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oc
us
;

▲(
좌=방수구 호스함,우=북악관 소화기)한편,14층에 있는 방수구호수함은
비상시 열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뻑뻑했다.본지 여기자가 힘껏 당겨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다.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화재시 위험은 상당할 것
이다.(
서울=국민저널/
신동진 기자)

육안으로 지켜본 학교의 안전 관리 실태는 ‘
중상(
中上)
’
예방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여야
육안으로 돌아다닌 결과,학교는 상당히 안전해 보였다.최근 리모델
링을 거친 건물도 여러 개 있었고,시설팀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안전점
검을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소소한 위험들은 학교 곳곳에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행정학과 13학번 A씨는 “
복지관 1층의 문도 투명하여
사람이 부딪혀 깨지는 사고가 있었다.
”
며“
투명한 유리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스티커를 달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
안전예방’
을 이야기했다.

▲(
좌=북악관 15층 난간,중=복지관 4층 외부계단,우=복지관 3층 난간)
한국 남성의 평균키인 173c
m 정도의 신장을 가진 학생이 난간 옆에 섰을 때
난간의 높이는 겨우 허리정도에만 위치 할 정도였다.북악관 15층의 난간
높이는 더욱 낮았다.(
서울=국민저널/
신동진 기자)

‘
옴부즈 오피스’안전 관리를 지적한 글
24시간 답변이 원칙이건만,따로 답변하지 않아

북악관은 원래 ‘
2호관’
으로 본부관 다음으로 국민대에서 오래된 건물
이다.또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이기도 하다.북악관 14-15층
외벽에는 금이 여럿 가있었고,방수구호수함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비상시에 열기 어려울 정도로 뻑뻑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조사해본 결과,적정 압력 미만의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원래 높은 건물일수록 화재에 취약하다.특히 연기가
승강기와 같은 수직공간을 통해 상승·
하강하는 굴뚝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북악관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기가 위쪽으로
모이면서 더 큰 규모의 사상자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화재 기구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지난달 29일,공학관 내 전선 배선관리와 안전 점검 관리를 지적한 옴부즈
오피스 글이 올라와 있지만,아직도 ‘
처리중’
인 상태다.사진은 옴부즈
오피스에 올라온 공학관 219호 출입구 상단.전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
출처:국민대 홈페이지)
▲운동장의 우레탄 매트가 찢어져있다.학생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심각한
것으로 사료됐다.또한,조형대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무분별 하게 쌓여 있었다.
(
서울=국민저널/
하성미 기자)

또한 2010년 5월,체육대학 학생 A씨가 복지관 테라스에서 육교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낮은 난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학교는 여전히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본지 신동진 기자가 학교에 아직도 산재한
낮은 난간이 위치한 건물 주변과 건물 내부를 찍어보았다.

6

|2014.
05

학교 측 역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민대신문에서 과거 지적했던
운동장 공이 건물로 넘어오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운동장에 펜스를
설치했고,복지관 4층으로 향하는 나무 통로 또한 수시로 보수해 불미
스러운 사고를 예방했다.또한 최근 있었던 건물 개보수만 보더라도
학교 측이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주 고장나는 북악관 엘리베이터 역시 보수를 시작했다.
최근 벌어지는 잇단 사고로 인해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국민대의 경우 캠퍼스 면적 당 학생 비율이 높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캠퍼스 내 안전 점검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