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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어디에도안전한 곳이 없다 세월호 침몰장성 요양병원

방화참사에도불구 연이어터져나온다 우리 사회안전불감증

은곳곳에도사리고있다 언제무슨충격적인일이있을지나다

니는것조차불안해하며하루를보내야할정도라는우려가나온

다 294명의목숨을앗아간대형참사이후 잊지말자는각오는

흐릿해졌다

현실은 설마와 난 괜찮을거야라는낙관주의에원칙과기본

은뒷전으로밀려있다

일상 속 안전 불감증은 어느 수준일까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를 이용해 가상으로 평소 감춰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안전

취약(脆弱) 요소들을들여다봤다

회사원인김불안씨는 14일오전건축한지 30년된아파트에서

나와대학원강의를위해대학교로향했다 소방차 전용이라고

씌어진주차공간엔 1t 화물차와승용차들이빽빽하게주차돼있

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는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살기도 힘든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

민들은선뜻보수시설개선에투자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강의를듣기위해대학교로가는도중 5층건물공사장을지나

쳤다 안전모도쓰지않은인부들이고층에서작업을하는게여

간불안한게아니었다

불안한 시선을 돌리니 LP 가스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나란히

설치돼있는상가가눈에들어왔다 여름철 장시간에어컨가동

으로실외기모터가달아오른상황에서자칫누군가버린담뱃불

로화재가발생할경우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겠구나하는불

안함도떠나질않았다 승용차로순환도로를이용하면서앞서가

는 화물차를 피하느라 진땀을 뺐다 화물 적재불량 차량이 하루

에 220대꼴로 적발되고 지난 5년 간 허술하게 묶은 화물을 가득

싣고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교통사고

만 전국에서 198건이나 된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떠올라 아찔했

다

김씨가대학원강의를위해도착한국립대도안전지대는아니

다 지어진지 30년이상된건물이적지않지만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교육부의 자료를 인

용 지난해 30년 이상 노후된건물을 30% 이상가지고있는것

으로 조사된 전남대학교(본교) 목포대학교(목포 제2캠퍼스) 등

은정밀안전진단을받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

김씨가수업을끝낸뒤간곳은양동시장 저렴한상품이많아

자주이용하는편이지만 안전을생각하면꺼려질때도많다 정

수성새누리당의원이공개한한국소방안전협회의 전통시장화

재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양동시장을 비롯 광주전남

지역 19개시장뿐아니라전국 200개전통시장의부실한소방시

설 관리상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시장의 185%

만자동식소화기및스프링클러설비를갖췄고 80%는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

숨을내놓고영업을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

시장에서 간단한쇼핑을하고초등학교 3학년딸을데리러학

교로 향했다 어린 아이인데다 학교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세인

탓에 조마조마하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의 20102014년

학교안전사고현황에따르면광주지역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등으로끊이질않고있는형편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2012년 10만365건이던학교안전사고는지난해10만5088건

으로증가했다

김씨는 학교를 마치고 나온 딸의 학원 시간을 기다리며 잠시

짬을내PC방이있는건물로들어갔다 거래처에보내줘야할서

류를작성해야하고딸도잠깐새로나온게임을하고싶다며졸

랐기때문이다 계단으로올라가려는데상가에서내놓은온갖집

기류가계단을막고서있었다

지난 11일발생한광주시동구찜질방화재때도 5층에서 6층으

로 가는 계단에 의자 등이 쌓여있어 소방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는소식을들은바있어찜찜했다

광주시소방본부는또지난해12월부터현재까지박근혜대통령

특별지시에따라광주지역아파트학교등다중이용시설2만6096

개중 2만5267개소에대한소방특별전수조사를벌인결과 3892

건이 불량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3만6424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3119건을적발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0년된아파트는안전진단포기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서 장보고

퇴근길공사장위험한고층작업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 현장은 광주전남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 3일 고흥군 봉래면 나로

도항 5층짜리 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장비 착용도 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

재래시장 80%는 자동소화시설없어

대학교 30년 이상건물이 30% 이상

유치원초중고 안전사고매년급증

��� �����

	
� ����

<2>안전한곳없는회사원김불안씨의하루

온갖잡동사니로가득찬비상계단 가스통과에어컨실외기가나란히 대피안내도따라가니비상구는막혀

이 기획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점검대상
(개소)

점검실시 양 호
불 량
(개소)

불량건수

광 주 2만5267
2만3712
(968%)

2만2863 849 3892

전 남 3만6424
3만6424
(100%)

3만5155 1269 3119

광주전남다중이용시설전수조사결과

<광주전남 소방본부>

소화기

(보유 소화기

점포수)

자동식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

클러 설비

광주

전남

456%

(9412064)

105%

(219)

0%

(019)

368%

(719)

53%

(119)

211%

(419)

전북
234%

(2901237)

0%

(010)

0%

(010)

100%

(110)

0%

(010)

100%

(110)

제주
287%

(66230)

667%

(23)

0%

(03)

333%

(13)

0%

(03)

667%

(23)

소계
367%

(12973531)

125%

(432)

0%

(032)

281%

(932)

31%

(132)

219%

(732)

구분

재래시장소화설비설치현황및관리

<한국소방안전협회 2013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