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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길을 묵묵히

수행하며지역의큰어른으로존경을받

았던노농(老農) 김재식(金在植) 전전남

지사가1일별세했다향년 93세 고향에

서 잘사는 농촌을 바라며 농법 개발에

노년을바친고인은시신을 1994년의약

속대로 전남대병원에 의학용으로 기증

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전남을 품에 안

았다

고인은고박정희전대통령에게발탁

돼 40대에 수산청장 전남지사 등을 지

내며관료로승승장구한삶을살다가고

향인장성함평에서제10대국회의원을

지냈다 1966년 수산청 차장에서 2년만

인 1968년 수산청장 다시 1년여만인

1969년 10월 25일 46세의나이에전남지

사에부임한뒤 1973년 9월 26일까지관

선 지사로는 최장수인 4년을 재직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

다 1978년 12월국회의원에당선됐으나

2년이채안돼신군부의쿠테타로 정치

활동규제자명단에올라1983년 2월해

금됐다 1984년 10월 26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5주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정치재개에

나선 박정희맨은 이후 제12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1992년 4월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에

낙향한 고인은 지난 2007년 4월 7일 광

주일보와의인터뷰에서볼런티어(자원

봉사자)의자세로농민들에게그동안체

득한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어서라고그이유를설명했다

고향에서그는 농맹(農盲) 퇴치에나

서며 가장 먼저 자신의 호를 딴 노농농

사공부방을 열었다 1944년 일본 척식

대학을졸업한학연을통해일본종자를

들여와전남의기후와풍토에맞게개량

하기도 했다 한눈에 반한 쌀 등 10여

종의 쌀 종자 채종 및 개량 쌀겨우렁

이미생물 농법 보급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타블로이드판 농사소식지

발간 저술 등 그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살았다

그는 과거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사를짓다가논에서죽는것이소원

이라고 밝히며 묘비에 새겨놓은 글을

소개했었다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말

년을헤메다가아쉬움만남기고이자리

에누워서도농민의행복과풍년을기원

하노라

유족으로는 유호 성호 기호 철등 4

형제가 있다 빈소는 광주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0622206983) 발인은

3일오전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김재식전전남지사가지난 2009년 3월 13일광주일보와인터뷰에서신품종벼개발과정과장기기증배경에대해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DB나명주기자mjna@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액이 2조원돌파

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다

김 다시마 미역톳등해조류는물론전

복 넙치 뱀장어 조기등어류생산량이

매년급증한결과다

전남도는 1일 2015년 지역 어업 생산

량이 129만4000t으로 전년(118만2000t)

보다 11만2000t(95%)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은 578억원(31%) 증가한 1

조937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국 어업 생산량은 275만3000t으로 전년

(265만6000t)보다 36% 생산액은 06%

늘었다

전남지역 분야별 생산액은 어선어업

7695억원 양식어업 1조128억원 내수면

어업 1549억원이다

전남 어업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주요

양식 품종인 해조류가 적정 수온 유지로

어장 환경이 양호지면서 생산량이 늘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시마 생산량

은 7만t 미역은 36t 톳은 12t 김은 5t이

었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획량 비중이 큰 멸

치(9000t)와 젓새우류(4t) 등은 생산량이

줄었고 참조기(449억원) 살오징어(168

억원) 낙지류(154억원) 등의 생산액은

늘었다

내수면어업은 주요 품종인 뱀장어 생

산량이 전년보다 2000t(58%)이 늘어난

5291t을기록했다

품종별 생산량은 다시마가 43만t으로

가장 많았고 김 31만3000t 미역 29만

9000t멸치 3만3000t톳 2만8000t굴류

2만2000t 참조기 2만t넙치류 1만6000t

홍합류 1만4000t 젓새우 9000t이 그 뒤

를이었다

생산액은 김이 2550억원으로 가장 많

았고 전복류 2297억원 넙치류 1818억

원 뱀장어 1412억원 참조기 1315억원

낙지류 1245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

다

품종별 전국 대비 전남지역 생산 점유

율은전복다시마톳이 97% 미역 92%

파래 86% 김 80% 젓새우 79% 낙지

64% 뱀장어 58% 참조기 60% 등이다

전남이전국제1의 수산도임을증명해주

는셈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노후

양식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설비로 경영

비를줄이고다단식전복육상특화양식단

지 친환경새우양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

을확대보급해전남을세계적수산물공

급기지로육성하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부는이번달국립목포병원장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고 인사혁신처가

1일밝혔다

인사처가이날공고한 2016년 3월개방

형직위공개모집의 대상은 국방부 감사

관 보건복지부 국립목포병원장 등 고위

공무원단 직위 5개와 국토교통부 도시재

생과장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등 과장급

직위 6개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동해수산연구소

장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준법

감시담당관 등 4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

할수있는경력개방형직위다

이번달개방형공모직위에대한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

터 웹사이트(httpwwwgojobsgo

kr)와각부처인터넷홈페이지모집공고

를 통해확인할수있다 연합뉴스

전남도가지난 2014년부터추진하고있

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전국 시도

및시군구우수사례로선정돼문화융성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이낙연

전남지사공약사업이다

전남도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

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2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지역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찾아가는영화관 사업을발표한결과문

화융성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

다

발표결과문체부로부터사업의독창성

과 노력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지방

자치단체의수범사례로추천됐다

전남도는찾아가는영화관사업을통해

지난해 말까지 영화관이 없는 12개 군과

여수 섬지역 등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마

을회관 공원 학교 등서 총 55회 영화를

상영 6275명의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

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했다

특히 산간오지 마을에서 비닐하우스까

지 개조해 최신 영화를 상영해주는 등 소

외계층의문화복지실현을위한열정적노

력을기울였으며올해도50회이상상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또모든도민이생활권내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장흥에 이어 올 2월 고흥에

제2호작은영화관을개관했다

개봉작으로 현재 순정을 상영하고 있

다 2018년까지영화관이없는모든시군

에작은영화관을설치할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올해 105억원을 투입해 저소

득층 청년 실업자에게 2041개의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본격추진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전남지

역에 770여 사업장을 개설하고 지역공동

체일자리사업에 3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75억원을각각지원할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63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군별로모집공고를거쳐 3월부터시작

하게된다

특히올해부터는최저임금인상과근무

시간 연장(주 2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임

금이월평균 75만원에서 92만원으로 23%

인상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생계수급

자만 제외하고 그 외 수급권자는 모두 참

여가가능하다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

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920명을 목

표로 지역 특산물 상품화 사업 전통기술

습득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실업대책의 하나인 공공근로사업은

1121명을 목표로 정보화 추진사업 산불

방지 감시 인력 지원사업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사업 농촌 일손돕기 등으로 나

눠 추진된다 전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

고 싶은 섬 가꾸기와 연계한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도지난해6개시군에서 16개연

안시군으로확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국 제1 수산道 전남 수산물 생산액 2조

老農 희망 일구던땅에눕다

양식 1조등지난해 129만t 생산전년비 95% 늘어

인사처 국립목포병원장개방형직위공모

道 찾아가는영화관 문체부표창

산간오지문화혜택호평우수사례로선정

전남 공공형일자리 2041개 제공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낙향후 24년간농촌헌신

노블레스오블리주 실천

신품종벼 10여종 개발

쌀겨등친환경농법보급

시신전남대병원에기증

김재식 前 전남지사 별세

국방부감사관등 11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