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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청송사랑화폐와
‘애민

(愛民)

정신’

과거에도 천재지변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전염병이 돌아 국가가 심각
한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전염병이 돌았던
해는 320년에 이른다. 무려 1,455건의 전염병이 발생했으며, 천 만 명 이상이 목
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보다 사회 시스템이나 의료기술이 뒤떨어져 많은 생명이 희생당했지만 지도
자들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조선 시대 손꼽히는 성군인 세종대왕은 백성의 아픔을 함께하며 위기를 이겨내려
는 방법을 찾아 몸소 실천했다. 애민정신이 세종이 구현한 정책의 바탕이었던 것
이다. 세종 재위 기간에도 심각한 흉년이 있었다. 그때마다 세종은 기근에 시달리

윤경희 청송군수

는 백성을 위해 구휼미를 재량껏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유랑
민을 구제하고자 작황이 좋은 지역에는 진제소(賑濟所)를 설치하는 등 구휼체계를
갖추었다.
다산 정약용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목민관(牧民官)이 해야 할 역할을 탐구했다.
그가 쓴 <목민심서> 애민 편에는 재난이 닥쳤을 때 백성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지를 다룬 ‘구재(救
災)’ 방법이 정리돼있다. 어떠한 일이든 정성스럽고 믿음직하게 처리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려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피폐해진 삶을 구제하는 것을 목민관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 동안 ‘대재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르
기 때문에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K방역’ 모범국가라는 칭송을 듣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심각해지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청송사랑화폐’는 이러한 국가 위기 속에서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
해 탄생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송사랑화폐는 지역경제 회생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사
랑을 받고 있다. 자화자찬 같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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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할 때면 각 금융기관마다 이를 사려는 군민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구입하지 못한
군민들의 추가 발행 민원도 적지 않다.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식당, 재래시장 등 청송관내 모든 업
소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를 평소에는 5%, 명절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
기 때문이다. 청송지역에서는 한국은행권과 같은 청송사랑화폐를 할인 금액으로 살수 있다는 데야 군
민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업주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이 없다. 청송사랑화폐를 받아도 금융기관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전 가능
하고, 또 그 화폐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손님도 청송사랑화폐로 결재
하고 업주도 이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 및 경북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생계자금, 농민수당, 농산
물택배비 등 각종 정책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명절과는 별개
로 3,4월과 7월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섰다.

일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국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삶을 챙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절감해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
라는 생각이다.
청송군의 재정 역시 건전하고 튼튼하다.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분석
한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
브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최근 청송사랑화폐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내년 화폐제작비용 1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으로 정부가 청송사랑화폐의 효
용성을 인정한 결과다.
청송군은 이에 따라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 중 10% 특별 할인
판매액을 18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송사랑화폐의 특별 할인판매 규모를 크게 늘림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Cheong song story ┃ 5

특집Ⅰ 청송의 가을정원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
청송, 단풍과 꽃으로 곱게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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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 그리고 庭園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첫손 꼽히는 가을 여행지, 청송.
청송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정성스런 손길을 더해
꽃정원과 꽃길을 가꾸었다.
청송의 가을은 오색찬란한 단풍과 만발한 꽃들의 향연이다.

Cheong song story ┃ 7

천혜의 자연경관에 꽃 정원과 꽃길 더해 첫손 꼽히는 가을여행지
청송의 가을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청송사과가 빨갛게 익어갈 무렵이면 청송의 온 들녘은 붉게 또 황
금빛으로 타오른다. 그 찬란한 풍경은 농부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다. 붉음(사과)과 황금빛(벼)의 향연
이 들녘에서 펼쳐지는 동안 청송의 산들은 ‘색채의 마술사’ 단풍으로 물들어 간다.

올 가을부터는 여기에 ‘울긋불긋 꽃 대궐’이 보태졌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自然)의 아름다움만으로
도 첫손 꼽히는 가을 여행지, 청송에 사람들의 정성스런 손길로 꽃 정원과 꽃길이 가꿔진 것이다. 국내
최대 백일홍 화원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비롯해 주왕산관광단지 정원, 진보 객주정
원, 청송읍~진보 코스모스길 등이다.

소정원은 황화코스모스의 황금빛 물결
연간 관광객 5백만 명을 자랑하는 청송군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야심차게 벌여온 국내 최대 백일홍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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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정원’에는 자태 고운 꽃들이 만발하다. 청송정원 소정원은 활짝 핀 황화코스모스의 황
금빛 물결이 오묘한 색채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 대형 자연석이 관광객 맞아
파천면 신기리 용전천변 길이 1.5km, 연면적 24만㎡의 생태공원에 조성된 백일홍단지는 무려 13만
3천㎡(4만1천평)에 이른다.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는 정원’을 표방한 산소카페 청송정원 조
성에는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9월 말 취재진이 현지를 찾았을 때는 데크전망대와 ‘천국의 계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원
입구에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새겨진 대형 자연석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안내센터와 부대시설(전시·판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Cheong song story ┃ 9

드넓은 청송정원 곳곳에는 사과조형물 벤치가 놓여 있다. ‘산소카페’라는 대형 글자
조형물은 탐방객들이 앉아서 기념 촬영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로 만들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엿보게 한다. 작은 운동장만한 중앙광장 둘레에는 많은 벤치들이 놓였고, 작은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도 마련됐다.

13만㎡ 백일홍 화원엔 10월 말부터 청보리 식재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백일홍 화원은 백일홍의 빈자리를 청보리의 푸른 물결이 대신하게 된다.
10월 25일 청보리를 식재해 늦가을과 겨울 동안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보리의 바다를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청송영양축협이 심고 가꿔 다 자라면 사료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산소카페 청송정원 소정원은 널찍한 산책로를 따라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짙은 황금색에
서 빨강, 보라, 분홍, 주황, 자주 그리고 흰색의 광대한 코스모스 화원은 가을을 뽐내기라도 하듯 온갖 색채의
향연을 펼치고 있다.

