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8일 화요일 제20196호 �
사 회

본격적인프로야구시즌을앞두고설레

는 야구팬들과 달리 정작 광주KIA챔피

언스필드 주변에 사는 광주시 북구 임동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마다 반

복되는교통체증과소음으로벌써부터불

편이예상되지만정작광주시는특별한대

책을내놓지않고있기때문이다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소음과 관련해

지난해 임동의 한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등을상대로제기한소송도올해본

격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특히인근수백

세대가사는아파트주민들도소음피해와

관련한소송제기여부를검토중이다

7일 광주시와 북구 임동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6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8일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개막한다

시범경기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며 다음

달 5일부터는정기시즌이예정돼있다

북구는 8일부터 경기 시작 전후 1시간

씩 2시간동안견인차등을동원해챔피언

스필드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에 나

설 예정이다 경기장 주변 상습 교통정체

로해마다주민들이민원을제기해오고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동지역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

챔피언스필드주변은본격적인야구 시

즌만되면발생하는차량정체로도로가마

비되는 실정이다 광천1교에서 야구장 방

면 광운교에서야구장방면등주변주요

도로가갓길에 12중으로주차하는차량

들로몸살을앓고있다 일례로평소 23

분이 걸리는일신방직정문에서챔피언스

필드 4사거리구간의경우야간경기가있

는 날이면 2030분씩 소요되는 상황이

다 이로 인해북구불법주정차단속공무

원들의 입에서는 견인차량도 못 움직일

판이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

특히광주지방경찰청이야구시즌주요

도로 일부를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구역으

로지정해운영하면서교통체증은더심각

해지고있다

김동규(33)씨는 처음부터 교통영향평

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야구장을 신축

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며 일부 주

민의 반대에 부딪혀 주변 주차장 조성 사

업도제대로추진되지않고있어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

시와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손

해배상청구소송공방도올해본격적으로

진행될예정이다

북구임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1차) 주

민 732명은 지난해 9월 야구장에서 발생

하는소음과빛공해 교통난피해로인해

정신적인피해를보고있다며광주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체 4개동 340세대중 72%인 246세대가참

여했다 500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올해소송을제기하는것에대해논의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오민근 변호사는

재판부와 상의해 감정기관을 선정한 뒤

56월께 주간야간주말 경기와 관중석

이 만석일 때 등 4가지 사례에 대한 소음

과교통량등증거를모을예정이라고밝

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북구임동주민센터와새마을부녀회회원들이 7일임동무등경기장남쪽버스정류장

에서봄맞이청소를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해는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을

45일가량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민간기상업체케이웨더에따르면

올 봄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

면서 남부지방의 벚꽃도 평년(1981

2010년)보다 45일 빠르게 개화할 것

으로예상된다

올해벚꽃은오는 20일제주서귀포에

서처음으로개화하겠다남부지방은오

는 2431일 사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여수는오는 29일 꽃봉오리를

터트리고 전주는 4월5일개화가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여수는 4월45

일께절정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벚꽃은개화후만개까지일주일정도

소요되며 개화 시기는 23월 기온 변

화의영향을크게받는다

광주의 경우 2월 강수량이 평년(479

)보다 027 적었지만 기온이 평년

(25도)보다 0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벚꽃개화시기가앞당겨질것으로예상

된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남부지방의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강수량도

많을것으로예상되는점도개화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말했다

한편봄의전령인개나리는광주와여

수에서평년보다 2일빠른 3월23일개화

해 3월말께절정을이룰것으로전망된

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벚꽃 4월 4일 절정

2431일 개화시작개나리는이달말만개

버스정류장봄맞이꽃단장

지난해 대학생 1명이 대출한 도서가 평

균 74권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를 제외한

광주전남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전남대도서관의지난해증가도서

수는 9만5000권으로 전국대학 가운데가

장많았다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펴

낸 2015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395곳에재학중인학생 1명당평균대

출도서수는 74권으로집계됐다

대학도서관의재학생1명당대출도서는

지난 2011년(103권) 이후 2012년 96권

2013년 87권 2014년 78권등으로감소세

다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는 1명당 평균

86권을 빌렸고 전문대 도서관에서는 23

권을빌렸다

지역 대학의 경우 전남대 재학생의 1명

당 대출 도서가 116권으로 조사됐다 전

국 평균보다 많지만 전년도(12권)보다는

감소한수치다전남대는지난해증가도서

수가 9만5000권으로국내 대학도서관중

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해 재학생 1명당 대

출도서가 50권으로 전년도(35권)보다 늘

어났지만전국평균에는미치지못하는형

편이다 이외 재학생 1명당 평균 대출 도

서는▲광주대 16권 ▲동신대 31권 ▲목

포대 36권▲순천대 67권▲호남대 14권

등으로집계됐다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 중 1인당 대출

도서 수가가장많은학교는서울대로 평

균 24권을빌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병원(병원장윤택림)이 한국뇌연

구원의뇌은행지원사업에선정돼뇌질환

연구에박차를가하게됐다

국가 뇌연구 거점기관인 한국뇌연구원

의 한국뇌은행은 권역별 뇌은행을 선정

육성해 뇌조직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

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도지정병원뇌은행지원사업에전남대병

원이선정됐다고 7일밝혔다

두가지부문으로공모한이번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부산대

병원등 3곳은일반형사업에 서울대병원

은선도형사업에각각선정됐다

이에따라전남대병원은치매등퇴행신

경질환환자의사망후뇌조직을기증받아

보관관리하고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

할을하는뇌은행을연내운영하게된다

이를 위해 전남대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신경병리팀법의학팀임상진료팀행정

팀등 4개팀을구성할예정이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국내 뇌질환 연구

는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의

뇌는인간의뇌와다르고고차원적인인간

의 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뇌조직을이용한연구가절실히필요

한실정이다

전남대병원 뇌은행장인 신경과 김병채

교수는 뇌기증은 뇌질환의 이해 증진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소중한 나눔

이라면서 퇴행성 뇌질환 또는 원인불명

뇌질환연구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

다고밝혔다 채희종기자chae@

전남대병원 뇌조직 수집보관 뇌은행 연내 운영

임동주민들은괴로운 프로야구시즌

소음불법주차극심퇴근길 5분거리 30분소요

오늘부터시범경기주민들집단소송본격진행

뇌연구원지원사업선정치매등뇌질환연구기대

전남대작년증가도서

9만5000권 전국 1위

지역대학생책대여전국평균이하

광주북구

오늘의날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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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파고()
1020
1530
0515
15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30

�물때

목포
0116 0646
1355 1918

여수
0854 0219
2102 1455

밀물 썰물

�주간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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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10 16 16 111 213 414 415

광 주흐리고한때비

목 포흐리고한때비

여 수흐리고한때비

완 도흐리고한때비

구 례흐리고한때비

강 진흐리고한때비

해 남흐리고한때비

장 성 흐림

나 주흐리고한때비

912

810

1012

912

1013

911

812

811

812

911

1113

711

710

610

811

77

810

흐리고한때비

흐리고한때비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리고한때비

흐리고한때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해안지역강풍주의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5 안팎의 비가 오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53

해짐 1834
�� 0606

�� 1743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