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26일 목요일제20422호 생활교통정보 �� 연휴 100배 즐기기설

시립묘지시내버스증차문 여는병원 119로 확인

고속도로광주시내교통정보전광판통해제공

고속버스터미널송정역 등에 119구급대 배치

목포여수완도등도서지역여객선운행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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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앞둔지난 22일 담양 5일장을찾은주민들이차례상을준비하기위해제수용

품을고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버스 증회 운영주차단속 강화광주

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

간으로정하고교통대책상황실을운영한다

광천터미널 방면 시내버스는 기존 21개 노선 233

대 2094회에서 22개노선 242대 2161회로증편운행

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26일부터 31일까지 일 110회

에서 220회로 2배증편운행하고직행버스도 1일 710

회에서 960회로운행횟수를 250회늘린다

지하철의경우 26일 영업종료후 2편 연장운행한

다 수서발KTX KTX 막차 이용객 귀가 편의를 위

한조치다

차량이몰리는터미널역주변교통소통대책도추

진된다 광주시는 자치구 경찰 모범운전자회와 함

께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교통소통 및 질서

유지활동에나선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천) 광주역 광주송정역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일 평균 240명을 투입

교통질서를유지한다 차량흐름을막고사고를유발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25개반 100명으

로 꾸려진 주정차 단속반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

일간터미널 기차역 전통시장주변을단속한다

시립묘지를찾는성묘객편의를위해영락공원 망

월묘지공원에 총 43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배치하

고버스운행횟수도늘린다

국립518민주묘지 시립묘지를오가는 518번버스

는버스 8대로일 61회운행되던것이 17대로증차돼

117회 운행한다 용전 86번 버스는기존종점인효령

보인복지타운에서 영락공원으로 종점을 변경 운행

한다 이에따라영락공원을오가는버스는기존 1개

노선 8대 버스 61회 운행되던 것이 지원 15번 용전

86번으로 노선이 2개로 확대되고 운행횟수도 279회

로대폭늘어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각 자치구 상황실과 한국철도

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광주종합버스터

미널등교통관계기관상황실과연계해귀성객교통

불편을최소화할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시내 일원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을

안내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분석한 CCTV 자료를

실시간 교통정보로 제공해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

로의교통분산을유도할방침이다

당직병원당번약국 안내 역시 119연휴기간

당직병원당번약국에대한안내역시 119를통해서

받을 수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

센터와병원간비상연락망을사전에점검하고연휴

기간 당번약국 당직병원 안내 준비를 마쳤다 광주

시소방본부는 119안전센터와 병원간구축된 핫라인

을 바탕으로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정 역할도

한다

당번약국과진료가능한병의원은119 전화문의외

에도 인터넷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안내받을수있다 당직의료기관및당번약국명단은

도와시군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등 소방

관서는 연휴기간 특별경계 근무에 들어간다 재래시

장22곳 터미널등대형화재취약지역에대해화재예

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관리를 위해 24시

간상시재난상황관리체계를유지한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귀성객 등 시민이 다수 밀집하

는장소에구급차량을배치하고선제대응한다

119구급대가배치되는곳은국시립묘지 고속버스

터미널송정역등이며45명의구급대원이투입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 및 관람시설 등 인구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광주시

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사전에다중이용시설 108

곳에대한건축가스전기기계승강기등안전점검

을진행했으며 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이이뤄지도

록체계를확립했다

전남도 도서지역 여객선버스 증편 운행 전

남도는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

스예비차량을증편운행하고시내농어촌버스노선

과운행시간을 연장하는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

대책을추진귀성객들의교통불편을최소화한다

연휴기간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경우 목포권

기존 41개노선 1010회(편도)에서횟수를 164회 늘려

총 1174회 운행한다 여수권 여객선은 기존 18개 노

선 440회(편도) 운행되던 것이 190회가 늘어난 630

회로증편운행한다

완도권 여객선의 경우 기존 23개 노선 1260회(편

도)에서 25개노선 1453회로 193회증편운행한다

버스의경우고속은기존 21개노선 350회에서 150

회늘어난 500회운행하고직행버스는기존 452개노

선 1614회 운영되던것이노선수는 481개 노선 횟수

는 1711회로늘어난다

전남도는 2630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

하고 도와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기관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방역을 위해 연휴기

간 전남도와 시군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을운영한다

전남도는이번연휴기간동안도민불편이최소화

되도록 4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고 1562개 병의원 541개 보건기관

1762개약국이일자별로당번을정해운영토록했다

권역응급의료기관(목포한국병원)에서는 섬지역

등 취약지역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닥터헬

기출동에만전을기하면서재난상황의대규모환자

발생대비책도세웠다 24시간응급실전담전문의사

를 배치하고 현장 응급의료지원반 구성 이동응급의

료세트 차량과 구급차 출동태세를 갖추고 비상연락

체계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

에너지안전에불편사항이있을경우한국전기안전공

사(15887500)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도시가

스회사(목포도시가스 0612820011 대화도시가스

0616507700 전남도시가스 0617209000 해양도

시가스15441115) 등과시군당직실에연락하면해결

할수있도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와전남도는설을맞아귀성객및시도민들의안전과편의를위해

연휴기간(2730일) 종합상황실을설치 운영한다 교통 안전 물가안정및

서민생활보호재난의료등 설연휴종합대책도시행한다

15번86번시내버스영락공원경유

다중이용시설 108곳안전점검

섬지역응급구조닥터헬기대기

광천터미널시내버스22개노선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