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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완도지역 등 남해안 해수면이 가

파르게상승하고있다

해수면관측을시작한지난1989년이래

1년 마다평균 248씩 육지가물에잠기

고있다 또남해안은동서해안에비해최

근 10년간 수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을 수온

상승의영향으로보고남해안갯벌면적축

소해일피해증가등을우려하고있다

2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

르면 지난 28년간(19892016) 남해안은

매년평균248씩해수면이상승하고있

으며 매년 013씩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목포 흑산도 완도 여수등우

리나라 전 해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8개

조위관측소에서측정한자료다

완도 인근 바다는 매년 184씩 여수

바다는 매년 106 상승하고 있다 여수

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자리한 거문도 인

근 바다는 매년 평균 443 상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보였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난 28년간

해수면높이의평균상승률은매년296

으로 매년 01씩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나가속화되고있다

해수면 평균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매

년 455로 가장 높았으며 동해안 378

 남해안 248 서해안 147순이다

상승가속화정도역시동해남해서해안

순이었으며 각각 017 013 011

씩 매년 더해지고 있다 제주 부근에서는

상승속도가01씩점차느려지는것으

로분석됐다

우리나라의 28년간해수면높이의평균

상승률은 IPCC(UN 기후변화대응협의

체)가지난 2013년 발표한전세계평균값

(20)보다다소높은수준이다

남해안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지난해

말 기준 1675으로 최근 10년(2007

2016)간 평균 높이(1653)보다 22 높

았다 서해안은 3946(10년간 평균 393

8) 동해안은 394(370)이다

전문가들은해수면상승이산업화와깊

은연관이있을것으로분석하고있다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가증가해수온

이 상승 바닷물 부피가 늘었다는 설명이

다 특히갯벌감소와태풍해일등에의한

피해가 심할 것으로 보여 항만 등에 대한

장기적대책을세워야한다고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한반도 연안의 평균 수

온은 2352도로 남해안 2433도 서해안

2378도 순이었다 최근 10년(2007

2016)간 평균보다 각각 079도 027도 0

61도높았다

기상청에따르면지난해한반도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99ppm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23ppm씩 증가하고 있

다

해수부 2016 해양수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갯벌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남 갯

벌 면적은 1987년 11791에서 2013년

10444으로 114% 감소했다

이은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

연구실장은 해수면 상승원인은수온상

승에 따른 부피 증가가 가장 크고 극지

방고지대 빙하가 녹은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보인다며 항만높이를조정해야

하며 해일이 닥쳤을 때 피해가 더 커지는

만큼국가적으로장기적인대책을세워야

한다고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남해안 해수면 상승갯벌이 줄어간다

수온상승극지방빙하해빙28년간 매년 248씩 올라

거문도 443완도 184 항만높이해일대책시급

광주시북구가도심공원지하에주차

공간을마련했다

공원원형을훼손하지않기위해수십억

예산을들여가며지하에주차공간을마련

한것은광주에서는매우드문사례다

그동안 운암어린이공원 주변 일대는

심각한주차난지역으로꼽혔다 운암시

장과 주변 상가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도 심화되는 등 주민들로부

터공영주차장확충요구가꾸준히제기

돼왔던지역이다

북구는지난 2015년부터 예산 45억원

(국비 15억원시비 7억5000만원구비

22억5000만원 )을들여운암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평(33

)당 1000만원 달하는 높은 부지 매입

비용으로난항을겪었다

같은해 10월 열린 민관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공원부지지하에주차장

을조성하자는아이디어를냈다공원은

그대로유지하되예산이더들더라도지

하를활용하자는의견이었다

현재준공된 지하 주차장은건축면적

2496규모로 최대 56대(확장형 46면

장애인 2면임산부 2면일반 2면소형

4면)를 수용할 수 있다 주차장 지상에

는 나무 각종 놀이시설 등 어린이놀이

터 운동시설 등을 재설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새롭게단장했다

주차장은 오는 2월 중 민간 위탁자가

선정되는대로 곧바로 운영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30분에 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지역보건소보건지소근무간호사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5번째로많은

비율이다

2일대한간호협회산하보건간호사회의

2017 보건간호인력 통계에 따르면 광주

공공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는

222명으로이중 105명(473%)이비정규직

이다 이는전국평균 38% 보다 93%포인

트 높은 수치로 제주(620%) 부산(54

9%) 인천(5396%) 서울(489%)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전남 공공보건기관 간

호사 비정규직 비율은 264%(655명 중

173명)로경북과함께공동 12위였다

간호사(정규비정규직 포함) 1인당 담

당 인구수로 봤을 때 광주는 66703명으

로 대구(9447명) 대전(86044명) 부산

(74314명) 경기(74088명)에 이어 5번째

였다 전국평균은 5409명이었다

공공보건기관 간호사는 주민의 건강증

진보건교육예방접종결핵 관리모자

보건정신질환관리방문건강관리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

을담당하고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전국 평균

40%에 육박하는 인력이 비정규직이어서

업무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관리가

확보되지않고있다며 지역주민의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역할을 강

화하려면간호인력의고용안정이절실하

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

차례이상과태료를부과받은상습행위자

들은유치장에갇힐수도있게된다

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특별관리제도를올해부

터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

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제도를우선시행하고 4월부터는사

업용자동차 7월부터는전체자동차까지

범위를넓힐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

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지정되면교통경찰전산망에등

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

후 1년간추가위반이없어야해제된다

경찰은 특별관리 대상자 지정 이후에

도3차례이상위반하면30일미만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기게

되고즉결심판에출석하지않으면체포영

장을신청한다 박진표기자 lucky@

편리함보다자연보호
북구 운암어린이공원훼손방지 45억 들여 지하주차장건립

광주 보건소간호사 2명중 1명은 비정규직

교통법규자주어기면철창행

대형차우선7월 전체시행

올해첫입영행사가 2일 광주시북구육군제31보병사단충장관에서열렸다 가족들이입대장병

의머리를쓰다듬으며작별인사를하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진짜사나이되어오렴

17개 시도 중 5위전국평균보다 93%P 높아

지하주차장이조성된운암어린이공원전경 북구청제공

오늘의날씨

높음

높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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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먼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먼바다(동) 북서북 1015 북서북

파고()
0520
1525
0515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525

�물때

목포
0755 0232
2036 1521

여수
0331 1008
1610 2216

간조 만조

�주간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 � � � � � �
33 14 16 17 06 24 34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구름많음

구 례 맑음

강 진 구름많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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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쌀쌀해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41

해짐 1733
�� 1901

�� 0825

미세먼지

뇌졸중

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