황화코스모스의 몽환적 아름다움에 뒤덮인 주왕산관광단지
주왕산 단풍은 가을 여행지로 청송을 첫손 꼽게 만들었다. 그 주왕산 아래 주왕산관광단지는 지금 황화코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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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몽환적인 아름다움에 뒤덮여 있다. 일반 코스모스보다 생육이 튼튼하고, 바람에도 강한 황화코스모스는 다양한
색채로 주왕산관광단지 1만3천여㎡의 드넓은 정원을 화폭삼아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고 있다.

황화코스모스는 또 주왕산관광단지에서 청송군농업기술센터까지 왕복 6km의 도로변과 청송읍~진보면소재지 도로
를 가을의 정취 가득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올가을 주왕산 단풍을 구경하러오는 관광객들은 덤으로 주왕산관
광단지를 포함해 주왕산에 이르는 길들에서 황화코스모스의 몽환적 아름다움에 취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지난 7
월 말 식재된 황화코스모스는 추석을 전후해 만개했고, 약 50일 동안 개화된다.

비봉산 아래 진보 객주문학마을 정원에도 가득한 황금빛 물결
진보면 진안리 비봉산 아래 객주문학마을은 청송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다. 청송이 낳은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巨
木) 김주영 작가의 대표작 ‘객주’를 비롯한 작가의 문학세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이 된 객주문학관과 객주문학마을은 청송군립야송미술관과 더불어 청송의 새로운 관
광자원이 되고 있다.

‘소설가의 집’을 비롯해 객주식당과 북카페, 민박집, 공방 등을 갖춰 조
선시대 ‘객주’의 무대로 꾸민 객주문학마을을 더욱 빛내는 것은 5천7
백㎡의 객주정원을 가득 메운 금빛 찬란한 황화코스모스다. 조선시
대 한복판을 지나는 느낌으로 객주문
학마을을 거닐다가 객주정원
을 한 바퀴 돌면 도시생
활에서 찌든 피로가
어느새 달아나고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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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사과나무, 행복 걸렸네

청송사과, 미래 고객과 더불어
‘백년대계’를 꿈꾸다
百年大計

황금사과로 새로운 수요 창출, 대도시 매장 ‘황금진’ 확보 경쟁 치열
코로나19 사태는 끝내 올해 청송사과축제를 취소시키고 말았다.
해마다 청송사과축제와 다채로운 서울·수도권의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던 청송군과 사과재배농민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청송사과, 최고’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쏟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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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면 청송… ‘황금진’ 브랜드 고급화 전략 주효
청송군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신규 시장 공략을 위해 황금사과로 불리는 ‘시나노골드’ 품종을 집중 육성하
고 있다. ‘황금진’이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 황금사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구축에 나
섰다. 황금사과는 사과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높은 품종으로 청송사과의 미래
고객이 되어줄 젊은 세대와 함께 ‘백년대계’를 꿈꾸고 있다.

황금사과를 선도적으로 육성·취급하고 있는 청송현서농협(조합장 김해환) 측은 “같은 황금사과라도 타지
역산에 비해 우리 것이 품질도 우수하고, 사과하면 청송이라는 이미지와 ‘황금진’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져 이미 대도시 매장들에서는 청송산 황금사과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능금농협 청송경제사업장(장장 김호태)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등 4개 지점에 처음으로 황금사과를 출시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청송사과축제 취소됐지만 댜양한 홍보, 판촉 전략 펼쳐
청송군은 또 청송사과 홍보에 박차를 가해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과 스폰서십을 체결해
청송사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의 대형 매장이나 ‘오픈 마
켓’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치러진 프로야구 한국시
리즈 개막전에서 ‘2019 한국시리즈 청송황금사과의 유혹’이란
주제로 서울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황금사과를 포함해 청송사과
3만 개를 나눠줘 맛보게 한 청송사과 홍보 이벤트는 기발한 아
이디어라는 평가와 함께 최고의 맛으로 시민들과 매스컴의 찬
사를 받았다.

더욱이 한국시리즈를 주관하는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이러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에 함께 한 청송사과(사진 위)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청송사과 홍보 행사.

한 청송군과 사과재배농민들의 노력과 열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경기장 내 메인 전광판에 ‘산소카페 청송군’과 황금사과(황금
진), 청송사과축제 홍보 메시지를 관중들에게 연속 노출시켜 청
송사과와 청송지역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일 매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 서초구의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사과 홍보 판촉 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농협유통 이수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청송사과 상설 판매를 제안함에 따라 올해 1월
부터 양재점에 청송사과 전용 냉장 판매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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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유통센터 설립 등 유통운영체계 변경으로 큰 성과
하나로클럽 양재점 과일부에 따르면 고정 판매대를 보유한 지역 농산물은 전국을 통틀어 몇 종류
밖에 안 된다. ‘전국 최대 매장에서 최고의 청송사과 상시 판매’라는 서로의 명성에 걸맞은 성과를 내
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송군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부실 공기업인 청송사과유
통공사를 정리하고 유통센터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운영체계 변경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주
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통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에도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현재 위탁 운
영자인 ‘영농조합법인 송원APC’를 농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게 하는 등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청송사과유통센터로 바뀐 뒤 현동APC는 기존의 APC 기능은 유지하고, 주왕산APC에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판
장을 개설해 처리물량 확대, 농가 판로 다변화, 물류비 절감 등 지역 사과재배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이로써 청송군은 전국적 사과 생산 과잉 시대를 대비해 산지 유통 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한 발
판을 마련했다.

기존에 2018년 산 만생종 사과 3천65톤을 수매(매취 922톤, 공선 846톤, 일반수탁 1천297톤)해 군 전체 생산량
의 5%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던 것을 청송사과유통센터로 변경한 후 2019년산 만생종 사과의 경우 현동APC가
4,300톤, 청송군 농산물 공판장이 1,900톤을 취급해 청송군 전체 생산량 60,929톤의 10%에 이르는 물량을 소화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부터 청송사과의 품질을 청송군수가 보증하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제’를 시행해 소비자들
이 청송사과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에 도움… 북한에 ‘청송사과원’ 큰꿈
청송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가운데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농산
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다. 사과를 APC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소비자와
직거래하면 최소 50% 이상의 추가소득이 생긴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4
월부터 청송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
다.
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사업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0억 원의 예산
을 책정하고 현금 대신 지역화
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하고 있다.

