여름 더위 
시작과 함께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
제를 드러냈다. 이후 리그 중·하위
권 팀과의 경기에서 연패해 한때 
리그 7위까지 순위가 하락하면서 
K3 승격의 목표 달성에 짙은 먹구
름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8월 축구단 독립법인화 
완료를 기점으로 선수단과 사무국 
모두가 절치부심해 21라운드에서 
리그 1위 포천시민축구단을 잡으
며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이후 기
세를 몰아 9·10월에 열린 리그 8

경기에서 강팀들을 연파해, 11연
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
성하며 자력으로 K3 입성에 성공
할 수 있었다.

박상호 축구단 대표이사는 “이
번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위
기 때마다 모든 선수단이 하나 되
어 어려움을 극복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매우 기쁘고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
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
로나19로 경기장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정경기까지 함께해 
열렬히 응원해 준 팬들에 대한 감
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한편, K3 승격을 이뤄낸 축구단
이 올 시즌 거둔 리그 11연승이라

는  놀
라 운 
뒷 심
은  다
가 올 

2022년 K3 리그에 대한 기대를 한
껏 부풀게 하고 있다.

박승수 축구단 감독은 “K3에서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수단 모
두가 하나 되어 팬 여러분들의 기
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선수
단 역시 내년 시즌에 임하는 남다
른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2022년 K3 리그는 3월에 
개막한다. 홈경기는 정왕체육공원 
축구장(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2)
에서 열리며, 다채로운 행사 개최
와 팬 서비스로 시민들과 함께하
는 신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전
망이다.

시흥/정영래·최호철 기자 

‘2021 K4리그’ 최종전에서 서울노원유나이티드 4대 1로 격파
리그 11연승 대기록으로 피날레 장식, 내년 새로운 도약 기대 

연천군 전곡읍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

경기 연천군은 최근 전곡읍에서 
연천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
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 지 를  위 해 
김 광 철  연 천
군수, 최숭태 
연천군의회의
장 등 1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
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돌봄을 지원해 온종일돔

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연령대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
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구의 초등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시설이다. 
돌봄센터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급·간식 및 돌봄을 제공하는 한편 
학습지도와 악기, 미술활동 등 다
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향후 연천군은 2022년 돌봄센터
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생 돌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다
함께돌봄센터
의 첫 개소를 
축 하 하 며  연
천 군 과  지 역
사 회 가  다 함

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
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
이들을 키우기 좋은 연천군을 만
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연천/김승곤 기자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급·간식·돌봄 제공
돌봄서비스로 초등생 사각지대 해소 기대 

여수시, 본청사 별관증축 시의회 공론화 제안에 ‘안돼’

4월 본회의 여론조사 추진 동의 가결, 더 이상 미루기 ‘그만’

권오봉 시장, “시간끌기식 시민의 뜻에 따라 논쟁 종식해야”

김포시,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 최종 승소

경기 김포시가 8년 2개월 만에 한
강 일대의 군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한강을 되
돌려주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한강 
철책 철거 및 산책길, 자전거도로 조
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포시는 한강 철책철거 사
업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감
시장비가 군의 성능시험평가에서 부
적합 판정을 받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선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반발해 사업자가 제기한 소
송이 1심, 2심을 거쳐 2018년 대법
원으로 넘어갔고 김포시는 참고서

면과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여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포시
는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선금과 그
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물
론 한강 철책철거 사업도 힘을 받
게 됐다.

김포시는 군과의 합의 내용을 조속
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
구의 잔여철책도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한강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
해 보전지구로 지정 되어있는 한강
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의 열망
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
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
졌다”면서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
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소송구간을 제외한 
한강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
성공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 뒤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
획이다.

김포/차덕문 기자 

철책철거로 산책길, 자전거도로 조성 ‘탄력’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 잔여철책도 철거

안산시, 수소사회 선도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경기 안산시는 최근 ‘수소사회 선
도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
서 ‘안산 에너지 비전 국제 심포지
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공유
하고, 수소 선도도시 안산의 발전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발표와 영상발표를 병행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발표와 패널토
론, 부대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안산
시 공식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다. 

먼저 주제 발표는 △독일 산업의 
허브 NRW연방주(독일 NRW 글로
벌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대표부 김
소연 대표) △Energy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development(독일 아헨특구시 경
제개발청 Frank Leisten 본부장) △
친환경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네덜
란드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Nils 
Meesterburrie 상무관) △탄소중
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과
제(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

원) △친환경 수소특별시 도약을 
위한 안산시 에너지 정책(안산시 
에너지정책과 백현숙 과장) 순으
로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송신애 수석연구원을 좌장으
로, 한양대학교 김용신 교수, ㈜수소
지식그룹 장성혁 대표, ㈜SPG수소 
황명수 상무, 안산에너지전환과자
립네트워크 류홍번 정책위원장, 주
제발표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Nils 
Meesterburrie 상무관과 에너지경
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원, 안산시 에
너지정책과 백현숙 과장이 참여해 
안산시에 적합한 수소정책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대행사로는 에너지전환 우수사
례 전시, 안산시 주요 에너지사업 홍
보관,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사업 홍
보관을 통해 탄소 중립과 수소 사업
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알리
는 계기가 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밝히고 
“이번 심포지엄이 탄소중립을 향한 
시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
고, 수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
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정영래·최호철 기자 

에너지 비전 국제심포지엄, 발전방안 모색
탄소 중립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강조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도로 경관 확바뀐다

경북 구미시는 진평동 먹자골목일
원 도로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진평동 먹자골목 도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5억 원(국비10억, 도비
6.5억, 시비 8.5억)이 투입되는 사업
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변 
노외주차장,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
치해 명품특화거리로 탈바꿈하기 위
한 사업이다.

구미시에서는 진평동 먹자골목 도
로정비사업은 더죤마트부터~롯데슈

퍼(구평점)까지 약500m(양방향)구
간에 시행하며, 2022년 상반기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하
여 도심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전
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해 도로경관을 
개선하고, 장애물 없는 도로로 만들
어 통행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먹자
골목일원의 교통운영개선계획에 따
라 교통운영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
선하고 만성적인 먹자골목내 주차문
제 해결을 위한 노외주차장을 설치
한다.

구미시는 통행의 어려움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
공사에 따른 상가와 시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빠른시일 내 공
사를 완료할 계획 “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
들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먹자골목의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사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당부드린
다 “고 말했다.

구미/서주달 기자 

이천시 농산물가공 하반기 창업보육교육 추진

12월 22일까지 창업 희망하는 농업인 
단계별 일상회복 위한 대면교육 실시

광주시, 팔당호반 둘레길 1차 조성사업 준공식 개최
경기 광주시는 남종면 귀여리~검

천리 일원에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1차)’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
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1
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
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억원과 
자체재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
입해 지난해 7월 착공했다.

팔당호반 둘레길은 팔당물안개공
원을 기점으로 검천리까지 12.98㎞ 
구간에 숲길(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
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둘레길은 팔당물안개공원을 경유
하는 평지 구간(1코스)과 남종면 정
암산을 등반하는 등산 구간(2코스)
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퇴촌면 오리~남종면 
귀여리 10㎞ 구간 2차 사업을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난 9월 
또 다시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추가
로 확보했다.

광주/최승곤 기자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7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
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
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
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분야는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
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
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
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 원 이
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

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
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
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
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
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
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생략한 조합
도 수사 의뢰된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
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
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
도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
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
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
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
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서윤 기자 

사 회Ⅱ

중대본 “위중증 환자 최고치 기록” 우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 열
흘이 경과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
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하루평
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었
고,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고 있
다”며 이같
이 말했다.

특 히  “ 6 0
세 이상 고
령층이 시간
이 지나면서 접종효과가 약화되고 
돌파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요양
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러한 시설에서는 감염 발생 후의 
대처보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
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
설은)기저질환이 있으신 고령층과 
간병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
로 방역 상 가장 취약한 특성이 있
다”고 설명했다.

이에 “종사자나 면회객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집단감염 및 

중증화가 쉽게 진행되며, 간병 문
제로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운
영자들께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
속한 추가접종의 실시와 철저한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
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및 시설에 가
족을 두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
께서도 안전한 면회를 위해 꼭 예
방접종을 하신 후에 방문을 해주
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길에서 예
기치 못한 여러 고비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위
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 모
두가 물러섬 없이 지키고 만들면
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어  “ 단

계 적  일 상
회복의 길은 
결 코  그 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병상확보와 의
료인력 확보 등 의료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강하고 재택치료 관리체
계도 보완하는 등 유증증 환자 증
가에 즉시 적극대응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추
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기본
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
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김서윤 기자

감염 발생 후 대처보다 예방이 최선 방책 당부
60세 이상 확진자 늘어, 조속한 추가접종 실시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장

경기 연천군은 전곡 전통시장
에서 김광철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 회 의
원  등 이 
참 석 한 
가 운 데 
‘전곡 전
통시장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가
졌다.

전곡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전
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다. 주차장은 2층, 3단 130면 규모

로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승강기 
등을 갖췄다.

앞서 군은 전곡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16억 원을 들여 
주차타원 건립을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가 
같은해 9월 주차타원 건립과 관련
한 토지보상 등을 마치고 올해 6월 
주차장을 준공했다.

군은 지난 9월 24일부터 공영주
차장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공영
주차장 이용자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
월  말 까
지 1시간 
무 료  주

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전곡 중심상권에 공영주차

장이 들어서면서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주변 상권도 활성화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연천/김승곤 기자 

2층, 3단 130면 규모… 이용객 편의·상권 활성화 기대
전곡시가지 활성화 위해 총사업비 116억 원 들여 건립

정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확보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
나19 관련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
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통제관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
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가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사망환자 
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크게 악화
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제1통제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첫째는 60세 이
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
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
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9월 개학 이후 학
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며 “18세 이하의 학생들
은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유행이 확
산되기 쉽고, 가정 내 고령층 등 고
위험군 등으로 전파가 연달아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
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의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
회로 확대한다.

이에 지난 1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했고, 향후에도 지자체
와 협력해 추가접종 속도를 높인다.

또한 서울지역 2곳과 인천·경기 각 
1곳 등 총 4곳의 감염병전담(요양) 병
원에 405병상을 추가 지정하면서 감
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곳이 되었
고 병상은 1004개를 확보했다.

아울러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
합병원 7곳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해 52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
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
이다.

특히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
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
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
계해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

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와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
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
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이 와  관 련 해  이  제 1 통 제 관 은 
“12~17세까지 청소년들의 접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1차 접종률
은 30.5%이며 접종완료율은 4.8%”
라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감염 
시 격리치료와 학업 손실 영향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방역수칙 준
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
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을 
권고하는데,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
정이다.

서울/박세태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60세 이상 및 18세 이하 의료, 방역조치 강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PCR 주2회로 확대키로
소아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적극 권고

고양시, 대곡~소사선 한강하저 터널 뚫리다

경기 고양시에서 서해선(대곡~소
사) 복선전철의 한강하저 구간 쉴드
TBM터널이 관통돼 지난 11일 관통
식이 개최됐다. 서해선은 2023년 1
월 개통 예정이다.

한강하저 터널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서 고양시 행주내동을 연결
하는 쉴드TBM터널이다. 쉴드TBM
이란 원통형 커터 날을 회전시켜 수
평으로 굴을 뚫은 후 콘크리트 구조
물을 조립해 터널을 시공하는 공법
으로, 한강하저와 같은 연약지반에 
시공이 적합하다.

