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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건설에 지역민들의 찬성 의

견이과반을넘었다

전남 지역민 506명으로 대상한 이번

조사결과 576%가 목포제주 해저터

널건설에찬성했다

찬성하는 편으로 답한 응답자가 32

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찬성한다는 응

답률은 248%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

7%였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11

9%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반

대하는의견은 276%로나타났다 잘모

르겠다는답변은 148%였다

지역별로는 순천광양시 곡성구례

군 등 전남 동북권(490%)을 제외한 서

남권(목포시 해남완도진도영암무

안신안군)과 광주근교권(나주시 화

순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각각 60

5% 623%로높았다 동남권(여수시 고

흥보성장흥강진군)은 591%였다

성별로는 해저터널 건설 찬성 의견에

남성(606%)이 여성(542%)에 비해 상

대적으로높았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전남도민 576% 목포제주해저터널건설해야

데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

답자 7778%인 14명은 방송통신탑도 군

부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

다 방송통신탑은 존치해야 한다는 응

답자는단한명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

다만 전남지역 일부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해당질문에대한유보입장을밝

혔다

응답자 중에는 방송통신탑의 경우 광

주전남의 지상파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시설로서 지역 방송통신 수신환경을 위

한대안을마련한뒤처리해야한다는의

견을제시한당선자도있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에 대해 제주도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제

주 제2공항 건립 결정 이후 여론이 나

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

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국내 건설업 및 경기 부흥 ▲전남 및

제주관광객증가등에기여할것으로보

고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호남고속철

도 2단계 종착역인 목포에서 해남을 거

쳐보길도추자도를지나제주도에이르

는 연장 167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상(목포해남) 66km 교량(해

남보길도) 28km 해저터널(보길도

제주도) 73km로 구성되며 사업비는약

16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

고있다

지난 2007년박준영전전남지사가완

도제주간해저터널건설을제안한후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했

으나 경제성 미흡 제주도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했었다

전남도는 상황이 변한데다 국내 제

주도 및 전남 관광수요가 급증한만큼

제2의 국가 경제 성장 축 개발 및 국가

미래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고시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

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목포제주해

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부정적일까 아

니면긍정적일까

당선인께서는 목포제주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

체의 3889%인 7명인 것으로 파악됐

다

이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명(16

67%)으로나타났다

응답자 17명중 10명은해저터널건설

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반

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55%인 1명 뿐

이었다

당분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

과 함께 기타 의견을 제시한 당선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

고답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토부타당성조사용역 제주도반대로막혀

응답자 17명중 10명 긍정적  반대 1명

목포제주해저터널

올들어폭설과강풍으로제주공항의무더기결항사태가잇따라빚어지면서내륙

과제주도를연결하는목포제주해저터널건설문제가급부상하고있다

서남권찬성 605% 광주근교권 623%

무등산정상부경관및자연환경복원

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결과장불재와

중봉에위치한방송통신탑이설에기술

적문제는없다는결론이지난2014년말

나왔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간조사한결

과방송통신탑이전부지로는장성군불

태산이첫번째안으로검토됐다

공원구역 밖으로 방송통신탑이 이전

한다는점에서훼손지복원및경관복원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

지만800억원에이르는비용이걸림돌이

됐다 중봉과북봉에설치된방송송신탑

을 장불재로 이전 통합하는 두 번째 안

은 비용(250억원) 면에서는 장점으로작

용하지만 복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

서설득력이약하다

하지만방송통신탑이전논의는비용

부담을 이유로 1년 이상 제자리를 맴돌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3사와 KT

가 무등산 1를 1년 사용하는 대가로

채 100원(70원)이안되는비용을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것이다

한편 무등산 곳곳에 솟은 방송통신

탑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

가올해시작됐다거대한철탑덩어리가

무등산경관뿐만아니라생태환경에어

떤영향을주는지를파악하기위한것으

로무등산에방송통신탑이들어선이후

첫조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생태계에미치는영향올해첫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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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11월 개관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문화전당은

문화중심도시의 문화발전소로서 기대를 모았지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인프라로서제역할을해내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은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으로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

원을꼽았다

광주시민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

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 질문에 응답자의 337%가 지역 문화

산업 육성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화전당 주변활성화(242%) 공

연전시제작콘텐츠예산지원(236%)을

꼽았다이밖에독창적창작공연물제작

은 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8%였

다

광주지역 자치구별로 의견 차이는 있

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재한 동

구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403%)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고 동구와인접한남구주민들은지

역문화산업과육성지원(420%)을최우

선으로꼽았다

광산구 주민들은 독창적 창작공연물

제작(220%)을우선으로답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광주전남 당선자 대다수는 국립아시

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선 광주전남

지역 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하다

고내다봤다

당선인께서는국립아시아문화전당활

성화를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

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6667%

인 12명은 광주전남지역문화산업육성

과지원이라고답했다

이어응답자의 2222%인 4명은 공연

전시제작 콘텐츠 예산지원이라고 응답

했다 나머지 1명(555%)은 문화전당 주

변 활성화라고 꼽았다 다만 독창적 창

작이나 공연물 제작이 시급하다는 응답

자는단한명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

응답자 대다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선 전시제작 콘텐츠보다

이를 아우르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

원이시급하다고본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표적인지적은문화전당이표방해온

기획창작제작 구현까지 이르지 못했

다는 것이다 특히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킬러 콘텐츠가 없어 개관효과를 거두는

데한계를드러내고있다 그나마문화창

조원 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

이문화원 4개원 가운데 어린이문화원만

이가능성을엿보게하고있다

지난해 11월25일 문을 열었음에도 사

실상 문화전당은 전면 개관한 상태가 아

니다 광주항쟁단체등이옛전남도청별

관 5월 유적 등에 대한 보존을 촉구하면

서 민주평화교류원의 전시 작품 설치 등

작업이진전되지못하고있다

문화전당이 개관한 뒤 콘텐츠 구축예

산등재정지원도줄고있어연착륙에걸

림돌이되고있다 올해문화전당콘텐츠

밎 운영예산은 모두 572억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0여억원이 줄었다 문화전

당 5개원의 전시공연 콘텐츠 예산이 줄

었다는 것은 창작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과 지역산업과의

파급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화창조원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전시가

계획된 장르가 대부분 특정 시각예술(미

디어아트) 위주여서실제문화콘텐츠산

업에접목될수있는콘텐츠가많지않다

는 것이다 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전략 콘텐츠(공예디자인 에듀테인

먼트 첨단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장르

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

고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관람객모으는킬러콘텐츠없어개관효과미미

목포제주해저터널건설(%)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편
반대매우반대+반대하는편

248

148

328

157

119
찬성

576
반대

276

잘모름 148

단위%

광주시506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편

반대
하는편

매우
반대

잘모름

동구주민 전당 주변활성화최우선과제로

시민에물어보니

광주전남지역

문화산업육성과지원

문화전당주변활성화

공연전시제작

콘텐츠예산지원

독창적창작

공연물제작

기타잘모름

국립아시아문화전당활성화시급사항 (단위%)

236

87

98

337

242

진행상황어디까지



전시제작콘텐츠보다문화산업육성시급

국회의원당선인에물어보니