14 ┃ Autumn 2020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
과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
편으로 인근 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윤경희 군수는 “남들이 해놓은 것을 그저 따라 하기보
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영논리를 접목한 정책만이 청
송사과를 최고의 브랜드로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
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청송군은 또 올해부터 농가부담을 줄이고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와 종류를 확대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송군은 또 다른 큰 꿈을 꾸고 있다. 바로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이다. 윤 군수는 “지금까지 축적된 사과 재배기술
을 북한으로 이전해 청송사과원을 조성한다면 ‘통일사과’,
또는 ‘평화사과’라는 브랜드와 ‘국민사과’라는 이미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 상
승은 물론 사과 소비와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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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청송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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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신선들은 가을만 되면 온갖 조화를 부린다.
인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온갖 ‘선계(仙界)의 물감’을
청송의 산과 들녘에 흩뿌려 놓는다.
조화도 이런 조화가 있을까?
인간은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놓는다.
도대체 어찌 할 방도가 없다.
청송의 가을이 농익어간다.
사람은 그저 취할 뿐이다.

Cheong song story ┃ 17

인터뷰 만해문예대상 수상 김주영 작가

“이익을 좇아 흔들리는
삶 살았지만
이제 만해처럼
줏대 있게 살고 싶다

만해 문예대상 받은 청송 출신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 김주영 작가

”

여든이 넘은 작가는 한없이 겸손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의
(正義)와는 상관없이 재정적 이익 같은 세속적 이해타산에 따라 움
직였고, 올곧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많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문예부문 만
해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는 만해 선생님처럼 ‘줏대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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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의 사상과 문학정신이

보부상 등 하층민의 애환 담은 소설 ‘객주’로 만해대상 수상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지난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

21세기 한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면?

서 열린 2020 만해축전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이 낳은 한

“요즘 사람들은 줏대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

국문학의 거목(巨木), 김주영 작가가 문예부문 대상을 받았다. 작가의

다.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政派)적 삶에 치우쳐 있는 것

대표작 ‘객주(客主)’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에 잘 부합

이 보통이다. 나 자신도 어떤 사안에 부딪치면 세속적

하는 장편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익에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움직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객관적 삶, 성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만해대상 수상을 축하하고, 고향의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작

생각을 많이 했다.”

가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작가는 새 장편소설

상금 가운데 1천만 원을

을 쓰기 위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로 수상 소감과

청송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장학금 기탁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의

“나 자신이 학창시절 불우하게 지냈다. 학비가 없어 방

중저음 목소리는 차분해서 듣기에 좋았다.

황했고, 휴학도 했다. 요즘은 그때보다는 풍족한 시대
지만 그래도 사회의 그늘에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다.

‘생명과 공존’이라는 올해 만해축전 주제와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라면형제’ 사건을 보고 가슴이

선생의 작품세계가 부합하는 측면은?

많이 아팠다. 나도 결손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런 아이들

“소설 ‘객주’가 보부상이라는 하층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겪는 애환

은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런

을 우리말의 맛깔스러움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보부

처지에 있는 고향의 학생들을 감싸주고 싶었는데, 많은

상뿐 아니라 장사꾼들과 주막집 사람 등 조선 후기 하층민의 생활과 애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을 잘 조합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만해 선생의 사상과 문학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받은 것 같다. 수상소감에서도 밝혔지만 만해선생은

청송의 명소가 된 객주문학관의 변화 모색이나

굉장히 강직한 분으로 입체적 삶을 살았다. 결혼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운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세속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승려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고, ‘님의 침묵’

“객주문학관의 콘텐츠는 괜찮다고 본다. 다만 전시관

같은 훌륭한 시를 쓴 작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 ‘객주’에 나오

의 흰색으로만 된 모형에 색깔을 입히고, 전시·영상물

는 인물들도 이처럼 입체적인 삶을 살았다.”

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야외 공
간에 나무를 더욱 많이 심어 객주문학관을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주영 작가는 81세의 고령에도 작품의 구상과 집필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장편소설을 쓰기
위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선생은 집필이 순조롭냐
는 질문에 “꽉 막혀 애를 먹고 있다!”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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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따라 유유자적 걷는 길’ 선정된 녹색길 3코스

‘흰 바위의 여울’ 품은 몽환적 아름다움의 길
한국관광공사의 ‘계곡을 따라 유유자적 걷는 길’ 선정된 녹색길 3코스

신성계곡 녹색길 3코스(지소리~목은재휴게소 4.7km)가 한국관광공사의 '한적한 계곡을 따라 유유자적
(悠悠自適) 걷는 길'이라는 테마의 걷기 좋은 길 5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녹색길 3코스는 강원도 화천 비수구미생태길, 인제 둔가리 약수숲길, 충남 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 수통
골코스, 경남 거창 감악산 물맞이길 1코스 등과 함께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걷기 좋은 길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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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이 되고 싶었던 다섯 선비가 유유자적 걸었던 길
‘한적한 계곡을 따라 유유자적 걷는 길’이라는 테마가 딱 들어맞는 신성계곡 녹색길, 그 가운데서도 3
코스는 ‘알프스 미니어처’, ‘신들의 공깃돌 놀이’ 등 재미있는 별명이 붙은 절경의 백석탄을 품은 아름
다운 길이다. 계곡을 따라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건너편 산 능선과 하늘을 바라보며 말 그대로 유유
자적 걷는 길이다.

녹색길은 옛날 옛적 신선이 되고 싶었던 다섯 선비가 주유(周遊)하던 길이다. 조선시대 신성계곡 방호
정(方壺亭)을 지은 조준도와 그의 둘째 형 그리고 세 친구가 그들로, 서로를 신선이라 부르며 ‘오선동
(五仙洞)의 전설’을 낳았다. 권세와 명리(名利)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골짜기로 모여든 이들은 은둔
의 삶을 유유자적 했다.