해당 구간은 △한강하저를 통과하
는 동안 다량의 용수 발생 △자유로 
하부의 복합적인 지층 등의 어려운 
작업 여건 때문에 서해선(대곡~소
사)의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다. 하지
만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계자의 철
저한 현장 관리로 32개월의 굴착 기
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현재 일산역 연장운행을 위한 실
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
산역 연장운행 사업을 12월 착공해 
2023년 1월 서해선(대곡∼소사) 구
간과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서해선(대곡∼소사)에 분담
금 총 263억을 투입했으며 일산역 
연장운행에는 추가로 8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해선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공항, 부천, 시흥 등 서
울남서부 및 경기남부가 철도로 연결
돼 고양시가 수도권 교통의 거점지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개통을 기다리
고 있는 시민을 위해 공정 관리에 최
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최영주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쉴드TBM터널 관통식
2023년 1월 일산역 연장운행 동시개통 

이천시, 모두의 광장 ‘배움&문화 산책로’ 성료

경기 이천시 창전동 주민자치회와 
증포동․중리동․관고동 주민자치위원
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시청 
앞 모두의 광장에서 ‘배움&문화 산
책로’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움&문화 산책로’는 그동안 코
로나로 지쳐있던 이천시민에게 희망
을 담아갈 수 있는 행사로 4개동에
서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의 참가 포인트는 스탬
프 투어를 활용한 ‘배움&문화 산책
로’ 관람과 4개동의 다양한 체험․전
시․나눔․판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판매 부스 등으로 볼거리, 배울거리, 

살거리가 가득하였다.
이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부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SW코딩지도
자들의 햄스터 로봇 코딩 시연, 창전
동의 추억 속으로 달고나 체험/공방 
판매․체험/도서나눔, 증포동의 이천
을 담은 디지털 목공공예/명랑골프 
퍼팅장, 중리동의 가죽공예/중리동 
문방구/미니 자선 바자회, 관고동의 
손글씨 캘리그라피 액자/ 생활원예 
전시 등으로 4개동의 대표 주민자
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결과물을 
선보였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
였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
장 이성우씨는 “4개동에서 연합하는 
행사로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거버
넌스를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모두의 광장에서 이천시
민 모두가 힐링하는 시간을 갖으셨
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시민 김모씨
는 “가족과 나들이 나왔다가 체험도 
하고 평생학습 정보도 얻어가게 되
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배움을 맛볼 수 있는 행사
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이천/유기영 기자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에게 희망 전달
다양한 체험․전시․나눔․판매 등 볼거리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 다수 불법행위 3곳 적발

총회 의결 절차 생략 등 법령 위반사항 
국토부·서울시, 총 69건 검찰 수사의뢰

시흥시, 조기폐차 신청 12월 15일까지 접수
경기 시흥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5
일까지 접수한다. 아울러, 기존 신
청자의 폐차 후 보조금 청구는 12월 
17일에 마감할 예정이며, 접수 및 청
구는 해당일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조
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구매 포함)이 
작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
대됐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경유
차 제외)에만 지원했던 추가 보조금

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
해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여건 상 폐차가 어
려운 배출가스 5등급 차 소유자라
면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보
는 것도 좋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로 다가온 계
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단속 전
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지원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과태료(10만 
원/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정영래·최호철 기자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
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
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
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
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
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
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

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
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
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
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
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
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
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
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포천시, 체납자 총기 압류·고액 동산 압류·공매
광주시, 순대 생산 식품제조 가공업체 특별점검 
경기 광주시는 최근 비위생적 환경

에서 순대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보도와 관련, 순대를 생산하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19일까지 5일간 특별점검
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점
검 사항은 △제조·가공실 및 보관시
설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

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방충·방서 시
설 관리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및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신동헌 시장은 “철저한 위생관
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최승곤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관내 체납자의 총포 소지 내역
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총 14명의 총기 17정을 적발하고 반
출된 총기를 제외한 14정에 대해 실
물 압류 봉인 조치했다. 기 반출된 3
정은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일
까지 경찰서에 반환되면 추후 반출 
불가 통지하며,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 후 미납부 시 압류한 총기

를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체납자의 철저한 재산 조사 등을 통
해 요트, 외제차, 건설기계 등에 대
한 압류 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을 충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
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의 동산 압
류,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조
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김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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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양주시 어린이 문화센
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14일 발
표했다. 

이번 양주시 어린이 문화센터 건
축설계 공모에는 총 7개 업체가 참
여해 지난 9일 설계공모 심사를 거
쳐 ‘㈜건축사사무소 에스에이에이아
이’에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은 중앙놀이마당을 중심으
로 계획된 외부공간과 동일 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가 우수하며, 특히 대지조건을 충실
히 읽어내어 도로의 레벨,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과 주차계획
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 출품 업체인 ㈜건축사사
무소 에스에이에이아이는 실시설
계용역권이 주어지며 그 외 입상한 
4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부여
된다.

양주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총사업
비 64억 원을 투입해 삼숭동 176-5
번지 일원에 연면적 1,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이 문화센터는 이 시설의 주

요 목적인 만 5~12세 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중심
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
는 문화강좌실과 카페테리아 등 놀
이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
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디자인캠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3번의 건축수업을 진행
하며 놀이시설물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민‧관‧전문가
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아동들의 눈
높이에 맞는 아동전용시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양주/김승곤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 정
보화 공모사업 우수기관 선정’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정보화 분야 중앙부처 
공모과제를 수행해 국비를 확보하
고, 도정 발전에 이바지한 기초지자
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한
다. 평가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
터 2021년 9월 30일까지였다.

수원시는 평가 기간에 빅데이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VR(가상현
실)/AR(증강현실), 마이데이터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해 14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
뒀다. 국비는 총 150억 2500만 원, 
도비는 4억 6125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가 선정된 공모사업은 △
2021년 사회현안해결 지능 정보화 
공모사업(보건소 배리어프리 키오스
크 도입) △2021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수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2021년 에너지수요 관리핵심 기술
개발사업(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공
공데이터 구축·공유 연구) △2021년
도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
트(광역·시외버스 졸음운전 탐지 및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뉴딜 정책에 발맞춰 정보화 분
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압도적인 성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로 선정됐다”며 “앞으로 메타
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를 발굴해 국가디지털 뉴딜 공모사업
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최승곤 기자 

전국 최초로 시민협치협의회를 발
족한 안산시는 지난 12일 협치협의
회가 발굴한 의제를 시민과 공유하
는 ‘시민과 함께하는 300인 생생토
크콘서트’를 열었다.

협치협의회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올해 비
대면 회의를 수시로 열어 시정 발전
을 위한 생활 의제 9건을 발굴했다.

콘서트는 협치협의회 2기 위원 65
명과 안산시 전체 25개 동 대표 주
민 등으로 꾸려진 300명이 시민기획

단이 발굴한 의제 9건을 윤화섭 안
산시장에게 제안하고 윤 시장이 시
정 반영 여부를 답하는 방식으로 이
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장 참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으
며, 나머지는 비대면(200명)으로 참
여했다.

협치협의회는 콘서트에서 △거점
형 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애
인차량 개조비 보조금 지급 △안산
시 청년몰 활성화 △대부도 마을 순
환버스 신설 △소상공인 디자인 지
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발
굴하고 제안한 취지와 경위를 설명
했다.

이밖에도 △생생마을 방송국 개
국·운영 지원 △경기해양안전체
험관 안전교육 과정 개설 △방아
머리해변 축제 개최 △개인용 이
동수단 주차구역 설치 등의 사업
이 제안됐다.

윤 시장은 사전에 조율한 제안 의
제의 시정 반영 여부를 답하고, 사안
에 따라서는 시가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확대·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경우 전기
차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 전국 최
초의 수소시범도시로서 409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충

전소 15개를 건립하고, 모든 시내버
스의 수소·전기 차량 전환 계획을 
밝혔다.

청년몰 활성화 의제도 청년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 청년기본소득 지
급,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
원 등 안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청년 도시 안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민선7기에 청년 정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저출산 등의 여
파로 매년 수천명씩 줄던 청년 인
구(15~39세)가 지난해 1천500명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안산시는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
면 20~40대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이룰 정도로 ‘젊은 도시’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의 민선7기 핵심 공약인 협
치협의회는 2019년 출범했으며, △
혁신공론 △문화복지 △도시환경 3
개 분과로 나눠 민관협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안산/정영래·최호철 기자 

수도권Ⅰ

광명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광명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
의 일환으로 12월까지 골목경제 활
성화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골목상권 이동콘서트’를 연다.

골목상권 이동콘서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상인회가 주도
해 추진하는 것으로 상인회가 골
목상권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
진하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
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
를 실시하고 소하2동상업지구 상
가 번영회, 크로버옷사랑공동체,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일직
동 상가번영회, 뉴타운 골목상점 
상인회, 철산2동 상가번영회 등 6
개소의 상인회를 선정했으며 총 2
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하2동 상업지구상가번영회는 
지난 6일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동
콘서트를 열었으며 크로버옷사랑
공동체는 10일 크로앙스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노래자랑,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동콘서트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소통, 화합
하는 자리가 되었다.

△12일, 19일 광명4동 먹자골목
(광명사거리먹자골목상인회), △
18일 로데오거리(일직동 상가번영
회), △20일 뉴타운골목상점 상인
회 앞 도로(뉴타운 골목상점 상인
회), △12월 4일 현충탑 인공폭포
(철산2동 상가번영회)에서 이동콘
서트가 열린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월 자영
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상인들
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돕고 있다. 
상권분석, 컨설팅, 민원상담, 골목
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해 왔으며 그 결과 18개소의 골목

상권 상인
회가 조직
됐다.

상 인 회
는  각 종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
설환경개선, 마케팅 사업 등을 추
진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
제 활성화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힘
을 모아 지역 상권을 하나하나 바
꿔 나가고 있다. 이번 이동콘서트
도 상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
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은 관
심과 참여로 상인들에게 힘을 실
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장병환 대기자 

12월까지 상인회 주최, 골목상권 이동콘서트 개최
공모 통해 골목상권 홍보, 주민과 소통위한 음악회 

파주시, 평화농장 천년초 열매 첫 수확 소득화 

파주시는 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에서 재배되는 기
능성 천년초 열매를 첫 수확하는 
등 농업인 소득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평화농장 내 약 
1.6ha 면적에 천년초를 심었고, 
지 난  1 2 일 
350kg의 열
매를 첫 수
확했다.

세척과 가
시제거, 건조, 분말 단계를 거쳐 기
능성 식품으로 소득증대 발판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
히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연계, 허
준 한방 약선음식인 기능성 천년
초 두부와 기능성 장류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의 약용작물 
소득화를 위해 식품개발을 진행하

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산학연 
공동연구로 현장 기술 수요조사를 
제출했다.

동의보감에 태삼(太蔘)으로 기
록돼 있는 천년초는 영하 30도 이
하의 혹한에서도 월동하는 생명력
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
성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텍
시, 마그네슘을 비롯한 무기질 등 
기능물질이 많아 위장질환을 비롯
해 관절염, 항염, 항암, 시력보호, 
간기능개선, 미백효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병해충 
피해가 적고 5년 이상 장기간 토양 
경운 등의 농작업이 필요 없어 탄
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윤순근 스

마트농업과
장은 “허준
의 고향 파

주시는 다양한 약용작물을 소득화
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천년
초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가
공수요업체를 다변화해 농업인에
게는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
했다.

 파주/최영주 기자 

토종선인장 천년초로 농업인 소득증대 발판
약1.6ha 면적 천년초 심어 350kg 열매 수확

300인 토크콘서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산시’

협치협의회, 시정발전 위해 의제 9건 발굴… 윤화섭 시장 답해

윤화섭 시장 “시정에 큰 관심 갖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수도권 남부 핫플레이스‘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오산시는 내삼미동에 조성한 ‘오
산미니어처빌리지’가 12일 개관식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시민들을 맞이
했다고 14일 전했다.

12일 오후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앞 
정원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곽상욱 오
산시장,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 안
민석 국회의원,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 김영희, 김명철, 한은경, 이성
혁 시의원,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장
단을 비롯해 오산시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는 독일 함부
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와 미국 
뉴욕의 ‘걸리버스 게이트’ 등 세계 
주요 미니어처 테마파크에서 벤치마
킹한 기술력을 도입한 국내 유일한 
실내형 미니어처 전시관이다.

‘오산미니어처빌리지’는 부지면
적 11,783㎡, 건축면적 3,521.86㎡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실내형 
미니어처 전시관으로, 실제크기의 
1/87로 연출된 미니어처 세상을 통
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하고 누구나 함께 보고 즐기고 상상

할 수 있는 체험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시관은 한국관과 세계관 두 가
지 테마의 <상설전시실>이 있으며 
3D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서클 영
상관>, 미니어처 전문 제작 공방 <미
니 팩토리>, 교육 공간 <미니 스튜디
오> 등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관
람객은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자신
의 상상을 미니어처로 실현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
일 10시~18시이며(월요일은 휴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니어처빌
리지 홈페이지(http://www.osan.
go.kr.miniature)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11월 관람 사전예약은 모두 마감
돼 미니어처빌리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오산시 내삼미동에는 미니어
처빌리지와 함께 이미 ‘아스달연대
기’, ‘더킹 : 영원의 군주’드라마세트
장과 관광객 휴게시설인 ‘어서오산 
휴(休)센터’가 있다. 오산시는 내삼
미동 일원을 향후 건립될 경기도 국
민안전체험관과 함께 관광벨트화하
여 오산시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미니어처빌리
지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미
니어처빌리지를 포함한 내삼미동 관
광지가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교육·
문화·한류·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산/최승곤 기자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세계여행
랜드마크·스토리텔링 중심 에피스도 연출

수원시, 정보화 공모사업 참여로 국·도비 확보 우수

1년간 154억 8600만 원… 경기도 1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14건 선정

양주시 어린이 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건축사사무소 SASI’ 출품 작품 선정
총사업비 64억 원 투입, 1,500㎡ 규모

“온라인 화사한 마켓에서 착한소비에 동참하세요”

화성시가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위메프(www.wemarkeprice.com)
와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
원을 위한 ‘화사한 마켓’을 운영한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온라인나눔장
터 화사한 마켓은 15일부터 내년 1
월 말까지 위메프 상생마켓 코너에
서 운영되며, 건강식품, 간식, 생활용
품 등 총 15개 기업의 30여 종의 제
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구매자 120
명에게 무료배송쿠폰을 지급하는 이
벤트도 준비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판로찾기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장터사업을 온라인으로 선보이게 됐
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 모두
에게 이로운 착한소비에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최승곤 기자 

화성시, 위메프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선착순 구매 120명에게 무료배송 쿠폰 지급

고양시,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우수상 수상
고양시가 환경부 주최 ‘제2회 지하

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선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연속 우수상 수상이다.

