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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새벽한대학생이동

네주민을북한에서온

간첩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

람에형사들이출동하는등한바탕소동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

날 새벽 2시께 대학생 A(22)씨가 광주

북구 두암동 도로변에서 간첩으로 보이

는 여성과 맞닥뜨렸다 이상한 단어를

쓰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신 보

내달라며 떼쓰는 등 이상한 점이 한 둘

이아니다고신고해왔다는것

경찰 1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6시

간 수색 끝에 간첩으로 지목당한 여성을

찾아조사한결과이여성은인근에사는

주민B(52)씨로확인됐는데 경찰은B씨

가일반인이잘쓰지않는종교용어를쓰

고누구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는지설명

하지 않으면서 자꾸 부탁을 해와 오인한

것같다고설명 전은재기자ej6621@

동네주민간첩오인신고형사 출동 6시간수색소동

조선대가 대학도서관의 수준을 드러내

는 학생 1인당 도서수자료구입비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등 다수 항목에서

국내 185개대학중최하위를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185개 대학 도서관이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로 평균 11만7000원을

쓸 때 조선대는 3만4700원을 지출하는데

그친것으로조사됐다 학생 1인당도서수

도 533권으로전국대학평균(747권)보다

20권이상적은것으로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조선대보다는 학생 1인

당 도서수(693권)는 많았으나 국공립 대

학 평균(837권)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172만8910권) 조선대

(118만8463권) 도서관 2곳의 장서를 합쳐

도경북대(317만6094권) 도서관한곳보다

적다는점은대학당국과지역사회모두예

사롭지않게받아들여야할대목이다

30일 대학교육연구소가최근내놓은도

서관 통계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주요대학은전국 185개대학과비교

해학생1인당보유도서수가적은데도도

서 등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 투입에는 인

색한것으로나타났다

국립대인전남대는지난해기준 학생 1

인당 693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전체대학예산의 1%만도서등자료구

입비로지출했다 전국 185개대학의학생

1인당보유도서수는 747권 예산대비자

료구입비비율은 09%(국립 11% 사립 0

8%)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11만7000원

(국립 12만8000원사립 11만3000원)이다

사립대인 조선대의 경우 학생 1인당 보

유 도서수는 533권 예산 대비 자료구입

비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도서수가 전국 대학 평균보다 20권 이상

적은데도도서등자료구입비로는다른대

학의 13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그친것이다

조선대가 지난해 학생 1인당 자료구입

비로 쓴 3만4700원은 같은 기간 전남대

순천대가각각사용한 11만2700원과 10만

1000원은 물론 동아대(10만6000원부

산) 영남대(12만8600원대구)보다도 현

저히적은금액이다

지역다른대학도도서관사정은마찬가

지다목포대는학생1인당도서수(734권)

는전국대학평균과큰차이는없으나 지

난해 기준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0

5%)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4만8300원)

항목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순천대의

경우 학생 1인당 도서수(926권) 예산 대

비 자료구입비비율(12%)은 평균치를웃

돌지만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10만1000

원)는대학평균치보다다소적다

동신대도 학생 1인당 도서수(863권)는

우수한편이나예산대비자료구입비비율

(05%)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4만9900

원)는 대학평균의절반수준이다 호남대

역시학생 1인당도서수(798권)는평균수

준이나 예산대비 자료구입비 비율(05%)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6만500원)는 대학

평균의절반수준에그쳤다

대학도서관진흥법은4년제대학의경우

학생 1명당 70권이상의도서자료를보유

하고 학생 1명당연간 2권이상의도서자

료를구입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

만 벌칙조항이없는탓에일부대학을제

외한 다수의 대학 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

고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장서합쳐도경북대보다적다

조선대장서확보인색학생 1인당 도서수최하위

지난해 1인당자료구입비도 3만4700원 불과

지역대학대부분예산대비구입비전국평균밑돌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검

찰에기소하라고결정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청

구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

을)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고 30일밝혔다

법원의이같은결정에따라검찰은권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지체없

이공소를제기해야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검찰

에고소한사건을검사가불기소한경우

그결정이타당한지를법원에묻는제도

로 법원은불기소가부당하다고판단되

는경우기소를강제하는공소제기결정

을내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권 의원 측이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하

남산단혁신산단사업 2994억원예산확

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했

다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하자 더불

어민주당은이에불복해광주고법에 재

정신청을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

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

반)로 기소된 이윤석 전 국회의원에 대

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깨고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출마할수있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이상벌금형이확정되면 5년동

