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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발전최우선과제는일자리 56%

광주전남 상생발전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위해가장시급히추진해야할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

업 육성은 273%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뒤를이었다

혁신도시 활성화라고 응답한 사람 중

지역별로는전남거주층이 474%로 광주

거주층(352%) 보다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혁신도시가나주에소재한만큼전

남지역민들이혁신도시에대한상당한기

대감을 갖고있고 도시 활성화를통해 지

역발전을앞당겨야한다는의미가포함된

것으로풀이된다

반면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

업 육성은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기대가 높은 광주 거주층(338%)

응답률이전남(224%)에비해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활

성화에 대한응답률이가장높았지만 20

대와 30대에서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

화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응답률도 각각

378% 365%로상당히높은편이었다

이밖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시

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는 ▲광

주무안공항 통합(189%) ▲군부대 이전

등 무등산 보호 및 개발(98%) 등이 있었

다 기타는 18%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광

주전남지역민 과반 이상이 경제활성화

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56

0%가지역발전을위한최우선과제로 일

자리창출과투자유치를통한경제활성화

라고답했다

광주지역거주층(619%)이전남지역거

주층(51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 광

주시민들의경제활성화에대한요구가더

큰것으로분석됐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문

제해결(125%) ▲신진정치인발굴및육

성(90%) ▲첨단산업 육성(77%) ▲환경

보호등자연환경보존(69%) ▲농어촌교

육의 질 향상(65%) ▲기타(14%) 순이었

다

광주먹거리산업은광주의미래먹

거리로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으로는 문

화콘텐츠산업(360%)을 가장 많이 꼽았

다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기대가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수소차 등 자동차

산업(323%)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산

업(223%) 등을 꼽았다 민선 6기 광주시

의공약인데다박근혜대통령의공약사항

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사업에

대한광주시민들의향후기대가반영된것

으로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수소차 등 자동

차 산업(377%) 응답이 여성층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401%)이 높게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1%가 30대에

서 467%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광주 미

래먹거리산업으로꼽았다

젊을수록문화콘텐츠에대한관심이많

은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에서는 수소

차 등 자동차산업이 431%로 가장 높았

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동구와 북

구 광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응답률

이높았고 서구와남구는 수소차등자동

차산업의응답률이높았다

전남 먹거리 산업은다도해를 끼고

있는전남의특성상 해양관광산업이미

래먹거리산업으로꼽혔다응답자의절반

이넘는 520%가 해양관광산업을 전남

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생명바이오 산업(153%)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산업(146%) ▲

융복합 산업(74%) ▲기능성 화학산업

(68%) ▲기타(40%) 순으로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지역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주요계층에서 해양관광산업 응답

률이 50%를 넘는등가장높게나타난가

운데 20대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이 208%로상대적으로높은응답률

이나왔다

40대(198%)와 50대(214%)에서는 생

명바이오 산업이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22개 시군 중 바다를

접하지않고있는광주근교권(나주시 담

양영광장성화순군)에서 해양관광산

업 응답률이 3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생명바이오

산업(242%)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2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률을보였다

서울 방문시 이용하고 싶은 교통편

호남선 KTX가 지난 4월 개통됨에 따

라 지역민들이 KTX 이용을 선호한 것으

로나타났다

응답자의 541%가 고속철도인KTX

를 꼽았다 이어 ▲고속버스(251%) ▲자

가용(147%) ▲항공(60%) 순이었다 지

역별로는 광주(550%)가 전남(535%)보

다KTX를더선호했고연령별로는전연

령층에서 KTX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률

이 높은 가운데 50대에서 603%의 유독

높은응답률을보였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지역상생발전위해혁신도시활성화시급

광주미래먹거리문화콘텐츠자동차꼽아

전남은 해양관광산업 생명바이오산업

서울 간다면 KTX 54% 고속버스 25%

광주전남지역발전을위한최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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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호남인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지령 2만 호 발행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민들의의식을살펴보기위해 여론조사전

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실시

했다

조사는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구조

화된질문지와전문면접원에의한전화면

접조사방식으로이뤄졌다

조사표본 추출은 광주전남지역의 성

연령별 지역(구군)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비례할당추출후무작위추출법을

사용했으며 전화번호 추출은 KT전화번

호부를 기반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전

화걸기)방식을활용했다

선정된 표본은 광주 230명 전남 310명

이었으며 통계처리방법은 지역별 연령

대별 성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가중

치기법을 적용(2015년 4월말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기준)해 통계처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제고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내에±42%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였다

여론조사어떻게했나

지령 2만호를조선대구성원과함께축하합니

다 지역최초로달성한지령 2만호는 63년의역

사가빚어낸찬란한금자탑입니다 현대사와맥

을 함께하며 예리한 필봉으로 지역을 대변해온

호남언론의상징 광주일보가 대(代)를 이어읽

는신문으로영원하길기원합니다

<서재홍사립대총장협부회장조선대총장>

광주일보는 2만호를 발행하는 동안 공공의

관점에서권력을감시하고견제한언론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

권 저항과공동체 518 정신에대해꾸준히보

도해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고

방향을제시하는언론이돼주길당부합니다

<차명석 518기념재단이사장>

2만호발행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불편부

당의정론으로지역사회발전을위해앞장서온

광주일보에뜨거운격려를보냅니다 앞으로더

즐겁고희망찬소식으로행복하고살기좋은사

회를 가꿔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

니다 <김윤하광주일보독자위원회위원장>

호남지역민의여론을정확히반영하고건설

적 비판과 대안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이

다시일어설수있는초석을만들어주기를바랍

니다사회정의실현과기본적인권옹호라는변

호사의사명과가치도언론다운언론 정론지에

의해실현될수있습니다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호남언론상징  代이어읽을신문으로 시대변화먼저읽고제시하는언론되길 살기좋은사회가꿔가는길잡이돼달라 건설적비판지역민여론잘반영해야

광주전남 540명 유선 RDD방식전화면접조사

지역현안

호남호남인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