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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근무시간 중 실시해

온 국민체조를중단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 직원들이 매일 오

전 시간 참여했던 국민체조를 중단했다

고 23일밝혔다

직원들은 2009년안순일전교육감때

부터 오전 10시30분부터 5분여간 국민

체조 시작이라는 구령과 음악에 맞

춰몸동작을따라하거나각자스트레칭

을해왔다

국민체조는 1977년 정부가전국에보

급한 맨손체조다 음악과 구령에 맞춘

12개 동작으로 이뤄져 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중고교 아침조례

때 전교생이 다 나와 국민체조를 했었

다 시대가 바뀌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국민체조를하는풍경은사라졌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동일한 시간대

통일된 체조를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발

상에대한비판에도불구 근무중자연

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보이며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에도국민체조를유지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근 새마을기 철거

와민원인응대과정에서제기되는불편

함등부정적여론이잇따르자국민체조

를 중단하는 한편 자유스럽게 긴장을

풀거나휴식을취하는조직문화를만들

어나간다는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교육청국민체조중단한다
갈수록 헌혈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

는가운데최근엔겨울방학과명절을맞아

헌혈인구가 급감하면서 혈액 공급에 비상

이걸렸다 헌혈을하면빨리늙는다는등

의괴담이SNS상에서퍼지고지카바이러

스예방을위해해외여행이후 1개월동안

은헌혈을금지하는것도혈액공급에차질

이빚어지는이유로풀이되고있다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올들어광주전남지역헌혈자수

는 1월 22일 기준 5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헌혈자 615명에 비해 13%(81명)가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헌혈자 수도 20만2083명으로 전년인

2015년의 22만1529명 보다 88%가 감소

했다

혈액공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광주

전남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수준을 밑

돌면서 응급 현장에서는 혈액 부족 사태

가우려되고있다 23일기준광주전남지

역일일혈액보유량은 45일분으로나타나

하루 평균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형별 보유

량의경우O형 33일분 A형 44일분 B형

55일분 AB형 56일분으로 집계돼 현재

로선 O형과 A형의혈액량이부족한것으

로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혈액 보유량 역시

35일분에그쳤다 이가운데O형은 27일

분 A형 27일분 B형 55일분 AB형 30

일분씩을보유했던것으로집계돼전체적

으로는O형 A형 AB형의혈액량이적정

량보다훨씬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학생

들의 방학과 설 명절이 겹쳐 혈액 보유량

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와함께 헌혈을하면노화가빨라지고키

가자라지않는등건강에좋지않다헌혈

을 하면 질병에 쉽게 걸리고 혈관이 수축

하는가하면 빈혈에 걸릴 수 있다는 등의

헛소문이퍼져헌혈을기피하는사람이늘

어난 것도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로

풀이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

해해외여행후 1개월동안헌혈을금지하

고있고말라리아위험지역을여행한경우

에는 헌혈문진기준에 따라 1년3년까지

헌혈하지않는다는방침때문에더욱헌혈

참여도가떨어지는것으로분석했다

광주전남혈액원관계자는 명절기간동

안이뤄지지못했던수술들이명절이지나

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

태로는 혈액부족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및일반사업체의헌혈

참여가절실하다고말했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광주시 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

일상무금요시장을임시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상무금요시장이 상무시민공원

으로 이전한 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

고과일 나물채소를비롯한제수용품과

반찬등을주민들에게저렴하게제공하기

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

금요일에만좌판을펴는상인들도명절

대목을 맞아 마음껏 장사를 하라는 배려

도담겼다

남구도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부

터 24일까지이틀간구청로비에서 설명

절사회적경제장터를열고있다

장터에는 남구에서 활동 중인 아낙네

녹색푸드 뜨레찬 남구지역자활센터 오

색빛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10개

업체가참여했다

장터에나온물건은김치와반찬 장류

원두커피 등 먹을거리부터 공예품 천연

샴푸 비누등선물용품등이다문의광주

서구청 건설과 3607560 남구청 사회적

경제팀 607273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상무금요시장 설맞이 내일 임시개장

혈액수급비상O형 3일이상못버텨

노화촉진성장저해등괴담에헌혈갈수록줄어

올 1월 전년비 13%광주전남보유량 미달

23일 광주시북구각화동장애인직업재활센터강당에서열린 설맞이사랑의가래떡나누기 행사에서자원봉사자들이어려

운이웃에게전달할떡을포장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기만해도배부른 사랑의가래떡

올해설연휴에는명절전날이자연휴첫

날 27일오전에고속도로정체가가장심할

것으로전망됐다 만일이날서해안고속도

로 매송서평택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

가 우회도로(양촌IC안중사거리)를 이용

하면시간을약 30분단축할수있다

국토교통부는23일설연휴고속도로정

체 구간을 우회하는 주요 도로에 대한 교

통예측결과를발표했다

정체가극심할것으로예상되는 27일서

해안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을 통과

하려면총 3시간 16분이걸리지만양촌IC

에서안중사거리로국도를우회하면 30분

짧은 2시간 46분이소요된다

26일에는같은구간을우회도로로통행

(1시간 13분)할 경우 고속도로로 이동할

때(1시간 41분)보다 소요 시간을 28분 단

축할수있다

국토부는이번연휴에고속도로 73개소

에서 우회도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도 14개소에서 도로전광판(VMS)을 통

해혼잡상황을안내할계획이다 연합뉴스

설연휴도로정체 27일 오전 최고

우회도로이용시수십분단축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등학생

2138명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2016학년도 학

업중단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

초중고교 학업 중단 학생은 1196명

(초등 302중등 195고등 699명)으로조

사됐다 전남에서는 942명의 초중고

교 학생(044%)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

로집계됐다

광주에서는질병 해외출국등을제외

한부적응사유로학업을중단한학생이

327명으로 전년도(946명)에 견줘 크게

감소했다 전남에서도 789명으로 전년

도(962명)보다줄어들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중고 학업중단 1년새 792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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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간헌혈자수추이
단위명

광주전남지난해 2138명

권위시대잔재 부정 여론

오늘의날씨

매우높음

매우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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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파고()
0515
1020
0510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0444 1200
1747 2345

여수
0022 0724
1338 1904

간조 만조

�주간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 � � � �
65 58 16 46 1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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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43

44

34

72

53

43

72

63

73

54

62

82

72

122

14

04

맑음

맑음

눈온뒤갬

맑음

흐린뒤맑음

맑음

눈온뒤갬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매서운冬장군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눈이 오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37

해짐 1752
�� 0414

�� 1447

뇌졸중

감기

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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