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음력 )��� ��� 2017년 12월 7일목요일제20640호 1판�������	
�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얼어붙게

한 러시아발한풍(寒風)이불었다

<관련기사20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6일 스

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

가주도의도핑조작스캔들로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출전을금지했다

또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와 알렉산

드르주코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위

원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비탈리무트코러시아체육담당부총

리를 올림픽에서 영구 추방하는 고강

도징계안을발표했다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

카공화국이 1964년부터 1988년까지

올림픽출전자격을박탈당한적이있

지만 도핑으로나라전체가출전금지

징계를받은건러시아가처음이다

IOC는세계반도핑기구와독립도핑

검사기구등약물검사전문가들로이

뤄진패널의엄격한심사를거친러시

아 선수들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평

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하지만 동계 스포츠 강국 러시아

가올림픽참가를전면보이콧할수도

있는만큼스타플레이어가즐비한북

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불참 선

언에 이어 평창올림픽 흥행에 악재가

겹쳤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협치 호남예산홀대 막았다 약물러시아

평창못온다
IOC 출전 금지흥행비상

내년도광주시국비가사상최대를기록

해 2조원시대를눈앞에뒀고전남도는 2

년연속국비예산 6조원을넘었다

특히호남소외의상징과도같은경전선

(광주순천간)전철화사업의기본계획수

립비 48억원이신규반영됐고 호남고속철

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예산이 576억

원으로정부예산안보다422억원늘었다

내년도 광주전남 예산은 여당인 민주

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간 협

치를통해그동안과거정부에서이뤄졌던

호남 예산홀대를 막아냈다는평가를받

고있다 관련기사3면

 광주시 2018년 국비 19743억원 역

대최대내년도광주시국비확보액은 1

조9743억원으로확정됐다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애초정부예산안보다 1940억원

(109%)이 늘었다 지난해 국비 확보액(1

조8292억원)과 비교하면 1451억원(79%)

이늘었다

광주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증액된 점이눈에띈다 지난

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예산

이 628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를

넘는 액수가 늘어났다 광주가상현실

(VR) 제작지원거점센터구축(20억원) 등

신규사업 13건 256억원이새로반영됐다

또 정부예산안에 455억원만 반영됐던

광주완도간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이번

국회심의에서 1000억원으로증액도는등

16건의사업에 1629억원이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심의과정에

서문화전당월봉서원연계기반구축설

계비(20억원) 등 13건(25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은 187건에 1조

861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순환고속도

로건설(303억원) 북부순환도로개설(45억

원) 상무 지구첨단 산단 도로개설(50억

원) 등주요SOC사업에청신호가켜졌다

관심을모은경전선전철화기본계획수

립비48억원은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

라사업추진여부가결정된다

전남도 2년 연속 6조원돌파지난

해국회심의에서확정된 6조205억원보다

는 03%(189억원) 줄었지만 지난 8월 정

부예산안 확보액(5조5033억원)보다는 9

1%인 4983억원이늘었다

정부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6

억원 줄어든 1조4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 예산안 6790억원과 비교하면

3636억원(535%)이나증액됐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송정목

포) 사업이 반영되면서 정부 예산안보다

422억원늘어난 576억원을확보했다 호남

고속철도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사업계

획적정성재검토끝에여야정치권의도움

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돼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수있는계기를마련됐다는평가다

전남숙원사업인남해안철도(목포보

성) 건설은 678억원늘어난 2677억원을확

보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와 남해안

철도예산증액은전남지역남북간 영

호남 간 교류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남도

는기대하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1조 9743억사상 최대

전남 6조16억2년 연속 6조

현안 사업 추진 숨통 트일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수정예산안에

합의했던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은 끝내 표

결에불참 정국이얼어붙을조짐이다

국회는 6일본회의를열어정부제출예

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재석 178명찬성 160명 반대 15

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문재

인정부첫예산안은법정시한을나흘넘

겨국회문턱을가까스로넘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

개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않고 사회주의예산반대 밀

실야합예산심판등문구가적힌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은여야교섭단체원내대표협상

에서 수정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거

센 내부 반발에 부딪혀 반대 당론으로 돌

아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 후에도 민

주당과국민의당을싸잡아비판하고국회

일정일부를보이콧하고있어후폭풍이만

만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

내년 예산은구체적으로는애초정부안

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

고 4조1876억원이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줄었다일반지방행정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국회에서 1조3000억원 늘

린 19조원으로책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28조 예산 국회 본회의통과

지난달 순천만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H

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고창 오리농장 AI 바이러스와도 다른 새

로운유형인것으로확인됐다

6일전남도에따르면국립환경과학원이

순천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 유

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42017년 네덜

란드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재조합된바이러스로추정된다이는지난

20162017년 국내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AI와다른새로운유형의바이러스다

특히 올해최초 발견된 고창 AI와 순천

AI 간유전자를비교분석한결과 약간의

차이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

농림식품축산부검역본부는순천 AI 바

이러스에대한추가분석에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순천만 H5N6형 AI

새로운유형바이러스

광주시동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정면의빅도어에 6만5000여개의 LED조명이불을밝혀환상적인분위기를연출하고

있다연말조명은내년2월말까지운영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예술극장의송구영신

그림편지화순신양호 16면

조계현KIA 단장됐다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