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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송을

두고 2년여간 갈등을 빚어온한국수력원

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영광지역

어민들이 7일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대표

단협의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았다

폐기물운반을책임지는원자력환경공

단 측이 어민들이 요구해온 항로 안전성

확보를위한용역조사에나서는대신 영

광어민들은 폐기물이 담길 운반 용기의

한빛원전내육로진입을허용하면서다

원자력환경공단은이날한빛원전내30

여 년째 임시 보관중인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 담길 운반용기 125개를 오는

10일부터 한빛원전으로 운반한다고 밝혔

다 운반용기 1개에는 200 짜리 폐기물

드럼8개가들어가며이는전용운반선적

이 1회운송할수있는양이다 용기운반

은 경주 방폐장에서 영광으로 육상을 이

용해 오는 19일까지 계속된다 공단 측은

지난달 24일까지 운반 경로 교량 안전성

조사도모두마쳤다고덧붙였다

용기 운반은 영광 앞바다에 터를 잡고

조업활동을하는어민 600여명을대표하

는영광수협대책위와공단측이이날협

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다 양 측은 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사에도 합의

했다

영광 어민들은 그동안 고리원전(부산)

한울원전(울진)과 달리 영광 앞바다는 수

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데다 곳곳

에 어구까지 설치돼 있어 목포해양대 등

전문기관의용역조사없이는폐기물을해

상으로옮겨서는안된다고주장해왔다

양 측은 용기 운반과 항로 용역조사에

는 합의했지만 조사 기간과 보상금 규모

등 입장차가 큰 탓에 한국수력원자력의

당초 계획인 연내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

물첫이송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한수원과공단측은그동안연내이송

이 안 되면 방폐물 저장 공간이 가득 차

발전중단 사태로 이어진다고 어민들을

압박 항로 안전성용역조사도없이해상

운송을추진하려다가반발을샀다

공단측은또이송과정에서사고가발

생할 경우 지역 농수축산물 피해 일부를

보상해주는안도검토하기로했다

영광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에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농수축산물

주문이 취소되거나 급식소 납품이 중단

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고장

사고에도경제적피해를입어왔다

영광 수협대책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측이어민들이요구해온

항로안전성 조사와 사고 발생시 피해보

상등을적극검토하기로하면서 2년여간

끌어온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

다며 공단 측이 어민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수용한만큼이른시일내에협의가

타결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한편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 운송관련 대표단 협의에는 강철형 원

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등 공단 측 대표

3명과 김영복 영광 수협대책위원장 등 6

명이참석 상호협의내용을서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2년갈등 한빛원전방폐물처리 실마리

원자력공단어민해상이송로안전성용역조사합의

10일부터경주방폐장서폐기물용기영광으로운반

광주에거주하는고려인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을위한고려인

종합지원센터개소식이7일광산구월곡동고려인종합지원센터앞에서열

렸다윤장현광주시장과새정치민주연합김동철의원조영표광주시의회의장정용화후원회장등이테이프컷팅을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지난해한해동안수돗물누수로인한

피해액이 광주 116억원 전남 717억원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

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지방자치단

체로부터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

치단체 누수량 및 누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돗물 누수 피해액은

광주 116억6200만원 전남 717억4000

만원이었다

누수 피해액을 연도별로 보면 광주

는 2010년 139억원 2011년 129억원

2012년 118억원 2013년 121억원으로

증감폭이 크지 않지만 전남은 2010년

492억원 2011년 545억원 2012년 568

억원 2013년 665억원으로매년증가하

고있다

수돗물 누수율은 지난해 광주는 10

6%(누수량 182억2800만t) 전남은 32

5%(651억2700만t)이었다

지난해누수율이 30%이상인기초자

치단체는 진도(546%) 고흥(546%)

완도(519%) 보성(492%) 신안(45%)

영광(448%) 구례(40%) 강진(399%)

해남(363%) 곡성(35%) 장성(32%)

영암(305%) 등으로 전체 22개 시군 중

12개나됐다

지난해 누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완도 122억원 여수

111억원등 2곳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지방의 누수율이 높

아지는 것은 관노후화 수리를 위한 지

방비확보가어렵기때문이라며지방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해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및 누수율 방지

를 위한 국비확보 대책 등 특단의 대책

을 행정자치부와 상수도 관리를 맡는

환경부가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야 한

다고주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

생 2960여명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

으로나타났다

특히질병 해외출국등을제외한부적

응사유로학업을중단한광주전남고등

학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조사됐다는점에서주목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교육부가 7일 내놓은 2014년 학업중

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초

중고교 학업 중단학생은 2969명(광주

1437명전남1532명)으로조사됐다 전체

재적학생 수 45만 739명(광주 22만481

명전남 23만258명)의 066%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 재학생 628만

5792명 가운데 5만1906명(083%)이 학

업을중단한것으로집계됐다

광주의경우질병 해외출국등을제외

한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041명으로 파악됐고 고등학생이 772명

(118%)으로가장많았다비슷한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은 189명 초등학

생은 80명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1203

명 중 고등학생이 919명(131%)에 달했

다 부적응사유로중도에학업을그만둔

고등학생 비율로만 보면 전국 평균(1

10%)보다 높고 지역별로도 세종(14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광주의 경우 2013년 1265명

과 비교해 224명(177%) 전남은 2013년

(1351명)에견줘 148명(110%)감소했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율이 떨어지는 것

은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

지원학교운영등각종정책과학교현장

의노력덕분이라고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학업중도포기학생 2969명

광산구에고려인종합지원센터개소

교육부 2014 현황

지난해 수돗물누수피해

광주 116억전남 717억

새정치노웅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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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북동
먼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파고()
05

0515
1025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530 북동동 2040

�물때

목포
1002 0344
2311 1548

여수
0551 0002
1831 1144

밀물 썰물

�주간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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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1729 1927 1927 1927 18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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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

1727

1926

1727

1229

1428

1428

1329

1429

1327

1629

1529

1528

1628

1328

1925

5127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감기조심하세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10

해짐 1851
�� 0126

�� 1536

식중독

운동

빨래

진도군이 범죄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을 징계하지 않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로 구매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에적발됐다

7일전남도가진도군을대상으로한종

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도군은 산업안

전보건법(안전조치)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

해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

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처분해 자

체종결처리했다

이에 전남도는 A씨에 대해 징계의결

을요구했다

진도군은 해전 재현 관람석 설치 공

사와관련해일반입찰을통해관급자재

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금액 1억1400만원)을 통해 특정업

체와수의계약을해특혜를준사실도드

러났다

진도군은 또한 관급자재인 경관조명

(금액 1억4400만원)의 금액이 1억원 이

상이기 때문에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와계약을해야하는데도특정두개업체

를지정해계약을해 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진도군은 임기제공무원 10여명에 대

해 근무실적평가를 하지 않고 성과연봉

도 지급하지 않아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한사실도감사에서적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범죄연루공무원봐주고

특정업체특혜준진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