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아프간의 `콩 박사' 권순영씨
| 기사입력 2012-07-10 10:10

`양귀비 밭을 콩밭으로’. 영양개선사업 헌신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영양결핍을
해소하려면 콩 생산량을 30만t으
로 늘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미동포 스티브 권(65. 한국명
권순영) 씨는 아프간의 콩 생산량
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아프간을
오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굶주림과 영양부
족으로 고통 받는 아프간 주민들
에게는 콩이 현지 토양에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영양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권 씨는 아프간에서 10년째 콩
경작을 통한 영양개선 사업을 벌
이며 `콩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
었다. 그간 그가 펼친 노력으로
아프간 도처에 널린 양귀비 밭이
속속 콩밭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축구장 2천800개 크기의 콩밭에서 연간 2천300t의 콩이 생산돼 주민 영양 공급원으
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권 씨는 1972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UC 데이비스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식품
생화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세계적 식품회사인 네슬레에 입사, 콩으로 만든 영아용
대체분유를 비롯해 의료식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 2002년
아프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온 지인으로부터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간의 실상을 전해들은
그는 이듬에 현지를 둘러본 뒤 같은 해 10월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자선단체인 `영양
과 교육인터내셔널'(NEI)을 설립, 콩 재배와 두유 가공법 전수에 나섰다.
초기에는 양귀비 재배 농민들의 반발로 콩 보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아프간 정부의 전폭적
인 지원에 힘입어 콩 시험 재배에 성공하며 콩 경작지를 늘려갔다. 특히 2008년에는 회사를 조
기 퇴직해 두유 생산 설비를 무상 보급해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급식하는 등 아프간 영양
개선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또 올 3월부터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지원을 받아 콩가루 비
스킷을 제조, 학교 급식용으로 보급하고 있다.
최근 40번째로 아프간을 방문한 뒤 서울에 잠시 들른 권 씨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콩 종자를 새로 콩 재배에 나선 농가에 나눠주고 파종을 돕고 왔다"
며 "앞으로 콩 생산량을 30만t으로 늘려 아프간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
했다. 그는 또 "아프간에 한국형 콩가루 방앗간을 보급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면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프간 인들에게 모국이 힘이 돼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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