자암, 백석탄 등 절경으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인증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계곡의 물처럼 흘러간 지금, 그 길은 감입곡류(嵌入曲流)와 공룡 발자국,
자암(紫巖), 백석탄 등으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다섯 신선이 걷던 그 길이 이제 녹색길이라
는 이름으로 백팩커(backpacker)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녹색길의 3개 구간은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빼어난 경치와 보석 같은 지질자원으로 아름답지만 마지
막 3코스는 수정 같이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있는 계곡의 기암괴석들을 바라보며 산비탈을 걷는 환상의
길이다. 산비탈 길은 걷기에 힘들지 않고, 참나무와 밤나무, 느티나무들이 늘어서 나그네를 맞아주는,
가슴 설레는 길이다.

3코스의 백미인 흰 바위의 여울, 백석탄(白石灘)은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그 아름다움에 도도한 시흥
(詩興)을 이기지 못했던 곳이다.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洗心臺’(세심대), 고기를 낚는다는 ‘釣魚
臺’(조어대), 갓끈을 씻는다는 ‘濯纓臺’(탁영대)와 사람의 이름을 새긴 글발들이 뚜렷하게 또는 흐릿하
게 바위 곳곳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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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청송우리음식연구회

청송만의 특화된 맛! 우리가 개발한다!
청송우리음식연구회, 사과, 산채 등 활용해 다양한 요리 선보여

“신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보냈고, 악마는 요리사를 보냈다.”
톨스토이가 음식과 관련해 남긴 명언이다. 맛있는 요리는 인간의 자제력을 잃게 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맛있는 요리가 주는 즐거움은 치명적이다.
청송에서도 ‘악마 요리사’를 꿈꾸며 맛있는 요리로 가족과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려는 모임이 20년 째 이어져 오
고 있다. 청송우리음식연구회(회장 · 박희정)가 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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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별 다양한 요리실습교육 개최 ... 사과축제 때 전시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청송에서 나고 자란 각종 농산물에 다양
한 소스와 양념을 입히고 ‘시골 아낙네의 손맛’을 더해 다양한 요
리를 주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들의 ‘작품’이 화룡점정을 찍는 때는 청송사과축제다. 회원
50명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그들만의 특화된 요리 50여 점을 축
제 때 전시한다. 매년 축제를 앞두고 청송특산물인 사과와 각종
산채 등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8월 복숭아와 자두를 이용한 요
리개발 실습을 한번 개최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계절마다 다양한 요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한 차례씩 전국의 유명 맛 집을 찾아다니며 시식도 하
고 맛 집의 요리비결을 배우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유명 맛집
의 식사비용은 회원 각자가 부담할 정도로 ‘요리 삼매경’에 빠져
있다. 요리교육 강사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와 박희정 회장이
교육과정에 맞춰 섭외한다.

지난해 산채, 여름김치, 사과활용 요리 등 집중 교육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해 4월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에 걸쳐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위한 산
나물 요리교육’을 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2층 실습장에서 개최했다. 신아가 대구가톨릭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
선 이 교육에는 회원 30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산나물연근전, 산나물 찹쌀탕수육, 산나물 들깨칼국수, 유자소
스 두부견과류 강정, 산나물 우엉밥, 코다리 산나물조림, 산나물 옹심이 등 다양한 산채요리를 선보였다.
5월9일에는 쌈배추 물김치, 얼갈이열무 잘박이 김치 등 여름별미김치 6종을 배우는 계절음식 특강을 열어 회원
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북권 우리음식연구회 간 교류도 활발하다.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해 5월16일 경북 시 · 군 우리음식연구
회 회장단 30명과 청송 회원 20명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식품개발 홍보 · 교육행사를 열었다. 이 행
사에서 조은미 푸드아트아카데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과청, 자두청 곤약젤리 만들기 실습 및 품평회를 가졌다.
청송우리음식연구회가 만든 사과청 곤약젤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송사과축제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의 큰 잔치다. 사과를 활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
와 손맛을 가미해 전혀 새로운 사과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매년 사과축
제가 열리기 전 사과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heong song story ┃ 23

지난해에는 10월1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4회에 걸쳐 신아가 교수와 조은미 대표를 강사
로 모셔 ‘지역 농·특산물(사과)을 활용한 가을요리 만들기’ 실습교육을 가졌다. 이 교육에서 회원들은
사과졸임 오픈샌드위치, 사과파이, 사과보리빵, 사과스테이크, 사과설기, 라이스페이퍼 사과쌈말이,
삼색연근쌀가루전, 사과떡갈비, 사과청 곤약젤리 등 사과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배워
사과축제에 각자의 요리를 전시했다.
이밖에 회원 33명은 지난해 3월7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전통한정식 ‘비원’을 찾아 전통한정식을 맛
보고 비원 대표로부터 각종 장류와 소스 등을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청송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단 한 가지라도 개발하고파”
청송우리음식연구회는 회원 가입이 쉽지 않다. 회원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원이나 참여가 저조한 회원이 탈
퇴하는 경우에만 신입회원을 받고 있다. 현재도 회원 가입을 신청한 주민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최근
3년 새 회원들의 교육 참여율이 부쩍 높아졌다. 박희정 회장이 취임하고부터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를 걸어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박희정 회장은 “청송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관광객이 와서 즐겨 먹거나 사갈 수 있는 음식을 단 한 가
지라도 개발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욕심”이라고 말했다.

청송 우리음식연구회 박희정 회장이 취임하고부터 최근 3년새 회원들의 교육참여율이 부쩍 높아졌다. (사진 왼쪽)
청송의 복숭아를 활용한 복숭아 크랩샌드위치와 복숭아 월남쌈.(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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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국비 지원

‘청송사랑화폐’ 제작비 국비 12억 원 지원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영광도
청송군이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의 제작비용 12억 원을 국비로 지원

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받았다. 이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으로, 정부가 청송사랑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

할인 혜택(평상 시 5%, 명절 등 10%)이 커서 화폐를 구매한 군민들로부

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

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특· 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 자치단체의 재정현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송사랑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

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 효율

할을 하고 있는 점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150억 원 규모

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

의 화폐 제작비용 1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
도이다.

