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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 광주전

남이미세먼지몸살을앓았다

봄꽃이만개한휴일을맞아모처럼야외

나들이에 나섰던 지역민들도 이날 오후 1

시를 기해 긴급 미세먼지 경보 문자가 울

리자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귀가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

은호흡기등의불편함을호소하며병원과

약국등을찾기도했다

이날 광주전남을 덮친 미세먼지(PM

10)는 지난 14일 중국대륙에서 발원한 황

사가북서풍을타고남동진하면서남부지

역인 광주전남 등에 고농도의 미세먼지

가관측됐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

전문가들은특히이날광주의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원인 중 하나로 분지형 지

형과 도심을 둘러싼 아파트 숲 등을 지목

하고 관련 연구를통한조속한대책마련

을주장했다

15일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보건환경

연구원등에따르면이날오후 2시기준광

주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송정동

455㎍㎥▲주월동 431㎍㎥▲서석동 422

㎍㎥ ▲건국동 420㎍㎥ ▲오선동 418㎍

㎥▲농성동414㎍㎥등을기록했다

광주는 이날 낮 12시 황사로 인해 시간

당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31㎍㎥

로미세먼지주의보가발령됐다 1시간뒤

인 오후 1시에는 422㎍㎥로 경보발령 기

준을 초과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으

며 오후 2시에는 426㎍㎥까지치솟았다

같은 시간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129㎍

㎥를기록했다

광주는이날오후내내미세먼지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할 시발령되는

경보수준의농도를유지했다

이날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첫 관측

을시작한지난 2015년 1월 1일이후두번

째로높았다 광주는지난 2016년 5월 7일

오후 1시 기준 1일 평균 473㎍㎥를 기록

첫미세먼지경보가발령됐다

광주의미세먼지농도가치솟고있는것

은중국발황사가가장큰원인이지만 대

기순환이원활하지않은분지형지형과도

시를 둘러싼 아파트 등이 원인이라는 주

장도설득력을얻고있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과교수는 광주는분지형지형으로 청정

한 공기질을유지하기위해선대기순환을

원활히할수있는바람길 이른바 도시의

숨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

히무등산을중심으로고층아파트들이도

심을둘러싸면서기존바람통로를차단하

는시점과미세먼지수치의상승이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

한 연구를 통해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

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전남도 이날 목포영암나주강

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

도신안 등 서부권역 12개 시군을 중심

으로 오후 1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 오후 1시 기준으로 1시

간평균 309㎍㎥를기록했다

이대행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

사과장은 환경부 예고에 따라 16일 광

주전남에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도 다

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기록

등을참고해볼때 5월까지황사는 23차

례더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고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분지형지형도심아파트숲주원인

제주 출신 이종형(사진) 시인의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삶창)이

2018 518문학상본상(상금 1000만원)

에선정됐다

15일 518기념재단심사위원회는제

주 43을담담하게드러낸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은 43정신에 입각

해 있지만 문학적 형상화가 뛰어나다

고선정배경을밝혔다

심사위는 518과 43의 역사적맥락

이닿아있음을고려하고국가폭력의아

픔을담백하게승화한역사성과문학성

을모두갖춘작품이다고평가했다

지난 200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한

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동 주최

하고 있는 518 문

학상은 본상과 신인

상으로나눠매년민

주인권평화의 정

신을가장잘담아낸

작품을 선정하고 있

다 올해 본상 심사

위원회는 김준태(시인심사위원장) 공

선옥정지아(이상 소설가) 맹문재(시

인안양대 교수) 이재복(평론가한양

대 교수)로 구성됐다 518문학상 신인

상(시소설동화) 수상작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본상신인상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518기록관 대강당에

서개최된다 김용희기자 kimyh@

518문학상에이종형시인 꽃보다먼저

광주지역 자살자 중 305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청소년

도 매년 평균 1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

은것으로나타났다

15일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

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년) 자살자 1702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40명(199%)으로가장많았으며30대 323

명(189%) 50대 315명(185%) 순이다

70대 이상 노인층도 297명(175%)에달

했으며 20대 189명(111%) 60대 188명

(11%) 10대 50명(29%) 순으로집계됐다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성은 1197명(70

3%)으로 여성(505명297%)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자살사고(자살시도) 경험률

은 여성(421%)이 남성(448%) 보다 높았

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사고는 여성이 높

은편이지만자살시도방법의치명성은남

성이높은것으로분석했다

자살수단을분석한결과청소년은 66%

가 투신 청장년층(515%)과 노년층(40

1%)은목맴이많았다

자살사망자의 직업군은 무직이나 가정

주부 학생처럼 경제적 활동이 없는 경우

가 56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122%) 전문가 집단(95%) 사무

종사자(60%) 단순노무 종사자(56%)가

뒤를이었다

광주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분석 결과

10대20대는 이성문제 30대는 가정불

화 40대는경제적문제 50대이상은가정

불화가주요고민이었다

전화상담은 2013년 4541건 2014년

7742건 2015년 8888건 2016년 8292건

2017년 89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현장출동도 2013년 154건 2014년 188건

2015년 248건 2016년 363건 2017년 573

건에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5년새 1702명 자살3050대 가장많아

전남도가지난 78일일부지역기온

이영하로떨어지는등이상저온으로생

긴 농작물 피해광주일보 12일자 6면

와관련 대책마련에나섰다

14일전남도에따르면도는피해농가

와규모를정밀히조사해걸맞은복구계

획을세우기로했다 전남에서는지난 8

일장흥 순천최저기온이각각영하 21

도 영하 14도로 내려가는 등 7일부터

이틀간이상저온현상이나타났다

개화중인배 복숭아등과수작물과

떫은감 두릅나무새순 고사리등산림

작물에도피해가발생했다 전남도는정

부에복구지원을요청하고피해조사에

나섰다

과수 작물은 저온 피해 조사 요령에

따라농업기술센터와협조해다음달 10

일까지복구계획을수립하면 그 결과에

따라경영안정을위한복구비를지원하

게된다

피해정도에따라 1기준농약대(과

수류) 176만원 대파대(엽채류) 410만원

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

에는 생계비 지원과농축산경영자금 상

환연기등혜택을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도 이상저온 농작물피해대책마련

제36회고싸움놀이축제가지난 14일광주시남구칠석동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열렸다 행사에참가한시민들이가정의안녕과건

강을기원하는풍등(風燈) 을날리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안녕기원풍등날리기

1020대 이성30대 가정불화40대 경제문제로

광주 미세먼지 2015년 첫 관측이래 두번째 높아

서울보다 4배 시민들호흡기등불편함잇단호소

오늘의날씨

보통

보통

한때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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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먼바다 북서북 102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파고()
0510
0515
0510
0515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025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0736 0219
1952 1435

여수
0305 0925
1524 2145

간조 만조

�주간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720 721 823 925 1125 14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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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615

716

618

319

417

316

316

417

417

618

415

318

514

218

813

415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00

해짐 1906
�� 0618

�� 1916

호흡기질환주의하세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뇌졸중

감기

미세먼지

광주전남최악황사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