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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청정 농수축산물이 대구에

상륙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영호

남문화대축전이열린대구두류공원인

라인스케이트 광장엔 고흥(미역)진도

(홍주)보성(녹차)신안(천일염)영광

(모싯잎 송편) 등 전남지역 농수축산물

부스 28개가마련됐다

이들 부스엔 행사 종료 직전까지 대

구경북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

았다 품질과맛이좋고값이비교적저

렴하다는인식이널리알려지면서다

나주(배) 부스는 애초 예정일보다 하

루빠른지난 19일문을닫았다 준비한

물량(배 200상자)이 하루 만에 동이 나

면서다음날추가로 200상자를더주문

했으나이마저도다팔렸기때문이다

해남 부스에선 지역에서 직접 재배

수확해 담근 해남 김치가 전시판매됐

는데 전라도김치최고라는입소문이

나면서이를구입하려는지역민들로북

새통을이뤘다

완도과 무안 부스에서 판매한 김과

돌김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큰 인

기를 끌었다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을거리 등 시식시음 코너도 전라도

의 손맛과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참

가자들로북적댔다

참가자들은 시식시음 코너에서 맛

을본뒤너나할것없이 역시전라도

맛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

웠다

앞서 지난 18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각 부스를 둘러보면서 시식 체험

을한뒤해남김치와쑥떡등을구입했

다

대구이종행기자 golee@

대구지역여성공무원시민단체가정주부등 200명으로구성된플래시몹공연단이 18일개막식에앞서음악에맞춰가정폭력등양성평등을주장

하는율동을선보이고있다
양성평등플래시몹

18일대구두류공원인라인스케이트광장특설무대에서 3인조

그룹인 울랄라시스터즈가 영호남 상생을 노래한 조영남의 화

개장터를부르며통기타연주를하고있다

화개장터연주

전라도경상도 벽을 허물고 정을 쌓았다

김관용경북도지사가 18일인라인스케이트광장에마련

된 해남 부스에서 전라도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이 어우

러진해남김치를맛보고있다

전라도인심이랑께요

지난 18일 열린 영호남문화 대축전

개막식엔새누리당이병석의원과새정

치민주연합 박지원우윤근임내현 의

원 등 영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을벽을극복하고상생발전을도모

해국민대통합의시대를열어가자는것

인데 이들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도이와같은맥락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기한 영

호남상생포럼 회원들이다

영호남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으

로 구성된 영호남 상생포럼은 대한민

국 사회의 지역갈등 및 세대갈등 진단

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효과적 방안

을모색하는토의기구다

이들은 지난해 영호남 상생포럼 발

대식 이후 국민대통합 시대 건설을 위

한활동을꾸준히하고있다

이들 중엔 대구와 각별한 인연을 가

진의원도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장(1997년)과 대

구고검 검사장(2003년)을 지낸 임내현

의원은영호남화합차원에서경북고명

예졸업생 1호로선정됐다 이후그는해

마다열리는동문체육대회에꾸준히참

석하고있다

또 박지원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

경북지역의원들과새정련전남지역의

원들로 구성된 동서화합포럼 회원들

로 양지역의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

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개막식에서 이

번 영호남문화대축전은 지역갈등과 상

생발전을위한주역이라며 영호남이

하나로뭉쳐국민대통합의시대를열어

가자고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대통합시대를열자

미역녹차천일염김치등

품질좋고저렴 입소문

나주배 400상자 조기품절

전라도 손맛인심쥑이네

전남 농수축산물 부스 28곳 문전성시 박지원우윤근임내현이병석의원등 영호남상생포럼 회원 대거참석

지난 18일대구두류공원인라인스케이트광장에서열린 영호남상생장터홍보관개관식에서권영진대구

시장과김관용경북도지사 박지원우윤근임내현의원(이상새정치민주연합) 김여송광주일보사장 여창

환매일신문사장등내빈들이 영남상생호남이라고적힌 축하떡 절단식을하고있다 이날축하떡은나주경북울진에서생산된친환경

쌀로만들어졌다 /사진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상생장터홍보관개관

18일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식

직후 참가자들이 홍보관에 전시된 영호

남지역특산물을둘러보고있다

영호남특산물다모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