내년 250억 원 규모 발행 ... 180억 원 10% 특별 할인판매 계획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이 전년대비

이에 따라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0.5% 증가한 3.77%로 유형 평균 3.39%보다 높았으

을 위해 2021년도 ‘청송사랑화폐’를 총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

며 , 지 방 세 징 수 율 도 전 년 대 비 2.12% 증 가 한

며, 이 중 10% 특별 할인판매로 180억 원 어치(국비제작 150억 원)를

97.08%로 유형평균 95.98%보다 높아 재정 효율성

유통할 방침이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내년도 10% 특별 할인판매 규모를 18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함에 따라

또한 통합 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군민들의 소비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 감소했으며,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
서 0%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 분야도 우수한 것으로 평

한편 청송군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

가 받았다.

Cheong song story ┃ 25

청송의 서원 병암서원

‘임금이 이름 지어 내린’
사액서원으로 이름 높아
賜額

栗谷

沙溪

屛巖書院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 선생 위패 모신 부남면 병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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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산(梅峰山) 기슭 높직하게 자리 잡은 병암서원은 송학서원과 더불어
조선시대 청송도호부에 있던 2개의 서원 가운데
사액서원(賜額書院 : 임금이 서원의 이름을 지어 편액을 내린 곳)으로 이름 높다.
율곡(栗谷) 이이 선생과 사계(沙溪) 김장생(1548~1631)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서원에서 바라본 병풍바위와 노부천은 한 폭의 산수화
그곳에 서면 병풍처럼 펼쳐진 거대한 바위, 병암(屛巖)과 그 병풍바위를 만들
어 낸, 구불구불 흐르는 노부천 그리고 크고 낮은 산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
앞에 전개된다.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병암서원(屛巖書院)이다. 전국의 수많은
서원들이 저마다 풍수지리의 명당(明堂)을 차지하고 있지만 풍경의 아름다움
만큼은 병암서원을 따라올 곳이 없을 듯하다.

율곡과 사계 선생이 병암 다녀간 것 기려 세운 서원
율곡 선생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고, 사계 선생은 본관이 광
산(光山)으로 20세에 율곡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안성군수와 형조참판을 지낸
문신이자 학자로 이름 높은 선비였다. 스승과 제자인 율곡과 사계가 청송에 와
서 이곳 병암을 다녀간 것을 기념해 1702년(숙종 28년) 청송 유림과 청송도
호부사 이문징이 병암서원을 창건했다.

당시 청송에서 활동한 선비로 학문이 깊었던 정덕조(鄭德祚)가 찰방(察訪)을
지낸 심흘(沈釳), 조시민(趙時玟), 조시형(趙時珩) 등과 함께 서원 건립에 주도
적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병암서원은 청송도호부에 건립된 대표적인 노론
계(老論系) 서원이었다. 이런 정덕조의 활약으로 청송지역에 노론의 학풍이 형
성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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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암서원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을 피해가지 못하고 1871년 훼철(毁撤)되는 운명을 맞
았다가 1874년 복원된다. 복원된 이후 지역 유림들의 의논에 따라 청운(靑雲)마을에 옮겨지었다가 다시 금곡
2리, 홍원리 등으로 여러 차례 옮겨 다니다 1981년 마침내 ‘금계포란’(金鷄抱卵)의 명당인 본래 자리로 돌아
왔다.

본래 자리에 서원 복원 바랐던 주민 숙원 이뤄져
병암서원 정상열 원장(86)은 “서원이 창건된 자리인 구천리로 되돌아오기까지 주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큰 역
할을 했다. 주민들은 지역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서원을 되찾기 위해 당시 구천리 1백여 가구 가운데 70여
가구가 성금을 냈고, 부지를 헌납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3백여 년 전 서원 창건 당시 마당에 세워졌던 비석(栗谷 李先生 沙溪 金先生 書院
遺墟碑)이 서원 철폐 이후 부러진 채 방치된 것을 마을 주민들이 ‘언젠가는 서원이
다시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소중히 보관했다가 마침내 서원이 이곳에 다시
지어지자 사당 옆에 갖다 세우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다.
병암서원의 유림회원은 60명가량으로 경주 정씨를 비롯해 청송 심씨, 함안 조씨,
아산 장씨, 분성 김씨, 평해 황씨, 남양 홍씨, 경주 김씨, 순흥 안씨, 경주 손씨, 평산
신씨, 벽진 이씨 등 몇 백 년에 걸쳐 청송지역에서 번성한 가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맞배지붕의 사당과 동·서재, 외삼문 단출한 규모로 이루어진 병암서원(사진 왼쪽),
병암서원 정상열 원장(사진 오른쪽 위), 300여년 전 서원 창건 당시 세워진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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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창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덕조 선생의 경주 정씨 가문의 경
우 부남면 대전리에 50여 가구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 초
기 단종(端宗) 관련 사화 때 멸문지화(滅門之禍)를 피해 청송으로
숨어 들어온 집안이다. 병암서원에서는 해마다 음력 2월 중정일
(中丁日)에 향사(享祀)를 올린다.

맞배지붕 사당과 동·서재, 외삼문으로 이뤄진 단출한 규모
향사에는 청송지역 1백여 유림이 참석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
태로 향사를 치르지 못했다. 노부천에 놓인 서원교 다리를 건너면
길 오른쪽에 느티나무와 벚나무 등으로 잘 가꿔진 작은 숲이 있고
이 숲의 양 옆으로 놓인 길을 따라 올라가면 3칸 규모인 서원 외삼
문(外三門)이 나온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동재(東齋), 오른쪽에 서재(西齋)가 각
각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서 있다. 동재와 서재는 모두 맞배
지붕으로 정면에 반 칸 정도 크기의 툇마루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서생들이 먹고, 자며 휴식하는 공간이었다. 동재와 서재의 처마에
는 병암서원 이건기(移建記)와 중건기(重建記) 등 아주 오래된 현
판들이 걸려 있다.

동·서재가 있는 공간에서 돌로 쌓은 석축의 9계단 위에 사당이 있
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소박하지만 엄
격한 유교정신을 표현하는 위용(偉容)을 드러내 보인다. 사당 안에
는 율곡 선생과 사계 선생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병암서원은 3천3
백여㎡의 부지에 사당과 동·서재, 마당이 있는 공간은 약 1천㎡ 규
모다.

