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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감사하

는 것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광주시가 이를 재검토해달라며 재의

를요구해논란을빚고있다

29일광주시와광주시의회에따르면윤장현시장

이사회복지시설감사조례안에대한재의를시의회

에요구하기로했다

조례안이 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앞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시의동의를얻었기때문에시의재의요

구에대해부정적이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400여곳에 대

해 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감사에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감사 공정성

과투명성을높이겠다는것이취지다

하지만사회복지시설단체들은이미자치구와정

부로부터감사를받고있는데시까지감사하겠다는

것은중복감사라며반발하고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여는등이조례폐지를촉구하고있다

이단체한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그동안수

많은감사를받고있는데또 감사를하겠다는것은

말이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

도 위험한독소조항이라고지적한다

광주시는 이와 달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

에 감사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감사의 사무

분장까지간섭하는것은시장의고유권한을침해할

수있다고보고있다

시관계자는 조례안은시의회가시에특정분야

감사를지시하는것이나마찬가지로시장의고유권

한인 지휘 감독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930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

다고말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 방침에 대해 이미 본

회의를통과한데다시의동의를얻어본회의에상

정했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한시의원은 이미충분히광주시에설명을했는

데도 뒤늦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가 사회

복지단체의눈치를보는것이라고비난했다

시의회는시로부터재의요구를공식접수하면다

음달 9일 열리는 4월 회기에서 이를표결로처리한

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시의회관계자는 의원간담회를열어재의요구

에대한의견을먼저수렴할예정이다며 시가재

의를요구한근거에대한설명을듣고수용여부를

판단할것이다고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교대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이동

우 김인수체육교육과교수가 각각총장임용후보

자 12순위에올랐다 유효 투표의 088%차로순위

가갈렸다

광주교대는 28일 교수(73%)직원(14%)학생

(13%)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530명이 참여해 총

장임용후보자선출을위한투표를했다 이번선거는

무려17개월째총장공석상태에서치러져주목됐다

결선 투표결과 1차에서 2위를했던이교수가유

효투표 5044%를얻어 1위 1차에서 1위였던김교

수가4956%로2위를각각기록했다두후보간순위

경쟁은088%차로판가름났다앞서지난해말치러

진목포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도 003% 차로

1순위 후보가 가려졌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1467

명이 투표에 참여해 김인수(3875%) 이동우(36

79%) 후보가1 2위를차지해결선투표에진출했다

광주교대는조만간연구윤리위원회를열어두교

수에대한연구윤리검증에나선다 검증이끝나면

1 2위후보를교육부에추천하게된다

교육부의인사위원회를거쳐대통령재가를받으

면오는 56월께총장이임명될것으로보인다

광주교대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1 2순위후보를각각추

천했으나 교육부가 잇따라 재추천 요구를 하면서

17개월째총장공석사태를빚고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박빙 승부 광주교대총장후보선거

1위이동우2위 김인수교수 088%차교육부추천후 56월께 임명

29일 오후 여수시 영취산에 진달래꽃이 만개해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하다

여수시는 2018 영취산진달래축제를 30일부터다음달 1일까지사흘간개

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복지시설감사조례재의요구논란

市 단체장지휘감독권침해우려

시의회 복지단체눈치보기뒷북제동

사람도물들겠네

닷새째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

상을기록하는등때이른초여름날씨가당분간이

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시민들을 지속적으로괴롭

힌미세먼지도주말에는대기원활과함께다소잠

잠할것으로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낮최고기온이고

공행진을 보여 다음주 수요일까지 초여름 날씨를

보일것으로보인다고 29일밝혔다

기상청은30일광주전남아침최저기온은7도에

서 11도 낮최고기온 1521도분포를보일것으로

예보했다 이는 30일 평년(아침 최저기온 42도 낮

최고기온 148도) 기온보다 5도이상높았다

31일과 다음달 1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15도에서

22도분포의날씨가될것으로관측됐다

때 이른 초여름 날씨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고기압의영향과고온다습한남서풍이유입

됐기때문이란게기상청의설명이다

이 같은 초여름 날씨는 다음주내내 이어지면서

기온은평년보다 5도이상높고낮과밤의일교차는

10도이상차이가날것으로예상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 광주전남 미세먼

지예보를 보통 단계로전망하면서원활한대기확

산으로 인해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당분간초여름날씨주말 미세먼지는 잠잠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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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동남동
먼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먼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파고()
0510
1020
0515
1530

�바다날씨

먼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530

�물때

목포
0613 0109
1900 1343

여수
0210 0835
1436 2040

간조 만조

�주간날씨

31(토) 4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 � � � � � �
823 1121 1121 1020 1020 1019 813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1122

918

1017

1017

921

918

919

1021

921

918

1119

919

1121

1019

1021

715

818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따가운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23

해짐 1852
�� 1733

�� 0544

보통

보통

보통

�생활지수

뇌졸증

감기

미세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