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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초중고교원들의보수가줄

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교원 복지비용

으로지급해왔던맞춤형복지비와시간외

수당 연가 보상금등 보상적 성격의 보수

를삭감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

다 교육청은 삭감 예산을 학생들의 교육

사업비재원으로활용할방침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

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인건비 등 경상 경비를 제외하면 예산이

고작 8억5000만원남는다

이 예산으로광주시교육청시책사업과

교육감 공약 사업을 펴야 한다 지난해

1500억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사실상재

원이고갈된셈이다

문제는 교육청 시책 사업이 대부분 학

생 교육지원 사업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전문

직일반직 등 모든 교육공무원들의 보수

를 삭감하고 학교기관 운영비도 5

15% 일괄삭감해이를시책사업비재원으

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

교육청은 보수 삭감운영비 절감지방

채발행등을통해시책사업비를 600억원

가량을확보한다는복안이다

보수삭감은보상적성격의맞춤형복지

비 시간외 수당 연가 보상금이 대표적이

다 교육청은 매월 40만원이상 지원했던

맞춤형복지비를일정부분줄이기로하고

조만간 교원단체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계획이다

시간외수당은정액으로지급하는매월

10시간은 유지하지만 월 평균 시간을 5시

간에서 4시간으로 낮춰 19억원가량 줄일

방침이다

또 연가 보상금은 연간 최대 20일 가운

데 10일가량을 의무 사용하도록 해 10억

원가량을확보한다는것이다

운영비는 일괄 삭감된다 본청과 직속

기관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15%를 학

교운영비는 5%를줄인다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학습준비물 지원

비와 체험학습수학여행 지원비도 축소

된다

교원들의선진지교육현장체험과장기

근속공무원들에게주어졌던해외연수도

전면중단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상사태다

교직원들이먼저허리띠를졸라매지않으

면 학생 교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곳곳에서절감해도 600억원뿐이다 올해

1500억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할 처지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산강 어메니티운동봉사단은 4일 광주시 북구용산마을앞

영산강일원에서토종어류보호를위해붕어와잉어치어3만

마리를 방류했다 치어 방류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이 비닐에 담긴 치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학교교육시설사업비가해마다큰폭으

로줄고있다광주는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가 5년전과비교해 684% 감소했고 전남

은 학교일반시설사업비가 668% 줄어들

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

정은열악한데매년인건비상승과복지비

용이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따르면교

육시설 관련 예산인 교육환경개선시설사

업 학교일반시설사업 학생수용시설사업

부문예산이 5년전인 2009년에비해모두

큰폭으로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외벽배관

교체 학교 내 균열보수 화장실 개선 방

수 작업 등 학교 환경개선과 안전에 쓰이

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09년 1407억

원에서 2010년 852억원 2011년 508억원

으로 줄었고 2012년 697억원으로 다소 늘

었다가 지난해 444억원으로 대폭 감소했

다 5년새무려 684%나축소 3분의 1 수

준에그치고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신축 특별

교실 증개축 등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일반시설 예산도 2009년 384억원에

서 2013년 286억원으로감소해5년전보다

25%나 감소했다 학생수용시설도 2009년

643억원에서 2013년 416억원으로 줄어

35%나감소했다

전남도교육청은학교일반시설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20009년 1210억원에서 지난

해 401억원으로 668% 급감했다 교육환

경개선시설사업비도 1175억원에서 지난

해 906억원으로 228%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의이같은교육시설사업

비 감소폭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감

소폭보다도컸다

광주시교육청의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비감소폭(684%)은같은기간전국시도

교육청의평균감소폭(38%)의거의두배

가량차이가났다

전남도의 학교일반시설사업비 감소폭

(668%)도 같은 기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소폭(56%)보다컸다

이는교육예산은한정돼있는데정규직

및비정규직임금부담등경상 경비가큰

폭으로증가한데다무상급식등교육복지

에들어가는예산도급증했기때문으로분

석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환경 개

선을위한예산이줄어들면한두해정도

는환경개선낙후에대해체감하지못하지

만시간이갈수록낙후도가누적돼나중에

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서

교육시설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삭감해

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立冬7일)을

앞두고 광주에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

고순천에서는첫얼음이얼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는 최저

기온이 4도 순천은 03도까지 내려가

면서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

혔다 이는 광주의 경우 평년과 동일하

고 지난해와 비교해 9일 앞당겨졌으며

순천도지난해보다 9일빠른것이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

씨가이어지는가운데밤사이복사냉각

(輻射冷却)현상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

로 떨어지면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얼었

다고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광주전남지역

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1719도의분포를보이겠으며 6일부터

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720도

로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다만

주말인 8일은 낮부터 점차 흐려져 오후

한때비가내릴것으로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관계자는 낮에는기

온이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일

교차가 10도이상벌어져건강관리에주

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첫서리첫 얼음광주전남 겨울날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내년 3월11

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농협 상품권을 건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밝혔다

이는제1회동시조합장선거와관련해

전남지역의첫고발사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광양 지역 조합

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7월께

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조합원 3명에게 5

만원권농협상품권을각각제공한 혐의

를받고있다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2(기부행위

제한)는후보자 배우자 등은 임원의 임

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

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등

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재임중기부행위를할수없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양지역조합장선거관련금품제공혐의

전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첫고발

학교교육시설비도매년감소

5년새광주 684% 전남 668% 줄어환경안전위협

광주초중고교직원봉급깎인다
교육청 맞춤형복지비시간외수당등삭감추진

해외연수도전면중단시책사업재원마련위해

영산강치어방류

오늘의날씨

39

80

90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남서서 05 서북서
먼바다남서서 05 서북서

남해
서부

앞바다북북동 05 북서북
먼바다북북동 0510 북북동

파고()
05
05
05

0515

�바다날씨

�물때

목포
0019 0546
1252 1814

여수
0745 0122
2002 1345

밀물 썰물

�주간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 � � � � � �
918 616 816 1017 718 817 817

광 주 맑은뒤흐림

목 포 맑은뒤흐림

여 수 맑은뒤흐림

완 도 맑은뒤흐림

구 례 맑은뒤흐림

강 진 맑은뒤흐림

해 남 맑은뒤흐림

장 성 맑은뒤흐림

나 주 맑은뒤흐림

61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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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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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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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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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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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맑은뒤흐림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익어가는가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

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57

해짐 1735
�� 1633

�� 0447

식중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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