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30호�
시티& 라이프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도시공원서 숲 해설도예 배워요

도시공원들이시민들의주도아래동네

특성에 어울리는 문화와 쉼(休)의 공간으

로거듭난다

광주시는시민들이도심속도시공원에

서여가와문화생활등을즐길수있도록5

월부터 시민참여 도시공원이용 프로그

램을운영한다

광주시는도시공원에대한공유성을인

식하고시민들이주인의식을가질수있도

록 민간단체별로 각 공원 특성에 맞게 자

체 기획한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공

모 지난 3월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

의 등을 거쳐 5개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5개 민간단체와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사단법인 빛고을행복마을공동체는 두암2

공원에서숲체험프로그램과생활도예빚

기를진행한다또사단법인푸른길은푸른

길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해 조성한 푸른길

공원의 가치와 역사 등을 해설하는 푸른

길해설사양성프로그램등을운영한다

사단법인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는 중

외쌍암중앙공원 등에서 소외계층을 대

상으로숲체험프로그램을제공해정서적

신체적능력향상과사회와유대관계를원

만히할수있는프로그램을내놓았다 사

단법인 한국예술진흥회도 광주사직공원

일원에서 도시공원 속에 숨겨진 나만의

보물을찾아라는주제로역사문화환경

관련프로그램을선보인다마지막으로남

구주민회의는효천2지구공원에서청소년

과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동아리 효천비

오톱 탐험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

영할계획이다

5개 민간단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

두무료로 진행되며 일정과 참여방법등

은각기관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 여가

와문화생활향상등을위해시민참여도

시공원이용프로그램을확대운영할계획

이다고말했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두암2공원

숲체험프로그램및생활도예빚기

빛고을행복마을경제문화공동체

cafedaumnetsghappyvillage

푸른길공원

푸른길공원해설사양성및클린데이

사단법인푸른길

greenwaysorkr

쌍암 중외 중앙공원등

소외계층장애학생공원숲체험

사단법인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kiforest3279@hanmailnet

광주 사직공원일원

공원에숨겨진나만의보물찾기

사단법인한국예술진흥회

4338794@navercom

효천제1근린공원

효천비오톱마을학교운영

남구주민회의

hgholim@navercom

시민참여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관단체

영화관에서는 기대감에 웃음이 끊이

질 않았다 영화가 시작되면 영화 속 인

물들의상황에따라본인들은주인공이

된다 영화가 끝난 후 여운은 자연스럽

게대화로이어졌고 동네에서도즐거웠

던일들을떠올리며잠시나마추억에잠

긴다

광주시북구중흥1동저소득층어르신

들의영화관람나들이풍경이다 <사진>

24일 북구에 따르면 중흥1동 주민센

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메가박스

전대점과 지난 15일 어르신 무료 영화

관람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중영화관람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

유기회를확대하고마을에활기를불어

넣자는데 뜻을 같이한메가박스 전대점

의자발적인참여에서비롯됐다

협약에따라분기별1회저소득층어르

신 30명씩 2년 동안 모두 240명의 어르

신들이무료로영화를관람하게된다 이

들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단위로자동연장해나간다는방침이다

아울러중흥1동주민센터와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

공간을 활용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추억의명화를무료로상영하는 실버영

화관도운영할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미

세먼지등에의해악화되는대기질을개

선하기위해 25일부터이틀간공회전차

량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과 계도활동

을집중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대기환경보전조례

로 지정 고시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10곳에서주로실시한다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운전

자에게 1차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계속 공회전하면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채희종기자chae@

주정차시시동계속걸면과태료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가

최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서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김희중대

주교)과 트라우마 치유사업 공동개발

및 운영 등에 협력키로 협약을 체결했

다 <사진>

이번협약에따라양기관은▲트라우

마치유사업의공동개발및운영▲광주

를 치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 ▲

공익적 활동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등에협력하게된다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5월부터 광주 시내버스 전체에 연료절

감장치가확대도입된다

광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1041대 중 지

난 2월4일부터 한달 간 100대에 연료절감

장치를 장착해 시범 운행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연료비가 53% 절감된 반

면 나머지 941대는 092% 증가해 연료절

감장치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24일 밝혔

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전체

시내버스 1041대에 연료절감장치를 설치

하고운전원과업체관리직원교육을거쳐

5월부터전면운행키로했다

연료절감장치 도입은 설치업체가 무상

으로설치한후연료비절감액으로투자비

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광주시의 예산을

투입하지않고시내버스원가절감을할수

있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 절감액은 광주시 버스회사 설치

업체가각각 50% 13% 37%씩배분한다

설치업체관계자는연료절감장치가전

체시내버스에도입되면연료비절감효과

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한다며 적응기

를거치면연간 810%정도절감될것으

로기대한다고말했다

광주 시내버스의 올해 연료비는 4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예상 절감률 8%10%

가달성되면연간 30억40억원이절감된

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간 500여 억원이

들어가는준공영제에대해시민들도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연료절감장치 확대

도입을통해운송비용이절감될것으로기

대한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민간단체 5곳 위탁

내달시민참여무료프로그램

현장교육소외계층숲체험

광주 치유공동체만들기힘모은다

광주트라우마센터인권평화재단협약

광주 모든시내버스연료절감장치단다

무상설치뒤절감이익으로투자비해소

어르신영화보는날

북구중흥1동 주민센터메가박스 무료 관람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