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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양동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

다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양동시장 정비 공사가 추석을 불과 10일

남겨둔현재까지마무리될조짐이보이지

않기때문이다

상인들은 양동시장의 경우 명절을 1

2주 남겨두고 거래가 폭증하는데 시장이

공사판이라 대목 분위기가 나지 않고 찾

는 손님도 예년보다 대폭 줄었다며 하소

연하고있다

16일 광주시 서구와 양동시장 상인들

에따르면양동(경열로)시장 정비 공사가

애초 완공하기로 한 8월 20일을 훌쩍 넘

긴 이날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양동

시장 경열로 구간(300m)에 아케이드(비

가림시설)를 설치하고 간판 전기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4월 20일 착

공에들어갔다

서구는점포별로설치한비가리개시설

이 노후해 미관을 해치고 우천시 이용객

통행및상인영업활동에장애가된다며

국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아 총 17억5000

만원짜리공사를추진했다

양동(경열로)시장 이용객에게 최적의

구매환경을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공사구

간에 터잡은 73개의 점포 상인과 50여명

의 노점상인들도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

도 올추석에는비맞지않고장사를할

수있게됐다며크게반겼다

그러나 지난 봄에 공사에 들어간 정비

공사가 완공일자를 한 달여 넘긴 이날까

지도마무리될조짐이보이지않자상인들

이 점차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목

을 앞둔 시기에 크레인을 동원한 공사는

물론곳곳에도로포장공사 전기공사 간

판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시장에 활기가

없기 때문이다 간혹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더라도 중장비 소리와 혹시 모를 부상

위험성때문에상거래가제대로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일부 상인

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공사 진척이 없자

서구청과광주시청에공사완공을앞당겨

달라는민원을수차례제기하기도했다

이곳에서감자를파는한상인은 도로

에 손님들이 차를 대야하는데 공사 인부

들이종일차를주차하고 공사소리가위

험스럽고 커서 매출이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줄었다고말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30대 상인도 8월

에끝나야할공사가왜지금도진행중인

지 알 수가 없다 상인들을 위한 공사가

되레상인들의대목장사를망치고있다

고불만을표시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일부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

다며 시장 골목 포장공사와 크레인을

동원한 아케이드 공사는 늦어도 내주 초

까지 마무리 짓고 전기공사와 간판 정비

공사의경우추석명절뒤속행해상인피

해를최대한줄이겠다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발성 골절 다량 출혈 등 치명적인

중증외상환자대다수가가을행락철에

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16일전남대병원이발표한중증외상

환자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증 외상환자 2528명 가

운데 717명(283%)이 911월 병원을

찾았다

단풍 행락객이 많은 10월이 273명으

로 가장 많았고 9월 217명 11월 227명

이었다외상원인은차량교통사고538

명(213%) 추락 475명(188%) 보행자

사고 430명(170%) 오토바이사고 334

명(132%) 미끄러짐 268명(106%) 경

운기 사고 89명(35%) 자전거 사고 79

명(31%) 관통상 31명(12%) 화상 31

명(12%)순이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54% 70대

182% 60대 176% 50대 185%로 50

대 이상 환자가 대다수이고 40대 14

4% 30대 88% 20대 72% 10대 이하

99% 등이다

전남대병원을 찾은 중증외상환자는

2010년 413명에서 2014년 537명으로 5

년새 30%가까이늘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중증외상환자 911월 집중발생

전남대병원분석5년새 30% 증가교통사고 최다

광주시서구양동시장앞도로가아케이드설치공사로인해매우혼잡하다이공사는추석대목인다음주까지계속될예정이어서양동시장상인들의반발을사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22개 시군가운데절반에가까

운 10개 기초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소방서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지방자

치단체로조사됐다

16일국회안전행정위원회소속새누

리당 황인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전국

에서소방서가없는기초단체는 40곳이

며이중 24%인 10곳이전남의군지역

에위치해있는것으로파악됐다

고흥장성완도등 3개군은현재설

치를 추진 중이며 곡성구례장흥무

안함평진도신안 등 7개 군은 설치

계획조차없는것으로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 10개 군 소방서없다
15일 마감한 2016학년도 광주전남 4

년제대학의수시모집은취업률높은학

과에대한수험생들의선호도가뚜렷하게

드러났다는게입시전문가들의분석이다

이왕이면취업하는데유리한학과를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 등에는 지원

자가몰리면서경쟁률이치솟았다

호남대 간호학과는지원자격에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전형의 경우 30명 모집

에 685명이지원 228대 1의 경쟁률을기

록했다 16명을 수시에서 선발하는 물리

치료학과도 347명이 원서를 내 217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물리치료

학과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취업률은 각

각 719% 824%다

광주대도취업률이 923%로 집계된간

호학과경쟁률이 919대 1로가장높았다

793%의 취업률을 기록중인 유아교육과

도 55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동신대도 학생 한 명이 1개 원서만 쓸

수 있도록 복수 지원을 제한했지만 군사

학과(여학생) 153대 1 간호학과 107대

1 물리치료학과95대 1 등취업에도움을

주는학과에지원자가몰렸다 송형래광

주진학부장협의회장(국제고 진학부장)은

취업하는데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의경향이갈수록뚜렷해지고있

다고말했다

전형방법 다양화 평균 경쟁률 상승

전남대는 2517명 모집에 1만8538명이

지원해 737대 1의경쟁률을보였다

지난해와달리 내신성적위주인 학생

부교과전형과교과외활동에가중치를

두는 학생부 종합 전형간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서 수험생이 몰렸다는 게 장광

재숭덕고 진학부장 등고교 진학담당 교

사들의 공통된목소리다 내신 성적에 맞

는 학과를 찾아 안정 지원하는 한편 비

교과 활동에 가중치를 두는 종합 전형에

는 선호 학과를 선택하는 식으로 지원하

는수험생들이많았다는것이다

조선대는 3142명 모집에 1만6630명이

지원해 53 대 1의경쟁률을기록했다

호남대의 경우 지원 학과별 내신성적

등급 기준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수험

생들에게공개 합격여부를예측 가능하

게했고 같은학과에서도 전형 방법을 달

리하는가 하면 한 번의 전형료를 내고도

복수지원이가능하게한점 다양한고교

연계프로그램등이맞물리면서수험생들

의 지원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일선 고교

진학교사들은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취업잘되는학과강세광주대간호학과 919 대 1

광주전남수시모집분석

추석코앞인데양동시장은공사중

경열로비가림설치간판정비등완공일자한달넘겨

상인들 대목 놓친다 민원 쇄도서구청 피해 최소화

전남대 737 대 1조선대 53 대 1전형방법다양경쟁률높아져

설치비율전국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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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파고()
05

0510
0515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0416 0926
1641 2145

여수
1104 0440
2304 1705

밀물 썰물

�주간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1628 1727 1627 1527 1627 16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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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7

1726

1925

1727

1528

1426

1427

1428

1528

1427

1728

1527

1626

1627

1426

1923

1526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푸른가울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16

해짐 1838
�� 0932

�� 2049

식중독

운동

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