이번 선발은 11월 9일부터 23
일까지 환경부가 비대면 행사로 
주최하는 ‘그라운드 워터 코리아 
2021(Groundwater Korea 2021)’행
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지
하수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하수 분야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다.

시는 지하수 시설 관리, 지하수 보
전·관리 정책, 지하수 활용 우수사례 
등 28개 평가 항목에 대해 1·2차 심
사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하수 현장점검, 조례 운영, 
이용실태 현장조사 실시 등 전반적
인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하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청정수
자원인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지하
수 활용가치 증대 및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고양
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
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운영하고 있
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생태하천
과(☎031-8075-2762~2763)로 하
면 된다. 

고양/최영주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마을공동체 활동공유회 참석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을 격려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올해 선
정된 마을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
해 마련됐다. 백 시장은 마을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지
난 4월부터 진행해온 다양한 활동을 
살피고, 그간의 활동에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또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
체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
을 약속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마
을 안에서 주민들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활동한 마을공동체에 감사하
다”며 “앞으로도 연결과 연대활동으

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가치를 달
성할 마을공동체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부터 매
주 금요일 ‘2021년 마을공동체 공유
마당–11월은 용인 마을의 달’을 진
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 ‘용인 마을
지도 만들기 ’결과발표회, 26일 ‘용
인시 마을실험실’ 성과공유회를 끝
으로 마무리된다.

용인/최승곤 기자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9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수도권Ⅱ

고양시, 녹지축 연결사업 착공식 개최

고양시가 일산문화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만든다.   지난 12일 일산호수공원
에서 시는 ‘일산호수공원~일산문
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일산호
수 공 원 ~
일산문화
공원 녹지
축 연결사
업’은 정발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상에 위치해 있는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연결을 통해 공원이
용객에게 보다 쉬운 접근 가능한 
보행교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총사업비 
137억 원을 투입해 교량과 녹지 

경사로를 조성한다. 녹지공간에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소나무정
원, 계절화원, 소통마당, 전망쉼터, 
디자인 조형물, 목재데크 등 주민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및 다양한 
볼거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녹
지축 조성이 완료되면 일산문화공
원과 일산호수공원이 녹지 공간으
로 연결돼 도시숲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경사로 조성으로 교통 약자
도 편리하게 호수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재 준 
시 장 은 
“녹지축은 
고양시민 
뿐만 아니

라 외부 방문객을 시로 끌어들이
는 잠재력을 갖춘 공간”이라며 “이
번 녹지축 조성으로 일산호수공원
이 도심 속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살
아있는 생태공간이자 관광요소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고양/최영주 기자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연결하는 녹지축 만들어
공원이용객에게 보다 쉬운 접근 가능한 보행교 조성

SBS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안산 핫플!

안산시의 주요 관광지 곳곳이 
SBS 드라마 ‘너의 밤에 되어줄게’
와 만나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달 7일 첫 방
송된 SBS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
어줄게’(이하 ‘너의 밤’)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비밀
리에 이를 치료해야 하는 신분 위
장 입주 주치의의 달콤 살벌한 로
맨스를 담은 작
품이다.

배우 정인선
을 비롯해 △이
준영 △장동주 
△김종현(뉴이스트) △윤지성 △
김동현(AB6IX)이 월드스타 밴드 
루나(LUNA)로 출연, 1030세대에 
K-POP과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
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일 첫 방송된 '너의 밤'은 
배우들의 톡톡 튀는 연기뿐만 아
니라 루나의 환상적인 무대까지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고, 이미 방송 전부터 동남아 
시장과 미국, 남미, 유럽 등의 방송
채널과 계약이 진행돼 주목을 받

았다.
특히 주인공의 로맨스가 펼쳐지

는 드라마 속 촬영지 안산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와 탄도항, 방아머리 해변 등 안산
시 대표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촬
영이 진행돼 ‘2021 안산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홍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드라마의 달
콤한 로맨스와 
함께 등장한 안
산시의 명소들
을 찾아보는 것

도 드라마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
이다.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고 있
는 아이돌 로맨스 판타지 ‘너의 밤
이 되어줄게’는 매주 일요일 밤 11
시 5분 방송된다.

한편 안산시는 SBS ‘정글의 법
칙’, TV 조선 ‘뽕숭아 학당’, MBC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의 다양한 관
광지를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선
보이고 있다. 

안산/정영래·최호철 기자 

젊음의 도시, 안산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
살맛나는 생생 도시 이미지 홍보 큰 기대

수원시, 오는 19일 ‘2021 협치 정책 마켓’ 연다

수원시가 민선 5~7기 수원시 협치
(거버넌스) 정책을 되짚어보고, 우수 
협치 정책을 선정하는 ‘2021 협치 
정책 마켓’을 개최한다.

오는 19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
는 협치 정책 마켓은 △협치 시정 활
성화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함
께 고민해요) △시민이 뽑은 풀뿌리 
협치 대상(시민이 삽니다) △크라우
딩 펀딩 사례 발표회(시민이 팝니다) 
등 3부로 이뤄진다. 수원시 공식 유
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염태영 시장이 주재하는 ‘협치 시
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
회’는 ‘민관 협치는 차이를 빚는 예
술’을 주제로 한 강정모 시민교육콘
텐츠연구소장의 강연, ‘수원특례시 
협치시정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결
과 보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민이 뽑은 풀뿌리 협치 대상’은 
부서별 협치 정책 발표와 심사위원 
평가, 현장평가단 투표, 결과 발표·
시상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투표 결
과(50%)와 심사위원 평가·현장평가
단 투표 결과(50%)를 합산해 수상 
정책을 선정한다.

이날 발표하는 협치 정책은 △소
통박스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수원
시 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수원화성문화제 추
진위원회 △광교산 상생협의회 △도
시정책 시민계획단 △다자녀 수원휴
먼주택 지원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등 10개다.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www.
suwon.go.kr/web/manmin/BD_
index.do)에서 17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접수’ 게시판 내 ‘공모·
접수’에서 투표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사례 발표회’는 수
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한 ‘2021 수원시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 아이디
어가 있는 관내 마을공동체, 동 단위
협의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8개 공
동체를 선정해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일대일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했다.

10월 한 달 동안 ‘2021 수원시 크
라우드펀딩 전용관’에서 크라우드펀
딩을 진행했고, 총 모금액은 1898만 
2600원으로 목표액(1430만 원)의 
132.74%에 이른다. 이날 발표회에
서는 펀딩을 진행한 8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 ‘2021 협치 정
책 마켓은 민선 5~7기 수원시가 펼
쳤던 협치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
하고, 분석해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풀뿌리 협치 
대상 온라인 투표에 많은 시민이 참
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민선 5기(2010년) 출
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
없이 고민하며 협치를 꾸준히 추진
해왔다. 

2017년 1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협치는 
더욱 강화됐고, 협치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수원/최승곤 기자 

수원만민광장에서 17일까지 ‘풀뿌리 협치대상’ 온라인 투표 진행

함께 고민해요’, ‘시민이 삽니다’, ‘시민이 팝니다’ 등 3부로 진행 

염태영 시장, ‘협치 시정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주재

협치 정책 10개 발표… 심사위원 평가, 투표 합산 수상 정책 선정

광명시, ‘이제, 다시, 자치분권’ 한걸음 더 다가가

광명시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 자치
리더 양성을 위해 진행한 자치분권
대학 광명캠퍼스 봄학기를 성황리에 
마치고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방자치 30주년 특별교육과정으
로 마련된 봄학기는 ‘이제, 다시, 자
치분권’, 을 주제로 과거 지방자치 
30년 역사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6주에 
걸쳐 18강으로 진행된 자치분권대학
에는 시민 공무원 등 118명이 신청
했으며 총 81명(시민 59명, 공무원 
22명)이 수료(중간, 기말고사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 가능)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봄학기가 끝난 후 지난 7월 6
일 온라인 수료식을 진행했으나 단
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10일 
광명시민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수
료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시장은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
하고, 우수 수료생에게 상장을 수여

했다. 이어 자치분권대학 운영, 주민
자치에 대한 생각 및 향후계획, 앞으
로의 각오 등 수료생들과 다양한 의
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핵심은 주민자치다. 주민들
의 이해관계와 요구들을 반영한 정
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야한다”며 “주민들이 중심이 되
어 서로 소통하며 마을의제를 발굴
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희성 씨는 “평
소 지역에 관심이 많아 의용소방대
원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데 자치분권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는 현수막을 보고 우연한 기회에 교
육을 듣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
다”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우수상까지 받게 되니 매우 기쁘다. 
곧 시작하는 가을학기 교육도 열심
히 들어 또 우수상을 받도록 하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는 2017
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42
명, 2018년 47명, 2019년 108명, 올
해 81명 등 총 278명의 수료생을 배
출했다.

광명시는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
스를 봄학기에 이어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 과정으로 가을학
기를 운영한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전 동 주민
자치회를 출범하여 주민중심의 주민
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
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명/장병환 대기자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 81명 수료
간담회 개최, 수료증 전달·의견 청취

여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증축 로컬푸드 개장 

여주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을 통해 신륵사 관광지 내 농특산물 
판매장(여주시 천송동 538-3 일원)
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였고, 최근 정식 개
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행사로 이항
진 시장, 김선교 국회의원,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농업인
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됬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
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먹거리플랫
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올더여주”를 
비전으로 하여 로컬푸드 기반구축을 

위한 먹거리 기획생산체계 구축, 먹
거리 관계시장 확보, 먹거리 공감대 
형성의 3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들이 
매일매일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
는 공간으로,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점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주시는 구조적인 면이나 인테리
어 측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기존의 165.45㎡ 규모의 신륵사 농
특산물 판매장을 증축하여 322.73㎡ 
규모로 확대하고 내·외부는 전면 리
모델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재
탄생 시켰다.

시 관계자는 “농업은 앞으로 국가
의 경제적 척도가 될 것이고 기후 위
기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 이러
한 위기에 맞서 우리의 농업을 체계
화 시키기 위해서는 로컬푸드가 중
요하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
두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순
환 시스템을 추구하는 로컬푸드 운
동이 하루빨리 정착하여 더 많은 농
가들이 참여하길 바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3호점이 생길 수 있도
록 시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
다.”고 말했다.

여주/김교연 기자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청신호’
322.73㎡ 로 확대, 내·외부 전면 리모델링

김보라 안성시장, ‘정책공감토크’ 주민과 직접 소통

안성시는 최근 일죽면 주민자치센
터에서 일죽면민 80여 명을 초청해, 
시정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
는 ‘제2차 정책공감토크’ 행사를 성
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책공감토크 행사에서는 각 
주요 사회단체장 및 임원, 각 마을이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지역예술인의 공연을 시작으
로, 상반기 건의사항에 대한 진행경
과 보고, 김보라 안성시장의 시정 브
리핑,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
렴 순으로 진행됐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신축 등 상

반기에 추진한 정책공감토크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뿐만 아니
라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통로 암거 
확장사업 타당성 용역, 일죽 행정복
지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장기
간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주민 피
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장 및 사회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신속한 사업 
집행을 요구했고, 시에서도 상급기
관과의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적극
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다고 밝
혔다.

또한,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주민의 관심이 많았는데, 시
장과의 1:1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 
시간에는 건의사항들을 각 관련 부
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
히 답변할 것을 약속하고, 미처 건
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따로 모아 김
보라 안성시장이 직접 답변하겠다
고 함으로써 참석자들이 크게 만족
해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간 안성시
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추진성
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안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전
했다.

안성/최승곤 기자

일죽면민 80여 명 초청해 시정 논의
주민들 행사장 가득 메워 관심 집중

포천시, 코로나19 기업체 방역사항 점검 완료

포천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
역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4
일 밝혔다. 최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제조업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2인 1조로 실과소별 사업장 
담당 공무원을 구성해 제조업 사업

장을 불시 점검했다.
점검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출입명부 운영 및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체온 
및 증상 확인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
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외에도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선
제적인 진단검사(PCR) 및 백신접종
을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특별 점검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해 과태료와 고발 
등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
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나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
역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
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
한 근로 환경을 위해 시에서도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김승곤 기자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산 예방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주제 미래교육국제포럼

오산시가 지난 12일, 13일 이틀 간 
오산대학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그 길을 함께 가다’라는 
주제로 ‘제3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
럼’을 개최했다.

