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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언제내리나요?

박남우(8)군의 올 겨울 소원은 하얀 눈

을맞으며눈싸움을하는것이다 지난 24

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산타할아버지에

게 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여 있게 해달

라고소원을빌었다 하지만남우의소원

과달리올겨울눈은좀처럼내리지않고

있다 기다리는눈대신겨울비만연일쏟

아지고 있다 광주에선 이달에만 15일이

나비가관측됐다

올 겨울 광주지역엔 17년 만에 가장 적

은양의눈이내린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방기상청에따르면지난 1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광주지역 누적 적설량은 16

에 불과하다 2000년(15) 이후 가장 적

은 양으로 시민들의 입에서는 눈이 실종

됐다라는말까지나오고있다

최근 10년(20062015년)간 광주지역

의 1112월 누적 적설량 평균은 3028

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해는

2007년 427 가장 적게 내린 해는 지난

2011년 10다

올해 같은 기간 적설 기록일(눈이 쌓인

날)도 1일에 불과 최근 10년 평균(76일)

에 훨씬미치지못하고있다 지난 2014년

에는 12월 한달간무려 16일이나눈이내

린것으로기록됐다

올해는 첫눈도 지각을 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관측된 첫눈은 평년(1981

2010년)에 비해무려 19일 지난해에비해

18일이나늦은것으로조사됐다기상청은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에서 가장 늦게 관

측된첫눈으로기록하기도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등으로인한기온

상승으로눈을보기힘든겨울이계속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10년간 광주의 12

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68도 최고기온

은 148도 평균기온은 3도로집계됐다 반

면올해 12월 125일평균최저기온은영

하 33도로 2007년(영하 32도)에 이어 가

장 높고 최고기온은 173도로 최근 10년

중 3번째로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기온은 55도로 최근 10년 중에서 가

장높고 평년(35도)과 비교해도무려 2도

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25일까지 강수

일수는 27일로 최근 10년 평균(28일)과

비슷한수치다

반면강수량은지난 25일까지 646로

최근 10년 평균(10375)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비가 적게 내린데다가 기온까지

따뜻해 눈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북극에서도 평

년보다 20도 이상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등 전 지구적으로 올 겨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복합적인 기상현상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

로겨울철기온이상승한탓이가장큰것

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내년 1월 강수량은 평년

과비슷하거나적을것으로내다봤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이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됐다 지난 1982년 4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 7곡이 수록

된테이프(넋풀이) 2000개 가운데한개

에담긴노래를디지털음원으로되살린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을 수록한 오월노래음반 오월2

를제작했다고 26일밝혔다

제작된음반은과거음원을발굴해복

원하는 기록음반 그리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새롭게 편곡하거나 전

국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프로젝트를

통해촛불집회현장에서녹음된노래를

담은 기획음반등 2장으로구성됐다

518 이후현재까지불리는민중가요

24곡을각각의음반에 12개씩담았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은 기록음반

에담겼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1년 소설가

황석영씨가광주시북구운암동자택에

서 백기완 선생의 시 묏비나리에서 가

사를 빌려오고 전남대 학생이었던 작곡

가김종률씨가곡을붙여만든노래다

당시황씨의자택에모인 10여명의문

인은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

식에 바칠 노래극을 만들기로 뜻을 모

았고 518모든희생자를 임으로표현

했다 이들은 마이크 없이 기타와 카세

트 데크만으로 녹음 작업을 진행했다

소리가집밖으로새나가지않도록담요

로창문을가린채노래를불렀다

오월노래음반제작총감독을맡은박

종화(53) 작곡가는당시임을위한행진

곡을부른오정묵(오창규) 전 광주MBC

PD와작곡가김씨가보관해온원본테

이프에서음원을추출했다

박감독은 최초본을되살린점 11월

12일광화문에서 100만시민이부른 임

을 위한 행진곡을 담은 점에 의미를두

고싶다고말했다

518재단은 27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6

오월음악과 함께하는 송년회에서 오월

2음반을공개한다 김형호기자 khh@

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에서 단축수업에 들어간 초중학교

가 7개로늘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용중

대자중 하남중 무진중 등 중학교 4곳과

월봉초 풍암초 성덕초 등 초등학교 3곳

이 방학 전까지 단축수업을 한다 단축수

업은교시마다10분씩당겨실시하며평소

보다 1시간가량 앞당겨 귀가하는 방식이

다

단축수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한

다 조기 방학과달리 교육청에 보고할 의

무가없어현재독감으로인한단축수업에

들어간 학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고교육청은전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독

