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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

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0억4900만

원을 들여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94

만7751(약 1)를 매입했다 매입 면적

에비용을나누면 1당평균 3217원을들

인셈이다

이를토대로전체면적이 75425인무

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695%52

444)을전국평균(158%) 수준으로낮추

기 위해선 40여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는매년 30억 원가량의예산을들여꾸준

히 1㎦(1당 3217원기준)의사유지를매

입할경우최소한으로걸리는기간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

된무등산국립공원에지원되는사유지매

입예산이해를거듭할수록줄어들것으로

보여사유지매입비율을낮추는데이보다

훨씬오랜기간이필요할것이라는것

실제 올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배

정된 사유지 매입 예산은 20억 원으로 지

난해보다 30%이상줄어든상황이다

현재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 내 사

유지를팔기위해신청한토지소유자 132

명으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가운

데 29명으로부터약 1를협의매수했다

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를 팔기 위해 땅

을 내놓은 신청자 103명(약 36)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대기 중이

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는 총

3103명(사찰 10곳 등 법인 234개 포함)이

소유하고있다

무등산국립공원측은사유지매입비율

을 높여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사유지소유자의민원해소를

위해서도더욱많은예산이필요한상황이

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유

지 매입용으로 책정한 예산 47억 가운데

무등산국립공원에 30억 원(638%) 이상

지원하고있어 환경부나국립공원관리공

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은더는

요구할 것도 해줄 것도 없다는식의반응

도나온다

더 나아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사유지 비율을 언제까지 얼마 이내

로줄인다는계획마저수립하지않고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고

국유지비율을높여무등산을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선예산을늘려야하지만예

산이라는게우리뜻대로되는게아니다

면서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유지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하루앞둔 7일광주시동구금남공원에설치된소망터널을찾은시민이아치형오색안개등사이를

걷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의 지

원과 지도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사학법인

들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

역시사학기관운영지원조례(안)을마

련해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서를받았다 조례안은교육감이사학기

관회계운영과재산 인사등을지도감

독할기준을마련하고서류등을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 비

해 교육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주

요내용은교원인사위원회운영 신규채

용 전형 공익제보자 보호 예결산 지

침 재정 보조 사학기관평가협의회 구

성등을담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 1일 교육청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법에도없는사

립학교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

로 보고 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상위

법인 사립학교법이 이미존재하고 있는

데조례라는자치법규를또내세워규제

하려고하는것은명백한위법이라는주

장이다

조례안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감이 사학과 협의하도록 하거나 신

규채용에 따란 전형 위탁을 학교법인에

권장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을심각히침해하는것으로법에도없으

며조례로규율할수도없다고반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 비율 695%

전국 수준 줄이기 최소 40년 걸릴듯

예산탓 연차별계획조차못세워매수신청자103명대기

국립공원효율적보전관리 민원해소위해매입앞당겨야

평균 158%

사유지비율이가장높은무등산국립공원이전체국립공원평균수준으로사

유지비율을낮추는데만최소 40년이상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

환경부는예산부족으로팔려고하는무등산국립공원사유지마저매입하지못

하고있어국립공원의효율적관리와보전 소유자의민원해소에어려움을겪고

있다 더 나아가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예산부족을이유로사유지비율

을줄이려는연차별계획조차수립하지않는등무기력한행정을펼치고있다

광주교육청 사학규제조례안제정추진

교원채용협의전형위탁권장

사학법인 자율성침해 반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않기로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전체 누리

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

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

산편성을거부하기로했다고밝혔다

협의회는 전국시도교육청의재정여

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

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

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정부에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도교육감 어린이집보육료예산전액편성않겠다

소망터널 오색안개등사이로

공원 면적 사유지 면적비율

지리산 483022 72586 150%

계룡산 65335 23042 353%

설악산 398237 16092 40%

속리산 274766 74898 273%

한라산 153332 4471 29%

내장산 80708 27471 340%

가야산 76256 19000 249%

덕유산 229430 44331 193%

오대산 326348 39215 120%

주왕산 105595 40941 388%

치악산 175668 37162 212%

월악산 287571 61422 214%

북한산 76922 25746 335%

소백산 322011 49851 155%

월출산 56220 21704 386%

무등산 75425 52444 695%

국립공원 전체 면적과 사유지 면적
(2013년말기준 단위)

무등산사유지총3103명소유

(사찰 10곳등법인234개포함) 자료환경부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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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북동동 050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0505 북동동

남해
서부

앞바다북동동 050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0515 북동동

파고()
0505
0505
0510
1015

� 바다 날씨

� 물때

목포
0656 0137
1917 1400

여수
0844 0226
2106 1444

밀물 썰물

� 주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 � � � � � �
1326 1427 1527 1426 1525 13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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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1323

1522

1225

825

925

825

824

825

823

1325

1024

1025

1024

825

1620

1024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오늘 한로 곧 서리오겠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해뜸 0632

해짐 1807
�� 1759

�� 0559

식중독

운동

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