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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곳곳에서 적은 눈에도 제설작업이 제

대로 안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

이큰불편을겪었다

특히 일부 도로는빙판길로 변해차량이 가다 서

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했으며

비행기가결항되기도했다

9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 9시까지

적설량은 곡성 29를 최고로 화순 25 광주는

19 장성 14 함평 11 나주 10기록하는

등 광주와 대부분의 전남지역은 2 미만의 적은

적설량을기록했다

적설량은적었지만 이날출근시간대인오전 7

9시 사이 일부 도로가 눈과 함께 빙판길로 변해 차

량의바퀴가헛도는등시내곳곳의교통혼잡이극

심해일부직장인은지각사태를빚기도했다

이날 북구 양산동에서 용봉동 북구청까지 평소

20분 걸리는 출근 시간이 이날은 1시간 가까이 지

체됐으며 선운지구에서도 10분이면 도착하는 광

산구산정동광주여자대학교로향하는차량운행시

간이 1시간넘게소요됐다

또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 도로는 잇단 교통 사고로 도로가 1시간 넘게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도심 곳곳에서 꼬리물기와

교통혼잡이이어졌다

항공기결항도속출했다 이날오전 8시 5분광주

발 제주행 티웨이항공 TW902편의 결항을 시작으

로 7편의비행기운항이취소됐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광주지방경찰청 112

상황실과 광주시 소방본부 119상황실에는 새벽부

터빙판길차량사고와교통혼잡등의신고가수십

건이나접수됐다광주에선이날오후3시까지15건

의차량사고가접수됐다

전남에서는이날새벽 4시 45분께강진군성전면

13번국도를주행하던서모(25)씨의쏘울차량이전

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서씨와 동승자 김

모(여21)씨가숨졌다경찰은편도 2차선인도로에

서빙판길에 제동을하지못하고사고가난것으로

보고있다

9일오후 1시9분께에는화순군화순읍무등산국

립공원자락에서눈덮인산길을달리던싼타페차

량이 3m 높이의도랑아래로굴러떨어졌다 이 사

고로 운전자 김모(71)씨와 동승자 박모(여57)씨가

병원으로옮겨졌으나생명에는지장이없다

이날광주 5개자치구는새벽부터제설작업에집

중했다는 입장이지만 적은 눈에도 교통혼잡을 겪

은시민들의불만은오히려높아지고있다

시민 김진기(48광주시 북구) 폭설도 아니고 1

cm안팎의눈때문에출근길도로곳곳이주차장으

로 변했다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제설작업을 했

는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

한편기상청은 10일새벽광주전남지역에대설

특보를 내리는 한편 11일까지 적게는 5cm에서 많

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관계자는 당분간찬공기가남하해기온이

큰폭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빙판길안전운전에신경을써야한다고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9일 전교조 등에서 정

부에 촉구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신

년기자회견에서 교원을 통제하고 서열로 나누

는교원성과급과교원평가폐지를위해적극나

서겠다고말했다

그간전교조와교원단체들은평가결과에따라

보너스를차등지급하는교원성과급제가교육의

본질을훼손한다며일제히폐지를요구해왔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 교육

계원로들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등과상의해

(출마 여부를)결정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

공을위해어떤역할을어떻게하면좋을지많이

생각하고있다고피력했다

하지만 교원성과급 폐지에 나서겠다는 발언

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만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이어서논란도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폐지건

은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

도 개선분야 안건으로 다뤘던 내용이라며 이

문제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풀어가겠다

는의미의발언인것같다고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휘국교육감 교원성과급제폐지최선

광주교육청신년회견교육감선거출마정해진바없어

9일 오전광주시서구쌍촌동의한아파트단지에서엄마

와아이가우산을쓴채눈길을헤쳐나오고있다 기상청

은광주지역에 11일까지눈 15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눈오는아침엄마와우산데이트

2눈에교통사고항공기결항속출

제설작업제때안돼출근길대란강진도로서제동안돼 2명숨져

제주행비행기 7편취소기상청 내일까지최대 15cm 더내릴것

코레일광주본부는오는 17일부터설연휴(2월

1517일) 호남선 열차승차권을 코레일 홈페이

지와역창구에서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

후 3시까지 광주송정역광주역목포역나주역

등과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는오전 9시11시

2시간동안예매가가능하다

예매대상은 2월 14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남도해양

관광열차 S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

다 예매는 1회에최대 6매까지며 1인당최대 12

매까지구매할수있다

승차권은 인터넷 70% 역과 판매대리점에

30%가 배정되며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

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

약대기신청자에게우선제공된다 예매 기간판

매되지 않고 남은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수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

는설승차권을예매할수없으며코레일은설승

차권예매전용홈페이지를 12일부터운영한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

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

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코레일 17일부터호남선설승차권예매

오늘의날씨

매우높음

높음

한때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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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3040 서북서
먼바다 서북서 3050 서북서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먼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파고()
2040
3050
2040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서북서 2050 서북서 3060

�물때

목포
0122 0842
1353 2057

여수
0940 0351
2217 1548

간조 만조

�주간날씨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 � � � � � �
72 90 54 47 19 09 28

광 주 구름많고눈

목 포 구름많고눈

여 수 구름많음

완 도 구름많고눈

구 례 구름많고눈

강 진 구름많고눈

해 남 구름많고눈

장 성 구름많고눈

나 주 구름많고눈

30

10

02

02

42

22

21

41

31

40

21

42

53

53

53

12

12

구름많고눈

구름많음

구름많고눈

구름많고눈

구름많고눈

구름많고눈

구름많고눈

구름많고눈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손이시려워 꽁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41

해짐 1739
�� 0125

�� 1305

미세먼지

뇌졸중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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