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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

보지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이 최종

확정됨에따라선수촌유치전도본격화될

것으로보인다

광주시는 11일 2019년 3월까지 기한

내 선수촌 건립이 가능한 최적 후보지 입

지 공모를 위해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후

보지 사용 전제조건 후보지 신청요강 등

을최종확정했다고밝혔다

공모일정은오는 17일부터내년 1월 23

일까지해당조합이구청에신청하고검토

를 거쳐 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면 평가

위원회심사를통해 2월말까지최종후보

지를결정하게된다

입지기준은규모와시간 교통등 3가지

분야에서최소요건을모두만족한지역으

로한정했다

규모는재개발이나재건축을하는재정

비 사업지구로 최소 1000가구가 넘어야

하며 시간 조건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조합

원의 선수촌 사용 동의를 75% 이상 받아

야 한다 교통 조건은 입촌자의 버스수송

이원활하도록차량출입구와접한도로가

4차로이상이면된다

신개발지의 경우는 2019년 3월까지 공

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그면적이 6만

이상인곳이면신청할수있다

세부적평가기준은차질없는대회개최

를고려해기한내건립가능성이 70점 교

통편리성 20점 규모의 적정성 10점 등으

로 배점됐다 기한 내 건립 장애요인(20

점) 주민 이주대책(10점) 지원계획의 적

정성(10점) 진출입의용이성(5점) 등은정

성(定性) 평가이며 추진단계(30점) 건립

규모(10점) 버스수송여건(10점) 등은 정

량(定量) 평가다 대회개최에차질이없도

록모든공사가 2019년 4월까지 마무리돼

아파트사용승인을받아야한다

특히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사용료

과다요구 논란에 따라 수영대회 선수촌은

인수인계기간(6개월이내) 사용료만지급

하고다른인센티브는없다는점을명시했

다 시공사선정 이주대책 미분양등제반

적인문제도해당조합에서해결해야한다

또한단일재개발이나재건축규모가선

수와 임원 등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4500가구가 넘고 1순위로 평가되면 이곳

을우선협상대상으로선정하기로했다

선수촌 유치 후보지로는 동구 산수구

역 계림 8지구 서구광천재개발지역 남

구월산 2지구 북구운암주공 3단지 광산

구 송정 우산주공재건축 신가동 재개발

지역등이거론되고있다

한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에열리며 선수촌은 1만2000명 수

용규모로지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

4차로 인접하고규모 1000가구 넘어야
세계수영선수권선수촌아파트후보자평가기준확정이주미분양은조합이해결

만성적인교통체증을겪고있는호남고

속도로동광주IC광산IC 구간확장사업

이 오는 2022년 확장 개통될 것으로 보인

다

광주시는 11일 동광주IC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정부와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초 기본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2년 개통될 예정

이라고밝혔다

동광주IC광산IC 구간은지난 1973년

에 2차선으로개통해 1986년 4차선으로확

장했으며 2013년도 기준 하루평균 통행

량이 11만1000대에 이르는등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2000대를크게초과한상태다

광주시는시민불편해소와산업단지물

류비용절감을위해호남고속도로확장사

업을 SOC 사업 중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

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2762억원 가운데

정부와광주시가각각 50%씩을 부담하기

로최종협의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착수에 이어

실시설계를거친뒤오는2018년부터호남

고속도로확장공사가시작될전망이다교

통량이 많은 용봉IC서광주IC 구간은 8

차로 나머지구간은 6차로로확장된다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내년

초 기본설계를 착수해 2022년에는 전면

확장개통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구간확장 내년 1월실시설계

광주지역인구가 2030년께 150만명대

밑으로떨어져 2040년에는 143만명이될

것으로전망됐다 전남인구는 2013년현

재 176만명에서 2040년 172만명으로 줄

어 광주보다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

지만 유소년 인구 감소폭은전국에서가

장클것으로예상됐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132040에 따르면 광주의 인구는

2013년 151만4000명에서 2025년까지는

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30년께 149

만5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에는 143만명으로 낮아져 2013년

대비 8만4000명 56%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2013년 176만1000명에서 2040