서원의 이름이 된 병암(屛巖)은 옛날에 호랑이가 이곳에서 놀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로 ‘범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서쪽으로
흐르던 노부천이 화강암 단애에 부딪혀 북서쪽으로 흐름을 바꾸면
서 바위를 침식해 이뤄진 하식애(河蝕崖)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
질공원의 지질명소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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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맛 능이오리백숙전문점, 풍경

“보약 같은 국물,
남김없이 마셔야 합니다.”
능이와 오리의 환상적 맛 궁합, 능이오리백숙전문점 ‘풍경’

“풍경 취재 갑니까? 거기 정말 맛있어요. 국물 내는 비법이 뭔지 좀

“능이버섯을 기본으로 엄나무 등 다양한 한약재를 넣

알아보고 와요. 정말 배우고 싶은 맛입니다.”

어 1차로 육수를 끓입니다. 그 물과 오리 삶은 물을 섞

“그 집 국물은 그냥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해

은 다음 다시 한약재를 추가해 최종 육수를 뽑아냅니

요.”

다.”
손님상에는 이렇게 만든 육수에 삶은 오리, 능이버섯,

능이오리백숙전문점 ‘풍경’을 취재한다니까 청송 읍내에서 제법 맛

감자 등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집으로 소문난 식당주인과 입맛 까다로운 청송주민이 ‘풍경’ 예찬

서 나간다. 주재료인 오리는 10년째 하림에서 2kg 좀

을 늘어놓았다.

넘는 것을 받고 있다.

청송군 안덕면소재지에서도 멀찍이 떨어진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
리 잡은 풍경은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보편적인 상권의 법
칙을 거스르고 있었다. 음식 맛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올 사람은
온다는 말을 풍경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김명순 사장(62)은 “이 모든 것이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고객 덕
분”이라며 “제 전화에 입력된 고객 전화번호만 3천 개가 넘는다.”
고 말했다.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확보된 전화번호 숫자만 봐도 짐작이 간다.

백숙의 핵심은 국물이다. 얼마나 진하고 차별화된 맛을 내는지가 관
건이다. 일반적인 백숙국물이 ‘말간 빛깔에 기름 동동’이라면 이집
국물은 거무튀튀하다. 능이버섯을 주재료로 썼기 때문이다. 한 입
뜨자마자 능이향이 확 올라온다. 사각사각 씹히는 능이의 식감은 일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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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의 손맛, 김명순 사장

능이오리백숙과 함께 찹쌀밥이 따로 나온다. 그냥 먹어

예로부터 ‘1 능이, 2 표고, 3 송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능이의 맛과

도 좋고, 국물에 말아 먹어도 훌륭하다. 밑반찬으로 양

효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파절임, 부침개, 닭똥집 볶음, 김치, 마늘쫑 장아찌무침,

능이버섯은 인공재배가 되지 않는 자연버섯으로, 식감과 향이 뛰어

땡초 등이 있다. 하나같이 정갈하다.

나며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단백질, 인, 철분, 칼슘, 칼륨 등이 풍부

울산에서 30년을 살다 10년 전 귀농한 김명순 사장은

하다. 능이버섯은 소화불량,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혈중 콜레스

원래 안동시 길안면에서 능이오리백숙집을 시작했다.

테롤을 낮춰주며, 항암효과가 탁월한 레티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청송 땅이 좋아 안덕면 현 식당소재지에 땅을 사서 5년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된다.

전 식당을 옮겼다. 부군은 식당 인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다.

이집 능이오리백숙을 맛보려면 예약은 필수다. 최소 하루 전에는 예

“시아버지가 생전에 오리백숙을 즐겨 드셨어요. 귀농

약을 해야 한다. 소문을 듣고 그냥 찾았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조리

후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자신 있는 오리백숙으

시간이 길어 예약손님만 해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제가

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마침 길안에 능이가 많이 나는

주방을 보고 딸이 서빙을 합니다. 여름철 바쁠 때는 남편까지 식당

것을 알고 능이오리백숙으로 결정했지요.”

을 돕고 있어요. 현재 좌석 16개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힘
도 들고 해서 앞으로 입식테이블로 바꿔서 좀 줄일 예정입니다.”

김 사장이 식당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오리백숙은 낯선
음식이었다. 그래서 능이토종닭백숙을 메뉴에 같이 넣

문의 : (054) 873-5239 / 청송군 안덕면 복리길 25

었다. 그런데 능이오리백숙을 맛본 손님들이 닭백숙 대

매주 수요일 휴무, 예약제 운영(예약 필수)

신 오리백숙만 찾았다. 지금은 대다수 손님들이 오리백
숙을 주문한다.
“5년 전 식당을 이곳으로 옮긴 후에도 길안을 찾던
손님들이 이곳으로 오십니다. 대구는 물론 서
울에서도 저희 오리백숙을 먹기 위해 찾
아주시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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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돈사, 청송군에 못 짓는다

기업 형 돈사, 신축불허 소송결과
청송군 1심 모두 승소 ‘청정청송’ 유지
‘청정 자연’ 청송군에 환경오염원 ‘원천봉쇄’ 의지 돋보여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돈사의 군내 신축을 막으려는 청송군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
다. 청송군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 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에서 14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군은 지난 2018년 9월, 주민 생활환경, 상수원의 수질 보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와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천 미터
이내의 돈사 신축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
2017년부터 2018년 초 사이에 집중 신청

정하고, 건축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된 기업 형 돈사는 대부분 주변에 마을과 지질명소
들이 산재한 임하댐 및 길안천 상류에 위치해, 무분별하게 돈
사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송군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지난해부터 군을 상
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
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지역에 있는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1
심의 모든 소송 건에 대해 청송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런 결과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청정 자연이 자산인 산소카
페 청송군에는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
도록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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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2제 마을발전기금으로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 빠진 마을경제,
주민들이 발전기금 풀어 살리기 나섰다
도평1리와 어천1리, 청송사랑화폐로 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동면 도평1리와 파천면 어천1리 마을운영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마을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온 마을발전기금을 풀어쓰
기로 결정했다.

파천면 어천1리 마을운영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어천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규모는 마을기금 2천여만 원으로 가구당 50만원 씩 모두 40여 가구에 지역화폐인 ‘청송사랑
화폐’로 지급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현동면 도평1리 마을운영위원회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마을기금 3천만
원을 풀어 현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3백여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했다.

