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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던 40대 남성

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지난 주말 전

남북에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

했다

지난 11일오후 2시30분께정읍시입

암면한야산에서벌초를하던이모(48)

씨가 벌에 쏘여 사망했다 이씨는 아내

와함께벌초를하던중정수리부근을

벌에쏘여 119구급대에의해인근병원

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

지난 12일 오전 11시59분께에는 장

성군 북하면 백양사 내 주차장 부근에

서하이킹에참가한문모(12)양등초등

학생 10명과인솔자 5명이말벌에쏘였

다

사고 직후 6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옮겨졌고 9명은일행의도움

으로 병원을 찾는 등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것으로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도는배달앱에등록해영업하는

업소 85곳을 위생 점검해 17곳의 위반

사항을적발했다고 13일밝혔다

이번단속은이용자는늘지만직접위

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일반음식점이면서야식배달

업체로신고한업소가운데메뉴와주문

량이많은곳을대상으로이뤄졌다

점검결과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1

곳) 음식쓰레기관리불량등시설기준

위반(2곳) 종사자 건강검진 미시행 등

개인위생 미준수(5곳) 위생적 취급 기

준준수사항위반(9곳) 등이적발됐다

한 배달 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 88g 들이 4개를 보관했으며

주방환풍기덕트시설의기름때청소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세균오염에 방치됐

다

다른 야식 전문 음식점은 주방을 장

기간청소하지않아벽면 조리도구 화

덕 주변 싱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고

튀김기주변위생상태도불량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못믿을배달앱야식업체

산에갈땐 벌쏘임 주의

정읍서벌초하던 40대 사망장성 하이킹참가 15명 병원행
광주지역 초중고교 5곳 중 4곳에서

반경 1이내에성범죄자가살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학교 4곳 중 1

곳에는성범죄자가 6명이상무더기로거

주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있다

13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

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

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

중고 316개교 중 813%에 달하는 257곳

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

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 57

4%보다 무려 239%포인트 높은 수치이

다 또 2013년(649%)과 비교해도 2년새

164%포인트급증한것이다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이 거주

하는 광주지역 학교는 39곳이었고 2명

54곳 3명 34곳 4명 33곳 5명 20곳이었

다 학교 주변에 6명 이상 무더기로 거주

하는 곳은 전체의 274%인 77곳이나 됐

다 문제는 77곳중 66곳이저항력이약한

초중학생들의 통학로라는 것이다 26개

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살

고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52곳 중 127

곳(836%)에서성범죄자가 1명이상거주

하고 있고 중학교는 89곳 중 75곳(84

3%) 고등학교67곳중 51곳(76%)으로나

타났다

전남은 829개 초중고교 중 349%인

289개교에서반경1이내에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

교 426곳 중 131곳(308%) 중학교 250곳

중 89곳(356%) 고교 145곳 중 67곳(46

2%)이었다

성범죄자의 주거 실태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

gokr)에서도확인할수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신상공개

대상성범죄자는광주 165명 전남 260명

등 425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296명)

과비교하면 129명(436%)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북구가 49명으로 가장 많

고광산구(47명) 서구(25명) 남구(24명)

동구(20명) 순이었다 동네별로는 남구

월산동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금

호동과 광산구 월곡우산동에는 각각 8

명씩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동구계

림동과 남구 주월동에는 7명씩 거주하고

있었다

전남에서는여수(40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순천(29명) 목포(26명) 광양(23명)

무안(14명) 나주해남화순(13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가 무더기로 거주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

어 있지만 학교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광주지역 학교 26곳

가운데 얼굴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폐

쇄회로TV(CCTV)는 308%인 8곳에만

설치돼있다 전남은 18%에그쳤다

안민석의원은 학생안전을위한학교

안전망구축은사회적국가적책무라며

교육당국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안전

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추석을 2주일앞둔 13일광주시북구망월묘역에서관리인이묘지주변에무성하게자란풀을애초기를이용해제거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앞두고벌초

초중고 5곳중 4곳 1내성범죄자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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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림동

6 오치동

10 월산동

광주지역성범죄자5명이상거주지현황 <단위명>

자료:성범죄자알림e

광주학교 316곳중 257곳6명이상무더기거주 77곳

광주전남 신상공개 2년새 44% 늘어알림 e서 확인

전남 87곳중 17곳위생불량

오늘의날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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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먼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파고()
05

0515
0515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0252 0803
1502 2014

여수
0937 0320
2150 1536

밀물 썰물

�주간날씨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 � � � � � �
1628 1825 1726 1727 1727 1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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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

1627

1825

1627

1129

1327

1127

1327

1328

1127

1528

1427

1427

1427

1127

1924

1326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푸른가을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14

해짐 1842
�� 0652

�� 1910

식중독

운동

빨래

전체학교수
거주성범죄자수별학교수 성범죄자

없는학교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광주

초 152 20 21 19 15 8 44 25

중 89 9 22 7 8 7 22 14

고 67 10 11 8 8 5 9 16

특수 5 0 0 0 2 0 0 3

각종 3 0 0 0 0 0 2 1

계 316 39 54 34 33 20 77 59

전남

초 426 44 35 21 14 7 10 295

중 250 37 22 10 6 4 10 161

고 145 30 11 6 5 4 11 78

특수 8 1 0 0 1 0 0 6

계 829 112 68 37 26 15 31 540

반경1km내성범죄자거주하는학교현황 (2015년 7월말기준 자료안민석의원)

안민석의원국감자료

8 월곡동

8 우산동

8 금호동

7 주월동

5 신가동

5 도천동

5 백운동

5 유동

5 운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