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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실명인증글쓰기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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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영양의 인구가 2만도 되지 않는 현재 서로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글이 자유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네요.
뭐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람들은 군정을 위해 쓴소리를 하면 않되나요? 또 그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빨갱이라는둥 비뚤어진 사람이라는둥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요?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의 이야기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방 할수 있을까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이용한 사람들의 나쁜 짓을 왜 이 살기 좋은 영양에서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지....
영양군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중 하나는 "좋은게 좋은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가 적다보니 한집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니 그럴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살다보면 잘 한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한것만 내세우고 잘못된것은 잘 된것이 있으니까 무마되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반성이 필요하겠지요...그 반성을 통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더 나은 우리 영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하는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요?
어느 매체애서는 2040년에는 영양이 없어질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영양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헐뜯고 싸울 시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 나간다면 작아져만 가는 영양을 다시 부흥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중시되는 영양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에서는 다른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어쩔수 없지않느냐? 여건이 이런데..."라는 말로법을 어깁니
다.(불법 주차, 음주시 흡연문화등)
또한 청년 실업 문제는 거의 복구불능상태라고 봅니다. 일이 없어 일용직 또는 백수처럼 지내는 20~40대 인구가 영양에 꽤 됩니다. 군수님과 군청에서는 이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매체에서 떠들듯이 영양은 곧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문제입니다. 영양군청에서는 문화교류라는 이유를 들어 영양관내 학생들을 다른나라로 연수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문화교
류 연수에 막대한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면서까지 문화교류를 해야하는지? 또 다른 나라의 어느 지역과 교류를 한다면 그렇게 연수를 가는 아이들의 선발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녀와서
는 아이들의 학습뿐아니라 넓은 사고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군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회성 또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영양에 이런 문제들 말고도 해결해야될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이 진정 어른들의 모습이라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여러 영양의 문제점들은 기본이 중시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불편함이 없는데...제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은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며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발전이 없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양은 변화해야 합니다. 또 그 변화속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영양을 우리가 지킬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적다보니 제목과 상반되게 많은 문장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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