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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중신입사원연봉을가장많이주는것으

로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도전국에서 4

번째로연봉이높았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

saramincokr)은 지난 31일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지난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68만원으로 조

사됐다고밝혔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

린아이에 등록된 지방공사 중 54개사의

경영정보를 토대로 신입사원 연봉을 분

석한결과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2600만2800만

원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2200

만2400만원 미만(259%) 2400만

26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

(93%) 2000만2200만원 미만(74%)

2800만원이상(37%) 순이었다

신입사원 연봉이 가장 많은 지방 공기

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로 2984만원이었

다 구리도시공사(2905만원) 대구도시공

사(2798만원) 전남개발공사(2790만원)

등이뒤를이었다 연합뉴스

2030년이 되면 광주전남의 인구가 지

금보다 5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

다 특히 전남은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해

4만여명이줄것으로보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3년 사회지표로 본 호남제주 현황

자료에따르면2030년광주전남의인구는

2013년보다 5만5000명이 감소한 222만

5000명으로추산됐다

광주는 151만8000명에서 150만8000명

으로 1만명이 전남은 176만2000명에서

171만7000명으로 4만5000명이각각줄어

든다고예상됐다

2013년기준 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

광주는101%로전국평균(122%) 보다낮

았지만전남은214%로크게웃돌았다

남자의기대수명은광주는 778세로 전

국 평균(778세)과 같았지만 전남은 76세

로전국평균보다낮았다

여자는광주가 836세로전국평균(847

세)보다 낮았고전남은 852세로 전국 평

균보다높았다

2013년 한해 혼인이혼재혼 현황은

광주는 8820건 2924건 1557건으로 전

남은 9995건 4096건 2844건등으로나타

났다

광주전남의 외국인 수(등록외국인)는

4만101명(광주 1만5557명 전남 2만4544

명)으로집계됐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595건(광주

537건 전남 1058건)으로조사됐다

사망원인의 1위는암으로광주는 10만

명당 1335명 전남은 2302명으로 집계

됐다 2위는 뇌혈관질환(광주 448명 전

남 879명) 3위 심장질환(광주 386명 전

남 813명) 등의순이었다

대학진학률은광주(787%) 전남(760%)

등모두전국평균(707%)을넘어섰다

사교육비(학생 1인당 월평균)의 경우

광주(23만9000원)는 전국 평균(23만9000

원)과 같았지만전남(16만8000원)은 크게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방공기업연봉 1위 광주도시철도

2984만원전남개발공사 2790만원 4위

광주전남 인구 2030년엔 5만명이상줄어든다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

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있게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부대에서시범운용할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31일 9월을 국민이 신

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

한다면서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

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1

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우선일반부대병사들에게휴일뿐아니

라평일에도가족을만날수있는평일면

회제도가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

에가능하며면회시간과장소 면회대상

등세부적인시행방법은장성급지휘관이

정하도록했다 그러나최전방GOP(일반

전초)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

만면회할수있도록했다

국방부의한관계자는 GOP 경계부대

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

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GOP 경계부대장병이겪는사회문화

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면회를허용키로했다고설명했다또이

병과일병상병병장계급별로공용휴대

전화를지급하는방안이시범적으로운용

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

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

기를가져다사용하는방안이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부

대별로개방행사를시행해부모가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잘 기회

를주기로했다 연합뉴스

병사 평일에도가족면회

국방부 열린 병영문화시범운용공용 휴대전화사용도

추수를 앞둔 해남 황금 들녘을 휩쓴 수

십억마리로추정되는풀무치떼가외래종

일가능성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

하지만이처럼많은풀무치떼가발견된

국내사례가없고 발생 원인등도파악되

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과 재발 우

려도낳고있다

해남 곤충의 습격최근 해남군 산

이면덕호마을일대논 5ha와친환경간척

농지20ha에서수십억마리로추정되는0

54 길이의 풀무치떼가 나타나 벼를

갉아먹고있다

이곳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8월23일부

터 풀무치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개채수가늘자같은달 26일 군청에신고

했다

해남군은며칠사이에풀무치의수가기

하급수적으로늘자지난 29일피해지역과

주변수로 비농경지등 30ha에대해광역

살포기를활용해긴급방제에나섰다

애초 메뚜기로 알려졌지만 농촌진흥청

의확인결과풀무치로판명됐다

이 풀무치떼는 추수를 앞둔 벼와 수수

등을떼를지어다니며갉아먹어일대논이

쑥대밭이됐다 정확한피해액은집계되지

않았지만풀무치수가많다보니농가피해

도눈덩이처럼늘것으로우려된다

해남군은1차방제후개체수중50%정

도가 죽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파악하고추가방제를할계획이다

사상 초유의 풀무치 피해과거 풀

무치가공항인근에서무더기로발생해항

공기 이착륙을 방해한 적은 종종 있었지

만해남의경우처럼떼로몰려다니며농작

물피해를준국내사례는거의없다

이때문에추수전박멸과함께확산재

발여부등도관건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풀무치가 대량 번식했을 것으

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대책은 내

놓지못하고있다

특히대다수풀무치는천적을피하기위

해 식물과 비슷한 녹색황색의 보호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해남에서 발견된 풀

무치는 등쪽이 대부분 검은 계열이기 때

문에 번식력이 좋은 외래종이 유입됐을

것이라는관측도나오고있다

피해가발생한친환경단지인근에가축

먹이인조사료를생산하는곳이많아해외

에서조사료를수입하는과정에외래풀무

치가유입됐다는것이다

이에해남군은외래종여부를밝히기위

해전문가분석을의뢰할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풀무치 색깔이 과거

발견됐던 것과는 너무 달라 외래종 가능

성이 있지만 수가 많으면 보호색을 띠지

않는경우도있기에외래종여부를확인하

는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이낙연전남도지사는지난31일풀

무치출현으로피해가발생한해남산이면

구성지구간척지를방문해농업인과방제

관계자를격려하고방제에최선을다하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지난 28일 발생 신고

이후 31일까지 발생 지역과 인근지역 60

ha를 대상으로 유기농 단지는 친환경 약

제로 일반농지와 수로 등에는 화학농약

으로 4차례방역을펼쳐 90% 이상방제한

상태다 도는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해예찰을강화하면서추가방제를실시하

고 있으며 농식품부에는 돌발 병해충 긴

급방제비지원 3억원을건의했다

해남박희석기자dia@kwangjucokr

지난 29일정체불명의풀무치떼(작은사진)가덮친해남군산이면덕호마을간척농지에서군관계자가긴급방제에나서고있다

해남군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전

면개관을 불과 한달 앞둔 내년 8월 완공

된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전당 올 10월 완공 못한다는 보도

광주일보 30일자 1면와 관련 자료를

내고 보존 건물(옛 전남도청 민원실 등

민주평화교류원을구성하는 6개건물) 에

대한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설치를

2015년 8월완료할것이라고밝혔다

추진단은 이어 공사기간에 대해 당초

에는 6개 건물에 대한 순차적 공정으로

15개월로 예상했지만 유사공정 통합을

통해 전체 건물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사

를 재개할 시에는 9개월 내로 가능하다

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015년 9월

개관일정을수립했다고설명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내년 8월 완공키로

수십억 풀무치떼 습격해남 농지 20ha 초토화

산이면일대전남도특별방제 90% 이상소멸

전문가들 고온다습기후탓외래종유입가능성

호남통계청 2013 사회지표로본호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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