세계 교육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
하며 2019년에 시작된 미래교육 오
산국제포럼은 해마다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교육전문가의 

발표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교육주
체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의 
장이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그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개최되
는 이번 3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
럼은 12일 ‘전국 마을교육활동가 
Network Day’를 진행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참여한 마을
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의 각 지역 활
동 소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타 지역
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행사인 13일에는 독일 외 5개국
의 해외사례를 포함한 15명의 기조
발표와 주제발표에 이어 미래교육을 
향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주제
로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전
국 15개 지역의 야외전시부스를 운
영했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미래교
육 오산국제포럼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삶과 일
치하는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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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3일 148아트스퀘
어에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아
빠육아 활성화를 위한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도자기체험 프로그
램을 운영했다.

이날 도자기체험 프로그램은 ‘엄마
를 위한 접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
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도자기체험
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 이 모씨
(37)는 “아이들이 접시를 직접 만들
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

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친구같은 아빠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명자 아동청소년과장은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통
해 아빠와 아이 사이에 친밀감이 높
아져서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내년에도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빠단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발대식으로 시작한 
‘제2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오는 12월 해단식을 끝으로 마무리
한다.

영주/정승초 기자 

영주시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을 위한 준비에 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농축산분야 활용을 위한 마
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을 개최
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
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바이오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고부가 
바이오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영
주시,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회장 
안봉락), 광운대마이크로바이옴센터
(센터장 윤복근), ㈜마이크로바이옴
(대표이사 변지영)이 상호협력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마이크로바이
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농축산분야 특화사업 기획 
△클러스터 홍보 및 공동사업 추진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사업 및 투
자기업 발굴 △마이크로바이옴 연

구·개발 기획 및 기술협력 등에 관
한 사항이다.

이후 진행된 농축산분야 활용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
럼’은 마이크로바이옴 및 지역 농
축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산업의 꿈, 영주 농업의 마
이크로바이옴 전략화 로드맵(엄
길청 회장, 글로벌미래책임투자학
회)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동
향과 영주시 산업 육성 방안(김혁 
연구원,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
마이크로바이옴 농업 적용(변지영 
대표, (주)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과 산업화 포
럼 개최와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복합미생물 농가보급, 클러스터조성 
계획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
며,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시책 수립
으로 마이크로바이옴산업을 미래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마이크로바이
옴은 4차 산업 시대에 바이오분야의 
핵심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다”며 “앞으로 영주시는 농축산분야
에 특화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마이크
로바이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 마
이크로바이옴을 유망산업으로 선정
해 중점적으로 키워 내겠다는 계획
을 포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
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경북도는 ‘2021 한옥문화박람회’
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주화
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옥, 공간을 연결
하다’라는 주제로 한옥의 가치를 계
승․발전시키고 한국 고유의 주거문
화 트렌드와 도민이 쉽게 즐기고 체
험할 수 있는 한옥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번째 맞이하는 박람회는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주최하고 경
주화백컨벤션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 산업적 가치
창출에 주목했던 전문전시회(B2B)
에서 한옥에 관심 있는 대중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일반전시회(B2C)로 전
환해 열렸다. 

50개 업체(150개 전시부스)가 한
옥건축, 한옥인테리어, 한옥문화 등
의 전시분야로 참가했다.

전시분야 외 한옥건축, 한옥스테
이, 한옥카페 분야의 ‘최신 트렌드 
컨퍼런스’, 한옥건축예정자, 시공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 컨퍼
런스’를 유튜브 라이브로 온․오프라
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또 건축공간
연구원(AURI)의 국가한옥센터에서
는 2021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전
시와 함께 ‘산업으로 본 한옥’의 주
제로 한옥 포럼을 개최했다. 

부대행사로는 한옥건축 시 가장 
필요한 건축비용, 자재 등에 대한 상
담을 경주시 건축사회 주관으로 제
공하여 참관객-참가업체의 적극적
인 연계를 통해 정보제공 및 비즈니

스 효과를 극대화 했다.
이밖에도 경주지역 의복 전통문화

를 활용한 신라복체험, 한옥과 어울
리는 한식다과, 자개공예 등 트렌디
한 관련분야 클래스를 개최했다. 

또 지역 내 한옥자산에 대한 ‘문화
해설사가 함께하는 한옥투어 프로그
램’을 운영해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 변천
사’사진 전시회도 병행해 운영했다.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통한
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
대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
록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32종*의 전시와 매년 
시행 중인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홍
보해 한옥건축을 계획하는 일반인들
에게 제공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옥을 보유한 경북에서 
뜻깊은 박람회를 개최해 기쁘게 생
각한다”라면서, “오늘 박람회가 한
옥관련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대표행사로 이어져 가
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영남권Ⅰ

경북도,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경북도는 지난 11일 저녁 도청 
동락관에서 신도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번 음악회는 신도청지역 상생발
전포럼, 안동상공회의소, 예천군번
영 회 , 
경북예
총 이 
공동으
로  주
관했다.

‘코로나-19시대 가을밤 클래식 
선율과 도민들의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이라는 테마로 신도시 주민
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힐
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 음악회에 연주되는 곡들은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가곡과 유
명 클랙식음악, 7080 추억의 노래 
등으로 구성해 깊어가는 가을밤 
달빛과 함께 듣고 감성을 풍성하
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정소영, 홍형철 

MC의 진행으로 Les paul band·
안동MBC어린이합창단 합동공연, 
뮤지컬배우 이승욱·성악가 우주
호의 축하공연, 초청가수 민혜경·
최성수의 특별공연으로 특색 있고 
따뜻한 희망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지침준수와 방역안전을 위해 참
석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직
접 관람할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
해서는 안동시상공회의소 홈페이
지를 통해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6. 3월 도청
이전과 함께 행정타운건설 등 신
도시 1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
로 완료했다.

2024
년까지 
신도시 
2 단 계 
조성사

업을 추진 중으로 생활밀착형 체
육시설 설치, 호민지를 활용한 수
변생태공원 조성, 유보지를 활용
한 앵커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명품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
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술적 감동으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가을밤 클래식 선율과 도민들의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도모
신도시 주민에게 아름다운 음악 통해 힐링의 시간 감성 UP

경북도, 1989 벨벳혁명-철의장막 붕괴 사진전 

경북도는 도청 본관 1층 전시
실에서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DGIEA) 산하 한국-체코협회(회
장 박명호)와 공동주간으로 ‘1989 
벨벳혁명-철의장막 붕괴 사진전’
을 개막했
다 고  1 4
일  밝 혔
다.

이번 전
시회는 201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30주년을 맞아 폴란드계 
사진작가 크리스 니덴탈 등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
리아, 루마니아, 독일 등 26명의 
동유럽 사진작가가 출품한 71점으
로 이뤄졌다.

체코 프라하성에서 진행된 대형 

전시회에서 발췌한 일부 사진들
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과 대구에 
이어 경북에서 오는 21일까지 전
시를 한다. 사진 자료는 지난 40
년 이상 세계를 분단했던 철의장
막이 붕괴되면서 중부 유럽에 큰 
전환점이 됐던 1989년의 벨벳혁
명* 과정과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비셰그라드 4
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DGIEA) 공동의
장 자격인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
장이 참석했다.

이 철 우 
경 북 도 지
사 는  “ 전 
세계 속에 
분단의 아

픔을 겪는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
하다”라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문 
벨벳혁명처럼 한반도도 조속히 냉
전을 종식하고 평화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26명 동유럽 사진작가 출품 71점, 도청 본관 1층에서 
오는 21일까지 동유럽 사진작가가 출품한 71점 전시

경북도, 한옥문화박람회 개최… 한옥, 공간 연결하다
한옥건축·인테리어·문화 관련 50개 업체 참여, 150개 부스 운영

한옥스테이·카페 관련 최신트렌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안동봉화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식 열어

경북도는 지난 12일 안동 서후면 
대두서리 일원에서 안동봉화축협 축
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에
는 최미화 경북도 사회소통실장, 도
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권영세 안
동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김경수 농
협중앙회 축산경제본부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동봉화축협은 안동 서후면 대두
서리 내 4만9345㎡ 부지에 564억 원
을 투자해 내년 12월에 축산물종합
유통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축하는 축산물종합유통
센터는 건축면적이 1만5530㎡ 규
모로 축산물 도축·가공․경매 관련 
시설이 동시에 설치되며, 소는 1일 
200두, 돼지는 1일 2000두까지 도축 
및 가공이 가능하게 된다.

이 센터를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축산물 생산․유통능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소, 돼지 도축 후 경매가 가능
해짐으로써 축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도축 후 경매가 가능한 축산물
공판장은 도내 남부지역에 1개소(고
령) 뿐

경북은 전국 최대 한우 산지(전국
의 22%, 74만 여두)이며, 돼지도 전
국 상위권(전국의 13%, 148만 여두)
으로 명실상부 축산웅도이다. 

이러한 사육기반 위에 축산물종합
유통센터 건립은 최첨단 대규모 축
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돼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방
향이 가축방역과 동물복지에 기반 
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크게 증가해 안전한 축산
물 생산·유통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
산 및 유통과 지역 축산물의 전국적
인 소비 확대를 위한 대량공급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건립되는 축산물종합유통센
터는 축산농가 판로확보로 농가 소
득향상과 직결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서 경북 
북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도축장, 경매장, 가공장 등 축산물종합처리장 
4만9345㎡ 부지 564억 투자 내년 12월 준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기대

영주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도도시 준비 ‘가속도’

‘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농축산 분야’ 활용위한 산업화 포럼 개최

예천군, 스마트팜 연계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MOU 

예천군은 최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학동 예천군
수, 김은수 예천군의회의장, 우무현 
GS건설(주)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연계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도시가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수소와 
공기 중 산소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생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신에너지 
시설로 지보면 매창리 군유지에 설
립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예천군
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허가와 스마트팜 부지 조
성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GS건설
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설 사
업추진과 스마트팜 난방열 공급을 
맡는다.

예천군은 올해 9월 연료전지 발전
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구
성하고 GS건설을 연료전지발전사업
자로 선정했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스마트팜을 연계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
이다.

GS건설은 11월 중 발전사업 허
가를 신청하고 2025년 8월까지 
약 2천56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39.6MW(메가와트)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
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이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친환경․고효율 청정에너
지 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연계
로 농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그린
뉴딜 정책과 발 맞춰 예천군이 장
기적으로 친환경 수소 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
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예천/정승초 기자

경북도․예천군․예천군의회·GS건설(주) 참석
상호협력 업무협약, 청정에너지 도시 구현

영주시, ‘아빠육아‘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도자기 만들기
아빠와 자녀 함께 동참 ‘아이 성취감 UP’ 예천군, 예천 사과, 말레이시아 수출 길 올라

예천군은 최근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천유통센터에서 김학동 예천군수, 
김은수 예천군의회의장, 전이향 농
협예천군지부장, 서병진 대구경북능
금농협 조합장, 박정환 대구경북능
금농협 예천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사과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선적되는 사과는 약 12.6톤, 
2천6백여만 원으로 K-apple(경북통
상)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예
정이며 향후 중국, 동남아 등지로 수
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천군은 지난 달 샤인머스캣 수

출에 이어 이번 사과 수출로 예천군 
농산물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예천 사
과 수출은 코로나19로 지역 농·특산
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천군 농정과 유통마케팅팀 강지
훈담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예천 농산물이 수출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수
출 농가를 육성하고 전략적인 수출 
품목을 발굴해 수출 확대를 이어나가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정승초 기자

영주시, ‘원당천 그림그리기 대회’ 호응 커
영주시 휴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원당천에서 ‘원당천 그림그리
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원당천 그
림그리기 대회’는 3개 어린이집(리
라·보현· 삼성프라임)에서 당초 예
정보다 많은 75명의 아이들이 참여
해 원당천을 주제로 그림 실력을 뽐
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여자 전원에
게 미술용품 세트를 선물하고 행사 
당일 쌀쌀한 날씨에 아이들의 건강
을 염려해 핫팩과 11월 11일을 맞아 
빼빼로 간식을 준비하고, 풍선 아트
로 행사장 입구를 꾸미는 등 아이들
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 진행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정승초 기자

봉화군, 2021년 백년소공인에 ‘예천가든’ 선정
봉화군은 2021년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에 봉성면 소재 ‘예천가든’이 선
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
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
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예천가든은 지난 
11일에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향후 

시설개선 및 온라인 판로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예천가든은 지난 1984년부터 
다덕약수터의 약수와 봉화군 특산
품인 송이․능이버섯을 접목한 메
뉴를 개발해 오래도록 고객의 꾸
준한 사랑과 호응을 받아왔으며 
SNS 등을 통해 맛집으로 수차례 
소개되어 백년소공인으로 인정받
아 선정됐다.