서병규 도평1리 이장과 박민호 어천1리 이장은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경제에 조
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많
은 금액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 모두가 반기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경
제를 살리려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청송사랑화폐 사용 등으로 하루
빨리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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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행복이 묻어나는 청송

청송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민간단체와 손잡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한 달간 청소년수련관 실내집회장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2차례 씩 부부교육과 퀼트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 민관합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복이 묻어나는 청송” 자리 잡는다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동행’강좌, 퀼트가방 만들기로 호응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 성평등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부부관계 확립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경
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학 박사인 장흔성 센터장의 강연과 부부가 함께하는 도마 만들
기, 영화 함께 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교양 교육인 ‘퀼트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서 취미생활을 통
해 정서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밖에도 청
송군은 한국어교육과 찾아가는 우리말 공부방, 결혼이주여성에 대
한 정착지원금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다
양성이 인정되는 지역 공동
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
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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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
지 사업을 시행,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은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점차 확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
고 있다. 이는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발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이어져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한층 끌어 올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돼 복지, 보건, 교육, 기관·단체장, 마을대표, 지역주민 등 총 250 여 명의 공공 및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당면한 사회복지사업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복지관
련 기관·단체의 연계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잡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활용 할 수 있는 복지자원과 복지대상자를 상
시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웃
지킴이 홈닥터)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과 주거수선이 시급한 가구에 자원봉
사자를 모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 사업으로는 중 · 장년층(꽃중년 쿠킹 클래스, 건강지킴이, 김장 나눔), 청소년(특
별한 가족), 아동(멘토-멘토링)으로 나눠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서함양
사업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孝나들이, 다 던져 윷놀이한판, 마음정원(반려식물) 가
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 한편
관내 요식 업체의 후원을 얻어 ‘행복한 점심 나들이’, ‘행복밥상’ 등의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당면한 다문화가정 지원 및 사회복지문제를 민·관이 협
력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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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가치대상 MVP 수상

청송군, 한국문화가치대상 MVP상
(문화정책 공약부문) 수상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영광… 경북에서 유일하게 받아

올해는 2019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문
화 분야 공약사업 및 신규·특수사업에 대해 전문
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총 33
개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청송
군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청송군은 주왕산 주변정비사업, 청송사과축제 개
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주민 자율운영, 산림레
포츠 휴양단지 조성, 백석탄 포트 홀 지질명소 공
원화 사업 등 총 17개의 문화관광 공약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송군은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이사
장 김명곤)가 주관한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문화정책 공

특히 주왕산 주변정비사업은 청송의 대표 관광지

약 MVP상을 수상했다.

인 주왕산의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제1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관광문화진흥분야 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MVP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청송사과축제’는 윤경희 군수 취임 이후 2018년

영광을 안았다.

부터 청송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수공간인 용전천
으로 축제 장소를 옮겨 접근성을 높이고 남녀노소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우수 문화

누구나 참여해 즐기는 축제로 차별성을 추구한 결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확산시킴으로써 지역

과 2020~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문화관광축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한국 문화가치의 국

제로 지정됐다.

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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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의회 & 청송 소식 ◆

이광호 군의회 의장, 경북북부 시·군협의회 회장 선출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이 경북북부 시·군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북북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제8대
후반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장에 이어 후반기 2년 경북 북부지역 12개
시·군의회로 구성된 경북북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이광호 신임 회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각 시·군의 의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북
부지역 12개 시·군의 의장님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

이광호
경북북부 시·군협의회 회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풍피해 청송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윤경희 군수 전국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중앙합동조사단 직접 찾아 선정 호소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전국 시장 · 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
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태풍피해 대장을
일일이 열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간곡히 호소한 결
과,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
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50~80%)를 국고에
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
읍 구평천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해 복구비 96억 원
을 추가지원 받았다.

당초 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 원을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중앙·도 합
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 억 원으로 감소해 청송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
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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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 청송 소식 ◆

청송 읍내,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든다
3차 간판개선사업 127곳 연말까지 새 단장
청송군은 최근 청송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0 청송읍 중앙
로 3차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역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
난해 중앙로 2차 간판개선사업(청송농협~청송터미널)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중앙로 3차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간판개선 사업에 총 3억5천만 원을 들여 금곡1리 (청송교
~청기와아파트) 56개소, 월막1리 (군청사거리~주왕산호텔) 41개
소, 부곡 (달기약수탕 하탕~상탕) 30개소 등 총 127개소 간판을 연
말까지 새 단장할 예정이다.

군청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47종 서류 최대 50% 수수료 감면 혜택도
청송군은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근무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
영함으로써 군민들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
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
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총 47종의 서류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10대 청송문화원장에 이성우씨 취임
제10대 청송문화원장으로 이성우(74)씨가 취임했다.
청송문화원은 지난 7월 24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20년 청송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제10대 문화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이성우씨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성우 신임 문화원장은 “잔여 임기동안 문화원의 위상 제고, 운영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며
“청송군과 협의해 문화원 시설 확장과 청송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
을 밝혔다. 이성우 원장은 36년간 청송군 공무원으로 재직 후 제5대~7대 청송군의회 의원으
로 활동했으며, 현재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성우 청송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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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청송 오시는 길

청송 주요 관광지

1.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낙동 JC)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2. 중부고속도로 → 호법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안동JC → 청송
3. 경부고속도로 → 신갈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만종분기점 → 중앙고속도로 → 안동JC → 청송
■ 대전에서 청송 오시는 길

1. 경부고속도로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2. 김천 → 중부내륙고속도로(낙동 JC)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찾
아
오
시
는
길

■ 대구에서 청송 오시는 길

1. 대구-포항고속도로 → 북영천IC → 청송
2. 중앙고속도로(안동JC)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 부산에서 청송 오시는 길

1.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안동JC)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2. 경부고속도로 → 도동분기점 → 대구-포항고속도로 → 북영천IC → 청송
3. 경주 → 영천 → 청송
■ 광주에서 청송 오시는 길

