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녪지난 33년 동안 12월이 가장 따뜻

했던 해는 2004년, 가장 추웠던 해는

올해로 기록됐다. 12월 평균기온 최

고돚최저 기록이 2년 연속 경신된 것.

이같은 현상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

화에따른이상기상현상의일환으로

분석하고있다.

최근매서운동장군의위세가꺾이

면서 날씨가 제법 포근해졌으나 1월

상순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

인다. 또 내년 1월 상순엔 서해안 지

방, 하순엔 동해안 지방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것으

로전망된다.

낝33년만의 12월 추위=12월 평균기

온 최고돚최저 기록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경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3

3년 동안 12월이 가장 따뜻했던 2004

년 12월의평균기온은영상 4.2도, 최

저기록을세운올 12월의평균기온은

영하 2도로 무려 6.2도의 차이를 보

였다. 평년기온(1.7도)과 비교하면

지난해 12월은 2.5도 높았고, 올 12월

은 3.7도낮았다.

1973년은 국내 기상관측소가 60개

가 넘어선 해로 기상청이 전국 통계

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33년

동안 12월평균기온이영하로내려간

해는 올해와 1985년(영하 1.4도), 19

73년(영하 0.9도), 1980년(영하 0.5

도)등 4년밖에안된다.

지난해와 올해 12월 기온이 극과

극의 널뛰기를 한 이유에 대해 기상

청 윤원태 기후예측과장은 돱지구온

난화에 따라 최근 추위와 가뭄, 태풍

과 카트리나 등 기상현상의 강도가

세지는 이상기상 현상이 전세계적으

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돲며 돱12월 평

균기온이 2년 연속 극값을 경신한 것

도지구온난화의영향과무관하지않

다고볼수있다돲고분석했다.

낝포근한 연말연시와 서설=맹추위

가 한풀 꺾이면서 최근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다. 31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

보다 1~3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포근한 날씨는 다음주 중반까지

이어질것으로보인다.

30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으나 31일은남부지방에눈이조

금 오겠다. 내년 1월1일엔 전국적으

로 눈이 내릴 전망이다. 조상들은 새

해 첫날 눈이 오면 상서로운 눈, 즉

돳서설(瑞雪)돴이라고 하여 풍년이 든

다고여겼다.

낝변덕스러운 1월 날씨=내년 1월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

겠으나기온변화의폭이커변덕스러

울것으로전망된다. 기상청은 1월초

의기온은평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

했으나상순후반에는한차례기급한

파가찾아올것으로내다보고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돱찬 대륙고기압

의 영향을 주로 받아 1월 상순의 기

온은 평년보다낮겠고서해안지방에

는 지형적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돲고밝혔다.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작년 12월은 가장 더워… 지구온난화 탓

내일 포근… 1월1일엔 전국적으로돳서설돴

녪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사학법인

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400여

개 종교돚교육단체와 시민단체가 29

일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

에 맞서 돳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돴

를 발족하고 법률 불복종운동에 나

섰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

범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민운동본부

는앞으로사학법무효화투쟁을전담

하게된다.

국민운동본부는 내달 10일쯤 출범

대회를 열고 조직을 새로 갖추고 100

0만명 서명운동 등 공식 활동을 시작

할계획이다.

발기인으로는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과 이석연 변호사, 김진홍 목

사, 유석춘 연세대 교수, 김병묵 한

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이상주 교육

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

여했다. 문성웅기자 swmoon@

녪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3조4000

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민의 건강수

명을 72세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돳국

민건강 증진 종합계획돴을 29일 발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

애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은 20

02년 남녀 전체 평균 66세에서 2003

년 67.8세, 2010년에는 72세로 늘어

난다.

남녀별 건강수명은 2003년 남자는

64.8세, 여자는 70.8세였으나 2010년

에는남자는 69.7세, 여자는 74.2세로

늘게된다.

