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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가계의부채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으

로 조사됐다 경기침체 장기화로가계의

주소득원인 근로소득은 조금 늘어난 반

면집값폭등세속에담보대출등이급증

한 결과로 결국 서민 살림살이가 거의

나아지지않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19일 통계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해 내놓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가계부

채는 가구당 평균 2942만원으로 나타났

다이는첫조사가진행된3년전202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456%(921만원) 늘

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은 49

8%(561만원)나 폭증했다 여기에 신용

대출(+379%)과 임대보증금(+561%)

등을 포함하면 전체 빚의 813%(2391만

원)가금융부채인것으로조사됐다

광주역시지난 3월가계부채는 3년전

보다 362만원(103%) 늘어난 평균 3887

만원이었다 이중금융부채는 3070만원

으로 전체 빚의 79%를 차지했다 빚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로 보면 736%로 전

국16개시도가운데가장높은수치다

반면 지난 한 해 전남 지역의 가계소

득은 평균 4132만원을 기록해 3년 전

3400만원 보다 215%(732만원) 늘어나

는데 그쳤다 이중 근로소득은 295%

(600만원) 사업소득과재산소득은각각

105%(142만원)와 25%(121만원) 증가

했을뿐이다 광주도 478만원(111%) 늘

어 4749만원으로 늘었으나 증가폭이 전

국하위권에머물렀다

덩달아 자산에서 부채를뺀 순자산도

같은 기간 동안 124% 늘어난 평균 1억

7730만원에그쳤다 전국 16개시도중

가장 낮은 수치다 중앙값(중위소득 가

구)으로 따져도 가장 적었는데 빚 갚고

나면남는것이없는셈이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

은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총 30조8607억원으로지난해같

은기간 보다 2조392억원(71%)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가계부채증가율

소득증가의 2배 넘어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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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북구중흥2동주민자치위원회와새마을부녀회원들이 19일

오전주민자치센터앞에서김치를담그며양념이잘뱄는지맛을보

고있다이날담근김장김치는중흥2동경로당과생활이어려운가정등에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광한빛원전주변갯벌을분석한결

과방사성물질이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한빛원전 인근

에서갯벌어류해조류등 10점의 시료

를 채취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

슘137이검출됐다고19일밝혔다검출

된 세슘137은 허용치(식품 허용치 100

㏃)를밑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이 지

난 410월 영광고리월성울진원전

반경 5 이내에서 수산물 해조류 토

양 갯벌등시료59점을채취분석한결

과총12점에서방사성물질인세슘137

과요오드131이검출됐다반면대조군

인김포시농토에서는방사성물질이검

출되지않았다

한빛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시료 10점

중 2점(갯벌)에서 세슘137이 146㏃

(원전취수구 4지점) 169㏃(원

전취수구 3)이각각검출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에

서상시배출하는방사능오염수의영향

으로원전주변갯벌과수산물등이방사

능에오염된사실이확인된만큼보다체

계적인조사와감시가필요한상황이라

며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 주변 수산물

이국내산이라는이유로제한없이유통

되는것도생각해볼문제라고말했다

한편세슘137은 핵연료분열과정에

서 생성되며 암 유발 등 인체에 악영향

을미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가민선 6기들어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재검토하면서연기론이급부

상하는등지역내논란이뜨겁다

2호선찬성론자들은교통난을해소하고

교통복지를높이는데효과적인친환경교

통수단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래 먹을거리 사업

대신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 10여년간도

로파기공사에따른교통스트레스를견뎌

야 할 만큼 2호선 건설이 부가가치가 있지

는않다는주장이다 또한 2호선개통시점

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승용차 수마저

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도2호선건설

의시급성에의문을제기하는대목이다

그렇다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는

2025년 이후 광주 도심의 교통 상황은 어

떠할까?

국가공식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해 봤

다 19일국가교통 DB센터와통계청의장

래인구추계(20102040년)에 따르면 광

주의 하루 평균 승용차 통행량은 2012년

157만7527대를 기록한 이후 인구 증가로

2020년이면 159만4306대까지 급증할 것

으로예측됐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승용차 통행량도 급감해

2025년이면156만8134대로불과5년만에

2만5000여대나줄어들것으로분석됐다

특히도시철도2호선개통원년인2025년

부터 15년간연평균 1만여대씩 16만7000대

가감소해2040년이면140만1000대로대폭

줄어들것으로예측됐다

더욱이 KTX와 같이 국가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그렇듯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고려하면개통이 2030년에나가능할

것이라는분석마저있어 2호선건설은어

떤 결정을 내리든 재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것이다

이 같은 도심 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

는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2년 발표한 광주시의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12년 151만

4000명에서 2015년 152만5000명을 거쳐

2020년 153만1000명까지늘어난뒤 2025

년 152만5000명→2030년 150만8000명→

2035년 147만9000명→2040년 143만8000

명으로급감하게된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점이면 광

주의인구와승용차통행량은현재보다줄

어들 것이며 광주 교통여건이 대도시 중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호선 개

통 효과(교통난 해소)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광주 도심 내 승용차

평균주행속도(343)와 출퇴근소요시간

(276분)은전국대도시중가장빠르다

여기에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막대한 예

산 투입에 따른 도심 교통 인프라 구축의

지연 및 포기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완

첨단 신도심 지역에 대한 신규 버스노선

철회 또는 축소 등이 불가피한 점을 고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000억원에 이

르는도시철도운영비적자에대한부담은

더말할필요도없다

반면시민들의교통편익과도시위상제

고 행정의연속성차원에서 2호선을건설

해야한다는주장도만만치않다

도시철도는이용자태반이장애우와노약

자 학생등교통약자인만큼복지서비스

시설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다 특히전체건설비 1조9053억원중국비

만1조1432억원이투입되는만큼지역경제

활성화에도효과적이라는의견도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장의계절

한빛원전주변갯벌서방사성물질검출

광주환경운동연합등분석

세슘137 미량 검출발표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찬반 평행선개통예정 2025년 교통상황예측해보니

인구승용차줄어 교통난해소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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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승용차통행량및인구추계
단위자동차천대

인구천명

자료국가교통DB센터 통계청

지역경제활성화효과의견도
광주전남서민살림 팍팍

구분 2014년 2012년 증감액(율)

소득
광주 4749 4271 478(111%)

전남 4132 3400 732(215%)

부채
광주 3887 3525 362(103%)

전남 2942 2021 921(456%)

자산
광주 2억6205 2억1852 4353(199%)

전남 2억672 1억7799 2873(161%)

순자산
광주 2억2317 1억8327 3990(218%)

전남 1억7730 1억5778 1952(124%)

광주전남가계소득부채
3월기준단위만원

자료통계청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