봉화/정승초 기자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11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선정된 경북 공공배달앱 우수가맹점 
3곳을 찾아가 시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구미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 ‘먹깨비’ 우수 가맹점 총 
18곳을 선정했다. 자체 할인 및 리뷰
이벤트 활성화, 주문 건수 등을 종합
해 평가했다. 구미시에는 스모프치
킨 산동점, BHC 구미산동점, 동근이
숯불두마리치킨 구미시청점 등 3곳
이 선정돼 50만 원의 시상금과 먹깨
비 우수가맹점으로 표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가맹점 대표는 "경북 공공배
달앱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돼 영광"
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 공공배
달앱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 하는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고 밝혔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기존 
배달앱 보다 중개수수료를 낮춰 소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사용자를 위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즉시 사용
가능한 3천원 할인쿠폰, 가맹점이 
할인한 만큼 더 지원해주는 더블 할
인, 두 번 주문 완료시 2천원 계속 
할인쿠폰, 매주 일요일 주문시 3천
원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경북 
도민들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진행
한다.

구미/서주달 기자 

구미시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
장 임영일)가 공동 운영하는 구미국
방벤처센터는 최근 지역중소벤처기
업 6개 사와 신규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구미국방벤처센터에
서 진행되었으며, 협약식 후에는 지
난 1일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정원 지부에서 신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기업으로 선정된 (주)마
이크로텍, 대성정밀(주), (주)큐에스, 
(주)니나노컴퍼니, (주)디에이치티, 
진메디칼의 6개 신규 협약기업은 앞
으로 구미시의 사업비 지원과 국방
기술진흥연구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군 사업화 과제 발굴, 기술 개발 지
원 등 전반적인 국방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 홍보 등 경영지
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미국방벤처
센터 협약기업은 2014년 3월 설립 
당시 14개 사에서 57개 사로 확대되
며 김대환 구미국방벤처센터장은 앞
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
입을 위한 꾸준한 지원활동을 약속
하였다.

협약기업의 작년 기준 고용 인원
은 700여 명, 총매출은 1500여 억 
원에 이른다.

이창형 구미시 경제지원국장은 "
신규협약기업을 비롯한 국방벤처센
터 협약기업들이 국방사업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미/서주달 기자 

코로나로 멈춰설 위기에 있던 경
남도 대표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
가 온라인 국제 이벤트로 전환되어 
개최되면서 급변하는 관광시장 속에
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공사, 경상남도, 남해군이 지원하
고,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운영, 한국
해양대학교가 참여한 이번 축제는 
관·산·학이 연결돼 협업 개최한 성

공적인 온라인 축제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남해군이 주관하고 남해관광문화
재단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
문제 연구소에서 주최한 ‘다이브 남
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는 11월 5
일(금)부터 7일(일)까지 3일 동안 
독일마을 일원과 남해관광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전국 총 2만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난 7월 축

제 개최를 취소 결정됐던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
업인 지역매력 발산 국제이벤트 공
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제 문화교
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를 
중심으로 되살려 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관광시
장 트렌드를 읽은 남해관광문화재
단의 발 빠른 대응도 관심이었다.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최신 트렌드인 메타버스 기술을 활
용하여 네이버 제페토에 독일마을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축제 가상공간으로 
전환하였고, 행사기간 동안 1만 명
이 넘는 이용자가 모바일 속 독일마
을을 즐겼다.

메타버스로 구현된 독일마을에서
는 광장, 마을거리, 시계탑 전망대를 
비롯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미
리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통해 
독일마을의 매력을 전달하였으며, 
새로운 마케팅 접근으로 미래 젊은 
관광 수요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
았다.

첫날 개회식과 함께 이어진 독일마
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문화관광이벤트와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독일마을 갈라콘서트에서
는 남해에서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
했던 오페라와 클래식 공연들이 펼

쳐졌으며, 독일마을이 경관적 매력
을 넘어 문화공연을 활용한 다양성 
있는 관광목적지로 발돋움할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주요 랜선 프로그램의 반응도 뜨
거웠다. 수제맥주 키트를 활용한 홈 
브루잉 클래스에서는 최근 수제맥주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집에서 맥주
를 직접 만들어 보는 온라인 체험형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참가자들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집에서 즐기는 옥토버 나이트에
서는 반짝거리는 조명과 야광봉, 맥
주잔으로 구성된 키트를 가지고 춤
과 음악을 즐겼으며, 100명의 참가
자가 줌(ZOOM) 시스템을 통해 실
시간으로 함께했다.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 라이브 방송에서 4천 명이 
넘는 시청자가 함께 참여하는 등 오
프라인에서 즐길 수 없었던 맥주 축
제의 아쉬움을 색다른 방법으로 풀
어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
장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메타
버스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로 재
조명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한 많은 
참여자들과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경남도, 남해군, 한국해양대와 협
업하여 축제의 흥을 되살린 것이 
특징이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
대를 맞아 내년에는 독일마을 맥주 
축제를 참여·체험·판매·협업의 관
점에서 관광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
제적 축제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
혔다.

남해/김창표 기자 

영남권Ⅱ

하동産 파프리카 올들어 첫 일본 수출길

신선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해 일
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하동산 파프리카가 올들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하동군은 최근 금남면 대치리 진
교(주)(대표 강영미)에서 하동산 
파프리카 선적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손두기 
NH농협 하동
군지부장, 박오성 대표 등이 참석
해 올들어 첫 수출을 축하했다.

이날 첫 선적된 파프리카는 4.8t 
1만 5000달러(한화 약 1700만 
원) 규모로, 향후 일본 수출 물량
은 매주 생산량에 맞춰 선적될 예
정이다. 하동산 파프리카는 횡천

면, 금남면, 북천면, 옥종면에 있는 
경남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3개소
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11월
∼다음 해 7월 수확해 일본으로 수
출되고 있다.

이날 선적식을 한 진교(주)는 
2018년 3만 3000㎡ 규모 원예수출

전문단지를 조성
하고, 2019년 수
출 100만 달러를 
달성해 제24회 경
남도 농수산물 수

출탑 100만불탑을 받았다.
진교(주)는 이어 올해 1만 8000

㎡ 규모의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해 
총 5만 1000㎡의 재배면적을 갖추
고 올해 일본에 약 1000t 300만 달
러어치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하동/김창표 기자 

금남면 대치리 진교(주)에서 선적식
올해 1000t 300만 달러 수출 ‘기대’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문경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개
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일원(문경관광호텔, 라마
다호텔)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문경
돌리네습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
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습지 전문가와 학술발표회 참가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
며, 문경시와 (사)한국습지학회에
서 주최·주관하고, 환경부와 여러 
기 업 에 서 
후원한다.

주요 내
용 으 로 는 
현 장 에 서 
개회식, 기
조강연, 국제학술세미나, 학술발표
회,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고, 온라
인으로 사진공모전과 습지 탐사 체
험교육을 실시한다.

개회식에서는 유철상 한국습지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
윤환 문경시장, 김창기 문경시의
회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도
시하천관리를 위한 습지의 기능
과 가치 증진(Enhancement of 
Wetland Function and Value 
for Urban River Management)
이라는 주제로 인하대 김형수 교
수와 습지의 육화·건조화 진단
과 대응방안(Diagnostics and 

countermeasures of dried and 
landed wetland)이라는 주제로 한
국환경재해연구소 양해근 소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또 한 ,  국 제 학 술 세 미 나 에 서
는 돌리네습지의 경제적 가치
(The Ecological Value of the 
Mungyeong Doline Wetland)
라는 내용으로 문경대학교 지홍
기 교수와 지방정부 습지보호정
책에서의 습지인식 증진의 역
할(Incorporating CEPA into 
wetland protection policy at 
local government level)이라는 내
용으로 동아시아-호주 철새파트너
쉽 Doug Watkins대표가 특별강연
을 한다. 

학술발표회에서는 총 20개의 구
두논문 및 포스터 세션에서 약 150
편이 발표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문가들이 올해 문경돌리네
습지를 출사하여 찍은 습지 모습을 
사진전시회를 통해 전시한다.

사진공모전은 초·중·고·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9일
(금) 13시까지 한국습지학회 홈페
이지를 참고하여 이메일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습지 
탐사 체험교육은 문경시 관내 학

생들을 대
상으로 화
상회의 플
랫 폼  줌
(zoom)을 
활용한 화

상교육으로 습지전문가들이 문경
돌리네습지의 지질·지형 및 동식
물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국제학
술세미나를 통해 습지 형성이 어려
운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문경돌리
네습지가 세계학자들의 연구의 장
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문경시는 
문경돌리네습지를 잘 보전하여 학
생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학자
들에게 연구의 장이 되고, 국민들
에게 힐링의 장이 되고, 향후 람사
르습지로 지정하여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임정택 기자 

오는 18~20일까지 3일간 문경새제서 온·오프라인 
국내·외 습지 전문가와 학술발표회 참가자 등 참석
학술발표회, 사진전시회와 습지 탐사 체험교육 실시

‘메타버스’로 탄생한 독일마을 온라인 축제 가능성 확인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 이벤트’ 3일간 총 2만3000명 참여

굵직한 국제 교류행사 후끈… 옥토버 나이트 등 프로그램도 활기

구미시와 구미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 육성 적극 나서 하동군-한국스마트관광협회, 스마트관광 혁신 맞손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의 미래 관
광산업 핵심 역할을 할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회장 이영근)와 손을 잡았다.

하동군은 한국스마트관광협회를 
초청해 최근 화개면 소재 캔싱턴리
조트 지리산하동에서 상생협업을 위
한 설명회와 함께 하동관광 활성화
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
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스마트관광협
회 20여개 회원사와 하동군 관광산
업 종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하
동군 관광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하동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수도
권 여행사 및 판매·유통채널에 소개
하고, 하동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하며 하동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
해 토론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하동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콘텐
츠 기획 및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대
한 제안도 이어졌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시대 트렌드 
변화와 스마트관광’을 주제로 한 이
영근 회장의 발표에 이어 협회 소속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팸투어·플랫
폼·인트라바운드·콘텐츠·관광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하동 관광발전 제
안을 듣고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롭
게 토론했다.

설명회 이후 윤상기 군수와 이영
근 회장이 하동관광 혁신을 위한 공
동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
트관광 환경조성 및 지역관광 경쟁
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관광 혁신 
△하동지역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
보 △관광사업과 기술의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국내 관광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2022 하
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하
동관광 1000만 시대로 나아가는 계
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에 참여한 
관광기업과 협력해 위드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
색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김창표 기자 

하동 관광혁신 상생협업 공동협력 MOU 
관광환경조성·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기대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국비지원 받아 새 단장 

문경시가 옛길박물관 증축에 나선
다. 문경시 새재관리사무소가 추진 
중인 옛길박물관 증축 계획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
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옛길박물관은 총사업비 85억6천
만 원(국도비 39억2,400만 원 지
원)을 투입해 박물관 부지에 연면
적 1,200㎡, 건축면적 420㎡의 규모
로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인 수장고
를 증축한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 수장고와 일반수장
고로 구성된다.

또한 박물관 전시물을 시대감각에 
맞게 새로이 개편한다. 옛길박물관
은 지난 2008년 전시개편 이후 특별

한 콘텐츠 개편 없이 상설전시를 유
지하여 왔는데, 시대감각에 맞지 않
는 전시 등으로 인해 박물관 관람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전시개편이 절실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문경시에서는 
지난 1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하였으며, 7월에 국비공모사업을 신
청하여, 3차례에 걸친 심사를 모두 
통과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되
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우리 문경의 
대표 박물관인 옛길박물관이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과
했다.”며 “문경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박
물관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완공까
지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
사를 거친 후 건축설계를 공모방식
으로 진행하여 제반 행정절차가 끝
나는 대로 2022년 착공해 2023년 말
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임정택 기자 

구미시,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우수 가맹점 시상

활성화 위해 가맹점 3곳 50만 원 시상
리뷰이벤트 활성화, 주문 건수 등 평가

영양군노인복지관, 어르신 소방안전교육 실시
영양군노인복지관(이상록 관장)은 

지난 12일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
서 어르신과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
터와 연계하여 소방안전 및 화재 대
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시 대피요령과 
행동,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교
육이 끝난 후 화재 사고 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군노인복지관 직원 
및 영양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모의대피훈련도 함께 

실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실질

적인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이번 소방교육이 
참 좋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영양군노인복지관 이상록 관장은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응
급 및 위기상황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 스스로 위기상황에 따른 대처법
과 더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이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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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 맞춰 ‘군민과의 열린 대
화’로 본격적인 현장 소통을 시작한
다. 군은 오는 16일 담양읍을 시작으
로 24일까지 담빛농업관과 고서문
예회관, 창평초등학교에서 ‘군민과
의 열린 대화’를 갖고 군민들과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종 축제·행
사 등이 취소된 가운데 2019년 2월 
군민과의 대화 이후 2년여 만에 어
렵게 갖게 된 주민과 소통의 자리라
는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단계적 일상회복’ 초기단계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
자와 CPR(-) 등이 확인된 군민들 대

상으로 제한된 인원만 모시고 진
행한다.

