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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를막고자전세계가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있었던1997년교토의정서와달리

195개당사국모두지켜야하는구속력있

는첫합의다

31페이지분량의파리협정최종합의문

을 보면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로지구평균온도의상승폭을산

업화이전과비교해섭씨 2보다훨씬작

게 제한하며 섭씨 15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하기로했다

이는지구온난화로인한해수면상승으

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온도는이미산업화이전보다 1가

량상승한상태다

온도상승폭을제한하기위해한국을포

함해 180개국이상은이번총회를 앞두고

2025년또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를얼마

나 줄일 것인지 감축목표(기여방안IN�

DC)를유엔에전달했다

또지구의온실가스배출량이가능한한

빨리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신속하게감축하기로했다

개발도상국은선진국보다 최고치에 도

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차이를

인정했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금세기 후반기

에는 인간의 온실 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처를지원하는내용도합의문

에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

화대처사업에매년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

지검토하기로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

개국 대표들은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

운합의문을마련하고자논의했다

앞서 1997년채택된교토의정서는선진

국에만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웠지만파

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

을막는데동참하게됐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일부 환경 운동가들

은지구를보호하기위해충분하지않다면

서 파리 에펠탑 주변 등지에서 시위를 벌

였다

애초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

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이날까지회의기간이하루연장됐다

연합뉴스

지구 온도상승폭 2보다 훨씬 낮게 제한

195개 당사국 파리 기후협정 최종 합의

美中 등선진국 2020년부터 개도국에매년 118조 지원

광주시의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상

승하고있는반면전남도는조금씩하락

하는 추세다 장기간 재정 위기에 봉착

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자치권을 박탈하

는 긴급재정관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전

남지역 각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우려도높아지고있다

1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 공

시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

준최종예산액대비채무비율은광주가

2080% 전남은 879%다 광주는 전국

평균 1483%보다 597%포인트 높고 전

남은 604%포인트낮다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은 2010년 18

36%에서 2011년 1722% 2013년 15

47%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광

주는 2010년 1766%에서 2013년 19

56%로 2%포인트 느는 등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국제이벤트에나서면서부채가증가

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반면 전남은 2010년 956%에서 2013

년 998%로조금늘었다가 F1대회중단

등으로인해지난해증가세가다소주춤

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

지못할정도로재정자립도가낮아빚을

내서 지역개발 사업 등을 할 여력조차

없다는데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전 지자체를 통틀어

합한 재정자립도는 광주가 4930% 전

남은 2283%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10%도안되는곳이 7곳에달한다 신안

군이 741%로 가장 낮고 해남군(8

88%) 구례군(979%) 등이 10% 미만이

다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기준으

로 할 경우 더 늘어난다 진도군 459%

신안군 483% 등 무려 13개 지자체가

10%를넘지못했다

광주지역은 서구(2402%)와 광산구

(2146%)를 제외한 3개 구가 10%대에

머물고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채무 광주시늘고전남도줄고

지구온난화영향으로지난 16년간제주

도주변남해안표층수온이최대 13도오

른것으로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 3월부터 올

해 3월까지 매년 46회 남해안 수온을

관측한결과제주해협부근해역(모슬포

제주북부여수)을따라표층수온 상승세

가뚜렷하다고최근밝혔다

2000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년간

남해안 전체 표층의 수온 평균 상승폭은

약 08도 2015년 3월까지 16년간 상승폭

은약 1도였다

16년간 모슬포제주북부여수 해역은

각각 표층수온이 13도 오르고 부산 해역

은 09도 상승했다 성산포는 20042015

년 12년간 02도올랐다

수심 50m 저층에서도 약한 수온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16년간 수온 상승폭은

모슬포 08도 부산 06도 여수 04도 제

주북부 01도등이다

남해안 평균 수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지구온난화의영향이다쿠로시오해

류에서 나뉘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고

온고염 대마난류의 수온이 오르고 수송

량도늘어난여파로해양조사원은분석했

다

해수온도상승은기후변화를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장해류해

수면 변동 등 해양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다 바다수온이 오르면서대구등한

류성어류가북쪽으로이동해어획량이줄

고 대신아열대성어종이출현하는등 물

고기지도에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연합뉴스

남해안수온 16년새 13도 올라

광주시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가광주시와전남도의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

다 광주시는 4조605억원 전남도는 6조

530억원 규모로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

가게됐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내년

도예산안심사를통해광주시가제출한

예산안 4조602억원 중 약 2억5000만원

을증액했다 이는올해예산 3조8485억

원보다 55%증가한금액이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

회계 3조1281억원 특별회계 9324억 등

4조604억80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민원 해결용으로

전락할우려가있다는지적이나와삭감

이 예상됐던 시민참여예산은 78건 125

억원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2억5천만원) 결식아동

후원 재단 출연(5억원) 광주여대 체육

관부설주차장건립(5억6천만원) 등 관

련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된 반면

광주복지재단 출연금(2억원) 종합사회

복지관기능보강(1억원) 등은증액또는

신규편성됐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도 같은 날 전남도

가제출한예산안에서 3억3377만여원을

삭감한 6조5302억5979만원의예산을통

과시켰다 일반회계 5조6506억7765만

원 특별회계 8795억8214만원 규모다

시의회와 도의회는 16일본회의를열어

내년예산안을의결할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내년예산 4조605억 전남 6조530억

시도의회예결위통과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13일 밤 광주 동구 금

남로 518민주광장에서 2015 광주시 성탄트리 점

화식을가졌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지구온난화영향

작년예산액대비채무비율

광주 208% 전남 879%

전국평균은 1483%

금남로성탄트리점화

지난 1988년 개원해 운수종사자와 전

남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온 전

남도교통연수원이 광주 시대를 마감하

고 16일강진으로이전한다

전남도교통연수원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신축 연수원을 준공 오는 16

일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

수그리고 200여 교통가족등이참석한

가운데이전개원식을갖는다

지난 1985년 교통부 허가로 전남도운

수종사원연수원으로 출범한 연수원은

광주시와 한지붕두가족체제로운영

되어오다 지난 2012년 광주시와 전남도

간 연수원 분리 협약에 따라 전남으로

이전을추진해왔다

1만7000여부지 연면적 2000여

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 교

통연수원은 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70

석 규모의세미나실 50여 명 수용이 가

능한 생활관 식당 200여 대의 주차 시

설을갖췄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교통연수원 16일 강진으로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