년 172만6000명으로 3만5000명 2%가

감소할것으로예상됐다

전국대비 인구비율도 광주는 3%에서

28%로 전남은 35%에서 34%로 낮아

질전망이다

저출산영향중위연령(평균나이) 증

가출생아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중위연령(총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도 광주

는 37세에서 494세로 전남은 452세에

서 594세로높아질것으로보인다 2040

년 전국 중위연령 평균치 526세에 비하

면 광주는 32세낮고전남은 68세나높

았다

중위연령 증가률도 보더라도 광주는

124세 증가하고 전남은 142세 높아진

수치로 광주는비교적 젊은 도시인 반면

전남은고령도시라는의미다

특히지속적인저출산의영향으로 0

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가 광주는

2013년 25만명에서 2040년 18만천명으

로 257%나감소하는것으로나왔다

전남은 25만4000명에서 16만8000명

으로 무려 339%가 줄어 감소폭이 전국

에서가장클것이란예상이다

621세학령인구도광주는 32만7000

명에서 22만2000명으로 전남은 32만

8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

들것으로전망됐다

광주전남 지역 인구 성비(남자여자

×100)는광주가 2013년 987에서 979로

증가하고 전남은 976에서 999로 늘어

점차안정화에이를것으로예측됐다

생산인구감소 고령화지속생산

가능인구(1564세) 구성비도 2014년정

점을이룬후 2015년부터는 감소할것으

로전망됐다

광주는 2014년 115만1000명 733%로

정점을 이뤘다가 감소세로 전환돼 2040

년에는 83만명(581%)까지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전남도 2017년 113만7000명

(642%)로 증가했다 2040년에는 84만

8000명으로 감소하면서 50% 미만으로

낮아질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고령인구는광주가 15

만4000명에서 41만4000명으로 늘어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89%까

지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

전남의 65세 이상인구는 2013년 37만

6000명에서 2040년 71만명으로 급증해

고령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213%에서

411%까지늘어날전망이다

2040년이면 광주 시민들의 기대수명

은남자가 845세 여자는 881세로 2013

년보다 각각 62세와 42세씩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됐다 또 전남은 남자가 835

세 여자가 887세로 2013년에 비해 각

각 68세와 43세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됐다

생산력 감소로 부양 부담 커져생

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광주가 2013년 363명에서 2040년 722명

으로늘고 전남은 557명에서 1035명으

로급증할전망이다 전남의경우피부양

자가 부양자 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1명

이벌어 103명을먹여살려야한다는뜻

이다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는 광주가 225명에서 224

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전남은

225명에서 198명으로 줄어 젊은 인구

감소가유소년부양비감소로나타났다

노년부양비는 광주가 139명에서 498

명으로 360명 전남은 332명에서 837명

으로 504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에따라고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광주가 616명에서 2229명

으로전남이1478명에서4219명으로크

게늘어날것으로예상됐다 2040년이되

면유소년인구대비65세이상노인인구

가광주는 36배 전남은 28배더많아진

다는의미다 김대성기자 bigkim@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과 삼성전자 임직원 150여명이 11일 오전

북구매곡동대한적십자사지사다목적강당에서 2014 사랑의김장김치나눔 행

사를하고있다이번행사는삼성전자의후원(6000만원)으로마련됐으며총 1만7500kg 김장김치를담가광주전남지역적십자희

망풍차결연 1051세대 삼성전자결연650세대 보훈청결연 49세대에전달할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생산가능인구 152% 감소

전남 1명이 103명먹여살려야

1만7500kg 사랑의김장김치 나눔

20132040년 인구추이

기대수명男845 女88세

어린이한명당노인 42명

노년부양비 2배이상증가

2040년중위연령(평균나이)

세종 광주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서울 제주 대구 충남 충북 경남 부산 전북 강원 경북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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