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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전령매화가광양을온통하얗게뒤덮었다휴일인22일광양시다압면매화마을을찾은상춘객들이활짝핀매화사이를오가며새봄의정취를만끽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암 환자 발생률이 최근

5년사이 30% 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여기에 6대 암(위암폐암간암대장

암유방암갑상선암) 가운데광주는유방

암이 전남은 갑상선 암의 증가율이 가장

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확인됐다

22일 국립암센터에따르면인구 10만명

당 새로운암환자발생률인 조발생률이

광주는 지난 2007년 3125명에서 2012년

엔 417명으로 5년 새 3344%가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도 2007년 4682명에서 5844

명(248%)으로늘어났다

광주의 조발생률은 갑상선암위암대

장암폐암간암유방암 순으로 높아 전

국수치와동일했던반면 전남의 경우 갑

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간암기타암

전립선암유방암등의순으로나타났다

6대 암 중 광주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낸 것은 유방암으로 189명에서 316

명으로무려 672%나 증가했다 전남지역

도 마찬가지로 171명에서 254명으로 늘

어나 4854%의증가율을보였다

광주와전남모두갑상선암이6대암중조

발생률이가장높았는데 전남은지난 2012

년 1135명으로 5년 전 718명보다 5808%

나치솟아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고 광주

도647명에서97명(4992%)으로늘어났다

위암의 경우도 광주는 424명에서 552

명 전남은 744명에서 847명으로 각각

3019%와 1384%씩 증가했다 또 대장암

은 광주가 342명에서 498명으로 4561%

나 증가해 유방암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

율을 보였으며 전남은 499명에서 38

28%증가한 69명으로확인됐다

폐암은 광주가 4088%(274명→386명)

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남은 7

58%(633명→681명)로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것으로조사됐다

암발생률이전체적으로증가폭을보였

지만 광주지역에선오히려 5년 전에비해

조발생률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간암

조발생률은 광주에선 302명에서 292명

(331%)으로유일하게감소했으며 전남의

경우도 2007년 501명에서 2012년 525명

(479%)으로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다

한편전남지역전립선암조발생률의증

가폭은타지역과비교해 6대주요암의경

우보다컸다전남지역전립선암조발생률

은 136명에서 255명으로 875%나 증가

한것으로확인됐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암 환자 무섭게 늘었다

정부가오는7월 3일부터 14일까지열리

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기간 동

안KTX 운행을늘리는등지원에나서기

로했다

22일광주시와문화체육관광부등에따

르면정부는지난19일오후정부세종청사

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경찰청 차

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참석한 가

운데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KTX 운

행횟수증편등에의견을모았다

정부는이날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

직위원회가중앙정부에협조를요청한사

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고밝혔다

인천공항과광주송정역사이를운행하

는 KTX운영 횟수를 현재 1일 2회(편도

기준)에서 6회로 증편해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대해서도 KTX 운행에 문제점

이없는한최대한증편하겠다고강조했

다

하지만대회흥행을위해서는남북단일

팀구성 판문점성화봉송 북한응원단파

견 등도 3대 이벤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는지적이다

한편광주시는대회D100일인오는 25

일서울광장서 2015 광주U대회홍보탑제

막식을갖고대대적인홍보활동에들어간

다 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

순회홍보단출정식도가질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상열(54사진)

(주)호반건설회장

이 제22대 광주상

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됐다

광주상의는 지

난 20일오전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회장과 임

원진 선출을 위한 제1차 임시의원총

회를 열고 의원 80명(특별의원 10명

포함) 가운데참석자 74명의만장일치

로김회장을광주상의회장으로선출

했다 인터뷰 14면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79주

년을 맞이하는 광주상의가 지역 상공

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본연

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

도록 화합과 신뢰 창의와 도전 변화

와 혁신을 모토로 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는데

앞장서겠다고밝혔다

김 회장은보성출신으로 호반건설

회장과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KBC

광주방송 회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

금회회장 건국대경영전문대학원석

좌교수 광주전남 베트남 명예총영

사등을맡고있다

회장선출에이어22대부회장단으로

는 양진석 (주)호원 대표이사 임효섭

보해양조(주) 회장 권영두 화천기공

(주) 대표이사 정원주 중흥주택 사장

한상원동아에스텍(주) 회장손봉영금

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 박치영 (주)

모아종합건설회장 송종욱 (주)광주은

행부행장등8명이임명됐다공석이었

던상근부회장에는오세철(68) 전금호

타이어대표이사가임명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상의 22대 회장에

김상열호반회장선출

상근부회장에오세철씨

봄봄봄광양매화마을꽃잔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전남

5년간 248%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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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기간송정인천공항 KTX 증편운행
정부 안전대책등적극지원키로

25일서울서D100 홍보탑제막

국립암센터 연례보고서 광주전남 5년 새 30% 급증

광주유방암 전남 갑상선암전립선암증가폭가장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6대암조발생률 전체현황
(단위명10만명)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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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344%증가

올해고3이치르는 2016학년도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예년과 같

은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지난 17일 수능개선위원회의

난이도안정화방안발표이후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자

진화에나선것이다 관련기사7면

교육부는 특히 수학 난이도에 대해

지난 15일발표한제2차수학교육종

합계획의 쉽게이해하고재미있게배

우는 수학이라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수능난이도

지난해수준출제

교육부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