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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전국 16개시도가운데두번째

로인구대비범죄발생비율이높은지역

으로조사돼치안부재현상이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는 4년 전에 비해 범죄 발

생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1일경찰청이최근 5년(20102014년)

간 범죄발생추이를분석해내놓은 2014

범죄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10만명당 42759건의범죄가발생한것으

로나타났다

이는 제주(5378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수치로 전국에서 인구대비범죄발

생 건수가 가장 적은 대전(30772건)에 비

해 범죄 발생률이 28%(11987건)나 높았

다 광주에이어부산 39202건 대구 3892

6건 울산 36166건순으로조사됐다

전남은 35941건으로 전국 7번째로 나

타났지만경기등 도단위 자치단체중에

서는역시제주에이어가장높았다

광주는전체범죄발생건수에서도다소

증가추세를보였다 지난 2010년 6만2055

건에서 지난해 6만4822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6만3197건의 범죄

가 발생 4년 전인 2010년(7만1355건)에

비해 8158건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

최근 4년(20112014년)간광주의범죄

종류별변화추이를분석한결과살인 강

도 등 강력사건은 비슷한 반면 절도와 폭

력은 감소하고 지능범죄와 경제범죄는

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강력 사건 중에서는 강도가 2011년 147

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성폭력범죄는반대로 725건에서 834건으

로 증가했다 살인과 살인미수는 비슷한

수치로조사됐다

절도는 1만3367건(2011년)에서 1만390

건(2014년)으로 약 22%(2977건) 가량 줄

어들었고 폭력 범죄도 1만1276건에서 1

만195건으로약 95%(1081건) 감소했다

최근 보험사기등의영향으로지능범죄

와경제범죄는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

다 사기뇌물수수 등 지능범죄는 지난

2011년 7951건에서 지난해 9625건으로

1674건(17%) 늘었고 경제범죄는 2038건

에서 2321건으로 283건(14%) 증가했다

음란물유포와공연음란등풍속범죄도

지난 2011년 1074건에서 지난해 722건으

로 355건(33%) 줄어들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 전국두번째

작년 10만명당 4276건전남 3594건 전국 7번째

강도절도폭력사건줄고성폭력보험사기는늘어

21일오후광주시동구금남로YMCA무진관에서열린골든벨에서학생들이인권관련문

제를풀고있다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개소 10주년을맞아 모이자인권이란주

제로 열린이날골든벨행사에는광주지역고교생50팀 100여명이참가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 YMCA 인권골든벨

전국민간어린이집이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말집단휴원에들어

가기로 한가운데 전남에서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보육 대란이 우려된

다 광주는오는 30일 서울서예정된토론

회를통해향후방침을결정할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이과정에서어린이집

의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처하

겠다는방침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

30일보육교사들의연차휴가동시사용과

집단휴원등비상운영체제에돌입할예정

이다고 21일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

40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

입해있는단체다

전남에서는 국공립 등 전체 어린이집

1247곳 중 408곳이 민간어린이집 회원으

로 가입해 있으며 2만3700여명의 영유아

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민간어린이집은회원으로등록돼있

지않다

이성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남

지부회장은 집단휴원은실시하지않고

그동안보육교사들의처우가열악했던점

을 감안해 희망자에 한해 오는 2930일

연월차 휴가를 줄 계획이라며 현재 신

청을받고있는데얼마나많은보육교사들

이참여할지는모르겠다고밝혔다

보육교사들이단체로연월차휴가를사

용할경우어린이집에아이를맡기는부모

들이큰혼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혹시모를대

란을 우려해 대체 교사 등을 투입하는 방

안을고려중이다

또학부모들에게 2930일어린이집별

로 보육교사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내

용이담긴설명문을발송할계획이다

광주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분한 시

간을갖고대응방침을결정하겠다는입장

이다 김경인기자 kki@

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집단휴원전남일부참여

정부보육료삭감항의광주는 30일 토론회서결정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

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오후 충남 부여 롯

데리조트에서임시총회를열고이같이결

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배치되는것이어서정부와시도교육

청간첨예한갈등이예상된다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

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

로편성자체를할수없는실정이라고밝

혔다

또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 누리과정 보

육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

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지방재정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

런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누리과정예산문제에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내국세 총액의 20

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

27%로올릴것을결의한지난 7월총회내

용을 오늘 임시총회에서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

겠다고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교육감 중 부

산시 경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충북도는부교육감이대신참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누리예산편성거부결의

양동남진세탁소사장님 5만원양동

일월철물 주인 아저씨 3만원 금호1동

비손치과 10만원금호 2동장수마을풍

천장어집 10만원

광주시 서구 양3동 동양천막 장종연

(52)씨는 매월 5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후원하고있다 장씨의후원

금은 서구청을 통해 양3동에 사는 어려

운이웃들에게쓰인다

광주시 서구는 장종연씨 천막집처럼

우리 이웃은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으

로 착한가게 행렬에 동참한 가게가 314

곳에달한다고 21일밝혔다

서구청 1층에자리한 사과나무카페

를 시작으로지금까지 314곳이동참매

월1000만원이모금돼이성금으로이웃

들을돌보고있다는것이다

서구는 착한가게들이 매달 구청에 모

아 전달하는 기부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에놓인주민을위해맞춤형특화사업을

진행할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이웃돕는 광주 서구착한가게

314곳 성금모금홀몸노인한 부모가정도와

지난 4월 2일호남고속철도개통이전

광주에서타지역으로이동시절반이버

스를 이용했지만 개통 후에는 60%가량

이 KTX를 이용했다는 설문결과가 나

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

20일 광주 송정역 이용객 300명에게 타

지 방문시 교통수단을 물은 결과 KTX

개통전에는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했

다는응답자가 507%인 152명이었다

호남고속철 개통전 KTX 이용객은

76명(254%)에 그쳤으며일반열차 34명

(113%) 승용차 25명(83%) 항공 13명

(43%) 등순이었다

그러나 KTX 개통 이후 교통수단별

이용현황은크게바뀌었다

KTX가 177명(590%) 고속시외버

스 86명(287%) 일반열차 21명(70%)

항공 10명(33%) 승용차 6명(20%) 등

으로 나타났다 KTX 이용객은 336%

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속시외버스는

22%포인트감소했다 최권일기자cki@

KTX 이용 34% 늘고고속버스 2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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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파고()
05

0520
0515
15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물때

목포
0828 0144
2120 1355

여수
0348 0939
1649 2317

밀물 썰물

�주간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 � � � � � �
1425 1323 1223 1221 1219 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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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1423

1722

1423

1025

1124

1024

1025

1026

1024

1425

1225

1225

1323

925

1621

1124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대체로맑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44

해짐 1750
�� 1417

�� 0028

식중독

운동

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