특히 2년 만의 대화로 소규모 
사업성 건의 위주로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 그동안의 군 발
전·변화사항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소통·공감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참여행정 구
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화 
일정은 △16일 담양읍 △17일 무정
면, 금성면 △18일 용면, 월산면 △
22일 봉산면, 수북면, 대전면 △23일 
고서면, 가사문학면 △24일 창평면, 
대덕면 순으로, 일정과 관련한 자세
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
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 더 많은 군민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하고 품격 높은 담양의 미
래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담양/김용확 기자 

장성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대폭 손질
한다.

군은 그동안 식품위생모범업소와 
국가유공자, 경로당 등에만 적용해
왔던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주민에게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요금 납부 연체 시 부과했던 
2% 가산금 규정도 폐지된다.

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도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물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변경된 상수도 요금은 오는 17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상하수도고지서

를 구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
한 군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
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면서 “상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먹는 물
의 품질은 높여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구례군은 최근 대한불교조례종으
로부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행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10월 1일 승
보사찰 송광사 입재로 상월선원 만
행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160여 명의 
순례단이 출발하여 법보사찰 해인사
를 거쳐 불보사찰 통도사에 이르는 
총 423㎞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대
장정이 10월 18일 회향식으로 유종
의 미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행사는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으로 5
개 광역시, 7개 지자체를 경유하였
는데 특히 구례구간은 조계종 제19
교구본사인 화엄사를 비롯해 사성
암, 천은사 등 사찰 속 국보와 보물
은 물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천연 원
시림까지, 1700년 한국불교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리산을 

만끽할 수 있는 순례길이 되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김순호 구례군

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드리며, 이번 순례단의 구례구간 
코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관내 사
찰과 사찰을 연결하는 순례코스도 
새롭게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
했다.

구례/강운철 기자 

장성군이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주
민들을 위한 소통광장과 주차장을 조
성하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인근이다. 
황룡강과 황룡시장,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가을 황룡강 노란꽃잔치나 
황룡장이 서는 날에는 상시 주차난
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주민과 황
룡강 방문객, 황룡시장 고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관할의 구(舊) 황룡취수장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민간 건축물이 있어 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성군은 올해 초부터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가진 끝에 구 황룡취
수장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
받았다. 취수장 시설 철거는 올해 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의 기획재정부 국
유지도 무상양여를 이끌어내 총 3
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비 절감 효과
를 가져왔다. 황룡교차로 국도변의 
노후 건축물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 철거를 완료했다.

부지를 확보한 장성군은 지난달부
터 보강토 블록과 인도 설치 등의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21
억 원, 대상부지 면적 9152㎡로 소
통광장과 주차장 167면이 조성된다.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
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통광장과 공
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황룡면민은 물
론, 황룡강과 황룡시장 방문객들의 이
용 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면서 
“구 황룡취수장 철거라는 어려운 문제
를 원만하게 해결한 만큼, 쾌적한 소통 
공간과 편리한 주차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태지 기자 

호남 / 강원 / 충청Ⅰ

여수시 사경센터, 한려지구 이전 본격 출발

여수시는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지원 조직인 여수시사회적경
제마을통합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사업 한려지구로 이전하고 현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여수시장
을 비롯하여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
자 등 내빈
과 한려지
구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
판식, 라운딩, 간담회가 진행됐다.

여수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
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여수시 사
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이하 
‘여수사경센터’)를 출범했다.

여수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교육‧상
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진남체육관 내 임시사무
실을 써오다 한려지구 도시재생사

업 일환으로 건설한 신축 건물로 
입주했다. 향후 여수시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판매장, VR체험관 등이 
차례로 입주해 사회적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
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 사
회 적 경 제
마 을 통 합
지 원 센 터
가 사회적
경 제 기 업

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발
굴과 육성, 판로개척 등 다방면에
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
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3개, 사회적기
업 22개, 마을기업 26개, 협동조
합 97개, 자활기업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수/정채두 기자 

지 내 사회적경제활성화 위해 지난 2월 출범식 가져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교육‧상담 등 컨트롤타워

보성에서 열린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료

녹차수도 보성군에서 열린 제13
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최
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
다고 14일 밝혔다.

제13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
은 보성
문 화 원
( 원 장 
김현진)
이 주관하고 전남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송시종)가 주최하였으며, 전
남도와 보성군이 후원했고, 22개 
시·군 문화원 가족 300여 명이 참
석했다.

보성문화원 공연팀과 전남도립
국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기념
식에서 보성문화원은 우수문화원
으로 선정됐으며, 보성문화원 김현

진 원장은 전남문화발전 유공자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현진 원장은 보성군 문화원장
을 6년째 역임하면서 보성문화지 
발간, 향토사료 수집보존 등의 사
업을 추진해 보성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
사와 김한종 도의회 의장, 장석웅 
도교육감,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
철 보성군의회 의장, 송시종 전남
문화원연합회장 등 전남 22개 지
방문화원 원장 및 임직원과 수상
자 등 문화원 가족이 참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환영사를 통
해 “60
여년이
란  긴 
시 간

동안 지역의 전통유산에 대한 광
범위한 연구와 기록을 진행해오며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남도문화
유산의 위상을 높여온 전남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성
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보성문화원, 우수문화원 선정과 김현진 원장 도지사상 수상
문화지 발간, 향토사료 수집보존 등 사업추진 문화발전 기여

전남·나주 강소특구 활성화 산·학·연·관 머리 맞대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활
성화에 따른 지역주도 혁신성장 생
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산·학 전문
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 나주
시와 한국전력은 최근 광주 홀리데
이인호텔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1’(빅스포·BIXPO)와 연
계해 ‘강소특구 미래발전 포럼’을 개
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해 8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한전을 기술핵심기관
으로 한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인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착륙
을 목표로 그간의 추진 성과 및 중·장
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
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
으로 연구개발(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지역 특화산업에 
주목해 광역적 혁신 생태계로 발전
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나주 강소특구는 한전 에너지
신기술연구소가 들어선 나주혁신산
단을 중심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산·
학·연 클러스터 일원을 포함해 총 
면적 1.69㎢(51만평)에 달한다.

특구 내에선 고효율 태양광, 신재
생 운전·유지보수(O＆M), 에너지저
장장치(ESS) 분야 특화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강준 연구개발특
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장, 이
호범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 나
상인 나주시미래전략산업국장, 한국
전력 김숙철 기술혁신본부장, 송호승 
기술사업화실장(강소특구육성사업단
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 강소특
구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강소특구 규제혁신제안 
공모시상 △전남나주 특구 사업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방안 패널 토의 △내년도 강소특
구 육성방안 주제발표 순으로 강소특
구 지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숙철 한전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강소특구 활성화
를 통한 기업 육성과 지역 성장을 견
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강소특
구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과 더
불어 국가 에너지신산업을 이끄는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도 
축사를 통해 “민·관·산·학이 함께하
는 포럼이 강소특구 결실을 위한 가
교역할이 될 것”이라며 “나주시는 
에너지수도 비전에 기반해 중앙부
처, 전남도, 한전과의 협업으로 강소
특구 활성화에 전사적으로 준비해가
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제안 공모 우수직원 포상
에는 전남·나주 강소특구육성사업
단의 장선주 차장과 안우진 연구원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송호승 한전 

기술사업화실장 주재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주제)과 관련해 △지
자체·지역혁신기관·중소기업 간 연
대·협력 △강소특구사업 및 혁신사
업의 선택과 집중 △지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스타기업 육성 방안 등
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산·학·
연·관별 추진 노하우와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송호승 실장은 “토론 의견들을 강
소특구사업에 오롯이 담아내 발전 
시너지를 만들고 기관과 기업, 그리
고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
산업 생태계 확장과 강소특구 성장
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창호 전남대
학교 지역개발학과교수는 강소특구 
시즌1과 2로 나뉘는 단계별 발전 비
전과 더불어 특화사업 내실화, 에너
지기술 사업화, 창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구축, 한국에너지공대와 상
생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강소특구 
이행과제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
표했다.

유 교수는 핵심 이행과제로 ‘선택
과 집중을 통한 강소특구 유성사업 
내실화’, ‘기존 사업구조 단순화와 성
과중심의 지원범위 설정’, ‘스타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특구 지속성장 견
인’, ‘글로벌 스타기업 단계까지 체계
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나주/배정빈 기자 

나주시-한전, 빅스포 2021 연계 ‘강소특구 미래발전 포럼’

강소특구 기술사업화 성과 공유 및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순천시, 찾아가는 접종센터로 백신 사각지대 해소

순천시가 15일부터 29일까지 의료기
관이 없는 송광·외서·낙안면을 대상으
로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임시 접종센터는 15일·16일·18일 
낙안면, 22일·23일 송광면, 29일 외
서면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추가접종 
대상자, 미접종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오전 9
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종을 진행하
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코
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
이다.

특히 외국인 경우 국적과 거주지, 
직업, 등록 여부 등을 불문하고 외국
인이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원스톱으로 
당일 현장접종센터에서 임시번호를 
발급받고 접종받을 수 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
관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는 현장 접종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면서 “안전하고 세심한 예방접종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종 받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
력이 감소되므로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11일 기준 순천시 코로
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80.4%이며, 접종 완
료자는 214,826명으로 순천시 전체 
인구 대비 76.5%다.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보건소 예방접
종 콜센터(061-749-6680)나 접종
센터 상황실(061-749-3351)로 문
의하면 된다.

순천/박미경 기자 

송광·외서·낙안면에 찾아가는 접종센터 개소
어르신 추가접종 대상자, 미접종자 등 접종

담양군,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대화” 

최형식 군수,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6일 간
담빛농업관 등지에서 군민의 목소리 청취 나서

장성군, 노후시설 철거… 소통광장‧주차장 조성!

황룡면 장산리 일원에 사업비 21억 투입
167면 규모 주차장, 주민 휴게공간 마련

구례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감사패 받다

대한불교조례종으로부터 공로 인정받아
순례단 423㎞ 대장정, 유종의 미 거둬

장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통해 요금 대폭 손질

‘물 복지’ 실현… 수급자 등 요금 감면
연체가산금 폐지, 분할납부제 도입 시행

화순군, 내년 수리시설개보수 신규 사업 27억 확보

화순군이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
모와 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시·군 관
리 농업용 저수지 중 노후·파손 또
는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보강
해 재해 사전 예방과 영농 편의 기반
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7억 원은 가봉제(춘양면 
가봉리), 길성제(백아면 길성리), 안
성제(동복면 안성리)에 각각 9억 원
씩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
면, 농경지 총 22.6ha에 더 안전한 영
농 환경을 조성하게 돼 가뭄과 자연
재난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낙후된 농업 생산기
반 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의 영농 활
동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병배 기자 

농업용 저수지 중 노후·파손 등 보수·보강
노후저수지 기능회복 통한 영농편의 도모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13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GTX 노선이 정차하는 지역을 중
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GTX라는 굵직한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낮았던 수도권 외각지역 일대
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
고 있기 때문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지

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예
를 들어 지하철 3호선을 통해 경기 
고양 일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
하려면 선행이 복잡하고 정차역이 
많은 탓에 대략 1시간 30여분이 소
요된다. 그러나 선행을 일직선화하
고 정차역을 대폭 줄이면서도 속도
는 최고 180km/h로 운행 예정인 
GTX-A노선을 이용하면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소요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단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 단축이라는 큰 파괴
력이 있기 때문에 GTX가 들어서는 
지역 내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높
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
월 제일건설(주)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
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GTX-A노선 개통 수혜단지로 인기
를 끌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0.04
대 1, 최고 96.38대 1의 경쟁률을 기
록했다. 같은 달 경기 동두천시에서 
분양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역
시 GTX-C가 정차하는 덕정역과 한 
정거장 거리라는 점이 주목을 받으
며 평균 청약경쟁률 16대 1로 동두
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특히 GTX-A노선의 경우 총 4개 
노선 중 가장 빠른 2024년에 개통
이 예정돼 있어 운정신도시와 같이 
GTX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일수록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일건설(주)이 경기도 파
주시 운정신도시3지구 A7블록에 분
양하는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가 금일 견본주택을 개관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
층 8개 동 총 452가구 규모이며, 전
용면적 84, 118㎡로 실수요자 선호
도 높은 중형부터 희소성 높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
구 수는 △84㎡A 104가구 △84㎡B 
188가구 △84㎡C 54가구 △118㎡A 
106가구다.

청약 일정은 11월 22일 특별공급
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 2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
는 11월 30일이며, 정당계약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

포레는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경의중
앙선,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서울은 물론 수
도권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GTX-A노선(예정) 뿐만 
아니라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간접 수혜도 누릴 전망이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
린이집(예정)은 물론, 단지 주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
설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
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마
트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운정3지
구 상업용지(예정)도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
인다.

파주 주요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해 직주근접 아파트로도 기대가 
높다. 인근 파주출판단지, 문발산업
단지, 파주LCD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고, 파주메디컬클러스
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각종 첨단산
업단지 조성도 순항 중이다.

