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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 1명당 관리해야 할 학

생이 광주 500명 전남은 400명에 달했

다

학교 내 폐쇄회로TV(CCTV)는 성능

이우수한 100만화소이상급의경우설치

율이 여전히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교안전예방분야에대한대책마련이시

급하다는지적이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배치

된학교지킴이수는모두 1028명이다

학교안전 지킴이는학교에서발생할수

있는 학생들의 위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배치된인력이다

하지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지킴이 수

가 턱없이 부족해 기대했던 역할을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

다

실제로 광주지역 지킴이는 445명에 불

과해전체초중고학생수와 22만481명

과 비교하면 지킴이 1명당 495명의 학생

을관리하는셈이다

전남에도 583명의지킴이가배치됐지만

초중고 전체 23만258명과 비교하면 지

킴이 1명이학생 395명을담당하고있다

전국 학교안전 지킴이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470명과 비교해도 광주는 전국 평균

보다부담이큰편이다 학교 CCTV도 인

물식별이가능한 100만화소이상급설치

율이광주는 223% 전남은 281%에그치

고있다

화면 속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거의 불

가능한 40만 화소 이하급도 광주에는 18

2% 전남 134%가여전히남아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CCTV 설치 예산

은광주의경우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2억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전

남은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없는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리운전 기사끼리 2인1조로 움직

이는시대는갔다

기동성이뛰어나고이동간비용을절

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

드(Kick Board사진)가 등장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방식을 180도

바꿔놓은것이다

예전엔 2인1조로 움직였다면 이제

는 나홀로 이동방식이다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퀵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다 대당 가격은

20만70만 원으로 휘발유 12(연료

량)를 주유하면 30 이상 탈 수 있다

최근엔 경적방향지시등이 설치된 전

기충전식(220V) 퀵보드도출시됐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퀵보드를 선호하

는가장큰이유는이동간드는비용때

문이다 대부분 2인1조로 움직일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10건

(건당 1만 원 기준)을 대리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연료비만 23만 원 가량 든

다는게대리운전기사들의설명이다

승용차를이용한것보다퀵보드를이

용하는 게 수익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얘기다

최대시속도 2530에 달해 기동성

도 매우 뛰어나다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을싫어하는고객들의입장을감안하

면탁월한이동수단인셈이다

하지만퀵보드이용시간대가주로야

간인데다 복잡한 도심에서 주로 이용

되고 있어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

로이어질수있는만큼이를규제할관

련규정이마련돼야한다는지적도나오

고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학 도서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의 대학가는 열

공 모드에 들어갔다 재학생은 스펙을쌓

기위해학점관리에혈안이고취업준비생

등 사이에서는 각종 국가고시어학시험

열풍이불고있다

지난 28일밤 9시에찾은전남대학교도

서관별관열람실은말그대로인산인해였

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12개 열람실에

마련된 좌석 2802개 중 빈자리를 찾기 힘

들 정도였다 일부 도서관단과대는 시험

기간동안열람실을 24시간개방하면서새

벽시간에도불이꺼지지않는다

도서관자리경쟁에서가방이나책을이

용해 자리를 맞춰놓는 수법(?)은 이제 구

식으로 불린다 학번이나 학생증(스마트

카드) 등개인인증을통해좌석을예약하

는시스템을도입하면서자리맞추는방법

도 천태만상을 보였다 수첩에 학번을 10

개씩적어와도서관개관시간에맞춰발권

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과 홈페이지 등

에엑셀(표) 파일로저장된재학생명단과

학번을도용하는경우도있다

올 들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오

른 도서관 관련 민원은 전남대 109건 조

선대 44건이었다 이중 대다수는 ▲미발

권 좌석점유 ▲대리 발권 ▲도서관 내 도

난추행등에대한불만이었다

조선대 중앙도서관은 1시간 이상 자리

를 비우면 좌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내듯자리를점유하는것을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번에 4시간열람실사용이가

능하며 더 이용하고 싶으면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지난 8월에는 자유열람이 가능

했던 2열람실을 좌석발권제로 전환했다

재학생이아닌사람이출입하면서도난사

고가잦고성추행사건이잇따랐다는것이

도서관 운영본부 측 설명이다 일반인은

열람실을이용조차할수없다

졸업생과인근주민을포함한대학도서

관 이용자는 월 15만원 정도 요금을 내야

하는사설독서실이나커피숍등의스터디

룸과 다르게 무료로 쓸 수 있어서 대학교

를 찾는다 특히 졸업생은 공부하기에 익

숙한 공간이어서 후배의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더라도모교도서관을이용한다대

학도서관은지자체가운영하는공공도서

관에견줘도학술서적이나자료가풍부한

편이고시설이좋은편이라선호하는이용

자가많다

졸업생에게도 말 못할 애환이 있다 전

남대졸업생이고운씨는도서관홈페이지

에 글을 올려 시험기간은 재학생에게도

자리가 부족해서 학기를 피해 방학 때 학

교 도서관을 이용한다며 일반인 전용

(264석)을 제외한 학생 전용 열람실에는

발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서관운영본부나자치위원회

는자체적으로마련한운영세칙에의해정

기적으로열람실을돌며자리점검을하고

있으나 미발권 좌석 점유나 대리 발권을

적발한사례는거의없어유명무실하다는

빈축을사고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8일광주시북구용봉동전남대도서관을찾은재학생졸업생이학기시험및취업시험공부를하고있다공공도서관보다시설이좋고무료인대학도서관이용객이늘면서

자리잡기경쟁도치열해졌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29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

날보다 더 떨어지는 등 반짝추위는 당분

간지속할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지

역은동해상에위치한고기압의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많은 구름이

끼겠다며 기온이떨어지면서곳에따라

서리가 끼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28일예보했다 이날아침최저기온은 2

14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 분포를 보

이겠다 이는 전날 아침기온보다 13도

가량낮은기온이다

30일 밤부턴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20이상의많은비가내릴전망이다 이

번비는다음달2일까지이어진뒤그칠것

으로예상된다 박기웅기자pboxer@

대리운전기사들 고맙다 전동 킥보드

택시비절감대만족도심야간이용사고우려도

광주전남반짝추위

내일밤부터비소식

대학가 열공모드 도서관 빈 자리가없어요

극심한취업난반영

재학생취업준비생경쟁

졸업생까지도열람실찾아

광주전남지역학교안전 허술

안전지킴이 1명이학생 400500명씩 관리

전남은고성능 CCTV설치예산한푼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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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는지역대표정론지입니다kwangju.co.kr

학번학생증잇단도용

학교측좌석발권제전환

운영세칙마련등노력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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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동남동 0505 동남동
먼바다동남동 0510 동남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동동 0505 동남동
먼바다북동동 0510 북동동

파고()
0505
0510
0505
0510

�바다날씨

�물때

목포
0519 1027
1803 2309

여수
1229 0544
1142 1841

밀물 썰물

�주간날씨
30(목) 31(금) 111(토) 2(일) 3(월) 4(화)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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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1520 1619 1417 915 617 718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722

921

1419

921

420

621

521

321

222

520

921

421

521

519

320

1419

720

맑음

맑음

맑음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국화꽃향기느껴지나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50

해짐 1742
�� 1136

�� 2215

식중독

운동

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