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제19796호��

나주
������
전남

강인규(사진) 나주시장이 내년도 지

역현안사업국비예산확보를위해기획

재정부 및 주요 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행보에나섰다

강시장은지난 31일기획재정부를방

문한자리에서 2015년도 국비현안사업

으로 ▲나주 혁신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설치비 68억원 ▲왕곡 구천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9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9억원(총사업비 54억원)을 반

영해줄것을요청했다

강 시장은 나주 혁신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산업단지의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으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연관기업

유치는 물론 영산강유역 환경오염 방지

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7

30 재보선에서 당선

된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관련기관을 지속적

으로 방문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시장은주요업무계획보고회를갖

고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국비

예산 확보없이는 신규사업이 사실상 불

가능한 실정이므로 모든 부서가 국비예

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

했다

/나주=정칠현기자chjung@

나주시가최근지역농산물의생산공

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나주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이

하지원조례)를제정했다민선 6기강인

규나주시장의농업분야공약첫결실이

다

지원조례는로컬푸드육성전반에관

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통합센터 운영

등의내용을담고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관내일부단체등이주체가돼산발적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던 나주시 로컬푸

드 운동이통합 추진될 수 있는 전환점

을맞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시는로컬푸드의성공을위해수

요창출가능성이큰혁신도시이전기관

과 아파트 단지 등을 타깃으로 해 ▲나

주로컬푸드직거래상생장터개최▲로

컬푸드 꾸러미 사업 ▲이전기관 구내식

당내 관내 농산물 납품 등을 적극 추진

할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

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가 구축될

수있도록개선해나갈계획이다

한편 나주형 로컬푸드는 나주시 소

비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

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향상을

가능하게하는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

하는것으로 민선 6기의중점공약사항

중하나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는 지난 31일 경찰서 대회

의실에서 12개협력단체회장등 38명이참석한가

운데민경협력치안강화를위한경찰협력단체연합회를개최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강인규시장내년예산확보잰걸음

기재부등주요부처방문

나주시 로컬푸드육성지원 조례제정

경찰협력단체연합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나주빛가람

동조성이본격화되면서다도면덕룡산자

락에자리한고찰불회사(佛會寺)가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타지역

에서 나주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주민들에

게다양한이야기와문화가숨쉬고있는불

회사는좋은관광자원이되기때문이다

이에나주시도불회사의명물중하나였

던 디딜방아 복원에 나서는 등 불회사 알

리기에나섰다

도시민사로잡는풍경불회사가주

목받는이유는광주와빛가람동등지에서

가깝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문화가 잘

보존돼있기때문이다

불회사가는길주변에는아름다운나주

호 펼쳐져 있다 지난 1976년 완공된 나주

호는아직까지한번도녹조가끼지않을만

큼맑은담수다나주호와다도면을지나꼬

불꼬불아름다운산길을두고개넘어가다

보면오른편에불회사일주문이나온다

나주호가조성되기전에는댐물길에수

몰된산월리를거쳐현재남아있는마산리

를 지나야 절 입구에 도착하는 첩첩산중

오지였다

불회사는 1970년대중반까지만해도석

가탄신일이오면절입구에서부터 절까지

1계곡길에엿장수등상인들과불자들

로인산인해를이뤘다

일주문에서본당까지는풍성한편백숲

길이 조성돼 있다 수령 600여 년 된 연리

목(連理木)도 불회사를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다

또덕룡산의시원한계곡물이흐르는숲

길에서는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찾는이가더욱늘고있다

불회사 뒤편으로는 동백나무숲과 비자

림이 조성돼 있다 덕룡산 비자나무는 어

느 산에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나무이다

열매가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볶아서먹으며구수한맛이난다

특히비자나무밑야생녹차밭도불회사

의 보석 같은 볼거리다 기록에따르면 마

라난타가불회사를창건하고차나무를심

었다고 한다 이에 국내 차문화의 출발지

를 불 회사라고 주장하는 저서도 전해져

오고있다

보물과문화재도풍성불회사창건

기록은 1978년 불회사 큰 법당 번과 불사

때 발견한 호좌남평 덕룡산 불호사(佛護

寺) 대법당 중건상량문에 남아있다 상량

문 기록에 의하면 불회사는 366년 인도출

신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했다 상량문의

내용대로라면 불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

초로 건립된 사찰이며 한국 불교 전래를

6년이나더앞당기게되는것이다처음창

건당시는불호사였다가 1808년(순조 8)무

렵부터 지금과 같은 불회사로 절 이름이

바뀐듯하다

불회사를대표하는것은단연돌장승이

다 국내에서는흔히볼수없는돌로만들

어진불회사장승은중요민속자료제11호

로 지정됐다 남장승 격인 하원당장군과

여장승 상원주장군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게특징이다

또큼지막한주먹코와입가에송곳니를

드러내 보고 있는 모습이 해학적이다 인

근 주민들은 이 석장승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손가락이불구가된다고믿고있다

대한불교조계종제18교구인불회사대

웅전은 보물 제1310호로 지정돼 있다 대

웅전내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

에관세음보살과약사여래불등삼존불이

모셔져있다

종이와 베를 겹겹이 더해 옻칠을 하고

금물을입힌 건칠불(乾漆佛)인 비로자나

불은국내에서화엄사와불회사에서만볼

수 있다 불회사와 화엄사가 같은 시기에

국보신청을했지만화엄사건칠불만이국

보로지정돼있다

과거 불회사의 명물이었던 디딜방아도

복원된다 나주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디

딜방아간을복원할계획이다

불회사 주지 정년 스님은 마라난타가

법성포로배를타고들어와불갑사를짓고

그다음에불회사를지었다고하는데일부

다른견해도있다라며 당시마라난타가

법성포가아닌국제항구였던나주영산포

로 들어와 불회사를 세운 후 불갑사를 지

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고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ycson@

천년고찰이야기문화속으로 고즈넉한산책

일봉암자에서내려다본나주호

보물제1310호로지정된불회사대웅전 불회사의 얼굴 석장승

혁신도시효과에새롭게주목받는나주불회사

대웅전석장승연리목등

보석같은볼거리풍성

일봉암오르면나주호한눈에

명물디딜방아도복원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