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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GO 가고 싶GO 머물GO 싶은 유치면으로 가자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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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은 유치면에 면장으로 첫 발령 받은 날! 2020년의 마지막을 아쉬워한 듯 밤새 새하얀 눈이 유치면에도 7Cm 넘게 쌓여 
도로와 농로에 제설 작업이 절실했다. 제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눈길을 헤치고 이장자치회장님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 2개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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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농로에 제설 작업이 절실했다. 제설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눈길을 헤치고 이장자치회장님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 2개조로 나누어
작업에 나섰다.

마을 곳곳에 제설 작업을 마치고 신덕마을에 오를 때쯤 2021년을 알리는 첫 해가 떠올랐다. 온 산을 감싸고 있는 하얀 눈 위로 햇빛이 쏟
아지며 찬란한 설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얼마 만에 보는 비경인지….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감탄하며 유치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을 마주하게 되었다.

유치는 탐진강의 발원지로서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동양의 3보림이라는 보림사, 사액서원인 강성서원, 천혜의 요새인 수인산성까지 수
많은 문화유산이 있으며, 장흥댐, 유치휴양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까지 자랑할 만한 곳이 많다.

면적은 장흥군의 약 20%인 122.5㎢에 달하는데, 국사봉, 수인산, 가지산, 용두산이 위치하여 기복과 고도가 심한 편으로 86%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다.

장흥댐은 1997년 11월 착공하여 2006년 6월 8일에 준공되었고, 댐 건설로 장흥군 유치면 일대의 14개 마을에 697세대 2,100여명의 수
몰민이 생겼다. 유치면은 이미 6.25 한국전쟁 때 3천5백여 명의 인민군과 공비 등이 산악 지대인 국사봉, 가지산 등 고산 지역에 집결해 
국군, 경찰과 대치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다 지역 일대의 모든 가옥이 불타버렸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 후 장흥댐이 준공
되면서 면민들은 정든 고향마을과 집이 수장(水葬)되어 다시 한 번 아픔을 겪게 된 곳이다.

2006년 댐 준공 이후 16년 동안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매년 직·간접 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직접지원 사업비
는 가구당 지급되고 있고 간접지원 사업은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 정화 등 마을지원사업과 광역사업으로 연간 6억여 원 
안팎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간접지원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2023년 설립될 심천공원 내 체육인교육센터와 인접
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체육인들의 방문을 유고,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보고 싶GO, 가고 싶GO, 머물GO 싶은 유치면’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간접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유치만의 매력인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고 개발함으로써, 장흥댐 주변 용문습지와 신풍습지에 철쭉, 유채, 메밀, 연꽃 등을 심어 볼거리
를 제공하고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 휴양관광지를 개발하고, 댐 주변 국도23호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댐 전경을 가리는 작은 동
산을 깎아 장흥댐의 아름다운 전경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도로경관을 조성하고, 유치면 대리에 있는 내접산을 둘레길 조성과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탐진호의 풍광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보림사 인근 300년 넘는 비자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비자림은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도 다수 자생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된 바 있다. 비자림에 얽힌 전설과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비자림의 웅장한 자연과 보림사 명상힐링센터를 연계하여 
누구나 찾아와 녹차와 청태전을 마시며 사색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 가고자 한다.

또한 유치면은 2007년 12월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5월 아쉽게 지정 해제되어, 군에서는 슬로시티 재지정을 위해 꾸준히 준
비하여 왔으며 2020년부터는 국제슬로시티 재가입을 위해 한국슬로시티 본부와 업무 협의는 물론 현장 답사 추진, 주민 교육을 실시하
는 등 재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치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태탐방로를 재정비하고, 보림사 명상힐링센터 운영, 한옥마을 정착, 표고버섯 재배는 물론 농촌생활 체험
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치면의 주 소득원인 표고버섯을 활용, 슬로시티 체험활동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체험장을 제공하고 공동작업장을 조성해 
마을 직접 생산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일거양득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 유치만의 아름다운 숲
과 생명의 원천인 장흥댐의 물줄기를 잘 보존하며 슬로시티의 기본 방향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명실상부 누구나 보
고 싶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고장 유치면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목록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www/organization/news/contribution



	목차
	기고문
	보고 싶GO 가고 싶GO 머물GO 싶은 유치면으로 가자GO!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