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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삿군의 표창을 추천합니다
글번호 44513 작성일 2016.06.13 15:07 조회 1728

군수님,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만 영양과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그곳에서 3선국회의원을 하셨으며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창해 박종길선생)
그리고 가난했던 날 영양중학교에 1년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창으로 농협조합장을 했던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영양 청기면 토곡리에서 14년째 묵묵히 농사를 짓는 처남을 보기위해 
갔습니다.
도시생활에 실패하여서 죽어도 고향쪽에 일을 한번해보다 죽자면서 이 시골에와서 농사를 지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의 처남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성실하고 근면해서 표창을 추천합니다.
이 사례는 정말 젊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것이고 도시의 청년들이 영양으로 모여서
활기찬 영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니 차안에는 모두 노인들뿐이었습니다.
영양은 사실 성공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푸른 영양이 되어야겠지요.
이 아래 글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며 마침 군수님께 바로 올리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영양군의 영광과 발전을 빕니다.

*********************
저는 원래 서울에 살며 현재는 포항에 서 삽니다.
일전 청기면 토곡리에 있는 처남의 집에 갔습니다.
적수공권으로 농업에 성공한 처남을 군수님께서 치하하여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농민들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이 처남은 저의 손아래 처남으로 14년전 부산과 서울등지에서 도시생활을 하다가 빈손으로 청기면 토곡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갔을때는 잠잘 자리도 없고
당장 먹을것이 없을정도로 어려웠는데 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잠잘곳을 구하고 먹을것은 이집저집다니면서 일해주면서 생활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자
신의 땅을 사고 집터를 사서 새집도 지었습니다.
도시에 있던 아내를 찾아서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부농이 되어있었습니다.
반듯한 농촌주택이 두채나 되고 만여평의 고추농사와 과수원, 소 10마리,돼지 50여마리를 키우고 닭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화물차와 트랙터가 있고 어
느하나 부러울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을 소중히여겨 은행빚도 없으며 마을에서는 성공한 농민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은 많겠습니다만 이 처남은 젊은날 말썽만 부렸고 도시에서 술집경영과 건축공사장의 인부로 일을 하다가 어느날 인생의 마지막 결
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시골로 가자, 죽기아니면 살기로 각오를 다져서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다면 밥은 먹고 살지않겠나?하는 마음으로 영양 청기면 토곡리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도회지에서 헤메는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의 성공사례를 보아야 합니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양으로 만들면 어떨까하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과거 영양중학교에 1년을 다녔습니다(외삼촌:박종길,영양에서 3선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상은 비록 종이 한장에 불과할수도 있으나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농군들을 뽑아서 군수님께서 직접 표창을 하시기를 건의 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영양고추의 광고를 보면서 브랜드하나로 성공한 지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군수님과 직원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유희걸로 현재 청기면 토곡리에 살고 있습니다, 영양시내에서 차를 타니까 30분이 걸리더군요)
저의 메일주소:kimyoonk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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