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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중국어선불법조업 969척나포

270명구속 담보금592억

여전히중국어선이호시탐탐우리바

다를노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일무소속손금주의원실이해양경찰

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

난 2015년부터지난8월까지우리해역

에서불법조업을하다나포된중국어선

은총 969건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

역내제한조건위반등이 741건으로전

체76.5%를차지했으며,이중무허가조

업이 170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영해침범도 58건(6%)에달했다.

불법조업중국어선나포과정에서해

경은8명의사상자가발생했고경비정 2

척이침몰또는전복됐다.중국선원 270

명이 구속됐고, 담보금 592억 8500만

원이납부됐다.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나포해담보금 8억 8400만원을

징수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올경찰대입학생 54%특목고자사고강남3구출신

최근 3년간매년꾸준히늘어

경찰대입학생중절반이상이특수목

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강남 3구(강남

서초송파) 고교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강창일의원이경찰

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 2019년경

찰대입학생중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특목고와자사고,강남3구고교출신

이차지하는비율은 54%였다.

2017년 49%였던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은 2018년

52%, 2019년 54%로늘었다.

강의원은2011∼2018년경찰고위급

인경무관진급자중경찰대출신이58%

였던 점을 들어 경찰대 입학생의 특정

계층지역 쏠림 현상이 경찰의 또 다른

구조적문제가될수있다고우려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연안 섬해양쓰레기처리대책급하다
지난해 3만t수거…전국 31%

매년 2만6000t타지서유입

처리비용 90%지자체부담

수거선박등국비지원절실

연간 3만t이넘는해양쓰레기가전남바

다과섬을오염시키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특히 전남은 해양에 몰려오는 쓰레기

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

섬의 60% 이상이분포해있는특성을감

안,해양쓰레기수거전용선박지원등정

부차원의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남도가 연안에서 수거

한 해양쓰레기는 2014년 1만 7344t에서

2016년 2만 1589t, 2018년 3만 2618t 등

최근 5년간 10만 6943t에이를뿐만아니

라쓰레기의양이증가세에있는실정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34만 3438t의 31.1%를차지했다. 바다를

끼고있는전국11개지자체중가장많은

수치이자 2위 경남(5만 5441t)보다 2배

가까운수거량이다.

전남도는매년 2만 6000t의해양쓰레기

가유입되고있으며수중에도8만7000t이

쌓여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전남지역에 해안쓰레기가 몰리는 이유

는전국에서해안선이가장길고유인도서

를비롯한섬이집중됐기때문이라는분석

이나오고있다.

우리나라 해안선(육지와 섬)은 총 1만

4963㎞로, 이중 전남 해안선은 6743㎞

(45%)다. 전남 해안선 중 육지부는

2682.25㎞(34%), 도서부는 4061.02㎞

(66%)로,도서지역해안선이육지해안선

보다길다.

전국 유인도서 470곳 중 276곳

(58.7%)이 전남에 자리하는 등 전국 섬

3000여개중2200여개가전남에있다.

전남지역은섬이몰려있는만큼유인도

서해양쓰레기가육지보다심각하다는연

구도있다.

2018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

사연구에따르면해안선 1㎞당쓰레기분

포는유인도가 3.8t으로, 육지부 0.9t보다

4배이상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수거여건과대책은미흡한상황

이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

거전용선박건조비용을지원하는 도서지

역쓰레기관리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

난8~9월수요조사를했다.전남(4척) 경

남(3) 경북(1) 경기(1) 충남(1) 전북

(1) 제주(1) 등 7개 지자체에서 12척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은

6척지원예산만이담겨있는것으로나타

났다.

또한해양쓰레기처리비용은 90%이상

을지자체가부담하는등해양쓰레기처리

사업의국고보조율이낮은상황이다.

전남도는올해 4월 해양쓰레기없는전

남 해안 만들기를 선포하고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

합회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해양쓰레기를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쓰레기 수거

친환경양식기반 구축, 친환경 부표 등에

125억원을편성했다.

