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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119 구조대가 지난 상반기 벌

인구조활동의절반이상이문개방 동물

구조 등 경미한 생활 민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단순생활민원성신고에소방력이대거

동원되면서 정작 위급상황 발생 때 출동

지연등의우려된다는점에서성숙한시민

의식도요구되고있다

광주일보가 2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에서제출받은 최근 3년간 119 구조대상

반기 구조활동실적(2013년올해)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구조 건수는 모두

8677건(구조 인원 4064명)이었으며 이중

문개방및동물구조등단순민원성구조

건수는전체의 5445%인 4725건이었다

구조활동 유형별로는 문개방이 ▲1694

건(19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

물구조 1398건(1611%) ▲승강기 1044건

(1203%) ▲실내 갇힘 589건(679%) ▲벌

집제거 477건(549%) 등의순이다

문개방에대한신고가유독많은이유는

독거세대 및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웃등이 신변을확인하기위해 신고 요

청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 또 승강기 사

고는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다

일부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품에 하

자가자주발생한탓으로분석된다

사고가가장빈번하게발생한장소는아

파트였던것으로확인됐다

장소별로는 아파트가 2925건(3485%)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단독주택

1454건(1732%) ▲도로교통 1226건(14

61%) ▲상가시장 874건(1041%) ▲사무

실빌라 444건(529%) ▲산 412건(491%)

등의순이다

구조요청이가장많은요일은토요일이

었으며 시간대는 오후 2시4시 사이인

것으로조사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543건)금요일(493

건)목요일(480건) 등의순이었다 시간대

별로는오후 2시4시(398건) 사이가가장

많은반면새벽 4시6시(89건) 사이에구

조요청이가장적었다

이 같이금요일과토요일에구조요청이

많은 이유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가족동반 나들

이 등산등레저활동과교통량증가에따

른사고가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한편 119 구조활동건수는해마다는것

으로파악됐다 올해상반기 119 구조활동

실적건수는모두 3090건으로지난 2013년

(2909건)과 지난해(3090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12건(1538%)181건(622%)

늘었다 이는 119 구조대의 이용이 빠르

고공짜라는 인식이널리퍼진탓으로분

석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음악의열기속으로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페스티벌이

24일부터 8월9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

조각공원인근에서열린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인터커맥스디

자인그룹이 주관하는이번행사의하이

라이트인 DJ 뮤직페스티벌은 2425

일 오후 6시부터밤 10시까지진행된다

DJ 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정상급 디

제이(DJ)와 구준엽(DJ KOO) 등 연예

인 DJ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360도 에

어돔영상쇼와연계한다양한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일인 24일에는 DJ 춘자

(CHUNJA) 바스코(VASCO) 페리

(FERRY) 한민 등이출연하고 25일에

는 DJ 구준엽 페너(FENNER) 쿨 케

이(COOL K)와 퍼포먼스 팀 홀릭

(HOLLIC) 등이참여해무대를빛낸다

특히 DJ공연과 함께 이틀 동안 에어

돔(직경 34m 높이 8m)에서 레이저 쇼

등 360도 영상미디어 쇼와 연계한 국내

최고의 판타지 공연이 펼쳐진다 또 메

인 DJ들과 함께하는 실력파 퍼포먼스

팀들이기존의DJ뮤직페스티벌과차별

화된콜라보레이션공연을선사한다

티켓 가격은 2만 원으로 현재 온라인

에서 1만2000원에구입할수있다 티켓

예매는인터파크 공식홈페이지(www

fantasy4co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

의 18994841 한편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페스티벌에서는공연과함께음식

과음료를 즐길 수 있고 지난 22일에는

야외수영장이개장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일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2017학년도

입시 전형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연세

대서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역

행하는입시전형을운영하고있다고지적

했다 반면 한양대서울시립대서울대는

학교교육중심의대입전형을운영하는우

수대학으로꼽았다

이 단체는 2017년 입시전형 분석에 사

교육유발과관련이있는 7가지기준을적

용했다

첫 번째 기준인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

은연세대(337%) 고려대(188%) 서강대

(102%) 순으로높았다 특기자전형의전

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 항

목에서는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특기

자전형이있는 9개대학모두대학별고사

를실시해여전히사교육을유발하는것으

로평가됐다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6학년도 평

균 279%에서 2017학년도 259%로 축소

폭이 미미했다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401%와 382%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

력기준을폐지하였는가항목에서는건국

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

한것으로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악열기속으로광주판타지4 뮤직페스티벌 개막

고대연대서강대 고교교육정상화역행

교육시민단체 2017학년도입시전형분석사교육유발

119 구조활동절반이 문 개방 동물구조

광주시소방안전본부최근 3년간활동자료분석

아파트승강기사고신고도많아토요일오후 24시 최다

생활민원성에소방력동원위급상황시출동지연등우려

광주시서구상무조각공원인근에마련된 2015 광주판타지4뮤직페스티벌(24일8월9일) 행사장은대형에어돔공연장야외수영장먹을거리존등으로구성됐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국내외 최정상급 DJ 총출동내달 9일까지열려

서구상무조각공원360도 에어돔영상쇼등화려

광주 옛 남구청사의 인접 도로가 신축

아파트부지로편입되면서운전자들이불

편을겪고있다

23일남구에따르면옛남구청사부지(1

만8000)에 아파트 건립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 동 400가

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오는 2017년 입주

예정으로지난 9월착공했다

그러나아파트건립으로옛남구청사정

문 진출입로 50m 길이(폭 3m)의 도로 4

차로가운데 1개차로가아파트부지에편

입되면서 1개 차로가 줄어들어 운전자들

이불편을겪고있다는것이다 남구는이

와 관련 옛 청사가 있을 당시 청사 진출

입 편의를 위해 청사 부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는 아니

다면서 아파트가들어서면정문과연결

된 진출입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 흐름

에는큰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구도로 1개 차로신축아파트부지편입운전자큰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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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운동

빨래

광 주 흐리고비

목 포 흐리고비

여 수 흐리고비

완 도 흐리고비

구 례 흐리고비

강 진 흐리고비

해 남 흐리고비

장 성 흐리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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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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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주말강풍동반태풍

주말에 다소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동남
먼바다 남남서 1525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먼바다(동) 남동남 1525 남동남

파고()
0515
1020
1020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1525 남동남 1525

�물때

목포
0701 1226
1941 2355

여수
0137 0750
1424 2028

밀물 썰물

�주간날씨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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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2432 2428 2430 2432 2532 2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