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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022년 주식회사 이프포레스트 언론사업국이 정보공개한 영양군 산림사업중 보조사업내역 및 설계.시공내역에 대하여 두번에 거친 청구에도 불구
하고도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영양군 산림보조사업중 풀베기 사업만 연 3~40억에 이른다.
영양군은 위사업의 설계를 일정 사업자 한군데에 전부 설계를 주어 특혜를 준것이 아닌가 의심이 일고 있고 이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내역에 대한 특혜의혹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설계 및 시공감리내역을 밝혀야 할것이다.

본사 언론사업국이 2022년 6월9일에 청구한 제942538호에 대한 위내용에 대하여 두번이나 원론적 답변만 일관하고 있어 무슨 꿍꿍인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영양 모사업장에 2018년부터 식재된 특수약용수(산림청 지정 산림생명소재화 산림사업)지 전체 사업지중 풀베기 사업으로 식재된 약용수 47%가 풀베기 사
업중에 1-2(모판에서 1년 노지판장에서 2년) 또는 1-3 (모판에서 1년 노지판장에서 3년) 식재목을 하단 10~17cm의 하단부 남겨두고 모두 베어 버려 5년차 
또는 6년차 약용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하여 위 정보공개를 청구 하여 그 사실을 산림사업자는 물론 영양군민에게 알리려 했으나 영양군이 한달여의 반복된 정
보공개 답변으로 사실관계를 담당사업자와 군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양군수와 담당계는 소실 훼손된 5년차 또는 6년차 약용수 문제에 대하여 한심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양군수와 담당계는 내년도 1-1(모판에서 1년 노지판장1년)을 다시 재식재하여 준다는 황당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양군으로 귀촌하는 수십명의 약용수 식재 사업자가 내년부터 소득창출을 해야 하나 내년도 다시 심어 6년을 기다려 다시 소득활동을 하라는 어이없는 영양
군수와 담당계의 답에 위 산림사업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양으로 귀촌하기 위해 준비한 5년의 세월이 무산되고 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퇴임자 또는 퇴임을 앞둔자들로 정년후 위사업으로 소득 창출을 할려고 했는데 이를 영양군 산림사업중 풀베기로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 한 
일이다.
이에 대한 영양군수와 영양군은 사업자들의 11년의 허송세월을 하게 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영양군수와 영양군 산림과는 대응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것
이다. 영양군청(https://www.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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