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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귀성객 및 도

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교통 안전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보호 재난 의료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을시행한다

광주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화재

및재난대비광주시는추석연휴귀성객과성

묘객을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교통대책상황실

운영하는 등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방면 시내버스는

평소 21개 노선 2168회 운행 횟수를 518번을 9

대 56회 늘려서 모두 2224회를 운행한다 국립

518묘지와 영락공원 방면 시내버스는 518번을

포함해지원15번과용전86번등 2개노선 13대를

추가해총 275회운행하기로했다

또 추석을 전후해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역 등

교통혼잡 지역 주변과 추석 당일 시립묘지 일원

에는시와자치구 경찰 모범운전자등 300여명

을 집중 배치해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질서안

내를할계획이다

이밖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송정역을 통

해광주를 찾는귀생객의 야간교통편의를 위해

25일에는 지하철을 1시간 연장해 평동역소태

역 출발시간을 새벽 0시20분으로 연장 운행한

다 금호터미널은고속직행버스를 2520회를증

차해 8260회 코레일광주본부는 일반열차 50편

을 늘려 560회로 광주김포 간 항공기는 왕복

6편이 늘어난 56편을 편성 귀성객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속도로와 광주시내 일원

전광판에교통상황을전파하고 교통정보센터의

CCTV에서 파악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토대로

고속도로와주요간선도로의교통분산을유도하

기로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1곳 소방서 5곳 소방학

교 등 소방관서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특

별경계 근무에 들어간다 재래시장 22곳 터미

널 쪽방촌등대형화재취약지역에대해화재예

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관리를 위해

24시간상시재난상황관리체계를유지한다

또연휴기간귀성객등다수밀집지역인역터

미널 공원묘역 비엔날레 등에 구조구급대를

전진배치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9 긴급서비스를운영한다 광주역 광주송정

역 광주버스종합터미널에는구급대원 9명과구

급차량 3대를 무등산에는 등반객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 산악구조대 4명과 차량 2대를 연휴

기간내내배치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은 wwwegen

orkr에서 확인할수있으며 5개 자치구보건소

는추석당일인 27일 정상 진료한다 26일부터 4

일간환경미화원은특별근무에들어가가정청소

미화요원 1319명은 27일 전체 휴무 동구 28일

남구 29일만 제외하고 쓰레기를 수거한다 광주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기동순찰

반 12개조 27명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를단속할

예정이다

전남도 섬 귀성 편의응급의료 체계 구축

전남도는 우선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버스와시외버스예비차량을증편운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노선과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추진 귀성객

들의교통불편을최소화할방침이다

2529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올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5일)보다 1일이 줄어든 4일로 비교적 짧아

귀성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된다 귀

성은추석날하루전인 9월 26일에 귀경은추석

날 다음날인 9월 28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다또수송력을높이기위해시외버스는업체보

유예비차량을우선활용하도록하고시내농어

촌버스는시군별지역실정에맞도록증회운행

하거나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공원묘

지등일시수송수요노선에대한임시증회운행

하도록했다택시는지역실정에맞춰부제요일

제를해제한다

섬 귀성객을 위해 특별수송 여객선 운항계획

도 수립했다 올 추석에는 2014년보다 증가하겠

으나연휴기간이짧아섬여행수요가감소 2013

년수요에는미치지못할전망이다 전남도는 25

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여수 6척 목포 2척 완도 1척등운항여

객선 9척을늘려모두 86척을운항하도록했다

이에 따라 운항편도수는 평상시 2700편에서

3708편으로 1008편이 여객선 수송능력은 평상

시 47만4000명에서 67만8000명으로 20만4000

명이증가한다

소방본부 1곳 소방서 12곳 등 소방관서는 25

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특별

경계근무에들어간다

또연휴기간응급의료기관 42개소및응급의

료시설 6곳은 24시간응급실을 22개시군공공

보건기관및민간의료기관 약국등이도내에 23

개의비상진료상황실을각각운영할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권역응급의

료기관(목포한국병원)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24시간응급실전담전문의를배치한다현

