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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상청은지난 30일오후 5시 31일

광주전남지역낮최고기온은2933도분

포로전날보다다소낮겠다고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오후 들어 540가량

소나기가내려폭염특보가내려질가능성

도없다고자신있게언급했다

하루 뒤인 31일 광주전남지역의 날씨

는 광주기상청 발표 내용을 보란 듯 따돌

렸다 광주전남지역은 연일 낮 최고기온

을경신하면서폭염주의보가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날씨예보가잇따라빗

나가면서 양치기로전락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로 기상 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보(誤報)가 잇따라 신뢰도가

추락하고있다

광주기상청은전날오후 5시 단기예보

통보문을통해 대기불안정으로오후들

어 540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

염도한풀꺾일것이라며소나기로낮기

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염 특

보가내려질가능성도없다고덧붙였다

광주기상청 발표와 달리 31일 광주전

남지역날씨는하루종일푹푹쪘다

이날 오후 영광에 15의 소나기가 내린

게전부다 광주의낮최고기온은이날오후

2시50분365도를기록전날(345도) 기록한

낮최고기온최고치를훌쩍넘어섰다

기상청은 그나마무더위가한창인오후

1시에야 광주와 나주 등 전남 13개 시군

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보 취지는 커

녕 발표했다는생색만내는식이다

폭염주의보가낮최고기온이 33도이상

인날이이틀이상예상될때내려지는것

을 감안하면 기상청은 1일까지 폭염이 이

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앞서 광주기상청은 지난 18일 화순에

28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이란

예측도 하지 못했다 단지 1040의 비

가예상되며국지적으로다소차이가있을

것이라고만예보했다

기상청이이날새벽 5시에발표한 단기

예보를 보면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40의 장맛비가 예상된

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쏟아진 비는 화순(이양) 281를 비롯해

▲순천(주암) 268 ▲나주(다도) 267

▲고흥 1905 ▲장흥 1325 ▲보성

1145 ▲장성 1085 ▲광주 66 등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

를 예상하지 못한 까닭에 순천과 화순에

서주택16가구와오리농장이침수피해를

입고 전남지역 곳곳에선 도로와 제방이

유실되는등피해가잇따랐다

잇따른예보실패에대해광주기상청은

본청과 유기적으로 예보 협의를 하고 최

신 관측 장비를 통해 최상의 예보를 내놓

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지만 모든 걸다

맞추기엔힘들다는입장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언론이나 국민의 기

대치가높아져부응하기가어려운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내일 광주에

비가 오느냐고 물었던 것이 이제는 내

일몇시쯤광주에비가시작돼 언제쯤그

치며 그양은얼마나되느냐고묻는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첨단장비갖추고도 오보청 못벗은광주기상청

지난 31일 광주시서구서창동세동마을들녘에서 제16회 서창만드리풍년제가재현된가운데서창만드리보존회회원들이김메

기를마치고들노래를부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도시에서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

역경찰탄력근무체계를 전국 932개 지

구대와 파출소에서시행한다고 31일밝

혔다

경찰은 도시에서는 치안 취약 시간대

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자원근무활성화▲야간전종제▲취약

시간 집중제등도심형순찰근무제도를

운영한다

자원근무활성화는 불필요한주간자

원근무를제한해야간자원근무자를늘

리는제도다

야간전종제는 기존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순찰팀을 운영하는

것이며 취약시간 집중제는 야간에 2개

의순찰팀이합동근무하는제도다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것은 도심에서는 야간에

112 신고와같은치안수요가낮에비해

월등히높지만근무하는경찰관은주간

에더많은문제점이있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치안취약시간대순찰인력집중투입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

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

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를 둔 전국

병의원 1천118곳중 80%인 897곳에 심

장제세동기가없었다

특히전국성형외과의30%가몰려있는

서울시강남구의경우 전체 332곳중 98

5%인327곳에심장제세동기가없었다

강남구에이어서울에서두번째로성

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심장제세동기가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

동기미보유율이 903%로 가장높았다

이어 광주(839%) 부산(829%) 대구

((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

었다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 강

원(458%) 전남(438%) 등의순이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국가나지자

체가설립 운영하는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규정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성형외과 839% 심장제세동기없다

지역경찰탄력근무제 시행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코레일은올해추석열차승차권을이달

12일부터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

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지난 31일밝혔다

12일에는 경부경전충북경북선 13

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

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

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

시간동안 지정된 역과승차권판매대리

점에서는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동

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다음달 5

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

호이상열차와관광전용열차인 O(중부내

륙열차)V(협곡열차)S(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등의좌석지정승차권이다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

의승차권이각각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문의하면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추석열차승차권 1213일 예매

찜통더위 꺾인다더니 다음날 폭염 특보 발령

10비예보에 280 물폭탄 도로유실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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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1530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동동 1025 북동동
먼바다동남동 2040 동남동

파고()
1020
2040
2040
3050

�바다날씨

�물때

목포
0513 1026
1730 2236

여수
1157 0542
2344 1758

밀물 썰물

�주간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2528 2528 2531 2532 2533 2433 2532

광 주 비

목 포 비

여 수 비

완 도 비

구 례 비

강 진 비

해 남 비

장 성 비

나 주 비

2531

2530

2627

2530

2431

2530

2530

2430

2531

2428

2631

2531

2534

2533

2433

2427

2530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선박항해주의하세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541

해짐 1936
�� 1018

�� 2215

식중독

운동

빨래

대규모 객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가장해성매매업소를운영해온여수지

역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

다

여수경찰은 지난 31일 5층 건물 통째로

안마시술소를차려놓고지하에마련한밀

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

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업

주 A(62)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비롯해 성

매매를한남성등모두 9명을입건해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시각장애

인안마사 2명을 고용 1차로 안마 시술을

한뒤 2차로지하에마련한밀실에서성매

매를 하도록 하다 이날 새벽 현장을 급습

한경찰에붙잡혔다

해당업소는지상 5층건물에객실 33개

를갖추고건물안팎에 CCTV 8대를설치

하고카운터와내실에도비상벨을설치해

경찰단속을피해온것으로드러났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서안마시술소가장성매매업주등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