박완주의원은 해양쓰레기없는청정바

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

다며 해수부는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지원을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국고보조율을상향할수있도록해

야한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16회추억의충장축제가 3일오후광주시동구금남로에서개막한가운데 추억의거리

를찾은방문객들이옛광주풍경을즐기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전남서등록금가장비싼 4년제대학은?

조선대연간700만원으로1위

평균553만원…전남대414만원

광주전남지역 4년제대학의연간등록

금평균은 553만원수준으로파악됐다.지

역에서등록금이가장비싼곳은조선대로

나타났다.

3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서영교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9학년도전국4년제대학교등

록금랭킹 자료에따르면광주전남4년제

대학 20곳(전문대사이버대원격대과학

기술원 등 제외)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553만원수준이었다.이는전액무료인광

주가톨릭대를제외한것으로,전국평균인

644만원보다는 저렴했다. 지역에서 가장

비싼조선대의연간등록금은평균700만원

으로,전국193개대학중93위에이름을올

렸다. 이어 동신대(663만원전국 115위),

광주대(653만원 122위),호남대(652만원

124위), 남부대(650만원 127위), 초당대

(649만원 128위), 세한대(648만원 129

위), 송원대(642만원 132위), 광주여대

(627만원 137위)등의순이다.

이들은모두사립대로국공립대는이보

다 200만원상당저렴했다.전남대(414만

원 161위)가지역국공립중에서는등록

금이 가장 비쌌고 순천대(394만원 167

위), 목포대(389만원 169위), 광주교대

(347만원 179위)가뒤를이었다.

한편전국에서등록금이가장비싼4년제

대학5곳은▲한국산업기술대(899만원)▲

연세대(892만원)▲신한대(866만원)▲이

화여대(863만원)▲추계예술대(852만원)

로나타났다. /박기웅기자pboxer@

산악사고 9 10월집중

광주 3년간 826건발생

소방청가을산행주의보

등산객이몰리는 10월에산악사

고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

났다.

3일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간 산악사고

구조건수는모두 1만 9184건이다.

월별(2년 누적 기준)로 살펴보

면 10월이 2673건으로 가장 많았

고 9월 2514건, 6월 1760건 순이

었다

헬기를이용한산악사고구조출

동은모두 2250건으로, 역시 10월

이 332건으로 최다였다. 9월이

291건으로뒤를이었다.

광주지역산악사고도 10월에집

중됐다. 지난해 10월 9일 무등산

중머리재에서A(여 49)씨가어지

럼증을호소하며쓰러져헬기로후

송되는등최근 3년간광주지역에

서발생한산악사고826건중가을

철(9~11월)에 250건(30.26%)이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산행 사고를

예방하려면날씨를미리확인하고

해지는시간을고려해오후 4시전

에는 하산해야 한다며 고령자나

심혈관계질환이있는사람은가벼

운산책이나걷기코스를이용하는

것이좋다고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우다방 문방구…광주옛풍경

해뜸 06:29

해짐 18:13

달뜸 12:14

달짐 22:24
오늘의날씨

◇생활지수

관심

보통

보통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맑다가오후부터구름많아지겠다.

낮에는더워요

독도

◇주간날씨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18/21 14/22 14/22 15/23 14/23 12/23 12/23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48 05:47

23:29 18:32

여수
06:05 00:08

18:59 12:55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1.5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광주 구름많음 19/28 보성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20/26 순천 구름많음 19/29

여수 구름많음 20/26 영광 구름많음 17/26

나주 구름많음 17/28 진도 구름많음 17/27

완도 구름많음 18/27 전주 흐림 18/27

구례 구름많음 18/28 군산 흐림 18/26

강진 구름많음 17/28 남원 흐림 17/28

해남 구름많음 16/27 흑산도 구름많음 19/25

장성 구름많음 17/27

강릉
춘천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