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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광산구 소촌동

청사앞마당에서범죄피해자지원기금마

련을위한 희망나눔바자회를연다

이날 바자회에는 이마트 광주호남본부

에서 제공한 문구 장난감 등 제품 1만여

점이 이마트 매장 판매가보다 7090%

할인된가격으로판매된다

제품별 가격은 레고 블록 쌓기(6만원→

1만원 수준) 욕실용 선반세트 (3만원→

5000원) 책상용 스탠드(3만원→3000원)

등이다 제품에 따라서는 미세한 하자가

있을수도있지만가격과품질면에서고객

들이크게만족할수준이라고이마트관계

자는 전했다 바자회는 오후 25시까지

열리며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

다 행사 문의는 광주지방경찰청 062

6092717 김형호기자 khh@

신안 가거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안

함과고마움을담은편지를써서해해

양경비안전본부로전달했다

학생들은 지난 13일 맹장염에 시달

리고 있는 친구를 병원으로 옮기려다

헬기사고로조종사등이변을당하자

직접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편

지를써 19일오후전달했다

전교생이 10명뿐인 가거도초등학

교 아이들이또박또박써내려간편지

엔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물론 그동

안도움을받아온해경에대한감사를

표시하는내용으로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서 낳고 자라

면서 해경과의 각별한 인연을 간직할

수밖에없었던가거도학생들은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색현장을 보며 안

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

한 학생은 편지에 동생을 위해 나

쁜 날씨에도 출동해주셨지만 안타깝

게도사고가나동네사람모두가걱정

하고 있습니다며 하루빨리 실종자

를찾아가족들에게힘이됐으면좋겠

습니다저희부모님도찾고있으니힘

내세요라고적었다

악천후 속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목포해경 함정에서 태어났다는

남학생은 아픈 친구를 도와주기 위

해 안좋은 날씨에도 달려오다 사고를

당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아저씨

들 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사람이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가거도초등학교 12학년 담

임 박준현(40) 교사는 지난 18일 청와

대와 국민안전처 자유게시판에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게 감사와 위로의 글을 올리기도 했

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

는연고나감기약값이배이상차이가나

는등천차만별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의료시설접근도가떨어진도서나

산간벽지지역의약품값이상대적으로비

싼것으로드러나지역민건강권확보차원

에서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약품 중 지역별 가격차가 가장 큰 것은

연고인 쎄리스톤지(15g)로 여수에선

2700원이지만 강진에선 6000원에 판매되

는등 3300원이나차이가났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감기

약소화제 파스류해열진통제 각 4종

영양제 7종 연고 3종등약의효능별로많

이소비되는품목 50종을선정 지난해하

반기 전국 2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

가를비교한결과이다

종합감기약인 하벤허브캡슐(10캡슐)

은 광주시남구에선 1500원이지만북구와

서구 일부 약국에선 3000원에 팔리고 있

었고 전남의 경우 담양나주는 1500원

영광완도 3000원 등 최저가와최고가차

이가 2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안과용약인 토비콤에스연질캅셀(60

캡슐)도광주시북구와장흥에선2만6000

원 광주시 남구완도광양의 일부 약국

에선4만원에팔려똑같은의약품이지만1

만4000원(135배)이나더비쌌다

영양제인 삐콤씨에이스(100정)는 영

암과 여수지역 일부 약국은 2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해남과 장흥에선 3만원

까지 가격을 요구하는 등 152배 차이를

보이기도했다

같은시군구에위치한약국들사이에

서도가격편차가심했다

광주시 서구 한 약국은 관절염 패치인

트라스트패취를 광주지역 최저가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인근 또 다른

약국에선 광주 최고가인 4000원으로 16

배차이가났다 광산구도 정장제 비오비

타과립(120g1병)이 1만3000원인 반면

인근 약국에선 177배 비싼 2만3000원이

었다 영암에서도 소화제 백초시럽플러

스(100ml1병)가최저 3000원인반면 인

근 약국에선 5000원(167배)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처럼 약국마다 똑같은 의약품이지만

가격이제각각인이유는건강보험이적용

되지않는일반의약품은약사가판매가를

산정할 수있기때문이다 이로 인해약국

이많지않고물류비가비싼도서산간의

료취약지역의 소규모 약국들은 타 시도

에 비해 비싼 판매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

는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관계자는 의

료접근성이떨어지는의료취약지역주민

들이더비싼돈을주고약을사먹어야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같은藥인데지역별가격차 2배이상

광주시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

서 술 판매 범위를 확대했지만 광주시도

시계획위원회에서제동이걸렸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시가 제

출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내수익시설

변경안에 대해 기아구단측이 수익평가

자료공개를거부하는상황에서새로운수

익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

보(보류)했다

시는 현재 11곳의 휴게음식점(편익시

설) 중 1층과 5층각 2곳씩 4곳(1308)을

일반음식점(수익시설)으로 바꿀계획이었

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술 판매가 가

능해 야구장 매점측은 생맥주와 통닭 등

을판매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 심의

에 올려졌으나 수익시설 변경에 따른 시

재정확충 기여 방안 강구 조건으로 심의

가한차례유보됐다

시는 KIA타이거즈측과 협의해 올해는

생맥주 판매금액 3%를 복지시설 기부하

고 내년에는 2015년 판매량에 근거해 정

액을기부하는조건까지달았지만다시유

보된것이다

야구장 3층에 1260에 달하는 2곳의

일반음식점이있긴하지만접근성이떨어

지는 등의 이유로 술 매출로 이어지지 않

자추가변경을추진한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이마저도한국야구위원회(KBO)

가이달초밝힌안전하고쾌적한야구장환

경 조성 및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SAFE 캠페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광주일보19일자7면을받고있다

캠페인의주내용은야구장내술및캔

병1 초과 페트병 등의 반입 제한이다

더욱이 이 도시계획변경 주체가 광주시로

야구장측의수익확대만을배려한것아니

냐는것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범죄피해자기금마련

오늘 희망나눔바자회

광주경찰 광산구소촌동청사앞

쎄리스톤지 여수 2700원 강진 6000원

3000원 짜리소화제옆약국선 5000원

약사가가격산정탓에물류비높은도서산간지역더비싸

장휘국광주시교육감(앞줄 가운데) 등 전국의 교육감들이 19일 경남 창원시풀만앰배서더호

텔에서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광주시교육청제공

신안가거초교전교생들참사해경에감사편지

아픈 친구도와주려다목숨까지바친

해경유가족고마움에눈물로씁니다

담임교사도희생자위로의글

24면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챔피언스필드매점술판매확대 제동

도시계획위 시설 변경안유보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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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파고()
05

0510
05

051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물때

목포
0148 0711
1419 1937

여수
0913 0244
2128 1512

밀물 썰물

�주간날씨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 � � � � � �
820 415 114 015 116 317 618

광 주 구름많음

목 포 구름많음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구름많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구름많음

장 성 구름많음

나 주 구름많음

918

715

1016

816

919

816

716

717

818

716

1118

716

821

717

820

712

616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구름많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37

해짐 1844
�� 0617

�� 1840

수면

운동

빨래

주말엔봄꽃나들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

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