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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한 문자중에 어찌하며 멱자를 부
르는고?(許多韻字何呼覓)
저 멱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또

멱자네(彼覓有難況此覓)
하룻밤 자는데 멱자에 달려 있으나(二
夜宿寢顯於覓)
산촌훈장다만멱자만아는구나(山村訓
長但知覓)
최근 찾은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마을
입구의마중물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
옛 가수분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곳 한
교실에서 어른들의 한시(漢詩) 읽는 소리
가낭랑하게흘러나왔다
강사인 박용희(52전 화순 반궁한문학
원장)씨가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삿갓(본
명 김병연18071863)의 한시 멱자운

(覓字韻)을칠판에쓴후한구 한구짚어
가며부연설명을해준다
팔도를떠돌던김삿갓이산골서당에서
하룻밤 자리를 청합니다 훈장은 행색이
남루한 김삿갓을 보고 글도 모르는 양반
거지인 줄 알고 시를 지어야 재워 준다고
합니다 운자로 잘 쓰이지 않는 찾을 멱
(覓) 자를 4번이나부르죠 이를알아챈김

삿갓이되려훈장아는글자는멱자뿐이라
며놀리는시입니다 강사의진지한설명
을듣던 6080대 마을주민 20여 명의 얼

굴에일제히웃음이번졌다
화순 동복에서 농한기에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인문학강좌가열리고있어
눈길을끌고있다 마중물음식문화영농
조합법인(대표 전승규55)가 지난 5월부
터 인문학 그(孝&合)을 말하다라는 주
제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은 동복면 일대에 거주하는 6080대 어
르신들마중물은펌프질을하기전지하수
가잘올라오도록먼저한바가지정도붓
는물을일컫는다
전대표는올해한국농어촌공사의지원
을받아 농업공동체사업 일환으로동복

지역어르신을위한인문학강좌를개설했
다
한천리가 고향인 전 대표는 2030대
시절에서울과울산등지에서건축일을하
다 이농(移農)현상으로 폐교가 된 가수분
교를 지난 2001년 매입해 둥지를 틀었다
전대표의전원생활은조용하게산골에묻
혀쉬는것이아니라콩등향토자원과우

리 전통문화를 결합 새로운 공동체문화
를추구하는 귀농이다
한시강좌를맡은박원장은 한시는역
사성사회성과 시대의 흐름을 축약하고
있어묘미가있다고설명했다
오재찬(77독상리) 동복면 노인회장은

가을 농삿일이 바쁘지만 인문학 강좌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돼 찾게 됐
다고말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주(福州)골로 불리는 동
복주민들의삶의발자취를기록하는자서
전 출간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현재 영상
과녹음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 12월 중

에완료해출판기념회를가질예정이다
전승규 대표는 동복 어르신들의 살아
온 얘기와 동네의 지난 얘기는 자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역사이기도 하다
며 내년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학생들
도참여하는인문학강좌를지속적으로이

어가고싶다고강조했다
한편 마중물 음식&문화 영농조합법인
(wwwmjmtwkr)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
환경원료를엄선해청국장된장고추장
야생차 효소 장아찌를 생산하는 한편 전
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전통
식품문화마을을표방하고있다
글사진송기동기자song@kwangjucokr

관광객들이 16일장성군평림댐장미공원을찾아만개한코스모스밭에서가을정취를만끽하고있다장성군은지역을찾는가을행락객들에

게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지난7월꽃씨를파종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왔다 장성군제공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
를 1년 앞둔 가운데 담양군이 성공적인
행사개최를위해주차장조성사업에박
차를가하고있다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이하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장내 도

보접근이가능한담양읍객사리석당간
(石幢竿)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
고 있다 앞으로 3개소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조성할계획이다
석당간 임시주차장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죽녹원일대에서개최되는 제
21회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에도이
용된다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동안 평
일에 방문객 2만명차량 2900대 주말
에 최대방문객 9만명차량 1만7000대
를 방문 지표로 설정하고 박람회장을
찾은방문객들이불편함없이관람할수
있도록기반조성에적극나서고있다
박람회조직위관계자는담양을방문
하는관광객들이불편함없이좋은기억

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겠다고말했다
한편 박람회조직위는 지난달 제5차
이사회를 열고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의 개최 시기를 당초 여름(6월
27 8월 15일 50일간)에서 가을(9월
17 10월 31일 45일간)로변경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담양대나무박람회장주차전쟁 끝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양곤)와
화순 관내 7개 농축협은 지난 13일 화
순읍만연산에서 한마음상생행사를가
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내 농축협인
300여명은 결의대회를 갖고 경영 환경
은어렵지만연말건전결산을달성을위
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농업인 조
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고다짐했다
이어 농축협 임직원들은 동구리 호
수공원일대에서쓰레기수거등환경보
호캠페인을벌였다
김양곤 군 지부장은 화순 관내 7개
농축협과군지부가소통과협력 상생
을통해범농협시너지창출을극대화하
겠다고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css@

화순농축협인들 한마음상생행사

농협화순군지부등관내 7개 농축협 임직원참여

조선중기문신이며학자인망암변이
중(15461611)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추향제(秋享祭)가 지난 13일 장
성군 장성읍에 자리한 봉암서원(전남도
기념물 제54호)에서 봉행됐다 이날 유
두석 장성군수가 초헌관으로 참석해 제
례를올렸다
특히변이중선생은군사전략에밝아

임진왜란과정유재란때큰공을세웠다
총통화전도설(銃筒火箭圖說)과 화차
도설(火車圖說) 등의 논문을 써서 화차
를제조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기존
화차를개량한망암선생의화차는한번
에 수백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기
능을갖춰행주대첩승리에큰역할을했
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봉암서원망암변이중선생 추향제

농촌으로간인문학80대 촌로도빠져들다

박용희강사가최근화순군동복면마중물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에서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김삿갓한시(漢詩)에대해강의하고있다

군 석당간등4곳주차장조성

가을은코스모스와함께

마중물영농법인개설한시풀이에웃음꽃만발

福州골 주민들삶의발자취기록자서전연내출간

화순군 동복 가수리 마을 인문학 강좌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