감이 심하면 조기 방학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할것을유선으로권고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229

개 학교에서 3113명이 독감에 걸렸다 초

등학교 116개교 1643명 중학교 70개교

871명 고등학교 41개교 591명 특수학교

2개교 8명으로초등학교에독감환자가압

도적으로많다

초등학교 86개교 중학교 75개교 고등

학교 37개교 등 대다수 학교가 오는 30일

방학이 예정돼 이번 주가 독감 확산의 고

비가 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학사

일정상내년 1월초에방학을하는학교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등 20개로파악됐다

전남은 333개교에서 4499명(23일 기준)

이독감에걸려등교중지조처가내려졌으

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가

30일방학에들어갈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감확산광주초중 7곳 단축수업

교육청 조기 방학권고

무등산국립공원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음식점을운영하면서수차례행정처

분과형사처분을무시한업자가검찰에적

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무등산 원효사 계곡 주변에 목재 데크평

상을무단으로설치하고음식점을운영한

혐의(자연공원법식품위생법위반)로 A

씨를 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정식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26일밝혔다

A씨는 국립공원 계곡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수없는데도주택으로신고하고음

식점으로불법용도변경했다

A씨는 이곳에서 20년간 불법으로 음식

점을 운영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돼 행

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해서불법운영한것으로조사됐다총 9차

례 적발돼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음식점운영을그치지않았다고검찰은설

명했다

검찰은또상수원보호구역인무등산제

4수원지에서불법으로음식점을운영하며

오수를 배출한 혐의로 업주 B씨도 구약

식(약식재판회부) 처분했다

검찰은 환경보전지역인 황룡강변에서

허가를받지않고불법으로음식점을운영

한업주 2명도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은 영업

이 잘돼 불법을 무릅쓰고 벌금을 내면서

까지 불법 운영을 계속했다면서 불법

건축물을해체해원상복구하도록하고점

검과처벌을강화해환경보전지역의불법

행위를근절하겠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등산계곡황룡강변불법영업 4곳 적발

수차례행정처분무시불법영업상수원구역에오수방류도

임을 위한행진곡 최초본디지털복원

원본테이프서추출518기념재단 오월2 오늘 공개

겨울비가내린26일 광주동구서석동조선대학교에서우산을쓴학생들이교정을걷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비가눈이었으면

눈사라진겨울12월절반이 雨요일

광주평균기온55도10년래최고

1112월 누적 적설량 16

첫눈도전년보다 18일 늦어

지구온난화에눈구경힘들어

오늘의날씨

높음

높음

관심

�생활지수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4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파고()
2040
3050
1530
204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3040

�물때

목포
0602 0027
1845 1319

여수
0133 0818
1420 2006

간조 만조

�주간날씨

28(수) 29(목) 30(금) 31(토) 11(일) 2(월) 3(화)

� � � � � � �
36 25 36 18 18 18 18

광 주 비눈온후갬

목 포 흐린뒤맑음

여 수 비온뒤갬

완 도 흐린뒤맑음

구 례 비눈온후갬

강 진 흐린뒤맑음

해 남 흐린뒤맑음

장 성 비눈온후갬

나 주 비눈온후갬

35

34

46

55

24

45

45

24

25

35

36

24

04

13

04

44

45

비온뒤갬

비온뒤갬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비눈온후갬

흐린뒤맑음

흐린뒤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찬바람쌩쌩

대체로흐리고새벽한때비또는눈이오겠고오후에
는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40

해짐 1728
�� 0529

�� 1608

뇌졸중

감기

체감온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