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8월 3일 월요일제20047호�
투데이

전남 2040년 열명 중 넷은 노인

2040년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65

세이상노령인구가빠르게증가한면서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전남의 고령 인구는 40%에 달해 전국

최고치가예상됐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4 사회지표

로 본 호남제주 지역 분석 결과에 따르

면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해 25년 뒤에는 497만명

선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2040년에는 65세이상이지역인구가 3분

의 1수준까지늘어날것으로보인다

지난해 호남 지역의 인구는 507만1000

명으로전국인구의101%를차지했다이

지역인구는 2017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20년 506만7000명 2040년 497만5000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성

장률도 지난해 003%에서 2040년에는 

032%로 감소세가가속화할전망이다 전

국의 인구성장률은 2014년 041%에서 성

장폭이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039%

일것으로전망됐다

특히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

는 86만8000명으로이지역인구의 171%

를 차지했지만 2040년에는 180만5000명

으로 363%까지증가한다 현재도고령인

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2040년이 되면 65

세 이상이 411%에달할것으로통계청은

내다봤다

지난해 호남 지역의 혼인건수는 2만

6781건으로 2004년(2만7798건)에 비해 3

7%감소했으며 이혼건수는 1만1277건으

로 2004년(1만3559건)에 비해 168% 감소

했다 2014년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광

주 325세 전남북은 323세로 10년 전에

비해 1922세 늦춰졌으며 여자는초혼

평균연령이 29세로 10년전보다 2528

세늦어졌다

지난해 호남 지역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광주 787% 전북 756% 전남

749%로전국평균709%보다높았다또

취업률은 광주 359% 전북 365% 전남

642%로전년대비전남은 138% 늘었다

광주와 전북은 각각 51% 42% 감소했

다 고용률은광주 586% 전북 577% 전

남 61%로나타났다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응

답이 광주 559% 전북 541% 전남 49

2%로 안전하다는 응답보다높게나타났

다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7863

건으로전년대비 11% 증가했다

이번분석은지난해12월발표된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

kostatgokrofficehnro)서도 확인

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2017년부터인구감소

65세 이상 3명 중 1명 초고령사회 진입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

로진행되고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

사)는 서울 통일로 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뒤지난달31일

임의제출형식으로리솜리조트대출심사

서류 등을확보했다 농협특혜대출의혹

의중심에있는리솜리조트그룹(29일) 농

협중앙회 산하 여러 건물의 설계감리 등

을 전담한 H건축사 사무소(30일) 등에 이

어 사흘 연속 강제수사를 벌이며 발 빠르

게의혹의핵심으로진입하는형국이다

이번 수사는 농협중앙회 수뇌부 그 가

운데서도 최원병(69) 회장을 겨냥한 것이

라는관측이많다 최 회장은 2007년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이

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명박전대통령의모교인포항동지상고

5년후배로전정권실세들과도친분이두

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 가운데 일단 리솜리

조트그룹특혜대출에수사의초점을 맞

춘 것으로 알려졌다 리솜리조트는 2002

년이후자본잠식상태를반복하며최악의

재무건전성을보였지만농협은 10년간매

년 거액을 대출했다 지금까지 리솜리조

트가차입한금액은 1649억원이지만상환

한 금액은 전체 대출액의 14%인 235억원

에불과하다

검찰은 리솜리조트 그룹 신상수(58) 회

장의횡령혐의를포착 횡령한돈이대출

특혜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

지유심히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

전통적으로정부의입김이센농협의특

성상 로비가 있었다면 최 회장을 비롯한

농협수뇌부뿐만아니라전정권의영향력

있는정관계인사들이대거연루됐을 개

연성도충분하다 H건축사사무소를압수

수색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농협과의

거래과정에서대금부풀리기등으로비자

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

졌다 최 회장의 친인척이 이 업체의 고

문으로재직하며거액의고문료를챙겼다

는의혹도제기된상태다

검찰관계자는 이번수사가꼭특혜대

출 의혹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

급 여러혐의점을 수사대상으로 삼고있

음을내비쳤다 연합뉴스

농협 비리 수사 본격화최원병회장겨냥하나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지표로 본 호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개관을한달앞

두고문화전당개관업무를도맡아온수장

이전격교체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자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로 방선규