단지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4~5Bay 설
계를 적용해 개방감이 우수하다. 또
한 전 가구에 드레스룸과 펜트리를 
비롯해 일부 타입은 알파룸도 함께 

제공해 공간 활용성을 통한 뛰어난 
수납공간을 갖췄다. 특히 공원형 단
지 설계로 단지 내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
릴 수 있고,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배치해 입주민의 안전도 챙겼다.

제일풍경채는 제일건설(주)의 43
년의 건설 노하우와 검증된 기술력
이 더해져 신뢰를 쌓아온 아파트 브
랜드로, 이번 운정신도시 제일풍경
채 3차 그랑포레의 분양 또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3회 수상 및 2017년 국
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
적 1위 수상에 이어, 2021년 신용평
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AAA등
급,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7단
계 상승한 24위에 오르는 등 건설 명
가로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
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제일
풍경채 3차 그랑포레는 주변으로 교
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주
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관심이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
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일대에 위치한다.

담양군(은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
을 우체국 쇼핑몰과 남도장터 내 ‘담
양군 농특산물 브랜드관’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관내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판로 지
원을 위해 전문 온라인 판매 몰 ‘담
양장터구축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비
대면 온라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 대숲맑은 
쌀, 한돈떡갈비, 쌀엿, 막걸리 등 우
수한 지역 특산물 60여 품목을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 무료 배송과 더불어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판매채널의 다
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담양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
자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김용확 기자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
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 자가격리 대
상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우울 관리
를 위한 심리안정 꾸러미를 각 학교
로 전달했다. 심리안정 꾸러미는 마
스크 스트랩 DIY, 마스크, 보석십자
수 DIY, 도자기잔디인형, 칫솔세트, 
핸드폰 파우치, 보스턴백, 스크래치
북(초등학생 대상), 코로나19 심리
지원 리플렛, 정신건강 앱 홍보 리플

렛 및 센터 홍보 리플렛 등으로 구성
되었다. 제공 대상자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인 초등
학생 157명, 중학생 91명, 고등학생 
3명으로 총 251명이었다.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
안정 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격
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불안감,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정신건강 앱(터치마인
드)을 이용한 자가검진 결과 고위험
군에 대해 추후 심리상담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례/강운철 기자 

생활체육동호인의 축제인 제24회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이 오는 19일
부터 20일까지 2일간 영광스포티움
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
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영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
별협회가 주관한 이번 한마당은 게

이트볼을 포함한 15개 종목에 약 1
천 6백여 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가하여 경쟁과 화합속에서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군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명랑하
고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
년 개최되고 있는 영광군 생활체육
한마당은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군민 
누구나 각 종목별 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영광/노경태 기자 

화순군이 최근 서울 aT 센터에서 열

린 ‘2021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 대
상’ 농업·농촌분야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을 
위한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기
관·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식생활 교
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
정됐다.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중앙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화순 집

장 등 57종 개발 △화순향토음식학
교 운영, 지역강사 배출(14명) △음
식교육(96회, 2351명) 추진 △음식
연구회 육성 △국화 문화상품(국화
빵) 개발 △비대면 교육(온라인 식생
활 교육, 온라인 음식 전시회) 등 다
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해 식생활 
개선에 노력해왔다.

화순군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식재 교육과 요리 교육을 연계해 유아
부터 청소년, 성인, 가족, 아버지 등 대
상과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
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문 인
재 양성과 차별화된 식생활 교육으
로 군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병배 기자 

호남 / 강원 / 충청Ⅱ

천년목사고을 나주에서 느끼는 11월의 야경

“깊어가는 가을 밤, 나주 읍성권
에서 전라도 천 년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에서 11
월 가을밤의 낭만이 가득한 밤거리 
축제 행사가 개막했다.

전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2일부터 사흘 간 ‘나주문화재 야
행(夜行\)’ 축제를 나주 원도심 
읍 성
권 일
원 에
서 개
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 
‘금성관’을 비롯한 읍성권 내 문화
재를 야간 개방해 8개 테마의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8개 테마는 △야경(夜景,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사(夜史, 밤
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설(夜
說, 공연 이야기) △야시(夜市, 진
상품 장사 이야기) △야로(夜路, 밤
에 걷는 거리) △야화(夜畵, 밤에 
보는 그림) △야식(夜食, 음식 이야
기) △야숙(夜宿, 문화재에서 하룻
밤)으로 공연·전시·체험·숙식·먹
거리·여행 등 축제 콘텐츠를 총망
라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나주읍성 

서성문이 열리다’, ‘백성의 길 풍악
이 울리다’, ‘태평성대의 꿈을 펼치
다’를 테마로 강인규 시장, 김영덕 
시의회의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목
사읍성 행차 행렬과 나주시립국악
단 공연이 어우려져 축제 흥을 돋
우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역사
문화도시와 천연염색이 만나는 ‘하
늘길’을 주제로 전통 천연염색 체
험과 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동헌공원에서는 가족단위 관광
객을 겨냥한 샌드아트·석고방향
제·한지부채 만들기 등 10종의 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나이트 
마켓은 생활공예·의류·악세사리·
핸드메이드 제품 등 24개 제품을 
선보인다.

나
주 향
교 와 
목 사

내아에서는 전통예절·복식체험 및 
시민극단 성안사람들의 포졸·곤장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연버스킹(인문학콘
서트, 문화재 학술포럼), 별밤라트, 
나주목 아카이빙전, 나주읍성 랜선
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문화재 야행 
축제를 통해 나주 읍성권의 아름다
운 문화재 야경과 고즈넉한 정취를 
느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
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잠
시나마 힘든 일상을 잊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나주/배정빈 기자 

가을밤의 낭만이 가득한 밤거리 ‘나주문화재 야행’(夜行) 축제 개최
나주읍성권도시재생주민협의체 주관… 8가지 야간형 향유 프로그램

장흥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군정 진단

장흥군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군정 현실
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책연구동아리 발표회’를 개

최했다.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최근 
열린 ‘2021 정책연구동아리 발표회’
는 군 공직자로 구성된 6개 팀 40명
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회에 나선 정책연구동아
리 6팀은 8개월 동안의 활동 내용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회 결과 ‘공공조형물
과 문화재 활용방안’을 연구주제로 
발표한 ‘J.Heritage(장흥 문화유산)’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J.Heritage(장흥 문화유산)’ 팀은 
국내외 현황을 비교 분석해 장흥군
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
으로 미래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 가독성이 뛰어나고 
투자대비 효과가 뛰어난 글자 조형
물 설치 ▶ 탐진강변에서 시민과 함
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오케스트라 유
치 등을 정책제안으로 내놓았다.

우수상을 받은 ‘흥미진진 동아리’ 팀
은 ‘모링가를 통한 친환경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흥미진진 동아리 ’팀은 새로운 건
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링가의 
효능과 수익성, 친환경(유기농)을 기
반으로 모링가의 제품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려상은 인구복지정책 현실태 및 

투자방향을 제시한 ‘복지를 채색하
는 사람들’팀과, 4메카 4시티를 위한 
11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한 ‘오! 장흥
빌라’ 팀이 차지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100만 원, 우수상
은 80만 원, 장려상은 60만 원 등 지
역사랑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올해로 2년째 추진 중인 장흥군 정
책연구동아리는 올해 3월부터 6개 
동아리팀을 구성하여 4(Four)메카, 
4(Four)시티를 연구주제로 군정시
책 발굴에 나섰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 19 확
산에 따라 정책연구 동아리 활동사
항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구한 결과 좋은 정책제안이 제시
되었다”며 “내년에는 정책연구동아
리의 지원 및 활동범위를 더욱 넓혀
서 행정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미래 성장 동력 찾기 위한 정책연구 동아리 발표회 개최

6개 동아리팀 구성 4(Four)메카, 4(Four)시티 시책 발굴

화순군, ‘2021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금상’ 수상

농업기술센터, 식생활 교육 중심기관 우뚝
다양한 분야 교육 추진, 식생활 개선 노력

영광군, 19일부터 제24회 생활체육한마당 개최

군민들 체력 증진,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
2일간 15개 종목, 1600여 명 동호인 참가 

구례군, 자가격리 대상자 심리안정 꾸러미 전달

마스크 스트랩 DIY, 마스크 등 구성
밀접접촉자 심리적 소진과 우울 관리 

농특산물 전문 판매몰 ̀담양장터,̀ 할인 행사 

우체국·남도장터 전제품 20% 할인 진행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배송 혜택

보성군 웅치면, 면민회 활성화 방안 발표회 개최
보성군 웅치면은 최근 웅치면사무

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웅치면민회 
활성화 방안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면민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살기 좋은 웅치면
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
고 중론을 모았다.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웅치면 총무계장이 지속 가능
한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한 발
표자로 나섰다.

면민회 활성화 방안 발표회에서는 
△면민회 정기회비 징구 및 출향인
사의 후원모금 활동, △면민과 임원
진 간 소통의 장소 마련, △웅치면의 
특화 사업 추진 등 면민회의 문제점
에 대한 해결방안 등도 제시됐다.

특히, 타읍면민회의 사례를 수집해 
비교 분석하여 웅치면민회의 문제와 
원인을 찾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 및 
안내, 출향인사 서한문 발송 등 구체
적인 면민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
다.

웅치면민회 안병무 회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면민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
었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
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춘 웅치면장은 “면민회에 새
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행정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
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GTX-A 노선 수혜 기대되는 제일건설(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그랑포레’ 성황리 개관
GTX 노선따라 부동산 시장 ‘훈풍’… GTX-A노선 2024년 개통 예정

▲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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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신문고

경북 구미시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
로 택배, 신선식품 배달이 증가하면
서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발생량
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시행 △탈(脫)플라스틱 1
회용품 없는 그린(Green)청사 만들
기를 돌입하였으며, 올바른 재활용
품 분리배출 문화 형성을 위하여 △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실천캠페인 
전개 △자원관리도우미 채용 등 다
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며 그린 
시티 구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잠자고 있는 아이스팩을 깨워라! 

구미시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시행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늘어난 아이스팩을 시민들로부터 수
거해 재사용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은 미세플

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재활용이 어려워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에서
는 상모사곡동, 선주원남동, 양포동, 
인동동, 형곡1동 5개소 행정복지센
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다.

지난 6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거된 아이스팩을 시민들이 안심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 지역자
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거된 아이스팩은 선별·세척·소
독·건조 과정을 거친 후 아이스팩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전달되
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내년도에 수거함을 늘려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아이스팩이 필요
한 시민이면 누구나 구미시 재활용
품 전시판매장*에서 아이스팩을 무
상으로 받을 수 있다.

*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신
시로10길 118) ☎054)461-3775

□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1회용품 없는 

그린(Green)청사 만들기 돌입!

구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
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방안으로 1회용품 없는 그린
(Green)청사 만들기를 돌입
하였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주관하
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
린지’에 동참하여 일회용품 
거절하GO!, 텀블러 사용 앞장서GO!
를 약속하였으며,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하여 1회용 줄이기 캠페
인 추진, 전 부서장 동참 서명 등 플
라스틱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 내 
개인컵(텀블러 등) 사용을 의무화하
고 회의·행사 진행 시 1회용품, 병입
수(페트병) 구매 대신 다회용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노력
으로 지난 5월 환경미화원 공채 체
력 검정시험에서는 기존에 제공하
던 생수 페트병을 구입하는 대신 다
회용컵으로 대체하여 매년 발생하던 
쓰레기 발생량을 96% 감량하는 효
과를 보았으며, 지난 10월에 개최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
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자
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을 다회용기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등 탈(脫)플라
스틱 가속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컵(텀블러 등)을 지
참하지 못한 직원, 청사를 이용하
는 시민 누구나 청사 근처 커피전문

점 이용 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
아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는 다회용
컵 수거함을 청사 내 7개소에 설치
하였다.

현재 청사 내 카페 열린나래를 포
함하여 주변 커피전문점 10개소가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에 동참하고 
있으며, 시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하여 많은 커피전문점 등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전개

구미시는 낙동강체육공원 어린이
놀이터에서 낙동강체육공원 이용객
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자원순
환 실천 캠페인(함께해요, 재활용 실
천 UP! 1회용품 사용 DOWN!)’을 
실시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캠핑족, 나들
이 이용객들의 올바른 재활용품 배
출문화 형성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감량 중요성을 상기하
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캠페인 내용으로는 체험형 
퀴즈를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다회용 컵
을 가져오면 음료를 무료 제공하여 
일상에서 1회용품 줄이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했다. 

또한, 구미시 자원재활용에 관한 
시책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
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교복나눔공

간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
재활용품전시판매장 등을 안내하는 
코너를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
원순환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
개하였다.

□ ‘자원관리도우미’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홍보에 앞장

구미시는 지난 7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 
강화를 위해 자원관리도우미 34
명을 채용하였다. 

