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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자만이살아남는다 

젊은 직장인대학생 사이에서 연말

술자리주인공이되는비법이스마트폰

앱과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인기

를끌고있다

이번에는신입이한마디해보지?라

고술자리에서건배제의를받으면당황

하지 말고 회식 건배사 앱(애플리케이

션)을 찾아보면 된다 송년신년직장

모임계절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건배

사를검색할수있다

회식이 잦은 연말에 날짜별로 자신의

음주량을입력관리하고통계까지내는

앱을활용하는것도건강을지키는비결

이다 음주 적정 수위를 넘으면 숙취에

시달리는모습의 캐릭터가술을자제할

것을권한다

주사위사다리게임병돌리기 등 서

먹한분위기를풀수 있는게임 앱도 50

여 개에 달한다 소맥(소주맥주 혼합

주)의 황금 비율 등을 알려주는 폭탄주

제조법 앱을 활용해서 상사선배의 점

수를딸수도있다

사용자의 제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

주운전단속위치를알려주는앱20여개

는 이미 100만명이 다운받았다 일부에

서는 예비살인자 양성어플이라며

연말 교통사고 주범인 음주운전을 조

장하는것이냐며뭇매를놓기도했다

취업포털잡코리아가최근직장인대

학생 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송년회에서가장환영받는유형은 선뜻

회식비를 쾌척하는 큰손 형이 351%

(259명)로 꼽혔으며 가무(歌舞)로 분위

기 띄우는 스타형(240%177명)이 뒤

를이었다

한편 회식비 안 내는 빈대형(257%

190명)이송년회꼴불견1위로선정됐으

며 ▲주사 부리는 고주망태형(244%)

▲심각한 노래만 부르는 킬리만자로 표

범형(143%)도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임창정의 소주 한잔이었

다 올해 TJ(태진)노래방 인기곡 100위

를 보니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 열풍을 불었던 소유정기고의 썸

은 5위를 차지했다 사랑의 배터리

Tears벚꽃엔딩 등 전형적인 분위기

띄우기용노래도순위에들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최근귀가하던여성을아파트현관에서

성추행하고 달아나는등 내 집앞 강력범

죄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민들의

CCTV설치요구가잇따르고있다

하지만 예산부족등으로광주시의내년

CCTV설치계획은민원접수건수에비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

지않을것으로보인다

지난 10월10일 SNS 페이스 북에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

요라는 글과 CCTV에 찍힌 남성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9월27일

광주시서구금호동한아파트엘리베이터

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한 뒤 달

아난신원미상의남성에대해공개수배에

나선것이다

피해여성가족들은 경찰도못믿겠다

며 사건발생 2주가 지났지만 범인은 잡

히지 않고 불안에 떨다가 직접 CCTV 화

면을캡처해수배에나섰다고설명했다

광주시광산구신촌동에거주하는김가

희(여21)씨도 귀갓길이 불안해 CCTV를

설치해달라고민원을접수했지만 감감무

소식이다 김씨의 집은 지하철 입구(광주

공항)에서 으슥한 도로변을 따라 10분가

량걸어야하는데 CCTV가 한대도설치

돼있지않기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인터넷에서 납치와 장기

밀매 성폭행같은생각만해도끔찍한소

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귀갓길이 불안하

다며 야간아르바이트가끝나고인적인

드문귀갓길에 CCTV가있다면그나마마

음이놓일것같다라고말했다

11일광주시통합관제센터에따르면현

재 광주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106대

로▲방범용(1414대) ▲재난재해(27대) ▲

어린이보호구역(1596대) ▲차량번호인식

(69대) 등이다 지난 2011년 1331대에서

무려 3배가늘어난것으로그인기를실감

할수있다

하지만 올해 설치된 CCTV는 방범용

10대와 어린이보호구역 130대에 불과하

고 내년 설치예정도 방범용은 20대에 불

과해 1년6개월간 접수된 설치민원 600건

에비교하면 8%수준에머물러있다

이처럼범죄예방과범인검거율에효과

적인 CCTV의수요는급증하고있지만막

대한설치비용과운영비가만만치않아시

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

는실정이다 범죄취약구역에 CCTV 1개

소(2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1620

만 원으로 매년 광주시에 설치된 3106대

의 전기통신료 등 ▲운영비(38억3500만

원) ▲인건비(26억9800만원) ▲추가설치

비용(10억9800만원) 등 한해예산만 76억

원이넘어가기때문이다

하지만지난해 5월관제센터개소후광

주시 4대강력범죄발생률이 56% 감소했

으며 영상을 통해 검거한 범인 355명 화

상순찰로 121명을 검거하는 등 혁혁한 성

과에 견줘 보면 예산부족만 탓할 게 아니

라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집 근

처와골목길에방범용 CCTV를설치해달

라는민원이하루에도수차례씩접수되지

만 예산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경찰과 협조해 범죄 취약구역 등 우선순

위 설치대상을 정해 차근차근 추진하겠

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강력범죄 불안 내 집앞 CCTV 설치해주오

광주민원신청 600여건 봇물내년 계획은 20대 불과

대당설치비용 1600만원 등운영비포함막대한자금소요

범죄예방범인검거 효과적수요 급증에도설치율은저조

연말을맞아 11일애플B유치원(원장최봉훈) 7세반원생45명이광주시동구용산동노인요양시설용연실버빌을찾아위문품등을전

달한뒤어르신들앞에서앙증맞은율동을선보이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휴일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은 많은

눈과한파가찾아올것으로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

역은대륙고기압의영향으로오전부터눈

이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겠

다며 북쪽으로부터찬공기가남하하면

서기온도큰폭으로떨어질것이라고 11

일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1도낮최고기온은 3도7도분포를보이

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2도3도가량 낮은

기온이다 예상 적설량(강수량)은 28

(510) 내외다

주말인 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3

도4도가량더떨어진 0도영하 4도 분

포를보이겠으며 14일에도전날과비슷한

기온을보이겠다

이번추위는오는 19일까지이어지다가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

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이

내리고바람도강해체감온도는더떨어질

것으로보인다며 비닐하우스붕괴등시

설물 피해와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 한

다고당부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직장인대학생 연말 술자리 주인공 되는 비법 화제

당황하지말고 앱SNS부터 검색

맞춤형 건배사술자리 게임 등 소개

광주전남눈많고기온 뚝다음주까지추위계속

할아버지할머니저예뻐요?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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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서북서 1020 서북서
먼바다서북서 1525 서북서

남해
서부

앞바다서북서 0515 서북서
먼바다북서북 1025 북서북

파고()
2030
2040
1020
2040

� 바다 날씨

� 물때

목포
0517 1034
1753 2318

여수
2131 0602
0000 1837

밀물 썰물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31 35 16 22 40 51 24

동장군 기승

찬대륙고기압의영향으로오전부터눈이내리기시

작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 지역별 날씨 ���

해뜸 0731

해짐 1721
�� 2245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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