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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발생이 겨울보다 오히

려환절기인늦가을이나여름에더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40대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것으로집계됐다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환자 10명 중

34명이 늦가을 또는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와 70대 연

령층이뇌졸중환자의절반이상을차지

했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최근 5

년간(20102014년) 뇌졸중 환자 1만

75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에따르면 1년중일교차가큰늦

가을환절기인 1011월에 1873명 낮최

고기온이 높은 78월에 1822명으로 두

기간 중 발생한 뇌졸중 환자가 전체의

34%에달했다

1년중평균기온이가장낮아혈관계

환자들이가장주의하는시기인 121월

중환자는 1763명으로집계됐다

5년간 월별 환자 수는 1월 865명 2월

856명 3월 872명 4월 908명 5월 863명

6월 911명 7월 920명 8월 902명 9월

884명 10월 969명 11월 904명 12월

898명으로집계됐다

뇌졸중은뇌혈관의문제로갑자기뇌

가 역할을 못해 뇌의 기능이 중지되는

질환으로뇌혈관이막히는뇌경색과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으며 단일질

환으로는사망률 1위이다

이번분석에서연령별로는 70대(3718

명)와 60대(2395명)가 전체뇌졸중환자

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했으며 이어

80세 이상(2403명)50대(1466명)40대

(502명)30대(158명)20대 이하(110명)

순으로 나타나 뇌졸중이 고연령 질환임

이다시한번밝혀졌다

하지만 2010년 81명에서 2014년 134

명으로 늘어난 40대는 최근 5년새 65%

의급증세를보이고있어주의를요하는

연령층으로나타났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최근 5년새 뇌경

색의 치료 시간을 40분(2010년)에서 30

분으로무려 10분이나 단축시켜급성기

뇌경색환자들의예후에좋은결과를보

이고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뇌졸중 34% 여름늦가을발생

6070대 57%초기에병원빨리가야예후좋아

전남대병원최근 5년분석

광주시는오는12일광주지역38개시험

장에서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합

대책을마련해시행한다고 9일밝혔다

시는 수험생 편의와 교통 소통을 위해

시험 당일 관공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

정한다

시와 각 자치구는 이날 실시간 교통 상

황을공유하고현장에서신속히대응하기

위해 수능특별교통대책상황실(대표전화

6134022)을운영한다

시는 수험생들의안전하고편리한시험

장 이동을 돕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수험생긴급수송반을편성운영한

다

관용차량 16대 시 직원 개인차량 78대

등 총 94대 188명을 버스승강장 등 시내

주요지점 47곳에 투입해비상수송이필요

한수험생들을시험장으로무료로수송해

줄계획이다

또입실시간에임박한수험생들이 112

119로 신고하면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

해시험장까지수송한다

광주소방본부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에입원해있거나거동이불편한수험생을

위해 당일 119구급차를 이용해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시험 종료 후 자택이나 병원

까지이송해주는 119이송서비스를제공

한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119 또는 관할

소방서로사전전화예약하면된다

듣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 광주공항 민항기 이착

륙이금지되고 군 전투기는 시험당일훈

련이중지된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대중교통증편비상차량투입수험생수송

입실임박 112119 신고시순찰차출동시험장안내

광주시북구공원녹지과직원들이 9일북구양산동본촌근린공원에자리한양산제에서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연꽃

제거작업을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양산제 꽃단장

전직 마약수사 경찰관과 교수 영어강

사 가정주부등마약사범들이검찰에무

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전

남지역 거주자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불

렸던 광주전남이 빠르게 백색가루에 중

독되고있다는지적이다 거래루트도 1대

1 직거래에서온라인 가상화폐와 SNS(소

셜네트워크서비스) 등통신매체를이용해

노출되지않는등교묘해지고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는

지난 710월넉달간마약사범을집중단

속해 35명을적발 이중 16명을구속기소

했다고 9일밝혔다

적발된마약사범의연령대는 2060대

로 다양하고 계층도 전직 경찰교수영

어강사가정주부등사회지도층에서주부

까지넓게퍼져있다

특히 구속자중광주전남거주자는 11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

주지검에서 구속한 마약사범 총 16명 중

광주전남거주자가 1명에불과했던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도 마약 청정지대라

고할수없게됐다

이들은 인터넷SNS 등에서 마약 관련

정보를 얻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드러났다

광주 유명 학원가에서 영어강사로 활동

한 오모(23)씨는 유학시절에 마약을 접했

다가 귀국했지만 끊지 못했다 오씨는 영

어강사로재직하며지난 78월광주자신

의집에서대마초를흡입한혐의로구속기

소됐다 오씨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

코인을 사용하고 사이트 접속 내역이 남

지않는접속프로그램을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신종 루트를

활용한것으로조사됐다

광주의한라이브카페에서언더그라운

드 가수로 활동하는 박모(47)씨도 201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손님인 윤모(46)씨

등 주부 2명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고 유통한 혐의다 마약수사를 담당했

던전직경찰관신모(62)씨는수사를하다

가마약에빠졌다 마약 전과가있는신씨

는지난 7월필로폰을구입해상습투약하

고유통한혐의로불구속입건됐다

전남의모대학방송영상과교수였던전

직 교수 최모(49)씨도 언더그라운드 가수

와 어울리며 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

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중독자 이모

(33)씨는도박에이어필로폰까지상습투

약하다가구속됐다

손석천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광주전

남은그동안마약류청정지역으로분류됐

지만 최근 화이트칼라 사회지도층 가정

주부까지급속하게확산하고있다며 마

약 공급투약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과 치

료를 통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약청정광주전남 백색중독 급속확산

가상화폐SNS 등 이용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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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북동

파고()
0515
1020
0510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530 북북동 1025

�물때

목포
0101 0626
1333 1852

여수
0821 0150
2019 1420

밀물 썰물

�주간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 � � � � � �
820 1018 1016 1216 1117 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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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1015

1117

1116

718

1016

916

716

917

717

1018

915

816

814

715

1114

1016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푸른가을하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02

해짐 1731
�� 0521

�� 1651

광주시수능일종합대책

광주지검 전직 교수경찰에가정주부까지 35명 적발 광주전남마약사범변화

계층

루트

확산

무직노동자농업인 연예인교수경찰가정주부

온라인가상화폐SNS일대일점조직 

수도권부산  광주전남까지

과거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