이들은 관내 공동주택 200개
소 및 16개 읍면동 원룸·단독주
택 밀집 구역에 배치되어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 시범·선별 작
업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계도·홍보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투명페트 분리배출제도’가 올
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으
로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비교
적 분리배출이 잘 되는 반면, 원

룸·단독주택 밀집 구역은 분리배출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적으로 
분리배출 방법 홍보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4톤을 직접 선별하였고, 올바른 쓰

레기 배출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자원 
순환형 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만들어지기에 올바
르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한 쓰레기 발
생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만들
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미/서주달 기자 

사람과 사람들

▶ 구미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따른 자원순환 선도 “그린시티 만들기” 

장세용 시장 “친환경 도시 조성 위해 다양한 사업,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잠자고 있는 아이스팩을 깨워라!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시행

탈(脫)플라스틱 위한 1회용품 없는 그린(Green)청사 만들기 돌입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도 전개

‘자원관리도우미’ 활용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홍보 앞장서

기독교지도자연합(CLF), ‘월드 컨퍼런스’ 개최… 온라인 생중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로 초

교파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
교지도자연합(CLF)이 전 세계 100
여 개국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목회
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기독교지도자연합(CLF) 뉴욕본
부가 주최하고 CLF 한국지부가 주
관하는 ‘CLF 월드 컨퍼런스’가 15
일(월)부터 19일(금)까지 열린다. 

2017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설립
된 기독교지도자연합(CLF)은 매년 
뉴욕을 비롯해 서울, 홍콩, 프랑크
푸르트, 나이로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모
임을 개최해 왔다.  

코로나19로 외부 행사가 불가능
해진 2020년부터는 컨퍼
런스를 한 해에 두 차례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반향
을 일으켰다. 

특히, 1백여 개국에서 
TV와 라디오, SNS 채널 등으로 목
회자 컨퍼런스가 중계되며 현재까

지 전 세계 82만여 명
의 목회자들이 기독교
지도자연합(CLF)에 함
께 하고 있다.  

이 번  C L F  월
드  컨 퍼 런 스 에 는 
‘RECONNECT(다시 연
결)’를 주제로 주강사 
박옥수 목사의 강연과 
해외 주요교단 지도자
들의 주제 강연을 비롯
해 ‘성공적인 목회’, ‘청
소년 사역’, ‘믿음의 삶’ 
등 목회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
움을 풀어갈 강의 프로그램들이 준
비됐다. 또한, 주강사 프로그램에 

앞서 그라시아스합창단이 특별 찬
양을 한다. 

기 독 교 지 도 자 연 합
(CLF) 총재 박영국 목
사(기쁜소식 뉴욕교
회)는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수많
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으로 다시 일어나 세
상을 새롭게 변화시키
길 바란다”며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
망의 돌파구를 제시해 
줄 ‘CLF 월드 컨퍼런
스’에서 함께 교류하
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CLF 월드 
컨퍼런스의 주강사는 
기쁜소식선교회 설립
자이며 기독교지도자
연합(CL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다. 

국내외에서 활발할 
선교활동을 해 온 박
옥수 목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선교로 전 세
계 기독교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해 두 차례 개최되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가 125개국 661개 
방송사를 통해 중계됐고, 
온라인을 통해 각국 정상, 
교육관계자 및 기독교 지
도자들과 면담했다. 

또한, 한국 목회자 최초
로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

인 ‘CTN’에서 성경강해가 방송되
고 있다. 

한편, 박옥수 목사는 지난 6월에 
이어 10월 미국을 방문, 10여 개 도
시에서 목회자 컨퍼런스와 주요 교
단 목회자 면담을 했고, FOX TV, 
CTN 등 기독교 언론을 비롯한 주
요 언론에서 ‘전 세계 기독교계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로 주목 받았다.  

11월에는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
르, 토고 등 정부 초청으로 아프리
카 4개국을 방문, 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면담했고, 각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 하는 기독교 지도
자 컨퍼런스에서 설교하는 등 활발
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월드 컨퍼런스의 주강
사 프로그램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 두 차
례, 유튜브 채널 ‘CLF KOREA’와 
‘CLF USA’를 통해 생중계되며 한
국어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
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사항
은 공식 홈페이지(https://clf.a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영 기자 

뉴욕본부가 주최, 100여 개국 목회자 오늘부터 5일간 성경 교류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새롭게 해야” 밝혀
주 강사 박옥수 목사, ‘새로운 복음의 역사 만들어가는 목회자’ 

장성군, 단계적 일상회복 맞춰 홍길동 테마파크 ‘대문 활짝’
전남 장성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

상회복 시행에 맞춰 11월부터 홍길
동 테마파크 운영을 재개했다.

황룡면에 위치한 홍길동 테마파크
(홍길동로 431)는 이름 그대로, 허
균의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자 
역사 속 실존인물인 홍길동을 주제
로 꾸며진 공원이다. 장성군은 조선
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들을 참고
해 이곳에 홍길동 생가를 복원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지닌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맑은 숲속 바람과 새소리
가 울려퍼지는 고즈넉한 풍
경, 넓은 광장과 푸른 잔디밭
을 지녀 가족 단위 나들이 장
소로 알맞다.

산채 체험장과 홍길동 전시관 등도 
개방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아이들
에게는 국궁장 활쏘기 체험이 선호도
가 높다.

특히,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
된 데크와 취사동, 세면장 등이 이용 
가능해지면서 캠핑족들의 방문이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캠핑 붐
이 일고 있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야영을 즐기려는 수요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 예약
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
부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현재 사적모

임 허용 인원은 12인까지로, 백신접
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테마
파크 방문 시 반드시 안심콜 전화등
록과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을 해야 

한다. 군은 방역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1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야영장 데크 예약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통합온라
인예약을 이용해야 하며, 관

련 문의는 야영장(061-394-7242)으
로 하면 된다. 홍길동 테마파크의 이
용시간은 9~18시다.

장성/박태지 기자 

야영장, 국궁장 등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켜야
넓은 광장과 푸른 잔디밭 지녀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 적합

(사)한국음악협회 영천시지회, 아름다운 하모니가 쏟아지다
경북 영천시민회관 상주단체 한국

음악협회 영천시지회의 ‘창작오페라 
왕평’이 오는 20일 오후 7시 영천시
민회관 스타홀에서 펼쳐진다. 한국음
악협회 영천시지회는 영천을 대표하
는 순수예술 단체로 작년 2월부터 2
년여 동안 영천시민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지 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
작오페라 왕평’은 영천시민회관이 주
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영천시지회
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
상북도, (재)경북문화재단이 후원하
는 ‘2021년 경상북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년
간 준비한 공연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애환을 달래준 
영천 출신의 예술가 왕평 이응호 선
생의 일대기를 창작 오페라로 그려
낸 공연으로 ‘영천에서 탄생한 최초

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총감독 조경희, 작곡 

박창민, 대본 김하나, 연출 장진규가 
제작하였으며, 지휘자 김형석이 오
케스트라 지휘를 맡아 진행한다. 

왕평 역으로는 테너 차경훈, 나품
심 역으로는 소프라노 주선영, 신애
리수 역으로는 메조소프라노 박소

진, 타케
시  역 으
로 는  바
리 톤  정
래 종 이 

출연한다.
‘왕평 흐노니’는 지역민을 위한 퍼

블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디션
을 통과한 영천시민으로 구성된 왕
평 합창단과 (사)한국음악협회 영천
시지회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
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만이 가
질 수 있는 문화유산 왕평 이응호 선
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오페라 왕
평’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왕평 흐노니’등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
쁘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시민회관 상주단체 ‘창작오페라 왕평’, ‘왕평 흐노니’ 등 공연
영천 대표하는 순수예술 단체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57호 15시사일보
이 시대의 신문고

문화

상록실버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포근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부모, 
내가족 같이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5 유창빌딩  2층              전화번호 : 031-415-2142 

박미경의 아침 이슬

여명   ▲  박미경 시인

△ 약력

-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졸업,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인권상담사
- 순천시보건소 정신건강 전문강사
- 전) 여수MBC 책읽는 라디오ㆍ순천
   KBS1 라디오북카페 출연
- 청암대학교 평생교육원 치매예방
   지도사 주임교수 

가시연꽃 그리운 길목에서

입속에 말을 머금고 있어도
말들은 죽지 않았다

촉촉하게 젖은 입술이 
그리는 눈부신 감촉

여리다 생각하지만 
강렬하며 관능적일지 모른다
 
여성으로 태어나 
씨앗을 품고 

“나는 왜 여자이기만 했을까” 

그동안 무의식으로 봉인된 
얼룩이 낙인으로 
그늘진 운명처럼 흐르고

거울이 텅 빈 내 눈을 응시하며
상념의 밤이 쇠를 녹이는

시時 
뒤편에 숨고 싶은 초라한 맨발

영천시, 영천시립박물관 설립 문체부 타당성 최종 통과

경북 영천시가 영천한의마을 옆에 
박물관을 건립한다. 영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지난 9
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

영천박물관 건립 필수 이행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국․도비 95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박물관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천시립박물관은 화룡동 134번
지 일원 부지에 연면적 2만2,360㎡, 
건축면적 4천419㎡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영상실, 체험
학습실, 수장고 등을 갖춰 건립될 예
정이다.

영천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
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건축 공모․
설계, 시공 등 절차가 끝나는 대로 
2023년 착공해 2025년 박물관 개관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천시는 선사시대부터 현

재까지 지역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박물관 건
립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지난 2021년 7월 문화체
육관광부 사전평가를 신청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 조직, 전
시, 유물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물관 건립 인프라 기반을 체계적
으로 구성하여 영천을 대표하는 박
물관을 건립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
다”고 설명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영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영천박물관 건립이 마침

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
과했다”며, “영천의 문화 랜드마크
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완공 순간까
지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
성 사전평가’는 지자체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이다. 평
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반
기별로 3회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
행하고 있다.

영천/한반식 기자 

총사업비 250억 원 투입, 영천한의마을 옆에 박물관 건립

연면적 2만2,360㎡, 건축면적 4,419㎡ 지하1층, 지상2층 

행자부 지투심사 거친 후 2023년 착공 2025년 개관 예정

하남이성산성문화축제 43일간의 대여정 마무리

하남문화재단은 ‘하남이성산성문화
축제’가 43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막을 내렸다고 14
일 밝혔다. 하남이성산성문화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9월 25일
부터 11월 6일까지 하남시 전지역(미
사, 위례, 덕풍동, 신장동)에서 대면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
가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됐지만, 하남
이성산성문화축제는 연초부터 최악
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감안해 프로
그램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 주목을 
받았다. 실제 전체적으로 약 6주간의 
축제기간 중 5주간이 사회적 거리두
기 4단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
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하남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외부 관람객 유
치를 위해 전체 프로그램을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해 성과를 높였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전국민이성
산성쌓기는 하남시 작가 20여 명과 
전국민 1000여 명이 참여해 과거의 
하남이성산성을 기억하고, 미래로 
뻗어 나가는 하남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를 완성했다.

축제 관련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
도 8일 현재 지난해 누적조회수 5만
여회를 뛰어 넘어 5만 700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각각의 이벤트 발표 
예정일인 11월 19일에는 6만회 조회
수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부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
복을 선언함에 따라, 6일 열린 폐막
식 축하행사는 수많은 관객의 참여 
속에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축제기간 43
일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
하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도록 지혜롭게 함께해 주신 시민들
께 감사드린다”며 “이성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성, 예술성, 공동체성의 의
미를 담고 31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과거 선조들이 성 안팎에서 함께 더
불어 살아간 공동체성을 이어 나가
겠다”고 말했다.

하남/최승곤 기자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성공적 진행 ‘주목’
전국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성과 높여

포천문화재단, 가족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재단법인 포천문화재단은 오는 27
일 오후 2시, 오후 4시 2회에 걸쳐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온 가
족 이  즐 길 
수 있는 웰
메이드 어린
이  뮤 지 컬 
‘목 짧은 기
린 지피’를 개최한다.

‘목 짧은 기린 지피’는 목이 짧아 
놀림당하는 기린 지피가 비슷한 처
지의 호피 무늬 얼룩말 통가를 만나
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그

린 어린이 뮤지컬로, 다양성을 인정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인 고정욱 작가가 참여하고 사
단법인 하늘에가 연출하는 이번 뮤
지컬은 지난 2012년 초연 이후 현재
까지 누적 관객 13만 명 이상을 달
성한 웰메이드 어린이 뮤지컬로, 탁
월한 구성과 배우들의 살아있는 연
기, 신나는 춤과 노래로 예술성, 대
중성,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다.

포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던 아이들에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을 준비했다.”라며 “배우들이 부르
는 노래와 춤, 화려한 의상과 탄탄한 
구성으로 문화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단의 출범기념 시민문화
향유 프로그램 ‘포·抱·FOR’의 세 번

째  기 획 인 
‘목 짧은 기
린 지피’는 
3 6 개 월  이
상 이 면  관

람이 가능하다. 400석 선착순 예약
을 진행하며, 예약은 포천문화재단 
문화관광사업팀(☎031-535-3614, 
3682, 36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초천/김승곤 기자 

기린 지피와 비슷한 처지 얼룩말 호피 이야기 다뤄
다양성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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