1. 광주-대구고속도로 → 대구 → 중앙고속도로(안동JC) → 상주-영덕고속도로 → 청송IC

- 청송 민예촌
- 청송 자연휴양림
- 송소고택
- 송정고택
- 창실고택
- 청송심씨찰방공종택
- 초전댁

054-874-9098
054-872-3163
010-3252-3728
010-3891-2622
010-8509-2436
010-9502-7611
017-260-0728

- 성천댁
- 사남고택
- 평산신씨판사공파종택
- 사양서원
- 후송당
- 자암고택
- 청송여인숙

010-5607-7272
010-7252-9253
054-841-2433
054-841-2433
010-3529-0706
010-4782-3232
010-2000-4411

- 황장재 황토구들 관광펜션
- 자연회귀마을(월외리)
- 청송 나무집펜션
- 뜨란채 펜션
- 꿀벌스토리
- 작은하늘펜션
- 달빛추억

054-874-4800
010-3409-2230
054-873-4848
054-873-9905
054-873-0307
054-873-4399
010-3821-5051

- 소노벨 청송(구.대명리조트)
- 주왕산온천관광호텔
- 힐 모텔(청송읍)
- 윈 모텔(청송읍)
- 갤러리 모텔(청송읍)
- 로즈 모텔(청송읍)
- 코리아나 모텔(청송읍)
- 경마장 여관(청송읍)

054-518-5114
054-874-7000
054-873-8880
054-873-1222
054-873-9405
054-873-6015
054-872-2881
054-872-1293

- 금강 모텔(청송읍)
- 동원장 여관(청송읍)
- 백운장 모텔(청송읍)
- S 모텔(청송읍)
- 파크장 모텔(주왕산)
- 나이스 모텔(주왕산)
- 대경장 여관(주왕산)
- 주왕산 가든(주왕산)

054-874-2121
054-873-0808
054-872-6400
054-873-0263
054-873-0113
054-874-3651
054-873-6897
054-874-0088

- 송월 여관(부남면)
- 안덕장 여관(안덕면)
- 고향장 여관(진보면)
- 대동장 여관(진보면)
- 애플 모텔(진보면)
- 거성장 여관(현동면)
- 문거재 여관(현동면)
- 송백장 여관(현서면)

054-874-1881
054-872-8885
054-874-0516
054-872-2100
054-873-1100
054-872-6881
054-872-8661
054-872-3456

- 대천댁 민박(청송읍)
- 지경댁 민박(청송읍)
- 황토구들방(청송읍)
- 24시 단체 민박(주왕산)
- 고향 민박(주왕산)
- 골목집 민박(주왕산)
- 귀준네 민박(주왕산)
- 대구식당 민박(주왕산)
- 매일수퍼 민박(주왕산)
- 문경 민박(주왕산)
- 부산 민박(주왕산)
- 산호 민박(주왕산)
- 상의 민박(주왕산)
- 샘골 민박(주왕산)
- 수미네 민박(주왕산)
- 영목이네 민박(주왕산)
- 옥이네 민박(주왕산)
- 울산 민박(주왕산)
- 원룸 민박(주왕산)
- 절제 민박(주왕산)
- 정자 민박(주왕산)

054-873-4537
054-873-7223
054-873-6556
054-874-2114
054-873-3207
054-873-3984
054-873-2567
054-873-2920
054-873-2911
010-2532-7796
054-873-6161
054-873-2145
054-873-3345
054-873-2676
054-873-3369
054-873-4182
054-873-4763
054-874-5616
054-873-8300
054-874-5863
054-873-4475

- 주왕산 민박(주왕산)
054-873-2106
- 주왕산 통나무민박(주왕산) 054-873-4386
- 주왕산펜션민박촌식당(주왕산)054-873-4777
- 진미 민박(주왕산)
054-873-8822
- 청송슬로시티 (주왕산) 054-873-3399
- 포도넝쿨 민박(주왕산) 054-873-2562
- 포항 민박(주왕산)
054-873-4887
- 포항 수퍼 민박(주왕산) 054-873-3245
- 향촌식당 민박(주왕산) 054-873-0202
- 헤미네 민박(주왕산)
054-874-5200
- 황토방갈로펜션 (주왕산) 054-873-3643
- 명성 주산지 민박(주산지) 011-842-3648
- 절골 휴가의 집(주산지) 054-873-6914
- 길손 민박(주왕산면)
054-873-1060
- 별바위 민박(주왕산면) 054-873-4097
- 부산 민박(주왕산면)
054-873-4022
- 부자되는 민박(주왕산면) 054-873-6162
- 서울 민박(주왕산면)
054-874-5150
- 안짱 민박(주왕산면)
054-874-0240
- 얼음골 민박(주왕산면) 054-874-5060
- 얼음골황토 민박(주왕산면) 011-526-1665

★ 자세한 안내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http://cs.go.kr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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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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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촌 민박(주왕산면) 054-873-9827
- 원일식당 민박(주왕산면) 054-873-3907
- 이전 민박(주왕산면)
054-873-4095
- 절골 민박(주왕산면)
054-873-4094
- 주산지 민박(주왕산면) 054-873-4108
- 주산지 민박1호(주왕산면) 054-873-4093
- 청송나무집 민박(주왕산면) 010-6780-6787
- 하얀둥지 (주왕산면)
010-8663-2209
- 한가람 민박(주왕산면) 054-873-2833
- 항리 민박(주왕산면)
054-873-3573
- 흑고산장 민박(주왕산면) 010-9227-5020
- 흰여울 민박(주왕산면) 010-4020-7411
- 고와휴게소 민박(안덕면) 054-874-9500
- 방호정 민박(안덕면)
054-872-3860
- 신성가든휴게소 민박(안덕면) 054-872-6399
- 신성슈퍼 민박(안덕면) 054-872-6298
- 어천 민박(파천면)
054-872-6325
- 청솔 민박(파천면)
054-873-7800
- 면봉산 민박(현서면)
010-4810-8488
- 청송 해뜨는 농장 민박(현동면) 010-2004-5724
- 청송 반딧불 농장(안덕면) 010-946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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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청송,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의 가을 아침은 '산소의 천국'입니다.
새벽이슬 머금은 마을길을 나서면
온 몸의 세포가 파르르 깨어납니다.
맑고 푸른 공기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하는 청정의 고장.
산소같은 청송,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