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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부터 태어나는 출생

아에게 1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

로했다 지난해까지출생축하금은 5

만원이었다

광주시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

17명으로 전국평균수준이다

이외에도시는둘째아 10만원 셋째

아 이상 50만원 쌍둥이 50만원 세쌍

둥이 100만원 등의 축하금을 지원하

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생아 1만명에

게축하금을지원한것으로알려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출생축하금 10만원으로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지적재

조사사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광

주시가최우수기관에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난100여년간사

용해온종이지적을 3차원디지털지적으

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관

한특별법시행을계기로추진됐다

사업은 1단계 디지털지적도입및추

진기반 마련(20122015년) 2단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이행

(20162020년) 3단계 지적재조사 효

과 확산(20212025년) 4단계 디지털

지적 정착(20262030년)등 총 4단계

로진행된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부

터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시 조정금 납부 지적 디지털

화작업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2012

년부터 2017년 9월까지 23개 지구 9019

필지 750만1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를 실시했으며 2017년 1월부터 8개 지

구 3882필지 207만5000를 추진 중이

다 올해는 5개 자치구가 약 2100필지

150만에대한지적재조사를벌인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도자치구를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추진현황 관리

▲사업추진 및완료율▲세계측지계 변

환▲홍보실적등 13개부문을점검하는

방식으로이뤄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디지털지적전환최우수기관

국토부지적재조사평가

광주시 동구가 이달 말까지 2018년

우리동네 건강동아리에 참여할 소모임

을모집한다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운영

되고 있는 우리동네 건강동아리는 주

민 10인이상으로구성된동아리면신청

가능하다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직

접 방문 또는 이메일(namuhang@

koreakr)로접수하면된다

선정된 건강동아리에는 ▲운동지도

사 걷기강사 댄스강사 영양강사등전

문강사 지원 ▲활동 및 모임장소 연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초체력 체

지방등기초건강체크▲만성질환예방

교육 등 건강정보 ▲건강마일리지 적립

에따른우수동아리인센티브등을지원

한다

동구관계자는우리동네건강동아리

가 생활 속 운동 분위기를 확산해 건강

한동구를만드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

한다고말했다 문의 062608327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웃과운동할분들강사보내드립니다

북구합창단 24일까지신규단원모집

광주시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북구

합창단 신규단원 15명을 모집한다고 4

일밝혔다

지난 2000년 6월창단한 북구합창단

(회장 한순자)은 지역 주부들로 구성돼

있으며현재까지 60명의단원들이활발

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

그동안 17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130여회의 기획공연을 개최했으며 태

백 전국 합창대회 전야제 대상 수상 문

화체육관광부 주최 전통문화축제 공모

전에서당선했다

지원자격은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만 2059세 이하 여성으로 주

2회(화금요일 오전 1012시) 각종 공

연활동이가능해야한다 모집분야는소

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이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를 다운받아 북구청 문화관광과로 우편

및방문제출하거나팩스(0625101575)

또는 이메일(intwinkle@koreakr)로

보내면된다 김용희기자 kimyh@k

동구이달까지동아리모집

광주시 통학차량 1200대 동작감지센서 설치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올 한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집중한다

이를위해아이들의안전을저해하는요

소를 발굴해 정비하고 특히 영유아들이

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

조성하는데심혈을기울일계획이다

시는먼저보육시설에대한안전관리에

주력한다 광주시 관내 만 5세 이하 영유

아 인구 8만명 중 58%에 달하는 4만6000

명이어린이집을다니고있기때문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실내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4억8000만원을 들여 1240

개의 어린이집에 각 12대씩 어린이집

당 12대씩 공기청정기 총 1614대를 설

치한다 미세먼지는토양성분으로이루어

진 황사와 달리 중금속과 유해성분이 섞

여 있어건강에 치명적이며 특히 신체 발

달단계에있는아동들은호흡기와심혈관

계질환을유발할수있다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보건환경연구원

이 어린이집공기청정기설치전후의실

내 공기 질 측정 조사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경우미세먼지의 32%가감소된결

과를보였다

통학차량안전확보에도주력한다

통학차량갇힘사고와같은안전사고예

방을 위해 3억원을 투입해 전체 통학차량

총 1200대에 동작감지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를지원한다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

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 움

직임이 감지될 경우 경광등이 깜박이고

음향장치가울려외부에위급상황을알릴

수있게된다

또폭염이나혹한으로부터쾌적한실내

온도를유지해아이들의건강을보호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8000만원을 들여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추진된다

아이들의 영양상태 개선과 깨끗한 급

식환경조성을위해 취사부인건비도 기

존 5억원에서올해 10억원으로증액해현

실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

한다

불의의안전사고에대비해전어린이집

이안전공제회에단체가입하도록지원하

고 있으며(예산 4억2000만원) 보육교직

원이 각종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문제 등

에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안전교육예

방교육을강화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도한층강화된다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 통

학로에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한횡단

보도 보차도 분리 교통신호등 교통표

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5억1400만원을 투입해 16곳에 보호

구역표지판 보차도 분리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을 벌

인다

3억원을들여5개자치구초등학교주변

76곳에옐로카펫과노란발자국등도설치

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올해어린이안전시책시행

어린이집공기청정기비치

냉난방비신규지원도

윤장현광주시장이지난3일오전시청 1층행복공감실에서열린 2018 광주장애인정책연대신

년인사회에참석해내빈들과떡케이크를자르고있다 광주시제공
더불어잘사는무술년기원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학

업에 대한 열의가 있지만 여건이 부족한

교육소외계층의학습지원을위해무료운

영하고 있는 광주시 사이버 검정고시 학

습센터가인기다

지난 2012년 3월에 개설된 이 학습센터

에는 지난해까지 650여명의 시민이 참여

해 초중고졸 검정고시 대비 과정 총

2364편의동영상을봤다

광주시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는시

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gwangju

gumjungstudycom)에서회원가입후이

용할 수 있다 또 진흥원에서는 검정고시

학습교재를학습소외계층에게무상대여

하고있다 윤현석기자chadol@

검정고시 든든한선생님

市 사이버학습센터인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119를 잘못

누른 오접속 또는 무응답의비율이전체신고건수

의 3분의1에 달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4일광주시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따르면

2017년 119신고접수 30만5680건가운데 오접속이 2

만9531건(96%) 무응답이 6만8741건(225%)을 차

지했다

특히 119에신고한후 주머니에서저절로또는 아

이가 만지다가 신고를 하게 된 한 것이라고 응답한

오접속의 경우 2016년 2만4442건에서 2017년 2만

9531건으로 5089건(208%) 증가하기도했다

지난해 신고접수 총 30만5680건 가운데는 소방차

가출동하는화재 구조 구급등재난신고가 9만3044

건(304%) 민원안내와의료상담타기관통보등비

출동신고가 21만2636건(696%)을차지했다

재난신고(9만3044건)의 경우 구급신고가 6만8218

건(733%)으로 가장 많고 벌집제거 등의 생활안전

출동이 1만3166건(142%) 구조신고가 6167건(6

6%) 화재신고가 5493건(59%)을차지했다

비 출동 신고(21만2636건)의 경우 신고한 후 아무

런응답이없는 무응답의 경우가 6만8741건(323%)

으로 가장많고 단순민원안내가 5만5169건(259%)

의료상담이 4만2528건(200%) 오접속이 2만9531건

(139%) 등순이다

119종합상황실관계자는오접속이나무응답이늘

어나면자칫실제도움이필요한신고에즉각대응하

기힘들수있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 119 신고 3건 중 1건 잘못 걸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