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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고(故) 윤형숙 여사는 지난

1919년 3월 6일 수피아여고 박애순 교사

등과협의 만세시위를계획한뒤 10일오

후 3시30분께 광주교 아래 천변에서 시위

를벌였다

윤 여사는선두에서태극기를휘날리며

군중을진두지휘하던중진압에나선일본

헌병대에 의해 왼팔이 잘려나갔다 그러

나그는오른손으로다시태극기를집어든

뒤 독립 만세를 외쳤고 시위는 걷잡을

수없이번졌다 그는결국보안법위반혐

의로 4개월간옥고를치렀다

국가보훈처는 2004년고인의공훈을기

려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그의 훈

장은아직도주인의품으로돌아가지못하

고있다 훈장을받아보관할후손을찾지

못했기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독립유공자 훈포장 중

64개가전달되지못한채잠자고있다

12일 광주지방보훈청에따르면이날현

재 광주전남지역 훈포장 수여자는 모두

424명으로이중64명(1509%)은훈포장을

전달받지못했다 이들은국가보훈처로부

터공훈을인정받아독립유공자로선정된

독립운동가들이다

훈포장유형별로는▲건국훈장 49명 ▲

건국포장 8명 ▲대통령 표창 7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1870년대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880년대 15명 ▲1860

년대 9명▲1890년대 4명등이다

이들은일제강점기당시의병활동후원

및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모집(엄순오

강기환)및비밀결사조직후의병구호활동

(남협협) 의병장간 연락책(오문길) 민족

차별 교육정책 철폐운동(조금동) 의병활

동(김진화강사문) 등다양한방법으로독

립운동을펼쳤다

하지만이들에게주어진훈포장이주인

에게제대로전달되지못한채녹슬어가고

있다 이들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나타나

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광주지

방보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숨어 있는

서훈 대상자(후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당시 감시의 눈을 피해 예명 또는 가명으

로 활동한 경우가 많아 후손을 찾는데 어

려움을겪고있다

현재 호적 등초본 및 족보 등을 토대로

후손찾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족보 등과

대조해보면실명과다른경우가많다는게

보훈청의설명이다

결혼 전에 사망해 후손이 아예 없거나

사망일자를 모르는 점도 문제다 이런 경

우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훈포장주인 64명중 5625%인 36

명은사망일조차확인되지않고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재적부가 소실되거나 본적

주소등이현주소와다른경우가많아수

훈자 후손을 찾는데 애로가많다고 말했

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424명 중 64명 주인못찾아

일제감시피해가명사용후손찾기난관

12일 오후 한국을 찾은 하토

야마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

본총리가서울서대문형무소를방문추모비앞에서무릎을꿇고있다 연합뉴스

하토야마일전총리서대문형무소방문

광복절 연휴에 광주전남 곳곳에서

항일정신을 기리는 역사 유적지를 탐방

할수있다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관에서는 전국으로 뻗어나간 학생독립

운동의기상을엿볼수있다 또동구전

남여고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동참

했던 여학생들의 애국정신이 기린 여

학도기념비가있다 남구수피아여중

고내광주31만세운동기념동상광주

공원내 의병장 심남일 순절비 북구 중

외공원 내 안중근 의사 동상 등도 자녀

와함께찾아볼만한곳이다

전남도는 광복절 역사 탐방지로 ▲함

평 상해임시정부 청사 ▲목포근대역사

관 ▲완도 소안항일운동기념관 ▲보성

서재필기념관 ▲신안 암태면 소작인 항

쟁기념탑 ▲해남 31운동 민족대표 양

한묵선생생가▲항일운동가박항래동

상이 있는순천문화의 거리 ▲나주학생

운동기념관등 8곳을소개했다

전남도는 이번 광복절 연휴동안 체험

여행지 15곳도선정했다 순천만자연생

태공원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담양 죽녹원 완도 수목원 장성 축령산

편백숲 고흥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보성녹차밭 신안흑산도홍도구례지

리산둘레길 강진 청자박물관 광양 백

운산 자연휴양림 여수 금오도 비렁길

해남 땅끝마을 전라남도농업박물관

함평엑스포공원등이다

탐방지와 체험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도여행길잡이(wwwnam�

dokoreacom) 누리집과 남도여행 블

로그 남도여행길잡이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관련 홍보전단을

관광안내소 고속도로휴게소등에비치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립유공자훈장전할후손찾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

