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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에 대한 자부심자부심 높은 편(43

3%) 자부심 매우 높음(193%) 등 10명 중 6명 이

상이호남 출신에 대한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자부심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22

7%였고 자부심매우낮다는 33%에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658%)가 전남(603%)보다 자

부심이높다는응답이더욱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675%)가 호남에 대한 자부심

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고 40대(652%)60대

이상(637%)도평균이상의응답률을보였다

호남인이라는데자부심을갖고있다는사람들은

그이유로 342%가 고향이기때문에를 꼽아고향

에대한애착을반영했다

이어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213%) ▲살

기좋은 주거환경(207%) ▲환경이 잘 보전되고 자

연경관이아름답기때문에(178%) ▲전통문화유산

이 많아서(48%)

순이었다 기타는

12%였다

모든 성별연령

층에서 고향이기

때문에라는 응답

률이 높았지만 30

대에서만 민주화

의 성지이기 때문

이라는 응답률이

291%로 가장높았

다

호남인에 대한

자부심이 낮은 이

유로는 낙후된 지역경제와 낮은 생활수준이 42

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뒤

처진경제발전과지역개발에대한안타까움을읽을

수있는대목이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호남소외 때문은 268%

타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때문은 126%로 나타나

정치적사회적소외감도상당부분드러났다 이밖

에 낙후된시민의식때문이 96% 투쟁적이미지

가짙어서는 53%였다

광주하면떠오르는이미지광주시민10명중

4명은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민

주인권 도시를 꼽았다 406%의 높은 응답률을 보

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가 지향하는 민

주인권평화에대한자부심이강한것으로풀이된다

이어 ▲문화예술도시(286%) ▲맛의 고장(17

2%) ▲교육도시(70%) ▲자동차 산업도시(28%)

▲국토서남단거점도시(15%) 순이었다 기타응답

은 22%로 무등산 소비도시 빛고을 등이라는

의견도나왔다

연령별로는 304050대에서 민주인권도시 응

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문화예술도시(373%) 응답이더욱높은것으로나

타났다 이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

두고젊은층의기대가높은것으로분석된다

전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전남은 농도(農

道)인 만큼 친환경 농업 등 농업중심 지역이라는

응답이 361%로가장높았다 이어▲맛의고장(27

0%) ▲섬숲 등 해양자연생태 보고(224%) ▲문

화관광 중심지(90%) ▲신재생에너지 메카(23%)

▲대(對) 중국 교역기지(18%) ▲기타(15%) 순으

로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양파 제철소 농민 등이 있

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는 30대(384%)40대(36

9%)50대(337%)에서 맛의 고장이라고 답한 응

답률이 농업중심이라고답한응답률보다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동부권(광양여수순천고흥

곡성구례)만이 맛의고장이라는응답률이295%

로 높았을 뿐 모든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 등 농업

중심지역 응답이높았다

중남권(강진보성완도장흥진도군)에서는 지

역 특성상 섬숲 등 해양자연생태보고에 대한 응

답률도 375%로높게조사됐다

행복지수현재살고있는지역의생활조건이

나 자신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행복수준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이상(536%)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만족한다는응답은 277% 매우만족한다는 6

2%로나타나 만족한다평가응답률은339%였다

반면 대체로 불만족 응답률이 103% 매우 불

만족이 22%로

불만족하다는 평

가는모두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366%) 거주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전남(319%) 거

주층의 만족 수준

보다더욱높았다

광주에서는 서구

거주층의 만족 수

준이 525%로 가장

높았고 전남에서

는 광주 근교권(나주담양영광장성화순군)이

367%로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12%)40대(415%)의만족수

준이 5060대(262%270%)에비해크게높았다

생활수준지역민 10명중 4명(432%)은스스

로의 생활수준에 대해 중류층(중산층)이라고 답

했다

이어 ▲중하류층(203%) ▲하류층(154%) ▲중

상류층(132%) ▲상류층(24%) 순이었다 잘 모르

겠다고답한응답률은 53%였다

광주에서 중류층 이상인 중상류층(166%)상류

층(26%)이라고답한응답률은모두 192%로 전남

(중상류층 106%상류층 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거주층 중 201%가 스스로 하류층이

