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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해진날씨와함께남도산하가붉은

색으로물들고있다

지난주말과휴일사이내장산등광주

전남 주요 단풍 명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등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가을정취를만끽하려는단풍객들의

발길이이어졌다

1일정읍시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따

르면지난 31일하루동안모두 2만7000여

명의 탐방객들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 24

일 탐방객(1만6000여명) 보다 1만1000여

명 증가한수치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는 오는 56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

로내다보고있다

내장산에서가장인기있는코스인내장

사 일주문에서 내장사 입구까지 이르는

300m 구간의 단풍터널길과 우화정 일

원에는이날깊어가는가을의정취를사진

으로남기려는가족등으로북적였다

단풍터널길 양 옆으로 늘어선 108그루

의 단풍나무는 절정을 앞두고 있으며 연

못을물들이는단풍으로유명한우화정도

점차붉은색이완연해지고있다

장성백암산자락에자리한백양사도지

난주말 애기단풍을보기위해찾아온이

들로 북적였다 특히 쌍계루는 산과 함께

비친단풍이장관을이뤘다

지난 19일 첫 단풍이 물든 무등산국립

공원에도평소보다많은탐방객들이몰렸

다 무등산에는 지난 31일 1만8500여명의

탐방객이다녀간데이어이날오후 3시까

지 1만4800여명이 찾았다 무등산국립공

원사무소는 오는 4일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쌀쌀한 날씨에도 전남 주요 축제장은

관광객들로북적였다

지난 31일 폐막한 2015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에는 45일간 모두 104만1332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

인지난 31일 3만2000여명이몰려죽녹원

과 박람회장을 둘러본 뒤 황금빛으로 물

들기시작한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산

책하며추억을쌓았다

지난 15일부터이날까지나주시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린 국제농업

박람회에는모두 73만명이다녀간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창 열리고 있

는 함평 엑스포 공원에는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그윽한

국화향기와함께가을정취를만끽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

남지역은2일오후부터기온이점차오르기

시작해 평년(최저기온 411도 최고기온

1619도)과비슷하거나높은날이이어지

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복운전 안돼요 양보운전 최고 대

한민국배려운전행복해요사랑해요

광주전남이 4분의 4박자의 리듬에 맞

춰 배려춤바람에빠져들고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해수 광주지검장

권혁신 육군 31사단장 최종헌 광주경찰

청장 조충훈 순천시장 등이 춤바람 대열

에동참했다 이들과함께춤을춘인원은

1000명을넘어섰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따르면지난달 2

일 조선대학교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선포식을 한 지 한 달만에 SOS(시

작해요 오늘부터 서로 배려를)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이 6000

여명을넘어섰다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재능기부로 제

작한캠페인송에맞춰 배려춤안무에참

여한 기관이 50여곳 1000여명 전용 페이

스북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에 가입한

인원이 4500명을돌파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에서 시작한 배려 교

통문화 실천을 전국화해 연말까지 1000

만명이 배려춤을출수있도록하겠다는

목표다 배려춤 릴레이동영상은루게릭

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아

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방식으로 캠페

인 참가자가 다음 참가자(기관) 2명을 지

목하면 2주안에동영상을만들어전용페

이스북에올리면된다 특히 릴레이동영

상캠페인은지역관광자원홍보와도연계

하고있다 대표적으로대한민국제1호국

가정원인순천만정원이다 조충훈순천시

장등이순천만정원을배경으로배려춤을

선보였고호남대는응원단을활용했다

111 실천운동(배려 교통 10대 원칙

중하나를한달간실천하는운동)도펼치

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어느새만추단풍인파로물든남도

내장산 토요일 2만7000명무등산 1만8500명 다녀가

함평국향대전관광객북적나주국제농업박람회도성황

본격적인단풍철을맞아 1일 애기단풍이곱게물든장성군북하면백양사를찾은탐방객들이징검다리를건너면서물위에비친단풍을구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메단풍들겠네

광주시장도시민들도 배려운전행복해요

교통문화실천운동선포한달6000여명 캠페인참여

배려춤 안무 동참 1000여명SNS 가입 4500명 돌파

오는 12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

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실에서 지

급되는것외에 개인용샤프펜슬볼펜

등을 수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또

스마트 시계나 휴대전화를 갖고 수험장

에들어갔다면 1교시시작전반드시제

출해야한다

광주전남교육청은 1일 이같은수능

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등을 비롯한

수능유의사항을발표했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2일 오전 8시

40분시작해오후5시까지광주38개 전

남 50개 시험장을 포함해 전국 85개 시

험지구 1212개시험장에서치러진다 수

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

험장에들어가야한다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의 경우 2만

1477명으로 전년도(2만1394명)보다 83

명 늘어났고 전남 응시자는 전년도(1만

9129명)보다 361명이감소한 1만8768명

으로집계됐다

수능일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관공

서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교육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 격려를 위

한학생학부모동행과시험장 200m주

변 차량 출입 및 주차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

인오후 1시10분1시35분은 소음통제

시간으로 설정돼 항공기 이착륙이 금

지되며 버스 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

서서행운행하고경적사용은자제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수능시험장휴대폰가져가면부정행위

광주전남 4만245명 응시교육청주의사항안내

환경부와국립공원관리공단은올 1월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2마리를 지난

달 27일 지리산국립공원에 방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한 2마리는

2011년 7월 중국에서 들여온 반달곰 사

이에서 태어났다 모두 수컷이며 1월부

터 어미곰과함께 지리산자연적응훈련

장에서별도적응훈련을받았다

환경부와공단은지난 2004년부터 지

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야생생

물 1급인반달가슴곰에대한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2마리를

추가로방사해 지리산에는 총 38마리의

반달곰이살게된다 김형호기자 khh@

올 1월 태어난반달곰형제지리산방사
배려춤참여중인윤장현(오른쪽) 시장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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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파고()
0510
0515
05

05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물때

목포
0554 1059
1841 2351

여수
0025 0630
1313 1921

밀물 썰물

�주간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 � � � � � �
619 820 1020 1219 1318 1318 1318

광 주 흐림

목 포 흐림

여 수 흐림

완 도 흐림

구 례 흐림

강 진 흐림

해 남 흐림

장 성 흐림

나 주 흐림

716

817

916

816

317

517

617

617

617

415

717

717

615

515

415

1014

616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농작물관리유의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54

해짐 1738
�� 2302

�� 1214

식중독

운동

산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