(56사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

영부장을 임명했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전

당장 직무대리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운영부장으로옮겼다

방선규문화전당장직무대리는충남서

천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

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지난

2000년 국정홍보처 홍

보조사과정을 거쳐 문

화부 국민소통실장 문

화예술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 수장을 교체

한 데 대해 개관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나오고있다 윤영기기자penfoot@

문화전당수장전격교체개관차질우려

리솜리조트특혜대출초점

일본 궁내청이 종전 70년을 맞아 일왕

히로히토(裕仁19011989)의 태평양전

쟁항복선언을디지털로복원해공개했다

2일 AP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공

개된녹음물에담긴히로히토의음성은 조

금더또렷해졌으나대중이내용을이해하

기는여전히어려운것으로파악됐다히로

히토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일본의무조건항복을선언했다

종전반대론자들을피해하루전인14일

에NHK기술자들을궁에몰래불러레코

드판에연설을녹음해전달하는방식으로

항복선언이이뤄졌다히로히토는그날자

정께군복을차려입고서마이크에대고연

설문을 두 차례 녹음했다 히로히토가 어

렵고 모호한 어휘를 쓴 데다가 음질도 좋

지않은까닭에대다수가라디오로전파된

항복선언을제대로알아듣지못했을것이

라는관측이일반적이다

NHK의 뉴스 진행자로서 모니터실에

서 항복선언을 들었다는 곤도 도미에(92)

는 AP통신 인터뷰에서 극도로 어려운

말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어떤 이들

은 더 열심히 전쟁해야 한다는 말로 알아

듣기도 했다며 요즘 젊은이들이 항복

연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고덧붙였다

다만 히로히토의 항복연설 가운데 견

딜수없는것을견디고겪을수없는것을

겪는다는 문구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

주나와잘알려져있다 일본궁내청은히

로히토의 복원 음성과 함께 궁궐 내 방공

호의사진과동영상도공개했다히로히토

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

어지자 이 방공호에서 항복을 결심했다

궁내청은 70주년을맞아전쟁종식과관

련해 상징적인 주요 물품을 널리 알리는

게큰의미가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히로히토항복선언 디지털복원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

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것으로알려졌다

제70주년광복절인 15일이주말인토요

일인점을고려그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지난 70년간자랑스러운대한민

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

심을높인다는차원에서다

정부는 8월14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하

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

는 4일국무회의에이를토의안건으로상

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8월 14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하

는것에따른효과와문제점 등에 대해국

무위원들간의견을교환하게되는것이다

국무회의에서토의가진행된뒤에는행

정자치부 등에서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

로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별다른 문제가 없

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

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

으로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

에 대한 규정이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

은정부기관등만법적공휴일이되는것

으로민간의동참여부는각회사등이자

율적으로결정해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4강신화를축하하는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

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했다 연합뉴스

광복 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추진

1945년 8월 15일도쿄주민들이 무조건항복선언을하는일본왕히로히토의라디오

연설을무릎꿇고듣고있다

日궁내청 종전 70주년 맞아
광주시청사가 무더운 한여름

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한다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16일

까지 시청사 1층 시민숲과 잔디

광장등문화광장에서 열대夜친

구야놀러가자를 주제로영화상

영을 비롯한 캠핑장운영 콘서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어린이 자

전거대여등의행사를갖는다고

2일밝혔다 시청사내안전체험

관 2층무등홀에서상영되는영화

는자녀를동반한가족모두가관

람할수있으며 매주월수토요

일 오후 2시와 오후 8시 하루 두

차례상영된다

시는 또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는 자전거를 대여해주며 오전 9

시부터오후 9시까지차량통행이

금지된 청사 광장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탈수있도록했다

이번 열대夜 친구야 놀러가자

행사기간동안에는 시청 앞 잔디

광장도 캠핑장으로 거듭난다 광

주시민이면 누구나 시 회계과

(0626133194)로참가신청을하

면 텐트를 대여하거나 직접 가져

와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하루

10개 동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7

시부터다음날오전 9시까지다

잔디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름노래

퓨전 국악 클래식 음악 가족이

함께하는노래등다양한공연행

사도열린다

김진수 광주시 회계과장은 시

민들이 시청사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열대야를 피하

고 재충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박진표기자 lucky@

잠못드는밤

광주시청으로

문화피서가자

716일 영화캠핑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