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11전국뉴스-충청

핸드폰카메라를
대보세요

핸드폰카메라를
대보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당진시, 추석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 구성…2주 집중 실시

당진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 추석 명절을 앞

두고 축산물 위생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원천봉쇄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

일 방침이다.

추석 대비 특별점검은 축산물 취급업소 210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대규모 소비가 이뤄지는 대형마트와 위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당진시와 명예축산물위생감

시원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물세트 표시사항 준수 

및 중량미달 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 중 

위생복 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부패·변질 제품 보관·판매 여부 ▲

이력번호 허위·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닭·

오리·계란 이력제 도입에 따른 지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미한 위반사

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겠

다”면서도,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

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질서를 바

로잡겠다”고 말했다. 홍윤표 조사위원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18세기 후반 충남 불화 다양 화풍·선행사례 보여줘

불화(佛畵)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唐津 聖

堂寺 帝釋天圖 1775년 제작)’가 충청남도 유

형문화재 제258호로 지정됐다.

제석도는 벼락을 신격화 한 제석신(帝釋

神)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화는 중

앙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천의를 두른 제석

천이 모란꽃 가지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무릎 앞에 양쪽으로 합장한 보살이 1위

씩 서있다. 양옆으로 日·月 관을 쓴 천신(天

神)인 일궁천자(日宮天子)와 월궁천자(月宮

天子)가 홀을 들고 서있으며, 위에는 관을 

쓰고 홀을 들고 있는 천자상이 좌·우 각각 2

위씩 제석천을 향해 서 있다. 뒤쪽으로는 모

자를 쓴 천인(天人)이 합장을 하고 제석천

을 향한 모습이다.

이러한 5존 이상의 존상이 표현된 군도

(群圖)형식은 조선시대에 전체적으로 유행

했던 형식으로 ‘성당사 제석천도’와 같은 9존 

이상의 군도형식은 남아 있는 예가 드물다.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가 충청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 불화 뒷부분 상단

에 불복장인 후령통과 함께 봉안된 원문에

서 1775년에 화승(畵僧) 수해(守海)와 원혜

(圓慧)가 제작한 것이 확실하다. 18세기 후

반 조성된 불화로 구성과 존상 묘사가 섬세

하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작화승인 수해

와 원혜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한 전라도 화

승의 존재를 보여줘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

문이다.

충청남도 문화재 관계자는 “불화 뒤쪽에 

마련된 복장 안치 공간과 방형 후령통은 조

선후기 불화 복장 중 희귀한 사례”라면서 

“선행형식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홍윤표 조사위원 

‘20만보 걷기’…논산시, 앱 활용 건강운동 주목

10월 11일까지 무인으로 진행…누구나 참여 가능

코로나19 시국에 맞는 비접촉 생활운동 이벤트

가 마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남 논산시는 가을을 맞아 ‘논산시민, 나홀

로 걷기 좋은 날, 20만보 걷기’이벤트 실시에 걷

기 앱을 활용한 것이다.

논산시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오는 10월 11

일까지 31일간 무인으로 진행되며 논산시 스마

트폰 걷기앱(워크온)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

하다.

대상자의 일 평균 걸음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산정해 하루 6500보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시행, 

기간 내 20만보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60대 이상 참여자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60대 활동능력상을 별도지정했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 ‘워크온’설치 후 논

산시 대표커뮤니티 ‘논산시민 다모여라! 1530 

3GO’을 통해 가능하며 행사 기간 동안 참여자

에게는 추첨을 통해 영화, 커피 등 다양한 상품

권이 주어진다.

또한, 달성자 모두를 위해 10일 이내 상품권

을 문자로 발송하고 그 중 추첨을 통해 운동화

교환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적어지고 있는 요즘, 혼자 걷는 운동을 통해 

건강과 재미를 챙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

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한 논

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논산시 걷기 사업은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 선정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스마트 앱 

활용 걷기 시스템을 구축, 걷기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걷기사업에는 8월

말 기준 동아리 343개, 1868명이 참여하며 코로

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재미를 더하는 안성맞춤 

건강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주연 기자

태안군, 냉이 브랜드 통합…‘자연 담은 태안냉이’ 박스 지원

‘품질보증 마크’ 부착…소비자 신뢰 높여

충남 태안군은 지역 냉이 브랜드명을 통합해 

재배농가에 포장박스를 지원한다.

태안 5개 읍·면 102농가가 33ha 면적에서 냉

이를 재배하고 있으나 각 지역 작목반별로 각

기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중간도매상에 위탁 판매

하는 형식으로 출하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

고 제값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태안군은 ‘자연을 담은 태안냉이’로 브

랜드명을 통합하고 3개월의 디자인 개발을 거

쳐 통합 브랜드 소포장 박스를 제작, 전 농가에 

전달(4kg들이 4500매)했다.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태안군수 품

질보증’을 달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

편, 재배농가가 새로운 포장 박스를 이용해 대

규모 유통업체나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납품할 수 있게 돼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태안군은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그동안 태안산 냉이는 우수

한 품질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태안군수 품

질보증’을 달고 유통되는 만큼 품질 관리에 최

선을 다해 소비자에겐 ‘값싸고 품질 좋은 냉이’

를, 농가에는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

겠다”고 말했다.

 조주연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 집무실에서 열린 ‘태안 냉이 포장박스’ 전달식 장면. (사진=태안군 제공)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화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