라고응답해광주시민들보다전남도민들의생활만

족수준이더낮은것으로해석된다

일본에 대한 감정광주전남지역민들은 대

체적으로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것으로 조

사됐다 일본을 대체적으로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464%로가장높았다 또한 매우싫다는응답률이

360%를기록하면서 싫어한다는응답률이 824%

나됐다

반면 대체로 좋아하는편은 165% 매우 좋아

한다는 11%로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적으

로높게나타났지만 60대이상연령층에서는 947%

에 달했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라는 점에서 더

욱일본에대한감정이좋지않은것으로해석된다

또한 40대와 50대에서는 싫어한다는 응답률이

80%대로높은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6869%로

나타나젊은층으로갈수록일본에대한감정이완

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민주화성지 자긍심 30대 29%로가장높아

광주일보는지령2만호발행을맞아광주전남지역주민들의지역사회및문화생활정치의식전

반에대해살펴보기위해전화면접여론조사를했다

시도민 540명을대상으로한이번 호남호남인 대해부여론조사에는지역주민들의호남과호

남인이라는사실에대한자긍심은어느정도이며 행복및생활수준 자신의이념적성향 민선지

방자치의정착수준평가 호남발전을위한최우선과제내년총선시현역국회의원지지의향정도

등이질문에포함됐다 또한 광주전남의미래먹거리산업에대한지역민들의의견과이웃나라일

본에대한감정등광범위하게조사가이뤄졌다 조사내용을부문별로살펴본다

생활조건수준 34% 만족 12% 불만족

10명중 4명 광주 이미지는 민주인권 도시

전남 이미지 농업 지역맛의 고장順 꼽아

광주일보창사63주년과2만호발행을진심으

로축하합니다 광주일보가 63년동안발행해온

2만호 안에는 지역민의 땀과 열정이 오롯하게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광주일보가냉철한시

선으로사회를바라보고약자를지키는성역없

는감시자의역할을수행하길빌겠습니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

긴세월동안지역민과더불어생사고락을함

께 하며 언론문화를 선도해온 광주일보 지령 2

만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진실의 눈으

로보고바른손으로전하는정통언론으로호남

의자존문화를지켜온광주일보에전남의모든

교육가족과더불어뜨거운찬사를보냅니다

<장만채전남도교육감>

지역 일간지 최초로 2만호를 발행하게 된 것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만호 발행은 역사입

니다 역사를일궈온광주일보가족여러분에게

아낌없는박수를보냅니다 앞으로도지역미래

를 만들어가는든든한동반자로서 독자들의 사

랑속에더큰성장이루기를기원합니다

<조영표광주시의회의장>

호남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일

보가 2만호를 맞이한 것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

서진심으로고맙게생각합니다 지역을대표해

더욱더 모든 분야에서 시도민을 대변해주길 바

랍니다특히시도민기대에부응하지못한지역

정치권에매서운비판을가해주길부탁합니다

<명현관전남도의회의장>

약자지키는성역없는감시자역할기대 항상진실의눈으로보고전하는정통언론 2만호는역사광주일보에아낌없는박수 지역정치권기대못미치면매서운비판을

 광주 이미지  전남 이미지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보통

22

103

277

62

거주지역또는생활수준만족도

민주

인권도시

406

문화예술도시

286

호남인에대한자부심높은이유

맛의고장172

교육도시70

자동차산업28

국토서남권거점도시

15
기타22

친환경농업등

농업중심지역

361

맛의고장

270

섬숲등

해양자연생태보고

224

문화관광중심지

90

신재생에너지메카

23

중국교역기지

18
기타 15

고향이기때문

342
민주화의성지

213

살기좋은주거환경

207
기타

12

전통문화유산이많아서 48

환경보전자연경관

178

단위
%

단위
%

단위%

단위 %

536

문화전당개관기대 20대가높아

광주생활만족도서구가최고

10명중 4명 내 생활수준중산층

60대 이상 95% 일본 싫어한다

자부심

호남호남인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