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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관산읍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작성일 2021.08.29 11:33 등록자 양OO 조회수 1609

어제 저녁 관산읍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적막한 관산읍 중앙로의 모습을 말입니다. 

걱정과 한숨과 그리고 이 상황에 분개하는 목소리가 있는 저녁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확진자가 발행한 그 현장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학부형으로써 분개를 했고 이 상황을 만들고 참여한 당신에게 분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흥군의 수장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군민이 감수해야하는 경제적 . 정신적 고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고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수 있는 일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란 얘깁니다.

군민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닿아 있을 군민의 삶입니다.

이번주는 검사를 독려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송들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당신은 군민에게 얼마나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하는데 일방적인 군민만이 협조를 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전에 방역수칙을 어겨 벌금형을 받으셨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번 관산읍 복지회관 피로연의 참석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

다.

모두들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작고 어린 아이들도 불편한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편하신가요? 

불꺼진 건물들이 익숙해지셨나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장흥군의 수장으로써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군민을 위해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요! 

진정성 있는 수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래야하지 않나요?

애매한 말로 두리뭉실한 말로 이번 상황의 입장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상황을 군민이 감내야하는 것만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수장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의지와 깊은 반성이 있는 모습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여 모든 것을 닫고 멈추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당신의 지혜와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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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겸허히 받아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군민 여
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흥군의 수장으로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가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보다 더 위기감을 갖고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안전한 군민 생활이 이뤄지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지
혜를 모으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가며 조속히 코로나를 이겨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하
루하루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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