흡연율은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

으로 2002년 남자는 61.8%, 여자는

5.4%에서 올해 각각 50.3%와 3.1%,

2010년에는 30%와 2.5%로 낮출 계획

이다.

또 위험 수준의 음주자 비율(1회

소주 1명 이상)은 2002년 남자는 17.

4%, 여자는 1.2%에서 2010년에는 남

자는 15.0%, 여자는 1.0%로 떨어지

게된다.

주 3회(회당 20분 이상) 이상 운동

하는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2002년 1

2.6%에서 올해 14.4%, 2010년 20%로

각각높아진다.

이같은 운동 및 영양관리를 통해

적정체중의 인구비율은 2005년 63.

3%에서 2010년에는 70%로 늘어나게

된다.

5대 암(위돚간돚폐돚유방돚자궁) 검진

권고안 이행수검률은작년기준으로

40.3%에서 2010년 60%로 높이고 우

울증 유병률은 2002년 2.2%에서 201

0년 2.0%로낮출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증진 사업 표준

매뉴얼을작성하고사업수행에대한

평가체계를마련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돱목표와 추

진사업 간연관성을고려한현실적이

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돲고

밝혔다. 김홍국기자 archomme@

돳건강수명돴 2010년까지 72세로
복지부, 3조4000억원 투입 돳종합계획돴발표

400여 종교 돚교육단체 연합

법률 불복종돚서명운동 추진

돳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돴발족

8 2005년 12월 30일 금요일 제 4325 호

12월 31일 토요일(음력 12월 1일)

30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로 평년보다 3.1도 높았다. 몇일 전 영하 20도

까지 떨어졌던 강원도 철원의 아침 최저기온도 30일은 영하 6.3도로 평년보다 4.7도

나 높았다. 31일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 남서쪽지방부터 비나 눈(강수확률 40~

60%)이 조금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9도

의 분포.포근한 날씨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희정기자 nivose@

어린이 요가교실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돳몸속탐험전돴을 찾은 어린이들이 비만을 예방하는 요가

동작을 배우고 있다. 신창섭기자 bluesky@

12월평균기온최고와최저기록
(1973~2005,단위돟℃)

순위 연도 평균기온 편차

1 2004 4.2 2.5

2 1991 4.1 2.4

3 1986 3.5 1.8

뀰

31 1973 돥0.9 돥2.6

32 1985 돥1.4 돥3.1

33 2005 돥2.0 돥3.7

자료돟기상청

날아간 돳공적자금돴 血稅 90조

김 재 곤

사회부기자

녪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공식 활동이 발족 4년여

만인 29일 막을 내렸다. 단속반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막대한 액수의 국민혈세(공적자금)를 지원받은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검찰은 물론 국세

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2001년 12

월만든수사팀이다.

단속반은 그동안 기업임원 167명, 대주주 33명, 전직

국세청장 등 공무원 21명, 금융기관 임원 5명 등 290명

을 사법처리했고 그중 106명을 구속기소했다. 은닉재산

2144억원을 추적, 568억여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윤리

의식을 저버린 채 돳외적 성장돴에만 몰두했던 과거의 행

태를 부끄럽게 하는 성과다. 공적자금으로 호의호식해

온 몇몇 기업 오너들의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4200억원 사기대출 및 회사자금 207억원 횡

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은 서

울성북동고급주택가에 700평짜리집에 100평규모의실내골프

장, 헬스장, 개인법당까지갖추고살다적발됐다.

IMF 사태가 남긴 돳후유증돴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해

온 셈이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지난 10월까지 예금

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각종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

적자금은 167조8000억원. 하지만회수액은 75조8000억원으로전

체의 45.1%에 불과하다.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가 40만원인 대

한민국에서 국민 1인당 192만원가량의 거액이 여전히 돳혈세돴로

메워져 있다. 이 사실을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해 소식이 감감한

해태유통 박성배씨, 태창 이주영씨 등 부실기업주와 핵심임원 2

1명이알고는있는지궁금하다. kon@

올12월 33년래 가장 추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