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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우치동물원이 사람을 위한 동물원

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형 동

물원으로거듭난다

광주시는 기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

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각동물의생태적특성에맞는동

물친화적인공간으로바꾸겠다는입장이

다

시설개선사업이예정대로추진된다면

관람객들은동물원에서철창안에갇힌동

물을바라보는불편한죄의식에서조금이

나마벗어날수있을것으로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예산 150억

원을 투입 생태와 동물복지를 결합한 우

치동물원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진한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1992년 5월 4일 전

신인사직동물원에서북구생용동우치공

원(12만13023만66939평)으로 부지를

옮겼으나조성된지 23년이지나면서시설

노후 등으로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

리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

따랐었다

시는 각 동물의 서식 환경과 비슷한 형

태로우리를개선할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내년 초까지 예산 15억

원을 투입 1200(363평) 규모의 전시장

에 원숭이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15m 높

이의정글탐험대를만들고고사목을심는

등원숭이들의서식환경과유사한시설을

만들예정이다

또쇠창살을철거하는대신방사장전면

에가로 10m세로 3m 이상의투명유리를

설치 관람객들이 1m 앞에서 원숭이들을

관람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코끼리 우리는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넓

어진다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 이상

인 코끼리의 습성을 감안 기존 3306

(100평) 너비의우리를대폭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린 우리도 확장할 계획이며 파충

류해양동물사 박제전시관은 새로 지을

전망이다

시는 또 우치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태교육동물원으로 바꿀 계

획이다

시는 생태학습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먹이주기체험등체험프로그램운영

을 위한 10명의 동물해설사 양성 프로그

램도운영할방침이다

또동물복지및안전한사육환경조성을

위해 사육사 인원을 충원(3명)할 계획이

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을 예정

대로 추진 시민동물친화적 동물원으로

서기반을다질것이라며 우치동물원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

용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우치동물원엔 우치동물원 전신인

사직동물원시절부터동물원을지켜온장

수동물이있다

동물원이 모든 동물을 꼼꼼히 잘 보살

피고있지만나이많은장수동물에대해선

아주특별한대우를한덕분인데 침팬지

하마독수리등이주인공들이다

이들 중엔 지난 1992년 5월 4일 우치동

물원개원이전인광주사직동물원시절부

터 광주를 줄곧 지켜온 안방 마님들도 있

다 사실상 광주 동물원 역사의 산증인들

이다

동물원은 이들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고있을까

수컷(3마리)암컷(2마리) 독수리 5마리

는 지난 1990년부터 26년을 사직우치동

물원에서보냈다 천연기념물(멸종위기등

급 2급)인 이들 독수리는 평균 수명인 25

년을넘게 살다 보니 젊은 독수리처럼아

무거나먹지를못한다

동물원은 이들 독수리에게 먹이를 줄

땐 닭고기를 잘게 다진 뒤 주거나 정기적

으로특별영양식을넣어주고있다

동물원은스트레스예방에도부쩍신경

쓰고있다 올해나이 33세인 수컷침팬지

는 수줍음이 많아 그동안 스트레스를 곧

잘받았다 따라서침팬지가쉴수있는별

도의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관람 기

회를제한하지않으면서도휴식을보장할

수있게했다

또 소화를 돕는 요구르트도 정기적으로

주고있다

올해나이 24세인하마에겐체중관리로

특별대우를한다 하마는몸길이 37m어

깨높이약 15m몸무게 3t 주로사육장에

마련된 폭 4m길이 6m 크기의 ㄴ자형

풀장에서 생활하는데 일광욕과 풀고구

마등먹이를먹기위해육상으로나온다

체중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노령동물의

경우 영양상태질병 유무를 가늠할 수 있

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2 변화는 문제가 없지만 급격한 체

중변화가 일어나면 사육사들은 긴장하게

된다

동물원 측은 이들 노령 동물을 대상으

로정기적으로건강점검도하고있으며기

본적인 식단 외에 계절 과일이나 채소도

먹이고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이들 동물은 대

부분사망하면구하기어려운멸종위기종

들이라며 이들에게쏟는정성은시간이

갈수록 더욱 각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학교에서발생하는안

전사고가해마다급증하고있지만 교육

청이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예산은 지난

해광주의경우학생 1인당 36원에불과

한것으로드러났다

5일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

속 강은희(새누리비례) 의원이 교육부

로부터제출받은 20092014 학교안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417

건으로집계됐다

학생 1000명당 136명꼴에 해당되는

셈이다

광주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2150건▲2010년 2447건▲2011년 2629

건 ▲2012년 3441건으로 해마다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 최근 4년 새 학생 1000

명당 안전사고 증가율이 무려 749%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953%) 대구(84

8%) 다음으로높았다

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도 ▲2009년

1540건▲2010년 1500건▲2011년 1729

건▲2012년 1853건▲2013년 1940건으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증가율이

458%로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는 7

5명으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증가에도 안전교

육예산은 1인당몇십원에서몇천원수

준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

기어려울것이란지적을받고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학생 1인당 학교안

전교육예산은 2013년 36원에그쳐전국

에서가장낮았다가올해 1490원으로올

랐다 2010년 457원에서 2011년 830원

2012년 1166원 등으로 매년 1000원 안

팎수준에그쳤다

전남지역은 올해 2663원이지만 지난

해 4874원보다는절반정도깎였다

강 의원은 각종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도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증가하

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안전

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예산이충분히

확보돼야한다고지적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침팬지독수리하마 등

다진 고기에 특별영양식

건강검진체중관리 필수

우치동물원 20년이상장수동물들 특별대우

제7회 전국 학생 및 동호인국악경연대회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광주대교특설무대에

서열렸다대회에참석한러시아학생이장구를치며공연을펼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사물놀이신명난러시아학생

광주전남 학교안전사고매년급증불구

안전교육예산은전국에서가장낮아

광주우치동물원 생태형동물원으로확바뀐다

市 내년부터 5년간 150억 투입시설개선

쇠창살대신투명유리우리도대폭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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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북동 0515 북북동
먼바다북북동 1025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북동 0520 북북동
먼바다북북동 2040 북북동

파고()
0515
1020
0510
1025

�바다날씨

�물때

목포
1215 0527
2352 1742

여수
0713 0105
1944 1313

밀물 썰물

�주간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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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1325 1426 1427 1527 1426 1425

광 주흐린뒤맑음

목 포흐린뒤맑음

여 수흐린뒤맑음

완 도 맑음

구 례흐린뒤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흐린뒤맑음

나 주흐린뒤맑음

1323

1322

1522

1423

824

1123

1123

1023

1124

923

1225

1021

1123

1122

1022

1620

1322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아침저녁쌀쌀해요

오전에 구름 많겠으나 오후에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31

해짐 1810
�� 1639

�� 0342

식중독

운동

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