장 응급의료지원반 구성 이동응급의료세트 차

량과구급차출동태세도갖추고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당번약국과 진료 가능한 병의원은 전화(국번

없이 119)와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

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 제

공)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당직의료기관

및당번약국명단은도와시군누리집에서확인

할수있다

아울러 쓰레기 중점 관리대책을 추진해 음식

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음식물 전

용수거용기를추가비치하고시군별기동청소

반을 운영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향의 정취를

만끽할수있도록하는한편주요도로정체구간

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와함께중점단속을실시할예정이다

에너지안전에불편사항이있을경우한국전기

안전공사(15444500) 한국가스안전공사(1544

7500) 도시가스회사(목포도시가스 061282

0019 대화도시가스 0616507710 전남도시가

스 0617209090 해양도시가스 0619502805)

등과시군당직실에연락하면불편사항을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축산위생사

업소는추석명절기간에가축질병발생을대비

별도로방역대책상황실을강화해운영할예정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스마트폰앱으로도실시간응급실확인가능

518묘지버스늘리고 오늘지하철 1시간연장

119 긴급서비스보건소추석당일정상진료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추석연휴광주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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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지원정보

기상정보가스전기고장신고

(주)해양도시가스 15441115

가스불편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3830019

기상정보안내  국번없이 131번 전기고장신고  국번없이 123번

응급진료안내

당직의료및당번약국확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보건복지부) 앱설치하면확인가능

북구보건소 4108976

서구보건소 3504142 광산보건소 9608801

시건강정책과 6133332 남구보건소 6074351

119 구급대국번없이 119번 동구보건소 6083303

교통정보및불편사항신고

야간 9400309 대한항공광주공항 9420111

광주공항주간 9400312
아시아나항공광주공항 943
2626

시교통정책과 6134022 시대중교통과 6134511

경찰청 6092751(관제실) 교통정보센터 3639988

서구청 3607806 남구청 6074210

영락공원 5724384 동구청 6082902

국립 518 민주묘지 2665187 망월묘지공원 2668170

법인택시운송조합 676803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5706801

도시철도공사 6048190 버스운송사업조합 2278711

종합버스터미널 36083178114 철도안내 15447788

한국도로공사 5707208(교통정보센터) 한국철도공사 6052155

북구청 4108950 광산구청 9608622

급수불편사항신고

북부사업소 6096800 광산사업소 6096900

서부사업소 6096600 남부사업소 6096700

시설관리소 6096200 동부사업소 6096500

상수도사업본부 062121번 6136118

쓰레기불편사항신고

북구청소행정과 4106509 광산구청소행정과 9608472

서구녹색환경과 3607325 남구환경생태과 6073612

시기후변화대응과 6134391 동부환경청소과 6082503

관광안내소

광주역 2339370 광주비엔날레사무처 6084114

종합버스터미널 3658733 광주송정역 9416301

관광안내전화 1330 광주공항 9426160

여성긴급전화 1366

희망의전화(각종사회복지서비스안내) 129

생활민원

환경신문고(쓰레기무단투기신고) 128

방송통신민원처리(유료) 1335

실종아동신고접수 182

금융관련상담피해구제(금융감독원) 1332

부산권 05146010413 대구권 0537429145 9149

023140967680 대전권 0424721384

서울권 02314096615 광주권 062975681922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공정위)

하도급대금미지급지연지급등불공정하도급관련신고상담

소상공인지원(소상공인진흥원) 15885302

중소기업자금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중소기업종합상담(중소형) 1357

영세자영업자애로사항상담

체불근로자생계비대부(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체불임금구제(노동부) 1350

체불임금등상담

기타긴급전화번호

소비자피해상담

수산물할인판매안내(수협) 15883355

농축산물원산지표시위반신고 15888112

농축산물할인판매안내(농협) 15880028

소비자원신속대응반 0234603132 3137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

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신고 18992112

추석연휴을앞둔24일광주시서구양동시장에는제수음식을마련하려는주부들로북적였다광주시와전남도는26일부터29일까지특별상황실을운

영귀성귀경편의를제공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교통

의료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