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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선거일정에돌입했다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

회는지난 6일총장후보등록을마감한

결과 모두 5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

다

후보(기호순)로는 정성창(경영학부)

윤성석(정치외교학과)허민(지구환경

과학부)이병택(신소재공학부)정병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이다

오는 13일 17 18일 후보자들간 토론

회를 갖고 20일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19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정책평

가(20일) 정책평가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참여하는현장평가(25일)를

거쳐오는 11월 1일총장임용후보자 2명

을최종선출한다

총장 후보자는교육부장관의제청을

거쳐대통령이최종임명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총장선거 5파전다음달 1일 선출

광주전남지역 터널 10곳 중 9곳 이상

은재난방송을제대로들을수없는 재난

방송먹통구간인것으로파악됐다

터널 붕괴를 소재로 한 영화 터널 속

주인공이휴대전화와함께차량에설치된

라디오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것과 달

리 광주전남지역 터널에서 재난을 만날

경우휴대전화배터리가방전되면꼼짝없

이세상과단절되는셈이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 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에서의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DMB와 라디오

수신 불량률이 각각 937%와 919%인 것

으로나타났다

도로 터널의 경우 광주 21곳 전남 249

곳 등총 270곳 가운데 DMB는 251곳(92

2%) 라디오는 258곳(955%)이 수신상태

가불량한것으로조사됐다

광주는터널 21곳 가운데 DMB는 12곳

(571%) 라디오는 20곳(952%)에서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전남은 터널 249곳 중

DMB 수신상태가불량한곳은 237곳(95

1%) 라디오수신상태가불량한곳은 238

곳(956%)이었다

철도터널도마찬가지로대부분재난방송

을들을수없는난청지역으로파악됐다

전라선 호남고속선 호남선 등 철도 터

널 110곳 중 107개(972%) 터널은 DMB

수신이불량했고 105개(955%) 터널에서

는라디오수신조차불가능한것으로나타

났다

전라선 터널 50곳 중 단 1곳에서만

DMB 수신 상태가 양호했고 터널 3곳에

서만라디오수신상태가원활했다

호남고속선의 경우 터널 33곳 중 DMB

와라디오수신이양호했던터널은각각 1

곳에 불과했고 호남선은 27개 터널 가운

데 단 1곳에서만 DMB와 라디오 수신이

원활한것으로조사됐다

철도 터널 대부분이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먹통 구간으로나타난것이다

철도터널의경우지난4월 22일여수열차

탈선사고조사과정에서열차와관제센터

간 무전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

고를 부른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

기도했다

광주 지하철(1호선)은 19개 터널 구간

중 DMB 수신이 양호한 터널은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라디오는전체 19개 터널중

15개터널에서수신상태가양호한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1분 1초에 생사가 오가

는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전

달되는재난정보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

해도부족하다면서 순간의잘못된재난

정보에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의 슬픈 기억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

고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7도까지 떨어지는

등올가을들어가장낮은기온을기록한 9일오

후광주시동구충장로를찾은모녀가찬바람속에서로를껴안은채걷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쌀쌀한날씨훈훈한母女

9일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당분간쌀쌀한날씨가계속될것으로내다

봤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화순의

아침 최저기온이 94도까지 떨어지는 등

곡성 옥과(96도) 구례(97도) 곡성(98

도) 장성(101도) 순천(102도) 광주(107

도) 등광주전남 8개지점이올가을들어

가장낮은기온을기록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

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

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아졌다

며 당분간우리나라상공에찬공기가머

물면서 평년(최저기온 815도 최고기온

2024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고설명했다

10일 새벽과 오전에는 보성구례의 아

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고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7

21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

부산간지역에서는찬공기가남하하면서

서리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화재등위급상황시소방차가현장에5

분 이내도착하는비율이광주의경우 71

5% 전남은 5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

다소방차가진입하기곤란하거나불가능

한지역도광주전남에각각 16곳 41곳이

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 개선이필요하다

는지적도제기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36%에서 715%(올해 7월말 기

준)로 21%포인트떨어졌다

전남은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지난해 말 기준 603%에서 555%로로 4

8%포인트하락했다 위급시소방서에출

동을 요청할 경우 10번 가운데 5번은 5분

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으로

소방 골든타임이 5분인 것을 감안하면 화

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모두 적절한 조치

가이뤄지기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

아예출동을요청해도도로폭이비좁아

소방차가올수없는지역도있었다

광주의경우북구우산동말바우시장등

16곳이 소방차 진입 불가능 또는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전남은 농촌산간지

역 27곳을 포함해 41개 지역이 소방차 진

입곤란지역으로파악됐다

소방차 진입 불가는 도로 폭이 2m 이

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소

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

인지역이다 진입곤란 기준은폭이 3m

이상인도로가운데이동이불가능한장애

물에따라소방차가진입하기어려운구간

이 100m이상인지역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온 뚝당분간찬바람

소방차골든타임도착률하락

광주 72%전남 56% 그쳐57곳은 진입불가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후보지로결정됐다

9일 광주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부는 최근 제14차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화순

군 담양군 일원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원신청후보지로결정했다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오는 2018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

로보인다 이번지질공원위원회에서위

원들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과 지형학적인 가치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운영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

다 서석대 입석대 등 무등산 주상절리

대와화순서유리공룡화석지등은세계

적인지질명소로도손색이없다고봤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

도독도 부산 강원평화지역 청송군

무등산권 임진강한탄강지역등 7곳에

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

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

관이우수한지역을보전하는한편교육

과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지질공원을 인증한다 무등산권 국가지

질공원은지난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

원으로인증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에서인증하는공원으로세계유산 생물

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난 2010년

10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으로인증받았다 김형호기자 khh@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후보에

광주전남터널 90% 재난방송먹통

도로터널 270곳 DMB 92%라디오 96% 수신불량

철도 110곳 중 3곳만양호관제센터열차교신불량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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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먼바다(동) 북북동 1025 북동동

파고()
0515
1025
0515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1525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0104 0747
1304 2042

여수
0851 0256
2311 1624

간조 만조

�주간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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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221 1223 1125 1125 1523 1325

광 주 맑은뒤흐림

목 포 맑은뒤흐림

여 수 맑은뒤흐림

완 도 맑은뒤흐림

구 례 맑은뒤흐림

강 진 맑은뒤흐림

해 남 맑은뒤흐림

장 성 맑은뒤흐림

나 주 맑은뒤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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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감기조심하세요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34

해짐 1804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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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