자 서화가인 추사(秋

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년)의 글씨

11점이 고창에서 새로

발굴됐다

고창향토문화연구회

는12일 고창군아산면

반암리 인촌 김성수 집

안의 제실에 걸린 주련

(柱聯기둥이나벽에세로로써붙이는글

씨) 11점이추사글씨임이학계고증을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주련에 쓴 글귀는

중국원나라때학자이자시인인우집(虞集)

의 시와 자신이 썼던 상선암(上仙巖)이라

는시등이라고연구회는덧붙였다 주련글

귀에는 주로 귀양가는 추사의 심정이 담겼

다고학계는보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인구가 60년전인 지난

1955년에 비해 크게 노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찔끔 증가에 그쳤

다

또 1500대에불과했던자동차등록대

수는 143만대로 늘어났고 범죄발생건

수도연8000건에서 13만건으로폭증했

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광복 70주년을맞

아 12일내놓은광주전남의생활변화

상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노령화다 15세미만 유소

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86에

서 1114로무려 13배나급증했다 지역

인구는 1955년 312만6377명에서 2014

년 327만4332명으로 11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망원인의 경우 1948년에는 폐렴

노쇠위 질환홍역유행성 감기 순이

이었지만 2013년에는 악성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폐렴당뇨병 순으로

바뀌었다

지역내 총생산은 1985년 21조680억

원에서 2013년에는 91조 293억원으로

42배늘어났다

지역내 산업비중도 크게 달라졌다

1985년만 해도 농림어업 비중이 354%

에달했지만2013년에는58%로줄었다

대신서비스업이 40%에서 59%로 광제

조업은246%에서351%로늘어났다

평균기온은광주의경우 1947년 117

도에서 지난해에는 143도 26도나 높

아졌다 판매전력량은 1975년 59만

7181MWh에서 지난해 3992만220

MWh로 67배나 증가했다

학교수는 1954년 1173개에서 2014년

2006개로 17배 늘었다 자동차 등록대

수는 1958년 1532대에서 2014년 143만

1215대로 934배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생활상 60년전과비교해보니

인구는 찔끔 늘고 노령주민확늘었다

광복절연휴유적지탐방어때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함평상해임시정부청사등

추사글씨 11점 고창서발굴

광복70주년기념사업및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광복절경축행사 815(토) 10시 도청김대중강당

손도장태극기만들기 815(토) 9시 도청윤선도홀

광복70년 1945&2015 기획사진전 81016 도청윤선도홀

전국무궁화축제 8월중 무안회산백련지

광복절경축행사 815(토)8시 30분 유달산종각부흥산현충탑

광복절기념조도면민체육대회 815(금)11시 조도초등학교

전남

행사명 일시 장소

광복절70주년기념 광주예술정신전 8131122 광주시립미술관(3 4전시실)

광복절 70주년기념

광주역사기록물전시회
813820 시청 1층시민숲

광복절70주년기념

평화의소녀상제막식
814(금) 10시 30분 시청시민숲잔디광장

광주독립운동기념탑참배 815(토) 9시 30분 상무시민공원

광복절70주년기념경축식 815(토)10시 시청대회의실

광복절70주년기념민주의종타종식 815(토)11시 50분
민주의종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

광복70주년기념국민화합대축제 815 오후 7시 월드컵보조경기장풍암저수지

광복70주년기념백범김구선생기념관

건립개관식
910월예정

백범기념관

(학동역사공원내시유지)

2015 광주동구 815 통일한마당 713  9 20 푸른길공원

100인의오월정신릴레이아트 81518 81516 518 민주광장

메이플라워버스킹페스티벌 81415 518 기념공원야외광장

광주

노령화지수 861114

지역내 총생산 42배 늘어

행정자치부는광복 70주년을맞아광

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을 무

료개방한다고 12일밝혔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소유의 청사는

14일부터 3일간 민간단체 등의 광복70

주년기념행사에활용할수있도록개방

된다 지자체가유료로운영하는박물관

과 미술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은

임시공휴일인 14일 무료입장하거나 요

금을할인하도록권유할계획이다

광한루원(남원) 무주자연휴양림 완

도수목원 함평자연생태공원 등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광복절 연휴 무료 개방

되는 지방공공시설은 이날부터 해당 지

자체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연합뉴스

완도수목원함평자연생태공원등무료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