안피선거권이박탈돼각종선거에출마

할수없도록규정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달리 자백

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

지도 않았는데도 20152016년 선거구

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

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력란에 서울

법대최고지도자과정수료라는비정규

학력을기재한혐의도받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허위사실공표권은희의원검찰기소하라

허위 의정보고서 이윤석전의원항소심벌금 90만원

관급공사수주과정에서편의제공등

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전남 기초단체장

비서실장에게실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노호성판사는뇌

물을 받고 납품계약을 도운 혐의(뇌물수

수)로구속기소된장흥군전비서실장위

모(47)씨에게징역 1년과벌금 4200만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

혔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

속기소된 브로커 김모(5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164만원을 선고했다

또관공서납품과정에서돈을받은혐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간부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2300만원추징금 1150만

원을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관급공사수주알선대가수뢰

장흥군전비서실장징역 1년

광주지검목포지청은전남지역모기초

단체장의형인A씨에대해제3자뇌물취

득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30

일밝혔다 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

문(영장실질심사)은31일열릴예정이다

A씨는 동생이 군수로 재직 중인 지자

체에서 2014년 12월발주한공사의설계

변경 과정에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

은혐의를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검

찰은A씨가지자체에설계변경을알선해

준대가로돈을받은것으로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지자체

해양수산과를압수수색해관련서류등을

확보했다 그러나A씨는범죄와는무관한

다른명목이라며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dss6116@

설계변경알선대가돈받은

기초단체장형사전영장청구

설 쇠러 왔다 가족과 다툰 뒤 만취상태

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5명이

다치는 등 설연휴 광주전남은 각종 사건

사고로얼룩졌다

설날인 28일 밤 9시47분께 영광군 묘량

면 22번국도에서운전자박모(여31)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K5와 그랜저 차량을 잇따라 들

이받았다 이 사고로박씨와 K5 운전자가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랜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경상

을입고치료중이다

경찰조사결과운전자박씨는면허취소

수준인혈중알코올농도0182%상태로역

주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을 쇠러 고향을 찾은 박씨가 가족과 다

툼 끝에 집을 나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사고를냈다고설명했다

같은날 오후 8시33분께에는 해남군 산

이면 덕호리의 한 도로에서 김모(48)씨가

몰던 SUV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와 차량에 함께 타

고있던 3명이중상을입고병원에서치료

중이다 차량 충격으로 전신주가 파손돼

주변 마을 240여 가구가 1시간여동안 정

전돼설날큰불편을겪었다

30일 오전 9시8분께 광주시 북구 본촌

동의한아파트에서는주민A(여35)씨가

투신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날 아이들

육아문제로남편과다툰뒤 5층에서뛰어

내렸는데 다행히 4층베란다난간에걸려

구조됐다

화재도잇따랐다

28일 오후 1시54분께 여수시 선원동의

한빌라4층에서불이나거실일부를태우

고 10여분만에꺼졌다 이 화재로혼자살

던 김모(여78)씨가 현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씨가 불이 나자 미처 피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가족들은 전날

인 27일밤김씨의집에모여차례를지내

고돌아간것으로조사됐다

같은날낮 12시11분께에는강진군칠량

면야산에서불이나묘지 8기와임야 100

를태우고 20여 분만에진화됐다 경찰

은성묘객인묘지주변쓰레기를태우다가

불이번졌다고밝혔다

설연휴전날인26일오후 8시8분께에는

광주시북구의한아파트 7층에서불이났

다 이불로집안에있던 B(여41)씨가연

기를들이마셔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

고있다 이불로명절준비를하던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

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영광김민석기자mskim@

여수김창화기자chkim@

30일새벽0시 35분께광주시동구월남동남문로에서이모(47)씨가운전하던코란도차량이빗길에미끄러져갓길가드레일을들이

받았다이사고로다친이씨는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만취운전투신소동화재광주전남 설연휴사고얼룩

학생1인당도서수및자료구입비

1048(318만)

도서수(총도서수) 단위권 자료구입비(총예산대비구입비 단위%)

926(77만)

863(66만)

798(64만)

734(63만)

693(173만)

655(51만)

533(119만)

747

17만500원(17)

10만1000원(12)

4만9900원(05)

6만500원(05)

4만8300원(05)

11만2700원(10)

5만5100원(06)

3만4700원(03)

11만7000원(09)

경북대

순천대

동신대

호남대

목포대

전남대

광주대

조선대

전국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