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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저렴한 가

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

정 지정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등시들해지는분위기다

반면 매달 수익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

웃들에게 기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도의 착한가게는해마다자발적참여

가 급증하는 등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착한 가

격업소는지난 2011년 215개에서 2012년

384곳까지 늘었다가 2013년 300개 2014

년 272개 지난해 246개 올 7월 말 현재

254개로감소추세다

착한가격업소는물가안정을위해가

격이저렴하지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

는 업소를 선정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하지만정책시행 6년만에정부와지자

체의 관리 소홀과 지원 미비로 해마다 감

소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광주의경우 2013년 93개 2014년 41개

지난해 47개 등 착한 가격 업소가 가격

인상 폐업 휴업 자진 철회 등을 이유로

인증을 반납했다 해마다 오르는 식재료

등 원가 부담을 버티기에는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감면등정부의지원

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이다

정부가 착한가격업소관리를위해해

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대

폭 줄어 업소 현황 관리 및 신규 지정도

생색내기수준에그치고있다

동구의 한 착한 가격업소 업주는 정

부의 홍보를 보고 식당까지 찾아오는 사

람은 없다며 내년에는 가격을 올리고

인증철회를요청할생각이라고밝혔다

착한가격업소와는반대로민간차원

에서진행되고있는 착한가게는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따르면지난

2011년 165개에불과하던 착한가게는지

난 2013년 330개 지난해 994개로 늘었다

올해도 모두 437개가 가입해 현재 1431개

이르는등6년동아8배이상증가했다

지난 2005년처음시작된 착한가게는

매달 수익의 3만20만원을 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제도다 광주

지역 착한가게가지난 2009년부터최근

까지 기부한 금액만도 9억5570만원에 이

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원에서도 착한

가게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 정책들을 시

행하고 있다 착한 가게 인증 현판은 물

론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착한가게신문을만들어모범업소를소

개하고 있으며 각 동의 자생단체와 가입

장려운동을진행하고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계자는지

역의 착한 가게가 늘어나면서 동 복지협

의체 등에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

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며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근 수산물을 통한 국내 콜레라 감염

환자 2명이잇따라발생한가운데완도산

전복이나 전남 해안지역은 콜레라로부터

안전한것으로분석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최근

경남 거제에서 수산물을 먹은 50대 남성

과 70대 여성이 잇따라 콜레라에 감염됨

에따라신속하게완도산전복 전남해역

의 해수 수족관수에서 긴급 콜레라균 검

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

다

또매년상시적으로실시하는병원성비

브리오감시사업에서도콜레라균은검출

되지않았다 상시검사는목포여수검역

소와합동으로전남해안 3개지역을선정

해 매월 2회씩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등병원성비브리오등에대

해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서 8월 현재까

지 540건을실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위증 혐의로 기소된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

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

고단정할수는없다고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

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고28일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이국

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

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

의권의원증언은 주관적인식이나평가

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설명했다김전청장이당시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이던권의원에게전화해

검찰에서 바로 영장이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

은 사실인 만큼 권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

을신청하지말라는것으로인식했을가능

성을배제할수없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위증 혐의 권은희의원 1심서 무죄 전남수산물콜레라걱정마세요

전남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판정 환

자가또다시발생했다

지난 3월광양에서발생한이후두번

째다 전국적으론 11번째확진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6일

해남에 사는 A(64)씨의 혈액 및 소변검

사를한결과 지카바이러스양성반응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

다녀온 뒤 발진 증상을 보여 해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해당 병원은

지카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돼 보건당국

에 신고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

당국은 A씨의 상태가 양호해 귀가조치

했다고밝혔다 또A씨와동행한동료 3

명에 대해 혈액 등을 채취 국립보건원

에지카바이러스감염여부를의뢰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해남서전남 2번째 지카확진자발생

폭염이끝나고선선한가을이곧장찾

아왔다당분간아침 저녁으로쌀쌀한날

씨가이어지다가 이번주 후반부터 낮 최

고기온이30도까지오를것으로보인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진도(의신면) 27도 목포

265도 해남함평 26도 광주나주담

양 255도 곡성 244도 등 대부분 지역

에서 2427도 분포를 보였다 이날 광

주전남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가장

높이오른벌교도 274도에머물렀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25일 광주전남

지역의낮최고기온이 3337도 분포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나흘 만에 기

온이 710도가량떨어진것이다

광주전남 곳곳에 내린 가을비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728일 내

린 비는 여수 329 광양 325 순천

29 완도 254 나주 115 광주

102 담양 75등으로광주전남대

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떨어졌다

기상청은 2930일 광주전남지역

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 최저기온

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

분포를보이겠다고전망했다

31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2830도 사이의날씨가이어지겠

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폭염꺾이니가을감기 조심

폭염이꺾이고선선한가을날씨를보인28일오전광주시립묘지를찾은성묘객들이추석을앞두고조상묘벌초작업을하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석앞벌초분주

착한가격업소 시들착한가게는인기

착한가격업소 정부 지정뒤관리소홀인증포기잇따라

착한가게 공동모금회지원다양6년간 8배증가 1431곳

오늘의날씨

주의

높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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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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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1627

1927

1926

1827

1526

1628

1628

1426

1527

1526

1727

1527

1725

1725

1624

2124

1825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건강관리유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파고()
1025
2040
1020
20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2030

�물때

목포
1143 0511
0020 1714

여수
0700 0101
1934 1258

밀물 썰물

�주간날씨

30(화) 31(수) 91(목) 2(금) 3(토) 4(일) 5(월)

� � � � � � �
1825 1929 2229 2328 2329 2331 2331

정부주도 민간주도

광주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7월

165
259

330 421

994
1431

215

384

300 272
246 254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